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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宿環規則

1. 1. 生成文法 속의 音輯論

Chomsky가 1957년에 Syηtαctic Structures를 내놓은 이 래 生成文法의 조직 에 대 한 생각

은 많이 달라졌으나， 흡體論의 설명을 위해 서는 1965년의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이후의 모렐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Asψects에 의하면 文法은 統蘇部(syntactic componen t) , 意味部(semantic component) , 좁

題部(phonological component)의 세 下位成分(subcomponent)ξ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

데서 統蘇部만이 生成의 기 능을 가지 며 , 意味部와 흡體部는 統蘇部에서 ‘ 生成되 어 나온 出

力部(output)에 대한 해석의 기능만을 가진다.

統離部는 다시 基底部(base component)와 變形部(transformational component)의 두 下

位成分￡로 나뉘벼， 基底部는 그것대로 다시 句構造規則 (phrase structure rule)과 語윷目

錄(lexicon)의 下位成分을 갖는다.

文法의 세 下位없分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은 統蘇部이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基底部의 句構造規則이다. 句構造規則이 모든 言語에 공통된 m語的

(universal)인 것인지， 아니면 言語特有한(language particular)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

나， 아무튼 그 수는 많지 않￡며 (1)과 칼은 모양을 갖는다.

(1) (a) S•NP VP
(b) VP•V (NP)
(c) NP• (Det) N (S)

句構造規則은 흔히 바꿔쓰기 規則(rewriting rule) , 흑은 가지規則(branching rule) 이 략고

불리운다. 句構造規則이 하는 일을 CIa)즐 예를 들어 말하자면， CIa)는 S라는 매듭(node)

이 발견되면 이것을 NP와 VP의 두 成分으로 바꿔쓰라는 지시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궁

극적으로 生成하려는 것은 S이 며 ， s는 NP와 VP라는 두 成分(가지)으로 나뉘인다는 뜻이

다. 이런 순서로 위의 세 句構造規則을 적용하면 (2)와 같은 모양을 얻게 된다. (1)의 規

則줍 괄호 속에 든 것은 選擇的 (optional) 임을 의미한다? 즉 그 속에 틀 것은 택해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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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VP

NP

v

택하지 않아도 좋다.

(2)는 句構造規則部의 마지막 出力部로서 先末連鎭(pre-terminal string) 라고 불리운다.

(2)는 물론 文章이 아니다. 이 先末連銷에 基底部의 또 하나의 下位成分인 語集目錄 중의

적 당한 語棄項目 (lexical item) 이 삼입되 어 (2)_로부터 Kαthy shaνe+past John이 라든가，

John love+preseηt Kathy 등을 얻게 된다. 이들도 아직 완전한 文章은 아니지만적어도意

味分析은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終末連銷(terminal string)라고 부른다.

終末連鎭는 짜라서 基底部의 마지막 出力部가 되며， 이것을 우리는 深層構造(deep struc

ture)라고 부른다. 深)會構造는 意、味部의 入力部(input)가 되어 그것이 가지는 의미의 해석

을 받게 된다.

한펀 深層構造는 統離部의 또 하나의 下位成分언 變形部로 넘어가서 여러가지 變形規則

의 적용을 반게되며， 이렇게 해서 얻어진 變形部의 出力部를 우리는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 라고 부른다. 表面構造는 變形部의 出力部인 동시에 統蘇部의 出力部이기도 하다.

이 表面構造가 바로 音題部의 入力部가 되어 音題部의 여 러가지 規則의 적용을 받아， 그것

이 궁극적￡로 발음되는 모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즙題部의 入力部， 즉 統蘇部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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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力部인 表面構造를 줍꿇部의 基底形(underlying representation) 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해의 펀의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설명을 도표로 나타내면 (3)과 같이 된다.

앞서 우리는 先末連鎭에 語棄項目을 섭입하여 終末連鎭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것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두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이 때 삽입되는 것은 우리가 익

히 보는 John이 나， Kathy 따위의 철자가 아니라， 이들 語棄項目의 塞底形의 資質母型

(feature matrix)이 라는 점 이 다. 예를 충어 John의 基底形 이 IJanl 이 라띤 (2)와 같은 先

末連鎭의 N이 라는 매듭에 을어가는 것은 Ill , lal, Inl을 각각의 쩔質로 나타낸 寶質群

(bundle of features)이 나. 이 점은 특히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統離部에서는 포

기의 떤의블 위하여는 보통 철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윷째， 語葉揮入(lexical insertion)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은 寶質母型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語集目錄에서 가지고 있던 形態素燒界(morpheme boundary)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 예률

들어 John practiced ηzedicine in a resideηtiat area라는 文章이 範蘇部를 떠 날 때의 表面構

造는 (4)와 같다.

(4)

pp

-----~\\

VP

/'\
NP

s
‘~“

N

+ John + +practicc 냐 -!-past+ +medicinc+ +ln+

A

(4)의 제일 밑의 독럽한 항목들을 우리는 形式素(formative)라고 부른다. John이 나

practice 따위 는- 語활形式素(lexical formative)이 며 , past 따위는 文法形式素(grammat ical

formative) 이 다. 이 들 形式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情報와 더불어 삽입 된다. 첫째는 資質

母型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흡鎭論的인 情報다. 주어진 形式素의 최종적인 발음은 륨題規則

의 적용을 받은 뒤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音題規則의 도움만 있으면 그 表面形

(surface form)을 알 수 있을만한 충분한 音領情報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統蘇論的 情報

다. 예를 들어 practice라는 形式素는 그것이 動詞라눈 것， 그려고 主調는 생물만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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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目的語는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情報다. 셋째는 意味論的 情報다.

예를 들어 John은 [+concrete] , [+animate] , [十human] ， [+male]등의 意、味資質 (se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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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을 가지게 된다.

이 밖에도 (4)라는 表面構造는 統購的인 情報를 몇가지 더해준다. 즉 John이 라는 名詞는

NP의 直接的인 支配(immediate domination)을 받고 있S며， 그 NP가 S의 直接的언 支配

한펀 medicine은 NP라는 매듭의

目的語라는 것을

를 받고 있음으로 이 文章의 主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直接的인 支配를 받는 VP의 直接的인 支配를 받고 있음A로， 이 文章의

알수 있다.

(4)와 같은 ‘나무’ 가 보여주는 句構造는 콸호매김 (bracketing) 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

다. 즉 (5a) , (5b)가 보여주는 차이는 각각 (6a) , (6b)로 나타낼 수 있다.

삼SRJ
~.‘~걱J

I 1

(b)(5) (a)

/"\、、

/~

dealernew

(6) (a) [NP[Anew]A[N[NcarJN[Ndealer]NJNJNP
(b) [N[NP [AnewJA[NcarJNJNP[NdealerJNJN

들어

((AB)C) , (A(BC))의 두가

나누는데， 예를

A，B，C라는 세개의 形式素가 주어지면 이들의 가능한 조직은

지 뿐이 다. 다시 말해 ηew car dealer의 세 形式素가 (7) 이 나 (8)처 럼 될 수는 없다.

句로形式素連鎭 (the string of formatives)를이처럼 表面構造는

rgV

XN$
N

NFBgt6j

짜

NP

/'
A

(7)

new

(8) [NP[AηeψJA{N[N[Ncar]N]NP[Ndeawr]NJN

SPE (The Souηd필요하다，손질이

fαttern of Engli$h)놈 (9)와 같윤 親約을 끼설정하고 있다‘

아직도위해서는(4)가 音題部의 入力部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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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語葉範購(lexical category) (N, V, A따위 )와， 語驚範購를 지배 하는 範購 (S, NP, VP)는

자동적으로 그 것들이 지배하는 連鎭앞뒤에 #境界를 갖는다.

그리고 #와 +가 겹치게 되는 경우， +를 #로 대체한다는 規約을 둔다띤 (4)는 (10)과

같이 된다.

(10) s

TVPNP rN I I NP

소nr또
P

Det A

r-+-.,

」

NP

N

. 휴 ~:\HHf ’ :M:';f# ￥ -- -# 흉 흉 싹 랭 • 휴 휴 싹 휴 ’ :lf.'.:\t# ~ ~ 룡 홈
Johi'l "" 'practice' past .. medicine" 0' " 0' in·.... so resident' ial" ,. area

만약에 ##--## 안에 들어 있￡며， 그 자체 안에 ##를 갖지 않는 것을 단어 라고

정의한다면， (10)에는 Johη， practice #past, medicine, in , a, resident # ial , area의 일팝개의

단어가 있는 셈이된다.

(10)은 아직 도 흡體部의 入力部가 되기 에는 미흡하다. 우선 (10)의 past를 그냥 둘 수 없

‘ 다. 이것을 d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일은 再調整規則(readjustment rule)이 하는 것￡로서，

再調整規則은 統蘇部와 흡題、部의 중간에서 統蘇部의 表面構造를 흡題部가 다룰 수 있는 入

力部로 손질하는 것이 다.

그 밖에도 再調整規則이 하는 일은 많다. Siηg의 과거형인 sang이 統離部를 떠나 올 때

의 모습은 [v[vs쩌gJvPαstJv일 것이다. 이것오로부터 saηg을 導出하기 위해서 再調整規則은

우선 past를 없애야 하며， 둘째로 sing의 i가 뒤에 i→re의 規則適用을 받는다는 표시블 i에

다 해줘야 한다.

再調整規則은 #를 없애거나 다른 것￡로 바꾸기도 한다‘ 이를테면 practice :fl:d의 #는

그대로 두는 반면 ， resideχt#ial의 #는 보통 形態素境界인 +로 바꿔야 한다.

再調整規則은 統解部의 表面構造를 아주 바꿔놓기도 한다. 예 를 들어 This is the cat

that caμght the rat that stole the cheese와 같은 文章은 (11)과 같은 콸호매김이 가능하며，

(12)와 같은 句構造흘 가질 것이다.

(11) This is [the cat that caι:ght [the rat that stole the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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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at

This

Sl

L::잖
is the cat

잃
caught the rat

4쏠많그룹
that stole tJ,• C cheese

그런데 위의 文章을 끊어 읽자면 (13) 과 같이 되어 (11) 이 나 (12)가 보여주는 段落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3) This is the cat-that caμght the rat-that stole the cheese

(1 2)로 하여금 (13)과 같은 段落을 갖케 하기 위해， 再調整規則은 (12)를 (14)와 같이

바꿔 놓아야 한다

(14)
S

s

상/연 낀〈\ 4 、
This is the cat that caught the rat that stole the cheese

(14)와 같은 構造에 근거하여 우리는 休息(pause)은 늘 S라는 範廳 앞에 온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再調整規則이 해야할일은 이 밖에도 많다. 그리고再調整規則은 흡領論에서 가장 렬 알려

진 부분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보았듯이， 再調整規則이 하는 일이 言語能力(competence)

보다는 言語運用 (performance)에 보다 관계된 것이며， 言語運用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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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미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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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複合語規則과 中核語彈勢規貝IJ

英語의 뼈l揚(intonation)은 彈勢(stress)와 高低(pitch) ， 그리고 母룹弱化(vowel reduction)

등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찌]揚을 결정하는데 있어， 表面構造

가 가지고 있는 文法構造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수의 같은 단어가 같은 순서로 놓이더라도， 단어 개개가 지니는 文法的機能과 그것들

의 결합상태가 다르면 뼈]揚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약실에 대한 한가지 설명방볍A로서 Chomsky와 Halle는 變形備環(transform

ational cycle)이 라는 規約을 생각해냈으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즉 表面構造를 콸호매

겁이 된 連鎭라고 할때， 흡題規則은 괄호를 내포하지 않은 최대의 連銷에 우선 적용되고，

모든 적용가능한 規則이 적용되고 난 뒤에 제일 속에 있는 콸호를 지워버린다. 그리고는

다시 規則들을 괄호를 내포하지 않은 최대의 連鎭에 적용하고， 제일 속에 있는 괄호를 지

워버린다. 이런 과정을 흡題規則의 적용이 가능한 最大領域(maximal domain)에 이르기까

지 되풀이 하는 것이다.

備環規則(cyclic rule)의 운영을 실제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15)를 보자.

(15) (a) Eη!glish teacher (英語數師)

(b) English teacher (英國A敎師)
(1=第-彈勢 ; 2=第二彈勢 ;3=第三彈勢， etc.)

(15a)와 (l5b)는 같은 단어가 같은 순서로 배 열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다르다. (15a)

는 영어교사를 의미하며， 그 국적은 영국사람이래도， 한국사람이래도 좋다. 한편 (l5b)는

가르치는 과목은 상관없이 교사의 국적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l5a)와 (l5b)

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構造상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 같다.

(16) (a) 야
/
「‘
、

/'''\\ //\\\

English teacher English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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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a)와 (1 6b)는 각각 (17a), (17b)와 같은 괄호매김 이 가능하다.

(17) (a) [N :I:f[N :l:f Eη!glish :l:f JN[N :I:f teacher :l:f JN:I:f JN

(b) [NP :I:f [A :l:f E ng lish :l:fJA[N:l:f teacher :l:fJN :l:fJNP

師 大 論 護 (19)

(16a)와 (16b)에서 각각 (15a)와 (15b)의 彈勢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는 마음과 같은 세

개의 彈勢規則을 설정해야한다.

(18) (a) 語棄彈勢規則 (lexical stress rule)

(b) 複合語規則 (compound rule)

(c) 中核語彈勢規則 (nuclear stress rule)

우선 語훌彈勢規則P] 란 주어 진 語薰項目에 다 정 확한 彈勢플 부여하는 規則으로 이 해 하면

된다. 앞오로 밝혀지겠지만 語童彈勢는 語훌目錄 속에 미리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音題規

則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럽한 단어들의 彈勢는 단어마다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흡題規則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語옳彈勢規則에 의해 해당 흡節들은 第一

彈勢를 받게 된다.

둘째로， 複合語規則은 (16a)와 같은 複合名詞에 적용되는 規則A로서 (19)처렴 規則化할

수있다.

(19) V• [1 stressJ/[ :I:f :I:f X { 잖굵s JY :I:f :l:f짧JN

/는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나다내며，‘는 변화가 얼어나는 자리를 나타낸다. 우리는

앞서 단어를 :1*:1*-:1*:1*안에 나타냐는 것으로 규정했었다. 그렇다면 規則(19)가 의미하

는 것은， 어떤 名詞안에 두개의 단어가 들어있을 때， 앞의 第一彈勢를 가지는 母룹에 第一

彈勢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第一彈勢를 가진 母흡에 第一彈勢를 부여하라”는 기이한 표현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하다• SPE (16 -17) 에 는 (20)과 같은 規約이 마련되어 있다.

(20) 어떤 위치에 第一彈勢가 놓이게되면， 다른 모든 彈勢는 한 等級씩 자동적으로 내려간다.

이러고 보면 規則(19)는 다음에 언급될 中核語彈勢規則과 마찬가지로， 5量勢블 부여하는 規

則이 아니라 彈勢를 낮추는 規則이다. Chomsky와 Halle는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彈勢를 부

여하는 것보다 彈勢블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規則(19)와 則約(20)이 (17a)로부터 (15a)를 導出해내는 과청을 살펴보자. 規則(19)가

적 용될 基底形은 물론 (17a) 이 다.

(17) (a) [N :I:f[N :l:f Eη!glish :l:f J N [N:!f teacher :l:fJN :!fJN

領環規則適用則約에 의해 우선 가장 속에 있는 콸호흘 내포하지 않은 최대의 連鎭에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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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는데 (17a)의 경우에는 [N # English # ] N와 [N # teacher # ] N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規則은 (18)의 세 備環規則중 (18a)의 語棄彈勢規則 밖에 없다.

(18a)를 적용하고， 다시 規約에 의해 가창 안에 있는 콸호를 벗겨버리면 (21)을 얻게흰다.

(21) [N :if :if Eηglish :if :if teacher :if :if]N

(21) 이 第二備環에서의 모습이다. 이때 괄호를 내포하지 않은 최대의 連鎭는 (21) 전체이

며 , 또 (21)은 規則 (19)의 構造記述(structural description)을 만족시 키묘로 (19)에 의 해

English가 다시 第-彈勢를 받게되고， 規約 (20) 에 의 해 teacher의 第-彈勢는 한 等級 낮

은 第二彈勢가 되 어 (22)를 얻게 된다.

(22) :if:if 늄χgush # # ￡aCher- # #

그런데 (15a)의 彈勢를 얻기 위해서는 teacher의 第二彈勢를 다시 한 等級 낮추는 (23)

과 같은 規則이 펼요하다.

(23) [많r꽤--> [1 stress]/_... :if:if C짜o:if JN

대부분꾀 경우 規則 (19)는 複合名詞에 대하여 정확한 彈勢를 부여하지만， 複合名詞의

두번째 요소가 複合名詞인 (24)와 같은 경우에는 規則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24) [N :if :f1: A:if[N :ifB:if :ifC]N:if ]N

(24)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오나 (25)와 같은 경우가 그 예 이 다.

2 1 3
(25) kitcheη towel-rack (부엌 에 있는 수건 견 이 ; 부엌 수건 결 이 가 아냄 )

2 1 3
eveηing phonetics class

2 1 3
chemistry research-laboratory

(24)의 基底形에다 語集彈勢規則을 적용하면 A，B，C는 각각 第-‘彈勢를 얻게되고， 備環

規則適用規約에 의해 가장 안에 있는 괄호를 벗긴다음 規則(19)를 적용하고， 가장 안에 있

는 괄호를 벗기면 (26)을 얻게 된다.

(26) [N :if:ifA:if :ifB:if :ifC:if :ifJN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規則(19)에 있는 Z의 해석문제다. 2는 (26)의 C만을 나타낸다

고 볼 수도 있고， 또 B##C를 나다낸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에 전자의 해석을 취하여 Z

가 C를 나다낸다고 해석한다면 第一彈勢는 B에 놓이게 되어 바른 表面彈勢型인 213을 얻게

된다. 반대로 Z가 B##C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면 第-彈勢는 A에 놓이게 되어 우리는

123이 라는 찰못된 彈勢型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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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彈勢型의 導出을 위해서 우리는 規則(19)에다 (27)과 같은 조건을 달아야 한다.

(27) Z=t- ••• # # ...

(27)이 말해주는 바는， z가 ~~를 내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Z는 단일 단어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음으로 (I7b)를 살펴보자. (I7b)는 名詞句로서 (I7b)로부터 (Isb)와 같은 彈勢플 얻기

위해서는 (28)과 같은 規則이 필요한 바， 우리는 이것을 中核語彈勢規則이라고부른다.

(28) V•[1 stress]/[ # :j:f X[l stress] Y:j:f :j:f ] NP

:Y 추 .•• [l stress]. ..

조건 Y ,* ••• [l stress]. .. 가 의미하는 바는， Y가 [l stress]플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規則(28)에 의 해 第-彈勢블 받게 되는 母륨은 주어진 名詞句의 제 일 뒤

에 있는 第-彈勢를 가진 母흡이란 뜻이 된다. 물론 앞의 複合語規則의 적용에서도 보았듯，

이때도 規約(20)에 의해 나머지 母홉들의 彈勢는 한等級썩 내려간다.

실제 規則의 적용과정을 보자. (1sb)의 基底形은 (17b)이다.

(17) (b) [NP:j:f [A #Eηglish # ]a [ N# teacher :j:f ]N# ]NP

第一領環에서는 역시 語髮彈勢規則만이 적용되며， 그 적용결과는 (29)와 같다.

(29) [NP:j:f # English ;'f :fl: teach##JNP

(29)는 規則(28)을 만족시키며， 그 적용의 결과는 (30)이 된다.

(30) :j:f:j:f Eηg lish :j:f:j:f teacher :j:f:j:f

構造가 복장해져도 規則의 적용과정은 마찬가지다. (31)을 보자.

(31) (a) Old Eη:g!ish teacher 古代英語敎師

(b) old Eη:glish teach 늙은 英國人敎師

(c) old Eηg fish teacher 늙은 英語敎師

(31a , b, c)는 각각 (32a , b, c)의 괄호매김과 構造를 갖는다.

(32) (a) [N :j:f [N :j:f [A :j:fOld :j:f]A[N :j:fEηglish :j:f]N :j:f ]N[N :j:f teacher :j:f]N:j:f]N

N

N

Zχk봐X‘

-.-、“
N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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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P :lHA # old # JA[NP:lHN # Eη!glish # JN[N # teacher# JN # JNP # JN

~~\~-

old

~~야"놈~.

old

A

I
English

우선 (33)이 (32a)에 대한 規則들의 적용과정을 보여 준다.

(33) [N# [N# [A#Old#JA [N#Eχglish # JN#JN [N# teacher# JN#JN
1 1 1

1 2

1 3 2

N

teacher

%
μ

Ni|

싫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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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

(19)

(19)

(33)의 밑줄들은 각 領環의 規則適用의 범위를 나타낸다. 첫 領環에서는 規則(lSa)만이 적

용되어 단어마다 第-彈勢를 부여했으며， 第二1)홉環에서는 規則(19)에 의해 왼쪽의 Old가

第一彈勢를 받￡며， 第三備環에서도 적용가능한 規則은 (19)하나 뿐으로서 결국 (31a)의

彈勢型을 얻게 된다.

한편 (32b)에 대한 規則들의 적용과청을 보자.

(34) [NP#다훨꾀검용객 [NP# 마현걷쟁젠댄홈그N [N# teacher # JN#JNP#JNP
1 1 1

2 1

2 3 1

(35)가 (32c)로부터 (31c)의 導出과정을 보여 준다.

(18)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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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NP :lHA:\:!:old]A [N:\:!: [N:\:!:English:\:!:]N [N:\:!:teacher:\:!:]N :\:!: ]N:\:!: ]NP

1 1 1

1 2

2 1 3

師 大 論 題 (19)

(18)

(19)

(28)

Young Old English teacher (젊은 古代英語敎師 ; 국적 불문)는 더욱 그 構造가 복잡하며

그 콸호매갑과 構造는 (36)과 같이 된다.

(36) [NP:if[A :If youη'g :lf ]A [N :If [N :If [A :ifOld :if JA [N :If Eη.3lish :lf JN:If JN [N :If teach :lf JN:If JN:If JNP

NP

“-‘N

N

휴~까1
youηg Old Eη<glish teacher

(37)이 (36)에 대한 規則들의 적용과정을 보여준다.

(37) [NP:If [A :lfyoμng :lf JA [N :If [N :If [A :If Old :lf JA [N :If English :lf JN :If ] N [N :If teacher :lf]N:If ] N:If] NP

1 1 1 1 (18a)

l 2 (19)

1 3 2 (19)

2 1 4 3 (28)

비슷한 예로 (38)의 세 경우를 보자.

(38) (a) black board eraser (그 자체가 까만 지우개 ; 판자의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음)

(b) black board eraser (흑판 지우개 ; 지우개나 흑판의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음)

(c) black board eraser (까만 판자 지우개 ; 지우개의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음)

이들은 각각 (39a,b, c)의 괄호매깅과 句構造를 가진다.

(39) (a) [NP#[A :lfblack :lfJA [N:If[N#board:lf]N [N :lferaser :lfJN :lfJN :lfJNP

NP

A

black board eraser



英語音훌물論序說0 )

(b) [N :IHN :IH A 4:1: black :lf JA [N :If board :lf JN:If JN [N :If eraser :lf JN:If JN

N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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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oard eraser

(c) [N :If[NP :lf[A4:l: black:lfJA [N :lf board :lfJN :lfJNP [N :lf eraser :lfJN :lfJN

~'--‘-----.-----.

/~、、、、、、k

black board traser

(40) , (4 1) , (42)가 이들 基底形오로부터 (38)의 表面醒勢를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0) [NP :If[A:lf black :lfJA [N :If[N :If board :lf JN [N :If eraser :lf JN:IfJN :lfJNP
1 1 1

1 2

2 1 3

(41) [N :If [N :I:f 다홈뀐챔홉뇨 마핸쁘얀f챔그안용]젠 [N :!l= eraser :!l= JN:!l=JN

1 1 1

1 2

1 3 2

(42) [N :!l=[NP :lf 나효뀐얀k현그A [N :If board :!l= JN:!l=]NP [N :!l= eraser :If ]N :lfJN
1 1 1

2 1

312

위의 경우를 더욱 복잡하게 하면 (43)과 같은 예를 염을 수 있다‘

(18a)

(19)

(28)

(18a)

(19)

(19)

(l8a)

(2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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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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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 gr:en bl~ck bo;rd er~ser (녹색 흑판의 지 우개 ; 지 우개 자체 의 색 깔에 대 한 언급은 없음)

(b) greeπ black board eraser (그 자체가 녹색 인

없음)

論

색깔에 대한

大師

흑판 지우개 ; 휴판의

이것들은 각 (44a), (44b)와 같은 괄호 매깅과 句構造를 갖는다.

(44) (a) [N~HNP#[A#green#JA[N#[A#black#JA [N#board#JN#JN#JNP [N#eraser#]N#]N

N

NP

암

.‘
·l
a

κ

A

A

boardblackgreen

(b) [NP#[A#greeπ # ]A [N# [N~HA:ff black # JA [A# board :ff JA:ff]N [N #eraser# JN:ff Jrdf]NP

NP

.------.c.---
A N

N

board

------‘、-----

erasergracII

(45) [N# [NP:ff[A#green :ff JA [N :ff[A# black :ff JA 맥혈얀E챔파:ff JN :ff ]NP J맨환연짝#그1l" :ff JN

1 1 1 1 (18a)

(19)

(28)

(19)

이들은 각각 (45), (46)의 과정을 거져 (43)의 表面彈勢型을 얻는다.

3 2

2

3

4

1

1

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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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NP#다활학쁘깐뾰객 [N# [N#다활쁘딴뀐효 [A# board # ]A # ]N 미→환연딴핸그~# ] N # ] NP

1 1 1 1 (18a)

1 2 (19)

1 3 2 (19)

2 1 4 3 (28)

지금까지 우리는 複合名詞와 名詞句의 g單勢만을 보아 왔고， 또 그 현상을 (19), (28) 처

럼 規則化했었지만， (47)의 예들은 規則(19)， (28)을 좀더 -般化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

a

，찌

뼈

·
2。

π
/

’
1

r“

η
1

“

a
e

--t
‘
。
。

η
V

’””

l
￠
K

Jm

LM

l
m
1
’M

띠
/
1
‘
、

η
Ag( 1 3

(b) air -condition
1 3

boot-lick
1 3

troμble-shoot

(47a)는 複合形容詞의 예들이 며 , (47b)는 複合動詞의 예들이 다. 이을을 포함한 바른 彈勢

를 生成하기 위해서는 規則(19)의 환경을 (48) 처럼 一般化해야 한다.

(48) V• [l stress]/[# #x[f깊끊끓] Y# #Z# #]NAV
: Z;b .. ## ...

한펀 (49)의 예들은 規則 (28)의 환경도 一般化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m
l짧1
磁

-b4

r

o.

”y

,‘

시
4

2總
2械

떠
(

뼈
/
l
‘
、

lum

m

l·z
빠
1
짧

2썼
2쩌

씨
( l뺑1

뼈

2
껴2
,m

JB
이
/
1‘
、

(49a) 는 形容詞句， (49b) 는 動詞句， (49c)는 文章으로서， 이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名詞句와 마찬가지 彈勢型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이들을 위해 規則 (28)을 (50) 처 럼 -般化

해야한다.

(50) V•[1 stress]/[# #x[f갚E잃응] y# #]",

:y추 .. , [1 stress}"

여기서 α는 NAV이 외의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만약 規則 (48)과 (50) 이 (48) ←(50)의 순서로 적용된다면 a는 필요없게 된다.

그 까닭은 規則 (48)이 적용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NVA이 외의 것이 되기 때문

이 다 만약 어 떤 連鎭가 規則(48)의 構造記述(structural description)을 만족시 키 지 않는다

면 그것은 바로 a에 해당하는 것이다.

規則 (48)과 規則 (50)은 中괄호 表-記規約(brace notation)과 直角콸호 規約(angled bracket

notation)에 의 해 縮約(collapse)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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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v• [1 stressJ/[# #X[늄끊끓] Y<# #2># #J<NAV>

:2*···##… :Y추 .. , [l stress}"

師 大 論 驚 (19)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해 우리는 단어의 결항에서 불 수 았는 복장한 彈勢配分(stress

lssignment) 이 (51) 이 라는 매우 간단한 規則 하나와， 變形備環이라는 規約에 의해 결정

됨을 알 수 있었다.

規則(51)과 관련되어 한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規則(51)이 주어진 하나의 連鎭에 대하

여 그것의 文章안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彈勢를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John's

blackboard eraser라는 連鎭는 독립해서 사용될 때의 彈勢는 2143이 된다« 46) 참조). 그

러나 이것은 (52)가 보여주듯 한 文章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彈勢가 달라진다.

3 2 5 ‘(52) (a) John’ s blackboard eraser was stolen.
3 1 5 4

(b) Take John’s blackboard eraser.

(52a)는 John’ s blackboard eraser가 主語로， (52b)는 目的語로 사용된 예 이 다. (52a)에 서 는

John ’s blackboard eraSer7} 본래 갖고 있던 彈勢들이 각기 한 等級씩 낮아져 彈勢상호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음에 반해 (5Zb)에 서는 그 내우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規則(51)은 그것대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가령 sad plight라는 連鎭가 독럼해서

주어지면 規則 (45)는 21이 라는 彈勢를 부여한다. 그런데 (53)에 서 보듯 이 連銷는 文章 안

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彈勢型이 달라진다.

8 2
(53) (a) His sad plight shocked μs

3 1
(b) Consider his sad plight.

여기까지는 위에서 든 Johη’s blackboard eraser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만약 My friend caπ’ t

help being shocked at aπ.Jone αIho ψauld fail to consider his sad plight와 같은 連銷가 주어

진다면 그때의 sad plight는 81과 같은 彈勢型이 된다. 그리하여 이론적￡로는 文章의 複雜

度가 이보다 더해지는 경우 sad,$J 彈勢는 10,20, 흑은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으나， 이것

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는 복잡한 構造로부터 바흔 彈勢블 얻기 위해

表面形올 적절히 손질하는 再調整規則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1.3. 主睡勢規則 (0

Chomsky와 Halle는 SPE에 서 英語블 위해 (54)와 같은 資質母型(feature matrix)블 생

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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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Distinctive feature composition of English segments

「꾀 I I ii퓨|팍둥|효과!간i←뮤|꾀-:T;T되~ I Ylw·'깅T-;fll도 Ib

+1 + +1 + +1 + 十 十 +1 + +1 + + 十 -，-，-十+ -,-

-1-1-1 +十 +1 +
十 + +1 - -, - -十 +1- +1 +
tl- +1"- +I~ +1- +1 - +1- +1 + -I + -I + -,-

_I ........ -I + +1 + +1- +1 + -,- -, -

-, - -. - -, - -, - +1+ 十

-, - -, - -I + +1-
+1 ~ +1- -I + 十 - 十- -I + -I + -I +

+ +1 + +1 + +1 + +1 - -. - -,- -
+1 + -I +
+1 + -, -

-. - -, -

vocalic

consonantal

high

back

low

anterior

coronal

round

tense I +

nasal

strident

continuant

vOIce

If[Vlrnltld]el δ I n I s [ z I c I c I J I s [ z I k [ g Ix I D I h /kw Igw jxw
vocalic -, - -, - -,- -, - -. -
consonantal +1 + +1 + +1 + +1 + +1 + +1 + 十 十 + 十 +1 + +1- +1 +
high -I + +1+ +1 + +1 + +1- +1 + 十

back +1 + +1 + -I + +1 +-, - -, - -.-
low -, - -, - -, - -, - -,- +1- -,-

anterior +1 + +1 + +1 + +1 + 十 + +1- -, - -.- -,-

coronal -, - -十 十 + +1 + +1 + +1 + +1 + +1- -, -

round +1 + +
tense

vOIce -I + +1- +1-'- +1 + -I + 十- +1- +1- +1- -I +
continuant +1 + +1+ + 十 -I + +1- -I + +1- -I +
nasal + -, - +1- -,- -,,- +1-
strident +1 + -,- - +1 + +1 + +1+ +1- -,- -.- -.-

(55)에 열거한 動詞들의 彈勢를 살펴보자.

(55) R m
astoηish maintain collapse
Mit erase torηzent

det깅rmine achieve laη1깅nt

I 의 動詞을은 뒤에서 두번째， 그리고 n, ]J[의 動詞들은 마지막 音節에 彈勢가~온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 의 경우에는 非緊張母륨(nontense

vowel) 뒤 에 하나의 子音으로 單語가 끝났으며 , n의 경 우는 緊張母흡이 나 二重母륨

(diphthong)으로， ]J[의 경우는 두 子룹으로 單語가 끝나고 있다. (55)의 g힘勢配分은 (56)

처럼 요약할 수 있다.

(56) (a) 어 떤 連鎭의 마지 막 母音。1 非緊張母音이 고， 똑 g 됨 에 하냐 ('1 상의 子좁아 요지 않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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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는 뒤에서 두번째 音節에 彈勢를 부여한다.

(b) 어 떤 連銷의 마지막 母音이 緊張母音이거 냐， 혹은 緊張母音이 아닌 경 우 그뒤 에 하나

이상의 子音이 뒤따를 때에는 그 마지막 母音에 彈勢를 부여한다.

(i)

가령 우리가 (56a)가 정의하는 즙節을 弱흡節(weak syllable) , 또 (56b)가 정의하는 즙節

을 彈좁節(strong syllable)이 라고 부른다면 (56) 이 의도하는 바는， 첫째， 어떤 連銷가 弱좁

節로 끝났으면 그 앞의 흡節에 , 둘째， 彈音節로 끝났으면 바로 그 룹節에 彈勢블 부여하라

는 것이다.

(56)을 規則化하면 (57)과 같이 된다.

一Co [-t않se 1다 )

tress]/ II[밸 1 }Co r (i i)

規則 (57)은 불필요하게 복잡해 져 있다. 만약에 두 規則 (57i)과 (57ii)가 離接的順序

(disjunctive ordering):로 적 용된다는 조건만 부여할 수 있다면， 規則(57)은 (58) 처 럼 간단

하게 고쳐 쓸 수 있다.

(58) V→뎌 stress]/--많-t￡se ] C& } ] (i)

(i i)

離接的)1頂序라는 조건때문에 (58ii)는 (58i) 이 적용되지 않은 곳에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우

리는 SPE에 이 離接的順序를 위해서 小괄호表記規約이 마련돼 있는 것을 알고 있다. 小괄

호表記를 사용하면 (58)은 (59)와 같이 되 며 , 두 規則(59i)와 (59ii)가 離接的으로 적용된

다는 조건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59) V-•[1 stress] /-Co( [ -t::se 1cJ )1
다음오로 (60)의 名詞들의 彈勢를 보자.

(60) R m
America aroηta νeraηda

cineηta horizon synopsis

metropolis cora’ na appendix

(60)을 검토해보면 마지막 音節을 제외한다면 (55)의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非緊張母즙과 그 둬에 요는 子룹 즉， 弱音節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規則

(59)를 (60)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60)의 마지막 룹節은 (61)의 두 경 우중의 하나이며 , 이 들 또한 離接的￡로 적 용되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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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 j-- [ -t~se ] C싸 (b)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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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의 새로운 두 환경을 規則 (59)에 다 더하면 (62)와 같은 規則을 얻게된다.

(62) V-’ [1 stressJj-Co( [ -t~se] C~)j-< [ -t잃se ] Co> ] (N)

規則 (62) 에 대해서는 몇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첫째 規則 (62)는 A→BjX-YjW-Z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A→BjX-Y란 결국 XAY→XBY블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A→BjX-YjW-Z란 WXAYZ→WXBYZ를 의 미하는 것이 다. 둘째， 直角괄호表記는 非連

續依存 (discontinuous dependency) 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直角괄호는 흘로 쓰이

는 법은 없이 늘 짝으로만 쓰이며， 우리는 괄호안의 것을 동시에 택하든지 혹은 모두 택하

지 않게 된다. 이때 規則의 適用順序는 最大優先適用原則 (the maximal application priority

principle)에 의해 괄호안의 것을 모두 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直角괄호에 의해 縮約된

規則들은 離接的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規則(62)는 다음과 같은 네개의 離接的인 規則의

縮約形이다.

r V l ,.,1 1 r VI
(63) (a) V• [1 stress]/--c。 1 -tense | c;/- | -팩se l CoJN

(b) V• [1 stressJj-Coj- [ -t잃se] C써

(c) V• [l stressJj-아 -t~se] CV-J

(d) V• [1 stressJj-Coj-J

(60 I)의 America는 規則 (63a)에 의해 , aroma는 (63b)에 의해 , νerimda도 (63b)에 의해

얻어진다.

그런데 (64)의 예들은 (60)과 마찬가지 彈勢型을 가지지만， 끝이 모두 緊張母흡A로 끝

나고 있음￡로 規則(62)의 적용을 받지 않을듯 하다.

(64)를 면말히 관찰해 보면 끝音節에 緊張低母흡이나 [d]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非聚張低母륨이나低母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非緊張低母音이 緊張륨化

하고， 低母즙이 [d]로 변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英語에는 \66)과 같융 緊張륨化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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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ng Rule)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society, archaic등의 교직 활자체의 륨을은 이

緊張化가 母즙 앞에서도 일어냐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英語에는 (66)과 같은 緊張

즙化規則 (Tensing Rule)이 필요하게 된다.

(66) V• [ +tenseJ/ r~~~~oo 1f X’L,8stress J l :\1' J

: if a=+ , then ,8=+

規則(66)은 (67)의 세개의 規則을 縮約한 것이다.

(67) (a) V•[+tenseJ/ (않양ss H ￥ }
(b) V•[+tenseJ/ [ 그앓ss ]{ ￥ }
(c) V→[十tenseJ! ( =앓ss H ￥ }

規則(66)..2..로 말미 암아 語尾에 어 떤 母音이 라도 올 수 있오며 , (64)의 單語들의 끝母룹

은 非緊張륨알 수 있다. ~뭘勢規則 (62)의 적용을 받고난 둬 이들 語末의 非짧張母룹은 規則

(66)에 의해 (64)에 서 보는 것같은 緊張母흡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수정되나가겠지만 規

則 (62)플 主彈勢規則(Main Stress Rule)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1. 4. 交替彈勢規則

아래 (68)의 예들을 보자.

(68) domain , ηzachine ， career, police, regiη1경

이들은 모두 彈勢가 마지막 흡節에 있으며， 모두 基底形에서 緊張母륨을 마지막 母흡ξ로

가지고 있다• domain은 /dOmAn/에 서 生成된다. (i , e, a, u, 0의 緊張母륨을 각각 I,E,A,U,

O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들이 그대로 表面에 나타날 때에는 각각 알파뱃상에서의 명칭A

로 발음된다. 즉， I는 Cay]로 ， A는 [eyJ로 발음된다. ) 主彈勢規則 (62)의 네 下位規則

(63) 가운데서 (63d)에 의 해 dOmAη을 얻게 된 다.

그런데 (69)의 경우는 어떤가?

(69) hurridme, aηecdote ， nightingale, caηdidate， ηz atador

이 들도 (68)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母좁은 그 基底形에 서 緊張母륨이 라야 한다. 그러

나 規則(63d)를 적용하떤 彈勢가 제일 마지막 숍節에 오게되어 잘못된 表面形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마지막 즙節의 g휠勢를 앞으로 옮기는 다음과 같은 規則이 필요해 진다.

(70) V• [l stressJ/-CoVCoVCoJ

規則(63d) 애 의 해 /hurrkAn/윤 hμTrickw1되 며 , 規，flU (70)에 의해 h&rrtjη。1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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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ricAn의 彈勢型을 表面彈勢型인 hμrricAχ유로 바꾸기 위해 서 는 規則 (71) 이 필요하다.

(71) 같은 單語안에서는， 第一g뭘勢가 아닌 것은 모두 한 等級씩 g뭘勢를/ 낮춘다.

우리는 앞￡로 規則(70)을 交替彈勢規則(Alternating Stress Rule)이 라고 부르고， 規則(71)

을 g量勢調整規J!U (Stress Adjustment Rule)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72)의 예들은 交홉彈勢規則이 (69)와 같은 名詞뿐만 아니라 動詞에도 적용됨을 보여 준

다.

(72) ψiolate， iηsiημate， experiηzent， exercise, organize, recognize

規則 (70)은 英語에서 지배적인 弱彈格(iambic rhythm)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

1.5. 形容詞의 꿇勢

形容詞에서의 彈勢를 알아보기 위해 (73)의 예를 살펴 보자.

(73) R m w
solid siηcere abstract difficult

certain obscene corrupt r깅solute

shallow supreme absurd ηzanifest

우리 는 (73)의 I , n, ][ 은 (55) , (60)의 L n, ][ 에 해 당하며 , (73)의 W는 (69)와

(72)의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3 I)은 規則 (63c)에 의해， (73 n, ][)은

規則 (63d)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한펀 (73W)는 規則 (63d)에 의해 우선 마지막 흡節에

彈勢가 주어지며， 이 彈勢는 交替彈勢規則 (70)과 彈勢調整規則 (71)에 의해 얻어질 수 있

다.

다음 (74)의 경우블을 보자.

(74)

ηzaximal

precipitous

arrogaηt

R
anecdotal

desirous

adjaceηt

m
μniversal

momentoμs

dependent

위의 예틀이 (55) , (60) , (74)의 예들과 흡사하다는 것은 곧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主彈勢規則 (62)가 形容詞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고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까닭은， 그렇게 되는 경우 새로운 彈勢規則은 (73][)에

적용되여 첫째 즙節에 彈勢를 부여할 것이다. 또 (73W)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74)의 예들은 (73)의 경우와는 달리， 名詞彈勢規則을 따략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런 구벌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히-다. (73)의 예들은 더 이상 分節(segmenting)이 가능하지

않은 본질적언 形容詞들임에 반해， (74)의 경우는 語幹에 語尾가 붙어서 된 派生的인 形容

詞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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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

(i i)

(a)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반복한 (61a)에 (75)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추가하게 만든다.

〈검) +Co[ -t~se ] COJA

(61a) [-t~se] COJN

(75)와 (61a)의 두 환경은 (76) 처럼 直角콸호에 의해 縮約될 수 있다.

(76) <+C사 -t~se ] CoJN<A>

물론 主彈勢規則은 (75)와 (61a)의 두 환경에 대하여 離接的으로 적용된다. 우선 끝에 非

짧張母룹이 들어 있는 單音節語尾를 가진 形容詞에 적 용되 고， 다음으로 끝에 非緊張母즙을

가진 名詞나 形容詞에 적용된다.

수청된 主彈勢規則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할 일이 있다‘ (77)의 예들은 우리로 하여금 弱

音節의 개념을 바꿀 필요를 느끼게한다.

(77) eloqμeηt ， recalcitrant, chivalrous

이들은 (74)의 m 이 아니라 I 에서와 같이 뒤에서 세번째 즙節에 彈勢가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連鎭들이 (61a)의 분석을 받아， 둬에서 두먼째 흡節이 弱륨節 취급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시 한헌 (77)의 예들을 잘펴 보떤， 語尾 앞의 흡節， 즉， 弱즙節 취급을 받는 흡

節들은 모두 非緊張母좁 둬에 子룹이 하나 오고， 그 둬에 流룹(liquid)이나 轉移좁(glide)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cerebellar 따위의 예를 보면 [1]은 [r]과는 달리 弱즙節을 이

루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 voc I __ , __,", ~__ - __ I-VOC I
流좁은 μcor꾀 로서 표시되며， 轉移흡은 I~~~;페 로 표시된다. 다시 말하면 [VOC]과

[cons]의 값어치가 正이건 賣건 간에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弱흡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8) [-t~ce ] 뎌〔擬 〕。

지금까지 논의된 主彈勢規則을 정리해보면 (79)와 같이 된다.

(79) V•[1 stressJ/[X-! Co [ -t~se] C~ [원짧 ] J
l Co J

( +Co[-t않se JCoJNA - I
1- ~ [-t~se]COJN t

(e)

(79)의 (i)과 (ii) , 그리고 (a) , (b) , (e)는 모두 離接的오로 적용된다. 이 같은 離接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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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用順序는 直角콸호를 사용하여 (80) 처 럼 縮約해 서 나타낼 수 있다.

(80) μ[1 stressJ/[X-Co( [ -t~se] q [원짧 ])
/-」〈1〈2+Co〉2 [ -t￡se ] Co싸N <A»

193

規則(80)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몇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로J (81)에 열거한 것과

같은 語尾들은 規則 (80)과 무관하다. 즉 이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81) -y , -like, -able, -ish, -ing, -past tense, -hood, -ness, -ly, -wise

規則(80)에 대한 이들 語尾들의 中立性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 語尾 앞에 #를

삽입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soliloquizing은 마음과 같은 基底形을 갖게 된다.

(82) [[v#soli1oqulz#JvingJ

첫 個環에서 規則 (80cii) 에 의 해 [vsoliloqulz] v를 얻게 되 며 , 여 기 에 交替彈勢規則 (79)

가 적용되어 [vsoliloqulz] v플 얻게 된다. 둘째 備環에서 規則 (79)의 (a) , (b)는 #때문에

적용되지 않지만 (c)가 적용되어 -ing어1 잘못 彈勢를 부여하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規則 (80)에 (83)과 같은 조건이 펼요하다.

(83) X는 #를 포함하지 않는다.

조건 (83)때 문에 規則 (80)은 …covco] 에 적용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規則 (80)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ioη의 語尾를 가진 prohibitioχ과

같은 경우이 다. 이 런 경우 우리는 -ioη의 基底形을 /iVn/ (V는 非緊張母즙의 原흡素(archi

phoneme))으로 설정한다. 그리하여 두번째 個環에 들어올 때 prohibition은 [prohibit+iVn]

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 여기에 規則 (80bi)을 적용하여 [pro돼it파n]을 얻게 된다.

세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ic.E-로 끝나는 titanic과 같온 경우이다. 이들을 위한 바른

彈勢型을 얻기 위해 우리는 /ik十relj을 基底語尾로 잡고 (84)와 같은 規則을 설정한다.

(84) rel• Ib/ik+-

規則 (84)와 관련해서 우리는 /ik+relj을 語尾로 가지는 語葉項目들에 대해서 이 規則의

적용이 選擇的(optional)인지 義務的(obligatory)인지 를 표시해야 한다 Basic ， public 따위

에 대해서는 義務的이며 J theatrical , neurological 등에는 척용되지 않 c며 J ironic(al) ,

analytic(al) 등에는 選擇的이 다. 또 ecoχomic(al)， historic(al)의 경우에는 -af의 유무에 따

라 뜻이 달라지으로， 規則(84)의 적용은 意味論的 寶質(semantic feature)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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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複合動詞의 꿇勢

(85)에 열거한 單語들은 끝音節이 非緊張母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母흡이 g월

勢를 받고 있다.

(85) permit, compel, transmit, resist, export, concur, traη1er， commit , expel

이다. 이들 單語들의

(readjustment rule)에

이들에게 공동되는 점은 이들이 모두 per-, trans- , con- , 등의 接頭蘇를 가지고 있다는 점

彈勢型이 예외적인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며， 우리는 再調整規則

의해 接頭蘇와 語幹 사이에 境界를 도업함부로써 이 사실을 설명할

形態素境界를- 사용할 수

수있다.

그런데 (85)에 열거된 接頭蘇나 語幹은 각기 독립해서 존재하지 옷함으로 單語境界 #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언급하게 될 다른 이유로 해서

單語들은 INI과 III을 흉롬즙과 非緊張母좁

도 없다. 이 경우를 위해 우리는 單語境界도， 形態素境界도 아닌 [-FB, -WB]의 資質을

가지는 =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85)의

의 原즙素로 잡는다면 (86)과 같은 基底形을 갖게 된다.

(86) plr=mit, k:JN=pel， traJηs=mit， kJN=kIr， etc.

(79ci) 은 基生없하는 것이다. 規則(86)에 대해 規則(79cii)가 적용되어 (85)의 끓勢型을

底形에 있는 =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 設定은 (85)의 5量勢型을 바로 生成한다는 것 외 에도 마음과 짙은 두가지 점으로 미

루어 그 獨自的쭉當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의 존재는 (87)에 서 보풋 接頭詞를 가

지는 三흡節語에서 交替彈勢規則(70)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87) compreheηd， apprehend, iηterνene， iηtroduce ， coηtradict， iηtrospect

이들은 모두 안에 =를 가지고 있고， 이

(70)은 곧 뒤에서 수정될 것이다.

=가 規則(70)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이다.規則

물째로， =의 존재 는 /s/의 有聲즙化規則에 대해 例外 처 험 보이는 單語들에 대한절명

을 간펀하게 해준다. (88)의 예들은 (89)와 같은 規則의 펄요성을 말해준다.

(88) re=sist , pre=sume, re=semble, re=solt’κ de=sigη ， re=serve

(89) s• [ +voice]/V=-V

para :j:f synthesis 처 럼re :j:f sell,오거나， 혹은

規則 (89)의 환경 에 있는 =때 문에 asylum, misogynist 처 렴 /sl 앞에 전혀 境界가 없거 나

para+site, philo+sophy 처 렴 形態素境界가

이다.

單語境界가 오는 경우에 /s/의 有歸흡化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블 설명할 수

또 (90)에 열거한 單語들의 착이도 =와 規則(89) 이1 의해 절명된다，

있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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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resolve (rE=s:Jlv j , [rEz a:lv], ‘determine’ )

re-solνe (/rE # s:Jlv/, [rEsa:lvJ, ‘w Ive anew')

reserve (frE= sIrvj . [rEz ;JrvJ. ‘withhold’ )

re"serνe (/rE#sIrv/, [rES;Jrv], ‘ serve anew')

일부 수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가 아니라 두번

=의 設定에 의한 彈勢의 설명은 交督彈勢規則 (70)의

않는 것은 語中의(87)에 서 語末의 彈勢가 앞으로 옮겨가지

러 나 (91a)와 (91b)를 비교해보면 彈勢의 交替블 방해하는 것은 첫번째

째 =임을 알 수 있다.

(91) (a) c01npreheηd (fb N= pre= heNd/ )

intersect (liNtI r = sekt/ )

(b) conte1nplate (/bN=teNpIAtj)

constitute (Ib N=stitUt/ )

coη~peηsate (bN=peNsAtj)

따라서 우리는 끝에서 두벤째 즙節 앞에 있는 =는 허용하도록 交替彈勢規則 (70)을 (92)

처럼 수정해야 한다.

(92) V• c1 stressJj-Co(=)CoVCoC1 stressJCoJNAv

1. 7-. 主彈勢規!tIl (2)

다.

(85)에 열거 했던 單語들 가운데 어 떤 것은 級字를 바꾸지

그때는 (93)과 같은 彈勢型을 갖는다.

않고 名詞로 쓰이는 것들이있

(93) permit, transfer, export, intercept. survey. progress; tormeηt， protest

이들이 語末에서 第三彈勢를 갖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들과 모양이 비슷하면서 語末에

彈勢를 갖지 않는 單語들과의 비교를 (94)가 보여 주고 있다.

(94) permit~Mrmit，

progress-tigress

survey-scurvy

protest-de깅?η찌1πti싫st，

export-effort,

insert-coηcert

것을 알수 있

語末의 第三彈勢는 본래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긴다는 것을 보았다.

우려는 (93) 에 열거한 單語들의

새로이 딴 곳에 부여됨우로서

미 (69)에 서 規則(70)에 의해

第-彈熱이 던 것이 第-彈勢가

語末의 第三彈勢에 대해서는 이

그러나 우리는 (94)의 예들이 交督彈

勢規則 (70), 흑은 그 개정형인 (92)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二흡節語라는

다.

우려가 (94) 이l 서 볼 수 있는 것과 갚은 차이는 13의 彈勢型을 갖는 (93)의 單語들은 각

기 動詞에서 派生된 것임에 비해， (94)에 이들과 짝지어 열거된 10의 彈勢型을 갖는 單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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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는 permit가 (95)와

같은 基底形을 가졌으리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95) [N[V pIr=mit)v)N

이와 같은 二重構造를 위해서는 두개의 個環이 펄요하다. 우선 첫째 v몹環에 서 는 動詞의

語末에 彈勢가 놓이고， 두번째 德環에서는 그 彈勢가 앞으로 옮겨지고， 그리하여 생긴 語

末의 第二彈勢는 彈勢調整規則 (71)에 의해 第三彈勢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語末에 부여

된 彈勢를 앞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規則(96)이 필요하다.

I r H , I avOc I I

(96) V• [l stress)!사 Co l-te~se J 다 |얀g2t | } (i)

l Co 1 J (ii)
!-([-seg)CoV CO)N (C) , (d)

(95)의 基底形으로부터 表面彈勢型이 生成되어 나오는 과정을 (97) 이 보여 주고 있다.

(97) [N[vplr=mit)v)N

1

1 2

1 3

(7geii)

(96cii)

語中에 =를 갖고 있지 는 않으나 (93)의 單語들과 마찬가지로 生成되 어 야할 單語가운데

tormeηt가 있다. 우선 첫 領環에서 規則(7geii)에 의해 語末에 彈勢를 받게될 것이다. 둘째

’홉環에 서 우리 는 permit에 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彈勢가 앞으로 옮겨지 기를 바라지 만，

torm싫t의 끝 즙節에 非緊張母룹이 들어있으므로 規則 (79b)가 적용되어 torm싫t가 되고

여기에 規則(96)이 적용되어 torment가 되고， 5.量勢調整規則 (71)에 의해 ￥tormeηt가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語末의 母륨이 非緊張룹인 동시에 彈勢를 받지 않은 母륨이란 조건

을 (79a, b)에 달아 주어야 한다.

한펀 規則 (96)은 規則 (7ge)보다 앞서 적 용되 어 야 한다. 만약 그 순서 가 반대 라면

machiηe은 *machlηe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規則 (79)와 規則 (96)을 縮約

하여 새로운 主彈勢規則 (98)을 만들 수 있다.

(98) V• [l stress)![X--Co( [ -t잃e] C5 [靈s l 。〕
( r V 1 1

/--< l <+ Co> | =$$앓 | ’Co» <N<A»

t <[seg» CoY J

:X내 부에 는 #이 들어 있지 않음

規則(98)은 (99)의 여러 規則을 縮約한 것이며， (99)의 規則들을 모두 離接的으로 적용되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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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V• [I stress] j [x-l Co[-t~se ] 야
lC。

r V 1
+CO I -stress I CO]NA

r V 1
I -stress I CO]N

j_ \ L-tense J

、
Il----‘
r
l’’
!,,J

nU

---’
1
i
l
-
-
-
-
」

mm

빼

「

-

-
-
-

L

(i)

(i i)

(a)

(b)

[ -seg]COVCO]NA

COVCO]N

:x 내 부에 는 #이 들어 있지 않음.

1. 8. 複合名詞와 複合形容詞

(c)

(d)

(e)

(99)로서 主彈勢規則은 일단 마무리가 된 셈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분적안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100)의 예들을 보자.

(100) R
ηzoηograph

moηotoηe

monolith

moηogeπesis

..
monomaηza

mononucleosis

많은 名詞들이 mono- , tele- , photo- , bio- 등의 接顧、蘇와 결합하는데， 이 때 (100)에서 보듯

彈勢의 위치가 일정치 않다. 우리는 이 차이가 (100 I)의 경우에는 接頭解가 결합하고 있

는 -graph는 홀로 독립할 수 없음에 반하여， (100 n)에 서 接훌훌蘇 ηwη0-가 결합하고 있는

geηesis는 그 자체가 독럽된 뜻을 가진 名詞이며， 그 뜻이 複合語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moηograph와 monogeηesis가 각각 [Nmono[sgraphJ

SJN와 [Nmoηo[N#geηesis # JNJN와 같은 基底形에서 (101)과 같은 과정에 의해 얻어지리라고

생각한다.

(101) [Nffiono[Sgraph]s]N [Nffiono[N :If genesis :If ]N]N

(99ai)

(9geii)

(99ci)

1

1 2

規則 (99)의 條件 (c)는 語末彈勢즙節을 가지고 있는 moηograph에 는 적용되지만， 그렇지

뭇한 moηogeηesis에 는 적 용되 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예로는 (102)와 같은 것들이 있다.

(102) I
telephiJηe

R

ar‘stocrClt

telemecha껴cs

electropho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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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tograph autohYPnosis

aquaplaηe aqμamarine

paraltelogra ηt parallelepiped

(1 03)과 (1 04)가 (102 I )과 (102 n)의 제일 마지막 두 單語의 生成을 보여주고 있다.

(103) [N[pprerre[slelJs;)Jp [sgrremJ SJN

1 1

1 2

1 3

(104) [N[pprerre[slel]s;)Jp [splpedJsJN

1

2 1

3 1

(9geii)

(99ci)

(71)

(99ci)

(9geii)

(99bii)

(71)

(103)에서는 彈勢音節規則(Stressed Syllable Rule)인 規則(99c)가 적용되었음에 반해，

(104)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00)의 경우와는 달리， (102 L n)의 차이는 基

底形의 차이가 아니라， 마지막 흡節이 彈勢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103)에서

와 같이 마지막 흡節이 彈勢를 받으면 彈勢흡節規則이 적용되 어 그 g量勢를 앞으로 보내게

되며， (104)에서와 같이 마지막 즙節이 彈勢를 받지 않으면 彈勢흡節規則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主彈勢規則 (99)의 수정을 요구하는 예로 politico·economic의 경우를 보자. 이 單語의 첫

부분인 politico·는 接頭解임에도 불구하고， 첫 備環에서 뒤에서 세번째 룹節(antepenulti 

mate) 에 彈勢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彈勢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規則 (99a， b)뿐인데 ， 이

들은 名詞나 形容詞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名詞나 語幹뿐만 아니라 接

頭解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規則 (99)의 (a , b)를 (105)처럼 바꿔야 한다.

(105) <+Co>[=鍵] CoJNSP싹셈> }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規則(99)의 (a, b)를 고치는 경우， (105)는 (103)과 (104)의 경우

에 적용하여 각각 *parallelogram , ￥parallelepiped라는 잘못된 表面形을 만들어 낸 다. 왜 냐

하면 parallelogrmη의 경우， 제二備環에서 (105)가 [pprerre + leI 十::>]p를 만족시켜， 弱륨節안

-lel- 앞의 흡節에 彈勢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弱音節의 개념을

제한하여 , -lel- 처 럼 第一彈勢를 갖지 않는， 다시 말해 第一彈勢보다 약한 彈勢를 갖는 것

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非緊張母숍의 쯤質로 [-stress]륜 부여하는 길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 나 그렇게 되는 경우 (106)에서 보듯 [N[Ntele [sgrref] S]NY] N에 서 ￥telegraphy와

같은 찰못된 表面形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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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N[Ntele[댈효젝되NY]N

1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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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第三備環에서 tJlegr싸h+y에 規則 (99ai)을 적용할 수 없는데 있다. 위에서 제안한

것 처럼， 非緊張母즙에 彈勢가 없어야 한다면 第二彈勢를 갖는 -grα:ph- 때운에 規則 (99ai)

의 적 용이 불가능해지 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리는 非緊張母흡이 5量勢를 갖지 않는것이 라고

규정하지 말고， 第二彈勢보다 낮은 彈勢를 갖는 것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러면 規則 (99ai)

는 parallel+o에 는 적용되지 않지만， telegraph+y에는 정확히 적용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려해서 되풀이 하자면， 弱音節이란 第~彈勢 이하의 彈勢를 가지는 非緊張

母륨을 가지며， 뒤에는 하나 이상의 子륨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이때 子즙 뒤에 r， w， y등이

오는 것은 무방하다.

主彈勢規則(99)의 수정을 요구하는 예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3131313
(107) praxinoscope; sideroscope, stereoscope, ηzimeograph， hieroglyph

이 複合語들은 첫 부분이 모두 Cotc。v싹COO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여 기서 V*CO는 基

底에서의 弱즙節을 나타낸다)， 그 첫부분의 彈勢는 모두 뒤에서 제먼째 흡節에 와 있다.

만약에 V*C。이 彈즙節이면 (108) 이 보여주듯 彈勢는 바로 그 彈:룹節에 온다.

(108) kaleidoscope, laryngoscope, electroscope

그러고 보면 (107)의 複合語의 첫째 부분의 끝 -0는· 規則(99)의 (i , ii)의 環境의 일부흘 이

루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0는 隨意、的인 존재이무로， 規則 (99)의 條件(c)를 (109) 처 럼

고쳐 써야 하며， 따라서 條件(c)와 (d)는 (1 10)처 럼 된다.

(109) (十3) [-segJCoVCoJNA r«c)l

(110) «+3) [-segJ> CoVCoJN <A> l Cd) )

다음으로 ι ηlOnosyllable을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規則에 의하면， ~.量勢는 η10η-oj 아니라

syl-에 와야 한다. 그리하여 第二備環에 들어설 해의 모숨은 [Nffiono :l* silreblJ N이 된다. 여

기에서 마지막 音節에 彈勢가 없 o으로 規則(99)의 條件(c)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예로 metalanguαge， metaphysics, paralanguage등이 있다‘ 이 예들은 條件(c)

가 마지막에 彈勢가 있는 흡節이 오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경우란 複合語의 두벤째 것이 語幹이 아니라 독럽한 名詞얼 해이다. 이 관계룹 (11 1) 에 서

와 같이 直角괄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Ill) (+:» [ 갱짧>] C싸CQ<VoCo)J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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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9)흘 (1 11)로 대 치 하면 (l 1 2)를 얻게 된다.

(112) <JC-t'::» [강뿔B)2 ] )1COVCO<2VOCO)2]N <,A>,

師 大 論 講 (19)

(112)는 다음의 다섯가지 環境을 縮約시킨 것이역， 거거에 해당하는 예는 그 밑에 열거

해 놓은 바와 같다.

I -seg I 1
(113) (I) 十:> L-FB J cOvcOVQCO]NA

ornith+offfa μηa→orηithfaαηa

en) +:> [-seg]COVCo]NA

helic+o十graph→helicograph

I -seg I 1
(][) L-FB J CoVCVOCO]NA

ηwno ff tOη→monotoπe

mono# syllable•monosyllable

per=mit•permit

(lV) [-seg]COVCO]NA

tele+skOp•telescope

galνaηo十skOp→'galvanoscope

主彈勢規則에 대한 마지막 손질을 위해서는 (1 14)와 같은 예들이 필요하다.

(114) V N

adνocate [redv i3kAt] [redv i3ki3t]

delegμte [dehgAt] [dehg<:lt]

regiment [reJ;}ment] [reJ;}mi3nt]

documeπt [diikYi3ment] [diikYi3mi3ut]

(114)의 표면형들은 名詞를 動詞에서 導出하고， 彈勢흡節規則을 第-‘彈勢뿐만 아니 라 第二

彈勢가오는 경우에도적용되도록허용하면 (11 5)에서 보듯 만족스러운결과플 얻을 수 있다.

(115) [N[vdeleg+ At ]v]N

1

1 2

1 3

1 4

(9geii)

(70) , (92)

(99ci)

(71)

이와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主彈勢規則의 條件(C) ， (d) 에 해당하는 彈勢흡節規則을 (116)

처럼 바꿔야 한다.

(116) <1 (+:» [강뿔'B)2 ] )1CO[ j3 stress]CO<2VOCO)2]N< ,A> ,

j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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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여러가지 상황을 만족시키도록 主彈勢規則을 고친다변， 그 마지막 모습

은 (117) 처 럼 될 것이다.

, r v 1 ravoe 1 、

(1l7) V• [1 stress]/[X-Co ( I -tense I c6 Iaeons I )

-{ 「- V 1<I 十CO>I I - stress I C。

(+:»<1 [헐흉B>2 ] )ICO[껴stress] CO<2VOCO)2

:X는 #를 포함하지 않는다.

: r=2나 그 이하

; 1'=념}

1. 9. 母音弱化

다음 (1 1 8)의 예들을 보자

(118)

German

torreηt

diplomat

n
Germanic

torreηtial

diplbηzacy

I 의 경우에서는 R 에 서 와 달리 두번째 즙節의 母흡이 모두 弱化되어 [;)J 가 되었다. 다

시 한번 I 과 R 를 비교해 보면， I 에 서 弱化된 母즙은 모두 非彈勢， 非緊張母音임을 알수

있다. 그러묘로 I 에서와 같은 母좁의 弱化를 위해서는 (1 1 9)와 같은 規則이 필요하다.

(119) [=繼] →[~]

그런데 (120)의 예들은 비록 非彈勢母륨이면서도 弱化되지 않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120) fiasco, effigy , hindu , rneηu ， macaroni, aηηual

이들을 algebra나 formula 따위와 비교해 볼 때， 語末에서 弱化되는 것은 非彈勢低母흡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 archaic이 나 society등을 보면 母즙弱化는 다른 母즙앞에 서는 일

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앞서 規則(66)을 설정하였￡

며， 規則 (66)은 非彈勢母즙에 대해 (121)의 효과를 갖는다.

r TY , , ( - - V )
(121) I ~야~ess 1-• [ +tense]샤 r-.-냐 t

‘ II -lOW I" J

規則 (121)은 母흡弱化規則 (119) 보다 앞서 適用되어，. n2G)의 예들이 弱化되는 것을 막

아준다.

規則(121)플 ma(hfrl-fJ의 첫째 母즙만 弱化되고 둘째 母즙을 弱化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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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delegate에 서 두번째 母즙만 弱化되고 나머지 母룹은 弱化되지 않는 이유플 말해준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122)

relaxation

attestation

deportation

R
illustration

demonstration

devastation

L n 모두 -ation으로 끝나고 있으며 , 彈勢도 모두 -atioη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母

즙弱化가 n 에 서 만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해탑은 (123)에 열거한 이들 動詞

形의 비교에서 얻융 수 있다.

(123)

realx

attest

deport

R
illustrate

demonstrate

devastate

I 의 動詞와는 달리 R의 動詞들은 名詞形에서 弱化되는 두번째 母즙들이 彈勢를 받고 있

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즉 領環規則

들의 適用을 받아요는 과정에서 한벤이라도 [ +stress]의 資質을 부여받은 母줍은 母룹弱化

規則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

우리는 즙體部의 초기단계에 모든 母숍에다 [-stress] 라는 資質을 부여하는 規則을 설정

하며， 둬에 彈勢規則이 適用되면 [-stress] 라는 資質이 [l stress]의 資質로 바뀌게 되고，

만약 한 單語안의 다른 母륨이 彈勢를 받게 되면 [l stress]는 상대적으로 弱化될 것이다.

그러 나 彈勢가 弱化된다는것은 彈勢가 없다는 것과는 다르묘로， 母흡弱化規則은 여 러 領環

을 거치는 동안 한먼도 彈勢흘 받아본 적이 없는 [ -stress]의 資質을 가진 母룹만을 弱化

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오로는 바른 表面形의 뿔出이 곤란한 경우들이 있다. 즉 과거에

[I stress]의 資質을 받은 적이 있는 母音이 弱化되는 경우가 있다.

(124) solidity, validity, variety, confiscatory, conteηtPlative

(1 24) 에 서 弱化되고 있는 母좁들이 한때 彈勢를 가졌었다는 것은 (125)에 열거한 이들의形

容詞形이 나 動詞形을 보면 알 수 있다.

(125) solid, νalid， νarioμ$， coη껴scate， coπtemplate

따라서 우리는 主彈勢規則의 適用아 끝나고나면 (126)과 같은 規則에 의해 彈勢를 받은 母

륨을 非緊張， 非彈쫓장母룹으로 바꾸어 母즙弱化規則의 適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26) [a s~ess ] -•[ -stressJ/-C(=C) 뎌 stressJ
;α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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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에 공동된 점은 첫째， 弱化된 母합들이 第4彈평플 받은 적이 있 a며， 둘째， 바로 뒤

에 第1彈勢플 가진 BJ:‘즙이 오고， 셋째， relaxation과 비교해 괄 매， (124)의 경우에는 弱化

되는 母즙과 第l彈7평가 오는 母音 사이에 子音이 하나 밖에 없다. 規則 (126)은 이와 같은

샤실들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127)의 예들은 規則 (1 26)의 일부 수정이 펼요함을 보여준다.

(127) H
explanation explain

proψocatlOn provoke

derivation derive

I 에 주어진 單語들의 弱化된 母즙들은 그 動詞形을 보건데 모두 그 基底母音이 웰張母룹

임을 알 수 있다. 따파서 우리는 規則 (12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를 느낀다.

(1엉) [a s~ess] -• [ 찮뚫 ] !-CC=C) [I stress]

:α~4

끝으로 母흡弱化規則은 非備環規則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母音弱化規則의 適用을 받

은 母륨은 [~]가 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母흡弱化規則에 의해서

일단 [a]로 바뀐 母즙은 설사 나중에 다시 彈勢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a] 로 남아

있게 된다. 우리는 規則(128)을 補助弱化規則 (Auxiliary Reduction Rule) 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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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gomena to English Phonology (1)

Sang-buom Ch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syntactic. and phonological components

of grammar are interrelated. One of the famous tenets ofstructural linguistics is the

prohibition of level mixing. According to this tenet, the analyzet should not look up

the upper levels for the current analysis; he is allowed only to look down the lower

levels. For example, when an analyzer is engaged in .construing the phonemic structure

of a string, the only information he can rely upon is that of phonetics; he is not

supposed to resort to the information from morphological or syntactic levels.

In generative grammar, on the contrary, the analyzer is not only allowed to ignore

the tenet, but is also obliged to look up the upper levels. As the pres~nt paper tries to

show , levels are so closely interlockedthat it is impossible to expect satisfactory analysis

without referring both to the lower and upper levels.

In the formulation of several stress rules in English, such as the Main Stress Rule ,

the Compo,und Rule, the Nuclear Stress Rule , and the Alternating Stress Rule, attempts

have. been made to show how phonological rules make crucial use of syntactic information.

Thus, level mixing is a must in satbfactory grammatica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