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얼화 품법의 형식논리에 의한 음운이혼 

청 회 정 

1. 머윗말 

현대의 음운론의 연구는 19601겐대 이래 Chomsky의 언어이론의 영향을 받 
아 생성옴운론의 정근법이 도업되어 언어의 음운구조에 대한 형식화가 계속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접근방법에는 이론 또는 현상의 관첨에 따라、자질 

분철음 음운론， 음율 음운론， 어휘 음운론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이 

상억 1987). 한펀 국어의 음운흔에 관한 연구는 동질의 첨 근방법에 의한 것 

으로 국어의 음운현상에 따른 형식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 논운은 1970년대 후반에 제창펀 단일화 푼법의 형식논리， 표현이 옴운 

론의 표현형식 기술에까지 확장 도입될 수 있음올 밝혀 새로운 음운론의 이 

론 도입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안하는 이롱은 각각의 음운론적 껍근법의 젤명 

에 관계없이 음운흔의 형식주의에 있어 전체척인 절명이 가농하고 일반이폰 

으로서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 구체적 예시를 위해서 한글 구구조문법이 

라 불리우는 한국어를 위한 새로운 문법모렐야 국어음운론의 체계척 기술과 

계산성에 있어 보다 명시적엄올 밝힌다. 

2. 듬릎톨의 월반월리 

음운론의 목표는 첫째로 묘.든 언어의 특성이 기술가능한 일반월리를 제시 

하는 데 있고 둘째는 개별언어의 음성모형 (sound pattern)을기솔하여 음운 

체계의 특성을 음운론의 일반원리에 따라 셜명하는 데 었다. 전자는 음운론 

의 보펀적 목표이며 후자는 국어음운론의 목표로셔 구별펀다. 음성모형에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보펀성과 각각의 개별언어가 가지는 개별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모든 언어의 보펀적 구초구성에 따라 각 개별언어는 그 언어만 

이 가지는 독특한 음운체계가 있고， 국어의 음운체계도 다옴과 같은 셰가지 

면에서 다른 언어와 구별된다. 

(1) 음성 목록(sound inventories: sound database)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음성목록을 갖는다. 이들의 자음과 모음은 음철 

에셔 배치될 때 각각의 제약(constraints)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 

의 시스템론척 기술이 훨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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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성 연쇄 (sound seguence) 

음성의 배열순서에는 제약이 있다. 우리말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음성배 

열은 자옴+모음， 자음十모음+자음과 같이 자음과 모음이 교체하는 배열양 

식이 한 음철올 이루는 기본제약에 따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의 자연 

스러운 기술표현이 펄요하다. 

(3) 음운과정 (phonological processes) 

국어의 음성언어는 그 음운과청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문 

제는 그와 같은 음운과정에 있어서의 제약을 어떻게 명시척， 흑은 시스랩흔 

척으로 기술할 것인가에 았다. 

다음 장에서는 위와 같은 음성음운론의 보펀적 목표에 맞추어 국어의 음 

성음운론의 기솔을 위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한다. 

3. 한물 구구조문법 (KPSG : Korean Phrase Structure Grammar) 

KPSG는 19701건도 후반 이후에 제안된 소위 단일화 문법 - GPSG(General

ized Phrase Structure Grammer) , LFG(Lexical Functional Grammar) , 
HPSG(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UG(Categorial Unifica

tion Grammer)와 법주롤 같이 하는 한국어를 위한 언어이흔아다. 그 특정 

은 컴퓨터 처리가능한 계산정 및 처리 알고리즘의 효율을 유지하며 이론언 

어학과 국어학에서의 보펀성과 청밀성， 그리고 확장성을 가진 한국어 기본 

문법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언어이흔 모델이다. 특히 KPSG는 한국어의 음 

성음운론， 형태론， 통사롱， 의미론에 결친 각각의 지식 내지 청보를 통일척 

인 표현에 의해서 기술할 수 있고 또 단순한 연산(operation)에 의해서 쳐리 

할수있다. 

단일화 문법이란 문 또는 담화가 갖는 구조가 만족해야 할 제약올 수학척 

￡로 엄밀히 기술한 것이다. 그 기술은 패턴(변수 둥의 부청부분을 포함한 

구초)간의 풍식 (equation)에 대한 and, or 풍의 논리연산자에 의한 조합(com

bination)에 의해서 행해진다. 또 단일화란 패턴간의 퉁식을 쳐리하는 연산 

이며， 단일화 문법의 쳐리는 단일화의 조합에 의해 행해진다. 

위에서 예시한 문법이흔들은 Chomsky의 생성문법 이론과는 달리 의미론 

의 도업에 적극적이다. 곧， 통사론과 의미론의 통합 내치는 융합을 꾀하는 

것들로서 계산언어학(computational 1inguistics) 측면에셔의 표현력과 효율 

올 중시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론은 언어를 구갱하는 요소로서 통사론， 

의마흔에 국한되는 의미에서 한청적이라 할 수 있다. KPSG에서는 그틀의 

이흔척 골격을 척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말과 글의 현장에 관련하는 구성요 

소의 기술에 확장하고 있다(청희생 1986). 이 논문에서는 그 중 음성음운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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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워지는 대상에 대해서만 논한다. 

3.1. 물성옴톨적 범주와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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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G에 서 는 음성 언어 표현에 음운트리 (phonological tree)를 할당(assign) 

한다. 음운트리 중의 각 마다 (node)를 범 주(category)라 칭한다. 한 범 주는 

자질 (feature)과 값(feature value)의 쌍(pair)으로 이루워진다. 

다음은 KPSG에서 채용한 음성， 음운자절과 그 자철값의 얼땅을 나타낸 

다. 국어의 음운현상에 부수되는 음정， 음소， 음운둥에 대한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모두 명시할 수 있으나 이 논문의 법위에서 예시되는 것에 대한 필 

요충분조건의 자질만올 기술한다. 

국어의 음철구성의 음소자질과 음운규칙 기술용 차질 

짜 칠 명 | 의 미 | 취하는 값 
ph 
subcat 

pd 
pv 

PHoneme(음소) 

SUBC!\ TegQrization 
(하위범주화) 

Phonological Distinctive 
Phoneme Value(용가) 

c-o, v, c-c 
병주의 리스트 

nasal, voiced,.‘· 
k, n, t, 1, ... 

위의 자질 중에셔 옴철구성 음소차질 충， ph는 중심음소자철， subcat은 

하위법주화 음소자절， pv는 속박 음소자질이라 한다. 

3.2. 음성， 듬운구조의 국소적 기술특성 

KPSG에 있어서의 음성음운 특정 및 구초에 대한 규칙용 z} 음소 간의 연 

첩 혹은 음철과 옴철 간에 관한 제약이다. 따라서 최소단위언 음소 깐의 국소 

척언 제약에서 음철과 음철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대국척인 제약이 규청펀다. 

한 개의 음성 음운의 법 주에 관한 규칙 은 음소항목(phoneme entries) , 음소 

음운규칙 (phoneme and phonology.rules) , 자철공기제한(feature co-ocurrence 

restriction~)의 세 종류가 있다. 한 개의 국소트리(음소와 융소의 연첩트리) 

에 관한 규칙은 음철구조규칙 (syllable structure rules) , 구조원리 (structural 

principles)의 두 종류가 있다. 

3.2.1. 음소항목과 음소규칙 

음소에 대 한 구체적 기 술은 음소사전 (phoneme dictionary)의 각각의 옴소 

항목아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것윤 음소가 까지고 있는 문 

법적 청보 간에 생렵하는 얼청의 제약을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 

를 들어 [‘1J이 음철의 효정에 오는 경우의 제약은 다옴과 감이 기술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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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oneme (ì (k); ph c-o; subcat { }; cons+; hi +; ba+; pv k) 

(1)에서 ph 자질의 값 c-o는 음소가 자음임을 나타내며 하훼법주화 subcat 
값이 비어 있음은 음철의 경계에서 기이 효성임을 나타낸다. 그밖은 분별자 

질과 그 값을 나타낸다. 

3.2.2. 소성공커제한 

소성공기제한은 오든 음소의 법주에 관해셔 동등하게 과해저는 제약으로 

볼수있으나 특히 음운현상의 규칙을 기술하는데 유효하게 쓰이는 제한이다. 

3.2.3. 음절구조규칙 과 구조원리 

KPSG에서 쓰이는 음철구조규칙은 한 종류이고 그 규칙은 아래 그럽과 

같은 틀의 2진트리 (binary tree)가 기 본이 다.M은 그와 같은 국소트리 에 있 
어서 모천법주(mother category)이고 L，R을 딸의 법주(daughter category) 
라한다. 

M ---------L R 

그림 1 : 음철구조규칙의 2진트리 

또한 이 규칙은 딸이 두개인 것과 오른쪽의 딸의 법주가 중심음소(head) 

인 것을 지갱하고 있다. 왼쪽의 딸은 보충음소를 뭇한다. 

구조원리는 그렴 1과 같은 국소트리에 대해서 과해지는 제약이다. 구조원 

리에는 다음과 갇은 것이 있으나 반드시 2진트리 형태의 국소트리를 전제로 

한다. 

(1) 중심음소자질와 원리 (Head Feature Principle): 중심음소와 모천의 중 
심음소자질은 같다. 

(2) 하위 법 주화자질의 원 리 (Subcategorization Feature Principle) : 중섬 음소 
가 보충음소언 하위법주화자질을 하나만 충진한다. 충진이 안된‘ 하위법주화 

자철의 값은 중심음소와 모천의 중심음소의 자질로서 모친법주에 계송펀다. 

(3) 속박자철의 원리 (Binding Feature Principle) : 모천의 속박차철의 값은 
딸들의 같은 차질의 값을 좌우의 순서를 지커 연결할 것융 지청하며， 속박 

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서로가 단일화(unify)한다. 

4. 음혈구조의 새로릎 정의 

얼반적으로 음철의 구조형태는 Pike에 의한 청의를 따르는 것이 통례이냐 

우리말 구조의 형태상 그와 같은 음철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다. 따라서 

KPSG에서는 Pike의 음철구조를 그렴 2와 같이 변형하여 새홉꺼1 갱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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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이유는 Pike의 음철구초 대한 모델이 국어의 음운적 특정올 잘 구 

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얼화 문i협의 형식논리에 의한 음운이론 

시
잉
 

뼈
 

| 
-

서
。
 

종
 

폐 음철 (closed syllable) 

개 음절 (oPen syllable) --- ----초성 (onset) 중성 (peak) 

승 } 

그림 2: 국어의 음철구조 

그렴 2와 같이 음철구조로 변형하여 혈을 수 있는 잇청은 국어의 음성음철 

(spoken syllables)과 표기음철(written’ syllables)의 대응정이 명시될 수 있 

고 국어의 음운규칙의 형식화 및 조착이 간훨해지기 때운이다. 

그렴 3은 국어의 음철의 구체척언 예를 KPSG의 음철기술과 음철구초의 

새 갱의에 따라 예시한 것이다. 

(1) 개음철 (open syllables) • 자음+모음 

(2) 폐 음철 (closed syllables) .• 자음+모음+자음 

개옴철의 구초를 KPSG의 음철구조에 관한 규칙으로 표현한 것이 1이고， 

폐음철의 경우는 2이 다. 

2[ph c-c; subcat { }; ... ; pv t0-ß+rJ 

l[ph v; subca피 } ; ... ; pv a+ ß] C[ph c-c; subc센ph v} ; ... ; pv rJ 
L 

A[야뻐p빼，h C-O; 5잉u빼1 

1승능 } e.g 

그림 3 : 국어의 옴철구초와 KPSG의 옴갤구조표시의 예 

그립 3에셔 보는 바와 같이， 개음철(1)의 자질구조는 [ph v; subcat { }; 

•.. ]이고 폐음철 (2)의 구조는 [ph C-C; subcat { }; ... ]이다. 따라서 음철 

간의 갱계는 subcat의 값이 null언 것으로 구별하고 개음철언가， 폐음철언가 

의 구별은 ph의 앓이 v언가， C-C언가에 따라 각각 구별펀다. 컬과적으로 음 

성 배 열순셔의 제 약과 음철경계의 제 약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음성 

의 션초성에 대한 제약표현이 갚결해진다. KPSG의 첩근법에 의한 음철구조 

기술은 기종의 국어 음철의 분류법과 장이한 청이 있다. 그것은 국어의 경 

우， 어두자음군， 어말자음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약과 성철음올 중심으 

로 음철올 이루는 분류에 따라 8가지로 구별되어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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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성표기에 있어 모음초성으로 오는 경 

우， 예를 들어 ‘ F ’로 음성표기되더라도 모음이 반투시 묵음자음 ‘。’을 수 

반한다는 설명으로 위와 같은 상이첨은 극복될 수 있다. 어말자음군에 대한 

제약은 어휘항목의 표기제약에서 오는 문제이으로 손쉽게 설명할수있다. 

그림 3에 KPSG적 설명을 더하면 국소트리 l • AB에서 l은 모친범주 

이고 A， B는 딸법주로서 B는 중심음소， A는 보충음소로 구분된다. B의 

자질구초중 ph v는 중심음소자질의 원리에 의해 모친자질구조로 계송되고， 

subcat의 자질 은 그 자질 값이 ph c-ool 묘로 보충음소의 자질 ph c-o를 하 

나 충진하여 〔하위법주화소성의 원리) 그 값이 반 채로 모천자질구조에 

subcat { } 과 같이 계 숭된다. 또 2의 국소트리 구성 2 • 1 C도 똑 같은 

원리에 의해서 2가 구성된다. pva+ß+r는 음가합성을 나타내며 그것은 속 

박소성의 원리에 의한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트리의 위쪽에서 밑쪽으로의 

과정은 음성인식을， 아래쪽에서 위쪽의 과청은 음성합성의 것으로 볼 수 있 

고 두 과정에 있어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KPSGOII 의한 국어의 을운과정의 기술 

단어나 구절을 이루는 개별음들은 서로 영향올 마친다. 그것은 말소리가 

서로 연정할 때 소리의 변화를 뭇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음운과청의 체계척 

기술을 필요로 한다. KPSG에서의 음운과청에 대한 기술은 생성음운흔적 커 

술법파는 다르다. 음운과청에 있어서의 제약올 생성음운론적 기술로서는 

(1) A• B/ {ß}_ 
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곧 C혹은 D의 조건(환경)에서 A의 음 

가가 B의 음가로 변화한다는 규칙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형태의 표현올 

컴퓨터 용어로는 철차척 표현 (procedural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한훨， 

KPSG에서의 음운과청에 걸천 규칙은 션언적으로 표현(declarative represen

tation) 펀다. 

그것은 각각의 옴소가 가져야 할 각종의 제약이 음성목록에 선언척으로 

기술되는 데에서 기언한다. 그 구체적언 것을 국어의 대표척언 음운과청과 

음성목록울 통해셔 예시한다. 

5.1. 비물동화 

제약 1 : 음철종성 /ì ， 1::, 'rl/은 음철초생/1-， 0/ 앞에 올 수 없다. 
제약 2 : 음철종성 /0 ， 0/ 다음에는 음철초성 /2./이 올 수 없다. 

(2) 생성음운흔척 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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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 • D/ _[ + nasal] 

b. p • m/ _[ + nasal] 

c. t • n/ _[ + nasal] 

d. t• n/ { 깝 1-
(3) KPS(;의 기술 

C[j?h v; subcat { } ; ...... pv a+ßJ 
-.--: . -- - ---A[ph c;-s매bcat { }; B [ph c ;subcat {[ph c; subca t { } 

pd nasal; …; pv a] pd nasal]}; pv ßJ 

여기서 A(옴소) ε {ì ,t:,l:J, P-, 이， B(음소) ε {L , P , 리 
a(융가의 값) ε {D,m,n} , ß(음가의 값) E {k, p, t , r} 

(4) 구체적 예(먹는 • 명는) 

[ph c-c; subcat { }; ... pv m+a+D+n+띠+nJ 

--- ‘--[ph v; subcat { }; [ph c-c; subcat {ph v) ; ... pv nJ 
... pv m-i-a 산l+n f 띠] 

---- --“ L 
[ph C-O; subcat { J; [ph v; subcat {ph c-oJ ; ... pv 띠] 

.. ; pv m+ a r n+nJ ---- ---[ph c-c; subcat { }; [ph c-o; subcat {[ph c-c; subcat { }; 
pd nasal; ... ; pv m +<l-r DJ pd nasal; ... ; pv nJ 

L 

{ph v); pd nasal; 

허
 

V P 
• 펴

 페
 

F ‘ 

’ 
l 

「l 

1 n p 
----

{ 

---- ---
~ 

(5) ‘기’에 대한 KPSG의 션언척 음성목록의 보기 

기 : [ph c-o; subcat { };…pv kJ .... 초정에 오는 ‘1 ’ 
가 2: [ph c-c; suhcat {ph v} … pv k] .... 종성에 요는 ‘1 ’ 
거 : [ph c-c; suhcat {ph v}; pd nasal … pv DJ .... 벼 음동화용 

‘ 1 ’ 

이와 같이 갇은 형태의 자소라 할지라도 음운과청에 있어서의 음가는 변 

화하므로 그에 따른 제약을 각 음소별로 선언척으로 기출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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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개옵화 

제약 : 설정성 자음 /t, th/의 형태소 경계를 사이로 하고 전설요음 /if나 과 
도융 /j/앞에서 구개음 /{;， {;h/으로 바뀌는 현상(폐쇄음 우개음화) 

술
 ”” 
{1-

기
 {t 

-

협
 」
씬


。

τ
‘? 

• 

。
-
p

-h 

성
 

t 

t 

생
 

￡
 
k 

찌
 
/
l、

}; ... pva+ßJ 

[ph v; subcàt {[ph c; subcat 
{ }; pd frvJr--; …; pv ßJ 

(3) KPSG의 기술 

[ph v;subcat { 

[ph v; subcat { }; pd frv; 
... pva] 

{i, j} 이 다. 

(4) 구쩌|적인 예 (필-이 > 구지) 

[ph V; subcat { U ... pv kuciJ 

--- -----.,. [ph c-c; subcat } ; [ph v; subcat {[ph c-c; 

-------------[짧 f댐. ??$;akJt] } ; [ph c-o; subca; { } ; ; pv O] 

_____________ b 
[떤. 덩vs짧at { } ; [ph c-c ; sukat {ph v} l; pd frv ; ... ; pv t] 

2j(~~~ 4 
[ph c-o; su딱t { } ; .. ; pv k] [ph v; subcat Th c-이 ; ... ; pv u] 

T 

(5) 폐쇄옴 구개음화 커솔융 위한 KPSG의 옴성목륙의 보커 

1::1: [ph C-C; subcat {ph v}; pd frv; ... ; pV {;] 

E1: [ph C-C; subcat {ph v}; pd frv; … pv 한] 

1::,: [ph C-Oj subcat { } j ••• j pV t] 

E lI: [ph C-o j subcat { } ; ... ; pV tJ 

1::3: [ph C-C; subcat {ph V} ; ..• j pV t] 

E3: [ph C-C j subcat {ph V} j ••• ; pV t] 

{{;, {;h} , ß E 여기셔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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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음성목록 중의 l은 폐쇄음 구개음화를 위한 자질을 갖춘 음소이며， 

2는 초성， 3은 종성의 경우에서의 자질구성을 나타낸다. 

그 밖에 마찰음 구개음화， 통비음 우개음화， 설흑음 쿠개음화에 대한 음 

운현상의 기술도 같은 방법으로 기출된다. 

5.3. 모음간의 유성 음화 

제 약 : 저지음이 모음성 분철음 사이에셔 유성음~로 변하는 과청 

(1) 생성음운흔적 기술 

{원→[+유성l/V_V. 1 원→[+유성J/ [擺] -[챔 
c I I c 

(2) KPSG의 기 술. 

[ph v; subcat ( ) ; ... pv_a十껴] 

---- “‘~ [ph c; subcat { -j; [ph v; subcat {[pv c; subcat { } ; 
pd voiced; ... ; pv aJ pd voicedJ J ; ... ; pv ßJ 

(3) 구체 적 인 예 〈전 방 (can -pan) > 전 망 (can -baD)) 

[ph c-c; subcat { J; ... ; pv ëanbanJ 

[ph v; subca감τ [ph 떠 subcat {[ph v; subcat { 1 Jl ; 
.; pv canbaJ ... ; pv nJ ,, 

。

P편옆~ ... ;pvaJ t 

pd 戀뿔:폐f턴편폈덴r칸r덴rrξ;」던략」던앞펀P띠ψ찌d n따때認nπ떠짧‘C않퍼페폐’$찮꾀S않끓G싸n 
t내p야h v; s뻐u배I배bca따t { 1; [ph c-c; subcat {[ph Vj suocat { } J} ; 

••• j pv caJ pd resonant; ... ; pv nJ 

~ L 

^ f 

(5) 모음간의 유성음화 기술을 위한 KPSG의 음성목록의 보기 
B : [ph c; subcat {[Ph v; subcat { J JJ; pd resonant … ; pv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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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h c; subcat {[ph v; subcat { } J}; pd resonant;"""; pv tJ 

위에서 예시한 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KPSG의 기술은 버록 부분척이긴 

하나 그 밖의 음운현장， 모음조화， 모음변이， 축약， 모옴생 략， 첨가， 음운 

전이， 이화， 중화 둥까지를 포함하여 획일적으로 표현， 쳐려할 수 있다. 

6. 맺는말 

이 논운에서는 단일화 운법에 의한 음운론의 기술가농성에 대해서 논하고， 

그 구체적언 예로 국어의 음운협상의 규칙기술을 통하여 이롤의 확장가능 

성올 밝혔다. 그 결과 새로운 형식주의에 따른 음운론에 대한 문법이론의 

동장올 예견한다. KPSG의 음성음운론에 대한 명가는 음성음운학에 대한 

기촌의 이흔 및 기솔척 표현과의 비교에셔 우위에 있다. 그 이유는 어느 이 

혼의 평가는 그 이론이 다루는 현상의 범위와 기술의 일반성 및 청밀성， 통 

일성에서 구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 문법에 의한 첩근법은 이 

롤이 생성음운론척 이 거 나 Post-B1oomfield 학파적 이 거 나 관계 없이 음성음운 

흔애 관련하는 모든 법주의 현상을 통일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KPSG의 이흔척 특징은 국어의 언어척 특성과 혐상에 대한 갱보를 

통합척으로 표현가농하다는 데 있고 컴퓨터 쳐리릎 위한 명시척인 계산성과 

시스댐흔적인 기술성에 있다. KPSG에 의한 컴퓨터 시스댐은 혐재 표로그 

랭 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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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onological Theory Using Unification-based 

Grammar Formalism 

Hee-Sung Chung 

This paper has two purposes: one is to propose a new theory for phonol

ogical theory using unification-based grammar formalism, the other is to 

describe Korean phonology with a unification-based grammar called Korean 

Phrase Structure Grammar (KPSG). The approach of KPSG provides an 

explicit development model for contruction of a computational linguistic 

system. It has proven that the system theory is simpler then other system 
theories such those employing the traditional generative phonologic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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