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별적 자질과 음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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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이후 기본적 음운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 이며， 또 음운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의 문제는 음 

운기술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다.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기술의 기본단위를 음소로 가정하고， 음 

운에 대한 기술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형태에 대한 기술을 하고 끝으로 문 

장에 대한 기술을 해야 하는 상승적 언어기술 방법론을 택하였다. 그러나 

변형생성 문법의 표준이론에셔는 언어기술의 부분을 크게 통사부， 음운부， 

의미부의 셋으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기술순서는 통사부에 대한 기술이 끝 

난 다음 음운부와 의미부를 기술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떠한 방법 

론을 택하든지에 상관없이， 형태소를 음운단위로 표시하는 문제는 미국 구 

조주의 언어학파에서나 변형생성 문법 이론에서나 모두 음운문법을 기술하 

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해 결해 주어야 하는 중요힌 부분이었다. 물론 형태 

소를 정의하고 또 그것을 음운으로 표시하기까지의 과정은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파와 변형생성 음운론은 대단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형태소라는 단 

위는 모두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음운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 

견이 일치한다.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형태소를 음운으로 표시하는 음운단위를 형 

태음소라 하고， 이 형태음소는 음소의 무리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형 

태음소는 읍소로 실현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변 형태소 wife는 단수일 때는 

/waif/로 실 현 되고， 복수 일 때 에는 /waivz/로 나타난다. 따라셔 형 태소 

wife는 /wai f/와 /waiv/의 두 형태로 실현된다. 이 두 형태를 하나의 음운 

단위로 표시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waif/라고 표시한다면 형 

태소 /wai f/는 단수얼 때는 /waif/가 되고 복수일 때에는 /waiv/로 실현된다. 

이러힌 구조주의 언어학에서의 형태소에 내한 음운표시는 1968년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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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성음운론의 표준이론으로 불릴 수 있는 Chomsky and Halle의 The 

Sound Pattern 0/ Eπglish( 이하 SPE라 한다)에서는 체계적 음소표시 

(systematic phonemic representation) 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이 생성음운론 

에 의하면 위에서 고찰해 본 형 태소 wai f는 그 음운단위가 무엿이든간에， 

구조주의에서와의 중요한 차이는 이 음운단위가 음소나 분절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변별적 자질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Chomsky and Hall e Cl 968) 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 

니고 변별적 자질이라는 단위가 음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된다는 

Jakobson (l 952) 에 유래한다. 

본고의 목적은 음운론에 서 분절음이 최소의 단위가 아니고 변별적 자질 

이라 할 때 이 변별적 자질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들이 

SPE에셔 음운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나아가셔 SPE에서의 이러한 음운표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른 음운표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2. 변별적 자질과 그 타당성 

변별적 자질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Bloomfield (1933) 이 지 

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은 Jakobson (1 952) 등에서 유래한다. 

이 두 견해의 차이는 음운기술의 최소단위를 음소로 보는가 혹은 변별적 자 

질로 보는가의 문제로 축소된다 

여 기 셔는 전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Jokobson 등과 Chomsky a nd Halle의 

이론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변별척 자질을 음의 최소 

단위로 보는 관점의 타당성을 고찰한다. 

2. 1. 변별적 자질이론의 역사적 고잘 

2. 1. 1. Bloomfield 

Bloom fi eld (1 933: 77)는 발화에 :Y:이븐 스리의 특정들을 이 발화의 전체 

적 음향특정이라 하고， 의사전달에 이 g- 형:딛-정이 모두 다 쓰이는 것은 아 

니고 그 일부만이 의미와 연판되어 의사천닫에 펼수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을 Bloomfield는 변별적이라 히-고， 소리의 이러한 음향적 

특정을 변별척 자질이라고 한다. Bloomfield (l 933: 79) 에 의하면 변별적 자 

질은 덩어리로 나타나며， 이들 덩어리 하나하나가 음소가 된다 

I 0 1 용제(1 986 : 24-3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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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fie ld는 음소란 실제 음성이 아니고 의미를 구멸하는 기능을 가진 

음향적 특정인 변별척 자질의 덩어리라고 주장하며， 또 음소를 음운기숭의 

최소단위로 간주한다. 예을 들연 jpinj과 jbinj에서 jpj와 jbj는 이 두 단 

어를 구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변별적이므로 음소 j pj , jbj가 최소 

단위가 된다.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 다시 말하면 단어와 단어를 구별하는 

기능이 없는 음성특정들은 jpj나 jbj를 구성하는 변별적 자질로 볼 수 없 

다는 것이 Bloomfie ld 의 견해이다. 이때 음소 jpj는 여러 개의 이음 [ph] , 

[p] , [p' ] ([ h ]는 기음， 띠는 내파를 표시한다)등을 포괄하는 추상적 인 개 

념이나 단위에 대한 명칭으로 붙인 것이므로 음소 jpj가 음성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음소 jpj는 그 이음들， 즉 분절음을 최소단위로 

하여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jpj가 변별척이라고 할 때 그것 

은 jpj가 단어들 사이에 그 의미를 구별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뜻이다 

변별적 자질표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냐는 단어들 사이 

의 뜻을 다르게 한다는 전달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음소나 소리를 구성 

하는 음향특정이라는 물리적 의미이다. Bloomfie ld는 이 두 의미 중 실질적 

으로는 음소나 소리를 구성하는 음향특정에 대한 통찰력은 가졌지만， 음소 

를 의미와 연관된 전달적인 변에서만 정의했기 때문에 음소나 음운이 의미 

분화기능과 관련이 없는 음향특정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 

지 못한 점은 Bloomf ie l d 의 변별적 자질이론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2. 1. 2. Jakobson 

Jakobson( 1952 ‘ 3)은 음소를 변별적 자질의 덩어리로 정의한 점에서는 

Bloomfie l d와 관점을 같이하지만， 변별적 자질을 최고의 음운단위로 가정한 

다는 점에서 Bloomf ie ld와는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한다. 

B loomfield에게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뜻을 구별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음성적 특정만이 변별적 자질이 될 수 있지만， Jakobson에게는 영여자질도 

읍소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이 최소의 음운단위로 설정된다 

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jbinj은 변별적 자질의 덩어 

리가 3개 연속해 있다. 즉 j bj , j i/ , jnj으로 구성되고 첫번째 음소 jbj는 

[non-voca lic, consonantal , diffuse , grave, non-nasalized (oral), lax , inter 

rupted J2의 자질들로 구성 된다. 

, Jakobson의 변별적자질은 다음과 같다. 

Jakobson (l956) 
Force features 
Quantity features 
Tone features 

Jakobson (l952) 
stressed vs unstressed 
pitch high vs low 
long vs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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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에 서 [ interrupted] 자질은 [non -vocalic, consonanta l ]자질을 내 포하므 

로 [non-vocalic, consonantal]은 잉여자질이 되고， [grave]자질도 [di f

fuse ]자질을 내포하기 때문에 영여자질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여자 

질도 음소를 구성하는 음운단위가 된다는 점 이다. 

Jakobson의 자질이론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특징은 3가지 이다. 첫째 

는 그의 자질이 음성적 분절음이 아니라 음운대럽을 나타내는 음운자질이 

라는 것이다. 

Jakobson (1 956: 39)은 「어떤 언어도 두 개의 독자적 인 자음상의 대 립， 

즉 인두음대， 비 인두음과 원순음대， 비원순음의 대립을 동시에 표시하지 못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인두자음 /C/와 원순자음 /Cw/은 보통자음 

/C/와만 대 립 이 가능하며， /C/와 /Cw/의 대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 

와 /Cw/의 배타성은 Hyman (1 975 : 49)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C/ , /Cw/가 

협관성( flatn ess ) 이라는 동일한 기저자질이 음성적으로 실현된 것이므로 보 

통자음 /C/와의 대럽만 협관성 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협관성은 음 

운적 대럽을 설명하는 자질이 되고， 이 것 이 음성적으로 원순음이나 인두음 

으로 실현된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주장은 음운자질의 집합이 음성자질의 

집합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두번째 특정은 모든 음운자질을 양분자질로 바꾸었다는 것 인데 이는 어 

떤 하나의 자질을 [ +F]이거나 [ -F]로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조음적 특성에 상관되도록 하면서 음향적 특성을 이용하여 변별 

적 자질을 체계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1. 3. Chomsky and Halle 

Chomsky a nd Ha lle ( 1968) 의 변별적 자질은 Jakobson의 자질을 근거로 

하 여 수 정 , 보 완 된 것 이 다. 그 러 므 로 Chomsky and Ha lle 의 자 질 과 

Vocalic vs Non-Vocalic 
Consonantal vs Non-ConsonanLal 
Nasal vs Oral 
CompacL vs Diffuse 

Inherent I Strident vs Non-Strident 
Features I Abrupt vs Continuant 

Checked vs Unchecked 
Voice vs Voiceless 
Tense vs Lax 
Grave vs Acute 
Flat vs Non-FlaL 
Sharp vs Non-Sharp 

same 

Interru pted vs Continuant 
same 
Voiced vs Voiceless 
same 

FlaL vs Plain 
Sharp vs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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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obson의 자질을 비교해 보면 우선 Chomsky and HaIle의 자질은 두 가 

지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Jakobson의 자질과 마찬가지로 

일반언어의 음운대립을 나타내는 분류척 (Classificatory) 기능이고， 다른 하 

나는 기저음운과 음운규칙에 의해 도출왼 분절음의 음성적 내용을 기솔하 

는 음성적 기능이다. 그리고 Chomsky and HaIle의 자질은 Jakobson의 음향 

적 자질을 가능한 한 조음적 자질로 규정하려고 한다. 또한 Jakoson이 세계 

언어의 대립을 나타내는 자질들의 수를 제한한 데 반해 Chomsky and HaIle 

는 제한된 적은 수의 자질로서는 음운규칙을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인위적 

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음성 기술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자질을 도입한다. 

예를 들연 [ vocalicJ자질 대신 [syllabic J자질과 [sonorantJ자질을 도입한다. 

Chomsky and HaIle의 자질과 Jakobson의 자질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1)과 같다. 

、‘ l 
/ 

1 
i 

/ ‘ ‘ 
、 Chomsky와 Jakobson의 자질 비교 

Chomsky and Halle(l968) Jakobson and Halle (1 956) 

Syllabic Vocalic 
Consonantal Consonantal 
Nasal Nasal-Oral 
Continuant Continuant-Abrupt 
Tense Tense-Lax 
Voiced Voice-Voiceless 
Strident Strident-Mellow 
Glotta l Constri ctions Checked -Unchecked 
Corona l Grave-Acute 
High Compact-Diffuse 
Low Flat-High 
Rounded Sharp-Plain 
Distributed 
Anterior 
Sonorant 
8ack 
Covered 
Lateral 
Instantaneous Release 

2.2. 변별적 자질의 타당성 

지금까지 변별적 자질 이론은 음소가 음운기술의 최소단위라는 가정에서 

음소를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가 있다는 생각으로 변해 온 것임을 고찰해 

보았다. 그려나 음운기술의 최소단위가 음소가 아니고 왜 변별적 자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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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자. 

2.2.1 . 자연성의 포착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면 언어음의 조칙에 대한 구체척인 예측이 가능한 

데， 이는 자연부류(natural class) 의 개념과 연결된다. Ha!leCl 964 : 328)는 

「한 집단의 언어음이 그 집단에 있는 개개 음운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다 더 

척은 수의 자질로 표시될 때 자연부류를 형성한다」라고 언급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자음[s， z, t, dJ와 [ c, r, s, z]는 각각[ - sonorant, + cor

onalJ과 [-anterior, +highJ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음소를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수보다 척기 때문에 자연부류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연부류는 음운규칙의 일반성과 자연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Hyman 

(1 975: 13) 의 다음의 예문 (2)를 보자. 

(2) We miss you • [wi mis (y)uJ 

We please you • [wi pliz (y)uJ 

We bet you • [wi bcc (y)uJ 

We fed you • [wi fej (y)uJ 

(2) 의 예는 음소를 최소단위로 가정할 때 (3)과 같이 표시된다. 

(3)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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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은 /y/앞에서 / s, z, t , d/가 각각 /s, z, c, r/로 발음된다는 것을 말 

할 뿐이다. 그러나 변별적 자질을 최소단위로 가정할 경우 (2)는 (4)와 같 

이 표시된다. 

(4) 

[:델 ] • [ :뚫h J /-
[ - y끼11 

-cons 

+high 

- back 

규칙 (4)는 / s, z, t , d/라는 집단이 y앞에서 y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4) 의 규칙에서는 자연부류에 의해 일반성을 획득하게 

되고 。 1 러한 음운과정이 구개음화동화라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게 하며， 또 

(4) 의 음운과정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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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일측도에 의한 언어음의 분류 

음소를 최고단위로 기술하는 방법에셔는 고(high) ， 저 (Low) 둥과 같이 

모음을 분류하는 용어와 순음(labial) 이나 경구개음(palatal) 둥과 같이 자 

음을 분류하는 용어는 아주 다르다. 즉 자음과 모음은 셔로 다른 기준에 의 

하여 분류된다. 그러나 변별적 자질을 음운기술의 최소단위로 가정하는 경 

우에 자음과 모음을 통일한 음성적 자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모 

든 언어음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2.3. 개개 음운의 식별법 

한정된 수의 자질대립을 이용하면 세계언어의 모든 음운척 대립을 설명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주어진 언어에서 어떤 음성특정은 단어와 단어 사 

이의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어떤 컷은 없다. 이때 어떤 특성이 

의미구별 능력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라는 질문은 그 언어에 있는 변별적 자 

질의 수만큼 물어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 8개의 음소가 있다 

고 할 때 이 8개의 음소를 식별하는 방법은 어떤 자질의 유(+ ), 무(- )로 

나타낸다. 

(5) lA \ B \ C\D \ E\F\G\H\ 
- I - I - I - I + I + I + 1 + 1 

1 - I - I + I + I - I - I + I + I 

l - I + I - I + I - I + I - 1+1 

(5) 에 의하면 첫째 질문에 대해 8개의 음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두번째 질문에서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4개의 부류가 생긴다. 이러 

한 방법으로 8개의 음소는 3번의 질문에 의해 서로 식별이 가능한데， (5) 

에셔 보듯이 각 질문마다 그 수가 동일한 수로 양분되어 질문의 횟수가 최 

소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질문의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 영 

어에서 예를 틀어보자. 

만약 영어에 다음의 8개의 자음 / p, t , f, s, b, d, v, z/만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을 셔로 구별하여 이름을 붙여 주려면 적어도 8개의 이름이 펼요하다. 

그러나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면 그 식별이 훨씬 용이해진다. 아래 (6) 의 도 

표를보자. 

(6) 싫훗t p t f s b d v z 

voiced + + + + 
contmuant + + + + 

strident + ;- + + 
coronal + + + + 
antenor + + + + +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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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서 8개의 음소는 실제로 voiced, continuent, coronal이라는 3개의 자 

질로 식 별이 가능하다. 왜냐하연 strident의 값은 contmuant와 동일하며， 

anterior의 값은 모든 음소에 공통되므로 음소를 구멸하는 기능이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언어에서 어떤 음소를 다른 음소와 구별할 때 

필요한 질문은 그 언어에 있는 음소의 수보다 훨씬 작다는 컷을 알 수 있다. 

3. 단선적 (Iinear) 음운표시와 그 문제점 

변별적 자질로서 음운을 표시할 때， Chomsky and Hall e (l 968) 의 SPE에 

나타난 표준생성음운론의 음운표시의 특성은 단층적 또는 단선적 표시방법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음운표시방법의 특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복선적 음운표시와 계충척 음운표시에 대해 고찰해 보려 

고 한다. 

3. 1. 표준생성 음운론의 음운표시 

변형생성문법의 표준이론에 의하면 문법은 크게 통사부， 음운부， 어휘부 

의 셋으로 구분되고， 이들 사이의 기술순셔는 앞에셔도 언급되었듯이 통사 

부가 기술된 다음에 음운부와 의미부가 기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통사부의 표연구조는 그대로 음운부의 음운표시로 사용될 수는 없다 통사 

부의 표변구조는 통사적 정보와 어휘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모든 형태소가 

음의 연쇄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사부의 표면구조 

를 음운부의 입력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첫 째， 어휘표시에 사용된 음운자질 중 규칙으로 예상 가능한 것을 0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을 +나 -값으로 채워 넣는 어휘잉여규칙이 필요하다. 

Chomsky and Ha lle0968: 166)가 보인 inn/in/에 대한 어휘행렬의 음운 

특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7) inn의 어휘행렬의 음운표시 

깅늪------각랜 n 

consonantal + 
vocalic O O 

nasal O O 

tense 

stress O O 

vOIce O O 

continuant 0 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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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 (7) 에 보인 자질가에 0으로 표시된 부분은 음운부의 업력인 

기저음운표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값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컷 

을 채워 넣는 규칙은 어휘잉여규칙에 의한다. 

둘째， 통사적 표면구조를 음운규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조정규 

칙을 적용시 켜 완전한 음운표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연 

Chomsky and Ha lle (1 968: 8)가 보인 We esta blished telegraphic communi

catlOn 의 통사부의 표연구조 established는 다음과 같다. 

(8) [v( 十 establish + ) v + past + ] v 

(8) 에 보인 추상적 문법형성소(formative) 인 past에는 음운규칙이 적용 

될 수가 없다. 이 past를 동사의 과거형의 음운행렬/d/로 바꾸는 일을 재조 

정 규칙이 한다. 

이와같이 통사부의 출력부에 수정을 가해서 음운규칙 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음운표시를 체계적 음소표시층이라고 한다. (7) 에서 보인 mn의 어휘 

행렬의 음운표시를 수정하여 체계적 음소표시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다음 

(9)와 같다. 

(9) inn의 음운표시 

~자~질~ 분~절~음~ n 

consonantal + 
voca lic + 
nasal + 
tense 

stress + 
vOIce + + 

contmuant + 

3.2. 단선적 음운표시 SPE으| 문제점 

앞에서 고찰해 보았듯이， SPE의 음운표시의 자질이론에 의하면 자질의 

범위가 하나의 분절음에 한정된다. 예를 들연 pit[p i t] 에서 모음[ i] 의 자질 

표시는 [ - consonanta l, + voca li c, + high , - back, - nasal ] 등이 되고， 이들 

자질은 오로지 [i]라는 분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그 

러나 실제로 자질의 범위는 하나의 분절음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 

도 있다. 

자질의 범위가 분절음보다 더 작은 경우의 예 를 들어보자. 분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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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l]로 기술되면 이 분절음도 연구개가 내려온 위치에서 조음됨을 돗 

한다. 그런데 영어의 /pin/에서의 /n/은 선행하는 모음 /i/를 비음화 한다. 

즉 연구개가 /i/를 발화하는 동안에 내려와서 /i/을 반쯤 비음화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을 SPE체계로는 사실상 표시가 불가능하다. 무리해서 한다면 

모음 /i/는 원래 [ -nasalJ 이고， 이것이 [ +nasal]이 되니까 [-nasal, + 

nasal]로 표시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 1 ，2 ，3등으로 비음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겠으나 비음화는 이웃하는 비음의 폰재여부에 의존하므로 정 

수는 기저표시가 아니라 음성표시가 되므로 [ -nasal]이면서 동시에 [+ 

nasal]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 -nasal]이면서 동시에 [ +nasal]은 불가능 

하므로 모음 [i]는 [ -nasal]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i/를 발화하는 

동안 조음상태가 변한다는 사실은 이웃하는 음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 

라 분절음의 내척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SPE의 자질체계로는 이러한 

현상을 표시할 수가 없다. 사실 /i/가 발음될 때의 비음성자질의 범위는 하 

나의 분절음 전체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분절음 단위보다 작은 단위를 표시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SPE 자질이론으로는 자질의 범위가 분절음보다 작 

을 경우에는 표시할 길이 없다. 

만약 어떤자질 [F]가 하나의 분절음 이상의 벙위를 가질 때에도 SPE 자 

질이론체계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예를 들연 /pin/에 대한 음운표시는 

Goldsmith (1 976: 17) 에서 보여주듯이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변별적 자질 행 

렬(10)으로 표시된다. 

(0) / p/ 
./ + cons 、
I -nasal I 
I +labial I 
I -coronal I 

/i/ 

[짧 - nasal 
-labial I 

-coronal I 

[ / / } + cons 
+nasal 
- labial I 

+coronal I 

그런데 /pin/에서의 모음의 고저 (pitch) 현상을 살펴보면 /pin/은 하강성 

조(falling tone ) 이다. 하강성조를 Chomsky and Halle (968) 의 SPE식으로 

표시한다면 [ + high tone ]과 [+low tone] 이 모음 /i/의 자질행 렬에 첨가되 

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표시할 방법이 없다. 아래 (1 1 )이 그 표시방법이다. 

(11) /pin/의 하강성조표시 

/i/ 
+syl\abic 
+sonorant 

- consonantal 
+ high 
- back 

+voiced 
+high tone 
+low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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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인 (1 1 )과 같은 표시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하나의 자질표시 모형안에 서로 상반되는 자질인 [ + high toneJ과 [ +low 

toneJ 이 동시에 표시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i/가 상승성조인 경우에는 

[ + high toneJ과 [ +low toneJ의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하강성조와 상승성조를 구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아래(12)와 같이 성조자질의 순서를 

바꾸어 표시해 볼 수 있다. 

(1 2) /i/ 
+syllabic 

+sonorant 
- consonantal 

+high 
-back 

+voiced 

[ + high toneJ [ + low toneJ 

위의 (1 2) 에 보인 바와같이 하강성조 자질을 [ +high toneJ[ +low toneJ 

의 순서대로 표시해 준다고 하더라도 /i/라는 단모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 

조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것은 이러한 체계에셔는 불가능하다. 

3.3. 복선적 음운표시와 cv층 

앞에서 고찰해 본 SPE식의 음운표시의 문제점은 음운을 표시하는 층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Goldsmith(l 976: 23)는 음 

운의 표시충을 분절음을 표시하는 층과 성조를 표시하는 두 개의 층으로 나 

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분절음의 음운표시는 그 분 

절음의 음운척 특성을 나타내는 변별자질로 명시가 된다. 따라서 변별자질 

은 분절음 그 자체의 음운적 특성을 나타내 중과 동시에， 분절음을 구성하 

는 분절음의 하위자질이다. 그러나 성조자질은 분절음 그 자체의 음운척 특 

성을 냐타내 준다기보다는 그 분절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분절음에까지 

미치는 초분절적인 성조를 명시해 주는 초분절적 자질이다. 이와같이 성질 

이 다른 분절음 자질과 성조자질을 단 하나의 층에 모두 다 표시하려는 것 

은 펼연적으로 문제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연 하나의 

분절음 내부에 연속적인 성조가 내재하는 굴곡성조와 같은 음운현상 즉 연 

쇠}복음(contour segment)을 SPE식의 단선척 표시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연쇄복음이란 하나의 분절음 내부에 두 개의 상반된 자질이 약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실현되는 것으로 위에서 보인 하강성조냐 상승성조에 파 

찰음과 선비폐쇄음(prenasalized sto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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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절음이 어떤 자질에 대해 두 

개의 다른 표시를 허용하도록 아래 (13) 에 보인 바와 같이 분절음의 개념 

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뭇한다. 

(1 3) 연쇄복음의 자질표시의 가능성 

L H 성조 층 

~ 
X 분절음충 

[ 1 ] 

이러한 가능성은 분절음을 표시하는 자질과 성조를 표시하는 자질을 각 

각 분리하여 다른 층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Goldsmith (l976) 의 자립분 

절 음운론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것이다. 

모든 음운적 특징을 하나의 충에 표시하는 SPE식의 음운표시와 두 개의 

층에 달리 표시하는 자럽분절 음운론의 음운표시 방식을 도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1 4) SPE 식의 단선적 (linear) 음운표시 

음운 표시층 • 성조자질 

분절음자질 

(1 5) 자링분절 음운론의 복선적 음운표시 

음운표시충 
[성조 표시충 

분절음 표시층 

-> 

하강성조를 가진 pm의 /i/에 대한 복선적 음운표시는 다음 (1 6)과 같이 

된다. 

(1 6) 하강성조 /i/의 복선적 음운표시 

/ [ H, LJ 성조충 

/i/ / 

\r +sy llabic 기 

I +sonorant 분절음층 

L + consonantal .J 

( 여 기 서 H는 high tone, L은 low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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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과 같은 복선적 음운표시를 허용하변 SPE식의 단선적 음운표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아래 (1 7) 에서처럼 해결된다. 

변별적 자질과 음운 표시 

서;;f-.3. 
。~ 。버

 
V 
v 

d. 

성조모음의 복선적 음운표시 

R V 
v 

c b. 
H 
ll 

V 

a. 

(1 7) 

-
증
 

보
균
 

닙
 
L 

(1 7a)는 고성조모음(h igh tone voweJ), (1 7b)는 저성조모음(Jow tone 

voweJ ) 을 나타내며， (1 7c)는 하강성조(falling tone vowel) , (1 7d)는 상승성 

조 (rising tone voweJ )를 나타낸다. 특히 (1 7 c.d) 에서는 단모음이 굴곡성조 

(contour tone )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CJements and Keyer (1 983) 에서는 음운표시층의 내부구조 

를 음절과 연결하여， 분절음층과 음절층 사이에 독립된 CV층이 있음을 주 

장한다. ClemenLs and keyser (1 983: 32) 에 의하면 음절의 내부구조는 다음 

(18)과 같다. 

: 음절층 

CV층 

음절의 내부구조 

~‘~C V C 

(18) 

: 분절음층 

이러한 음절구조는 CV층과 분절음층 사이에 일대다 (one-to-many) 의 관 

계와 다대일(many-to-one) 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 폐찰음과 선비 

폐쇄음의 표시를 Clements and keyser(l983: 35)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CV층 

선비폐쇄음 

C 

/\ 
n t 

일대다의 관계 

펴l찰음 

C 

/\ 

a . (1 9) 

: 분절음층 

: CV충 

: 분절음충 

>
a 

다대일의 관계 

>
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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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와 같은 음운표시는 SPE의 단선적 음운표시에서는 풀 수 없었던 문 

제를 해결한다. 특히 cv층을 설정한 (1 9) 의 복선적 표시는 SPE의 단선적 

표시에 비해 몇 가지 잇점이 있다. (l 9a) 에 나타난 일대다의 관계는 연쇄복 

음이 하나의 단위 C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작 

용하기도 하고， 분절음충에서 연속적 자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위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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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질의 계층적 음운표시 

앞에서 본 복선적 음운표시 방법에서는 자질들 사이에 아무런 순서나 위 

계가 없이 그냥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질들이 어떻게 위계를 이루고 있을까? 

Clements (1 985 : 227)는 변별적 자질의 음운표시에서 다음과 같은 다충구 

조(mul ti - tiered structure)를 주장한다. 

(20) 

웹
 웹 웹 웹 
협
 

공
 
계
 

고
 후
 
。
τ

ι느」
 

노
는
 노r
 

」
는
 

잃
 배
 
야
 
뼈
 ,% 

’ o 

a a 

c---v--c 
/ 

/ 
/ 

/ 
/ 

/ 
/ 

/ 

./d’ 

e 
------、

낭 
....---、

\ 
\ 

\ 
\ 

e 

d 

c’ 

위의 도표(20) 에서 알 수 있듯이 Clements (1 985 )에 의하면 모든 자질들 

은 개별적인 충에 할당되어 공통되는 중심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Ipinl에 

대한 단선적 음운표시(10)과 비교할 때 Clements의 다충척 음운표시 (20) 

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즉 하나의 충에 있는 자질이 다른 충에 속 

하는 자질에 대해서 독립척 이기 때문에 다른 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으면서 하나의 층에만 영향을 주는 음운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시의 단점은 자질의 특정한 체계가 기능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자질군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음소를 독럽된 단위로 나타내지 못 

한다‘ 

c 



변별적 자질과 응운 표시 561 

음운과정에 나타나는 변별적 자질들의 형태를 관찰해 보면 자질들 사이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변 어떤 변별적 자질들은 어떤 음운 

과정들에서 통일한 기능적 단위를 이루어 작용하는가 하면 어떤자질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자질들 사이에 기능상 위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위계는 자질의 음운표시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올바르게 음 

운현상을 기술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변별적 자질은 읍운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어떤 자질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또 아주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질들 사이 

의 특성이 음운표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조음 

위치와 관련된 [anterior, coronal, back, high, lowJ자질은 통화현상에 자주 

나타나지만 [nasal, roundJ와 같은 자질은 동화현상에서 그 빈도가 많지 않 

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별적 자질을 통일한 상태의 행 렬로 

표시하지 않고 「후두」나 「위치」와 같은 매개변항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표 

시하면 그 설명이 가능하다. 

자질들 사이의 이러한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20) 에 보인 형태로써 

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Clements (1 985 : 229)는 자질들이 계층적인 위계에 
의해 다음 (21)과 같은 구조로 표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1) 자질의 계층적 음운표시의 한 가능성 

/ 

/ 
/ 

/ 

------------- ---1b’ 
________ J 

a 

/ 

/ 
/ 

---------(d’ 
_______ ...J 

, 
c 

aa’는 뿌리충， 

bb’는 후두충， 

cc’는 후두상위충， 

dd’는 방식충， 

ee’는 위치충 

e 

위에 보인 (21) 의 자질표시에 관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Clements ( 1985 : 
248)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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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lements의 자질계층모댈 

C 
V tier 

root tIer 

larynged tier 

[spread] + “ 
[ constricted ] - ' / 

[ voice] - ’ 

manner tIer 

supralaryngeal t ier 

-+ 

+ 빼
 빼 빼 

[ 

때
 바
 

m 「
L

[ corona] + 

[anterior ] + 

place tier 

[ distributed] 

Clements는 두개의 중요한 군마다 (class node)로 후두 ( laryngeal)와 후두 

상위 (supralaryngeal)마디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후두마디에는 영향 

을 주지 않으면서 후두상위마디에 있는 자질들이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거 

나 또는 후두상위마디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셔 후두마디에 있는 자질들 

이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적 자질표시가 타당성을 갖 

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타당성의 예로 Clements(l985: 233)는 다음과 같은 영어의 예를 

제시한다. 영어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성문자음[ ]와 [h]는 원래는 구강에 

관련된 자질을 가진 자음이었는데， 구강에 관련된 자질은 모두 소실이 되고 

남은 것은 [?]와 [h]를 구성하는 후두에 관련된 자질만 넘-았으며 다음 

(23)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 

(23) 후두상위마디의 소실 

C C 

R > R 

L/혔L L 
[?] or [ h] 

L은 후두마디 ( laryngea l). SL은 후두상위마다 (Supralaryngeal) 

따라서 자질계충구조에서 후두자질과 후두상위자질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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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상위마디의 지배를 받는 「조음방식」마디와 「조음위치」마디가 구분되 

어야 하는 타당성은 조음방식마디에셔 독립된 위치동화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Clements (1 985: 235-6)는 다음과 같은 영어의 예를 제시한다. 

영어에서 치경페쇄음[t，d ，nJ은 [8J앞에서는 치간음[b ψ llJ 이 되고， [8, zJ 

앞에서는 후치경음 ( posta lveolar) [t, d, D J 이 되고， [rJ앞에서는 반전음(ret. 

roflex) [t , d, η] 이 되어 결국 뒤에 오는 설정성 자음의 조음위치로 동화된 

다. 아래 예문(24)를 보자. 

(24) 영 어 치 경폐쇄읍의 동화현상 

/t/ /d/ / n/ 
6 eighth width 

each, cheer edge 
tree dream 

tenth 
-§, a 
- y 

inch, hinge, insure, enjoy 
enroll 

위에 보인 동화현상은 SPE의 단층적 또는 단선적 자질표시 방식에 의하면 

다음 (25)와 같은 규칙으로 설명된다. 

(25) SPE에 의한 영어 치경폐쇄음의 동화규칙 

[+cormal j 
+anten or 
- contmuant I 

( a antenor 
• I ß distributed I 

3 )
|
|

뷔
 

뼈
 빼 빼 

+ 

α
 μ
μ
 

/1----|1\ 

///// 

위의 규칙 (25)는 치경쇄쇄음이 후속하는 [anterior J자질과 [distributedJ자 

질에 통화된다는 것 인데， 이 규칙은 두 자질이 동화과정에서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음위치 자질이 동화되는 과정 

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영어의 동화현상은 Clements의 자질 

표시 방식에 의하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26 ) Clements에 의한 영 어 치경폐쇄음의 동화현상 

조 음 방 식 충 [ -continuantJ [ +continuantJ 

후두상 위 층 · 

조음 위 치층 : [ +corona l ] [ +coronalJ 
+anten or 

3 영어의 설정성 (corona l ) 자음의 변별적 자질표시는 다음과 같다. 

t , d, n , s, z e, ð s, z r 
Coronal + + + + 
anten or + + 
distribu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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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인 예는 음운표시에서 자질들이 통일한 자격의 덩어리로 뭉 

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사이에 어떠한 계충적 위계가 있음을 보인 한 

예시이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언어에 따라 또 음운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시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질들 사이에 어떤 서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는 SPE식의 음운표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주장이 

며 또 대단히 독창적 사고엄에 틀렴없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아직도 형 

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의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지금까지 음운이론에서 변별적 자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척 고찰과 함께， 음운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음운표시를 

변별적 자질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단선적 표시방법과 복선적 표시방 

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변별적 자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Bloomfield 였다. 

Bloomfield로 대표되는 미국 구조주의 음운이론에서는 변별적 자질이란 단 

어와 단어의 뭇을 구별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음성특성을 지칭했기 때문에 

음소와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그러나 Jakobson (1952) 등에서는 의미를 구 

멸시켜 주는 기능이 없는 음향적 특정도 변별적 자질에 포함되었으며， 또 

변별적 자질은 분절음이나 음운을 구성하는 음운기술의 최소단위로 인식되 

었다. 

변형생성음운론의 표준이론인 SPE에서는 분절음이나 형태소를 표시하는 

음운단위는 변별적 자질의 덩어려로 가정되었고， 이들 자질들 시이에는 어 

떤 순서나 계충적 위계가 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있는 하나의 덩어려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음운표시는 성조와 같은 연쇄복음 즉 하나의 분절음보다 더 큰 영 

역에 걸치는 초분절적 특정을 나타낼 때에는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Gold

smith( 1976)는 음운표시를 단충이 아닌 복충으로 분리하여 초분절음적 특 

성을 냐타내는 변별적 자질과 분절음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질을 각각 별개 

의 층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SPE의 단선적 음운표 

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동화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자질들은 다른 유형의 자 

질들과는 별개로 움직 인다는 현상에 착안하여 Clements(l985 )는 음운을 구 

성하는 변별적 자질들도 일정한 계충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러한 주장은 

언어에 따라 또는 음운현상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앞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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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ve Features and Phonological Representation 

Woo-Kyung Lee 

One of the fundamental discoveries of modern Iinguistics as a result of 

the advanced study of the phonological aspect of human speech is the fact 

that phonological segments or phonemes are not the ultima te constituents 

of phonological a nalysis, but factor into sma ller, simultaneous properties of 

feature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give an overview of how the theory of dis 

tinctive features has developed over the past decades. 

The problem of Iinear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SPE is a lso dis

cussed a nd two models of multi-tiered feature representations are shown as 

a possible solution to the conceptual problems raised by linear phonological 

represent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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