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운론에 있어서의 빈자리 조건 

전 은 

야 논문의 목척은 음운현상의 본질척 특성을 규명하는 데 었다. 우리가 

음이 여러 자질로 구성되어 있고 자질이 명시되는 단계가 어휘부， 후어휘부 

퉁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할 때 어휘부 음운현상은 해당된 자질이 명시되어 

있는 음에서 그 자질의 표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어 있는 음으로 이동 

해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번자리 조건이란 원리로써 형식 

화한다. 따라서 빈자리 조건이란 어휘부에서 삽입규칙일 경우 그 자질에 대 

하여 버어 있는 자리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이다. 이와 같은 빈자리 조건은 

음운현상의 본질척 규제원리로 간주된다. 

어휘부에서의 음운현상은 무표음에서 유표음으로 바뀌어지는 범주적인 

것으로， 후어휘부에서의 음운현상은 정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어휘부에서는 빈자리에만 자질이 삽입되는 반면， 후어휘부에서는 빈자리 조 

건과 무관하므로 자질들이 명시되어 차 있더라도 자질들이 삽입되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셜명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장에서는 

영어 자음의 기저어휘 구조를 간략하게 검토한다.II장에서는 어휘부에서의 

음운현상이 실제로 비어 있는 자리로 적용되는지 살펴 본다.m장에서는 어 

휘부가 level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첫째 level에서 적용되던 음운현 

상이 둘째 level에서는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빈자리 조건에 의 

해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W장에서는 어휘부에는 후어휘부와 달리 예외척인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예외척인 단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가능한 한 기저표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빈자리 조건에 업각 

하여 분석된다. 

1. 기저어휘 구조 

본문에셔의 기저어휘 구조는 잠재표기(Arc뻐ngeli 1984, Le찌n 1985, Bo
row화cy 1986, Archangeli & Pulleyblank 1986)와 자질 수형도(Qements 1985, 
잃gey 1986)를 결합하여 청해진다. 어휘부에 예측 불가능한 정보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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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예측 가능한 가치는 무표가치， 예측 불가능한 가치는 유표가치가 되며 

이와 같은 유무표 가치의 기준은 보펀 유표성이론(Uruve않al Mark，뼈less 

πleory， αlOmsk:y & H허le 1968, K，않1 1975)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치경 파 

열음 /t/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며(Para，며s & Prunet 1991a), 모음 

은 /i/, /u/, /a/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자질들의 표시가 

계충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질 수형도 이론은 Sagey (1986) 이후 세부적 

언 구조에 대 해 많이 논의 되 었다(Rice & Avery 1991, Steriade 1987b, Para며S 

& Prunet1989,AJchangeli & F\피eybla파〈 출판예정， 낭hiri & Ever 1991). 각 

내용을 검토하고 (1)과 같은 구조를 채돼한다 

(1) 

root 
벼πrUreaI Suoral없γruz않l 
/ ---\~ 

[∞nsσ] [sþ뼈d] [voi∞] 

Placé 

/----
primary pJace Secondary Pla.ce ----/ \ / - ~----=-=-

Lab벼 Coro끽al Do짧 [high] [밟，ck] 며w] 

[roùud] [strident] 

만약 잠재표기이론올 SPE식 명면적 표시에 적용시킨다면 같은 자질의 무 

표성에 대해서 이충성이 초래된다. 예를 들면 [• msal] 가치가 저해음인 경 
우 무표척이면서 공명음에게는 [+n잃al]이 무표척이다. 그러나 잠재표기와 

계충구조가 결합된 (1)에서는 [nasal] 자질이 SV마다의 지배를 바로 받기 
때문에 [ -nasal] 가치가 유표척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1.1. 자옴 

범주적으로 저해음이 공명음보다， 파열옴이 마찰음보다， 무성음이 유성음 

보다 무표적이다. SV마디 내에서는 [+떠sal]과 [ -lateral]야 무표척이다. 이 

를 도표로 만들면 (2)와 같다. 

(2) 
변별자질 유표자질 무표자질 

sonorant +sonorant --sonorant 
continuant +continu없1t 「끼Xlntα，tinuant 

VOlce +voic엉 --VOlce 
뼈잃l →뻐sal +nasal 
lateral +lateral -lateral 

1 냐W명잃~ SUI뼈&낀1뽕~ Spont없100US Voice, Place node 둥은 단가(privative)의 
개념으로쓰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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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무표자질은 최초 기저어휘표시에 

었는 잉여 규칙에 의해 도입된다. 

표시되지 않으며 나중에 (3)에 

(3) a. [ 

b. [ 
c. [ 
d. [ 
e. [ 

] • [ -sonor，하ltJ 

] • [--con때lUantJ 

]→ [-γoÍceJ 

] • [ +na잃lJ/[ +sonJ 
] • [ -latera1J/[ +sonJ 

(3)의 가치는 무표적이나 대조척이므로 1단계 맨 마지막에서 도입된다. 

반면에 비대조적 잉여가치는 후어휘부에서 해제되는 (4)와 같은 표시조건 
에 의해 어휘부에서의 표시가 규제된다 2 

(4) a. * [꽤lC김 [ a:nJ 
* [at앓청c뼈] * [;鐵] [J뚱함] [ar와입 

b. 맹latal 

[-backJ 

h 

[ +spr，않dJ 

이제까지 살펴 본 결과 어휘부에 기재되는 자음의 기져구조는 다음과 같다. 

(5) /p/ 
C 

o RN 

o SLN 

o PN 

Labial 

/t/ 
C 

/b/ 
C 

/~ 
[+voic] 0 

Labia1 

/d/ 
C 

o RN 

oLN 

[ +voice] 

/f/ /v/ 
c c 

?\ /~\ 
o [+contJ [+voiceJ 0 [+cont] 

o 0 

Labia1 Labia1 

/8/ /ð/ 
c c 

?\\ /~\\ 
o [+∞ntJ [+voiceJ 0 [+∞nt] 

o 0 

Coron머 Coron혀 

[-sUid] [-strid] 

2 (4a)는 부정척 표시조건언 례 반하여 (4b)는 긍정척 표시조건아다. 



/1/ 
C 

o 

o 

o SV 

[ +lateral] 

/J/ 
C 

0 ___ ‘ 

[ +cõnt] 

은 전 

/z/ 
C 

o RN 

A 
[+voice] [+cont] 

/8/ 
C 

o RN 

348 

/0\ 
PP SP 

Coronal [4lackJ 

[+∞nt] 

SV 

/r/ 
C 

o 

o 

o 

[•1aSal] 

/m/ 
C 

o 

? ~‘-‘‘‘ .... ‘‘ .... ‘-‘‘‘‘‘‘ ...... ‘‘‘‘‘.‘‘‘.‘‘.‘. 

。 SV

La.bial 

씨
 
C 
l 
o 
--o 

ll% 

13/ 
C 

윤f\ 
[ +voice] 0 [+cont] 

/0\ 
PP SP 

Coronal [ 4lack] 

RN:r∞tnode 

SLN: Supralaηngealn여e 

PP: Primarγ place 
SP: Secondary place 
SV: Spontaneous voice 

II. 빈자리 조건과 음운현상 

2. 1. 어휘과정 

본 철에서는 어휘과청의 

보겠다. 

@마찰음화 

영어에서는 /t/와 /d/가 뒤에 /y/가 올 때 각기 다음과 같이 마찰옴 /8/ 
와 /z/로 변화된다. 

음운과정이 실제로 빈자리에 척용되는지 살펴 

/8/ 
-- democrasy 

re없dency 

-- vacancy 

(1) /t/ 
democrat 
resident 
va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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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음화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나타나며 뒤에 오는 앞모음이나 전이음의 

영향으로 파열음이 마찰음으로 동화되는 과정이다(뼈없'() 1984). 그러므로 
통화과청을 잘 표현해 주는 전파과청 (s따ading process)으로 나타내 주면 

다음과 같다. 

(2) 마찰음화 3 

c v 

|꿇，ck] 
[+∞nt] 

/t/와 /d/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 /t/ /d/ 
C C 

o RN 

o LN 

[ +voice] 

(3)에서 보다시피 /t/와 /d/의 기저구조에는 [cont] 자질이 명시되어 있 

지 않아 자리가 버어 었다. 따라서 마찰음화는 이와 같이 [cont] 자질이 버 

어 있는 파열음에 대하여 [cont] 자질이 이통해 들어가서 나타냐는 현상엄 
을알수있다 4 

(4) 업력 

/t/ 
C 

전파 결과 

/t/ /y/ /t/ /s/ 
c c • C 

[+cont] [+∞nt] [+cont] 

[cont] 자질이 들어온 /t/는 /s/의 구조와 일치하나 /8/와는 일치하지 않 

으므로 /8/로 나타나지 않는다. 

3 환경음에 있어서 [ +cont] 자질은 환경의 기술까지 포함하는 확대잉여규칙순셔 
제한(팝tended Redundancy Rule Orde피19)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py. b, 또는 k나 g도 [cont] 자질이 버어 있는떼도 마찰음화가 얼어나지 .않는 
이유는 φ나 β 또는 X나 y가 영어의 음소가 아니므로 구조보존(Structure pr훌g’

vation)에 의하여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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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 /e/ 
C 

?o\k | +cont -l [ +cont] 

Coronal 

[ --strid] 

이와 같이 어휘부에서의 마찰음화는 빈자리로 자질이 이동해 들어가는 

현상엄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구개음화 

영어에서 구개음화는 어휘부에서뿐만 아니라 후어휘부에서도 나타난다. 

똑같은 하나의 과정이나 우선 여기에서는 level 1 접사 앞에셔 나타나는 구 
개 현상을 살펴 보겠다. 1단계에서 의 구개음화는 /s/나 /z/가 뒤에 오는 y 

앞에서 [5]나 [i]로 바뀐다. 

(6) S-8: space-spacious 
race-racial 

z-i: ∞nfuse-confusion 

erase-eraslon 

/t/나 /d/에 척용된 마찰음화의 결과언 /S/냐 /z/도 계속해서 구개음화 과 

정올 거치며， 연구개음 연옴화 과정에 의하여 바뀌어진 /S/도 계속해서 구 

개음화 과정을 밟는다F 

(7) /t/..... [8] /d/ - [z] /k/-[8] 
devote-devotion decide-dec파on 10링c-lo밍cian 

delete-deletion divide-divi하on mUSIC-mUSIClan 

percept-perception invade-invasion 

구개음화도 대부분의 언어에서 검충되는 일반척인 통화현상이다(L삶파í& 

Evers 1991). 그러므로 구개음화는 y의 구개성， 즉 [-back] 자철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나타낸다. 

5 특수한 규칙이 일반 규칙보다 앞서 척용된다는 Ki맹파r:y의 여타조건(퍼sewhere 
Condition)에 의하여 마찰음화의 환경이 구개옴화의 환경보다 더 특수하므로 마찰 

음화가 구개읍화에 앞서 척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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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개음화 

Onset 
C V 

o o RN 

o o SLN 

o o PN 

o o SP 
’‘ 

RN=R∞tn여e 
SLN=Supral없γng뼈 n여e 

PN = Place node 
SP = Secondary place 

구개음화의 업력대상인 /8/와 /z/의 기저구조를 살펴 보자. 

(9) /8/ /Z/ 

? /C\\ 
[ +cont] [+Ýoice] [+∞nt]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와 /z/는 [back] 자질이 비어 었다.혐라서 구 
개음화는 마ack] 자질이 차 있는 곳에서 비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엄 

올 알 수 있다. 구개음화에 의하여 [-back] 자질이 천파된 /8/나 /z/눈 그 
구조가 기폰의 /8/나 /z/와 동얼하여 /8/나 /z/로 나타난다 6 

(10) 업력 자질이동 출력 

/s/ /S/ Y /S/• /8/ 
C Onset C 

[+∞nt] C V ./"'R 

/• • RN [+c삶 • s대 
,/ I 

[+cmt] ? ? SIN ? PN 

돼
 
앞
 

빼
 

o
l
-
-

。
」
「L

O--

’
|0

‘ 

앞
 

O 

|
빼
 @비음동화 

/in-/의 비음은 뒤에 공명음이 뒤따르면 (11a) 처렴 그 공명음으로 바뀌 

6 /s/의 중간 마디는 기저충에 잠재표기되어 었으나 [-back]이 전파필 시 마디생 
성약청(N여e Generation Convention, Arc뼈ngeli & Pulleybla따 출판 예청)에 의하여 
표변에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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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해음이 뒤따를 경우에는 (11b)처럼 그 저해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다. 

빠
 빼
 
빼
 빼
 

a n --4 
b. /irr-/ 
Im밟lance 

impossible 

m뻐n링비e 

공명음들의 기저구조는 아래와 같다. 

/r/ 
C 

o 

[•l8Sa l] 
(SV=Spontaneouo Voice) 

(PN=PIace node) 

/in-/이 /il-/이나 /ir-/로 바뀌는 과정은 SV마디 아래에 있는 [ +lateral]이 

나 [-na잃1] 자질이 대상음언 /n/의 버 어 있는 자리로 전파되는 통화과정으 

로 분석된다. 

(12) /n/ 
C 

o SV 

/m/ 
.--C ___ 

PN SV 

Labial 

β/ 

C 

o SV 

[ +lateral] 

(13) SV SV 

-““‘.J 
dependent 

뒤에 오는 유음이 l언 경우에는 [lateral] 자철이 전파되고 r인 경우에는 

[ --nasal] 자질이 이동되는데 이와 같은 자질이 들어찬 n은 기폰의 l과 r의 

기저구조와 일치하므로 l이나 r로 나타나게 된다. 

(14) 자질의 전파 

a. /n/ /n/ 기/ /n/ 
C C C C 

SV SV SV SV → β/ 

[ + Iateral] [ +later떠] 

b. /n/ /n/ /r/ /n/ 
C C C C 

SV SV SV SV • /r/ 

[킨없1] [--r퍼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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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뒤에 오는 음이 저해음언 경우에는 그것의 위치자질이 대상음인 /n/의 

버어 있는 자리로 전파된다. 

(15) C C 

/\ l 
SV PN PN 

a 

(15)는 (13)과 달리 전파될 SV가 없으므로 (13)의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 

다. /in-/의 n은 기저구조에 위치마디 아래의 자철에 대하여 자리가 비어 

었다. 만약 [lab떠1] 자질이 들어오면 /m/으로 나타나게 된다. 

@) /s/-유성음화 
/s/-유성음화는 s가 양족 모음 샤이에 있을 때 (16)과 같이 /z/로 나타나 

는 현상이다. 

(16) [z] [s] 

res땅n consJgIl 

resume consume 

resist consist 

/s/의 기저구조는 [voice] 자철에 대하여 비어 었다. 

(17) /s/ 
C 

[ +cont] 

/s/-유성음화는 모읍의 [ +voice] 자질이 /s/의 비 어 있는 곳으로 전파된 

것으로 분석 될 수 있다. /s/에 [ +voice] 자질이 들어가면 이는 /z/의 구조 

와 동일하므로 [z]로 나타난다. 

@ 연구개음 연음화 

연구개음 연음화 과정은 k나 g가 다음과 같이 s냐 J로 바뀌는 과정이다. 

(18) [k] [s] 

critical -- critic않n 

[g] [J] 

ngor 때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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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개음 연음화 과정은 모든 연구개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원상 

으로 Gr않k계나 La파1계에만 해당되며 (19)와 같은 순수 영어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19) [k] [g] 

king, kin, kill 휠U 

우리는 이와 같이 Greek계나 La띠1계에 속하는 어휘의 연구개음은 어휘부 

에셔의 기저구조에서 다른 연구개음과는 달리 [Velar ] 위치자질이 뿌리마디 

에 정착되지 않고 떠 있는(floating) 것으로 가정한다. 

이제 연구개음 과정은 마찰음화나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i/ 
나 /e/의 영향으로 /k/는 /s/로 마찰음화되고 /g/는 [J]로 구개음화되는 통 

화과정으로 분석된다. 

(20) /k/ 

R빼J 뼈
 

、
、
、
、
「
때
 

C
、
、
、
、뻐
 써

‘
 

」
녀
 」갱
 

‘‘ 

「
’L

r” 

‘ 

객
 C 

| 

0 
‘ 

j「
펴
‘
 

-w + 「
l
l』

v 
o SP 

[ velar] 

/k/에 [ +cont] 자질이 전파되면 영어에는 continuant velar’라는 음소가 없 

기 때문에 떠 있는 [Vel따] 자질은 뿌리에 정착되지 못하고 결국 SE(Stray 

Erasur‘e)에 의하여 제거된다. 그 결과 /s/의 기저구조와 똑같게 되므로 /s/ 
로 나타난다 7 

(21) /k/ /i/ /k/ /s/ 
c V • 

[vel랴]““-π품.ck] 
[ +cont] 

C • C 

[+• ont] SE [+SOIlt] 

[vel하] 

마찬가지로 /g/에 [-backJ 자질이 전파되면 Valar‘와의 결합이 불가능해지 

기 때문에 [Velar ] 자질은 뿌리마디에 정착되지 못하고 SE에 의해서 지워 

진다. 

@CC 단모음화 

영어에서 두 개의 자음이 뒤따르는 모음은 대부분 아래와 갇이 짧은 모음 

7 SPE에서는 연구개음 연음화에 의하여 일차척으로 /k/가 /c/로 바뀌어질 수밖 
에 없지만 /c/는 영어에 없는 음소이다. 본문에서는 단 한 차례의 작용으로 /k/가 
/s/로 직접 바뀌어진다고 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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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22) (i) leave-Ieft 

mean-meant 

4 // 

찌
‘
 햄 『
뼈
‘
 

않
 품
 냄
‘
 

뼈
‘
 

C 

• 

，
외
 C 

V 

“n 

assurnne-assurnnption 

convene-convention 

intervene-intervention 

영어의 음운현상에서 [ -long] 자철이 보다 활동적이고， 보다 활동적인 가 

치가 유표적이기 때문에 [ -long] 가치를 유표가치로 간주한다. 기저표시는 

다음과 같다. 

(23) (i) put 밟 pot bet 

[-long] [-long] [-long] [-long] 

(ii) sale name keep feel 

[ olong] [olong] [이ong] [olong] 

이제 단모음화 과청은 아래와 같다. 

(24) [[lef]t] 

[olong] 

cc 단모음화 
-long 

[16ft] 

[[dep]th] [[m댔l]t] [[conven]tion] 

[olong] [[olong] [[olong] 

-long 

[dq~e] 

-long -long 

[mmt] [k;)nvénf;:m] 

예를 들면 다lef]t]는 바ng] 자절에 대해서 비어 있으므로 ￠ 단모음화에 

의한 [ -long] 자질의 삽업은 빈자리 조건을 만족시킨다. 한편 cc 단모음화 
와 무관한 형태는 나중에 영여규칙에 의하여 무표가치인 [ +long]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8 

(25) l않.ve deep m없l 

[olong] [olong] [olong] 

cc 단모음화 n. a 
l없，ve 

n.a n. a 

deep m않n 

8 단어 물의 셜단(coronal) 자옴군은 일반척으로 부가물(appendix)로 여 겨져 왔으 
므로 기 저 형 태가 다옴과 같다: chi(ld), wi(ld), 뼈(와)， 맹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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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음절 단모음화 규칙 

제3음절 단모음화 과정은 (24)에서 보다시피 두 개의 음철이 뒤따르는 

음절의 모음이 짧은 모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4) (i) lÍne-뻐않r 

nãtion -nãtion머 

rêfer-rèferent 

(ii) 제3음절째 단모음화 (Tri원rllabic LaJ피19 T5L). 

V •[-l ong] /-

(J (J (J 

제3음절 단모음화 과청은 cc 단모음화와 비슷하다. [long] 자질에 대하여 

비어 있는 자리에 제3음절 단모음화에 의해 [ -long] 자질이 삽입된다. 

(25j [[line]ar] [[nation]al] [[refer ]ent] 

[이ong] [olong] [olong] 

TSL -long -long -long 

한편 TSL의 환경과 무관한 단어들은 무표가치 인 [ +long]의 가치를 부여 

받는다. 

2.2. 후어휘부 과정 

이제까지 어휘부에서의 음운과정이 어떻게 빈자리에 척용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빈자리 조건은 어휘부에서의 과정올 규정하므로 후어휘부에서의 과 

정은 빈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질이 삽입될 수 있다. 

(26) (i) 원순음화 

s[qW] 뻐re， 1하l[gW]쩡e， [qW]uick 

(ii) 성문폐쇄음화 

ci[?]i, pe[?]er 
( iii) 기식음화 

[ph]ine, [kh]rl없n， [th]ype 

위의 과정은 대표적인 후어휘부 과정인더11 (27)에서 보듯이 빈자리가 아 

닌데도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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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 ) [qW] 

/sq뻐re/ 

/q/ f 

[싫 j 
[ +round] 

(ii) /city/ 

/t/ [?] 

C 
•[-c‘ /염cp\ n와r] [ -constr] 

(iü) /pine/ 

/p/ [pb] 

C 

[웰짧c[싫때] [-spreadJ 

ill. 규칙의 중단과 빈자리 조건 

level 2 첩사가 붙는 경우에는 규칙의 환경이 만족되더라도 leve11 접사에 

서와는 달리 규칙이 척용되지 않는다. 3장에서는 이들 규칙의 적용이 불가 

능하게 되는 이유를 빈자리 조건에 의거해서 살펴 보겠다. 

@마찰음화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evel 2 첩사언 y 앞에서의 /t/는 level 1 접사언 

y 앞에서와는 달리 /s/로 변하지 않는다(Bom빼cy 1986). 

(1) (a) 1단계 (b) 2단계 

/t/ [sJ /t/ [tJ *[sJ 
democrat democracy cat catty *cassy 

vacant - vacancy rat - ratty *ra용씬V 

re영s외:id따ent I훗~idency 

우리는 2장에서 보았듯이 (la)의 t→ s의 과정에서는 [ +cont] 자질이 /t/ 

의 빈자리로 전파됐다. 한편 마찰음화와 무관한 /t/는 levell 맨 끝에 서 무 

표가치이긴 하나 대조적 가치인 [ -contJ 짜질을 부여받는다. leve12에 이르 

렀올 때는 level 2 접사 y가 붙어 마찰음화의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이미 

[contJ 자철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므로 빈자리가 없어 번자려 조건에 의 

해 [contJ 자질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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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t 

기저구조 /t/ 
C 

I단계: 

마찰음화 

무표가치 C 

-cont 

2단계: 

첩사 y 

마찰음화 빈자리 조건에 의해 금지됨. 

결과 catty 

이와 같이 빈자리 조건은 (1b)에서 왜 t가 s로 변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 제3음절 단모음화 

제3음절 단모음화 과정도 (3)에 서 보듯이 level 1 접사와 level 2 접사가 

붙올 때 서로 다르게 척용한다. 

(3) (a) levell 

line 파1않I 

nation ....., nãtional 
refer ....., réferent 

(b) level2 

might '" mightily 

brave '" brävery 

y 
y 

씨ω
 I 

’h 

n” 
-
뺑
 
μ때
 

* 
* 

weary '" we없mess ~wel1I1ess 

그 차이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3b)에 있는 단순어들은 그 환경이 levell에서는 제3음절 단모음화와 무관하 

다. 이들은 levell 맨 마지막 끝에서 무표가치이긴 하나 대조척 가치언 [+ 

longJ 자질을 부여 받는다. leve12에 이르러서 leve12 접사가 첨가되어 제3음 

절 단모음화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이미 [longJ 자절에 대하여 자리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음절 단모음화가 아래와 같이 얼어나지 않는다. 

(4) 2단계: 

첩 사 [[[mightJi]ly] 

[ +long] 
’fSL blocked by FC 

m/i/ghtily 

+long 

[[braveJη] 

[ +long] 

blocked by FC 

mightily 

• +1，싫~걱0명 

FC: Free Condition ( 빈자리 조건) 



음운론에 있어서의 빈자리 조건 359 

@CC 단모음화 

cc 단모음화도 level 1과 level 2에서 아래와 같이 다르게 행동한다. 

(5) (a) V V (b) V V 

∞nvene - convention foul - fou1ness 

~용 - wisdom dear -d없I‘ly 

five - fifth mouth - mouthful 

mean -m않nt peel - peeled 

convention이나 fo버n않S가 둘 다 똑같이 두 개의 자음이 뒤따르지만 con

vention의 경우에만 단모음화되었고 fo띠ness는 단모음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3음절째 단모음화와 마찬가지로 level 1에서는 [long] 자질에 대한 자리가 

비어 었으므로 CC 단모음화 과정이 일어나나 level 2에서는 이미 자리가 차 

있어셔 빈자리 조건에 의해 그 과정이 금지된다. 

(6) [[fo벼] ness] 

1단계: foul 

기저구조 [olong] 

cc 단모음화 

영여규칙 [ +long] 

2단계: 

첩사 [[fo띠]n없] 

+long 
CC 단모음화 blocked by FC 

결과 
fou1n않s 

이제까지 마찰음화， 제3음절째 단모음화， CC 단모음화 둥이 level 2에서의 

적용이 금지되는 이유가 빈자리 조건에 의하여 셜명됨을 살펴 보았다. /s/
유성음화， 연구개음 연음화과정 둥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JV. 여|외 단어 

어휘부에서는 일반척언 음운현상에 대한 예외적인 어휘가 다수 폰재한다. 

이 예외적언 어휘에 물론 [-규칙 n]과 같은 정보가 첨가된다고 처리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론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에서는 

잡재표기이론과 빈자리 조건에 의거하여 셜명하겠다. 우선 예를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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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뼈획c 

뀔olate 

배SlS 

천 은 

[-voi싫RX 
I +contl 

(1)에 있는 단어들은 /s/-유성음화에 대하여 예외척이다. 우리는 이들이 

어휘부에 기재될 때 다음과 갈이 예외적으로 [ -voiceJ 자질이 명시되어 있 

다고 가정한다F 그러면 이들에게 /s/-유성음화는 유무성에 대한 자리가 버 

어 있지 않으므로 빈자리 조건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에 있는 단어들도 다루어진다. 

(2) nitingale 

[ +longJ 

lVOry 

[ +longJ 

0어lpUS 

[ +longJ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 +longJ 자질이 표시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빈자 

리 조건에 의해 제3음절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이 설명된다. 

이상으로 어휘부의 예외척인 단어들이 빈자리 조건에 의거하여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들은 어휘부에 대조적 무표자질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면 빈자리 조건에 의해 음운규칙이 적용되 

어지지 않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제까지 음운현상올 규제하는 본질적 특성 중의 하나로셔 빈자리 조건 

을 제시하고 그 이론척， 실제척 의미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충해 보았다. 아 

울러 번자리 조건이 어떻게 음운론에서 일관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영 

어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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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e Condition and Phonology 

Eun Ju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herent nature of the phono

logical phenomenon. 1 suggest that processes inserting features apply only 

to the free/unspecified position lexically. It is formalized as the principle of 

Free Condition. It means that lexical phonological processes are directing 

toward the empty /unspecified position. 1 proceed to demonstrate how con

sistently Free Condition works as an explanatory principle in phonology, 
based on the data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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