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유/무성 동화의 최적성이론 분석* 

박 순 애 

1.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무성 동화현상 (voicing 

assimilation)에 대한 병시적 설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어에서 단일형태소 

(monomorpheme) 안에서 장애음이 연속 (obstruent consonant clusters)으로 나 

타날 경우 이들의 유/무성 자질 (voicing feature)은 (1)에서처럼 반드시 일치하 

여 나타난다. 

(1) cha마er， adze, 0.다en， cal2â띠e， li효 ask. 

이런 유/무성 일치는 어근 (root)에 접미사 (suffix)가 첨가되어 장애음 연속을 

이룰 경우에도 나타난다. 

(2) a. 복수형 접미사 desk+~， cap+~， bag+훌 

[s] [s] [z] 

b. 과거형 접미사: like+역 wash+명 love+d， 

[t] [t] [d] 

그러나 모든 접사의 첨가 시에 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3)의 예에서처 

럼 접사가 첨가된 후 장애음 연속을 이루지만 유/무성 일치현상이 일어나지 않 

는 경우도 있다. 

(3) hm펴+낼ip， min!뎌+ful， mi~+뎌eed， di~+grace 

이와 같은 영어의 유/무성 일치 및 불일치현상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대부 

분 규칙 (rule)에 의 존하여 (Borowsky 1986, Mascaró 1987, Mohanan 1991 등)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 

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적성이론 (Optimality The아y)을 도입하여 제약중심의 

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나(Lee 1996) 위에 예시한 영어 관련현상을 모두 포괄하 

는 만족스런 분석 단계에는 역시 도달하지 못한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 본 논문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전총호 교수님과 김경란 교수넘께 감사드리며， 
또한 초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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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왜 위에서 예시한 유/무성 일치 및 불일치 현상의 설명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유/무성 동화의 언어 보편적 특성에 기초한 최 

적성이론 틀 (framework) 내에서 그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영어 유/무성 

동화현상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인 규칙에 의한 분석 (Borowsky 1986, B.-H. 
Lee 1992)과 제약기반 (constr려nt)에 의한 분석 (j.-Y. Lee 1996)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2장에서 지적했던 문 

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유/무성 동화현상에 대한 명시 

적 분석을 제시한다.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2. 기존 연구 

2.1. 규칙에 의한 분석 

2.1.1. 유/무성 동화의 두 종류 
영 어 유/무성 동화현상에 대 해 Borowsky (1986)는 자질 변화의 규칙 을， B.-H. 

Lee (1992)는 자립분절식 분석 (autosegmental analyses)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 
은 동화가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순행동화 (progressive assimilation)와 역행동 

화 (regressive assimilation)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순행동화는 (4)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규칙적인 굴절 접미사 첨가 (reg띠ar inflectional suffixation)에서 

나타난다. 복수， 속격， 3인칭 단수 현재 및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어 

간의 마지막 자음과 같은 유/무성 자질을 갖는다. 

(4) a. [z] 

호→숫 솥→결 3.i!칭 탄수 현재 

cabs Cub’s rubs 
bags Hong's loves 
songs Dave’s moves 
beds Peter's pads 
boys Sam's smgs 

b. [s] 

호」순 솜-결 3인정 반수 현재 

caps Fra떠<'s breal<s 

cats rat's puts 
rocks CI'∞k's works 
ships Rudolph’s laughs 

c. 곽건4과건분산 

[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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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대조적으로， 역행동화는 (5)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불규칙적인 굴절 

접 미 사 첨 가 (jπeg버ar inf1ectiona1 suffixation) 및 접 미 사 -th[8] 첨 가에 서 관 찰 

된다.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접미사의 유/무성 자질에 동화된다. 

(5) a. leave vs. le[f]t 

lose vs. lo[s]t 

c1eave vs. c1e[f]t 

b. five vs. fi[f]th 

wide vs. wi[t]th 

broad vs. brea[t]th 

이 두 가지 종류의 동화현상에 대한 Borowsky와 B.-H. Lee의 분석을 아래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논의하겠다. 

2. 1.2. Borowsky (1986)의 분석 

Borowsky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 유/무성 동화현상에 대해 순행동화 

와 역행동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순행동화의 경 

우 굴절 모음 삭제 규칙 (inf1ectional vowel deletion rule)과 유/무성 동화 규칙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3개의 이형태 (al1omorphs)로 나타나는 규칙적인 

복수 접미사 [-z, -s, -<)z] 및 과거 접미사 [-d, -t, -00]의 기저형 (underlying 

form)으로서 미명시된 모음 (underspecified voweI)과 유성 설정 장애음 (voiced 

coronal obstruent)으로 이루어진 -Vz, -Vd 형태들을 가정하였다. 기저형에 있 

는 미명시된 모음은 (6a)에서처럼 굴절 모음 삭제 규칙에 의해서 자음 앞에서 

탈락되고， (6b)의 유/무성 동화규칙이 적용되어 영어 자음군이 유/무성 일치를 

보이게 된다. 

(6) Borowsky (1986: 140) 

a. 굴절 모음 삭제 규칙: 
V • ø / __ c 

[ +cor] 

b. 순행 동화: 

[+voice] • [ -voice] / [ -voice] 

[ +corJ 

규칙적인 굴절 접미사가 첨가되어 유/무성 동화현상이 나타나는 표층 형태의 

도출과정은 (7)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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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저 형 cap + Vz cab + Vz kiss + Vd love + Vd 

모음삭제: ￠ ￠ ￠ ￠ 

동 화: s n.a. t n.a. 

표 변 형: cap[s] cab[z] kiss[t] love[d] 

/cap+Vzj와 /cab+Vzj에 있는 미명시된 모음은 굴절 모읍 삭제 규칙에 의해 

삭제되어 [cap+z], [cab+z]가 된다. 여기에 동화 규칙이 적용되어 [cap+s]가 되 

고 [cab+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jrose+ V z!, jpad+ V dI의 경우에는 (6a) 

의 굴절 모음 삭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8)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 

음이 삭제되면 두 개의 동일한 분절음들이 인접하게 되어 McCaπhy (1979)에 

의 해 제안된 의무 굴독성조 원리 (Obligatory Contour Principle)를 위 배 하기 때 

문이다. 

(8) 기 저 형 rose + Vz 

모음 삭제 ø 

표 면 형 *rou[zz] 

(9) 의무 굴곡성조 원리 (Borowsky 1986: 57) 

pad + Vd 

￠ 

*pa[dd] 

주어진 자립분절음 층렬에서 동일한 분절음은 서로 인접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명시된 모음에는 기정치 모음 삽입 규칙 (defau1t vowel insertion 

rule)이 적용되어 rose[az], pad[ad]가 표면형이 된다. 

Borowsky는 역행동화에 대해 구체적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불규칙적인 

과거 접미사의 기저형으로 Anderson (1973)이 제시한 / ν를 채택하고， 이 접미 

사를 1층위 접미사로 보아 역행동화뿐만 아니라 모음의 단음화 (shortening)현 

상을 각주 #42에서 언급하고 있다 (예， mean-meant, lose-Iost). 

2.1.3. B.-H. Lee (1 992) 으| 분석 

영어 유/무성 동화에 대한 규칙에 의한 분석의 다른 예로 Lee의 분석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Borowsky가 가정한 규칙적인 접미사의 기저형 j-VdI, j-Vzj에 

대해 미명시된 모음을 기저형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규칙적인 굴절 접미사의 기저형으로 자음의 유/무성 자질만 미명 

시된 것으로 가정하여 복수 접미사는 S, 과거 접미사는 -T로 나타내었으며， 

또한 동화현상에 대해 자질변화의 규칙대신에 유/무성 자질을 별도의 층위에 

두는 자립분절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순행동화에 대한 그의 설명은 유/무성 

자질이 미명시된 접미사에 어간 끝자음의 유/무성 자질이 확산 (spreading)되어 

동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규칙은 (10)에서와 같다. 



(10) 순행 동화: 

x + S-

[voicing] 

영어 유/무성 동화의 최적성이콘 분석 

X + T 

[voicing] 

이 규칙이 적용되어 동화가 일어나는 도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11) 접미사 첨가: cat + S cab + S 

확 산: t S b S 

[-vc] [ +vc] 

표 면 형: cat[s] ca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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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에서 어간 끝 [t]의 [ -voice]와 /cab+S/에서 어간 끝 [b]의 [ +voice]가 

유/무성 자질이 미명시된 접미사 -s에 확산된다. 그래서 cat[s], cab[z]라는 출 
력형을 얻게 된다. 과거 접미사에 대한 동화현상도 (11)에서 보여준 것처럼 같 

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12) 접미사 첨가: kiss + T love + T 

확 산: s T v T 

[-vc] [ +vc] 

표 면 형: kiss[t] love[d] 

그러나 어 간의 끝자음이 치 찰음 [s, z. 3. 여• f. trJ으로 끝나는 경우의 복수 

접미사 첨가 및 치경음 [t, d]으로 끝나는 경우의 과거 접미사 첨가시 동일하거 
나 유사한 분절음이 연속으로 나타나게 된다 Lee는 Borowsky (986)와 마찬가 

지로 의무 굴곡성조 원리 (OCP)에 의존하여 이를 저지하는 한편 그는 모음삽 

입 (vowel insertion) 규칙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rouz+S]와 [end+T]에서 어 

간과 접미사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고 모음의 유성 자질이 미명시된 접미사에 

확산되어 동화가 일어나 [rouzaz], [endad]라는 표면형을 얻게 되는데 그 도출 
과정은 (13)에서와 같다. 

(13) 접미사 첨가: [rouz] + S [end] + T 

모음삽입: a a 

확 산: a S a T 

[+vc] [+vc] 

표 며‘- 형: [rouzaz] [en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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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는 역행동화에 대해서는 Mascaró (1 987)가 가정한 세 개의 매개변수 

(parameters) 즉， 삭제 (reduction), 확산， 운모(음절)통제 (rhyme(syllable)-con

trol1ed)를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운모(음절)통제는 Mascaró가 음절 안에서 

의 유/무성 동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매개변수로， 동화를 일으키는 분절음 

이 왼쪽에 있으면 운모(음절)통제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비운모(음절)통제 (non 

rhyme-controlled)로 보았다. 영어의 역행동화는 (1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 

른쪽에 위치한 분절음이 동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비운모(음절)통제에 해당한다. 

(14) 비 운모통제 (Lee 1992: 110) 

(오른쪽 분절음이 동화 유도) 

운모(rhyme) 

/ I \ 
c c c 

불규칙적인 굴절 접미사가 첨가되어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도출과정은 (15)에 

서와 같다. 불규칙적인 굴절 접미사의 기저형은 Borowsky와 같이 /ν로 가정하 

였다. 

(15) 기저형: leave + t 

[ +vc] [ -vc] 

삭 제: leave + t 

* [十vc] [ -vc] 

확 산: leave + t 

[+vc] [-vc] 

표면형: le[ft] 

/leave+ν에서 동일한 음절을 이루고 있는 자음군 /vν의 음절 마지막 자음인 

/ν가 /v/의 유성 자질 삭제를 유도하여 어간 마지막 자음인 /v/의 [ +voice]는 

삭제되고， 접미사 It/의 [-voice]가 확산되어 [ft]라는 출력형이 나오게 된다. 그 

러나 위에서와 같이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 (16)에서처럼 많이 있다. 

(16) abhor 

a뎌야:re 

abstract 

a얄cess 

absent 

obstacle 

이들이 유/무성 일치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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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모(음절)통제이다. 즉 음절의 마지막 자음만이 유/무성 자질 삭제플 야기 

(trigger)할 수 있다. (16)에서 자음군 CICZ는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하기 때문에 

Cz에 의해 CI의 유/무성 자질이 삭제될 수 없다. 따라서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규칙에 의한 분석 (Borowsky, B.-H. Lee)에서는 유/무성 동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기숨하고 있으나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는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플 들어，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모두가 

조음적 용이성 (articulatory ease)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기룹 찾을 수 있 

는 연속자음에서 유/무성이 일치되게 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순행， 역행동화에 별개의 규칙을 제시하여 

분석하므로 동화현상에서의 ‘공모’ (conspiracy)성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B. -H. Lee의 분석에서 (16)의 복합어 경우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나지 

만 유/무성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음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그러나 describe에 명사성 접미사 -tion, five에 접미사 -teen이 첨가될 경 

우 어근의 끝자음과 접미사의 첫 자음이 서로 다른 음절을 이루고 있지만 역행 

동화가 일어나서 descrim;ion, fi얀.een이라는 출력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16) 

에서와 같은 장애음 자음군에서 유/무성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음절경 

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Lee (1996)가 시도한 최적성이론에 기초한 최적영역이콘 (Optimal 

Domains Theory)에 의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최적영역이론 (Optimal Domains Theory) 에 의한 분석 

2.2.1.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 

Lee의 영어 유/무성 동화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가 도입하고 있 

는 기본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최적영역이론에 기초가 되는 최적 

성이론 (Prince & Smolensky 1993, McCarthy & Prince 1993, 1995)은 생성음 

운론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규칙과 도출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표면형의 

적격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음운현상들이 언어 보편적인 제 

약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제약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 

지고 있는데， 첫째는 위배 (violable)될 수 있으며， 둘째는 이들 사이에 순위 

(ranking)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순위 매김은 엄격해서 상위의 제약을 위 

반할 경우 하위 제약을 아무리 잘 지켜도 배제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상위인 제약들을 최소 위반 (minimal violation)한 형태가 

최적의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개별 언어의 차이는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제약들에 대한 순위 매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입력형 (ínput)에서 생산 

자 (generator)가 모든 가능한 후보자 (candidate)를 생 성 하여 이 후보자들을 제 

약의 순위에 따라 평가 (evaluation)하여 제약을 최소 위반한 것이 최적의 출력 

형이 된다. 종래의 규칙기반에 의한 이론에서 제약은 절대 위배될 수 없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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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형이 단계적으로 도출되지만 최적성이론에서 제약은 위배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후보자를 평가하므로 단계적 도출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Cole and Kisseberth (1994)가 제안한 최 적영역 이론은 서로 인접해 

있지 않는 분절음들이 전진설근 (Advanced Tongue Root) 또는 비음자칠에서 

조화 (harrnony)를 보이고 있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칠 영역 (fea tw-e domain) 

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즉， 하나의 자질 영역 ( 예 sy l1able, foot , word) 안에 

서 어 떤 자질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그 

자질이 실현되게 한다 예를 들어 ， Pulaar어에서의 전진설근조화플 보자 이 언 

어의 9개 모음중 기) e, 0 , u/는 전진설근이고 / i, e, 0, 1，1/와 /w는 수축설근 

(Retracted Tongue Root)이다. 그리고 조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어난다 

(17) 기 저 형 (underlying) 표면 형 (surface) 

a. peeC-\ 

b. peec-on 

c. dog-oo-ru 

peec-\ 

peec- on 

dog-∞-ru 

'fente’ P1. 

'fente’ Dim.Pl 
‘cow-ew-’ Sg 

위의 예 07a)에서 기저형 ‘peec- i’에서 전진설근조화를 보이는 ‘peec- \’로 나 

타나게 하는 제약 및 분석표는 (1 8)에서와 같다 

(8) a 제약 CD Basic- Alignment (이하 BA로 줄임) 기저형 에 있는 ATR 

자질은 ATR 영역의 가장자리와 일치해야 한다 

BA-right Align(Anchor-s, R; ATR- domain, R) 

BA- left Aligh(Anchor-s, L; ATR- domain, L) 

CZl Wide Scope Al ignment (WSAHeft: ATR 영 역 이 단어 의 

왼쪽 가장 자리와 일치해야 한다 

@ Express: A TR 영역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ATR 자질 이 나 

타나야 한다 

b 제 약순위 BA-right, Express )> WSA- left )> BA- left 

위 표 (b)는 /ν가 [-ATRJ /ν로 바뀌어서 BA-rig ht를 위반하고 (c)는 영역안 

에서 자질이 일치하여 나타나지 않아 Express를 위반하며， (d)는 영역이 단어 

의 왼쪽과 일치하지 않아 WSA-left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제약을 위반한 (a)가 최적의 출력형이 된다 Lee는 유/무성 동화현상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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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이 최적영역개념을 도업하고 있다. 즉 그는 영어의 유/무성 일치는 

삭제나 확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자음군 영역 (consonant c1uster domain) 

안에서는 동일한 유/무성 자질로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Steriade 0993, 1994)의 개구도 이론 (Aperture Theory)을 보자. 

이것은 조음기관 간의 간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개구도 위치 형태 

(Aperture Position Types) 및 자음의 개 방표시 (release representation)를 가정 

하고 있다. 

(9) a. 개구도 위치 형태 

Ao = c10sure (j.e. zero aperture) 

Af = fricative aperture 

Amax = maximal aperture 

AoAmax = released oral stop 

A써oAmax unreleased oral stop + released oral stop 

b. 개방 표시 

Stops 

Released stops: Closure Release (AoAmax) 
Unreleased stops: Closure (Ao) 

Oral continuants: Release (Af, Amax) 

위에서 개구도가 Ao인 것은 개방이 되지 않는 폐쇄음 (unrelease stop)을 나 

타내며， Af는 개방의 정도가 아주 적어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며 지나는 마찰음 

의 경우이다. Amax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자유로운 접근음 (approximants)인 

유음과 활음 (glide)이다. AoAmax는 개방이 되는 폐쇄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폐쇄음의 연속인 자음군 C1C2에서 Cl은 흔히 개방되지 않아 이런 폐쇄음 연속 

은 A퍼oAmax로 표시된다. 

위의 이론들에 기초한 분석을 제시한 Lee는 분석에 앞서 기저형 설정에 있 

어， Halle and Mohanan (1985)과 Myers (1987)의 견해에 따라 규칙적인 복수 

접미사에 대해서는 /z/, 과거 접미사에 대해서는 /d/를， 불규칙적인 굴절 접미사 
는 /ν를 가정했다. 영어 유/무성 동화현상에 대한 그의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2.2. 영어 유/무성 일치에 대한 분석 
Lee는 유/무성 일치의 영역을 자음군으로 보았으며， 유/무성은 구강이 개방 

될 때 (oral release) 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견해 (Lisker and Abramson 1964, 

Ladefoged 1993, Olive, Greenw∞d and Coleman 1993)를 따르고 있다. 영 역 

안에서의 유/무성 일치에 대한 설명을 위해 (2이에 있는 제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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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 방 정 렬 (Release-Abgnment) 

유/무성 자질은 개방에 정렬시켜야 한다 

영어 자음군 C1 C2에서 C1 이 개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연속된 폐쇄음에 
서의 개방 정 렬제약의 적용은 [Closure Closure ReleaseJ a ωIce로 나타난다 그래 

서 이 자읍군 영역은 유/무성 일치를 위해 하니의 영역을 이룬다 즉， 자음군 

C1 C2에서 이들의 유/무성 자질 중 하나가 개땅에 정렬되어 나타나 유/무성 일 

치를 보이게 된다 일례로 접사가 어근에 첨가되어 자음군 C 1C2를 이 룰 경우 

CI 의 유/무성 자질이 개방에 정렬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books , píck영이며 ， C2 

의 유/무성 자질이 개방에 정렬되 어 나타나는 경우는 WI따뇨이다 이 자응군 영 

역 안에서 C1C2중 어느 자음의 유/무성 자질이 개방에 정렬되는가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Max(voíce)의 세분화된 제약순위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으로 입력형 

(Input)에 있는 유/무성 자질을 지키기 위한 제약으로 Max(voíce)제약을 도입 

하고 있다 

(21) Max(voice) 기저형에 있는 유/무성 자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음군에서 유/무성 자질이 일치하여 나타나기 위해서는 (22)에서 보는 것처 

럼 개방 정렬제약이 Max(voice) 제약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 

(22) 

c-、 αccC‘ VOICC
Max(yoice) Input 

개방 정렬 

"" a. [CC ] ,,,ice 

b. [cJ 、 。 cc [C ] ， 、 αce * 1 

(22a)는 개방 정렬제약은 만족시키지만 Max(voice) 제약을 위반한다. 반면에 

(22b)는 Max(voice)는 만족시키지만 개방 정럴제약을 위반한다 상위 제약을 

하위 제약보다 덜 위반해야 한다는 최소 위반 (minimal violation) 개념에 따라 

(22a)가 최적의 출력형 이 된다- 이 출력형 태는 하나의 영역 인 자음군에서 무성 

음으로 일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a)외에 유/무성 일치를 보여주고 있 

는 다른 후보자가 있을 수 있다. 즉 [CC]-、 Olce도 (22a)처 럼 개 망 정 렬을 만족시 

키고 Max(voice)를 어 긴다 그래서 Max(voice)를 좀 더 세분화해서 (23)에서처 

럼 나누고 Max( -voice)가 Max( +voice)보다 상위 제 약이 되 게 한다. 

(23) a. Max( -voice) ’ 기 저 형 에 있는 무성 음 자질 은 지 켜 야 한다， 

b. Max( +voice) 기저형에 있는 유성음 자질은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Max( -voice)가 Max( + voice)를 지 배하게 되는 이유는 위치적 선호 

(Positional Preference)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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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 치 적 선 호 (Lee: 207) 

단어 끝에서 유성 자음군 보다 무성 자음군을 선호한다 

이 재약들의 순위 및 유/무성 일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는 아래의 표 

(25)에서 보여 준다 

(25) i ) atta마얼 (att때‘/+/.ψ) 

ii ) am야영 (amalz/+/ dI) 

개방 정렬 Max( - voicel 

여기서 (25ib)는 Max( -yoice) 제약을. (25i c)는 최상위 제약인 개망 정렬제약 

을 어겨서 배제되고. (25ia)의 [kt]는 Max( +yoice)를 어기지만 하위 제약이기 

때문에 최적의 출력형 이 된다 (25ij)에서 도 같은 방법으로 (C. d )는 가장 상위 

제약인 개방 정렬제약을 어겨서 배제되고 (b)는 개방 정렬제약과 Max( -yoice) 

제약은 만족시키지만 Max( +yoice) 제약을 어겨서 배제된다 그래서 (a)가 가장 

최적의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지금까지 Lee의 제약(최적영역이흔)에 의한 분석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음군 C1C2에서 C1 이 개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유/무성 자질을 개방에 일치하게 하여 하나의 영역이 되게 하였다‘ 그 

러나 rru똑럭의 C1C2 자음군 [st]는 폐쇄음의 연속이 아니고 마찰음과 폐쇄음의 

연속이다 마찰음은 ( 19)에서 보여주 듯이 개방음(Ar)이다 따라서 이 자음군은 

C1 이 개방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한 개방 정렬제약에 의해서는 유/무성 자질이 

일치하여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첫번째 자음이 개방되므로 궁이 첫째 자음 

의 무성음을 둘째 자음의 개방에 정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찰음의 

연속인 fi다h의 [f e ] 자음군에서도 개방 정렬제약에 의해서는 유/무성 일치를 

도출해 낼 수가 없다‘ 그리고 PoJi sh 및 Russian에서 폐쇄음이 연속으로 나타 

날 경우 이들은 각각 개방되지만， 유/무성 자질이 일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개방 정렬제약에 의한 분석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서 보이는 유/무성 일치 

현상에까지 확장하기가 힘들다 둘째， 영어의 유/무성 일치현상은 자음군이 하 

나의 영역 이 되어 하나의 유/무성 자칠로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Lee는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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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di똥:race， rni핵eed， hardship 같은 경우는 장애음이 하나의 자음군을 

이루고 있지만 유/무성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Lee가 이들 복합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개방 정렬제약으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3. 분 석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많은 음운현상 가운데 우리는 동화현상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무성 동화현상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나타난 

다. 영어의 유/무성 동화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단일형태소 안에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 유/무성 자질은 항상 

서로 일치한다. 

둘째， 접사가 첨가되어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장애음 자음군의 

유/무성 자질이 일치하여 나타난다. 

셋째， 합성어 및 어떤 접사의 첨가에서는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나지만， 이 

들은 유/무성 자질이 일치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영어 유/무성 일치 및 불일치를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제약들의 평가 

에 의해 최적의 출력형을 선택하는 최적성이론으로 분석을 하여 유/무성 동화 

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먼저 단일형태소 안에서 장 

애음 자음군의 유/무성 일치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겠다. 

3.1 단일형태소 안에서의 유/무성 일치 

단일형태소 안에서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 (예. cham;er, adze, Q단en) 

이들의 유/무성 자질은 항상 일치하여 나타난다. 이들의 유/무성 일치현상을 최 

적성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필요하다， 

(26) 제 약 

a. Voicing Agreement (이하 VA로 줄임): 장애음 연속의 유/무성 자질 

은 일치해야 한다. 

b. Max(voice): 기저형의 유/무성 자질은 표변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위의 VA 제약에 의해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 서로 상이한 유/무성 

자질이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음 자음군은 유성음 또는 무성음으로 일치 

하게 된다. 이런 장애음 자음군에서의 유/무성 일치현상은 영어에서 뿐만 아니 

라 많은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언어는 Polish이다. Poli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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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장애음 자음군은 아래와 같이 유/무성이 일치하며 이 유/무성 일치는 

동화에 의해서도 실현되어진다. 

('2:7) Polish (Gussmann 1992, Lombardi 1995) 

a. 쁘L영 

[gd]y ‘when’ 

[db}aé ‘take care' 

[bzd]ura ‘nonsense’ 

b. 쁘E빙탤효 
[pt]ak ‘bird’ 

[kt]o ‘who’ 

[pst]ry ‘gaudy’ 

c. 떨원띠백띠낀 

o[dv]aga ‘courage’ 

gwia[zd}a ‘star’ 

o[dvz]ajemié ‘reciprocate’ 

ne[ptk]a 

gwia[stk]a 

o[tst]raszyé 

tWlt, gen. sg.’ 

‘star, dim.’ 

scare 

wo[d]a ‘water’ - wó[t + k]a ‘v여ka’ 

za[b]a ‘frog ’ - za[p + k]a ‘dim.’ 

pro[s]ié ‘request, vb.’ - pro[í + b]a ‘id n‘, 

다음으로， Russian에서도 장애음 자음군의 유/무성 일치를 볼 수 있다. Russian 

에서 장애음 자음군의 모든 분절음들은 단어 경계 (across-words)뿐만 아니라 

단어 안 ( word-intemal)에서도 마지막 장애음에 유/무성이 동화되어 유/무성 

일치현상을 보인다. 단어 안에서의 동화현상은 (28a)에서 보여주며， 단어와 단 

어사이에서의 동화현상은 (28b)에서 보여준다. 

(28) Russian (Calabrese 1995) 

a. goro[d+k]+a • goro[tk]a 

b. o[t] ozera ‘from a lake' 

o[d b]anka ‘from a bank' 

o[t st]rasti ‘from passion' 

‘little town' 

be[z] ozera ‘without a 1삶‘e’ 

be[s pt]its ‘without birds' 

be[z bd]enija ‘without a vigiJ' 

Dutch의 경우에도 장애음 자음군에서 유/무성 일치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예들은 (29)에서 보여주고 있다. 

(29) Dutch (Lombardi 1995) 

schaa[vd]e ‘plane’ 

bloe[dd]e ‘bleed’ 

hp + zr;xe/ • [::lD~eXð] 

/kas + b따<! • [ka책，uk] 

/kaz + pers/ • [ka똑crs] 

haa[tt]e ‘hate’ 

bla[ft]e ‘bark’ 

recIte’ 

‘cash book' 

‘chees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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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Yiddish, Serbo Crotian, Romanian(Lombardi 1995)에서도 장애음 자 

음군의 유/무성 일치가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론적 증거 (typologi
cal evidence)에 기초한 VA라는 언어 보편적인 제약을 중심으로 영어 유/무성 

동화의 관련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Max(voice) 제약의 역할은 기저형에 있는 분절음의 유/무성 자칠을 지키는 

것으로， 어떤 음운현상에 의해 유/무성 자질이 바뀌는 것을 막아 준다， 이 Max 
(voice) 제약과 위의 VA 제약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제약 사이의 순위에 의해 해결된다 구체적으로 VA 제약이 Max(voice) 제약보 
다 상위에 있으연 동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Max(voice) 제약이 VA 제약보다 
상위이변 동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chaQ!:er, a얼e 따위애서 관 

찰되는 하나의 형태소 내에서의 장애음 자음군의 유/무성 일치는 (30a)에서와 

같은 이들 제약 간의 순위를 가정하게 하며 그 출력과정은 (30b)에서와 같다 

(3이 a 순위 VA ~ Max(voice of root) 

b. 1 Input 

위 표에서 상위 제약인 VA를 지키기 위해 어근의 장애음 연속이 기저의 유/ 

무성 자질에 관계없이 항상 일치하여 실현되게 된다 

다음으로 접사가 첨가되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장애음 연속에서 

의 유/무성 일치현상을 살펴보겠다 

3.2. 규칙적인 접미사 점가에서의 유/무성 일치 

규칙적인 복수 접미사가 어간에 첨가되 어 어간 끝자음과 함께 장애음 자음군 

을 이룰 경우에도 유/무성이 일치하여 나타난다. 이 경우의 분석을 위해서는 

접사의 기저형이 지닌 유/무성 자질이 표연형에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Max 
(voice of affix)제약이 추가되며 이들 제약의 순위 및 유/무성 일치를 보이는 

출력형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31)에서 보여준다 

(31) a. 순위 V A ~ Max(root) ~ Max(affix) 
b. book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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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a)는 Max 제약을 모두 지키고 있지만， 가장 상위 제약인 VA 제약 

을 위반하여 배제되고， (c)는 (b)보다 높은 제약인 Max(root) 제약을 어기고 있 

으므로， (b)가 최적의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규칙적인 과거 접미사가 첨가되어 

나타나는 유/무성 일치현상도 (3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다음으로 단 

분절음 (monosegment)인 규칙적인 접미사와는 달리 음절을 이루고 있는 접미 

사가 첨가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자. 예플 들어， 어근 hard에 접미 

사 -ship이 첨가되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음 연속을 이룬다. 그러므로 

(31a)의 제약 순위에 의해 예상할 수 있는 표면형은 hard-[3i며이다. 그러나 여 

기서는 장애음 연속이지만 hard-l3i미이 되지 않고 hard- [Jip]으로 나타나 유/ 

무성 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제약 순위로서는 유/무성 

불일치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Max(voice 

of affix) 제약을 접사의 음절 구성 여부에 따라 세분하는데， 접사가 음절을 이 

루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이 세분화된 제약들이 포함된 전체 

제약의 순위는 (32)에서와 같게 된다. 

(32) Max(af늘 6 ) ~ V A ~ Max(root) ~ Max(af< 6 ) 

음절구분 (syllabification)에 기초한 분석에서는 books, har잃뇨IP에 나타나는 

유/무성 일치 및 불일치현상을 음절경계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cha마er， a다er의 경우에는 음절경계가 있으나 유/무성이 일치하므로 음 

절경계에 의해서는 이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Max(af늘 6)와 

Max(af< 6)로 세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2)에서 보여주는 제약 순위는 음절을 이루고 있는 접사 (Max(af늘 6) )의 제 

약이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접사 (Max(af< 6))의 제약보다 순위가 높다. 이것 

은 Koh!er (990), Steriade (993), Byrd (994)의 제안을 기초로 Jun (1앉)6)이 

제시한 발화가설 (Production Hypothesis)에 근거플 두고 있다. 

(33) 발화가설: 

화자들은 강한 음향적 단서 (acoustic cues)를 가진 음의 조음 (articula 

tion)은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약한 음향적 단서를 가진 음의 

조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음절을 이루는 접사의 경우 음향적 단서가 분명하여 기저형의 유/무성 자질 

을 잘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단분절음의 접사는 음향 

척 단서가 약하며， 따라서 기저형의 유/무성 자질을 지키지 못하고 인접한 분 

절음에 동화되기 쉽다. 이와 같이 음절을 이루는 경우의 음향적 단서가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분절음보다 강한 이유는 Liberman의 Motor Theory (Borden 

and Harris 1984: 213에서 인용)에서 가정한 것처럼 각각의 음소 (phoneme)는 

안정 된 음향적 단서 (stab!e acoustic cues)를 갖고 있지 못하다. 즉， 다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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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음에 따라 그 음향적 단서가 달라진다 이런 사실은 폐쇄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틀어， 모음 앞에 나타나는 자음이 유성 인가 무성 인가에 따라 이 

모음의 F o(Fundamental frequency) 값이 달리 나타난다 (Steriade 1996a: 324). 

따라서 자음 다음에 모음이 뒤따를 경 우 이뜰의 유/무성 단서 (voicing cue)는 

다음에 모음이 없을 때보다 분명하다. 

이외에도 성대 진동 시작시간 (Voice Onset Time)에 있어서도 모음 앞의 분 

절음이 유성인가 무성인가에 따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유성음일 경우에는 

VOT가 짧거나 없고， 무성음일 경우에는 VOT가 길다， 그러므로 자음 뒤에 모 

음이 뒤따를 경우 이 자음의 유/무성 단서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 

대로 하여 설정된 (32)의 제약 순위에 의해 hard-[fi미의 무성음 자칠이 hard

[킹미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제약 (32)에 의해 hard-[Jip]의 장애음 연속에서 유/무성이 일치하는 

또 하나의 표면형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har[tHfi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표면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Kens

towicz (995)의 어기 일치 (Base-Identity) 제약(이하 B-I로 줄임)을 따르거로 

한다. 여기서 어기는 독립된 단어이므로 일종의 출력형이다. 

따라서 B-I 제 약의 역 할은 기 저 형 과 표면 형 사이 의 유사성 (similarity)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표면형-대 표면형 (s따face forms) 사이의 유사성 

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m-io]은 어기 ‘bomb’[bam]과 어간 끝자음에 

서 일치를 보이지만 [bamb-ard]는 어기 [bam]과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런 출력 형 (output-output) 간의 일치 성 제 약에 의 해 McCarthy & Prince (1995) 

는 어기와 중첩접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Benua (1995)도 어기와 절단 

어 ( truncation)사이의 관계를 출력형 간의 일치성에 의해 설명하였다. B-I 제약 

에 의한 분석의 예로 어휘음운론에서 순환적인 결과 (cyc1ic effect)로 설명하였 

던 (34)의 차이점이 이 제약(B-I)에 의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34) a. còmp[a]nsátion 

b. còmp[a]nsáte 

cònd[e]nsátion 

cònd[é]nse 

강세위치와 운율구조 (prosodic structure)가 동일한 compensation과 conden
sation의 표면형에서 강세가 없는 중간모음이 [a]와 [e]로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종래의 어휘음운론에서는 이를 (35)에서 보는 것처럼 순환적인 규칙 적용 

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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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ndense/ /compensate/ 순환-1 

condénse cómpensàte 강세부여 

condéns+ation cómpensàt+ion 순환-2 

condèns+átion còmpensátion 강세부여 

còmp[e]nsátion 모음약화(vowel reduction) 
cònd[e]nsátion ------‘--- 강세 중화(stress neutralization) 

순환 1에서 각 단어에 강세를 부여하고 순환 2에서 접미사가 첨가된 후 다 

시 강세가 부여된다. 다음에 강세가 없는 모음은 약모음으로 변경된 후 강세중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cònd[e]nsátion vs. còmp[ð]nsátion으로 표면형이 된다. 

이 현상을 순화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표면형들끼리의 유사성을 요구하는 

B-I 제약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cònd[e]nsátion은 cònd[e]nsátion보다 어기인 
cond[é]nse와 더 일치하는데， 이것은 모음의 자질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 표면형은 강세가 없는 모음은 약화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còndensátion과 condénse에서 강세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이지 않는데 이 

것은 강세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제약이 B-I 제약보다 더 높다는 것을 가 
정할 수 있다. 종래의 순환적인 결과에 의해 설명하였던 이 음운현상을 B-I제 

약에 의해 중간단계의 도출과정 없이 바로 표면형을 얻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hard-ship에서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 유/무성 일치를 

요구하는 VA 제약에 의해 har[t]-ship으로 바해지 않는 것은 어기 ‘hard’와 일 

치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B-I 제약이 VA 제약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접사가 첨가되어 형성되는 복합어 외에 

단어와 단어의 결합인 합성어에서도 (예， birth+day)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나 

지만 유/무성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장애음 연속에서 보이는 유/무성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B-I 제약은 (36)에서와 같다. 

(36) 어기 일치: 

어떤 단어의 입력형태 [X y]에서 구성 형태소 [X]나 [y]가 독립된 단어 

로 실현될 수 있으면， 이 구성 형태소는 단어의 출력형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합어 및 합성어의 경우 장애음 연속이지만 유/무성 일치 

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앞서 살펴본 전체 제약들의 순위 및 

이를 토대로한 표면형의 출력은 (2)7)에서 보여주고 있다. 

(37) a. 순위 B-I, Max(af늘 ð) ~ VA ~ Max(r<∞t)， Max(af< (J ) 

b. i) <lis + grace 

ii) hard + ship 

iii) birth +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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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37ic) , (37iib) , (37iiib, c)는 최 상위 제 약인 B-I를 위 반하여 배 제 되 고， 

(ib) , ( iic)는 B-I 제약은 만족시키지만 Max(af늘 (5)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 

래서 보다 낮은 제약인 VA 제약을 위반하고 있는 (a)가 모두 최적의 출력형으 
로 선택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B-I 제약과 Max(root) 제약 사이의 관계이다 
Max(root) 제약은 기저형과 표연형 사이의 일치를 요구하는 반면에， B-I 제약 
은 단어의 표변형과 표면형 사이의 일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3이에서 살펴본 

단일형태소 안에서의 유/무성 일치현상(예， adze, cha마er)은 VA와 Max(root) 
제약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형태소 경계에 있는 장애음 연 

속의 유/무성 일치 및 불일치현상은 B-I와 다른 제약들 (VA, Max(affix)) 간의 
순위에 의해 설명된다 

다음으로 불규칙인 과거 접미사가 첨가되어 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 

펴보겠다. 

3.3 불규칙적인 접미사 첨가에서의 유/무성 일치 

불규칙적인 과거 접미사 /ν가 첨가되아 일아나는 유/무성 동화현상은 앞서 

살펴본 규칙적인 접미사가 첨가되어 일어나는 동화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즉， 

규칙적인 접 미사가 첨가될 경우에는 접미사가 어근의 유/무성 자질에 동화되지 

만， 불규칙적인 접미사가 첨가될 경우에는 어근이 접미사의 유/무성 자절에 동 

화된다 예를 들어， Ieave에 /ν가 첨가되어 [Ieft]라는 출력형을 얻게 된다‘ 그래 

서 (37)에서 제시된 제약들의 순위에 의해서는 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 장애 

음 연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유/무성 동화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Siegel (974) , Mohanan (982) , 그리고 Kiparsky (983)에 의해 제안된 단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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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Level Ordering)가설을 채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단계유순가설에서 영어의 접사는 그 음운론적 행동에 근거하여 대체로 두 개 

의 부류로 분류한다 하나의 유형은 비중립적 (non-neutra[)이고， 나머지 유형은 

중립적 (neutraO이다. 비중립접사는 자음이나 모음 흑은 자신이 붙게 되는 어기 

의 강세에 영향을 주고， 중립접사는 자신이 붙게 되는 어기에 아무런 음운론적 

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플 들어， -ity라는 접미사는 (38)에서 보듯 본래 어기 

가 가지고 있던 강세의 위치플 바꾸고 있는데 반해 ness의 첨가는 강세 위치 

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전상범 1995). 

(38) a. cúrious - curiósíty 

b. cúrious - cúriousness 

단계유순가설에서 위의 -ity와 같은 비중립접사는 1층위 (Level 1)에 두고， 

-ness와 같은 중립접사는 2층위 (Level 2)에 두었다. Siegel (974), Kiparsky 

(983)가 제시한 대표적인 1층위 접사와 2층위 접사는 (39)에서와 같다. 

(39) 1 층위 -ian, -ion, -ity, -ive, -ic, -al, in-, con- and others 

2층위 -able, -ism, -ful, -ness, -ly, un-, sub-, non-, semi-, 

Compounding and others 

어기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규칙적인 복수 및 과거 접미사는 2층위에， 어 

기에 변화를 가져오는 불규칙적인 과거 접미사는 1층위에 속한다. 어형성 과정 

(word formation)은 이들 단계유순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는데 (40)에서 보여주 

는 도출과정에서처럼 1층위 접사가 어기에 먼저 첨가되고， 다음으로 2층위 접 

사가 첨가된다. 따라서 1층위 접사가 단어의 어기에 보다 가깝게 위치하고 2층 

위 접사는 바깥쪽에 첨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0) Mendel 어 근] 

MendeHan [[어근] 1층위 접사] 

MendeHan-ism [[[어근] 1층위 접사] 2층위 접사] 

*Mendel-ism-ian [[[어근] 2층위 접사] 1층위 접사] 

단계유순가설에 의하면 2층위에서는 B-I가 잘 지키지지만， 어기에 변화를 초 

래하는 1층위에서는 B-I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예들은 

(41)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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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어 기 

a. 1층위 bomb[bamJ 

damn[dæmJ 

describe 

b. 2층위 bomb[bam] 

damn[dæm] 

describe 

tlJ. 각 oU 
「 ι ” 

표변형 

bomb-ard, bomb-ard-ier 

damn-ation, damn-able 

descrip-tion, descrip-tive 

bom-s, bom-er, bom-ing 

dam-s, dam-ing 

describe-d, describ-ing 

위에서 보는 것처럼 B-I 제약이 층위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riade (1앉l6b)는 1, 2층위의 차이는 B-I 제약에 해당하는 어형일치 

제 약 (paradigm uniformity conditions)과 음운론적 인 제 약 (phonological condi

tions)의 상대적 순위의 차이이며 2층위에서는 음운론적인 제약이 어형일치제 

약보다 더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41a)에서처럼 B-I가 지켜지지 않는 1층위에 

서는 B-I 제약의 순위가 낮으며 (41b)에서처럼 B-I가 지켜지는 2층위에서는 

B-I 제약의 순위가 높다. 그래서 1층위 접미사인 불규칙적인 과거 접미사가 첨 

가되어 일어나는 유/무성 일치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해 (37)에서 보여준 제약 

들의 순위가 달리 적용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제약들의 순위는 (42)에서와 

같다. 

(42) 1층위 순위 Max(af늘 (J) )> V A )> Max(af< (J) )> Max(root), B-Il 

위에서 보여주는 제약 순위에서는 Max(af< (J)가 Max(root)보다 상위에 있 

다. 앞에서 분석한 (31)에서 books라는 표면형은 Max(root)가 Max(affix)보다 

상위 순위에 있으므로서 출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약들의 순위가 바뀌어 

도 같은 표면형 (books)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B-I 제약이 VA 제약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VA 제약보다 하위인 Max(af< 이와 Max(root) 제약 사이의 

순위에 상관없이 유/무성 자질이 일치를 보이기 위해 접미사가 어간 마지막 자 

음에 동화된다. 

(42)의 제약 순위에 의해 불규칙 과거 접미사 및 다른 접미사 -teen이 첨가 

되어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의 분석을 살펴보겠다. 

(43) i) leave + /ν 

ii) five + teen 

1 McCarthy & Prince 0995, p116)가 보편적으로 어근충실 제약(root-faith)이 접사충 
실 제약(affix-faith)보다 상위 순위가 된다고 하였으나， 한국어에서 ‘끄+어’에서 ‘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근충실 제약을 어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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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af르 a ) 

위 표에서 각각의 (a)는 VA 제약을， ( ib )는 Max(af< (5) 제약을， 그리고 (iib) 

는 최상위 제약인 Max(af늘 (5)를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하위 제약인 

Max{root) 및 B-I 제약을 위반한 각각의 (c)가 최적의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유/무성 동화현상에 대해 최적성이콘 하에서 분석을 

하였는데 주된 결과는 다음의 제약 순위들로 요약될 수 있다 

(44) a. 규칙적인 접사 첨가 및 합성어 (2층위): 

B-I, Max(af르 (5) )> V A )> Max(af< (5) )> Max{r，∞t) 

b. 불규칙적인 접사 첩가 (1층위): 

Max{af늘 (5) )> VA )> Max{af< (5) )> Max{root) , B-I 

(44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영어의 장애음 연속에서 나타나는 유/무성 일치 

및 불일치현상을 발화가설얘 기초한 Max{af늘(5)와 Max{af< (5) 제약 사이의 

순위 차이에 의해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유/무성 일치현상은 VA 제약이 Max 

{af< (5 ) 제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고 유/무성 불일치현상은 B-I 및 Max(af 

늘 (5) 제약이 VA보다 그 순위가 높기 때문이 다. 그리고 단일형태소 안에서의 

유/무성 일치현상은 VA 제약이 Max(r∞t) 제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으로 설 

명 되어진다. (44b)는 불규칙적인 접미사가 첨가될 때 어근이 변하여 유/무성 

일치가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단계유순가설에서 제안한 

층위별 접사에 따라 B-I 제약의 순위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Steriade 

(I앉l6b)가 언급한 것처럼 B-I 제약이 2층위에서는 다른 음운론적인 제약보다 

높지만， 1층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규칙적인 접미사와 불규칙적인 접 미 

사가 침가되어 나타나는 유/무성 일치현상의 차이점은 이 B-I 제약과 다른 제 

약들 간의 상대적인 순위 차이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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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유/무성 동화현상에 대한 이전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이런 문제들이 최적성이론의 틀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영어에 나타나는 유/무성 동화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제안한 제약은 B-I, 
VA, Max(v이ce)이다. B-I 제약은 어떤 단어의 입력형의 구성 형태소가 독립된 

단어로 실현될 수 있으면， 이 구성 형태소는 이를 포함한 단어의 출력형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될 것을 요구하고， VA 제약은 장애음이 연속으로 나타날 경우 

이들의 유/무성이 일치되어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Max(voice) 제약은 음운현 
상에 의해 기저형에 있는 유/무성 자질이 바뀌는 것을 막아 준다. 이 제약들 

사이의 순위 매김에 의해 영어 유/무성 동화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단일형태소 안에 

나타나는 장애음 자음군에서의 유/무성 일치현상은 VA 제약이 Max(root) 제 
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유/무성 일치현상은 접미사가 첨가되 

어 장애음 자음군 (예， book+s)을 이룰 경우에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어떤 접사 

의 경우에는 어근에 첨가되어 장애음 자음군 (예， hard-ship)을 이루지만 유/무 

성 일치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합성어 (예， biπ:h+day)에서도 나 

타난다. 이처럼 접미사가 첨가되어 장애음 연속에서 유/무성 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VA제약이 Max(af<σ) 제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며， 불일치현상은 

B-I 빛 Max(af늘 (1) 제약이 VA 제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 

었다. 셋째， 규칙적인 접미사가 첨가될 경우 접미사가 어근에 동화되어 유/무성 

일치가 나타나지만， 불규칙적인 접미사가 첨가될 때는 어근이 접미사에 동화되 

어 유/무성 일치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단계유순가설에서 제안한 층위 

별 접사에 따라 B-I제약의 순위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어의 장애음 연속에서 나타나는 유/무성 일치현상은 언어 보 

편적인 VA제약이 Max(af< l1)와 Max(root)) 제약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일어나 

고， 장애음 연속이지만 유/무성이 불일치 하는 이유는 B-I 및 Max(af늘 (1)제약 

이 VA제약보다 그 순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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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Üptimality Theoretic Approach to 

Voicing Assimilation in English 

Soon-Ae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explicit fonnal account for 

English Voicing Assimilation in obstruent clusters. The observation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obstruent clusters within a single 

morpheme agree in voicing; ex, chapter, adze, ask. Second, the same type 

of voicing agreement can be seen in obstruent clusters occurring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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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orphernes; ex, book+s, loue+d, 1얻f+ t. Fina11y, not 려1 cross-rnorphernic 

obstruent c1usters display agreernent in voicing; ex, dis+grace, hard+ship, 
birth+day. 

The present study first shows that previous analyses (Borowsky 1986, 
Lee 1996 and others) do not cover 페 the relevant data. Within the 

frarnework of Optimality Theory, we, then, provide an altemative analysis 

by employing the following constraints; Base-ldentity (B-1), Voicing 
Agreernent (VA), Max(voice). 

(1) Constraints: 

a. Base-ldentity (Kenstowicz 1995): Given an input structure [X Y] 

output candidates are eva1uated for how well they match [X] and 

[y] if the latter occur as independent words. 

b. Voicing Agreement: Voicing feature in obstruent consonant clusters 
must be identica1. 

c. Max(voice): The underlying feature[voice] must be preserved. 

All the relevant pattems of English Voicing Disl Agreement are explained 

by the interaction of these constraints. First, voicing agreement within a 
single rnorpherne is simply the result of the VA constraint above Max(voice 

of root). Second, in order to explain dis/agreement in voicing of cross

rnorphernic clusters, we have divided Max(voice of affix) into two specific 
constraints, Max(af늘 (J) and Max(af< (J), depending whether the affix may 

form a syllable or not. This is based on the Production Hypothesis (Jun 

1996) in which speakers make more effort to preserve the articulation of 

speech sound with powerful acoustic cues, whereas they relax in the 

articulation of sounds with weak cues. If a vowel follows a consonant, the 

acoustic cue for the consonant voicing may be robust due to the released 

burst or Fo value of the following vowel.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suffix in voicing assirnilation pattems is explained by 

providing a different ranking for B-l relatíve to other constraínts, accordíng 
to Level Ordering Hypothesís (Síegel 1974, Mohanan 1982 and Kíparsky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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