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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s the phonetic realizations of semivowel ‘q’ that exists 
in modern Korean dialects, analyses the semivowel ‘q’ phonemically and 
explores the phonological process that is the formation of semivowel from 
/ü/ and /ö/. Semivowels are also called as approxìmants or glides. But ìn 
this paper the term of semivowel is used, because it is appropriate for the 
syllable structure of Korean. For the Semivowel ‘q,’ the point of articulation 
ìs phonetically palatal and the lip attitude is round. ‘q’ is found when the 
/w / is in the front of /i/ like ‘위 [wi -lli]’ and when the /y/ is ìn the 
front of /0, u/ like ‘우유 [UYU-UllU].’ Futhermore it is found in the 
boundary of morpheme like ‘뛰+어 t’wi+a [t’lla:].’ Semivowel ‘q’ can also used 
in the formation of Korean dìphthong. The risìng diphthongs that exit 
phonetically in Korean are [lli, llu, llo, lle, q~， qa, qa]. 

Semivowel ‘q’ is phonemically analyzed into /w/, /y/ or /q/ according 
to the its environments. Semivowel ‘q’ that ìs in the front of /iI, and that 
is in the back of the phonemically palatal consonants is phonemically 
analyzed into /w/ : 위[qi] ; 줘[tfqa]， 좌{tfqa]， 쇄[tfqE]， 꿰 :[ìfqe]. Semivowel ‘q’ 
that is in the front of /u, 0/ is analyzed into /y / : 우유[uqu]， 용[qOIJ]. 
Semivowel ‘q’ that is in the other environments is analyzed into /q/ : 뚜 
~:[t때:]， 도 þ:[tqa:], 수 헤:(fqe]， 쏘 fl:(rq~]. 50 the semivowel system of Korean 

consists of /w, y, q/. The distinctive feature of /q/ is [+consonantal, 
-syllabic, -back, +round]. 

The phonological process that has the relation with semivowel ‘q’ is the 
semivowel formation. The name of this process is ‘q’-formation. ‘q’-formation is 
parallel with ‘w’-formation and γ’-formation in the respects of realizations 
and constraints. When the verbs and adjectives that end with /1ν or /ö/ 
meet the endings that staft with vowels, ‘q'-formation can be applied 
optionally. This process can be represented with the following rule : [ü, ö] 
• q / -1Vstem + V (optional). 깐lis is the phono1c팽.cal rule that is synchro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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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q’-formation. 

* 이 논문은 2001년 12월 7일 어학연구회에서 동일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다듬은 것이다. 그 때 참석하 
여 많은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심사룰 맡아 본 논문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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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글은 현대 국어의 여러 방언에 존재하는 반모음 [q]의 음성적 실현 양상을 살 

피고 이에 대한 음운론적 처리와 해석을 꾀하는 데에 목적이 었다. 일반적으로 

반모음 I벼는 특정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반모음 /w/의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즉， 

모음 /11 앞에서 /w/가 위치할 경우에 /w/는 [q]로 실현되어 결국 h:ri]로 발음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기 때문에 [벼를 [w]의 변이음으로 처리된다{허웅， 1985, 

pp. 155-156; 배주채， 1996, p. 30). 물론 /wi/의 계기적 연결을 과장되게 발음할 
경우에는 [Wi]l)로도 발음이 가능하다. 

[띠는 /wi/의 음성 실현에서만이 아니라 형태소 경계에서 반모음화 내지 비음 

절화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기도 한다.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I띠는 ‘자음+반모 

음+모음’의 구성에서 반모음의 실현이 제약되는 동남 방언을 제외한다면 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폭넓게 관찰된다. 유재원(1985， pp. 7-8)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Ü/+/ô/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뛰+어’， ‘쥐+어’의 경우에 반모음화를 거쳐 /t’l!ô/, 
/tfl!ô/ 등으로 실현된다고 파악하였다. 김경아{2000， pp. 160-174)에서는 //뛰-+
어서//의 음성형으로 나타나는 [t’l!ô:Sô]의 실현에 대한 음운론적 과정을 활음화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신지영(2000， p. 108)에서는 ‘바뀌+어 • 바꾸 4 (lwyAl) • 
바껴’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 어간인 /사귀-， 쉬-， 뒤-， 뛰-/의 예를 통하여， 구어에서 

주로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WYA]와 같은 삼중모음이 나타남을 관찰하였는 

데i 이는 음성적으로 [qA]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유필재(2001， pp. 194-19이에서 
는 서울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뛰-， 튀-， 휘-， 쉬.-， 뉘.-， 쥐.-， 뀌.-， 사귀-， 바뀌-， 할퀴 

-, 사위-’ 동의 어간말음이 ‘위’인 용언 어간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l!A]의 실현을 

고찰하였다.긴 

그런데 이들 논의에서 음성 [띠를 음운론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 

여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1) Martin(1992: 24) 및 배주채(1996: 30)에서는 /w/의 음성적 실현올 [띠 외에도， [Q, Q, ll, ;)1 및 야， Q, 
III 풍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연， 음성적으로 /wa/는 [Qal로， /we/는 [Qel로 실현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반모음은 접근음(approximants)으로도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폐쇄나 마찰 
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조음자와 조음체의 간격이 매우 좁올 수밖에 없다. 반모음인 /y, w/는 
각각 /i, u/의 위치나 이보다 간극이 더 좁혀진 위치에서 조음된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반모음의 내재적인 음성학적 성격을 중시하여 중모읍 내지 저모음 위치에서 실현되는 
반모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한글맞충법 제4장 제5절 ‘준말’ 중 [붙입 2)에는 “‘과’ 뒤에 ‘-어었-’이 어올려 ‘내， 냈’으로 줄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었다. 이는 ‘괴’로 끝난 용언이 모음어미와 결합할 경우의 준말올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뉘’로 끝난 용언이 모음어미와 결합한 경우， 즉 ‘바뀌어， 사귀어， 쉬 
어， 뷔어. 뛰어’ 퉁의 준말에 대한 규정은 한글맞춤법 어디에도 없다. 이는 한글 자모의 이릅과 순서 
를 규정한 제2장에 이틀의 준말올 적을 수 있는 자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과 관련이 었다. 표 

준어에는 형태소 내부에 [qal란 연쇄가 발견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문자를 새로 규정할 필요도 크 
지 않올 것이다. 하지만 언어는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현대 국어에서 생긴 

음의 연쇄를 표기할 수 있는 방안올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준말의 표준 발음으로 ‘바껴i 샤겨， 셔， 

녀， 며’ 풍올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한글로 적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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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유재원(1985)에서는 /t’qe/, /tfqe/ 등의 표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음성 
[띠를 음소로 처리하였고， 김경아{200이 및 신지영(2000)에서는 이를 음성 층위에 

서만 존재하는 음성형으로 처리하여 음소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유펼재 

(2001)에서는 [띠를 두 음소의 연속인 /wy/3)로 파악하였다. 결국 음성 [띠에 대한 

음소 분석은 해석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띠는 방언에 따라 어간 말음이 ‘위’인 용언 어간의 활용형 이외의 다른 환 

경에서도 나타날 수 았다. 이 경우의 [띠는 대체로 어간 말음이 ‘유’인 용언 어간의 

활용형에 나타나는데， 서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음성형인 [maÁÁwar매{말려라， 乾〕

에 대한 이승재(1984. p. 141)의 보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승 
재(1990， p. 53)에서는 서남 방언형의 이러한 [maÁÁW매에 대하여 ‘음소 단위로 재 
해석하기 어려운 특이한 음성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배주채(1991， p. 382) 
및 배주채(1998， p. 33)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음성형이 [moÁÁqa]로도 전사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음소 층위에서는 /mollywa/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이한 음소 

연쇄， 즉 삼중모음이 가능한 것은 “l과 y의 결합이 음성적으로 하나의 자음(Á)으로 

발읍되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4) 

반모음 [띠는 음성적으로 여러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음운론적인 해석 

을 자세히 검토한 논의는 거의 없다.2절에서는 반모음 [떠가 나타나는 환경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고， 음성적인 속성과 이중모음의 형성을 살피도록 한다.3절에서는 

반모음 [띠가 어떤 음소로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4절에서는 반모음 /q/와 

관련되는 여러 음운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통시적 검토와 공시적 처리를 모 

색한다.5절은 이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2. 음성 잘현 

반모음 [띠는 유성의 양순 구개 접근음인데， 현대 프랑스어에는 다씀 (1)과 같은 
세 종류의 접근음(接近音， approximants)이 있다{Ladefoged， 1982, pp. 209-210, 

Laver, 1994, pp. 297-278). 

3) 전설의 평순 반모음은 논자에 따라 ‘}’로도 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γ’로 통일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전설의 원순 고모음은 ‘u’로 표시한다. 

4) 얘기에서 삼중모음은 /mollywa/의 두 번째 음절인 기ywa/처럼 음절의 음절 내부 구조가 ‘반모음 
+반모음+모음’인 계기적 실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yw/는 계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 
라 동시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연쇄를 삼중모음이라 부르는 것온 부적절 
하다. 삼중모음은 영어의 ‘hour’ [aUarl와 같이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세 번 바뀌는 연쇄라 
할 수 있는데， /lywa/는 전혀 그렇지 않다. /ywa/는 업술 모양이 둥글며 혀가 경구개인 위치에서 
시작하여 후행하는 /a/로 발음되는 연쇄이다. 결국 이는 이중모음인 셈이다. 이러한 연쇄를 이중모 
옴으로 파악한 것으로 유재원{198잉 등이 었으며， 명시적으로 이중모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김경아 
(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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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my야] 1...-. [mq8!J G. [mw8j] 

(17 )의 반모음 [y]는 유성의 구개 접근음이며， (1드)의 반모읍 [w]는 유성의 양 
순 연구개 접근음이다. 반모음 [y, w]는 각각 기본모음인 [i, u]를 조음할 때와 비 

슷한 상태에서 조음되며， 반모음 [띠는 이차 기본모음인 [ü]를 조음할 때와 비슷한 

상태에서 조음되는 접근음으로 기술된다. 

국어에서도 [y, w]는 각각 혀가 [i]의 자리에서 그리고 혀와 입술이 [u]의 자리에 

서 다른 모음의 자리로 옮아가는 과도에서 나는 과도음(過獲音)으로 처리된다{허 

웅 198ε 53-4). 국어의 [띠 역시 혀와 업술이 [퍼의 자리에서 다른 모음의 자리로 
옮아가는 과도에서 나타나는 과도음으로 처리할 수 었다. 이 절에서는 국어 반모 

음 [띠의 음성적 특정과 이중모음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1. 접근음， 활음， 반모음 

아래의 (2)에 보이는 [y, w, 띠를 가리키는 음성학적 용어로는 접근음(接近音I 

approximants) 혹은 활음(뽑音， 또는 과도음 過滾音， 또는 전이음 轉移音， glides) 

또는 반모음(半母音， semivowels)이 었다. 

(2) 7. 야 [ya] 1...-. 와 [wa] G. 오 ):5) [qa] 

접근음은 조음자와 조음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혀진 상태에서 발음되는 것인 

데， 그 간격이 마찰음의 경우보다는 더 벌어진 상태에서 발음되므로 기류가 마찰 

을 일으키지는 않는 특정이 있다(Ladefoged， 1982, p. 10, pp. 61-62). 경우에 따라 
고모음에도 접근음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Catford， 1988, pp. 63-70), 
이 때에는 (27 , 1...-, G)의 [y, w , 띠와 같은 접근음을 순간 접근음(momentary 

approximants)이라 하여 다른 여타의 접근음과 구분한다. 결국 IPA 등에서 I띠를 

[y, w]와 함께 접근음으로 처리한 것은， 이들이 마찰음보다 협착{俠Z룹， stricture) 

의 정도가 약간 덜하다는 조음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활음 혹은 과도음 혹은 전이음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데， 이는 인접한 

모음의 속성과 이들의 속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활음 혹은 과도음 혹 

은 전이음과 모음이 계기적으로 이어지면 이중모음이 형성되는데， 이중모음에서 

활음의 길이는 모음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척 짧은 특성이 있다. 

(27 )에서 [y]는 [a]에 비하여 길이가 매우 짧다. [y]의 상태를 유지한 채 의도적 

으로 길게 발음하는 경우에는 모음 [i]로 실현된다. [y]는 조음적으로 [i]의 상태와 

같지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음이 발음되는 위치로 옮아가는 과도에서 나는 음 

5) 한글을 이용하여 반모음 V이 포함된 이중모음올 표시하는 방법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 [qaJ를 
‘요 }’로도 적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오 t’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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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허웅， 1985, p. 53). (2니에서 [w]도 모음 [a]에 비하여 길이는 매우 짧다O. [w] 
를 조음할 때와 같은 혀의 위치와 업술 모양을 유지하고서 이를 길게 발음하는 경 

우에는 모음 [u]로 실현된다. [w]는 조음적으로 [u]의 상태와 같되， 연속적으로 존 

재하는 모음이 발음되는 위치로 옮아가는 과도에서 나는 음이대허웅， 1985, p. 54). 
(2G)에서 나타나는 [띠도 모음 [a]에 비하여 길이가 매우 짧다. [띠를 조음할 때 

의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릅 고정시키고 이를 충분히 길게 발읍한다면 이는 곧 [ü] 

가 된다. 즉 [띠는 단모음 [ü]의 조음 상태와 같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음이 발 

음되는 위치로 옮아가는 과도에서 나는 음이다. 결국 활음이나 과도음 혹은 전이 

음이라는 용어는 이들과 인접해 있는 모음의 위치로 이통해 가는 과정에서 미끄러 

지듯이 조음되는 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계기적인 연속체인 이중모음을 전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y, w, 띠에 대하여 반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허윈198도 p.54) 
에서처럼 “공깃길이 큰 소리들에 딸려 있는” 소리라 하여 반모음이라 부르기도 하 

고， 최병선(1998， p. 53)에서처럼 “모음과 조음 위치나 방식 상에서 매우 유사한 성 
격을 띠고 있으나， ... 자음의 조음 방식처럼 입천장과 혀 사이가 매우 좁아진다는 

이유로” 반모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반모음은 음절과 관련하여 비성절적인 

모음으로 이해하기도 한대Ladefoged， 1982, p. 209). 모음은 대부분 성절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어，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정점음{頂點音}이 될 수 있다.이 이에 

비하여 반모음은 홀로 정점음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하여야만 정접음이 

멸 수 있다. 홀로 정접음이 될 수 없고 모음과 결합하여 음절을 이룬다는 것은， 음 

절 구조적인 측면에서 반모음이 자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반모 

음이 모음과 결합하여 음절 구성의 단위인 중성(中聲)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반 

모음이 모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반모음은 음절과 관련하여 자 

음의 속성과 모음의 속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y, w, 띠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적절히 접근음이나， 

활음 혹은 반모음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로 한다. 다만 음절과 관련된 음운론적 기 

술의 측면에서는 반모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음절의 구성 단위와 관련해 

서는 반모음이란 용어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 음성적 속성과 이중모음의 형성 

반모음은 그 자체로는 음성적인 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모음과 모음의 계기 

적 실현인 이중모음을 통하여 반모음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이 

중모음을 통하여 반모음 [띠를 확인하기로 한다. 

국어에 존재하는 이중모음 중에서 y-계 상향이중모음과 w-계 상향이중모옴을 

6) 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는 이병근·최명옥(1997， pp. 52-5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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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면， 반모음 V로 시작하는 상향이중모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7) 

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방언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의 (3)과 같대이승재， 1993, p. 27). 

(3) 국어의 단모음 (10모음 혹은 8모음) 체계8)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τ 。~긴 -~r 

고모음 (ü) f U 

중모음 e (ö) a o 
저모음 E a 

이와 같은 단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이중모음 체계를 보이면 각각 다음의 (47 , 

1.-)과 같다. 

(4) 7 . y-계 상향이중모음 체계 1.- w-계 상향이중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건 。~2ι~ 평순 원순 

고모음 yu 고모음 Wl 

중모음 ye ye yo 중모음 we we 
저모음 yc ya 저모음 Wc wa 

(47 )에서 [yJ는 [i, üJ와 결합하지 못하는데， 이는 [yJ가 가진 전설적인 속성이 이 

둘과 겹치기 때문이다. [yJ는 [ö, 서와도 일반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데， 방언에 따라 

서는 [yö, yt:]와 같은 이중모음이 가능하다. (41.- )에서 [w)는 원순 모음인 [ü, Ö, u, 

이 등과 결합하지 못하는데， 이는 [w)가 가진 원순성이 이들과 겹치기 때문이다. 

[w)는 [i)와도 일반적으로 결합하지 않지만， 방언에 따라 [wí:]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중모음 [yu, yo, wi)를 보다 정밀히 전사한다면 [니u， 니0， 니i)로도 적을 

수 있다. 

(5) 7 . 우유(牛와) [uyu - u니u]， 용(龍) [YOU) - [401JJ 1.- 위(上) [wi - L[i) 

(57 )은 [y]를 [띠로 파악한 것인데， 이호영(1996， pp. 99-101)에 따르면 ‘용， 우유’ 

7) 국어에서 반모음 I띠가 하향이중모음의 구성에 참여하는 일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상향이중모음얀 
을 살펴보도록 한다 

8) 모음체계는 방언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세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10모음체 
계를 기준으로 서술하도록 하는데， 망언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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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서 나타나는 [yu, yoJ를 음성적으로는 [4U， 40J로도 적을 수 있다고 한다. [yJ 
가 원순모음 앞에서 원순화된다면 이는 곧 [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 

른다면 반모음 [41는 원순모음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51- )에 제시된 이중모음 

[wiJ의 경우에 나타나는 [wJ는 전설 평순의 고모음인 [i] 앞에서 [띠로 실현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희송(1955， pp. 90-91)에 따르면 꺼’가 복모음(複母音〕으로 발음 

될 경우에는 ‘귀(耳)， 위(上)， 갈퀴’ 등에서와 같이 [내]로 실현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허웅(1985， p. 156)에는， 과장된 발음에서는 [wiJ로도 발음될 수 있으나 [4iJ가 보편 

적이고 정상적인 발음이라 제시되어 있다. 이숭재(1993， p. 36)에서도 경기도의 중· 

북부 지역에서 들리는 [wiJ의 [wJ를 전설적인 속성을 갖는 붙어의 [띠에 가까운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5)에 제시한 경우 이외에도 반모음 [띠가 선행하는 이중모음은 더 있을 수 있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반모음 [띠는 양순 구개 접근음이다 따라서 반모음 [띠는 구 

개 접근음인 반모음 [y]와 양순 연구개 접근음인 반모음 [wJ의 조음상의 특징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반모음 [띠는 반모음 (yJ와 구개 접근음이라는 점에 

서 통하고， 반모음 [w]와 양순 접근음이라는 점에서 통한다. 그렇다면 원리적으로 

반모음 [띠는 y-계 상향이중모음과 w-계 상향이중모음을 모두 허용하는 모음 앞에 

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y와 W를 모두 선행시킬 수 있는 핵모음은 (47 ，1-)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설과 후설의 평순 비고모음인 ‘e, E, 8, a’의 넷이다. [ljl와 

결합한 이들 이중모음을 표로 나타내변 다음의 (6)과 같다. 

(6)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τ ~~ ““r 평순 τ %!~ 

고 모 ζ C그〉 

중 모 음 4e 48 
저 모 드t그즈 48 니a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에 음성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4-계 상향이중모음 

을 정 리 하면 다음의 (7)과 같다. 

(7) 4 계 상향이중모음 

7 ‘ [lji] 
1- . [llU, 니oJ 
c:-. [lle, 4E, 48, 4!l1 

(77 )와 (7"1- )에서 보이는 이중모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형태소 내부에 

서 출현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7c:- )의 이중모음은 국어의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선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48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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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한다. 

(8) 7. [k’ye:] (←끼+어， 看}
L-. [k’we:] (←꾸-+-어， 夢)
1:-. [k’qe:] (←뀌-+-어， 出)

이혁화 

(8)에는 7 ’과 ‘어:’의 연쇄 중간에 각기 다른 반모음이 실현되어 있다， (87 )과 
(8L- )에서는 각각 어간 말음 ‘이’와 ‘우’가 반모음화를 거쳐 실현된 [y, w]를 확인할 

수 있디'. (81:-)에서도 어간 말음인 단모음 ‘j ’ 혹은 이중모음 ‘wi’의 ‘i’가 반모음화 

를 거쳐 실현된 [띠를 확인할 수 있다.9) 또한 이중모음 [qe]는 선행 자음의 종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개음 계열이 선행 자음으로 

올 수 있으며， ‘쉬-， 뛰-， 뉘-’ 등의 활용형을 고려한다변 치조음 계열도 선행 자음으 

로 올 수 있다)0) 

이중모음 [qa]의 경우에는 형태소 경계라 하더라도 중부 방언에서 예를 찾아보 

기 쉽지 않다. 이중모음 [qa]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방언은 서남 방언이라 할 수 있 

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몰류-(使乾)’에 어미 ‘-아’가 결합된 형식인 [moÁÁqa]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의적으로 [moÁÁa]로 나타나기도 하며， 같은 서 

남 방언이라 하더라도 방언에 따라 [moÁÁa]로만 실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로 

미루어 판단해 보면， 어간 말음이 ‘요’이거나 ‘유’인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한 형 

식에서 [qa] 혹은 [qe]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예를 찾을 수 없다)1) 

(8)에 비추어 보아 형태소 경계에서 [qa]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기대되는 것 

은 어간 말음이 ‘외’인 용언에 어미 ‘-아’가 결합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서울 방언을 

비롯한 중부 방언에는 이러한 환경에서 실제 출현하는 음성형으로 [wd가 있을 뿐 

이다. 

(9) 되+어 • 돼 [twd, 씌+어 • 쐐 [8’w하， 괴+어 • 패 [kwd 

하지만 충남 방언에서는 (9)와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 이중모음 [qa]를 확인할 수 

있다. 

(10) 되+어 • 도 ]:: [tqa:], 씌+아 • 쏘 ]:: [8’qa:], 괴+아 • 고 ]: : [kqa:] 

9) 이중모음 ‘wi’의 ‘i’가 반모음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4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0) 선행 자음이 순음 계열인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뷔" 뷔-’ 동파 같은 예들이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구개음 계열도 역시 빠져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11)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 에 표제어로 동재된 단어 중에서 어간 말음이 ‘요’나 ‘유’인 용언은 존재하 
지 않는다. 결국 중부 방언 퉁에서 [moÃÁqa]와 같은 이중모음 [qa]의 실현올 형태소 경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까닭은 ‘요’로 끝나는 용언이 우연히 그 방언에 폰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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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언에 따라 형태소 내부에서 수의적인 축약 등을 통하여 비음절화의 과정 

을 거친 결과 [qa, qa]를 확인할 수 있는 어형도 존재한다. 

(11) 7 . 수염 [suyam - Jqa:m] 1.-. 오약손(왼손) [oyaks’on - qa:ks’on] 

마지막으로 이중모음 [qe, qc]는 형태소 경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형태 

소 내부의 몇몇 특수한 환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12) 7 . 숫쇠 [sums’qE](충남 당진방언， 한성우， 1996) 
1.-. 소 [Jwe], 세수 [Jwefi] (육진방언， 곽충구， 1991) 
L. 쐐 기 [JqE:gi] (전남 화순방언， 정 인호， 1995), [syweak](충남 논산，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0) 

[qe, qc, qE] 동의 이중모음은 선행 자음이 음성적으로 구개옴으로 실현될 때에 
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자음이 음소적으로 구개음일 때에는 (13)에서 보듯 

이 w-계 이중모음이 모두 q-계 이중모음으로 설현될 수 있다. 

(13) 쥐， 쇄， 혜， 좌， 줘 [tJwi, tJwc, tJwe, tJwa, tJWa] - [tJ띠， tJqc, tJqe, tJqa, 

tJqa] 

3 으h J，J석 
• 1'1-‘ -.c• 

반모음 [띠는 국어에서 현재까지 음소 분석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음성 중의 

하나이다. 구개음화된 ‘L ’인 음성 [nl이 음소 /n/과 /y/의 계기적인 연속인 /ny/ 
로 분석되는 것이라든지1껴， 음절말에서 실현되는 미파폐쇄음인 [p>, 1>, k>]이 각각 

평음인 /p, t , k/로 음소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배주채， 1989, pp. 45-49) 풍을 제 
외한다면， 국어에서 음소 분석 자체에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데， 반모음 [띠에 대해서 음소 분석이 논의된 바는 몇몇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없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반모음 [띠의 음성 실현을 바탕으로， 반모음 [여가 

어떻게 음소로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3.1. 문제 

반모음 [띠를 음소로 분석할 때 부딪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한 분석 기 

12. 물론， 국어에서 Uil와 [nil의 대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허웅(1985， pp. 172-179) 
에는 이러한 문제가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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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시킬 때에 그 결과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음소 분석의 방법 

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대립쌍을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최소대립쌍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일종의 치환틀 속에 해당 음성을 위 

치시켜 의미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를 반모음 I띠에 적용시켜 본 

다면 음소 분석에서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14) 7 . 꿔: [k'’Wa:] 1- 껴: [k’ya:] "c- 꾸 l [k’qa:] 

(147 )은 ‘꾸-’(夢}라는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것이고， (141- )은 ‘끼-’(看}라는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것이며， (14c. )은 ‘뀌-’{出)라는 어간에 어머 ‘-어’가 결합 

된 것이다. 이들의 연쇄를 보면 [k’'_a:]라는 치환 틀 속에 각각 [w, y, 띠가 각각 들 

어 있다. (14)의 예들은 단독형이 아니라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유사최소대립쌍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의 의미차는 음성 [w, y, 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이 독립된 별개의 음소로서 설정될 수 있다)3) 

(15) 7 . 위 [wi] 1- 위 [qi] 

그런데 (157 )과 (1St- )은 ‘위’{上}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w. 띠 
는 의미차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음소로 설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음소는 분포가 넓은 /w/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대허웅， 1985, p. 156). 

(16) 쥐， 쇄 , 춰1]， 좌， 줘 [tfwi, tfWE, tfwe, tfwa, tfwa] - [tf띠， tJqE, tJqe, tJqa, 

.tfqa] 

(16)은 (13)의 예를 다시 가져온 것인데， 선행 자음이 음소적으로 구개음일 경우 

에는 모든 w-계 이중모음의 [w]가 음성적으로 [띠로 실현된다. 이 때의 [띠는 음소 

/w/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3) (14c. )에서 [k’qa:J를 읍소 분석할 때에 [띠를 lül로 분석할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즉 
[띠는 /k’'ü+al라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과정에서 파생되는 음성적 변이형이기 
때문에， [띠에 대웅되는 음소는 lül라는 지적이다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를 짚어주신 심사위 
원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반모음화 내지 모음축약이라는 
음운과정을 거친 결과가 그 이전과 음소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음과정을 거쳤 
다면 음소적으로 통일하게 되겠지만， 음운과정올 거치면서 입력부와 출력부가 동일하다는 것은 문제 
의 소지가 있다 즉 /k’'ü+a/에서 lül가 반모음화라는 음운과정을 거쳤는데도 그 결과가 다시 음소 
적으로 통일한 lül가 된다는 것은， 반모음화라는 과정이 이음과정인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업력부인 /k’'ü+al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의적인 변이형으로 [k’üal이 있는데， [k’'qa:J를 /k’'üa:/로 분석 
한다면， (아래에서는 읍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귀-’ 둥과 같이 2음절에서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k’i허와 [k’qa]가 음소적으로 통일한 Ik’üal가 된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의 두 음성형 
은 음소적으로 분명히 다를 뿐 아니라， 음절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물을 동일한 음 
소로 분석하는 방법은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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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 우유 [uyu] 1- 우유 [UqU] 

(17)에서도 [y, 띠는 의미차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즉 이 두 음성은 한 음소의 

변이음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띠는 후행하는 모음이 원순모음일 경우에 나타나 

는 음소 /y/의 변이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4)에 따르면 음성 [w, y, 띠는 모두 별개의 음소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15, 16)에 따르면 [띠는 음소 /w/의 한 변이음으로， (17)에 따르면 [띠는 음소 /y/ 

의 한 변이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음소와 음성의 중복을 나타내는 다음 (18)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18) [w] [띠 [y] 

• • • 
/w/ /qj /y/ 

\" ./ 

[q] 

3.2. 해결의 모색 

반모음 [띠를 음소로 분석하는 데에는 단순히 음소 분석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모음 [띠는 경우에 따라 달리 분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올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소와 음성의 중복(重複， 

overlapping)과 이방향유일성(二方向唯一性， biuniqueness)에 대한 이론적 처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어의 반모음 체계 빛 이중모음 체계， 그리고 음절 구 

조 전반에 대한 고려도 음소 분석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반모음 I띠를 음소로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하나의 음소인 /w/로 처리하는 방법 

@ 두 음소인 /wy/로 처리하는 방법 

@ 하나의 음소인 /q/로 처리하는 방법 

@ 환경에 따라 여러 음소로 처리하는 방법 

이 외에도 반모음 [q]를 체계 외적인 요소로 볼려 음소 분석을 유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시각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14) 따로 살펴 

보지 않는다. 

14) 물론 체계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체계 내로 새로이 편입되는 현 
상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체계에서 벗어나 마지막 흔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그러한 현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현상을 체계 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입 
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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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음소인 /W/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반모음 [띠를 음소 /W/의 변이음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허웅 

(1985)에서 제시된 방법이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 (19)와 같다. 

(19) 7. [귀]를 겹으로 낼 때는 [띠]로 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좀 과장해서 

발음하면 [wi]로 낼 수 있다. 그러나 [띠]와 [wi]의 갈음은 임의적이어서 

음소적으로 대립되는 일은 없다. (145면) 

L ‘ 또 [π， .11-]와 [þ, ~]의 [y]도 약간 다른 접이 있다. 물론 혀가 (i]의 자 

리에서 출발하는 점은 같으나， 이동하는 과정이 다르다. 그뿐 아니라 출 

발점에 있어서의 입술 모양도 다르다 .... [.11-, π]에 있어서는， 혀가 [i]에 

서 출발하면서 입술이 둥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혀의 이동 과 

정이나， 업술의 모양은 뒤에 이어나는 흘소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 

지는 것이므로 이 모든 I찌 소리는 한 음소의 결합 변이음이 된다'.(158변) 

"C- .... 그리고 〈뉘어〉는 /nü+e/→[nl!e]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순조로운 풀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줄인 말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은 역 

시 특이한 예로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곧 [nl!e]의 [떠도 역시 

Iw/의 한 변이음으로 보는 것이다.(279면} 

(197 )은 [i] 앞에서 실현되는 [띠를 음소 /w/의 이음으로 처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191-)에서는 음성 [l!U, l!O]를 인 

정하지 않았다. 즉 원순모음 앞에서 /y/가 다른 환경일 때와 달리 실현되지만， 이 

러한 변이음을 [q]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U, l!O]의 [띠에 대한 

음소 분석 문제는 논외가 되었다. 그러나 이호영(1996， p. 100)에서와 같이 원순모 
음인 [U, 이 앞에서 실현되는 이 변이음을 I띠로 파악한다면， 이는 음소 Iy/로 분석 

될 것이다. 

(19"C-)에서는 [nl!e]의 [띠도 /w/의 변이음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상당 

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nl!e]의 [q]를 /w/로 처리하여 [nl!e]를 /nWe/로 분석한 

다면， 이는 [nwe]의 음소 표시인 /nWe/와 동일하게 된다. 결국 ‘뒤+어’의 음성형 

인 [nl!e]와 ‘누+어’의 음성형인 [nWe]를 음소적으로 동일한 /nWe/로 처리하게 된 

다. 이러한 처리는 (197 )에서 인정한 [wi]와 (l!i]의 “갈음이 임의적”인 것처럼， (w 
e]와 [l!e]의 갈음도 임의적이라는 뜻이 되어， 처음의 이음 기술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15) 

15) 김경아{2000， pp. 169-174)에서는 (19t:.)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9t:.)의 [nq 
a!와 평행적인 음성형인 [t씨a:S에←뛰+어서}에서 나타나는 [qa!를 음소 충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음 
성적 변이형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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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음소인 Iwyl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191:- )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인데， 허웅(1985， 

p. 279)에서 따르지 않는다고 처리한 것을 유필재(2001， pp. 194-196)에서 적극적 
으로 따른 바 있다. 유필재(2001)에서 반모음 h:rl를 /wy/로 음소 분석한 것은 다 

음 (20)과 같은 예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2이 7. 뛰+어 뚜 t [t’qe:] It’wye:/ 
t-. 뉘+어 누 ~: [nqe:] /nwye:/ 
1:- 사귀+어 사구 ~: [sagqe:] /sakwye:/ 

이러한 처리의 근거는， 반모음 [띠를 별개의 독립된 음소인 /q/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서울방언에서 반모음 I띠는 ‘ 1 ’와만 결합하고， 어간 말 

음이 ‘귀’인 용언의 활용형에만 나타나며， 최소대립쌍도 없기 때문에 음소 /q/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반모음 [띠를 /wyl로 분 

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반모음 [띠를 음소 /wy/로 분석하게 될 때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하여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국어의 음절 구조는 가장 

복잡한 것이 ‘자음+반모음+모음+자음’이라 할 수 있다. 즉 초성과 중성， 종성이 모 

두 갖추어지고， 중성이 반모음 하나를 가지는 구조가 국어에서 가장 복잡한 음절 

구조이다. 그런데 반모음 [띠를 /wy/로 분석하게 되면 (20)의 예들은 ‘자음+반모 

음+반모음+모음’의 음절 구조를 갖게 되어 국어의 음절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모음 [띠를 음소 /wyl로 분석하게 될 때의 또다른 문제점은 허원1985， p. 279) 
에 제시되어 있다. 즉 “/wy/와 /w/가 [띠로 합류되며， /w/와 /y/의 겹침이 있 

게 된다는 바로 그것인데， 이에 대한 상론은 뒤에서 하도록 한다. 

@ 하나의 음소인 /q/로 처리하는 방법 

이는 반모음 [띠를 다른 반모음과는 별개인 하나의 음소 /q/로 분석하는 방법이 

다. 사실 하나의 음성을 하나의 음소로 처리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쾌 

한 방법이다. 그러나 반모음 I떠를 /q/로 분석하는 데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 

제가있다. 

(21) 7. 위 [wi-띠] 

t-. 윷 [yut-qut] 용 [YOlJ -qOlJ] 

(217 )에서 [qi]는 정상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며， [wi]는 의식적이고 과장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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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난다. [w]는 조음위치가 후설쪽인데， 후행하는 [i] 모음의 영향으로 전설 
쪽으로 조음위치가 당겨져서 [띠로 발음되며， 이 경우 [w]로 발음하는 것보다 [띠로 

발음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217 )에서 [띠는 국어에서 이미 음 
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w/의 조건된 변이응 혹은 임의적 갈음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211.. )의 [ljU, 니이는 정상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며， [yu , yo]는 의식적이고 과장된 

발화에서 나타난다. [y]는 입술 모양이 둥글지 않은 평순의 반모음인데， 후행하는 

모음이 원순모음인 경우에는 이의 영향을 받아 원순으로 실현되어 결국 [띠로 나 

타나기도 한다. [yu, yo]의 발음은 이중모음의 발화를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평순 

을 유지해야 힌다. 결국 원순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lj]는 원순모음 앞에서 나타나 

는 음소 /y/의 변이음이라 할 수 있다. 

모든 [4]를 단일 음소 /lj/로 분석한다면 (21)과 같은 경우에도 이들을 음소 /니/ 

로 분석하고， 음소 /4/의 변이음으로 [w]나 (y]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 

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뿐만 아나라 국어의 이중모음 체계 전반에 대하여 다 

시 검토해야 한다. 

(22) 7 . W-계 이 중모음 1.. . y-계 이중모음 c.. 4-계 이중모음 

(22)는 @의 방식을 따라 음소분석을 할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이중모음 체계 

이다. 전설고모음인 / i/ , 후설의 원순모음인 /u， o/와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 

한다면 이 때의 반모음은 /4/로 처리된다. 반모음 /W/와 /y/는 모두 평순의 비 

고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 있을 뿐이다. 

@ 환경에 따라 여러 음소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반모음 [띠를 하나의 음소로 분석하는 것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하나 

의 음성을 하나의 음소로 분석하는 것은 이방향유일성이라 하여， 구조주의 음운론 

에서 견지한 바 있는 음소 분석의 원칙 이라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 

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논의된 바 있다 

국어에서 이방향유일성을 어기면서 음소로 분석하는 예는 드물다. 

(23) 7 하니 [ha]1i - hani] 

1.. 가냐 [ka]1a], 남녀 [nam]1a], 담요 [tam]1o], 용뉴 [400]1U] 



국어 반요음 ‘q’의 음성학과 음운론 353 

(237 )의 [}1]는 /n/으로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한 음성인 [P]는 (23l..- ) 

의 경우에는 /ny/로 다르게 분석된다. 한 음성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음소 분석을 

하는데， 이는 국어에서 /yil라는 이중모음이 체계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구개음인 [}1]의 음소 분석은 다음 (24)와 같이 이방향유일성을 어기면서 이루 
어진다)6) 

(24) 7 . [J1] • /n/ : [i] 앞에서 
l..-. [P] • /ny/ : 다른 모음 앞에서 

반모음 [띠도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면 이는 

다음 (25)와 같다)7) 

(25) 7. [띠 • /w/ : [i] 앞에서 
l..-. [벼 • /y/ : [0, u] 앞에서 
C. [띠 • /l(/ : 다른 모음 앞에서 

(257 , l..-)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살펴본 것이지만， (25c )에 대해서는 @의 방법 

과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i, 0 , u]를 제외한 다른 모음 앞에서， 특히 

[e, a] 앞에서 나타나는 반모음 [띠를 /wy/로 분석하는 것과의 차이를 밝힐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반모음을 /wy/로 분석하는 것은 이 반모음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음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l(/를 또다른 반모음으로 음 

소 체계에 끼워넣는다면 음절구조에 무리를 주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음소언 구개음이 선행할 경우의 음소 분석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26) 줘:(←주+어) [tJl(e:], 좌:석 [t J l(a:Sek], 쇄:기 [tJl(iεgi]， 쉐:뜯다 [tJl(e:t’itt’a] 

(26)은 /tfWe/, /tfwa/, /tfwd, /tJwe/로 분석 한다. 국어 에 서 [tfa, tfeJ 등과 
같은 음성형은 음소적으로 /tfa, tfe/와 같이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구개 

16) 배주채(1996， p. 44)에는 음소 /n/의 이음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음소 /1-/은 /i, y/ 앞에서 [P]으 
로 실현되는 기술이 그것인데， 이는 예를 들어 음소 표시인 /sunye끼수녀〕의 /n/은 /y/ 앞에서 [P] 
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음성인 [P]이 /1-/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뜻 
으로 이 기술을 이해해서는 안 휠 것이다. 음성 표시인 [SUJ1e]에서 [P]은 /ny/로 분석되어야 한다. 

17) 음소 분석에 대한 이러한 틀은 사실 구조주의적인 관점에 기댄 바가 크다. 생성음운론에서는 기저와 
표면으로 대표되는 도출의 과정， 즉 음운과정에 대하여 정밀화를 하였다 그런데 국어음운론에는 음 
소 분석과 음운 체계의 측면에서는 구조주의 음운론의 방법론이， 음운 과정의 측면에서는 생성음운 
론의 방법론이 혼재되어 있다. 심사위원의 지적 대로， 형태음소 충위， 음소 충위， 음성 충위와 같은 
세 충위를 설정하고 생성음운론의 방법론을 도입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도 있다. 필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서로 다른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둘의 장점을 
살린다면， 이로써 국어음운론에 기여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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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과 모음의 연속인 [fa, faJ 동을 / sya, sya/로 분석하는 것처 럼 이를 / tfYa, tf 
ya/로 분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어에서 ‘X ’ 이 음소적으로 구개음이어서， 통 
일 조음 위치의 반모음인 /y/와는 계기적으로 실현되기 어 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의 y-계 이중모음은 음소적으로 구개음인 ‘À ， 7 ， ~ ’ 다음에 위치할 수 없다 

는 불완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기술된다. 

(26)에 실현된 반모음 [띠도 구개음인 ‘x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반모음 [띠 

는 ‘경구개’라는 조음 위치에서 실현되는데， 이 ‘경구개 ’라는 조음 위치는 ‘x ’의 조 

음 위치와 동일하다. 따라서 ‘x ’ 아래에서 통일 조음 위치의 반모음인 /y/의 실현 

이 잉여적으로 처리된 것과 동일하게， 반모음 [띠의 조음 위치도 잉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때의 반모음 [띠는 음소적으로 /W/로 처리된다. 음소적으 

로 구개음인 ‘7. , 저 ， ~ ’ 다음에서 lt계 이중모음 역시 실현될 수 없다는 음소배열 

적 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D， C2)， @， @의 네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의 방법 이 가장 타당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과 같은 방법을 따를 경우 ‘[nWa:](←누+어)， [n4a:](←뷔+ 

어〕’가 음소적으로 동일한 /nWa:/로 처 리된다는 점이 문제이며 ， (2)와 같은 방법을 

따를 경우， /wy/와 같은 반모음의 연결을 인정하게 되어 국어의 음절구조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과 같은 방법은 국어의 이중모음 체계 전반 

에 대한 조정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환경에 따라 다 

른 음소로 분석하는 복잡함을 감수하더라도 @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의 방법에 따르면 음성 [띠는 환경에 따라 /W/로， /y/로， /4/로 분석된다. 

이 때 반모음으로 분석되는 음소 /4/를， 다른 반모음과 함께 변별적 자질로 표시 

하면 다음 (27)과 같다 

(27) 

반모음 

(-후설성] 

[-원순성 l 

y 

[+원순성] 

니 

4. 반모음 /q/와 관련된 음운 과정 

(+후설성] 

[-원순성] [+원순성] 

w 

국어에서 반모음 ‘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음운 과정은 반모음화이다. 국어의 반 

모음화는 y반모음화와 W반모음화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y반모음화는 ‘이 ’ 말 

음 어간 뒤에 모음어띠가 연결될 경우에(피+어 • 피어 ~피여 ~펴 :) ， W반모음화는 

‘오， 우’ 말음 어간 뒤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경우에〔보+아 • 보아~보와~봐:) 필 

수적으로 혹은 수의적으로 ‘이’가 ‘y’로 그리고 ‘오， 우’가 ‘W’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이 병근，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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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반모음회도 다른 반모음화와 평행하게， ‘위， 외 ’ 말음 어간 뒤에 모음어미가 연 

결될 경우에 수의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 ’ 모음이 동일한 조음위치 

의 비원순 반모음인 γ’로 바뀌며， ‘오， 우’ 모음이 동일한 조음위치의 원순 반모음 

인 ‘w’로 바해는 것과 같이， 원순의 전설모음인 ‘위， 외 ’가 동일한 조음위치의 원순 

반모음인 ‘디’로 바뀔 것 이다.18)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28)과 같다. 

(28)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f:! τ-'‘ 

.:i2 모 。C그 U U 

중 모 a口 o o 

반 모 음 화 • 

반 모 SIE그t y q w 

4.1. ‘위 ’ 말음 어간의 반모음화 

먼저， ‘뛰-’를 대표적인 어간으로 하여 ‘위 ’ 말음 어간의 활용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29) 뛰+어 • /뛰어， 뛰여， 뚜 ~:， 워.1 :/ 

활용형 ‘뚜 l’[t’qa:]에 대해서는 ‘뛰+어 ’에서 ‘뛰 -’의 어간 모음이 단모음 lü/로 실 

현되는지， 아니면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지에 따라 공시적 인 기술이 달리진다. 

먼 저， ‘뛰 -’의 어간 모음이 단모음 /ü/인 경우에， 이 /ü/는 바로 반모음화하여 / q/ 
로 바뀌며， 이어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서 후행하는 lal가 장음으로 실현된다. 

(3이 디 • q 1 ---1Vstem + V (수의 적 ) 

본고에서는 3장의 결과에 따라 반모음 /q/를 국어의 음소 체계에 포함되는 것 

으로 파악한다. 반모음 Iql는 원순의 전설 모음인 /ül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 

로서， /ü/보다 조음자와 조음점 의 간격 이 더 좁은 반모음이 다. 따라서 /ü/는 반모 

음화의 환경 에서 /ql로 반모음화를 일으킨다. 이는 ‘우， 오’가 동일 환경에서 W반 

모음화를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 

18) 이러한 니반모음화는 ‘위， 외’가 확고하게 ! ü, ö!로 자리잡고 있는 일부 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뛰-어’에서는 ‘뛰어 - 뛰여~뚜 ~ :’로， ‘괴-아’에서는 ‘괴아~괴야~고 k’로 실현되는 충남 및 전북의 일 
부 방언에서 다른 반모음화와 평행한 니반모음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 망언에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 '1반모음화가 ’위’ 말음 어간의 활용형에서만 나타날 뿐， ‘외’ 말음 어간의 활 
용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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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허웅(1985， p. 279)에서는 “‘뉘+어’ 
는 /nü+e/ • [nqe]로 바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순조로운 풀이다"라고 하여 ‘U’ 

가 ‘q’로 바뀌는 변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서 “곧 [nqe]의 [띠도 역시 /w/ 

의 한 변이음으로” 파악한다고 정리하여， 본고와는 다른 처리를 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핀 바 있듯이 본고에서는 ‘어， 아’ 앞에 있는 반모음 ‘q’를 /w/의 이 

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파악한다. 즉 [We, lje]는 결코 음소적으로 통 

일하지 않다. 만약 이들이 음소적으로 동일하다면， ‘누+어’의 활용형 인 [nWe:]와 ‘뉘 

+어’의 활용형 인 [nlje:], ‘뚜+어’의 활용형 인 [t’we]와 ‘뛰+어’의 활용형 인 [t’lje]가 모 

두 음소적으로는 동일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화자들은 항상 다른 소리 

로 인식하며 쉽게 구별한다. 본고에서는 ‘q’를 환경에 따라 음소로 파악하며， q반모 

음화라는 음운 과정도 폰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전설의 원순모음도 후설의 원 

순모음과 마찬가지로 반모음화가 가능하며， 그 결과는 후설의 원순모음인 경우에 

W반모음화로， 전설의 원순모음인 경우에 q반모음화로 나타난다고 파악한다.(유재 

원， 1985, pp. 7-8) 
김경아{1996， p. 34)에서는 [t때，:]의 실현과 관련하여 “/ü/가 직접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이중모음 /wi/의 /w/가 i의 전설성에 이끌려 [띠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여 단모음 /ψ의 직접적인 반모음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이{2000， pp. 169-174)에서는 다시 /디/ 
가 반모음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lje:]의 실현은 음성적인 충위에 

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유필재(2001， pp. 194-1%)에서는 단모음 /디/에서 반모음화하는 것을 “wy반모 
음화”로 부르고 있다. 즉， 단모음 /디/에서 반모음 [떠로 반모음화가 일어나는데， 이 

를 음소적으로 /wy/로 파악하고 이러한 반모음화 과정에 대한 명칭을 붙인 것이 

다. 이러한 음소 분석이 불가함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반모음 [띠를 

반모음 W와 y의 계기적인 연속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남 

방언에서 반모음 [띠가 실현되는 유명한 예인 ‘말류+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음성형 

인 [maÁÁlja]는 /mallywa/라는 도출과정의 형식을 갖게 된다. 이때의 반모음 /lj 

/는 /wy/가 아닌 /yw/와 관련된다. 따라서 반모음 [띠는 W와 y의 둘의 동시적 

인 실현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뛰-’의 어간모음이 /wi/일 경우에 실현되는 음성형 [t’lje:]의 기술 방 

법에 대해 살펴보자. 어간의 핵모음인 /i/가 반모음화하여 /wy/라는 도출과정의 

연쇄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김경이{2000)에서는 이 

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31)과 같다)9) 

19) Y반모음화， W위치통화， y탈락 둥의 세 과정은 동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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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wi+e 
• --- y반모음화 

t’wy:e 
• --- W위치동화 

t’qy:e 
• --- V탈락 

t’Q:e 

/wi/라는 이중모음에서 /w/는 음성적으로 [띠로 실현된다. 이러한 [띠는 [i]의 

전설성에 이끌려 실현되는 Iw/의 이음인바， /y/ 앞에서도 이러한 이음적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y/ 때문에 이루어지는 /w/의 이음적 실현이， /y/가 탈 
락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통시적인 음운 변화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음운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w위치동화는 공시적인 과정 

인 동시에 이음 과정이다. 이것이 이음 과정이라는 것은 그 환경인 ‘i, Y’가 없어질 
때 W가 전설의 변이음인 ‘q’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읍적 환경의 상 

실 이후에도 조건된 변이음이 지속되는 것은 이미 그것이 변이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통시적인 음운 변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공시적인 도출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통시적인 음운화와 거리가 멀 
다.2이 

본고는 위의 경우를 /wy/가 /q/로 축약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1) 앞 

에서 우리는 /q/를 W와 y의 동시적 실현으로 해석한 바 있는데， ‘w+y’나 ‘y+w’ 

나 모두 /q/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wy/ 혹은 /yw/의 연쇄가 불가 

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q가 W와 y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2) t’ü+e t’wi+e 
•… q반모음화 y반모음화 

t’qe t’wYe 
wy축약 

t’qe 

/웨:1라는 음성형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전남 등에서 나타난다. 배주채 

(1998, pp. 120-121)에서는 전남 고홍 방언의 이 활용형을， ‘어’가 ‘이， 위’ 뒤에서 

‘에’로 바뀌는 ‘어’전설화의 과정에 이어， ‘에’ 앞에서 ‘위’가 W로 바뀌는 반모음화의 

20) 또한 위의 도출 과정은 음운과정과 이음과정이 혼재해 있다.y반모음화와 y탈락은 음운과정인데 비 
하여， W위치통화은 이음과정이다. 적용 순서는 ‘음운과정-이음과정-음운과청’언 셈이다. 

21) 입력부와 출력부 중간 단계의 도출형에 대해서는 이들이 구체적인 음성이 아니라는 점을 중시하여 
음소 표시의 기호(1 1)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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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공시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음운 규칙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어’전설화의 과정을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22) 이를 보이면 

다음 (33)과 같다. 

(33) t’ü+a 

<d 
” u ‘ --

•--- ‘어’전설화 

t’üe 
• w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t’we: 

하지만 ‘어’전설화(또는 ‘아’전설화}라는 과정은 최명옥(1982， p. 133)의 ‘완전순행 
동화’를 달리 해석한 것으로， /세+어/→/세:/， /깨+아/→/깨:/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어’전설화{혹은 ‘아’전설화)나 완전순행동화의 음운 과정을 /돼:/의 경우와 같이 

‘위’ 말음 어간의 활용형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는 /ψ가 반모음화하면 /w/로 된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이승재(1980， p. 98)를 인 
용하면 다음 (34)와 같다. 

(34) 그런데 [-cons, +voc, -grave, +found]인 /ö/와 /ü/가 활음으로 변화한다 

는 것은 우선 [+voc]이 [-voc]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cons, -VOC, 

-grave, +round]인 활음은 없으므로 [-grave]를 적절히 처리할 필요가 생 

긴다. … “. ‘/t’ü+e/ • t’W+e, /tö+aSe/ • tw+aSe’ 등으로 일차적 인 변화 

를 겪는다. 이때 {+roundl인 합유이번서 r-gravel임 수 없다는 부정옥 구조 

제약에 의하여 [-grave]가 후속하는 모음 ‘-아/어’에 넘겨진다고 할 수 있다. 

(밑줄은 필자) 

결국 ‘어’전설화의 원인은 ‘위’ 모음의 전설성에 있고 이 전설성이 후행하는 모음 

에 넘겨지는 데에 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ü/가 반모음화할 경우에 /w/가 아닌 

/q/로 반모음화한다고 파악한다. ‘위’ 모음이 가진 전설성이 반모음화 후에도 그대 

로 /q/에 남게 되기 때문에， ‘어’전설화의 음운론적 동기는 불투명하다. 

/웨:/라는 활용형에 대하여는 이것이 통시적인 산물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 

해는 이상신(l~쩌， pp. 64-67, pp. 79-80)에서 비롯한 것으로 유필재(2001， pp. 128-136) 
에서 자세하게 검토되었다. 즉， /웨:/는 어간의 모음이 하향이중모음인 ‘uy’였던 

시기에 만들어진 활용형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활용형의 통시적인 형성 과정을 보 

22) 이러한 처리는 허웅(1985， p. 278)의 ‘되+어’의 활용형인 /돼:/의 처리와 통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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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다음 (35)와 같다. 

(35) t’UY+a 
v 

t’UYa 
v--- Ya>e 

t’ue 
v--- W반모음화 

t’we: 

활용형 /웨:/가 이러한 통시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면， 이는 공시적인 음 

운 과정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최명옥(1985， 1988)에서의 변칙 용언의 공시적 기술 

과 같이 어휘화된 이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봉국(2000， p. 26-28)에 
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웨:/의 공시적 기술을 행한 바 있다. 

4.2. ‘외’ 말음 어간의 반모음화 

‘외’ 말음 어간의 활용형은 ‘되-’를 대표적인 예로 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36) 되+어 • /되어， 되여， 도 ￥ 돼:/ 

먼저， /도 암/라는 활용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도 J::/는 어간 ‘되-’에 어미 

‘-아’가 결합한 활용형이다. 중부 방언에서는 현재 ‘되-’를 비롯한 ‘외’ 말음 어간에 

연결되는 모음어미로 ‘-어’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활용형 /도 J::/가 나타 

나는 방언에서는 이를 ‘-어’가 선택된 것이라 볼 수 없다.경) 유펼재(2001， pp. 132-136) 
에서는 어미 ‘-어’가 선택된 ‘되+어’형과 어미 ‘-아’가 선택된 ‘되+아’형이 문헌에서 

출현한 빈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20세기 초까지는 어떤 형이 우세하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어미 ‘-아/어’의 선택 양상은 방언에도 그 

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도 ]::/에서는 어미 ‘-아’가 선택된 것이다}4) 

‘되+아’의 활용형으로 /도 þ:/는 어간모음 /ö/의 반모음화 과정이 적용된 결과 

이다. 단모음 /ö/가 반모음화한다변 이는 /q/일 수밖에 없다. /q/는 전설 원순의 

23) ‘되-’의 활용형으로 /두 v가 나타나는 방언에서는 어미로 ‘-어’가 선택되었다고 할 수 았다. 

24) 유펼재(2001， p. 136)에서는 “‘외+아라면 공시적으로 가능한 음운과정이 적용된다. ‘.>L. t:[qa]’로 실현 
된다라고 하여 이려한 처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바 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영히 해 

둘 것은 ‘외+어’라고 하여도 /ö/가 반모음화할 때는 /q/로 바뀐다는 점이다. 즉 /ö/는 뒤에 ‘아’가 
오건 ‘어’가 오건 이에 상관없이 반모음화의 환경에서는 항상 /q/로 바뀐다. 실제 충청 방언에서는 
‘되+어’의 활용형으로 ‘도 k’ 외에 ‘두 ~:’도 나타난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방언에서 이려한 q반모음 
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음운과정이 공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기제로 
형성된 활용형을 사용하고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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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설 원순의 /ö/가 /q/로 반모음화하는 것은， 후 

설 원순의 /0/가 /w/로 반모음화하는 것과 동궤의 것이다. /ö/의 반모음화 과정 

을 규칙으로 보이면 다음 (37)과 같다. 

(37) ö • q / -1V stem + V (수의적) 

결국 /도 Þ:/는 다음 (38)과 같은 과정을 걸쳐 실현된다. 

(38) tö+a/a 
• --- ‘어/아’ 선택 

töa 
• q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tqa: 

/돼:/라는 활용형은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웨:/의 지리적인 분포와 달리， 매우 

넓은 지역에서 폭넓게 나타난다./돼:/의 도출을 위한 음운 과정은 허웅{1985， p. 278) 
에 제시되어 있는데， 어미 ‘-아/어’가 ‘애’로 바뀌고， ‘외’가 W로 반모음화하는 과정 

을 거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소간의 용어의 차이는 있느나， 이승재(1980) 및 배 

주채(1998) 동도 이러한 과정 자체는 동일하게 파악하였다. 배주채(1998)을 기준으 

로 하여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 (39)와 같다. 

(39) tö+e/a 
•--- ‘어/아’ 선택 

töa 
•--- ‘아’전설화 

töe 
• w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twc: 

김경이{2000， pp. 166-169)에서도 /ö/가 /w/로 반모음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 

다. 그런데 위의 논의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어미 ‘-아/어’에서 선택되는 어미를 

‘-어’를 상정하였다. 단모음 /ö/가 반모음화한 [9]의 음성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어미의 ‘어’가 전설화되어 ‘에’ 후은 ‘애’로 실현되는 것으로 /돼:/를 설명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모음의 음성적인 특성 때문에 핵모음인 모음의 변통이 일 

어날 수 있는지와， ‘어’가 전설화하면 ‘에’가 될 것인데 /wr.l로 실현되는 표면형과 

의 차이를 ‘에:애’의 대립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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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돼:/에 대한 여러 설명은 앞에서의 /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모음 

/ö/가 반모음화할 때 /w/로 바뀐다고 하여 인정한다는 점에서 본고와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단모음 /ö/가 반모음화할 때는 /L{/로 

바뀐다고 파악한다. 유재원(1985: 5-7)에서는 본고와 같이 단모음 /ÜI는 /L{/로 반 

모음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모음 /ö/에 대해서는 /w/로 반모음화하는 것 

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디/에 대한 반모음화와 /δ/에 대한 반모음화는 체계적 

으로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u, 0/가 모두 /w/로 반모음화하는 것과 평행하 

게， 단모음 /ö/, /디/가 모두 /L{/로 반모음화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활용형 /돼:/에 대해서도 (3되에서의 /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통시적 

인 산물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역시 이상신(1998， pp. 60-64, pp. 76-68) 
의 논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유필재(2001， pp. 128-132)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펼 

친 것이다. 이의 핵심은 ‘ö+e • Wfj，’라는 과정이 체계상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돼:/라는 활용형은 어간 말음인 ‘외’가 하향이중모음였던 시기의 활용형을 그대로 

이어받고 았다는 것이다./돼:/에 대한 통시적인 과정을 보이변 다음 (4이과 같다. 

(40) toy+a 
• 

toya 
• ya>f: 

tOf: 

• w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tWfj, 

결국 /돼:/은 /되+어/의 공시적인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대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나타나는 /돼:/는 ‘외’가 하향이중모음인 시기의 활용형이 굳어진 

것이므로， 앞의 /웨:/의 처리와 평행하게 부자연스러운 공시적 음운 기술을 포기 

하고 어휘화된 이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필재(2001， p. 136) 및 김봉 
국(2000， p. 28)에는 이러한 공시적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5. 결 론 

국어 연구에서 반모음 ‘미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국어에서 음성적으 

로 존재하는 반모음 ‘q’의 존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식이 이루어졌으 

나， 이를 음운 체계 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반모음 ‘q’를 체 

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고는 국어에서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반모음 ‘q’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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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음소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미는 음성적으로 전설 원순의 반모 

음이다. 반모음 ‘q’는 /w/의 변이음으로 실현되기도 하며， /y/의 변이음으로 실현 

되기도 한다. 즉 ‘q’는 전설의 평순 모음인 /iI 앞에서 /w/가 위치할 때에 실현되 
며， 후설의 원순모음인 /0, u/ 앞에서 /y/가 위치할 때에 실현된다. 형태소와 형 
태소가 결합하는 경계에서도 ‘q’는 실현된다. 또한 반모음 ‘q’는 다른 모음과 계기 

적으로 연결되어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 있으며， 국어에 음성적으로 존재할 수 있 

는 상향이중모음으로는 [lli, llU, 1l0, lle, llf:, lle, lla]가 있다. 

음소 분석의 과정을 거쳐 반모음 ‘q’는 @ 반모음 /w/의 변이음인 [띠，(2) 반모 

음 /y/의 변이음인 [띠，@ 반모음 /ll/로 분석되는 [띠로 나눌 수 있었다.(1)에는 

모음 ‘i ’ 앞에서 실현되는 [띠와 음소적인 구개음 뒤에서 실현되는 [띠가 해당된다. 
그 예로는 ‘위 [lli], 줘 [tflle], 좌 [tfqa], 쇄 [tfllC], 혜: [tfqe]’ 등이 있다.(2)에는 후설 
의 원순모음 ‘U, 0’ 앞에서 실현되는 [띠가 해당된다. 그 예로는 ‘우유 [uqu], 용 [qOlJ]’ 
등이 있다.@은 @과 @의 경우를 제외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띠가 해당되는데， 

‘뚜 t [t’qe:], 도 ):: [tlla:], 수 헤: [Jlle], 쏘 ~: [J'llC]’ 등이 있다. 그 결과 반모음 /q/는 
국어에서 음소로 존재하는 반모음인 /w, y/와 함께 반모음 체계를 형성하게 된 

다. 변별적 자질로서 반모음 /q/를 표시한다면 [-:A}음성성절성후설성，+원순성]이 

된다. 

이와 더붙어 본고는 반모음 /q/와 관련된 음운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다른 

반모음화와 평행하게 ‘q반모음화’라 불렀다.q반모음화는 y반모음화나 W반모음화 

와 실현 양상이나 제약 변에서 동일하다.q반모읍화는 ‘위(ü)’나 ‘외 (ö)’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ψ어’로 시작하는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본고에서는 음운과정으로서의 q반모음화가 적용되는 방언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되-’를 예로 들자변， q반모음화가 적용된 음성형인 ‘도 ]:: [tqa]’ 
혹은 ‘두 ~: [tqe:]’는 충남의 일부 벙언에서만 나타난다. 매우 자연스러운 음운과정 

으로 파악한 q반모음화가 적용되는 방언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돼: [twε]’라는 음성형은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돼:’라는 

형식의 존재를 통시적인 산물이라 파악하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형 

식이 거의 모든 방언에서 쓰이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또 ‘돼:’ 

라는 형식이 쓰이고 있는 방언에서도 ‘도 k지고기〔厭肉)， 오추:손(左手)’ 동과 같이 

형태소 내부의 몇몇 경우에서는 q반모음화가 적용된 예들이 보이는데， 어떤 과정 

을 거쳐 형성된 것인자 확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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