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 활용형 에 적용되는 모음 축약 

이진호 

(전남대) 

Lee, Jin-Ho. (2004). Vowel-coalescences applied to the conjugational 
form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0(1), 177-194. 

There are some peculiar vowel-coalescence phenomena in Korean. The ex
amples are as follows; phi +a(sa)[phe:(sa)], 1fu +a샌a)[1fo:(sa)]， Sü +a(sa)[Sö:(Sa)] 
etc. These can be classified as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vowel of the 
verb stem When each stem-final vowel meets each ending-initial vowel 냥， 
vowel- coalescence applies to a series of vowels ; i +송→e:， u+운→0:， ü+용→Ö. 

This type of vowel-coalescences has been described as going through two 
steps in synchronic phonology. One is a glide-formation, and the other is a 
diphthong-reduction ; phi +a(s하→phya:(sa}→phe:( sa), 1fu 十a(sa}→1fwa:(sa}→1fo:(sa).
But this is not the best explanation in Korean phonology. Instead, we propose 
a new phonological rule which puts together a stem-final vowel and en띠ng
initial vowel directly ; phi +a(Sa}• phe:( Sa), 1fu + a( Sa)•1f O:(Sa). By devising this 
rule, we can explain three different types of vowel-coalescence in a unitary 
way. And we can escape the problems of previous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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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íptlon 

1. 셔 론 

음운 과정의 여러 유형 중 두 개의 음운이 결합하여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국어의 축약은 크게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쥔다.1) 자음 

축약은 유기음화가 대표적이며 모음 축약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대표적이다. 

‘좋다{조타]’， ‘축하[추카]’에서 보이는 유기음화， 방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별> 

벨， 핑>꽁’의 변화， 중세국어 시기에 이중모음이었던 ‘애 [ay]， 에 [ey]’ 등이 단모음 

‘f;, e’로 바뀐 것은 모두 축약의 일종이다. 

국어에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을 구분하는 태도는 축약의 대상보다는 축약의 

결과를 중시한 것이다. 축약의 대상을 중시하여 ‘모음 축약’을 모음과 모음이 만났 

을 때 일어나는 축약이라고 정의한다면 ‘별>벨， 핑>꽁’이나 ‘aY> f;, ey>e’와 같이 

활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모음 축약이라고 할 수 없을 

1) 이 외에 성조 축약을 포항시킬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분절음 충위만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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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은 각각 축약의 결과가 자읍인지， 모음인지 

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축약의 결과를 중시할 때 모음 축약은 다시 단모음 연쇄에 적용된 것과 이중모 

음에 적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보이대oi]> 봐:다{ö]， 사이 [ai] >새:[리， 버히다[ey] 

>베:디{e]’ 등은 단모음 연쇄가 다른 단모음으로 바뀐 것이며， ‘별>벨， 핑 >꽁’이나 

‘aY>E, ey>e’ 등은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단모음 연쇄에 적 

용되는 축약은 대부분 후행 모음이 ‘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현대국어 이전 시기에 

는 y로 끝나는 하향 이중모음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이다， 사이， 버히다’의 

단모음 연쇄인 ‘오이， 아이， 어이’는 먼저 이중모음인 ‘oy, ay, ey’로 바뀐 후 단모음 

으로 축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모음 축약은 공시음운론적 기술의 대상이 

된다‘ 공시음운론에서 다루는 모음 축약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1. 잡헤서(잡히어서)， 마썼대마시었다)， 횡겠대령기었다)， 무겠대무치었 

다)， 매달레(매달리어L 묶에(묶이어) 

L. 노:서(누어서)， 종:다{주었다)， 도:서(두어서)， 바꼬〔바꾸어〕 

(1)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모음 축약이 적용된 것으로 대부분의 논의에서 

는 활음화와 이중모음 축약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으로 기술되었다‘ 즉 ‘자피어서 

→자펴서→자페서’， ‘누어서→눠:서→노:서’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기술 태도는 몇몇 문제점을 일으킨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1)과 다른 유형의 축약 자료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적용되는 모음 축약의 공시론적 기술에 

대한 기존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료까 

지 포함하여 국어 모음 축약의 공시론적 기술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 

다.2장에서는 모읍 축약이 공시적으로는 어떤 적용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공시적 

적용 양상이 통시적으로는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 

한 표면상 이질적으로 보이는 여러 자료들의 기저에는 공통적인 음운론적 통기가 

숨어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3장에서는 모음 축약 자료들을 공시론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기술 방법을 가려 낸다. 그리고 이 

글에서 채택한 음운론적 기술 방법에 담긴 의미들을 여러 측면에서 살펼 것이다. 

2. 모음 축약의 적용 양상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적용되는 모음 축약은 ‘이， 우， 위’로 끝나는 용언 어 

간 뒤에 ‘-어X’ 형태의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된다. 그런데 어간말 모음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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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용 양상 및 지리적 분포가 차이를 보인다.김 

2.1. 이-말음 용언 어간 

이-말음 용언 어간 뒤에 ‘-어X’ 형태의 어미가 올 때 모음 축약을 보이는 활용형 

들은 (2)와 같다. 

(2) 끓에라〔끓이어라)， 지달레라{지달리어라)， 꼽헤{꼽히어)， 씻게{씻기어)， 뱉게(뱉 
기어)， 드겠다{드시었다)， 폈:디{피었다)， 숨게래숨기어라)， 뉘베야(뉘비어야) 

표면형만을 보면 어간말 모음 ‘이’와 어미초 모음 ‘어’가 결합하여 ‘에:’로 나타난 

다)) 최명옥(1995， p. 16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와 같은 모음 축약은 어간말 모 
음 ‘이’ 앞의 자음 유무， 자음이 있다변 그 종류， 그리고 어간의 음절수 등에 따라 

방언별 적용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적용 여부만을 고려하면 강원， 충 

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방언 등 많은 하위 방언에서 (2)와 같은 모음 축약이 나타 

난다. 

(2)에 나타난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 

(3) '. Ìa>ya:>e: 
L. ia>ya:>yay:>ye:>e: 
c. la>ya:>ye:>e: 
근. la>ya:>ey:>e: 

- 허 웅(1965， p. 477), 이 병 근(1973， p. 139) 
- 오종갑(1983， p. 291), 최 전승(1986， p. 176) 
- 김 완진(1963， p. 80), 곽충구(1995， p. 34) 
- 유창돈(1958， p. 38), 이광호(1978， P‘ 164) 

이 중 도치에 이은 축약 과정을 상정한 (32)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때 (2)가 

겪은 통시적 변화 과정은 (3 ， -ζ)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설명은 두 

부류로 묶을 수 있다. 하나는 (3 ，)처럼 ‘여’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에’ 

로 축약된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3L , c)처 럼 ‘여’가 중간 단계인 ‘예’를 

거친 후 ‘에’로 바뀐다고 보는 견해이다. ‘여’가 중간 단계를 거친 후 ‘에’로 바뀐다 

고 보아야 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4) 기. 너계(<너겨， 십구사략언해 1: 74), 섬계(<섬겨， 십구사략언해 2: 35), 
직계(<직켜， 이대봉전 699), 소겐(<소견， 화룡도 1065), 막기예서(<막기 
여서， 십구사략언해 1 : 58) 

2)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언 자료는 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칸행한 〈한국방언자료집〉에서 발 
취l한 것이며 그 이외에 참고문헌에 제시된 방언 대상 연구 업척에서 가져온 것도 있다. 구체적인 자 
료 출전 표시는 생략한다. 또한 이 글의 목적이 모음 축약의 지리적 분포를 다루는 것에 있지는 않 
으므로 북한 방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3) 2음절 이하에서는 단모음화(短母音化)의 적용을 받아 ‘에’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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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너게(<너겨， 영남삼강록 17: 5), 베살{<벼슬， 심청전 118), 빼(<뼈， 심청 
전 121), 메나리(<며는리， 유충열전 하 8), 맛게(<맛겨， 십구사략언해 
1: 37) 

L. 등제(<등겨)， 왕제(<왕겨)， 째(<혀) 

c. 잡했대잡히었다)， 먹예래벅이어라) 

첫째， (4" '’)에서 보듯이 문헌 표기에는 ‘여>예’의 변화가 ‘여>에’의 변화 못 

지 않은 비율로 나타난다.4)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가 먼저 ‘예’로 변화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일 수 있다. 둘째， (4L)과 같이 ‘여’ 앞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가 ‘에’로도 변화한 것을 설명하려면 ‘여’가 ‘예’로 바뀐 후 ‘에’로 변화했 

다고 보아야 한다{김완진， 1963, p. 80). 만약 ‘여’가 곧바로 ‘에’가 되었다면 ‘왕겨’는 
‘，.구개음화’와 ‘여-축약’의 상대적 규칙순에 의해 ‘왕저’ 또는 ‘왕게’로만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에는 경구개음 뒤에서 y가 탈락해야 하며， 

‘여-축약’이 일어나면 ‘，.구개음화’의 환경이 없어지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왕제’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4도)에서 보듯이 아직 몇몇 방언에서는 ‘잡 

혔다， 먹예라’와 같이 ‘예’가 나타나고 있다{곽충구， 1995, p. 34). 
그러나 (4)가 ‘여’가 중간 단계를 거쳐 ‘에’로 바뀌었음을 말해 주는 중요한 근거 

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3 ，)과 같은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과 같 

이 문헌에는 여전히 ‘여>에’의 변화를 보여 주는 예들이 존재한다.5) 또한 곽충구 

(2001, p. 263)에서와 같이 (4L)을 체언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해석하변 (3,) 
과 같은 변화 과정으로도 설병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4c)에 제시된 활용형의 

존재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통시적 변화를 함의한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이 따 

라서 (3，)과 (3L , c) 중 어느 것이 실제 변화 과정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설명 방식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 

저에는 동일한 기제가 놓여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즉 ‘여’가 ‘에’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여’의 활음 y가 지닌 전설성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결 

정적이라는 것이다. (3 ，)과 같은 축약이나 (3L)과 같은 y.첨가， (3c )과 같은 전설 

모음화는 모두 ‘여’의 활음 y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의 차이는 
부수적일 뿐 변화에 대한 근본 동기는 같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4) 여기 제시되는 문헌 예는 오종갑(1983)， 최전숭(198이， 백두현(1992)， 최병옥(199되에서 부분 발훼한 
것임을 밝혀 둔다. 

5) 백두현(1992， p. 205)에서는 (4기)과 (4 ，’)을 일종의 혼기로 해석하고 역사척으로는 ‘여’가 직접 ‘에’ 
로 축약되었다고 보았다. 

6) 이 밖에 (4L)은 7'.-계열 자음 음가의 통시적 변화 및 그 뒤에 위치한 ‘여’의 변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4 L )과 같은 자료만으로 ‘여’의 변화를 속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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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말음 용언 어간 

(5)에서는 우-말음 어간 뒤에 ‘-어X’계 어미가 올 때 두 모음이 합쳐져 ‘오:’로 실 

현되고 있다. 

(5) '. 노:서(누어서)， 종:다{주었다)， 또:라(두어라〕 
L. 줬:다(꾸었다)， 바꼬(바꾸어)， 초:서(추어서)， 쫓:다{추었다) 

이러한 모음 축약은 주로 강원， 경북， 경남 방언에서 흔히 나타난다. 경북， 경남 

방언은 (5기)과 같이 주로 1음절 용언 어간 중 ‘누-， 주-， 두-’에 국한하여 모음 축약 

이 일어남에 비해， 강원도 방언은 (5기)은 물론 (5L)과 같은 예도 있어 적용 환경 

이 더 넓은 편이다. 

(5)와 같은 활용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도 (3)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6) ,. Ua>Wa:>O: 

L. Ua>Wa:>WaW:>WO:>O: 
C. Ua>wa:>WO:>O: 

(6)은 (3)과 평행한 관점에서 (5)의 형성 과정을 추론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의 논의는 (6，)과 같이 W와 ‘어’가 축약되어 곧바로 ‘오’가 되었다고 보았다. (6 L ) 

이나 (6c)과 같은 변화 과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령 (6L)은 ‘WaW’와 같은 

하향 이중모음이 역사적으로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 (6c )은 ‘WO’라는 이중모음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해명하기 어렵다. ‘워’가 ‘오’로 변화한 것은 

‘여’가 ‘에’로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워’의 활음 W가 지닌 원순성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3. 위-말음 용언 어간 

이익섭(1972， p. 109)에 따르면 강릉 방언에서는 위-말음 어간 뒤에 ‘-어X’계 어미 
가 올 때 다음과 같은 활용형이 나타난다. 

(7) SÖ:Sa(쉬어서)， thö:(튀어)， t’ö:(뛰어)， sö:tk’una(쉬었구나) 

이와 비슷한 활용형은 전남의 일부 방언에도 존재한다. 

(8) thö:t’a(튀었다)， t’ö:Sa(뛰어서)， Sö:sa(쉬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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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에서는 어간말 모음 ‘위’와 ‘어’가 결합했을 때 단모읍 ‘외:’로 실현되었다.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하나의 모음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축약으로 볼 수 있 

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7), (8)을 축약으로 다룬 적은 별로 없다. (7), (8)에도 
모음 축약이 개입되어 있음은 이 활용형들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9) τ UYe > ue > we: > ö:7) 

L. Uye>ue>we:>wew:>WÖ:>Ö: 
亡. Uye>ue>we:>WÖ:>Ö: 

위-말읍 어간의 ‘위’는 역사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이었으므로 위-말음 어간 뒤에 ‘

어X’계 어미가 올 때의 변화 과정은 (9)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6)에서와 같 

은 이유 때문에 (9 L ) , (9드)은 배제된다. 결국 (7), (8)의 활용형들은 (9，)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데 (9，)의 ‘we>ö:(이하 웨-축약)’은 이중모음의 축약이며 (3 ,), 

(6 ，)과 평행적이다. 웨-축약 역시 ‘웨’의 활음 W가 후행하는 모옴 에’에 영향을 미 

쳤다는 점에서 ‘여>에’나 ‘워>오’와 동일하다. 

2.4.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 ‘이， 우， 위’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X’계 어미가 올 때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활용형들은 표면상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공통 

점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공통점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통시적 차원에서 볼 때 각각의 활용형들은 변화의 양상과 동기가 비슷하다. 

(3), (6), (9)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활용형들은 모두 활음화를 겪어 이중모음이 
형성되었으며 이중모음의 활음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이중모음이 단 

모음으로 변화했다. 가령 이-말음 어간의 경우에는 활음 y의 전설성이， 우-말음 어간과 

위-말음 어간은 활음 W의 원순성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미친 결과 각각 ‘에.， 오 

외:’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변화를 겪은 과정이나 동기가 공통적이다. 

또한 변화의 입력형도 비슷한 구조를 지닌다. (3), (6), (9)를 보면 모음 축약과 관 
련된 변화는 ‘여 (ye)， 워 (We)， 웨 (we)’에 적용됨을 알 수 있는데， 이 이중모음들은 

‘활음+중모음’의 구조를 가진 이중모음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10모음 체계를 기준 

으로 할 때 국어의 활음이 y, w이고 중모음이 4개이므로 ‘활음+중모음’의 구조를 

가진 이중모읍은 최대 8개가 가능하다. 이 중 ‘wo, Wö’은 원순성의 중복으로 불허 

되며 ‘yö’ 역시 국어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이중모음이므로 결국 ‘활음+중모음’의 

구조를 가진 이중모음은 통시적으로 ‘여， 워， 웨， 예， 요’의 다섯이다. 

7) ‘Uya>ue’는 ‘여>에’의 변화 과정을 (3 ,)-(3c)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간 단계가 더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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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는 활음 y에 후행하는 모음이 이미 전설모음이므로 y의 전설성 이 후 

행모음에 영향을 미쳐도 별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또한 ‘요’는 몇몇 방언에서 

‘요>외[ö]’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여>에’와 같은 성격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08) 

이것을 고려할 때 ‘여， 워， 웨’가 각각 ‘에1 오， 외’로 바뀐 것은 통시음운론적인 관점 

에서 볼 때 ‘활음+중모음’에 적용된 더 큰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들 변화는 동질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공시음운론적인 차원에서도 각각의 활용형들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모든 어간들은 어간말 모음이 고모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10모음 체계 

에서 상정할 수 있는 4개의 고모음 중 ‘으’를 제외한 나머지 고모음이 어간말 모음 

으로 쓰일 때 축약이 일어나고 있다. ‘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X’계 어미가 올 

때에는 (2), (5), (7), (8)과 같이 축약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으’에 대응하는 활음이 국어에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3), (6), (9)에서 
도 알 수 있었듯이 모음 축약과 관련된 활용형들의 역사적 변화 단계에는 활음화 

의 적용을 받는 단계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어간말 모음 ‘으’는 활음화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타의 ‘이， 우， 위-말음 어간’과는 행동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중모음의 축약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어간말 모음 

‘으’는 어미초 모음 ‘어’ 앞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즉 ‘여， 워， 웨’와 같은 이중모음 

의 변화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으-말음 어간은 으-탈락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어 

간말의 ‘으’가 후행하는 모음 ‘어’와 결합하여 다른 모음으로 축약되는 변화는 기대 

할수 없는 것이다. 

공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간말 모음이 모두 고모음일 때 모음 축약이 일어난 

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공통점도 발견된다. 가령 후행하는 어미의 첫모음은 반드시 

‘어’이어야만 한다. 후행하는 어미가 ‘아’로 시작하면 모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기저형과 표면형을 비교해 보면 어간말의 고모음과 어미초 모음 ‘어’가 결합 

했을 때 나타나는 모읍은 어간말 고모음의 모음 높이를 중모음으로 바꾼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10) 1. 어간말 ‘이’ + 어미초 ‘어’ 탑 이(고모음) • 에:(중모음). 예) 숨게라(숨 

기어라) 

L. 어간말 ‘우’ + 어미초 ‘어’ C순 위고모음) • 오:(중모음). 예) 노:리{누어라} 

C. 어간말 ‘위’ + 어미초 ‘어’ 당 위〔고모음) • 외:(중모음). 예) 쇠:서(쉬어서)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말음 어간의 경우 ‘-어X’계 어미와 결합했을 때 어 

8) 강왼도 방언의 ‘요〉외’는 이병근(1973)， 충남 방언의 ‘요>외’는 도수희(1977)， 19세기 전라 방언의 
‘요〉외’는 오종갑{1983)， 최전승(1986)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중 오종갑(1982)， 최전승(1986)은 ‘요> 
외’를 단순한 축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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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말에 위치한 고모음 ‘이’를 중모음으로 바꾼 ‘에’가 나타난다. 또한 (되에 제시된 

우-말음 어간은 ‘우’를 중모음으로 바꾼 ‘오’가， (7), (8)의 위-말음 어간은 ‘위’를 중 
모음으로 바꾼 ‘외’가 표변형 에 실현된다.9) 

이처 럼 모읍 축약를 보이는 이-말음 어간， 우-말음 어간， 위-말음 어간의 활용형들은 

통시적인 면이나 공시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모음 축약이 나타나 

는 방언의 지리적 분포는 어간말 모음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이미 언급했 

듯이 이-말음 어간에서 나타나는 모음 축약은 상당히 많은 방언에서 나타나지만 우

말음 어간의 모음 축약은 이보다 범위가 좁으며 위-말음 어간의 모음 축약은 강원， 전 

남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만 나타난다. 어간말 모음에 따라 모음 축약의 지역적 분포 

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어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여-축약은 ‘어 : 에’의 대립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에’는 전설모음 중 비교적 일찍 

확립되었으며 움라우트 등의 음운 현상을 통해 그 대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런 이유 때문에 여-축약은 많은 하위 방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워-축약 

은 ‘오 : 어’의 원순성 대립과 관련되는데 원래 ‘오’의 원순성 대립짝은 ‘?’였다)이 

‘오’의 원순성 대립짝은 ‘ q ’의 소멸과 함께 ‘어’로 바뀌었는데 ‘워-축약’이 일어날 무 

렵에는 ‘오’와 ‘어’의 원순성 대립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중부 방언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비원순모음화를 제외하면 ‘오 · 어’의 원순성 

대립을 강화하는 음운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워-축약은 

여-축약에 비해 지리적으로 좁은 분포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웨-축약 

이 극히 일부 방언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단모음 ‘외’가 늦게 형성되었 

다는 점， 여전히 단모음으로서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점， 그 결과 모음 체계 내에서 

의 대립 관계가 확립되기 어려웠다는 점 때문인 듯하다. 

3. 모음 축약의 공시론적 기술과 그 의미 

3.1. 모음 축약의 공시론적 기술 

이-말음 어간， 우-말음 어간， 위-말음 어간에서 보이는 모음 축약은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동질적인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어떤 현상들이 통일한 양상을 보인다 

면 공시론적으로도 단일한 방식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것은 한 방언 내에서 음운 

현상의 일반화를 포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방언의 대조 기술 

9) 모음 축약의 결과 나타나는 모음은 어미초 모음 ‘어’에 선행하는 어간말 모음의 원순성 자질과 후설 
성 자질을 더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었다. (10 ，)은 ‘어’에 선행 모음 ‘이’의 ‘[-원순성후설성l’ 
자질을 더하면 ‘에’가 되며 (10L , 드) 역시 ‘어’에 선행 모음 ‘우’， ‘위’의 원순성 자질과 후설성 자질 
을 더하면 각각 ‘오， 외’가 된다. 어떻게 표현하든 (10)에 제시된 각각의 활용 양상은 공시적으로 통 
질적인 모습올보인다. 

10) ‘오’와 ‘ 9 ’의 원순성 대립 및 그와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한영균(1991)과 김주필(2003)을 참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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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질적인 현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 종류의 모음 축약이 지니는 동질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각각의 모음 축약을 따로 기술하였다. 또한 이-말음 어간의 기술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우-말음 어간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기술 방법만이 제시되었 

고 위-말읍 어간의 기술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제시된 적도 별로 없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기술 방법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국어의 모음 축약 

을 통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1) '. 이기어서 • 이겨서 • 이게서 

(활음화) (여-축약) 

L. 이기어서 • 이기에서 • 이계서 • 이게서 

{어-전설화)활읍화) (y-탈락) 

C. 이기어서 • 이기에서 • 이게서 

(어-전설화) (동자질 삭제) 

(11)은 (2)에 제시된 이-말음 어간의 활용형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존 기술 방법들 

이다. (111)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활음화와 여-축약을 순차 

적으로 적용하여 ‘이게서’와 같은 활용형을 도출한다. (111)은 우-말음 어간의 활용 

형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누어서’에 활음화와 워

축약이 적용되면 ‘노:서’라는 활용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11기)과 같은 기 

술은 몇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우선 (11 ，)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면 이-말음 어간과 우-말음 어간의 활용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위-말음 어간의 활용형은 설병할 수 없다. ‘쉬어서’에 활음화와 

이중모음의 축약 규칙을 적용해서는 ‘죄:서’와 같은 활용형이 도출되지 않는다. 단 

모음 ‘위’가 활음화의 적용을 받을 때 W와 따w+y) 중 어떤 활음이 나올지도 명확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w 또는 q 중 어느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와 결 

합하여 단모음 ‘외’가 나타나는 것은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11，)과 같은 도출 방식을 채택했을 때 설정해야 하는 

여-축약 규칙， 워-축약 규칙의 공시론적 타당성 여부이다. 여-축약 규칙과 워-축약 

규칙은 공시적으로 그 실재가 의심되는 규칙이다. 여-축약 규칙과 워-축약 규칙은 

활음화 규칙 이 적용된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다. 활음화 규칙 이 적용되지 않으면 

축약 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즉 축약 규칙은 활음화 규칙과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축약 규칙을 독립된 규칙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또한 여-축약 규칙과 워-축약 규칙의 입력형은 순수하게 형태소의 결합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국어에서 y나 W로 끝나는 어간은 존재하지 않으 

므로 형태소의 결합만으로는 축약 규칙의 적용 환경을 만족시킬 수 없다.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규칙의 입력형을 끊임없이 생성할 수 없다면 그 규칙의 생산 



186 이진호 

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 때문에 여-축약 규칙이나 워-축약 규칙을 공시 

론적 기술에 이용해야 하는 기술 방법은 채택하기 어렵다. 

배주채(1994: 9이에서 제안된 (11L )은 여-축약이나 워-축약 규칙을 설정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11，)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11L)과 같은 기술 방법을 

채택하면 우-말음 어간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12) 주어서 • 주오서 • :T.W오:서 • 조:서 

(어-원순화) (활음화) (w-탈락) 

그런데 (12)와 같은 기술 방식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원순모음 ‘오’ 

에 의해 원순모음 ‘우’가 활음화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원순모음의 연쇄는 음성 

학적 관점에서 볼 때 조음이 용이한 자연스러운 연쇄인데 원순모음에 의해 다른 

원순모음이 활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 둘째 ‘주오서’가 ‘:T.W오: 

서’로 바뀌었다면 ‘주오서’가 도출 과정을 거듭하면서 ‘:T.W오:서’라는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된 셈인데， 이러한 도출 과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기저형으로부터 표변 

형을 도출하는 과정은 음운론적 제약을 어기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꾸는 것이므로 도출 과정을 거치면서 더 부자연스러운 연쇄가 나온다면 

이러한 기술 방식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11L )과 같은 방식은 위-말음 어간의 활용형을 기술할 때에도 문 

제를 일으킨다. 

(13) 기. 쉬어서 • 쉬에서 • 쉐:서 • *세:서 

(어-전설화) (활음화) (w-탈락) 

L. 쉬어서 • 쉬오서 • AW:오서 • *소:서 

(어-원순화) (활음화) (w-탈락) 

(13)은 (111-)의 방식을 위-말음 어간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도출 과정이다. 전 

설성과 원순성을 모두 지닌 ‘위’는 후행 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원순 

모음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후행 모음을 어떻게 바꾸든지 잘못된 표변형을 

이끌어 낸다. (11L )과 같은 방식은 위-말음 어간의 활용형을 기술하는 데에는 부적 

절하다. 

(11도)은 박숙희(1999， p. 47)에서 제안된 것으로 (11L )과 상당히 비슷한데 활음 

화에 이은 활음 탈락을 상정하는 대신 어간말 고모음을 곧바로 삭제한다. (11ζ)의 

방법으로 우-말음 어간， 위-말음 어간을 기술하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주오서’는 국어의 음운론적 제약을 어기지 않지만 ‘ T-W오:서’는 W와 원순모음의 결합을 제한하는 음 
운론적 제약을 어기므로 ‘ T-W오:서’가 더 부자연스러운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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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누어서 • 누오서 • 노:서 

(어-원순화) (동자질 삭제) 

L 쉬어서 • 쉬에서 • *세:서 

(어-전설화) (동자질 삭제) 
L ’. 쉬어서 • 쉬오서 • *소:서 

(어-전설화) (동자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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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1드)에서 설정한 동자질 삭제 규칙은 그 실재가 의심되는 규칙이다. 국 

어에는 ‘전설모음+전설모음’ 또는 ‘원순모음+원순모음’의 연쇄가 생겼을 때 같은 

성질을 지닌 모음 연쇄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동자질 삭제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 

기 어렵다. ‘전설모음+전설모음’ 또는 ‘원순모음+원순모음’의 연쇄는 국어에서 자 

연스러운 모음 연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사적으로도 그런 음운 규칙은 

실재한 적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11드)의 방식을 위-말읍 어간에 적용하면 (14 L , 

L’)과 같이 잘못된 표변형을 이끌어낸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기술 방법으로는 이-말 

음 어간， 우-말음 어간， 위-말음 어간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모음 축약 규칙으로 (15)를 설정한다. 

(15) '. 이어 • 에: 
L 우어 →오: 

드. 위어 →외: 

예) 기-+-어서 • 게:서 

예〕 누-+-어서 • 노:서 

예) 쉬-+-어서 • 쇠:서 

(15)는 세 개의 하위 규칙으로 되어 있다. 이 하위 규칙들은 각각 이-말읍 어간， 

우-말음 어간， 위-말음 어간의 활용형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15)에 제시된 기 

술 방법의 특정 중 하나는 이전의 기술 방법과 달리 중간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즉 어간말 모음과 어미초 모음이 결합했을 때 곧바로 모음 축약이 일어 

나는 것이다. 따라서 (15)와 같은 기술에서는 중간 단계와 관련된 이전 기술 방식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15)에 제시된 규칙들은 음성적 동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어간말의 고모 

음과 ‘어’가 결합했을 때 어간말 고모음이 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후행하는 ‘어’ 

때문이다. 두 모음이 축약되면서 후행하는 ‘어’의 중음성이 선행 모음에 영향을 미 

쳐 결국 선행하는 고모음이 중모음으로 바뀌는 것이다)2) 축약된 모음이 장모음인 

것은 축약되기 전의 두 모음이 지니던 시간 단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모음 축 

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무엇보다도 (15)와 같은 기술 방법은 세 가지 유형의 모음 축약을 단일한 방식으 

12) 각주 9)에서와 같이 후행 모음 ‘어’가 선행 모음의 ‘원순성， 후설성’ 자질 값을 그대로 몰려 받는다고 
해도 선행 모음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므로 여전히 음성적 동기는 병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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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亡)은 표면상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같 

은 기능을 가지는 규칙이다. 즉 (15)에 제시된 규칙들은 ‘으’를 제외한 고모음 뒤에 

‘어’가 오면 해당 고모음을 [+장음성]인 중모음으로 바꾸고 후행하는 ‘어’는 삭제하 

는 공통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 유형의 모음 축약이 지닌 동질성을 공시론적 기 

술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15)의 하위 규칙들이 동일한 기능을 한다면 이 규칙들을 묶어서 하나의 규 

칙으로 형식화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형식화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규 

칙의 입력형 중 ‘이， 우， 위’를 자연부류로 묶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에는 ‘이， 위， 

으， 우’라는 4개의 고모음이 있는데 이 중 ‘으’를 제외한 나머지 고모음만을 자연 

부류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화 문제의 원인은 (15)의 규칙들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으’라는 

고모음이 ‘어’ 앞에서 다른 고모음과는 달리 특별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2.4.에서 

언급했듯이 고모음 중 ‘으’는 통시적으로도 다른 변화를 겪었으며 공시적으로도 

‘이， 우， 위’와는 달리 ‘어’ 앞에서 탈락한다. 또한 ‘으’가 다른 고모음과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어’와 축약된다고 하더라도 ‘으’의 중모음은 ‘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으어’는 ‘어:’로 실현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모음의 장단에만 변화가 생겼을 뿐 

결국에는 ‘으’가 ‘어’ 앞에서 탈락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상의 사실은 ‘으’가 (15)와 같은 모음 축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모음 

축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른 고모음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잘 말해 준다. 이것을 감안하여 모음 축약은 모든 고모음에 적용될 수 있다 

고 보고 (15)의 하위 규칙들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도 있다)3) 

(16) I 1 I I 2 1 2 

+모음성 

+모음성 11 -고음성 1 +장음성 
-저음성 -’ g 

+고음성 11 +후설성 
-원순성 

이 규칙은 고모음과 ‘어’가 만났을 때 고모음은 장음성을 지닌 중모음으로 바뀌 

고 ‘어’는 탈락함을 말해 준다. 이미 언급했듯이 고모음이 중모음으로 바뀌는 것은 

후행하는 모음 ‘어’가 중모음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규칙을 설정하면 (15)에 제시 

된 세 개의 모음 축약을 단일한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 대신 (16)이 ‘으어’에 

13) 규칙 (16)은 (15)에 제시된 세 가지 모음 축약올 모두 지니는 방언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만약 
(15)에 제시된 세 개의 모음 축약 규칙 중 하나 또는 두 개만을 지닌 방언은 (1이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모음 축약 규칙과 관련된 방언 차이의 기술 문제는 3.2.에서 자 
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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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크어도’가 ‘*커:도’라는 잘못된 도출형으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위 

적 규칙순이나 규칙에 대한 제약을 설정해야 한다. 

3.2. 모음 축약 규칙 설정의 의미 

3.1‘에서는 (2), (5), (7), (8)의 활용형들을 공시론적으로 기술할 때에 두 개의 단 
모음 연쇄를 곧바로 축약시키는 모음 축약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새로운 모음 축약 규칙의 설정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음 

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읍 축약 규칙이 어떤 의미를 지니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통시적 음운 변화와 공시론적 음운 기술의 관련성에서 새로운 모음 축약 

규칙은 중요한 사실을 반영한다. (3), (6), (9)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16)은 역사 
적으로 실재한 규칙이 아니다. ‘이， 우， 위’로 끝나는 어간들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 

와 결합했을 때 보이는 활용형들은 역사적으로 활음화 및 이중모음의 축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과정을 겪어 형성되었다. (16)과 같이 ‘고모음+어’ 연쇄에 직접 적용된 

모음 축약은 국어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론적 기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 과정을 그대로 따 

를 수 없다. 통시적으로 실재했던 음운 변화 중 몇몇은 그 성격 때문에 공시적 음 

운 규칙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룬 활용형에서와 같이 

통시적으로 적용된 여러 음운 변화 중 어느 하나가 생산성을 잃어 버리는 경우에 

는 필연적으로 중간 단계의 소실( telescoping)이 일어나며 이런 경우의 공시론적 

기술은 통시적 변화 과정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공시적으로 실재하는 

언어 자료가 통시적 변화의 결과묻임에도 불구하고 통시적 변화 과정 자체가 공시 

론적 기술에 그대로 투영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통시적 변화 과정과는 다르게 공시론적 기술이 이루어질 

때 과연 어떤 공시론적 기술이 가장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 

이다. 여러 가지 공시론적 기술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고려할 때 자 

연성， 일반성， 일관성， 간결성 등을 고려한다. (16)에 제시된 규칙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6)의 규칙은 음성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슷한 성질을 지닌 현상들을 일관된 방법으로 다루며 그 어떤 기 

술 방법보다 경제적이다. 

둘째， 새로 설정된 모음 축약 규칙은 음운 규칙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 

의 중요성을 발해 준다. (16)과 같은 모음 축약 규칙을 설정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몇몇 음운 규칙의 생산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여-축약이나 워-축약의 타 

당성을 논의하면서 이 규칙들은 공시적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 

의를 한 바 있다. 이 때 공시적 생산성의 잣대는 설정된 음운 규칙의 독립성 여부， 

형태소 결합만으로 음운 규칙의 입력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은 음운 규칙의 생산성을 정하는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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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산성을 지니는 음운 규칙은 음운 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없으며14) 일반화 

할 수 없는 복잡한 비음운론적 제약을 지녀도 곤란하다. 이 외에도 시각에 따라 음 

운 규칙의 공시적 생산성을 재는 잣대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음운 규 

칙의 공시적 생산성을 재는 기준은 설정된 음운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음운 변화들이 공시적 기술에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모음 축약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방언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음 축약 규 

칙과 관련된 방언 차이의 기술 문제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세 가지 모음 축약은 지 

역적 분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모든 방언에 세 가지 모음 축약이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령 강릉 방언은 세 가지 모음 축약이 모두 나타나지만 경북의 대부분 방 

언에서는 ‘이어-축약’과 ‘우어-축약’만 나타난다. 또 다른 방언에서는 ‘이어-축약’이나 

‘우어-축약’ 중 하나만 나타나기도 한다. 

(16)과 같은 기술 방법 하에서는 이러한 방언 차이가 각 방언에 폰재하는 음운 

규칙의 단순화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하나의 축약 규칙만 지닌 

방언보다는 두 개의 축약 규칙을 지닌 방언이 더 단순화된 모음 축약 규칙을 가진 

것이며 이보다는 세 개의 축약 규칙을 모두 가진 방언이 더욱 더 단순화된 모음 축 

약 규칙을 가진 것이 된다. 이것은 세 방언이 지니는 모음 축약 규칙을 형식화해 

보면 자명해진다. 

(17) , 1 2 1 I I 2 

+모음성 
+모음성 

+고음성 
-‘ J1...s디Lλ 。4

+장음성 

Q후설성 
{저음성 -’ I I g 

Q원순성 
+후설성 

←고 g 성 

{원순성 

L. 1 2 1 li 2 
+모음성 

+모음성 

+고음성 
-고음성 

+장음성 

+후설성 
-저음성 

I I α 

+원순성 
+후설성 

-•• -，一 n。 λ。4

(원순성 

(17，)은 모음 축약 규칙으로 이어-축약과 우어-축약을 가진 방언의 모음 축약 규 

14) 적용 환경올 지니지 않은 절대 중화 규칙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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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형식화한 것이고 (ηL)은 우어-축약만을 가진 방언의 모음 축약 규칙을 형식 

화한 것이다. 이어-축약， 우어-축약， 위어-축약을 모두 가진 방언의 모음 축약 규칙 

인 (16)과 비교해 보면 (16)보다 더 많은 자질을 포함한 (17，)이 더 복잡하다. 또한 

(17，)과 (17L)은 규칙 에 포함된 요소들의 수는 같으나 ‘Q’라는 요소를 지닌 (17,) 
이 더 단순하다. 이처럼 모음 축약 규칙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면 모음 축약 규칙과 

관련된 방언 차이는 규칙의 단순화 정도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차이를 훨 

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세 가지 모음 축약을 서로 별개의 음운 규칙 

으로 기술한다면 방언 차이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어려울 것이다. 

방언 차이의 기술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모음 충돌 회피의 방법과 관련된 방 

언 차이의 기술 문제와 관련된다. 편의상 이-말음 어간에 국한하여 논의할 때 이-말 

음 어간의 모음 충돌 회피 방식에 따라 국어의 하위 방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5) 

(18) ‘이기-+-어서’의 표면형 

,. A-방언 : 이겨서 - 활음화 

L. B-방언 : 이게서 - 모음 축약 

C. c-방언 : 이 기서 - 모음의 완전순행동화16) 

(16)과 같은 모음 축약 규칙을 설정하면 (18)에 제시된 세 방언의 차이는 같은 환 

경에서 적용되는 음운 규칙의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한 

입력형이 있올 때 A-방언은 활음화를， B-방언과 c-방언은 각각 모음 축약과 모음 

의 완전순행동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서’를 (11，)과 같이 기술하면 A
방언과 B 방언의 차이는 폰재하는 규칙의 수에 있고 B-방언과 c-방언의 차이는 동 

일한 환경에서 적용되는 음운 규칙의 상이함에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즉 공시론적 

으로 설정된 규칙의 성격에 따라 방언 차이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되는 것이 

다. (18)에 제시된 방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직까지는 병확 

히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시론적인 음운 규칙의 설정은 대조 방언학적인 기술 

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므로 공시론적 음운 규칙의 설정에는 이런 측면의 고려 

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결 론 

이 글에서는 국어의 하위 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음 축약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1히 ‘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의 활용형에 대한 지리적 분포는 최영옥(1995) 
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16) ‘이기서’의 공시론적 기술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를 설정하는 것이 가 
장 문제를 적게 일으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호(2002)의 4.l.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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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어의 모음 축약은 여러 가지 측 

면에서 홍미로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모음 축약 자체의 통시적 변화 과정 

과 공시론적 기술 문제는 물론이고 모음 축약 규칙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이르기까지 음미해 볼 만한 점들이 적지 않았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의 모음 축약은 적용되는 환경 및 입력형에 따라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의 모음 축약은 표변상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훨씬 많다. 

통시적인 측면에서는 변화 과정과 동기， 입력형의 구조가 동일하며 공시적인 측면 

에서도 적용 환경이나 적용 양상이 평행적이다. 이처럼 동질적인 속성을 지닌 현상 

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공시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를 위해 어간말의 

고모음과 어미초의 ‘어’가 결합했을 때 두 모음을 곧바로 축약시키는 모음 축약 규 

칙을 설정하였다. 

이 글에서 설정된 모음 축약 규칙은 역사적으로 실재한 것은 아니지만 음성적 

타당성을 지녔음은 물론이고 세 유형의 모음 축약을 통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모음 축약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기술 방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음운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통시적 음운 변화 

와 공시론적 음운 기술의 관련성 문제， 음운 규칙의 생산성 문제， 방언 차이의 기 

술 문제와 같은 중요 주제들이 모음 축약 규칙과 어떻게 관련되어 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국어의 다른 음운 현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것인지도 앞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 주제 중 하나이다. 

국어의 하위 방언에 존재하는 음운 현상들은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동 

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모음 축약 현상들이 어떤 방언 

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미시적 관찰은 하지 못했다. 그 결 

과 모음 축약의 적용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국어 

에 존재하는 모음 축약들의 관련성을 포착하여 통합적 인 기술을 시도하려 했던 애 

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단순화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시적 차원을 살피면서 놓쳤을지 모르는 미시적 문제들을 검토하여 두 

측면을 서로 균형 있게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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