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 SHARE CONDITION: 
자음의 조음간극과 위치동화 양상의 상관성* 

석 재 

1. 들어가는 말 

Mohanan (1993: 71)에 따르면 자음 사이 위치동화에 있어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정은 아래 (1)과 같다. 

(1) 자음 위치통화의 일반적 특징 

a. 폐쇄음만이 모든 가능한 위치동화의 대상이 된다. 

b. 비음l은 구강폐쇄음보다 위치동화의 대상이 되기 쉽다. 

c 폐쇄음은 다른 자음보다 위치동화를 일으키기 쉽다. 

d 설단음은 순음보다 위치동화의 대상은 되기 쉽지만 동화를 일으키 

기는 쉽지 않으며， 순음은 연구개음보다 위치동화의 대상은 되기 

쉽지만 동화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폐쇄음만이 위치동화를 겪을 수 있고 또한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Kingston ( 1 994)에 의해서도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2) “.…[Noncontinuants] would be more susceptible to assimilating to 

fo llowing consonants' place of articulation and to neutralizing place 

contrasts syllable-finally than continuants, because the noncon

tinuants are likely to lack an audible release in these contexts. 

Obseπed pattems of place assimilation in noncontinuants differ 

from these predictions in obeying a further constraint: that the 

sound which is assimilated be itself a noncontinuant. " 

(Kingston 1994 : 358) 

‘ 본 논문 중에서 힌디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 부분만은 1996년 OSU의 FLSM VII 
에서 발표되었고 펼자의 학위논문 (S-C. Rhee 1앉)8)의 한 부분올 이룬다 초고를 읽어주 

신 김진우 선생님과 익영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물론 모든 오류는 필자의 몫이다 

l 비음은 비강폐쇄음(nasal stop)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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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자음 간의 위치통화에 있어 위에서 기술된 것처럼 폐쇄음만 

이 피동화자 (undergoer) 및 동화자 (trigger)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 

여 제약 SHARE CONDITION (이하 본 글에서 SHARECOND이라 칭함)을 제 

안하고 이를 최적이론 (Optimality 깐leαy : Prince & Smolensky 1993, McCarthy 

& Prince 1995)의 틀 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동화 

자와 피 동화자가 갖는 조음간극 (apeπure) 특정 이 위치 동화의 가부에 영 향을 

끼치는 점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며， 폐쇄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에서는 위치동 

화가 쉽지만 마찰음이 낀 자음군에서는 동화가 쉽지 않은 이유， 그리고 말음위 

치 구강폐쇄음이 파열될 때 위치동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SHARECOND 때문 

이라는 주장을 전개할 것이다. 

2. 자 료 

2.1. 영 어 

영어에서 후어휘부 (postlexicaJ)에 속하는 현상으로서 빠른 발음 시 아래 (3) 
과 같은 위치동화가 관찰된다 (Gimson 1960, Cruttenden 1994).2 즉， 설단성 자 
음이연서 [ -cont]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구강폐쇄음 /t.dI나 비음 /nI이 이어져 

오는 자음 역시 구강폐쇄음이거나 비음일 경우， 다음 소리의 위치자질 [Ja버이 

나 [dor] 퉁에 동화된다. 

(3) a. 구강폐쇄음 + 구강폐쇄음 

that pen tp • [pp] 

football tb • [pb] 

good concert 3 버〈 • [kk] 

catc떠 tk • [따(] 

b. 구강폐쇄음 + 비음 

hot milk tm • [pm] 

cornmitment tm • [pm] 

2 앞으로 본 논문에서 빠른 발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속도는 물론이고 화자의 심리적 
상태나 발화가 행하여지는 상황 퉁이 고려되어 복합적으로 또렷이 발음하지 않는 경우 

를 총칭한다‘ 

3 g∞d concert의 경우 앞 단어 끝소리 /d/는 무성음화 (devoicing)와 더불어 위치동화 
가 일어난다 이는 위치동화는 말음이 불파열될 때만 가능한데(본 논문 4.2.), 말음의 불 
파열시 공기역학적 (aerodynamic)인 이유로 [voiceJ 자질 이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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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음 + 구강폐쇄음 

ten boys 

bea없npod 

ten cups 

engagement 

d. 비음 + 비음 

ten miles 

alignment 

nb • [mb] 

np • [mp] 

nk • [Ok] 

ng • [Og] 

nm • [mm] 

nm • [mm] 

그러나 아래 (4)의 처음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 +cont]를 갖는 마찰음 앞에서 

는 앞선 자음이 설단성 폐쇄음이고 아무리 빨리 발화한다 할지라도 그 폐쇄음 

은 위치동화를 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주어진 그 밖의 예들로 

부터 마찰음 자신은 뒤에 어떤 자음이 따라오든 위치동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점도 알 수 있다 4 

(4) pi tfal 1 

Latvia 

this pen 

disbe!ief 

this market 

blissful 

misvalue 

tf • * [pf] 

tv • * [pv] 

sp • * [fp] 

sb • ‘ [fb] 

sm • * [fm] 

sf • * [ff] 

sv • ‘ [fv] 

따라서 구강폐쇄음과 비음을 모두 폐쇄음이라고 지칭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영어 위치동화의 개략적 특징은 아래 (5)와 같이 정려될 수 있다. 

(5) 영어 자음 위치동화의 일반적 특정 

a. 역행동화이고， 

b 설단성 소리만이 동화되고， 

c 동화되는 소리와 동화시키는 소리는 폐쇄음이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5a)와 (Sc)를 설명할 수 있는 제약의 형식화 및 

그 제약의 등급에 따른 결과에 대해 논의의 우선적 관심을 둘 것이다 5 

4 여기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 ten fingers’와 같은 예에서 /n/이 마찰음 /ν 앞에서 [띠] 
으로 동화를 겪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큰 일반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장시 접어 

두기로 한다 비음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본 논문 5절에서 다루고 있다 

5 (5b)가 본 논문의 접근방법으로 어떻게 형식화될 수 있는지는 각주 12에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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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독일어 

독일어의 빠른 발음 시 위치동화에 있어 폐쇄음과 마찰음의 비대칭성은 영어 

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아래 (6)은 Hall (1992: 141-142)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설단성 구강폐쇄음과 비음만이 다음에 이어져오는 양순 또는 연구개성 자음의 

위치자질에 동화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음에 이어져 오는 자음 역시 구강폐쇄 

음이나 비음이어야만 한다 (7)에서 보듯이 마찰음이 낀 자음군에서는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6) a. 구캉폐쇄음 + 구강폐쇄음 

Weltpremiere tp • [pp] 

Stadtbücherei tb • [pb] 

hat kein tk • [따<] 

geht gut tg • [kg] 

b 구강폐쇄음 + 비음 

Wandrnalerei tm • [pm] 

geht m외 tm • [pm] 

c 비 음 + 구강폐쇄음 

anpassen np • [mp] 

d.iesen Ball nb • [mb] 

Einkauf 띠〈 • [IJk] 

in Gef.삶π ng • [IJg] 

d. 비 음 + 비음 

kann man nm • [mm] 

einmal nm • [mm] 

(7) das Kapital sk • * [xk] 

das Glas sg • *[xg] 

aus Berlin sb • *[fb] 

das Paket sp • *[fp] 

das Museum sm • ’ [fm] 

mit Vater tf • *[pfl 

mit Wind tv • * [pv] 

was für sf • *[ff] 

이렇게 보면 독일어에서도 영어를 위해 위 (5)에 정리된 것이 그대로 해당됩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위치동화 시 폐쇄음과 마찰음간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예에 덧붙여 힌디어에서 관찰되는 위치동화의 양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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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힌디어 (Hi nd j) 

힌디어에서 관찰되는 자음 위치동화의 양상에 있어 영어 및 독일어와 대비되 

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면 비음만이 다음에 오는 소리의 위치자질에 동화되고 

구강폐쇄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래 (8)의 예들은 /sam- / ‘together’의 

비음 /m!이 다음에 오는 소리의 위치자질에 동화되어 연구개음 앞에서는 [IJ]으 

로， 설단음 앞에서는 [n]으로 소리남을 보여준다.6 하지만 (9)에서 보듯이 구강 

폐쇄음은 그것이 설단성 소리이고 빨리 발음한다고 할지라도 위치동화를 겪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Ob)에 제시된 Mohanan의 관찰이 힌디어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본 논문의 논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힌디어애서 말 

음위치 구강폐쇄음이 파열된다는 점이다 (Hussain & Nair 1995, S-c. Rhee 

1998). 따라서 아래 (9)의 한 예 /utpa:ν ‘natura! disaster’의 실제 발음을 자세 

히 표기해 보면， /ν의 파열이 표기된 [utL pa:tL ]로 나타낼 수 있다. (9)의 자 

료는 McGregor (993)를 참조로 하여 필자가 원어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것이다， 

(8) 힌 디 어 ‘ /sam! + 형 태 소 (Mohanan 1993) 
sam-k):πan [saIJk):πan] 

sam-grahalJ [saIJgrahalJ] 

sam-ca1an 

sam-to:l 

sam-re:kha: 

sam-!e:kh 

[sanca1an] 

[saDto:!] 

[sa따e:kha:] 

[san1e:kh
] 

‘collective devotiona1 singing' 

‘to coJlect' 
‘movement’ 

‘equi!ibnurn’ 

‘alignment’ 

‘protoc이’ 

(9) 힌디어 : 구강폐쇄음 + 폐쇄음 (McGregor 1993) 

atka: [atka:], * [akka:] ‘earthen vesseJ' 
adbhut [adbhut], ‘ [abbhut] ‘wonderful’ 

utpa:t [utpa 다， ‘ [uppa:t] ‘natural disaster’ 

a:tma: [a:tma‘J. ‘ [a:pma:] ‘soul’ 

utkars [utkars], * [ukkars] ‘elevation’ 

utkalit [utka1it], *[ukka1it] ‘ 1∞sened’ 

udgam [udgam], * [uggam] nsmg up 

6 주어진 예에서 /c/, /r/ , N 앞에서도 비음이 위치동화를 겪는다는 사실은 폐쇄음 사 
이에서만 위치동화가 일어난다는 일반화에 예외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찰음 /c/는 
조음시작 부분이 폐쇄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힌디어에서 /r/로 표기된 소리는 혀 
차는 소리 (tap)인데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구강의 폐쇄가 있으며 (Kostic, Mitter & 
Rastogi 1975), N도 폐쇄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도 분영한 점은 그 소리의 조음시 
구강의 중앙에서 부분 폐쇄가 있다는 점이다 힌디어에서처럼 비음이 폐쇄음이 아닌 소 
리 앞에서도 위치동화를 겪을 수 있다는 비음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본 논문 5절에서 다 

루고 있다‘ 힌디어에서 아래 점이 찍힌 소리들은 반전음 (retroflex)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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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힌디어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되어야할 점은 왜 비음은 위치동화가 되 

지만 같은 [ -cont]로 특정지을 수 있는 구강폐쇄음이 피동화자의 범주에서 제 

외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가 말음위치 구강폐쇄음을 파 

열시키는 힌디어의 특징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2 .4 . 한국어 

한국어에서 빠른 발화시， 아래 (10)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설단성 구강폐쇄 

음과 비음 모두 이어져 오는 연구개 혹은 양순폐쇄음 앞에서 위치동화를 겪을 

수 있다 (허웅 1965, Kim-Renaud 1974, 이병근 1979, 김차균 1981 그 외) 따 

라서 이 점에 있어서 영어나 독일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7 구강폐쇄음이 

동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힌디어와 대조를 이룬다. 영어 및 독일어와의 차이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말음위치 마찰음이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그대도 유지되 

연서 위치동화를 겪지 않는데 반해 (Jsp/ • [spJ. * [fp]) , 한국어에서는 (1 1)에 

서 보듯이 기저 마찰음(그리고 파찰음)이 비파열 폐쇄음으로 됩과 동시에 위치 

동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10) 폐쇄음 + 폐쇄음 

atko [akk’ 0] ‘얻고’ 

patko [paklν0] ‘받고’ 

kotpalo [kopp'aro] ‘곧바로’ 

kathpoli [kapp' ori] ‘겉보리’ 

kathman [kamman] ‘겉만’ 

sinpal [simb머] ‘신발’ 

nunmul [numm띠] ‘눈물’ 

sonkalak [solJgarak] ‘손가락’ 

(11) 마찰음 + 폐쇄음 

maspota [mapp’oda] ‘맛보다’ 

maskwa [m외<k’wa] ‘맛과’ 

oskwa [okk ’ wa] ‘옷과’ 

masman [mamman] ‘맛만’ 

osman [omman] ‘옷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이러한 특정 이 영어 및 독일어， 그리고 힌디어와의 어 

떠한 제약퉁급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디. 

7 한국어에서 Icapko/가 [cakκ0]로 될 수 있듯이 양순음이 연구개음 앞에서 위치동화 
쉴 수 있다는 점은 영어 및 독일어와의 차이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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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크어 (Zoq ue ) 

중앙 아메리카의 조크어에서는 위치통화에 있어 폐쇄음과 마찰음의 비대칭성 

이 특이한 형태로 관찰된다 (Wonderly 1951 , Padgett 1994). 이 언어에서는 위 

치자질이 미표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인칭 인칭대명사 !NI이 다음에 폐쇄음이 

올 경우 그 소리의 위치자질에 동화되어 아래 (1 2)에서 보듯이 양순음 앞에서 

는 [m]으로， 설단음 앞에서는 [n]으로， 그리고 연구개음 앞에서는 [0]로 된다 

그러나 이/이 마찰음 앞에 위치하게 될 때 위치동화는 일어나지 못하고， (13) 
에서 보듯이 !NI 자체가 탈락된다， 

(1 2) N + 폐쇄음8 

N + pama [mbama] ‘my clothing 

N + plato [mblato] ‘my plate' 

N + burru [mburru] ‘ my burru 

N+ta떠h [ndatah] ‘my father' 

N + kayu [ogayu] ‘ my horse ’ 

N + kwarto [Ogw따to] ‘ ’ my room 

(13) N + 마찰음 

N + f삶1a [f삶1a] ‘my belt' 
N + S시〈 [s시{] ‘ my beans ’ 

N + fapun [fapunJ my soap 

즉 폐쇄음만이 앞선 비음의 위치동화를 일으키는데， 이는 동화에 의해 동일한 

위치자질을 공유하는 비음과 마찰음의 연쇄 소리가 조크어에서 회피된다는 점 

을 시사한다. 

물론 각각의 언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지만 이제까지 살펴본 언어들에 

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현상은， 구강폐쇄음과 비음을 총칭해서 폐쇄음이라고 지 

칭할 경우， ‘폐쇄음 + 마찰음’ (ltfl • *[pfJ, Infl • ‘ [mfJ), ‘마찰음 + 폐쇄음’ 

(lspl • * [fp] , Ism! • ‘ [fm]) ‘마찰음 + 마찰음’ (lsfl • * [ff])과 같이 마찰음 

8 조크어에서 위치동화는 인칭대명사 ;N/에 한해서 일어난다 일반 비음일 경우 [rrùnbal 
‘he comes,’ [rwnge?tul ‘he also said,’ [maobal ‘he goes,’ [kip?otoobal ‘he qu하TeIs’에 
서 보듯이 위치동화가 안 일어난다 (Wonderly 1951)‘ 한편 인칭대명사 이/이 비음 앞에 
위치할 경우 ;N + mol‘ / • [mokl ’my com,’ ;N + nal<aI • [nal<al 'my skin’에서 
보듯이 마치 ;N+ 마찰음/의 연결에서 n이/이 탈락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 
는 후행하는 어간의 비음이 마찰음처럽 행동하여 앞의 이/이 탈락된 것이 아니라 조크 
어에서 독립적으로 관찰되는 탈쌍음화 (degerrùnation)에 의해 동일한 비음의 연결이 하 
나의 비음으로 단순화된 것이다. 또한 폐쇄음과 폐쇄음 또는 폐쇄음과 비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치동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는 위치동화가 인칭대명사에 한해 일어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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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낀 자음군에서는 위치동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힌디어의 ‘구강폐쇄음 + 폐쇄 

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 ‘폐쇄음 + 폐쇄음’ (jtp/ • [pp] , /tm/ • 

[pm], / np/ • [mp], / nm/ • [mm])으로 구성된 자음군에서는 위치동화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반화가 물론 범어적으로 항상 사실인 것은 아 

니겠지만， 이는 앞서 (1a) , (1c)와 (2)에서 기술된 위치통화의 특정을 그대로 반 

영하고 있다. 즉， 동화자와 피동화자 모두가 폐쇄음일 경우 위치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 공유조건 (SHARECONO)과 제약간의 상호작용 

3.1 저|약 SHARECOND 

제약 SHARECOND은 Steriade (1992, 1993, 1994)에서 제안된 조음간극이론 

의 형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녀의 제안에서 나타나는 특정은 무엇보다도 기존 

의 [cont] 자질 값에 따른 구분이 구강의 조음간극 (A: Apeπure) 특정 으로 직 

접 수형도에 표시되면서， 폐쇄음과 관련하여 파열폐쇄음과 불파열폐쇄음의 구 

분이 음운표상 (phonologícal representatíon)에 명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 

은 본 논문이 Steriade의 형식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에 따라 아래 

(1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는 단지 [ -cont]로 특정지어지던 폐쇄음의 경우 

불파열폐쇄음은 Am (Amax : 구강의 개방， 이후 Am으로 표시) 없이 구강의 폐쇄 

를 뜻하는 A。만으로， 파열폐쇄음은 구강 폐쇄 후 Am이 이어져 오는 AoAm으로 

나타내어지며， 기존에 [ +cont]로 표시되던 마찰음은 마찰을 일으키는 정도의 구 

강 개방상태를 뜻하는 Ar로， 파찰음은 AoAr로 형식화된다. 

(14) Steriade의 조음간극 형 식 

a. 파열폐쇄음 b. 불파열폐쇄음 c. 마찰음 d. 파찰음 

r C s c 

AoAm A。 Ar AoAr 

여기서 (14a)와 (14b)의 구분을 바탕으로 위치동화와 구강폐쇄음의 파열 · 불파 

열을 연계해 관찰해 보연 위치동화는 말음위치에서 피동화자로서의 구강폐쇄 

음이 파열되지 않을 때， 즉， (1 4b)인 경우에만 일어난다. 영어의 경우 ‘right’를 

독립적으로 발음할 때 [raitL 
] 또는 [raiC] 이 가능하듯이 말음 구강폐쇄음의 파 

열 · 불파열이 기본적으로는 수의적이지만 (Smalley 1964, 김진우 1970, 이석재 

1995), 보통 자음 앞에서는 불파열되며 빨리 발음할 때도 불파열되는 것이 보 

통이다 (Harris 1994) 예를 들어 ‘right comer'를 빨리 발음할 때 앞 단어 끝 

/ν는 [C]로 불파열되는 경향이 짙은데， 이 때 위치동화가 일어나 [raik' b:na.] 

처럼 발음될 수 있다 그러나 * [raikL b:na.]처럼 말음이 파열되연서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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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통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 

본 논문과 관련해서 살펴 볼 비음의 특정이라연 비음은 구강의 조음기관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비강을 통해 나가게 되므로 구강의 조음간극이 A。

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말음위치에서 비음은 범어적으로 터뜨리지 않으므로 

그 위치에서 Am을 갖지 못하는데(아마도 말음위치에서 비음이 m' , n' , a ' 처 

럼 한 비음의 조음을 위해 구강을 폐쇄시켰다가 파열시키지 않는 것은 언어 일 

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를 시각화시켜 보았을 때 말음위치 비음은 아래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n' ]。

A。

[nas] 

여기서 우리는 A。로 끝나는 비음 (5)나 불파열 구강폐쇄음 04b)에 이어서 

또 다른 구강폐쇄음이나 비음이 따라올 때 A。의 연속 상태가 생기는 것을 예 

상할 수 있는데， 앞 절에 주어진 언어들에서 살며보았듯이 이러한 환경에서 위 

치동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A。의 연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강 

의 폐쇄 지속 상태가 위치동화가 일어나는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래 (16)의 제약 

SHARECOND으로 포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16) SHARECOND 

위치자질의 공유시 공유는 연속된 A。 사이에서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자질이 폐쇄음의 경우 A。에 의해， 마찰음의 경우 Ar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다른 자질계층이론에서의 

제안이기는 하나 위치자질과 본 논문에서 조음간극의 특정으로 나타낸 [cont] 

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Padgett 0991 , 1994)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 

한 전제를 바탕으로 C2의 위치자질이 전파 (spread)에 의해 C1과 공유되는 몇 

몇 경우를 가정해 본 아래 (7)에서 (17a)와 (l7b)는 SHARECOND을 지키는 

것들이 되고， (l7c)와 (17d)는 SHARECOND을 어기는 것들이 된다. 

(7) a. Cη C2L b. C1' C2L c. ‘ C1L C2L d. 'C1' C2 

Ao AoAm Ao AoAm AoAm AoAm Ao Ar 

\/ | \/ \ / \ / 
Place [nas)Place Place Place 

(17a)는 구강폐쇄음 C1이 불파열되어 Ao로 끝나고 그 A。가 다음에 이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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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열폐쇄음 C2의 A。와 연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위치자질의 공유가 

연속된 A。사이에서 일어났으므로 SHARECOND은 준수된다 (17b)는 Cl 이 비 

음이고 C2가 파열폐쇄음인 경우로서 이 때에도 앞선 비음이 개방되지 않으므로 

연속된 A。가 있게 되고， 이런 구조에서 위치자질의 공유가 SHARECOND을 위 

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1 7c)는 파열폐쇄음 C1과 파열폐쇄음 C2가 연결된 경우 

로서 Cl의 Am (즉， 터뜨립)때문에 A。의 연속이 불가능하고 여기서 Am을 건너 

뛰연서 전파에 의해 위치자질을 공유하는 것은 SHARECOND을 어긴다(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는 결국 폐쇄음은 파열시 위치자질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제약 

과 협동해서 위치자질의 공유를 막는다). Cl7d)는 비파열 폐쇄음 다음에 마찰음 

이 따라오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인데， 이 경우 역시 위치자질이 A。와 Ar사이 

에서 공유되었으므로 SHARECOND은 준수되지 못한다 

3.2. 펴|쇄음과 마찰음의 비대칭과 SHARECOND 

본 절에서는 최적이론을 틀로 해서 폐쇄음 · 마찰음의 구분 및 말음 구강폐쇄 

음의 파열 ‘ 불파열의 구분에 의한 위치동화의 가부가 제약 SHARECOND의 

역할에 의한 것임을 밝힐 것이다 SHARECOND의 역할을 따지기 앞서 무엇보 

다 먼저 우리는 발화 속도에 따른 위치동화의 수의성을 설명해야 한다 각 언 

어에서 위치동화는 빠른 발화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할 때는 동화 

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영어나 독일어， 한 

국어에서 위치동화는 빠른 발음에서 관찰되는데 이 문제는 아래 제약 SHARE 

(Place)와 IDENT(Place)의 대결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18) SHARE(Place) 

C1C2에서 위치자질 (Place)이 공유된다 

(9) IDENT(Place) 

한 분절음의 위치자질 (Place)은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같아야 한다‘ 

제약 SHARE(Place)는 자음 사이에서 위치자질을 공유함으로써 화자의 입장에 

서 발음을 쉽게 하려는 원칙 (ease of articulation)을 위치자질에 적용시킨 것이 

며， 반대로 IDENT(Place)는 각 분절음의 원래 입력형의 위치자질을 고수하라는 

것으로서 각 분절음의 위치자질을 또렷하게 합으로써 청자의 입장애서 각 소리 

의 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ease of perception)이다‘ 이렇게 볼 때， 빠른 발 

화의 경우 위치자질이 공유되는 것은 SHARE(Place)가 IDENT(Place)보다 상위 

둥급에 있을 때이고( (20a)) ， 반대로 또렷한 발음에서 위치자질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는 IDENT(Place)가 SHARE (Place)보다 상위 둥급에 있을 때이다((20b))9 

9 모든 언어에서 IDENT(Place)와 SHARE(Place)의 둥급관계가 알화속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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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a. 위 치 통화 일 어 남 ‘ SHARE(Place) }> IDENT(Place) 

b 위치동화 안 일어남 IDENT(Place) }> SHARE(Place) 

예를 들어 아래 (21)은 영어 ‘that pen,’ 독일어 ‘Weltpremiere,’ 그리고 국어 

‘kotpalo (곧바로)’의 또렷한 발음에서 ‘폐쇄음 + 폐쇄음’인 /tp/에서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 제 위치 값으로 소리나는 이유가 IDENT(Place)가 SHARE 

(Place)보다 상위 동급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약도표 자음군에서 

앞의 자음은 파열되지 않는 말음이고 뒤의 자음은 파열되는 음절 두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음절 경계에 점 (.)을 찍었다 10 

(21) / tp/ • [t.p] : IDENT(Place) }> SHARE(Place) 

lnput : / t P / 

a • f . pL 
A, AAm 
I I 

[cor)[Jab] 

b. p ' . pL 
A, AAm 
\/ 
[Jab] 

IDENT(Place) 

*1 

SHARE(Place) 

위에서 후보 (21a)는 말음과 두음 위치에서 모두 입력형 (input)의 위치자질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IDENT(Place)를 지킨다. 하지만 후보 (21b)는 말음의 입력 

형 위치자질 [cor]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IDENT(Place)를 어긴다. 따라 

서 주어진 제약퉁급 하에서 (2 1 a)가 선택된다. 이는 결국 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족되더라도 (즉 ‘폐쇄음 + 폐쇄음’의 환경에서) 동화가 항상 일 

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위 (21)로부터 우리는 IDENT(Place)와 SHARE(Place)의 동급이 바뀔 

경우 위치동화가 일어난 후보 (21b)가 선택된다는 것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 

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위치자질의 공유 시 어느 위치자 

질이 공유되느냐 하는 점이다 (21b)는 뒤 소리의 위치자질이 공유된 역행동화 

의 예인데， ~ohanan (1993)은 이 점에 관해서 역행 위치동화가 범어적이라고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예들 들어 발화 속도에 관계없이 위치동화가 늘 일어나지 않는 
언어가 있다연 그 언어에서는 IDENT(Place)가 항상 SHARE(Place)보다 높은 퉁급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주 12에서 다루고 있지만 제약 IDENT(Place)와 SHARE(Place)의 

변항 Place를 채우는 실제 위치자질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두 제약 사이의 퉁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10 본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주어진 자음연쇄 (/tp.끼가 두음군이나 
말음군 (complex onseUcoda)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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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고， 2절에서 살펴본 언어들에서도 동화시 모두 역행동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순행 위치동화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 질문 

에 대해서는 OhaJa (1990)와 Padgett (1995)이 논했듯이 음성학적인 이유를 찾 

아 볼 수 있다. C1C2에서 한 폐쇄음 C2가 통화자가 되는 경우 C2는 파열되는 

위치에， 반면 C1은 불파열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폐쇄음이 파열될 때 파열 

순간에 있는 위치자질 정보 (Wi띠tz， Scheib & Reeds 1972, Repp 1978, 

Blwnstein & Stevens 1979, 1980)때문에 파열되지 않아서 그러한 위치자질 정 

보를 갖지 못하는 비파열 Cl보다 C2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위치자질 정보를 갖 

게 된다 (Koh1er 1990, Hura, Lindblom & Die버 1992, ]. Jun 1994, 1995). 이 런 

이유로 파열되는 C2의 위치자질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불파열됨으로써 상대 

적으로 약한 C1의 위치자질은 C2의 위치자질의 영향으로 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조음적으로 약화 내지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C1C2에서 C2가 동화자가 되는 이유(즉， 순행동화가 일 
어나지 않는 이유)는 파열 · 불파열을 고려하여 생각해 본 아래 제약 (22)가 범 

어적으로 어겨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22)는 간단히 말해 파열되는 폐쇄음 

은 위치자질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22) IDENT(Place (Am)) 

Am을 갖는 분절음의 위치자질은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같아야 한다， 

위 논거를 고려해 볼 때， 영어 ‘that pen,’ 독일어 ‘Weltpremiere,’ 그리고 국어 

‘kotpaJo (곧바로)’와 같은 예들의 빠른 발음에서 /tp/가 [p.pJ로 역행 위치동화 

되는 것은 (23)으로 정리될 수 있다 11 

(23) / tp/ • [p.p] : IDENT(PI (Am)) ~ SHARE(Place) ~ 1DENT(Place) 

b• p' . pL 
Ao AoAm 
\/ 
[lab] 

c. f . tL 

Ao AoAm 
\/ 
[corl 

*' 

11 SHARE(Place)는 상황(발화속도 퉁)에 따라 어겨질 수 있으나， IDENT(Pl(Am))은 
늘 어겨지지 않으므로 IDENT(Pl(Am))을 SHARE(Place)보다 높은 둥급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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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3)은 SHARE(Place)가 IDENT(Place)보다 높은 등급에 있을 때 위치동 

화가 일어남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서 후보 (23c)는 입력형의 /p/가 파열되는 두 

음위치에서 Am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력형 위치자질 [Iab]을 지키지 

못한 채 앞소리의 위치자질을 공유한 상태이므로 IDENT(Pl (Am))을 결정적으 

로 어기게 되어 출력형으로 선택될 수 없다. 이는 곧 위치동화에서 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폐쇄음만으로 구성된 자음군에서와는 달리 마찰음이 낀 

자음군， 예를 들어， 영어 ‘this pen’이나 독일어 ‘das Paket’와 같은 ‘마찰음 + 폐 

쇄음’으로 구성된 /sp/에서는 동화의 설명을 위해 (23)에서 설정된 제약동급으 

로 후보형들을 검색해 볼 때 아래 (24)에서처럼 올바른 출력형이 선택되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마찰음이 낀 자음군에서는 아무리 빨리 발음해도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23)에 주어진 제약등급에만 따르연 이를 설명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입력형 /sp/를 대상으로 (23)과 같은 제약 

둥급을 갖는 아래 제약도표 (24)를 보면， Ar와 A。의 연쇄에서 위치자질이 공유 

된 후보 (24b)가 다른 후보들을 걸러내는 IDENT(Pl(Am) )과 SHARE(Place)를 

만족시키므로 출력형으로 선돼될 것 같으나 실제로는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않 

은 (24a)가 출력형이 되어야 하며， 이는 어떤 제약이 (24b)를 걸러낸다는 것을 

암시한다 1 2 

12 SHARE(Place)와 IDENT( Place)의 변항 Place뜰 채우는 실제 위치자질이 무엇이 되 
느냐에 따라서도 SHARE(Place)와 IDENT(Place)의 동급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이는 

위치자질 간의 비대칭성에 관한 논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실제로 본 논문 첫째 쪽 
Od)에 정리된 위치자질 간의 비대칭성을 아래 제약둥급으로 나타내 올 수 있다 

a. IDENT ([dor]) ~ SHARE ([lab]), SHARE ([cor]) 
b. SHARE ([dor]) , SHARE ([lab]) ~ IDENT ([cor]) 
c. SHARE ([dor]) ~ IDENT ([lab]) }> SHARE ([cor]) 

이 렇게 볼 때， (23)에서 IDENT(Pl ace)의 Place를 [cor]로 SHARE(Place)의 Place는 [lab] 
로 대치한 상태에서， 선택된 (23b)를 재검토해 보아도 위에 정리된 제약둥급 (위 b항)에 
어긋남이 없어 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Aν라는 자음 
군올 고려해 볼 때， 아무리 빨리 발음해도 [k. k]로는 물론이거니와 (IDENT(PJ(Am) )의 

위배) [t.t]로의 역행 위치동화 역시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IDENT([dor])이 SHARE 
( [cor])보다 높은 둥급에 있기 때문이다 (위 a항) 다시 말해 IDENT(Place)와 SHARE 
(Place) 사이의 등급은 발화 속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위치자질을 
갖는 자음이 서로 인접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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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sp/ • * [f.p] 

P
‘ 

성
 

f 
/J 

뻐
 

f 
\ 

l 

f 
A 
、

[ 

• LU 

s. tL 

Ar Mm 
\/ 
[cor) 

C 

*1 

이 때 그 제약이 다름 아닌 앞 절에서 제안된 SHARECOND이다. SHARECOND 

이 SHARE(Place)보다 높은 등급에 설정되면 아래 (25)에서 보듯이 마찰음이 

낀 자음군에서 빨리 발음하는 경우에도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올바른 출력 

형이 선택된다 (주어진 자료 하에서 상위 등급에 위치한 IDENT(Pl (Am))과 

SHARECOND간의 등급은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동급에 있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 

(껑) /sP/ • [sp] : lD돼T(Pl(An)) ， SHARECOND >> SHARE(P]) )> IDENT(PI) 

IDENT(Pl (Am))! SHARECOND IDENT(PI) SHARE(PI) p / 

c. 

*1 

a • S. p" 
Ar Mm 

1 1 
[cor][JabJ 

f . pL 
Ar Mm 
\/ 
[JabJ 

Ar A,Am 
\/ 
[corl 

input : / s 

b. 

위에서 후보 (25b)는 Ar와 A。 사이에 전파에 의해 위치자질을 공유하므로 

SHARECOND을 어기게 되며， 후보 (장)는 SHARECOND의 위배와 더불어 IDENT 

(PI (Am))도 어 긴다. 따라서 상위 동급에 있는 IDENT(PI (Am))과 SHARECOND 

을 모두 만족시킨 후보 (25a)가 최종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단 SHARECOND은 

선택된 출력형에서 비적용 상태로 (vacuously) 만족된다‘ 

한편 검증해 보면 곧 알 수 있겠지만 SHARECOND이 SHARE(Place)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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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동급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앞의 (23)을 재검토해 보아도 변함없이 올바 

른 최적형이 선택되는데 이렇게 보면 위치동화에 있어 폐쇄음 사이에서는 동 

화가 일어날 수 있고 마찰음이 낀 자음군에서는 동화가 일어날 수 없는가 하는 

위치동화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은 제약 SHARECOND이 SHARE(Place)보다 높 

은 등급에 있으면서 A。와 Ar 사이에 위치자질을 공유한 후보를 걸러내기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밖에 비음과 비음 (Jnm/ • 

[mrn]) , 비음과 구강폐쇄음 (Jnp/ • [mp]) , 그리고 구강폐쇄음과 비음 (Jtm/ • 

[pm])의 연결에서는 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반연， 구강폐쇄음과 마찰음 

νtf/ • * [pfJ), 마찰음과 마찰음 (Jsγ • * [ffJ) , 그리고 비음과 마찰음 (Jnf/ • 

* [mf] )의 연결에서는 위치동화가 일어나기 힘든 이유도 결국 (25)와 같은 제약 

등급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마찰음 + 폐쇄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에서 위치동화가 일어나 

기 힘든 이유를 제약 SHARECOND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마찰음은 그 소리 자체의 특성 때문 

에 마찰 구간에서 불규칙적인 소음 (a야riodic noise)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분포적 특성에 의해 마찰음의 조음 위치가 폐쇄음보다 쉽게 식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는 대략 4αx) 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대에 강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J]는 그보다 낮은 주파수대에서도 에너지를 보이며， 한편 [f]는 

낮은 주파수대부터 높은 주파수대에 이르기까지 [s]나 [J]보다는 약한 에너지가 

폭 넓 게 분포한다. 이 러한 사실은 마찰음이 폐 쇄음과 달리 자음과 모음(또는 

모음과 자음)의 연결부분에서 위치자질의 정보를 주는 포먼트 전이 (formant 

transition)외에 마찰 부분 자체에 부가적인 위치자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고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마찰음의 부가적 위치정보가 마찰음이 피동화자로 

서 동화를 겪기 힘들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앞에서 파열되는 

폐쇄음은 파열 부분 (burst) 자체의 부가적 위치정보로 인해 위치자질을 유지 

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접근 방법의 문제는 /sp/같은 ‘마찰음-폐쇄음’의 순서로 구성된 자음군에서 

앞 마찰음이 위치동화를 받지 않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어도， /tf/같은 ‘폐쇄음 + 

마찰음’의 순서로 된 자음군에서 뒤에 있는 마찰음이 앞 폐쇄음을 위치동화시 

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위의 방법은 마 

찰음이 피동화자 (undergoer)가 되기 힘들다는 점은 설명할 수 있지만， 동화자 

(trigger)가 되기도 힘들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SHARECOND 

을 이용하면 아래 (26)에서 보듯이 마찰음이 동화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도 위 (25)에 주어진 제약등급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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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f/ • [t.f] : SHARECOND ~ SHARE(P!) ~ IDENT(P!) 

input: / t f / I SHARECOND I SHARE(Place) 

a • t' . f 
Ao Ar 
I I 

[cor][lab] 

b. p'. f 
Ao Ar 
\/ 
[lab] 

* 1 

IDENT(Place) 

이렇듯 제약체계에 SHARECOND을 설정함으로써 마찰음이 동화를 겪기 어렵 

다는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동화를 일으키기 힘들다는 점도 통합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기타의 대안보다 설명적인 우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3. 말음의 파열 · 불파열과 SHARECOND 

본 소절에서는 앞서 제안된 대로 SHARECOND을 IDENT(Pl(Am))과 더불어 

제약체계의 높은 등급에 뭄으로써 다른 부가적 제약없이 파열된 말음 폐쇄음이 

위치동화를 겪지 못하는 사실 또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겠다. 이는 다른 언 

어들과 달리 힌디어에서 구강폐쇄음과 폐쇄음의 연결에서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다 

힌디어에 앞서 우선 영어와 독일어를 보면 앞서 살핀 대로 ‘폐쇄음 + 폐쇄 

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에서 앞 말음 폐쇄음이 파열되는 경우는 위치동화가 일 

어 나지 못하는 데 (right com er • ‘ [raikL k:fna.J. hat kein • * [hakL kain] ). 이 

는 두 가지 이유로부터 연유한다 첫째 이유는 제약 SHARECOND에 의한 것 

으로서 앞 폐쇄음의 파열에 따른 Am때문에 A。의 연쇄상태 (즉.A싸{J) 구조가 

만족되지 못하고 따라서 SHARE(Place)보다 높은 동급에 있는 SHARECOND 

이 파열과 동시에 위치동화된 후보를 더 이상의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 

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제약 IDENT(PI(Am)) 이 제약체계상에서 어겨지지 않는 

높은 등급에 있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에서 IDENT(Pl (Am))은 벙어적으로 어겨 

질 수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위치동화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그 제약이 어겨질 수 없다는 가정은 말음 폐쇄음이 파열되는 경우 파열에 따른 

Am때문에 입 력형 위치자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파열 폐쇄음이 자신의 원래 

위치자질을 버리고 다음 소리의 위치자질을 공유함으로써 위치동화의 피동화자 

가 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도 설명해 준다 아래 (27)은 ‘right comer’에서 말 

음이 불파열되는 경우에서만 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열될 때는 위의 

설명처럼 IDENT(Pl(Am))과 SHARECOND의 위배 때문에 위치동화가 일어나 

지 못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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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 어 ‘right comer' ([raik -, k::J:na.J. *[raikL k::J :na.]) 

I input : / t k / I IDE마ENTηT(떠PI(써Am쩌m써씨n샤，)끼) 
a → kκ1 ‘ kL 

A, A,Am 

\ / 
[dor) 

b. kL kL 

A,Am A,Am 
\ / 
[dor) 

*1 

여기서 후보 (27b)는 말음위치의 폐쇄음이 Am을 갖는 상황에서 그 소리가 입 

력형 위치자질 [corJ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IDENT(PI(Am))을 어긴 것이고， 또한 

Am을 건너뛰면서 위치자질을 공유하므로 SHARECOND도 어긴 것이다. 따라 

서 주어진 제약등급 하에서 후보 (27a)가 최적의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분석은 말음위치에서 구강폐쇄음이 파열되는 힌디어에서 그 구강폐쇄 

음이 위치동화를 겪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 준다 그렇다면 힌디어에서 구강폐 

쇄음이 항상 파열되는 것을 제약체계상에서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폐쇄 

음의 폐쇄국면 (A，)과 개방국면 (Am)이 모두 입력형에서 폐쇄음을 특정짓는 요 

소라고 전제하고， 아래 (28)에 주어진 제약 IDENT(Apr) 이 제약체계상에서 어 

겨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8) IDENT(Apr) 

자음의 조음간극 (Apeπure)은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동일해야 한다. 

즉， 힌디어에서 IDENT(Apr)이 위배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입력형에서 AOA미으로 

나타내어진 폐쇄음이 출력형에서도 AoAm을 유지함으로써 항상 파열폐쇄음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마찰음이나 파찰음도 입력형의 ArLt 
AoAr를 출력형에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입력형의 마찰음과 파찰음이 각기 출 

력형에서도 늘 마찰음과 파찰음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13 특히 말음위치에 

서 IDENT(Apr)은 아래 제약 (29) CODA。와 대치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 

데， 힌디어에서는 입력형의 조음간극이 두음위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말음위치 

에서도 동일한 출력형으로 유지되어야하므로 IDENT(Apr)이 CODA。보다 상위 

등급에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한국어와 비교해 본다연 한국어에서는 주어진 

입력형 자음의 조음간극이 무엇이든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이든) 출력형 말음 

위치 에서는 그 조음간극이 소위 말음중화현상에 의 해 항상 A。로 끝나는 불파 

13 이 결과 힌디어에서는 마찰음과 파찰음이 말음위치에서도 자유로이 올 수 있다. 
[sa: f] ‘cJear,’ [rasl ‘juice,’ [sacl ‘truth,’ [kuchl ‘some,’ [mo:jl ‘leisure’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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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폐쇄음이 되어야 하므로 CODA。가 IDENT(Apr)보다 상위 둥급에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14 이는 (3이으로 정리될 수 있다. 

(29) CODA, : 말음은 A。로 끝난다 

(30) a 힌디어 (말음 파열) : IDENT(Apr) " CODAo 
b. 한국어 (말음 불파열) ’ CODAo " IDENT(Apr) 

(30a)에 주어진 힌디어의 특정과 앞선 논의에서 동화를 위해 설정된 제약등 

급을 관련지어 살펴보면 이 언어에서 말음위치 구강폐쇄음이 위치동화를 겪지 

못하는 사실을 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DENT(Apr)을 IDENT 

(PI(Am)), SHARECOND과 함께 제약체계에서 어겨질 수 없는 상위 동급에 설 

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 udgaml ‘nsmg up’ 이 란 단어의 /d/와 /g/의 연쇄에서 

/d/가 위치동화를 겪지 못하고 [dL J (후보 (31b))로 소리남을 보여준 아래 제약 

도표 (31)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1) 힌디 어 / udgaml ‘n smg up' [udL gamJ, ‘ [ugL gamJ 

input : / d g / 

a. d기 gL 
11., AoAm 

CcorJ [dor] 

b. • dL . gL 
AA.m A,Arn 

Ccor) [dor] 

c. gL ‘ gL 
AA.m AA.m 
\ / 
[dor] 

d. g" . gL 
11., Aα1\01 
\/ 
[dor] 

IDENT 
(Apr) 

*, 

*, 

*, 

11 물론 다른 언어에서는 본문에서 주어진 제약 CODA잉이외에 특정 위치에서 특정 조 
음간극올 요구하는 다른 제약과 IDENT(Apr)이 대치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올 수 있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말음위치 자음의 조음간극 A。를 요구하는 한국어와 그렇지 
않은 힌디어가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lDENT(Apr)과 
CODA。를 대치시키었다 한편 한국어에서 CODA。에 대한 음향 자질로의 새로운 수정적 
해석은 이석재 (999)를 참조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새 해석을 보류하고 기존 
(S- C. Rhee 1 998) 의 제약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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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후보 (31a)와 (31d)는 말음위치에서 폐쇄음이 Am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IDENT(Apr)을 결정적으로 위배하고， (31c)는 말음위치 폐쇄음이 파열 

함에도 불구하고 입력형 위치자질 [corJ을 유지하지 못해 IDENT(PI(Am) )을 위 

배하며 또한 A써mA。의 구조에서 A。사이에 위치자질을 공유하므로 SHARECOND 

도 위배하여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위 동급에 있는 제약틀을 모두 

만족시키는 후보 (31b)가 최종 출력형으로 선택되는데， 이는 결국 파열되는 폐 

쇄음은 발화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위치동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15 결론적으로 힌디어에서 말음위치 구강폐쇄음이 위치동화되지 못 

하는 것은 그 소리의 개방 (Am)에 따른 파열 위치자질 에너지가 위치자질 공 

유에 대한 일종의 ‘장벽 (bar끼er)’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견되는 점은 IDENT(Apr)의 등급이 낮고 반대로 CODA。가 어겨 

지지 않는 높은 등급에 있음으로써 말음위치 폐쇄음을 반드시 불파열시키는 언 

어에서는 빠른 발음의 경우 불파열폐쇄음과 폐쇄음 사이에서 위치동화가 일어 

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 이다‘ 이런 예견은 (30b)의 특정을 갖는 한국 

어를 살펴봄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제약 CODA。가 어겨질 수 

없기 때문에 말음이 항상 Ao로 끝나며 다음 폐쇄음의 A。 사이에서 위치자질 

공유가 일어날 수 있어 SHARECOND의 위배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SHARE 

(Place)가 IDENT(Place)보다 상위 등급에 있으면 위치동화가 일어난다. 아래 

제약도표 (32)는 ! patko! ‘ 받고’의 빠른 발음에서 말음 /ν와 두음 까‘/ 사이에 위 

치동화가 일어나 !tν가 [k" .k ' J로 소리남을 보여주는데， (31)과 (32)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단지 CODA。와 IDENT(Apr)의 등급만이 뒤바뀐 것을 볼 수 있 

으며 ， 이는 제약 CODA。와 IDENT(Apr)의 동급관계가 위치동화의 가부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15 (31)에서 는 동화를 일으키는 제약 체계에서도 말음 파열시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않 
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SHARE(Place)를 IDENT(Place)보다 상위에 두었는데 ，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두 제약간의 둥급이 바뀌어도 여전히 최적형의 선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발화 속도에 관계없이 파열폐쇄음은 항상 위치동화를 겪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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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어 /'patko/ [p삶' k' 0] 

input : / t k / 

a C k" 
A, A에싸 

[cor] [dor] 

b. k" . k" 
AoAm A.A.m 

\ / 
[dor] 

C. • k' . k" 
A, A.A.m 

\/ 

d 

[dor] 

A, A.A.m 

\/ 
[cor] 

i IDENT i SHARE 
CODA, 1 (Pl(A~î) 1 cöÑD 

* 1 

*1 

*1 

한편， 한국어에 있어서 CODA。가 어져질 수 없다는 점은 한국어가 영어 

독일어와는 다르게 기저표상에 주어진 ‘마찰음 + 폐쇄음’ 형태의 자음군에서 

ql 
^ 
마 

찰음의 폐쇄음화와 더불어 위치동화를 허용하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 mas

pαa/ ‘맛보다’를 예로 들면， 말음위치의 입력형 마찰음 /s/는 한국어에서 절대 

로 어겨질 수 없는 CODA。때문에 출력형 말음위치에서 [s]로 실현될 수 없고 

CODA。를 만족시키는 후보는 말음이 A，로 끝나게 된다. 이 때 이어져 오는 폐 

쇄음의 A。와 연결되면 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족되어 동화가 일 

어날 가능성이 생기고， 빠른 발화에서 실제로 동화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설명 

은 아래 제약도표 (33)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33)에서 확인되는 바는 영어나 

독일어에서라면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후보 (33a) [s.p] (fsp/ • [s.p], * [fp] . 

* [pp] : ðis pen. ‘ ðif pen. 개ip pen)가 한국어에서는 제약 CODA。에 의해 검색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선택될 수 없어 위치동화에 있어 폐쇄음과 마 

찰음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3)에서도 SHARE(Place)와 

IDENT(Place)의 동급이 바뀌면 동화가 안 일어난 (33c)가 최적형으로 선택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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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어 / mas -pota/ [map" pL oda] 

input : / s p / 

a. s . p" 
Ar AoAm 
I I 

[cor] [Jab] 

b. t" . p" 
AAm AoAm 

[cor] [JabJ 

c. t ' . p" 
A, A,Am 

[corl [Jab] 

d.• p' p" 
A, A,Am 
\/ 
[LabJ 

e. s. t" 
Ar AoAm 

\/ 
[corl 

*, 

*, 

*, 

그러면 여기서 동화자와 피동화자릎 [ -cont]로 제한함으로써 폐쇄음의 연결 

에서만 위치동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위 (31)과 (32)에서 

보인 힌디어와 한국어의 비교분석이 어렵거나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31)과 (32)에서 보인 비교 분석의 핵심은 말음 폐쇄음의 파열 ， 불파열의 

구분이 위치동화의 가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인데， [-cont] 

만으로는 파열 · 불파열의 구분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힌디어에서 구강폐쇄음이 

피동화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 +son]가 아닌 소리는 

피동화자가 될 수 없다고 조건을 달아야만 한다 16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설명이 아닌 규정에 가까운 것이고 또한 이론적인 변에서 한 이론의 예견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약점을 지닌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영어나 독일어에서도 선 

행하는 폐쇄음이 파열되는 경우 위치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cont]로 위치동 

화를 겪을 수 있는 폐쇄음을 규정할 경우 파열 · 불파열의 대조가 불가능해 폐 

쇄음의 파열이 위치동화를 막는다는 언어 보편성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이 

16 이러한 분석이 Mohanan (1 993)에서 제안된 방법이다 그에 따르면 CICz에서 Cl이 
[+stopJ (=[ -cont])인 경우 위치동화를 겪는 것이 범어적이라는 전제 하에， 힌디어에서 

비음만이 위치동화되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Cl이 [+50nJ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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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해서 본 논문에서는 파열 · 불파열을 음운표상에 명시한 Steriade의 조음 

간극 형식 표현을 받아들인 것이다. 

4. 조크어의 분석 

본 절에서는 조크어에서 관찰되는 위치동화의 특정에 대한 Padgett 0991 , 

1994)의 분석 및 문제점， 그리고 이 언어의 특정 이 SHARECOND을 전제로 하 

는 최적이론의 틀 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앞 절 2.5 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치동화에 있어 조크어의 두드러진 특정은 일인 

칭 인칭대명사 이/이 폐쇄음 앞에서는 위치동화를 보이나 (이 + burru/ • 

[mb따rul ‘my b따m’)， 마찰음 앞에서는 IN/ 자체가 탈락된다는 점이다 야\] + 

f외1a/ • [f하lal ‘my belt’). 이러한 비음과 관련된 위치동화에 있어 폐쇄음과 

마찰음의 비대칭은 Padgett 0991 , 1994)으로 하여금 kontl 자질이 각 위치자 

질 아래에 놓이는 새로운 자질수형도 (feature geometry)를 제안하게 만들었는 

데， 그의 자질수형도의 개략적 특정은 아래와 같다 

(34) Padgett의 자질수형도 (1994 : 468) 

[sonl 

~ 
Laryngeal Place [nasaI] 

//7~--~labial coronal dorsal 

[cont] [cont] [cont] 

자질수형도 (34)를 바탕으로 한 Padgett의 위치동화에 대한 생각의 특정은 

[contJ 자질이 각 위치자질의 아래에 놓임으로써 위치자질이 전파 (spread)되는 

경우 [contJ 자질도 더불어 공유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5a) 

는 IN + b따nJ ‘my burru’에서 IN/이 [m]으로 폐쇄음 앞에서 위치동화되는 

것을 보인 것인데， 여기서 동화자 Ib/의 [ -cont]가 위치자질 [lab] 아래에 놓이 

기 때문에 위치자질이 전파될 때 [ -cont]도 함께 공유되는 구조가 생기며， 이 

때 비 음의 [ +nas]과 공유된 [ -cont]는 서 로 상충되지 않으므로 위치동화가 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35) a. m b 

/\ l 
[+nas] lab 

[ -contJ 

b. *N f 

/\l 
[+nasl lab 

[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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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5b)의 부적격 구조에서 보듯 /N/이 마찰음 앞에서 위치동화되지 못 

하는 사실을 Padgett은 비음의 [ + nas]과 [cont] 자질 값 사이의 유표조건 

(marking condition)을 문법에 부여함으로써 설명한다. 

(36) NasaVContinuant Marking Condition (Padgett 1994 : 478) 

If [+nas, +consJ, then [-cont] 

즉， [ +cont]를 지배하는 마찰음의 위치자질이 앞으로 전파될 경우 위 (35b)에서 

보듯이 [ +cont] 까지도 공유하는 구조가 생성되는데， 이는 유표조건 (36)을 어 

기게 되므로 위치동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7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Padgett의 제안은 조크어에서처럼 ‘비음 + 마찰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에서 위치 

동화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범위를 확대시켜 ‘구강폐쇄음 

+ 마찰음’ 및 ‘마찰음 + 구강폐쇄음’ 또는 ‘마찰음 + 마찰음’에서처럼 마찰음이 

관여한 다른 자음군에서도 똑같이 위치동화가 어렵다는 사실 Utf/ • ‘ [pfJ. 
/sp/ • *[fpJ, /sf/ • * [ff])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구강폐쇄음 + 마찰음， ’ ‘마찰음 + 구강폐쇄음，’ 또는 ‘마찰음 + 마찰음’ 

과 같이 비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자음군에서는 위치동화의 어려움을 설명하 

는데 있어 그의 분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표조건 (36)에 더 이상 의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Padgett의 제안은 단지 피통화자가 비음일 때 한 

해서 그 비음이 이어져 오는 마찰음의 위치자질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지 마찰음이 관여된 다른 자음군에서도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반적 사실을 다루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 

주장왼 제안에 따르면 조크어에서처럼 ‘비음 + 마찰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에서 

뿐만 아니라 비음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자음군에서도 마찰음이 관여될 경우 

위치통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제약 SHARECOND에 의한 것으로 일 

반화시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SHARECOND이 제약체계의 높은 둥급에 

설정되연， 어떠한 자음군에서든 일단 마찰음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 그 자음군 

내에서 전파에 의해 위치자질이 공유된 후보는 SHARECOND에 의해 검색 초 

기 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이다. 

1 7 위치자질의 전파에 의해 유표조건 (36)의 위매가 생길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 
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Padgett 1994) , 조크어에서처럼 까이/이 탈락되거나， 

위치자질의 전파없이 IN/이 잉여 위치자질 값으로 표출되거나 (영어에서 /iN-valid/가 
[invalid]로 되는 경우). 또는 위치자질의 전파와 동시에 /N/ 다음의 마찰음이 파찰음으 
로 된다 (줄루어에서 [u:5izi] ‘50πow’에 이/으로 끝나는 복수 접두사가 첨가되어 [izintsizi] 
‘ 50πows’로 되는 경우 /-Ns-/가 [-n t5- ]로) 줄루어에서 비음 /N/ 다음의 마찰음이 위 
치자질의 공유와 더붙어 파찰음으로 되는 경우， 파찰음의 A.Af와 앞선 비음의 A。사이어l 
공유가 일어나므로 SHARECOND의 위배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연 비음과 마찰음 
의 위치동화에서 마찰음이 파찰음화되는 것은 SHARECOND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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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COND이 조크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이 언어에서 마 

찰음 앞에서 씨/의 탈락은 최적이론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 질 수 있는가? 조 

크어 이/이 입력부에서 위치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위 질문에 대 

한 논의에 펼요한 제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37) .Placeless 

분절음은 위치자질을 가져야 한다， 

(38) DEP(Place) 

입력형에 없는 위치자질을 출력형에 삽입하면 안된다. 

(39) MAX(Seg) 

입력형의 분절음은 출력형에 나타나야 한다 

제약 *Placeless는 입력형에서 위치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되는 인칭대 

명사 !N/이 출력형에서도 위치자질 없이 [N]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는데 필 

요한 제약이고， 제약 DEP(Place)와 MAX(Seg)는 입력부 (input)와 출력부 

(output) 사이 의 충실 (faithfulness)제 약으로서 DEP(Place)는 위 치 자질 의 삽입 

에 의해 입력형에 없던 위치자질이 출력형에 나오는 것을 막는 제약이고 MAX 

(Seg)는 입력형의 분절음 자체가 탈락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약이다. 

조크어에서 인칭대명사 !N/이 마찰음 앞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 

은 SHARECOND이 MAX(Seg)보다 높은 동급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37), (38), (39)에 주어진 제약들과 SHARECOND을 고려해서 살펴본 아래 제 

약도표 (4이을 보연 알 수 있다 대조적으로 (41)에서는 동일한 제약등급 아래 

에서 n이 + burru/의 자음군 /Nb/가 위치동화를 겪어 [mb]로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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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크어 /N + f삶1a1 • [f삶1a] 18 

mput : 

a. N f 
A, Ar 

[labl 

b. m' f 
A, Ar 
\/ 
[Iabl 

c. n' 
A, Ar 

[corl [Iabl 

d • <N> f 
Ar 

Dabl 

*1 

(41) 조크어 φ~ + b따nν • [mb따ru] 

input : /N b / I *Placeless 

a. N bL 

A, A,Am 

Dabl 

b • m" bL 

A, Mm 
\/ 
[Iabl 

c. n" bL 

A, Mm 
I I 

[cor][Jabl 

d. <N> bL 

A,Am 

[Iabl 

*1 

*1 

*’ 

1 8 본 논문의 심사위원 중의 한 분께서 (4Gb)가 DEP(Place)에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는 
데， DEP(Place)는 없던 자질의 ‘삽입’에 관한 제약이지 기존 주위 자질의 ‘공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므로 (4Gb)는 DEP(Place)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연결선 (association 
line) 이 첨가되었다고 ‘자질’이 ‘삽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논지가 
(41b)에 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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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40a)와 (41a)는 /N/이 위치자질을 갖지 못하므로 제약 “Placeless의 위배 

에 의해 곧 경쟁에서 제외된다 (40c)와 (41c)는 입력형에 없던 위치자질 [cor] 

을 삽입한 후보로 고려해 본 것들인데， 이 경우 입력형에 없던 위치자질이 부 

가되므로 DEP(Place)을 어기게 되어 더 이상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두 

제약도표의 대조에서 중요한 점은 후보 (40b)는 SHARECOND을 어기지만 

(41b)는 지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SHARECOND이 MAX(Seg)보다 높은 둥급 

에 있을 때， (40)에서는 SHARECOND을 어기는 (40b)가 경쟁에서 탈락되고 최 

종적으로 상위등급의 제약들을 만족시키면서 MAX(Seg )만을 어기는 (40d)가 

선택되며， 대조적으로 (41)에서 는 (41b )가 SHARECOND을 준수하므로 (41d)와 

경쟁을 별이다가 결국 MAX(Seg)로 인해 (41d )를 제치고 최종 출력형으로 결 

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40b)와 (41b)에서 앞 비음이 다음에 이어져 오는 소리 

의 위치자질을 공유하는 것이지 새로운 위치자질이 부가된 것 이 아니므로 DEP 

(Place)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제약도표 (40)과 (41)의 비교로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것은 SHARECOND의 역할에 의해 자음 사이의 위치동화에 

서 폐쇄음과 마찰음의 비대칭이 설명된다는 점 이다， 

5. 비음의 특수성 및 맺음말 

최적이론 체계의 기본적 특정 중의 하나는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이 범어 

적이라고 주장되는 제약들을 항상 다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 에 

서 SHARECOND도 어겨질 수 있는데， 명몇 언어에서 비음이 SHARECOND을 

어겨가며 폐쇄음이 아닌 후행 소리에 위치동화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즉， 조크 

어에서와는 달리 다른 언어의 ‘비음 + 마찰음’의 환경에서 비음이 다음 마찰음 

의 위치자질에 동화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여루바어 (Yoruba)에서 /N + b / 

‘is bre.삶mg’이 [mbJ로， 크펠어 (Kpe\J e)에서 기애 + feJa/ ‘my wages’가 [mvelaJ 

로， 영어 ‘ten fingers’에 서 앞 단어 끝 비 음이 [미]로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 

다 19 이는 말음위치에서 특히 비 음이 비 파열 구강폐쇄음보다도 위치자질에 대 

한 정보가 더욱 약하여 인접 자음의 위치자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 

다는 주장에 원인을 둘 수 있는데 (Mohr & Wang 1968, Ohala & Ohala 1993, 

]. Jun 1994, 1995), 우리 는 이 러 한 비 음의 특정 을 바탕으로 SHARE 군에 속하 

면서 비음의 특수성 이 고려된 제약 SHARE(PI( nas))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 여루바어나 크펠어에서 위치동화를 보여주는 부가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여루바어 
(Shane 1973) φJ + ba/ [mbal ‘is hiding’; !N + ω/ [ntd ‘is spreading’; !N + k:l/ [ok 
Jl ‘lS wntmg ’ 퉁 크펠어 (Welmers (1973), Padgett (1994 )에서 재인용): !N + p이ν 

[mbolul ‘my back’; !N + fela/ [mvelal ‘my wages’; !N + tia/ [ndial ‘my ta벼o’;!N + 

k:l::>/ [Og::>::>l ‘ my foot'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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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PI (nas))은 비음이 주위에 있는 자음과 위치자질을 항시 공유한다는 

제약인데 이는 Padgett (1995)에서 제안된 NPA (Nas외 Place Assimilation)와 

통일한 목적을 갖는다 20 

(42) SHARE (PHnas)) 

비음 (nasal)은 인접한 자음과 위치자질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여루바어나 크펠어에서 비음이 뒤따라오는 자음이 Ao로 시작하든 

안하든 그 자음의 위치자질을 무조건 공유하는 현상은 이 언어들에서 SHARE 

(PHnas))이 SHARECOND보다 높은 퉁급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하지만 여루바어 나 크펠어와는 대조적으로 앞 절에서 살펴본 조크어는 

SHARECOND이 SHAnE(PI (nas))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경 우이 다. 

본 논문에서는 비음의 특수성 이 위에 제시된 바대로 취급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마찰음이 낀 자음군이나 말음 위치 구강폐쇄음이 파열되는 자음군에서 

위치동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제약 SHARECOND 내에서 다루어 질 수 있 

음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i) 구강이 폐쇄 

상태로 끝나는 자음만이 위치동화를 겪고， ii) 구강이 폐쇄 상태로 시작하는 소 

리만이 위치동화를 야기시키며， ii i) 파열되는 소리가 통화자가 되고， iv) 파열이 

없는 소리가 피동화자가 되며， v) 위치동화는 발화 속도에 따라 결정되고， vi) 

비음은 구강폐쇄음보다도 통화되기 쉽다는 일반적 사실을 각 자음들의 조음간 

극 특정에 일차적 강조를 두어 최적이론의 툴 내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여러 언어들에서 관찰되는 자음 위치동화의 양상들을 형식화하였는 

데， 앞으로는 도대체 왜 제약 SHARECOND이 일반적으로 각 언어의 제약체계 

에서 상위에 놓이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만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기능주의 (functionalism)적 해석을 덧붙여서 다음 글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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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aint SHARE CONDITION: 
Relation between Consonant Apertures 

and Place Assimilation Patterns 

Seok-Chae Rhee 

In the pattems of place assirnilation between consonants, stops are more 

likely to undergo and trigger place assirnilation than fricatives. To de머 with 

this asymrnetry, this paper prlφoses a constraint SHARECOND, under the 

formali sm of Steriade (1992, 1993, 1994), requiring that sharing of a place 

feature occur between A。’ s. High ranking of this constraint explains why 

place assirnilation does not happen in a consonant cluster containing a 

fricative. Moreover, imposition of SHARECOND in the gramrnar 0많ns up a 

way to forma11y account for why a released stop is excluded from the 

떠rget of place assirnilation and why direction of place assimi lation is 

predorninantly re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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