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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1, 023-03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nderlying forms and formation processes of the syllabic consonants 

/l/ and /n/, identify issue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m, and then suggest 

new approaches based on Harmonic theory. For this, we considered the 

conditions and constraints of syllabic consonants. However, some cases were 

found which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syllabic conditions or with the 

restriction of homorganicity between the syllabic liquids and the preceding 

consonants. As a result, we suggested two different kinds of underlying forms for 

the syllabic consonants /Cl/ and /əC/ on the bases of word structures, acoustic 

analyses, and articulation. Also, comparing three approaches that were based on 

Generative, Government, and Prosodic explanations, we found limitations on 

each of them. Thus, through adopting Level-approach within the theory, we can 

explain concisely both the fluctuation of the syllabic consonants and complex 

phonological phenomena caused by adding the suffixes -ing and -ily to stem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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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언어학 초기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것 중 하나는 성절자음(syllabic 

consonant)이다. 한 가지 이유는 성절자음의 기저구조를 규명하고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modal, 

little, beaten에서 /l/과 /n/이 [ḷ], [ṇ]처럼 각각 성절자음이 되는데, 이때 그 기저형

태가 /əC/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거나(Trubetzkoy, 1939; Trager, 1940; 

Trager and Smith, 1951; Wells, 1995; 김유강, 2005), 아니면 성절자음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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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음소로 간주한다(Jones, 1967). 또한 성절자음이 되는 /l/과 /n/은 동일한 기저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거나

(Gimson, 1989; Gussmann, 1991; Wells, 1995; 김유강, 2005), 반대로 서로 다르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Treiman et al., 1993; 

Toft, 2002). 이와 더불어 성절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 방식도 다양하다. 이를테면, 성절자음의 음운과정을 융합

(coalescence), 자질의 전사(spreading), 모음성 소실(elision), 비강세모음 탈락(deletion), 모음과 자음의 혼성형(hybrid) 

등으로 분석한다(Wells, 1995; Rubach, 1996; Zikova, 2007; Oda, 2012; 김유강, 2005).

다른 이유는 성절자음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제약에 있어 불일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Dental, bottle, button, 

staple, single, tinkle, sandal, kingston 등은 유음이나 비음이 성절음이 되기 위한 조건, 동일 조음점 제약, 또 유음이나 비

음을 선행하는 자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올 때의 유음과 비음의 성절성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즉, 이들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나 제약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거나, 유음과 비음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성절자음과 관련된 이론측면의 접근 방식에서 재고되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성음운론에 기반

을 둔 Wells(1995)의 방식은 음절화, 말음최대화 규칙, 융합 규칙과 같은 일련의 규칙을 적용시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불필요한 단계의 설정으로 인해 규칙의 복잡성과 작위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배음운론에 근거한 

Toft(2002)의 방식을 보면, 두음(Onset)과 핵(Nucleus)으로 구성된 층위에서 핵 상호간의 적정지배와 두음 사이의 핵어승

인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논리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통시적 측면으로 성절자음을 분석하고 /əC/를 기저형태로 간주하

여 성절자음의 성절성 변이를 운율 층위에서 설명한 방식도 있지만(김유강, 2005) 운율층위 설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비록 성절자음의 기저구조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더라도, 본고는 이것을 성절자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간주하고, 성절자음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제약을 재검토하겠다. 둘째, cattle과 model, hidden 등의 기저형태에는 기존 분석방식과 달리 두 가지 유형이 있

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각에서 성절음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겠다. 특히, 성절자음으로 실현되는 음 가운데 

비음 /m, n/과 유음 /l, r/ 이 있는데(Wolfram and Johnson, 1981; 양선기, 2009), 본 연구에서는 /l/과 /n/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그 이유는 /l/과 /n/이 파열음, 마찰음, 공명자음 뒤에서 성절자음으로 실현되는 빈도수가 다른 자음에 비해 월등

히 높을 뿐만 아니라(Szigetvári, 2013), 이론적 측면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성절자음에 

대한 세 이론적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면서, 조화이론(Harmonic theory)의 층위구조를 도입하여 성절자음을 설명하겠다

(Goldsmith, 1993:32, 33; Lakoff, 1993:130; 오관영, 2014, 2018). 그 이유는 이 이론을 통해 기저형태와 음성형태를 상

호연관 지어 복합적이면서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어간에 접사가 첨가될 때, 

bottling에서와 같이 /l/이 음절화 유형에 따라 성절성이 가변적일 수 있는 경우나, mightily처럼 혼합 음운과정을 설명해

야 하는 경우를 층위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보다 명료하게 설명해보겠다.

2. 성절자음의 기저구조와 형성 과정

유음 /l/과 비음 /n/은 capital, model, settle, bottle, hidden, beaten 등과 같이 어말위치에서 각각 [ḷ], [ṇ]처럼 성절자음

으로 실현된다. 사실 /l/과 /n/은 초기 현대영어에서부터 성절자음으로 실현되었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음변화를 보면 

/ə/+자음 또는 성절자음 형태 간 상호 변동적(fluctuation)이었다(Dobson, 1957:319). 그렇지만 RP의 경우, /l/은 bottle, 

muddle, struggle 등에서 성절자음으로만 조음된다고 한다(Roach,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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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odel, bottle, hidden 단어의 어말위치에서 /l/과 /n/은 [ḷ], [ṇ]처럼 각각 성절음이 된다. 하지만 이들 성절자음

의 기저구조에 대한 시각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Trubetzkoy(1939)와 Trager(1940)는 /l/과 

/n/의 성절자음 기저형태는 음운체계상으로 /ən/, /əl/이지만 [ṇ], [ḷ]로 각각 실현된다고 본다. 그러나 Trager와 

Smith(1951)에 따르면, 일부 미국방언에서는 음소 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성절자음이 있는데 공명성 차이에 따라 /ən, əl/

과 /ɨn, ɨl/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Jones(1967)는 음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근거로 음소와 음성형태 간의 관계를 이원

적으로 분석(binary analysis)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대신 성절자음을 독립된 음소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lightening 

[laɪtṇiŋ]과 lighting [laɪtniŋ], coddling [kɔdḷiŋ]과 codling [kɔdliŋ]처럼 일련의 단어 쌍들에서 성절자음과 비성절자음이 

최소대립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Wells(1995)는 /ən, əl/과 [ṇ, ḷ]이 과연 음운론상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

구심을 제기하며 Jones 주장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l/과 /n/은 sandal, sudden에서 [ˈsændḷ], [ˈsʌdṇ]

처럼 성절음으로 실현될지라도 이들 기저구조는 /ə/+자음 형태를 이룬다. 그러므로 /l/과 /n/은 하나의 기저구조로 보아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Gimson, 1989; Gussmann, 1991; Wells, 1995; 김유강, 2005). 반면에 성절음으로 실현되는 일련

의 단어들에 대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성절자음 /l/과 /n/의 기저구조는 서로 다르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Treiman et al., 

1993; Toft, 2002).

지금까지 살펴본 성절자음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설명을 찾기가 어렵

다. 요약을 하면, 비록 학자들의 입장이 분분하더라도, 성절자음의 기저구조에 대한 논의는 성절자음을 한 음소로 간주

할 것인지 아니면, /ə/+공명음 구조를 음성환경에서 공명음에 [+syllabic] 자질이 내재된 하나의 음성 분절음(phonetic 

segment)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성절자음의 기저구조와 더불어 논란이 되어 온 사항은 성절자음의 형성 과정이다. 이전 설명방식들을 검토

하였을 때, 성절자음의 음운과정은 관점에 따라 다음 여섯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 /ə/+유음(/l/)이 성절자음 [ḷ]로 되는 것

은 /ə/가 후속하는 유음과 융합이 되어 성절음 음성형태로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Wells, 1995). 둘째, 성절자음은 말음이

나 양음절 위치에 있는 공명음의 환경에서 비강세 모음을 탈락시키어 공명음이 성절음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Rubach, 1996:221). 셋째, 성절자음은 슈와(schwa) 흡착(absorption)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Shockey, 2003). 

즉, /ə/와 인접한 공명음이 /ə/의 음절적 특성은 갖지만 모음의 개방성은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Wells(1982)가 

언급한 점을 Shockey가 수용하여 재해석한 것인데, 성절자음을 모음의 음절특성을 제외하고 자음의 조음적 특성을 갖

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보면 주로 조음적 측면에서만 기술한 것이다. 넷째, 분절음 층위에서 /ə/로부터 [+syll] 자질

이 단절되어 부표가 된 /ə/의 [+syll] 자질이 후속하는 분절음의 모라에 전사되어 성절자음이 된 것으로 보았다(김유강, 

2005). 다섯째, 성절자음은 V+C 형태의 분지구조에서 모음과 자음이 동시에 연결되는 소위 자음과 모음 사이의 혼성형

으로 보았다. 만일 자음이 유음 /l/인 경우, 요소이론(Element theory)에 입각해, 유음 뒤에 어휘상 핵이 빈공간이 있고 모

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그 빈 공간을 채우면 비설정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절음이 된다고 하였다(Ziková, 2007). 

여섯째, VC 층위의 모음 /ə/가 모음성 음절 핵이 완전 축약 즉, 소실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Oda, 2012). 이상 살펴본바

와 같이 성절자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성절자음의 기저구조에 대한 논의와 밀접

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성절자음의 조건과 연관 지어 검토하면서 이전 주장과 

다른 기저구조를 제안하는 가운데 성절자음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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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절자음의 조건 검토와 제안

영어자음 중 성절음이 될 수 있는 자음은 주로 유음과 비음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마찰음도 성절음이 될 수 있다고 본

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성절자음의 기저구조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유음과 비음이 성절음이 되는 환경은 유사

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 자음이 성절음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이 점과 관

련해서 충분한 논의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절자음에 대한 조건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

음과 비음이 성절자음이 되는 환경을 비교할 때, 성절자음의 동일 조음점 제약이나 유음이나 비음을 선행하는 자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오는 경우의 성절성 제약도 병행해서 검토하려 한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절자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dental [ˈdentḷ], beaten [ˈbi:tṇ]과 같이 유음과 비음이 

비강세 음절에 있어야 한다. 둘째, cattle [ˈkætḷ], bottle [ˈbatḷ], metal [ˈmetḷ] 등에서 보듯이 유음과 비음은 어말에 위치해

야 한다. 셋째, 유음이나 비음 앞에 오는 자음은 일반적으로 저해음이어야 한다(Yavaş, 2011:69; 양선기, 2009:39). 하지만 

유음이 성절음이 되는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위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음이 어말위치에 오는 kennel [ˈkɛnḷ], 

channel [ˈtʃænḷ] 등을 보면, 위 세 번째 조건과 달리, 유음을 선행하는 자음이 저해음이 아닌 공명음이 오는데도 성절자음

이 된다. 그러므로 Yavaş가 제시한 성절자음에 대한 조건은 충분하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성절자음의 조건과 더불어, 성절자음에 대한 제약 한 가지는 성절자음은 선행하는 자음과 동일 조음점

(homorganic)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음이나 비음 앞에서 /ə/가 삽입된다는 것이다(Kenyon, 1950). 예로, 비

음(/n/)이 포함된 다음 두 경우를 보자. Button에서는 비음이 성절자음으로 되지만, spoken에서는 [spoukən]처럼 비음 앞

에 /ə/가 삽입되어 비음이 성절음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이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apple [æpḷ], removal 

[rimuvḷ]에서와 같이 유음인 경우는 성절자음과 선행 자음이 동일 조음점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Yavaş, 2011).1) 그렇지만 modem [modṃ], chasm [kæzṃ]를 보면 /m/이 /d/, /s/와 조음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절자

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Yavaş는 이들을 예외로 취급한다.

또 다른 제약은 비음이나 유음을 선행하는 자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오면 이 비음이나 유음은 그 자음과 동일 조음점

이어야 한다는 제약에 벗어나 성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Yavaş, 2011). 예를 들면, piston [pɪstən] *[pɪstṇ], 

kingston [kɪŋstən] *[kɪŋstṇ], Lincoln [lɪŋkən] *[lɪŋkṇ]과 같이 비음을 선행하는 자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왔기 때문에 /ə/

가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pistol [pɪstəl] *[pɪstḷ], tingle [tɪŋgəl] *[tɪŋgḷ], candle [kændəl] *[kændḷ]처럼 유음을 선행

하는 자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올 때도 동일하게 유음과 선행하는 자음 사이에 /ə/가 삽입되었다고 본다(Yavaş, 2011:67, 

69). 그렇지만, 본고는 Longman 사전 표기를 근거로, Yavaş와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한다. 다음 sandal, apostle, coastal, 

handle을 살펴보자. 이들 경우, 사전 표기에 의거하면 [sændl], [əpɑstl], [koʊstl], [hændl]과 같이 상위 예와 동일 환경이

지만 유음 앞에 /ə/가 삽입되지 않는다. 반면에 single, crinkle, tangle, dimple에서는, Yavaş가 언급한 것처럼, 유음 앞에

1) Longman 사전을 참조하면, apple은 [æpəl]로 발음되며 triple, staple 등도 동일하게 /ə/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Yavaş의 주장과 달리 유음

의 경우도 비음처럼 선행 자음과의 조음점 동일성 제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절자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apple의 /l/를 성절자음처럼 인지하고 있는 것은 cattle과 같은 단어의 유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Toft(2002:118)의 남부영국

영어 실험결과에 의하면, beetle과 같이 /l/의 경우는 Yavaş의 주장과 유사하게 선행하는 자음의 환경에 관계없이 성절음으로 되지만, /n/

이 있는 deepen, beaten, beacon에서는 설정성음(coronal sound)이 오는 beaten에서만 성절음이 되어 환경 의존적이라고 한다. Toft는 이

러한 경향은 단어 빈도수와 관련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 빈번한 단어일수록 더 성절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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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ə/가 삽입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약에 대해서 비음 /n/과 유음 /l/은 다르게 행동함을 알게 된다. 비음의 경우 선행하

는 자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오면 이 제약이 적용되어 /ə/가 삽입되었다고 한다면, 유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중적이

다. 즉, sandal처럼 이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single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로 sandal에서는 유음 /l/과 

선행하는 자음 [nd]가 조음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single에서는 유음 /l/과 이 유음을 선행하는 자음 [ŋg]는 조음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이 주장을 따르면, pistol은 [pɪstḷ]로 tingle은 [tɪŋgəl]처럼 조음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표기는 Longman 사전과 일치한다. 한편 Yavaş의 주장에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다른 점은 piston [pɪstən]과 같은 경우의 

구조이다. 즉, 그의 주장대로 [pɪstn]의 음절구조에 비음과 이 비음을 선행하는 자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왔기 때문에 이 

비음 /n/ 앞에 /ə/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단지 기저구조를 /əC/로 보아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성

절음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제약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 조건이나 제약은 유음이나 비음이 성절자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성절자음의 기저구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왔다. 한 가지는 /ə/+비성절 공명음 형태이며 관련된 예는 다

음과 같다(Trubetzkoy, 1939; Trager, 1942; Gimson, 1980; Wells, 1995; Oda, 2012).

(1) a. middle b. button

/əl/→[ḷ]  /ən/→[ṇ]

즉, 성절자음은 음소층위에서 /ə/+공명음이 한 형태를 이룬다. 그 다음,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ə/와 후속하는 공명음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다소 다르다 손치더라도, /ə/는 소실된다. 그 결과로, 공명음은 표면형에

서 장음화 형태로 성절성(syllabicity)을 갖는다(Oda, 2012).

이에 반해 다른 관점은 성절자음이 기저형태에서 단지 하나의 공명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공명음이 곧 성절자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Jones, 1967; Giegerich, 1992). 이 입장에 근거한다면, 위 (1)의 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된다.

(2) a. middle b. button

/l/→[ḷ]  /n/→[ṇ]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관점과 달리, 본고에서는 little과 modal, button은 각각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기저구조를 구성한

다고 가정한다. 즉, little과 같은 경우는 /Cl/ 형태에서 /l/이 성절자음을 형성하고, modal의 경우는 /əC/ 형태에서 성절자

음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와 같이 이들 기저형태를 각기 달리 보고자 하는 근거 중 한 가지는 어간에 접

사가 첨가된 파생어 형태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아래 (3a)는 little과 같은 형태의 어간에 일련의 접사가 첨가된 것인데, 접

사가 첨가된 후에도 파생어의 어간구조에서는 여전히 /ə/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3b)에서처럼 -ic, -ity 등과 같은 접

사가 첨가된 단어가 없다. 즉, 이것은 어휘부(lexicon)에서 이들 단어의 기저형태에 /ə/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

며, 또한 어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미사가 접사화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b)의 경우는 어

간의 기저형태에 /ə/를 함유하고 있어서, -ic, -ity, -ism 등과 같은 접사가 첨가된 파생어 형태에서도 여전히 /ə/가 나타난

다. 즉, 이것은 기저형에 /ə/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간에 강세가 부여될 수 있는 중성모음(neutral)이 있고 강세에 의해 /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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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모음(full vowel)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3) a. settle-settlement b. metal-metallic

bundle-bundling fatal-fatality

candle-candler medal-medallion

ladle-ladleful vandal-vandalism

needle-needleless brutal-brutally

bottle-bottled feudal-feudalism2)

puddle-puddly capital-capitalism

saddle-saddlery model-modeler

다른 근거로는 성절자음과 /ə/+공명음 형태가 음성분석에서 각각 차이가 있어 이들 어간 형태에서의 기저구조도 다르

다는 것이다. Olive et al. (1993:339, 340)에 따르면, trouble에서 bl을 [bḷ]로 조음할 때와 vegetable을 [bəl]로 조음할 때, 

각각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bḷ]로 발음될 때는 [b]와 [ḷ]이 인접해 있어서 두 자음 사이에 어떤 전

이(transition)도 없으며 그리고 [b]와 [ḷ]의 로커스 포먼트(locus formant) 형태도 유사하다. 하지만 [bəl]로 발음할 때는 

[b]와 [l] 사이에 [ə]가 있어서 /ə/에 해당하는 짧은 공간(short region)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전이가 있다. 그리고 relation

의 [ʃən]과 같이 [ʃ]과 [n]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전이가 나타난다. Olive et al.은 이와 같이 /ə/가 있는 경우를 성절자음이 

아닌 black의 어두에 있는 /b/-/l/ 자음군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b/-/l/ 자음군에서도 /b/와 /l/ 사이에 짧은 

전이 기간(short transition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single에서도 [gəl]처럼 조음될 때, [g]와 [l] 사이에 긴 전이 기

간이 있어서 이 지속기간(duration)에 4개에서 10개의 피치주기(pitch period)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Olive et al.은 

이와 같은 음성분석을 근거로 유음과 비음이 비록 성절자음으로 조음되지만 두 가지 형태 즉, 자음+공명음 형태와 자음

+ə+공명음 형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저형과 표면형의 관계를 음운론적 설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스펙트

로그램 상에서 분석한 음 유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근거는 조음적 측면의 설명에 있다. 비음이 어말 위치에 있는 sudden에서 /n/은 Longman 사전에 근거할 때 성

절음이 된다. 만일 이 단어가 /əC/ 기저구조에서 성절음이 되었다고 간주한다면, Shockey(2003:22)가 cotton에서 /t/가 

폐쇄된 상태에서 /ə/의 모음 개방성을 잃게 되고 대신 비강으로 파열이 되면서 /n/이 성절음이 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

것은 조음적 측면으로도 /əC/를 기저구조로 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l/과 /n/ 기저구조를 음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달리 가정하고자 한다. 첫째, /l/의 기저구조는 두 가지 

유형(type)이 있다. 둘째, 설정성 저해음(coronal obstruent)이 유음을 선행하는 /C+l/과 같은 기저구조를 이루는 유형-I

이 있고, 그리고 유음 /l/, 비음 /n/이 /ə+C/의 기저구조를 이루는 유형-II가 있다. 이들 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혹자는 feudally의 경우 슈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Longman에 의하면 feudal과 동일하게 슈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일부 사전에 

의거해 feudally를 그렇게 보야 한다고 하면, 반대로 feudal이나 feudalism에서 슈와가 존재하는 것은 역으로 그 단어도 본고의 입장에 의

거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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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유형-I:  /C+l/ → [ḷ]

b. 유형-II: /ə+l, n/ → [ḷ] or [ṇ]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위 (4a, b)는 다음 (5a, b)와 같이 음절구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유형-I의 경우는 

[+syllabic] 자질이 운모 위치에 바로 연결되어 성절음으로 실현된다. 유형-II는 선행하는 /ə/의 [+syllabic] 자질이 후행하

는 유음 /l/ 또는 비음 /n/으로 전사(spreading)되어 결국 /l/, /n/이 성절음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5) a. 유형-I, /l/ b. 유형-II, /l/, /n/

R R R    

x x x → x x 

[+syll] [+syll] [+syll]

위 (5b)에서 성절자음이 되는 모티브는 음절구조의 운모에서 /ə/가 삭제되는 대신, /ə/의 [+syll] 자질이 후행하는 자음에 

전이되는 일명 보상적 음절성 전이가 이루어져, 모음 삭제로 인한 운모의 구조가 장음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유형-I

과 관련해서는 Giegerich(1992:212) 방식을 살펴보면 이해가 용이하다. 예로 middle은 /d/가 양음절이 되어 유음 /l/은 음

절의 핵을 구성하고 어두운(dark) [ɫ]이면서 성절음이 된다고 한다. /l/이 음절핵이 되어 운모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그의 이

러한 주장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의 논거에 따라 middle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6) Sy Sy

Rh Rh

On Pe Co On Pe

x x x x

[ m ɪ d ɫ ]

그러므로 위 (5)에 따라 little과 modal을 설명한다면, little은 (5a)의 규칙이 적용되어 [lɪtḷ]로, modal은 (5b)의 규칙이 

적용되어 [moʊdḷ]로 실현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 결국은 유음 /l/이 성절음이 되지만, 두 유형의 기저형태가 있고, 

이들은 각기 다른 음운과정을 통해 성절음이 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기저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은 Wells(1995)가 제안한 /ə/+공명음이 성절음화되는 과정을 융합으로 보는 방식 보다 음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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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에서 성절음이 되는 형성 과정을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4. 선행연구의 분석과 문제점

성절자음의 생성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도입된 음운이론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생성음운론적 방식에 기반을 둔 

Wells(1995)의 방식을 검토하겠다. Wells는 bottle이나 button에서 성절음이 되는 유음과 비음의 기저구조를 /ə/+공명음 

형태로 본다. 이 구조에 음절화, 말음최대화 규칙, 그리고 [ə] [+son C] →ø [+syll]과 같은 융합 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시

킴으로 성절자음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 예로 catalogue에서 유음은 음절화로 인해 cat.a.logue처럼, /ə/와 

/l/이 각각 다른 음절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성절자음 [ḷ]이 아니라 [əl]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Wells는 이 문제의 해결방

안으로 Sonorant Left Capture(SLC) 규칙을 제안한다. 이 규칙은 후속하는 강모음의 공명음을 선행하는 /ə/에 첨부시키

는 일종의 재음절화 규칙이다. 이 규칙으로 말미암아 /əl/ 구조가 [ḷ]이 되는데 이것을 /ə/가 후행하는 /l/과 융합의 결과로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Wells의 설명방식은 규칙의 복잡성과 작위성, 불필요한 중간도출단계 도입 등과 같은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ˈkætḷɑg]에서 [t]→[ɾ] 같이 설탄음화도 일어난다. 이 현상도 병행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위 

규칙에 규칙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한다. 결국 이것은 다시 다른 규칙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용순서를 재설정해야 하

는 문제를 낳게 한다. 그리고 Wells는 /l/이 성절자음이 되는 다른 경우를 제시하는데, 어간에 접사 -ily가 첨가된 readily, 

easily, mightily, healthily와 접사 -less가 첨가된 penniless, pitiless, merciless에서도 /l/은 성절자음이 된다고 한다

(Wells, 1995:406). 하지만 이들 어간에 첨가되는 접사는 모음 /i/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를 위해 /i/ 또는 /ɪ/를 

/ə/로 전환시키는 규칙을 또다시 제안하여 설명한다. 그런데 이 규칙은 음절화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적용시켜야 함으

로, 결국 위에서 언급된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다시 갖게 된다.

또한 유음 /l/이 성절자음으로 실현될 때 이와 병행해서 다른 음운현상도 일어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설명한  경우가 

있다(Rubach, 1996; Goldsmith, 2000). 예를 들면, Italy에서 /t/는 설탄음화가 /l/은 성절자음이 된다. Rubach는 이를 설

명하기 위해, 우선 CV-음절구조에서 핵음절화(Core Syllabification)와 설탄음화 규칙을 적용시킨다. 두 규칙을 적용하

면 Italy는 /ɪ.ɾə.lɪ/가 된다. 하지만 이 때 /l/은 성절자음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말음도 양음절도 아니기 때문에, 말음이나 

양음절 위치에 있는 공명음의 환경에서 비강세 모음을 탈락시키어 성절자음이 되게 하는 자신이 제안한 보상적 음절화

(Compensatory Syllabification)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다시 선행 음절에 말음이 없고 후속하는 음절이 비

강세일 때, 말음이 양음절이 되게 하는 말음 양음절성(Coda Ambisyllabicity) 규칙을 제안한다(Rubach, 1996:221). 따라

서 /ɪ.ɾə.lɪ/에서 /l/은 말음 양음절성 규칙이 적용되어 /ɪ.ɾə[l]ɪ/가 되고, 다시 보상적 음절화 규칙을 적용시키어, 최종 [ɪɾḷɪ]

처럼 /l/이 성절음으로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도 CV-음절구조에서 인위적인 규칙 제안과 복잡한 규칙 

적용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배음운론에 입각한 Toft(2002)의 방식을 고려해보자. 그는 성절자음 형성 과정을 지배음운론의 음절구조를 

통해 설명하는데, 음절구조는 두음(Onset:O)과 핵(Nucleus:N)의 반복적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Toft, 2002:133). 

하지만 이 음절구조에 의거해 button의 비음 /n/이 성절자음 [ṇ]이 되는 음운과정을 보면 간단하지 않다. 우선 음절구조인 

O1 N1 O2 N2 O3 N3에서 N3(공범주)가 N2(가공범주핵(pseudo-empty nucleus))를 적정지배하지 못하지만, O2의 /t/가 O3

의 /n/을 핵어승인(Head Licensing)하게 됨으로, O3의 /n/에서 선행하는 핵인 N2로 전사가 가능하게 되어 [ˈbʌtṇ]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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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 성절음이 되는데(Toft, 2002:135), 그는 이 음운과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7) O1 N1 O2 N2 O3 N3

x x x x x x

/b ʌ t n/

반면에 bacon의 음절구조를 보면 button과 동일하게 N3가 N2를 적정지배하지 못하며, 또한 O2의 /k/가 O3의 /n/을 핵

어승인도 못하기 때문에, O3의 /n/에서 선행하는 핵인 N2로 전사되지 않아, 결국 /n/은 [ˈbeɪkən]처럼 성절음이 되지 않는

다고 한다. 위 설명에 근거하여 bacon을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8) O1 N1 O2 N2 O3 N3

x x x x x x x 

/b e ɪ k [ə] n/

간단히 말해서, button과 bacon의 음절말 /n/을 선행하는 음이 핵어승인 즉, 후속하는 /n/과 동일한 [cor] 자질을 내포하

고 있으면 성절자음인 [ṇ]으로, 그렇지 않으면 [ən]과 같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성절

자음의 분포는 자유변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앞서 Toft가 설명한 핵어승인원리에 의한 분석방식과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성절자음과 관련하여, 김유강(2005)은 인도 게르만 공통 조어(Proto-Indo-European, PIE)부터 중세영어(ME)까지 통

시적 측면으로 성절자음을 분석하고, 운율이론에 입각해서 성절자음과 비성절자음 간 성절성의 변이에 중점을 두어 설

명한다. 우선, 그는 /əC/를 성절자음의 기저형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ə/는 분절음 층위와 운율 층위에서 최소로 명시된다

(minimally specified)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əC/의 기저구조에서 /ə/의 [+syll] 자질이 단절(delinking)되어 부표가 

된 [+syll] 자질이 후행하는 분절음의 모라(µ)로 전사되어 [C̩]로 실현되거나, 또는 /ə/의 [+syll] 자질이 단절되지 않아 

[əC]와 같이 실현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과정을 다음과 예시한다(김유강, 200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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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기저층위: /əC/ b. 표면층위: [C̩] or [əC]

/ə C/ → [ə C̩] or [ə C]

μ μ μ

[+place] [+place] [+place]

[+syll] [+syll] [+syll]

김유강에 따르면, PIE에서 고대영어 이전 영어(Pre-OE)까지는 모음 삽입이 없지만, Pre-OE에서 ME까지 다시 모음 

삽입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자질의 단절과 전사가 순환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Pre-OE에서 [C̩]∼[VC] 변이를 설명하

기 위해, 예로 œppḷ∼œppel ‘apple’을 위에서 제시한 구조에 입각해 설명한다. œppḷ는 기저구조 /əC/에서 /ə/의 [+syll] 자

질이 후행하는 유음으로 전사되어 /l/이 성절자음 [ḷ]이 된다. 반면에 œppel는 삽입모음(epenthetic vowel)+비성절음의 

구조인데, 모음 œ의 [+place] 자질이 -pp- 다음에 오는 /ə/로 전사된다. 이로 인하여 /ə/는 [+syll]에 [+place] 자질이 재첨

부(reattachment)됨으로 /ə/가 모음 /e/로 전환되어 결국 [el]과 같이 실현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김유강의 분석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성절자음의 기저구조는 /əC/로 

간주하고 위 (9)와 같은 음운과정을 통해 성절자음이 된다고 하였다. 본래 위 (9)와 같은 표시(representation)는 Kehoe와 

Lleó(2003:293-296)가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슈와(ə)가 다른 모음처럼 [+syll] 자질을 함유하고는 있지만 최소로 명시

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음절단위(σ) 아래 모라를 설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성절자음은 슈와와 같은 구조

이지만 [+syll] 자질 대신 [+place] 자질을 내포하여 운율층위에서 분절음으로 명시된다. 그런데 김유강이 제시한 (9a)를 

보면, 기저구조의 /C/에 [+place] 자질을 함유시키고 있다. 따라서 Kehoe와 Lleó가 성절자음 구조로 제시하였던 

[+place] 자질은 사실 기저구조의 /C/가 아니라, (9b)에서와 같이 /ə/의 [+syll] 자질이 후행하는 /C/에 전사된 후 그 결과

로 형성된 [C̩]에 포함된 것으로 제시해야 맞는다. 둘째, (9a)에서 보면 기저구조 /C/에 [+place] 자질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확히 여기서 어떤 분절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셋째, Pre-OE에서 ME까지 모음 삽입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삽입된 분절음은 그 환경에 있는 분절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Kager, 1999). 그렇다면 

œppel에서 삽입된 [VC]에서 /e/는 주변 분절음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유강이 제시한 (9a)

에서 (9b)로 성절자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 방식은 삽입모음 /e/과 주변 환경은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əC/에서 /C/가 성절음이 되는 것은 /ə/에 후행하는 자음이 공명음이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결여된 것이

다. 넷째, button과 spoken을 비교하면, 전자는 /n/이 성절음 [ṇ]으로, 후자는 [ən]으로 실현된다. 만일 위 (9)의 과정을 따

르면, spoken에서도 [ṇ]∼[ən] 변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ə/를 선행하는 자음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김유강의 설명방식은 /əC/ 구조에서 /C/가 성절음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ə/의 [+syll] 자질이 

/C/로 전사여부로만 설명함으로, 논리의 순환에 빠져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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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화이론의 층위구조에 의한 접근

상기에서는 성절자음을 세 가지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방식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성절자음의 조건이나 기저

구조와 연관 지어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조화이론(Harmonic theory)의 층위구

조를 통해 성절자음을 설명하고자 한다(Goldsmith, 1993:32, 33; Lakoff, 1993:130; 오관영, 2012, 2014, 2018). 그 이유

는 규칙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서 문제시 된 중간의 복잡한 파생단계나 인위적인 규칙 적용을 배제하고 층위구조에서 성

절음 형성 과정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소층위와 음성층위 간에 발생하는 얼마의 음운변화도 복합적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화이론은 주로 Goldsmith(1993)에 의해 소개되었고 Lakoff(1993)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이화 현상, 구개음화, 설탄

음화, 삼음절 이완 현상 등과 같은 제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도입되었다(오관영, 1997). 이 이론은 세 개의 층위구조

로 이루어져 있는데, Goldsmith(1993:32)는 다음과 같이 각 층위를 정의 한다: M-층위는 형태음운층위인데 형태소가 음

운론적으로 명시된다. W-층위에서는 적형의 음절과 음운단어가 형성되며 또한 음소배열제약과 운율구조가 명시된다. 

그리고 P-층위는 주변 조음 및 음향 장치들과 접촉되는 광범위한 음성표기가 제공된다. 이들 층위구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내게 된다(Goldsmith, 1993:33).

(10) (M,M) intralevel (harmonic)

(M,W) cross-level (harmonic or nonharmonic)

(W,W) intralevel (harmonic)

(W,P) cross-level (harmonic or nonharmonic)

(P,P) intralevel (harmonic)

Goldsmith에 의하면, 위 층위구조에는 5개의 잠재적인 음운규칙을 포함한다고 한다. 즉, 층위 내(intralevel) 규칙인 

(M,M), (W,W), (P,P) 구조와 층위 간(interlevel) 규칙인 (M,W), (W,P) 구조가 있다. 예를 들면, 삽입은 (M,W) 구조에서, 

영어강세규칙, 음절화는 (W,W) 구조에서, 하강(Lowering), 상승(Raising), 모음동화, 모음이완(Vowel Laxing), 설탄음

화, 연구개음화 등은 (W,P) 구조에서 적용된다. 끝으로 (P,P) 구조에서는 적형의 완전한 음성표기를 이룬다. 이 연구에서

는 성절자음과 관련된 음운과정을 (W,P) 구조에서 분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 예로써 beaten에서 /n/은 성절음이 되

는데, 이것은 (5)의 기저구조를 근거로 층위구조에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11) W-level: σ σ

O R R

x x x x x

b i t ə ṇ

[+syll]

P-level: [bɪtṇ]

M

W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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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절자음과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할 다른 점은 유음이나 비음이 포함된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첨가된 파

생어에 관해서이다. 예를 들면, bottling, settling, threatening 등과 같이 어간에 접사가 첨가될 때, 이들 단어는 유음이나 

비음의 음절화 유형에 따라 2음절어 또는 3음절어로 실현되는 이른바 음절화에 따른 공명음의 성절성 변이 문제가 발생

한다(Kahn, 1980:35; Borowsky, 1989:149; Giegerich, 1992:131; Cruttenden, 1994:182; Wells, 1995:402; Jensen, 

2000:197; Roach, 2002:76). 하지만 음절화에 의한 설명 방식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가령, bottling은 

<bottle>+<-ing>과 같이 음절화가 되면 [bɑtḷɪŋ]처럼 성절음으로 실현되어 3음절어가 된다. 하지만 <bott>+<ling>처럼 

음절화가 되면 [bɑtlɪŋ]과 같이 /l/이 비성절음으로 실현되어 2음절어가 된다고 한다(Oda, 2012). 이에 대해 Wells(1995)

는 일련의 규칙들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Yavaş(2011)는 이것을 단순이 음절화에 따른 /l/의 가변적인 변이음 

문제로 본다. 반면 Oda(2012)는 이것을 다각적으로 설명한다. 한 가지는 성절자음의 기저형 /ə/+공명음 형태에서 창발

적인 음성 환경 조건(emergent phonetic conditioning)에 따라 성절자음 또는 비성절자음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한다. 다

른 한 가지는 최적성 이론에 의거해 이러한 성절음의 변이를 두 제약, SCF(syllabic consonant formation)과 Onset의 제

약 순위로 설명한다. 그러나 결국은 두 제약의 상호작용으로 즉, SCF>Onset (cyc[ḷ].ing) 아니면 Onset>SCF (cyc.[l]ing)

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Oda, 2012:33).

본고는 이 파생어의 가변적 이음 문제를 층위구조에서 접근해 보겠다. Oda가 주장한 bottling의 음절화에 방식에 따른 

두 가지 유형, 즉 <bottle>+<-ing>과 같이 음절화 하는 것은 /l/을 첫 번째 음절의 말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bott>+<ling>처럼 음절화 된다고 한 것은 /l/을 두 번째 음절의 두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bottle>+<-ing> 경우에 /l/은 위 (5a)에 근거하여 말음이 아니라 한 운모 아래에 놓여 연구개음화가 되면서 성절음이 된 

것으로 보겠다(Mohanan, 1985). Giegerich(1992:212)의 주장에 의하면, 위 (6)에서 본바와 같이, little의 /t/는 양음절성

(ambisyllabicity)을 갖게 되어 /l/이 성절자음으로 실현된다고 한다(오관영, 2014:375).

만일 이 분석을 따른다면, bottling에서 /t/는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양음절이 되고, /l/은 두 번째 음절의 운모 

하에 있게 됨으로 성절음이 되며 또한 연구개음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음운과정을 다음 (12a)와 같

이 (W,P) 구조에서 설명할 수 있다.

(12) M-level: bottle, ing

W-level:   a. σ σ σ b. σ σ

        

O R O R R O R O R

x x x x x x x x x x x x

b ɑ t ɫ ɪ ŋ b ɑ t l ɪ ŋ

P-level: [bɑtɫ̣ɪŋ] [bɑtlɪŋ]

 그러나 <bott>+<ling> 경우는, Oda와 달리, /l/을 두 번째 음절의 두음이 아니라 첫 번째 음절의 운모와 두 번째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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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음 사이의 가양음절 자음(fake ambisyllabic consonant)로 가정하려 한다.3) 양선기(2009:205)에 따르면 운모가 허

용하는 자리 수는 셋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절 두음에 올 수 있는 자음군 중 tl-, dl-는 올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l/를 가양음절 자음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우 구조상 /l/이 성절성의 속성을 내포하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12b)처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에 접미사가 첨가될 때, 음절화 유형에 따라 음절수가 변이적이 되는 경우를 단순히 음성 환경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 된다고 설명하거나, 두 제약이 상황에 따라 제약 순위를 달리 설정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만족스럽지 못하

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본고에서 제시한 기저구조를 근거로 층위구조의 음절구조에 의한 설명방식은 이전 방식보

다도 더 간결하면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prettily, readily, funnily, healthily, worthily, messily, easily, mightily, steadily, vitally, bodily 등과 같이 어간

에 접사 -ily가 첨가되어 발생하는 몇 가지 음운과정을 위와는 달리 층위구조 간 복합적인 규칙 적용 방식으로 분석해 보

고자 한다. 한 예로 mightily를 보자. 우선 유의해볼 점은 접사 -ily에서 -i-는 /ə/가 아니라 /ɪ/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논한 

성절자음 조건에서 공명음을 선행하는 모음이 슈와(/ə/)로 규정한 점과 일치하지 않다. 전상범(2004:168)은 /seren+i+ty/

에서 se-의 모음이 [ə]로 되는 것을 모음약화 규칙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모음 /ɪ/가 /l/ 앞에서 /ə/로 전환되는 규

칙을 제정하는 것도 동일한 성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Wells, 1995:406).4) 이 모음전환 규칙은 (M,W) 구조에서 

적용되며 아래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mightily의 /t/는 설탄음이 된다. 따라서 설탄음화 규칙은 (W,P) 구조에

서 다음 (14)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오관영, 2014:376).

(13) Vowel Conversion

M-level: -stress +son

-tense +ant

W-level: ə

(14) Flapping

W-level: [-cons] -son [-cons]
-strid
+ant

P-level: [+voice]

 

그리고 /ə/ 다음에 오는 /l/은 성절자음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성절음 형성을 위한 규칙도 (W,P) 구조

에서 형식화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Rubach(1996:220)는 /ə/가 말음이나 양음절 위치에 있는 공명음 환경에서 탈락이 

되고, 이로 인해 공명음에 보상적 음절화규칙이 적용되어서, 결국 공명음 /l/이 성절자음이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오관영(2014:378)은 이 규칙을 층위구조에서 재해석하여, Rubach와 다른 각도로 Italy에서 /t/는 설탄음화, 

/l/은 성절음이 되는 혼합 음운과정을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규칙을 일부 수정하여 (W,P) 구조에서 적용되는 성절

자음 형성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 Fallow(1981)는 모음 사이의 자음들은 두음과 말음의 두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운모의 허용 자리수와 두음의 음소배열제약을 

감안한다면 /l/이 음절구조상 양음절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4) Wells(1995)는 이 규칙이 환경 측면의 제약으로 음운적 분석이나 발화, 화자들에 의존적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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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yllabic Consonant Arrangement (SCA)

W-level: +cons ( -high ) {C]σ, [C]V(C)#, C#} (C=[+son], V=[-stress])

+ant –low

+cor +back

-lat -stress

P-level: ø [+syll]

이제, 우리는 mightily를 위에서 논의한 제 규칙들을 통해 파생과정이 아닌 층위구조 속에서 복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

다. 즉, (M,W) 구조에서 모음전환 규칙을, (W,P) 구조에서는 설탄음화와 성절음 형성 규칙을 층위 간 적용시켜 다음과 

같이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 M-level: m a ɪ t + ɪ l i

Vowel Conversion

W-level: m a ɪ t ə l i

Flapping / SCA

P-level: m a ɪ ɾ ø ḷ i

위 (16)에서 보듯이, 우리는 단지 하나의 음운과정만이 아니라 다른 음운과정들이 연계지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

우를 규칙기반의 작위적인 도출 방식보다 층위구조 속에서 보다 더 간결하게 조화로이 설명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성절자음의 기저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을 때, 좀 더 일관성 있고 논리

적인 설명이 요구되어, 조화이론의 접근방식을 통해 기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명료하게 설명해보았다. 우선, 

성절자음의 기저구조를 Trubetzkoy(1939)의 분석에서부터 근래 Oda(2012)의 방식을 검토하였다.  성절자음 형성 과정

도 살펴보았을 때, 이 과정 또한 기조구조를 보는 관점과 병행해서 다양하고 의견도 분분하였다. 따라서 상기 논의된 점

을 토대로 성절자음의 조건이나 제약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성절음 조건이나 제약이 bottle, triple, 

button, kingston, sandal, single 등과 같은 예들을 설명할 때는 불일치하거나 유음(/l/)이나 비음(n/)이 달리 행동하는 경

우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성절자음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설명방식을 검토하였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점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성절자음으로 실현되는 자음 중 /l/과 /n/으로 한정하고, 

기설명과 달리 /l/과 /n/의 기저구조로서 settle과 같은 경우는 /Cl/를, modal, button과 같은 경우는 /əC/처럼 각각 다른 기

저구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저구조를 근거로, 먼저 관련 단어의 성절음 과정을 음절구조 속

에서 설명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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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말위치의 /l/이 포함된 어간에 접사가 첨가될 때 발생되는 한 가지 문제는 음절화 유형에 따라 /l/의 성절성이 가

변적인 경우였다. 본고는 층위구조의 음절구조를 통해서 2음절어가 되는 경우는 /l/이 성절음으로, 3음절어가 되는 경우

는 /l/이 가양음절 자음이 되어 성절성 속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해보았다. 

끝으로 본고는 어간 might에 접사 -ily가 첨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설탄음과 성절음 음운과정을 층위구조 속에서 모음

전환, 설탄음화, 그리고 성절자음 형성(SCA) 규칙을 제시하고, 층위 간에 이들 규칙을 조화로이 적용함으로 이전 방식보

다 더 간략하면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성절자음이 되는 부류 중 단지 /l/과 /n/에 한정된 연구임

으로 다른 자음이 성절음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원어민이나 한국인 화자들이 이들 성절자음

이 내포된 단어들을 실제로 어떻게 발화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후속연구에서 더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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