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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변화를 정밀하게 고찰하고, 그 결과를 최적성이론

(Optimality Theory)의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대에 들어 활발히 

전개된 움라우트 현상은 그 기제에 대해 엇갈린 논의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대와 방언에 따른 

범위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움라우트가 동화 현상이라는 데 초점을 맞

추어 이제 중부방언 및 국어어문규정에서도 그 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부방언에서도 움라우트 현상의 예들이 조건에 상관없이 다수 발견

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어문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움라우트는 이 

현상이 동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동

화 현상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 굳어져 있는데 일부 단어만 동화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되어 있다. “기

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

이다. 이 규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움라우트는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 

즉 말 그대로 발음에 관한 동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의미적인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기 때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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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 규정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재자음 제약이 지닌 

성격을 밝혀 움라우트 현상의 적용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종합하여 최

적성이론의 제약과 등급의 변화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일반 언어학적 보편성과 개별 언어학적 

특수성을 모두 설명하였다. 특히 충실성 제약인 Ident－IO(F)와 유표성 제약인 IC－

vowel[back], *UMLAUT－coronal의 상호 작용에 의해 중부방언과 남부방언의 움라우트 

변화 양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이 제약들의 

등급이 변화해서 마지막 단계로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도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움라우트, 최적성이론, 개재자음, 제약, 변화, 방언

1. 서론

이 연구는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변화에 대해 정밀하게 고찰하고, 그 결과를 최적

성이론(Optimality Theory)의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움

라우트는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한 음운 현상이다. 움라우트란 용어는 ‘ㅐ, ㅔ’의 

단모음화 증거를 움라우트와 관련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단모음화의 증거를 이 

현상과 직접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움라우트란 용어보다는 ‘ㅣ’ 모음 역행 동화로 

부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ㅣ’ 모음 역행 동화는 구개음화도 여

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 종래의 견해에 따라 움라우트란 명명을 사용하는 것

이다(김무림, 2004). 근대에 들어 활발히 전개된 움라우트 현상은 동화의 기제에 대

해 엇갈린 논의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대와 방언에 따른 범위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움라우트가 동화 현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제 중부방

언 및 국어어문규정에서도 그 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부방언에서도 움라우트 현상의 예들이 조건에 상관없이 다수 발견

되고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어문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움라우트는 

이 현상이 동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재자음 제약이 지닌 성격을 밝혀 움라우트 현상의 적용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을 종합하여 최적성이론의 제약과 등급의 

변화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일반 언어학적 보편성과 개별 언어학적 특수성을 모두 

1) 본 연구에서는 최적성이론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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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최적성이론은 규칙이 아닌 제약들의 등급으로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

로, Prince & Smolensky(1993)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 이 이론은 

McCarthy & Prince(1995) 등의 여러 논의들에 의해서 점차 발전되어, 언어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규칙에 근거한 이론에서 설명이 안 되던 문제점

들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움라우트는 후설모음이 후행하는 ‘ㅣ’나 반모음 ‘j’에 동화되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ㅣ’ 모음 역행 동화로 부르기도 한다. 

보통 움라우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후설모음과 ‘ㅣ, j’ 사이에 개재 자음이 있어야 

하며 이 자음은 보통 [－coronal] 자질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재 자음이 [－

coronal] 자질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적용되고 있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재 자음 제약을 벗어

난 움라우트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움라우트 현상이 이전

보다 그 세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므로 좀더 세밀한 조사

를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국어어문규정 중 ‘표준어 규정 제2장 제2절 모음’의 제9항을 보면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2), 다만 

다음의 단어들은3)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언중들의 일반적인 발음 양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

각한다. 이미 동화 현상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 굳어져 있는데 일부 단어만 동화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규정의 

붙임2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되어 있다.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

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4) 이 규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

를 안고 있다고 본다. 움라우트는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 즉 말 그대로 발음에 

관한 동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의미적인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모두 세밀하게 관찰해

2) 대표적인 예는 ‘아지랑이’가 있다.

3) 대표적인 예는 ‘－내기, 냄비, 동댕이치다’가 있다.

4) 대표적인 예는 ‘미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소금쟁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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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합적 기술을 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분석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국어 움라우트에 관여하는 개재자음 제약을 상정하고, 이러

한 제약을 위반한 예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움라우트가 아닌 다른 요인

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이숭녕, 1935; 정인승, 1937; 김완진, 1963; 이병근, 

1969; 최명옥 1989 등). 그러나 소신애(2016)에 의하면 기존에 상정된 개재자음 제

약은 국어의 모든 방언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아니고, 실제로 그에 대한 예외

도 상당수 관찰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재자음 제약’을 포함한 모

든 예들을 바탕으로 움라우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재검토하고, 단순히 예외로 

처리되어 온 예들을 정밀히 분석하여 움라우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부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국어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움라우트를 제약하는 개재자음

에 대한 논의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소신애, 2016). 그 동안의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 온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개재자음이 있어야만 움라우트가 가능한

가, 둘째, 움라우트를 제약하는 개재자음은 어떠한 자질을 지닌 것인가였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재자음이 있어야 움라우트가 일어난다는 입

장을 보여 왔다. 이병근(1970), 도수희(1981), 이승재(1983), 최명옥(1989), 홍윤표

(1994)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반면 이숭녕(1935), 정인승(1937), Kim(1973), 최전

승(1986), 박창원(1991), 신승용(1997), 백두현(1997), 소신애(2016) 등에서는 움라

우트가 개재자음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움라우트가 동화 현상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음운론적 관점에서도 타당하

다고 판단한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자음

(中子音)이 개재할 때 움라우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5) 20세기 초 함북방언

5) 중자음은 자질로 표시하면 [+coron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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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라우트를 연구 대상으로 한 田島泰秀(1918)은 ‘ㄴ, ㄷ, ㄹ, ㅅ, ㅊ’ 등의 자음이 

개재할 때 대체로 움라우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숭녕(1935)는 ‘ㄹ, ㅅ, 

ㅈ, ㄴ’ 등의 ‘치음’이 개재할 때 움라우트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보았으며, 정인승

(1937)도 ‘ㅅ, ㅈ, ㅊ, ㄴ, ㄷ, ㅌ, ㄹ’이 개재할 때 움라우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김완진(1963)도 모음 간의 ‘ㅅ, ㄹ, ㅈ, ㅉ, ㅊ, ㄴ’ 등과 이 소리들을 

포함한 중자음이 움라우트 현상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이병근(1969)의 경우, ‘ㅅ, ㅈ, 

ㅊ’ 등이 움라우트를 제약한다고 보고, 이들의 공통 자질은 [continuant]이라고 하였

다. Kim(1973)은 움라우트의 개재자음을 수의적인 요소로 보되, 이것은 반드시 변자

음(peripheral consonant)이어야 한다고 했다. 도수희(1981)은 [+grave] 자질을 가진 

자음이 개재해야만 움라우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최명옥(1989)는 調音時에 

{i, j} 앞에서 [α high, α back]의 자질을 가지는 자음이 개재할 경우에만 움라우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동화주 

‘i, y’와 개재자음의 성격이 유사할 때 움라우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움라우트의 개재자음 제약은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반드시 자음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coronal] 자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방언을 대상으로 움라우트의 적용 양상을 고찰한 선행 연구들 중에

는 개재자음 제약의 내용과 정도가 방언별로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 것들도 있다. 

최태영(1978)은 전주방언에서 개재자음 없이 움라우트가 일어난 예와 [+coronal] 자

음이 개재한 움라우트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움라우트의 확대로 해석하였다. 기

세관(1983)도 전남방언에서 개재자음 없이 움라우트가 일어난 예를 제시하면서, 개

재자음 제약이 전남방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임식(1984)도 19세기 

서북방언의 경우 개재자음 없이 움라우트가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김영배(1985)의 

경우도 평안방언의 움라우트에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기능하는 자음이 없다고 하였

다. 최전승(1989)도 19세기 전남방언의 움라우트에서 개재자음 제약을 이탈한 예들

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음운론적 제약이 지닌 상대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오종갑(1999)에서 다룬 영남방언의 움라우트, 성희제(2000), 김정태(2002) 

등에서 다룬 충남방언의 움라우트도 개재자음 제약에 대한 예외가 제시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을 움라우트의 확산에 따른 제약의 약화로 해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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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신애(2016)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움라우트 현상의 이러

한 변화를 중앙방언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들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토대로 할 때, 움라우트는 방언에 따라 그 확산 정도 

및 강도가 다르며, 움라우트가 생산적인 방언에서는 개재자음 제약이 약화됨에 따라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움라우트의 개재자음 제약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움라우트 현상이 국어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고 국

어어문규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움라우트의 개재자음 제약의 위반

은 일부 방언에 국한된 산발적 현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움라우트 성격 및 적용 

조건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움라우트 현상의 원리와 용례

국어 움라우트의 적용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움라우트의 적용 원리

ㄱ. 동화주: 모음 ‘ㅣ’와 반모음 ‘j’가 해당된다.

ㄴ. 피동화주: 모든 후설 모음이 피동화주가 되고 있다.

ㄷ. 개재 자음: [－coronal] 자질을 가진 자음이 개재할 경우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점점 그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움라우트에 대한 적용 원리에 있어서 앞에서와 같은 논란이 있는 것은 움라우트가 

완전히 공시적인 음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통시적이고 지역 방언적인 맥락

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통시적인 현상에 근거한 음운현상은 하나로 통일된 규정으로 

정할 수가 없는데, 19세기 이후에 더 활발히 일어난 움라우트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

하지 않다. 움라우트의 예는 중세국어에서부터 간혹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근대국어 

이후 남부방언, 즉 동남 및 서남 방언을 중심으로 활발해졌고, 19세기 이후에는 중앙

방언에까지 파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무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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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움라우트의 용례

ㄱ. 15세기: 새굔(두시언해－초간 6~27)

ㄴ. 16세기: 졔기(별행록절요언해 4), 죄히(별행록절요언해 10)

ㄷ. 17세기: 지애비(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 3~5), 제혀(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 

8~17), 나기디(가례언해 6~32), 네겨(두시언해－중간 2~13), 귀틔여(두시언

해－중간 11~28), 쇠릴(두시언해－중간 3~20)

ㄹ. 18세기: 네기리(십구사략언해 1~91), 쥐견니라(염불보권문 19), 귀경(염불보

권문 43, 주해천자문 33)

ㅁ. 19세기: 기(관성제군명성경언해 33), 지이(관성제군명성경언해 33), 올비

(물명찬), 부겨(과화존신 5), 자바기다가(관성제군명성경언해 16), 메기거

(관성제군명성경언해 31), 욍기다(물명찬)

움라우트는 이와 같이 근대국어를 전후하여 꾸준히 축적된 음운현상이기 때문에, 

적용 원리의 파악에 있어서도 ‘ㅣ’ 모음 역행 동화라는 대전제 아래 묶일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남부방언에서 시작된 움라우트 현상이 중앙방언으로까지 파급된 

것은 구개음화보다 늦은 19세기 이후이지만, 중앙방언에서 그 세력을 일반화하지 못

하고 현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ㄷ’ 구개음화가 18세기에 중앙방언으로 

확산되어 세력을 얻은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상황도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부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

에서 발생한 예들을 토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6)

(3) 일반화된 움라우트 현상의 대표적인 예

ㄱ.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 괴육, 괴이다, 괴인, 기야말로, 뇌이다, 뇌인네, 대이다, 

띠이다, 뫼이다, 뵈이다, 새양, 쌔이다, 세약서, 쐬이다, 쉬염, 시양딸, 시양아들, 

씨이다, 아베이, 어베이, 재연, 쥐인, 채양, 채이다, 채일, 패이다, 할메이

ㄴ. 개재자음이 [－coronal]인 경우: 내기, 냄비, 내동댕이치다

ㄷ. 개재자음이 [+coronal]인 경우: 개렵다, 개리다, 개리키다, 건디리다, 께림칙하다, 

6) 자세한 예들은 소신애(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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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새리, 귀리다, 끄트메리, 기대리다, 기리구, 기리다, 기림자, 낋이다, 내베리다, 

뇌력, 대디미돌, 대리, 대리다, 대리미, 떨어띠리다, 되련님, 뙈리, 뒤디리다, 디려

가다, 디리다, 디립다, 딜여다보다, 딜이다, 딜이대다, 매디, 매련, 매렵다, 매련하

다, 멜미, 며치리, 몸비림치다, 물딜이다, 미끼리, 베리다, 복댈임, 산빼리, 새리다, 

쇠리, 시집샐이, 애리다, 에렵다, 에리다, 외리다, 잠재리, 재리, 제리다, 줄대리기, 

채렷, 채례, 채리다, 체립, 핼미, 핼퀴다

이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움라우트는 국어 전반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재자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현상

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오히려 움라우트가 약해지고 있다

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는 존재한다. 또한 어휘개별성이 있어서 

움라우트 환경에 있지만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설모음으로의 동화 

현상이라는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화 현상이라는 그 경향성을 볼 때 

방언의 구분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휘개별성도 

언중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노출

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아서 움라우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시간이 지난 뒤를 생각해 보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변화 양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세 단계의 변화를 다음 장에서는 최적성이론의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한

다.

(4) 움라우트의 변화 양상 단계

ㄱ. 1단계: 남부방언에서만 발생함.(개재자음의 영향이 있음.)

ㄴ. 2단계: 중부방언에서도 발생함.(단, 남부방언에서는 개재자음의 영향이 없음.)

ㄷ. 3단계: 방언의 구분 없이 발생함.(개재자음의 영향이 없음.)

다만 현대 국어에서 움라우트가 완전히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3단계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미래의 단계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말이

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움라우트의 변화 경향성을 판단했을 때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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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상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적성이론의 제약과 그 등급의 변화

로 설명한다면 그 타당성이 더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4. 최적성이론의 적용

움라우트는 후행하는 모음 ‘ㅣ’가 자기와 먼 거리에 있는 모음을 가까이에서 발음

되는 모음으로 바꾸는 현상이다. 가령 ‘죽이다→쥑이다’에서 후설모음 ‘ㅜ’를 ‘ㅣ’와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는 ‘ㅟ’로 바꾼 것은 두 모음의 거리를 단축한 것이다. ‘ㅓ’를 

‘ㅔ’로 바꾸는 경우나 ‘ㅏ’를 ‘ㅐ’로 바꾸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발음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것은 발음 위치상 비슷한 성질의 음으로 만든다는 것이므로 움라우트

도 대표적인 동화 현상의 하나라고 하겠다. 따라서 움라우트 현상은 모음의 자질 변

화가 발생하는 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앞에서 논의한 대로 세부 

조건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움라우트 현상의 대표적인 예

ㄱ.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 주인[쥐인]

ㄴ. 개재자음이 [－coronal]인 경우: 나기[내기]

ㄷ. 개재자음이 [+coronal]인 경우: 마디[매디]

이 예들을 세분한 것은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나 개재자음이 [－coronal]인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움라우트 현상이 잘 일어났지만, 개재자음이 [+coronal]인 경우에는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각 변화 단계별로 제약 설명이 필요

해서 이런 구분을 한 것이다.

1) 제약의 설정

움라우트에 최적성이론의 제약을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충실성 제약과 유표성 제약의 상호작용이다. 이 둘 사이의 등급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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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움라우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충실성 제약이 위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 충실성 제약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 충실성 제약은 Ident－

IO(F) 제약이다. 이 제약은 자질의 변화를 금지하는 제약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6) Ident－IO(F): 입력형의 분절음은 출력형 대응소와 같은 α[F] 자질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는 상대되는 유표성 제약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자음의 조음위치동화에서

도 적용되었던 제약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것은 ‘동일연속음 제약(Identical 

Cluster Constraints)’이라는 것이다. 이 제약이 작용하는 것은 발음의 편리함을 추구

하는 원리 때문이다. 곧,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자음의 연속될 때 조음의 자

질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그것은 노력 절약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동일연속

음 제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새롭게 모음의 동화 현상에 관한 제약을 

제시하도록 하겠다.7) 그것은 Identical Cluster－vowel[back]이라고 할 수 있다.

(7) Identical Cluster－vowel[back]8):

모음의 동화에서 후설성 자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 제약은 모음 사이의 동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이 제약은 유표성 제약으로 충실성 제약과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움라우트의 

경우 원하는 최적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제약이 충실성 제약보다 상위 등급

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움라우트에서 [－back] 자질을 가진 전설모음이 왜 [+back] 자질을 가진 

후설모음보다 우선되느냐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설모음의 우선성을 다

7) 동일연속음 제약에 관해서 Hammond(1998)은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1) 유성성: 자음의 연속은 유, 무성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조음위치: 자음의 연속은 조음위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3) 계속성: 자음의 연속은 공기 흐름의 연속성에 있어 일치하여야 한다.

(4) 비음성: 자음의 연속은 비음성에 있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밖에 다른 자질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음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모음에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8) 이후에는 이 제약을 IC－vowel[back]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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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문제는 제약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IC－vowel[back] 제

약을 세분화해서 제시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back]과 [+back] 자질의 차이를 구

분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설모음보다 후설모음이 많은 편

이다. 따라서 유표적인 것이 되려면 후설모음보다는 전설모음이 되는 것이 맞다. 그

래서 IC－vowel[back]을 충실성 제약에 상대되는 유표성 제약이라고 한 것이다. 그

러므로 유표적인 전설모음으로의 동화가 후설모음으로의 동화보다 상위에 있다는 

등급을 설정해 주면 된다. 이것을 제약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 이 제약의 구

분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대립될 때만 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8) ㄱ. Identical Cluster－vowel[－back] : 

모음의 동화에서 [－back] 자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8) ㄴ. Identical Cluster－vowel[+back] : 

모음의 동화에서 [+back] 자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 두 제약 사이의 등급은 IC－vowel[－back] 제약이 IC－vowel[+back] 제약을 

앞서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약들의 등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이 제약 등급과 Ident－IO(F) 제약 사이의 등급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움라우트

가 발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충실성 제약인 Ident－IO(F)가 높은 등급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등급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제약이 있다. 바로 [+coronal] 자음의 개입 

여부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유표성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움라우트의 

경우 처음에는 [+coronal] 자음이 개입하면 일어나지 않다가 후대에 그 현상이 사라

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coronal] 자음에 관한 제약은 움라우트와 

관련된 결합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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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mlaut－coronal:

움라우트는 전설모음과 설정성 자음의 연속을 기피한다.

비록 이 제약이 매우 유표적이기는 하지만 국어의 움라우트 현상의 변화 양상에

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새롭게 설정한 (10)의 제약과 앞에서 제시한 충실성 제약과 유표성 제약 사

이의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의 예들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

겠다. 왜냐하면 변화 양상에 따라 제약 사이의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제약들 

사이의 등급은 앞에서 제시한 (5)의 예를 통해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2) 제약의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변화를 최적성이론이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의 (4)에서 제시한 대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움라우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부방언을 기준으로 할 때 움라우

트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부방언에서는 발생한 1단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

우 중부방언과 남부방언의 제약 등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1) ㄱ. 1단계(중부방언):

Ident－IO(F) 》 *Umlaut－coronal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11) ㄴ. 1단계(남부방언):

*Umlaut－coronal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O(F)

이와 같은 제약 등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충실성 제약인 Ident－IO(F)가 중부

방언에서는 상위에 있고, 남부방언에서는 하위에 있기 때문이다. (5)의 예를 통해 구

체적인 적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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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단계(중부방언)

ㄱ. 주인[주인]

    ču.in Ident－IO(F) *Um－cor IC－v[－back] IC－v[+back]

☞a. ču.in * *

  b. čy.in *! *

ㄴ. 나기[나기]

    na.gi Ident－IO(F) *Um－cor IC－v[－back] IC－v[+back]

☞a. na.gi * *

  b. nɛ.gi *! *

ㄷ. 마디[마디]

    ma.di Ident－IO(F) *Um－cor IC－v[－back] IC－v[+back]

☞a. ma.di * *

  b. mɛ.di *! *

1단계에서는 움라우트가 중부방언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dent－IO(F)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모든 예에서 (b)가 선택되었다. 하위 제약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13) 1단계(남부방언)

ㄱ. 주인[쥐인]

    ču.in *Um－cor IC－v[－back] IC－v[+back] Ident－IO(F)

  a. ču.in *! *

☞b. čy.in * *

ㄴ. 나기[내기]

    na.gi *Um－cor IC－v[－back] IC－v[+back] Ident－IO(F)

  a. na.gi *! *

☞b. nɛ.g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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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마디[마디]

    ma.di *Um－cor IC－v[－back] IC－v[+back] Ident－IO(F)

☞a. ma.di * *

  b. mɛ.di *! * *

1단계에서 남부방언에서는 움라우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부방언과는 다르게 IC

－vowel[back]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3ㄱ, ㄴ)에서는 IC－vowel[－

back] 》 IC－vowel[+back] 순위가 결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다만 개재자음이 [+co 

ronal]인 경우는 아직 움라우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3ㄷ)에서는 *Umlaut－

coronal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번에는 2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중부방언에서도 움라우트가 발

생하게 되고, 남부방언에서는 개재자음이 [+coronal]인데도 움라우트가 발생하는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등급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ㄱ. 2단계(중부방언):

*Umlaut－coronal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O(F)

(14) ㄴ. 2단계(남부방언):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Umlaut－coronal 》 Ident－IO(F)

제약 등급의 변화를 보면 남부방언이 항상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중부방언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2단계(중부방언)

ㄱ. 주인[쥐인]

    ču.in *Um－cor IC－v[－back] IC－v[+back] Ident－IO(F)

  a. ču.in *! *

☞b. čy.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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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나기[내기]

    na.gi *Um－cor IC－v[－back] IC－v[+back] Ident－IO(F)

  a. na.gi *! *

☞b. nɛ.gi * *

ㄷ. 마디[마디]

    ma.di *Um－cor IC－v[－back] IC－v[+back] Ident－IO(F)

☞a. ma.di * *

  b. mɛ.di *! * *

1단계와 다르게 2단계에서는 중부방언에서도 움라우트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1단

계의 남부방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IC－vowel[back]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15ㄱ, ㄴ)에서는 IC－vowel[－back] 》 IC－vowel[+back] 순위가 결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개재자음이 [+coronal]인 경우는 아직 움라우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ㄷ)에서는 *Umlaut－coronal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 2단계(남부방언)

ㄱ. 주인[쥐인]

    ču.in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ču.in *! *

☞b. čy.in * *

ㄴ. 나기[내기]

    na.gi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na.gi *! *

☞b. nɛ.gi * *

ㄷ. 마디[매디]

    ma.di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ma.di *! *

☞b. mɛ.d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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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 남부방언에서는 움라우트가 개재자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1단계와는 다르게 IC－vowel[back]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16)의 모든 예에서 IC－vowel[－back] 》 IC－vowel[+back] 순위가 결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이번에는 마지막 3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단계에서는 중부방언에서도 남부방

언과 마찬가지로 움라우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개재자음이 어떤 자음이냐는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전반적으로 모두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부방언이

나 남부방언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하겠다. 그 등급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 3단계(방언의 구분이 없음):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Umlaut－coronal 》 Ident－IO(F)

제약 등급의 변화를 보면 2단계와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도 남부방언이 항상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중부방언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3단계(방언의 구분이 없음.)

ㄱ. 주인[쥐인]

    ču.in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ču.in *! *

☞b. čy.in * *

ㄴ. 나기[내기]

    na.gi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na.gi *! *

☞b. nɛ.g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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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마디[매디]

    ma.di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ma.di *! *

☞b. mɛ.di * * *

3단계에서는 움라우트가 개재자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IC－

vowel[back]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18)의 모든 예에서 IC－vowel[－

back] 》 IC－vowel[+back] 순위가 결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이처럼 움라우트는 전

반적인 확산을 하였고, 지금 이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추가적으로 움라우트의 경우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것

은 ‘미각’을 [*미객]으로, ‘지우개’를 [*지위개]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움라우트는 역행 동화만 가능하고 순행 동화

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문제는 역행 동화가 순행 동화

보다 우선한다는 제약을 제시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유표적인 제약이 설정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들의 검증을 통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가능성만을 보고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 제약은 다음과 같다.

(19) regressive assimilation > progressive assimilation(ra>pa)

동화 현상의 경우 역행 동화가 순행 동화보다 우선한다.

이 제약은 앞에서 설정한 제약들보다 상위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야 순행적인 움

라우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제약을 적용하여 등급을 제시하고 ‘미각’과 

‘지우개’의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 ra>pa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Umlaut－coronal 》 Ident－I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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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순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ㄱ. 미각[미각][*미객]

    mi.kak ra>pa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mi.kak * *

  b. mi.kɛk *! * *

ㄴ. 지우개[지우개][*지위개]

    či.u.kɛ ra>pa IC－v[－back] IC－v[+back] *Um－cor Ident－IO(F)

☞a. či.u.kɛ * *

  b. či.y.kɛ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행 동화가 순행 동화보다 우선한다는 ra>pa 제약이 중

요한 역할을 하여 [*미객]이나 [*지위개]와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

서 각각의 경우 모두 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a)가 최적형이 되었다.

5. 결론

지금까지 국어 움라우트의 현상에 대해 정밀하게 고찰하고, 그 결과를 최적성이론

의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모든 예들을 검토하고 나서 국어 움라우트는 모

든 방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개재자음의 자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것을 세 단계로 언급했었는데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움라우트의 변화 양상 단계

ㄱ. 1단계: 남부방언에서만 발생함(개재자음의 영향이 있음)

ㄴ. 2단계: 중부방언에서도 발생함(단, 남부방언에서는 개재자음의 영향이 없음)

ㄷ. 3단계: 방언의 구분이 없이 발생함(개재자음의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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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라우트는 남부방언에서 시작하여 중부방언으로 확산하였고, 개재자음의 영향이 

처음에는 존재하다가 점차 사라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맞춰서 제약 등급의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ㄱ. 1단계(중부방언):

Ident－IO(F) 》 *Umlaut－coronal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20) ㄴ. 1단계(남부방언):

*Umlaut－coronal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O(F)

(21) ㄱ. 2단계(중부방언):

*Umlaut－coronal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O(F)

(20) ㄴ. 2단계(남부방언):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Umlaut－coronal 》 Ident－IO(F)

(22) 3단계(방언의 구분이 없음.):

Identical Cluster－vowel[－back] 》 Identical Cluster－vowel[+back] 

》 *Umlaut－coronal 》 Ident－IO(F)

각 단계별 변화를 보면 Ident－IO(F)의 등급이 점차 하강하고, 그 다음에 *Umlaut 

－coronal이 하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IC－vowel 

[back]의 세부 등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남

부방언이 앞서가고 중부방언이 뒤를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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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ptimality-theoretic analysis on the Umlaut in 

Korean

Cho, Sung-moon*

9)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umlaut’ phenomenon in Korean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Optimality Theory. Especially, it examined the exceptions of 

the ‘Intervenient Consonant Constraint’ of the umlaut rule focusing on the Central 

dialect. It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enient consonants of umlaut and 

determined the application level. Besides, it discussed various conditioning factors of 

the umlaut rule.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ly, umlaut can occur without an intervenient consonant in the Central dialect. 

Secondly, umlaut can occur even if the central consonants intervene between an 

assimilated vowel and its assimilator in the Central dialect. This is because examples 

of umlaut phenomena in central dialects are found regardless of conditions. The 

umlaut, which is covered in the Korean language and grammar rules, distinguishes 

this by semantic criteria even though it is an assimilation phenomenon. Already a 

fairy tale phenomenon has become common and hardened, but some words only 

assimilate assimilation and the rest are not accepted in principle. Therefore, this 

regulation seems to have a more serious problem. Because Umlaut is a fairy tale 

about pronunciation, but an exception is made as a semantic criterion. Therefore, 

these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hirdly, considering the examples, it is 

supposed that the umlaut rule applies in every Korean dialect. Thus, it can be argued 

that there is a marked constraint, which governs the umlaut. The ‘Intervenient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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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nant Constraint’ is ‘Identical cluster－vowel[back]’. It is not an ‘inviolable 

constraint’ but a ‘violable constraint’ which merely reflects a ‘tendency’. Finally, a 

set of constraints which are involved in umlaut are ‘Identical cluster－vowel[back], 

*Umlaut－coronal, Ident－IO(F)’. The vari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umlaut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among the constraints.

Keywords: umlaut, Optimality Theory, intervenient consonant, constraint, 

variation, dial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