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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Ⅰ

언어이론과 외국어교육에의 적용

A Diachronic Study of English Negation
Park, Sangsoo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1. Negation is a basic phenomenon of human language that is capable of taking a variety of
different surface forms. It is derived from affirmation, which means that a negative sentence is
considered marked.

2. Three stages in the acquisition of negation is distinguished in children's speech. (Bellugi 1967)

☞ Stage 1: A sentence as a structured unit begins to appear, and negation is usually attached

before or after this unit. e.g. No daddy dress me.
☞ Stage 2: Negators start to appear sentence-internally. e.g. Daddy no dress me.
☞ Stage 3: The functional category like Aux or Neg is fully developed and negation is attached to it.

e.g. Daddy doesn't/can't dress me.

3. The history of English negation is made up of a succession of important changes and a handful
of basic continuities. The original negative adverb is first weakened, then found insufficient and
therefore strengthened, generally through some additional word, and this in turn may be felt as the
negative proper and may then in course of time be subject to the same development as the
original word.

4. In this study, changes of sentential negation (except constituent negation) from 'no...＋V' and 'ne

＋V' through 'ne＋V＋not', 'V＋not', 'not＋V', 'do＋not＋V' to 'don't＋V' will be analyzed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5. The derivation of negative sentence and its syntactic properties will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spirit and theory of Minimalist Program (Chomsky 2000, 2001, 2004, 2005a, 2005b, 2006).

2. Some Mechanisms for Negative Sentence
1. Negative Cycle (Jespersen 1917(1937):9-11)

3

한국언어과학회 2009년 여름학술대회

In his work Negation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Jespersen made his seminal observation on
the cyclical development of systems of sentential negation.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f.
Kemenade 2000):

☞ Stage 1: Negation is expressed by one negative particle. e.g. ic ne secge, which is prevalent

form throughout the OE period.

☞ Stage 2: Negation is expressed by a negative particle in combination with a negative adverb or

noun phrase such as na, nalles 'not at all', and noht 'nothing'. e.g. I ne seye not,
which becomes the typical ME form.
⊙ The second element in the Stage 2 takes on the function of expressing negation by itself; the

original negative particle becomes optional. Here ne was pronounced with so little stress that it
was apt to disappear altogether, and not became the regular negative in all cases.

☞ Stage 3: The original negative particle becomes extinct. e.g. I say not, the practical disappearance

of ne and the exclusive use of not was reached in the fifteenth century. Before
do-support was fully developed, there was a certain tendency to place not before the
verb in all kinds of sentences.
⊙ The Elizabethan English began to use auxiliary do indiscriminately in all kinds of sentences,

but gradually it was restricted to those sentences where it served either the purpose of emphasis or
a grammatical purpose. In those interrogative sentences in which a non-subject wh-word has to be
internally merged in the sentence initial position, auxiliary do effects a compromise between the
wh-interrogative word order (that is, 'a wh-word＋verb＋subject' of residual V2) and the universal
tendency to place the subject before the (lexical) verb, which reflects a syntactic property of
subject-oriented language, as in "Where did he go?" (Park 2003, 2007a, 2007b, 2008, 2009, 박
2009).

☞ Stage 4: Negation is realized in the syntactic structure of 'a finite (modal/do) verb＋not＋a

lexical verb'. e.g. I do not say.
⊙ In the negative sentence such as 'I do not say.' a similar compromise to the derivation of

wh-interrogatives is achieved by the same means, not retaining its place after the finite verb which
indicates φ-features and tense feature, and yet being placed before a lexical verb. When auxiliary
do became the ordinary accompaniment of not, it was not at first extended to all verbs; besides
the well-known instances with can, may, must, will, shall, am, have, dare, need, ought, know must
be mentioned, which was long used in the form know not, thus pretty regularly in the seventeenth
and often in the eigh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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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5: Negation is optionally expressed by negative contraction in terms of encliticization of

not to the preceding finite verb. e.g. I don't say.
⊙ In the head position of NegP, not cannot keep up its strongly stressed pronunciation; and

through its weakening contracted negation is derived. In many negative sentences that undergo
negative contraction, the sound /t/ is often dropped and not has been finally reduced to a simple
/n/ encliticized to an auxiliary verb. After all, it is possible that some new device of strengthening
may at some future date be required to remedy such reductions.

2. Neg-First Principle (Jespersen 1917(1937):5, Horn 1989:292-293)
There is a natural tendency, also for the sake of clearness, to place a negative element first, or at
any rate as soon as possible, very often immediately before a particular word, generally a lexical
verb, to be negatived. Negation tends to be attracted leftwards and generally to precede the words
over which it has scope.
3. End-Weight Principl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Given-New Information Sequence
As regards its consequences on the placement of negative element within a clause, End-Weight
Principle is in competition with Neg-First Principle, and this competitive dynamics is held
responsible by Jespersen for the diachronic which is called Negative Cycle;
Neg＋V... by Neg-First Principle > Neg＋V＋not by End-Weight Principle > V＋not > not＋V by
Neg-First Principle
4. Typology of Language (Biberauer & Roberts 2005:6)
There are two quite distinct types of richness of verbal inflection: agreement inflection and tense
inflec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aspect of V-movement and decide parametric values of word
order.
☞ Type 1: Rich agreement and rich tense inflection: hence V-to-T and null subjects, e.g. Italian,

Greek, Spanish, etc.
☞ Type 2: Poor agreement but rich tense: hence V-to-T, but no null subjects, e.g. ME, French,

etc.
☞ Type 3: Poor tense and poor agreement: hence no V-to-T and no null subjects, e.g. ModE,

Mainland Scandinavian, etc.
☞ Type 4: Rich agreement and poor tense inflection: null subjects, but no V-to-T; no clear

example.

5. Neg-Criterion (Haegeman 1995:106) and Negative Concord
Sentential negation is expressed by NegP, whose head-Neg may be overtly realized as ne in OE.
The distribution of negative heads and negative constituents is subject to the Neg-Criterion which
imposes a spec-head relation between a negative head and a negative operator (Haeberl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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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geman 1995, Rizzi 1996):
a. A NEG-operator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an X-head [NEG];
b. An X-head [NEG] must be in a Spec-head configuration with a NEG-operator.
Negative Concord: In some languages such as OE, several morphological negative expressions in a
given syntactic domain may combine to express a single logical negation.

3. Negation in OE and Early ME
1. There is some consensus that the version of the heroic poem Beowulf must have been in the
course of the eighth century, which was written somewhere around 1000. A standard strategy in
Beowulf with alliterative four-stress lines is to front a negative element no/ne to the clause-initial
position:
(1) no ic me an herewæsmun hnagran talige,

guþgeweorca, þonne Grendel hene (Beowulf 677-8)

not I myself in war-strength inferior count, battle deeds, than Grendel himself
'I do not count myself less in war-strength, in battle deeds, than Grendel does himself.'
(2) ne wæs his drohtoð þær

swylice he on ealderdagum ær gemette (Beowulf 756-7)

not-was his way of life in the days such he on previously encountered
'there was not such as he had previously encountered in the days of his life.'
The negative sentence patterns in (1)-(2) are complementary distribution: an unreduced form like no
(41%) does not go together with internal Merge of the finite verb as in (1), but the reduced form
ne (59%) or the procliticized form goes together with internal Merge of the finite verb in C as in
(2).1)
The syntactic operation of a negative sentence with negative adverb no or with negative particle ne
is undergone as follows:
(3) A negative sentence with negative adverb no (non-internal Merge of a finite verb)
[Topic no [CP [ ... finite verb ...]]]
(4) A negative sentence with negative particle ne (internal Merge of a finite verb in C)
[CP nefocus [C' [C Vf ][NegP Opnull [Neg'[Neg ne ][Vp Vf ...]]]]] ...
If the preposed negative adverb no in (1)/(3) is internally merged just before Spec-CP, it is
possible to account for this as a topic syntactically. By contrast, it is reasonable to analyze the
initial negative particle ne in (2)/(4) as a focalized element that is internally merged in Spec-CP

1) According to some general hypothesis, languages with a basic SOV order should tend to 'V＋negative
element', while SVO languages show a preference for pre-verbal negation or 'negative element＋verb' (Mazz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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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ith the finite verb in head-C.2) The Internal Merge/Copy of the finite verb is triggered
by φ-features and tense-feature in C in the V2 language. Given Neg-Criterion, V2 is observed
even in case of negative head only, where a null negative operator is in Spec-Neg.
2. The Classical OE of the 9th and 10th centuries, simple sentential negation was usually
expressed by means of pre-verbal negative particle ne:
(5) ne sehde se deofol ða fyr of heofonum, þeah þe hit ufan come
(Ælfric, Catholic Homilies I.6.13 from Kemenade 2000:57)
not sent the devil then fire from heaven, though that it from-above came
'The devil did not send fire from heaven, though it came from above.'
(6) Nolde se Hælend for his bene awaþeah hym fram gewitan
(Ælfric, Homilies Pope XIV.199 from Kemenade 2000:57)
not-wanted the Lord for his prayer however him from depart
'However, the Lord did not want to depart from him because of his prayer.'
In the prose texts of Classical OE, sentential negation is dominantly expressed by the negative
particle ne, which immediately precedes the finite verb like (5) or is often procliticized to the
finite verb like (6). Given that sentential negation is expressed by ne alone in the Classical OE, it
stands for the Stage 1 of Jespersen's Negative Cycle.
Negative sentences such as (5)-(6) are sufficient motivation for regarding ne as head-Neg, so it
allows us to see the positional covariance of ne with the finite verb as an instance of head
incorporation or procliticization/contracted negation3):
(7) ... [NegP Opnull [Neg'[Neg ne ][Vp Vf ... ]]] ... ⇒
a. [CP nefocus [C' [C Vf ][NegP Opnull [Neg'[Neg ne ][Vp Vf ... ]]]]]
b. [CP Opnull-focus [C' [C ne＋Vf ][NegP Opnull [Neg'[Neg ne ][Vp Vf ...]]]]]
The NegP format advocated in (7) allows a principled view of the relative strength and weakness
of negative elements. The notion of strength should be understood as a morpho-syntactic one:
specifier elements are in general full constituents, whereas the head elements of non-lexical
projections generally correspond with inflectional morphemes, which are syntactically dependent.

2) At first negative particle ne seemed to be externally merged in Spec-NegP and then it was reanalyzed as a
head-Neg.
3) There have been proposals as to the conditions that govern the choice between the contracted forms and the
corresponding uncontracted forms: reflection of spirit of the age and dialectal difference ((Levin 1958, Jack
1999, Iyeiri 2001)), the difference of metrical structure or phonological difference (Fulk 1992, Jack 1999),
syntactic difference (Blockley 1988, 1990), frequency difference (López-Couso 2007), and functional difference
related to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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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is argued in the motivation for (7) that the initial negative particle in the Classical OE is
syntactically an emphatic focalized element in (5)-(6). The syntactic operation of focalization that is
realized as V2 word order allows an account for the well-known fact that OE root clauses have
the negated finite verb in C. If the preposed negative article is internally merged in Spec-CP, this
can be accounted for on the assumption that the standard position of focalized element is the
Spec-CP like (7a). Therefore, if the negative particle ne counts syntactically as a focalized
constituent, no further focalized element can be internally merged in Spec-CP. On the other hand,
as ne is procliticized to the finite verb like (7b), other focalized constituent begins to be internally
merged in Spec-CP as well as the reinforcing negator na/no starts to be externally merged in
Spec-NegP.
4. There are sentential negation constructions with more than one negative particle even in OE on
a limited scale, contrary to what is often said (Jespersen 1917(1937), Jack 1978a, 1978b). The
most common second negator in such cases is the constituent negator na(=ne＋a 'ever')/no:
(8) Ne het he us na leornian heofonas to qyrcenne
(Ælfric, Lives of Saints XVI.127 from Kemenade 2000:64)
not ordered he us not lean heavens to make
'He did not order us to learn to make the heavens.'
(9) þonne ne miht þu na þæt mot ut ateon of ðæs mannes eagan
(Ælfric, Homilies, Pope XIII.153 from Kemenade 2000:65)
then not could you not the speck out draw of the man's eye
'Then you colud not draw the speck out of the man's eye.'
The structure of negative sentences in (8)-(9) with two sentential negators is a minority pattern,
while that of negative sentences in (5)-(6) with one sentential negator is attested several times over
an any page of OE prose.
On the basis of the distribution of multiple sentential negation, the partial functional structure of
the ninth and tenth century OE includes the following projections:
(10) ... [NegP no/na [Neg'[Neg ne [Vp Vf ... ]]]] ... ⇒
a. [CP nefocus [C' [C Vf ][NegP Opnull [Neg'[Neg ne ][Vp Vf ... ]]]]]
b. [CP XPfocus [C' [C ne＋Vf ...][NegP no/na [Neg'[Neg ne ] [Vp Vf ... ]]]]]
The ne is informally referred to as head-Neg as in (10a), but this head can also be analyzed as
the negative feature required to check ne, which is an inflectional prefix, especially in negative
contraction, since it is never separated from the finite verb.4) Therefore, when the negative particle
ne is procliticized to the finite verb like (10b), other focalized constituent can be internally merged
4) The negative particle ne is contracted with such verb forms as agan/habban/wittan/willan/beon/wæsan that
begin with a vowel, h, or w (Campbell 1959, Hogg 1992, Strang 1970, Denis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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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ec-CP. Given that the original negative particle ne has been weakened to negative head status,
and a second negative adverb na/no is introduced, the sentential negation such as (10) arrives at
the Stage 2 of Jespersen's Negative Cycl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Negative Cycle, ne is found more and more often reinforced
by the other negative words, mostly indefinites and adverbs, and notably by nawiht 'nothing', later
variously contracted in noght, nawt and finally not. This reinforcement became obligatory and, at
the same time, pre-verbal ne was lost. This means that OE as well as Early ME with multiple
negation, is a Negative Concord language, which implies that a logically negative sentence can
contain more than one negative particle.
5. At the Stage 2 of Jespersen's Negative Cycle, however, focalized elements occur relatively free
at the sentence initial position like (8)-(9) in Spec-CP. The negative sentence such as this is
accounted for by assuming that the syntactic status of ne in Spec-CP is weakening, and that
therefore it ceases to be interpreted syntactically as a focalized element. A crucial intermediate step
in this weakening process is the introduction of a reinforcing negator na/no in Spec-NegP, which
supposedly marks the weakening of the original negator. If this line of analysis is correct, the next
developmental step will be formulated as (10). Thus, in negative sentences with a second negator
in addition to the negative particle ne which is now becoming procliticized to the following finite
verb in the Late OE and Early ME, it is expected that focalization of other element begins to
occur more frequently.

4. Negation in Late ME and Early ModE
1. In ME, the reinforcing negator is no longer na/no which becomes restricted to marking
constituent negation. The new reinforcing negator is spelling variant of not, the descendant of OE
ne-a-wiht 'not-ever-anything'= nawiht, nowiht (> nauht, nawht > noht, nout > not), which was used
as a negated noun or an emphatic negative adverb. Thus, not is now used as an emphatic negative
adverb with rapidly increasing frequency (Jack 1978a, 1978b) in the syntactic structure of multiple
negation:
(11) þet ne seide he noht (Kenntish Sermons 214.25 form Kemenade 2000:68)
'He did not say that.' / 'That he did not say.'
(12) yet ne wolde he nat answare sodeynly (Chaucer, Melibee 2222 Kemenade 2000:68)
'Yet he would not answer quickl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nat/not as the new negative adverb in (11)-(12) replaces na/no in
Spec-NegP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OE to ME. Thus, a constituent internally merged in
the sentence initial position like (11)-(12) is analyzed as a focalized element.
2. The syntactic structure of multiple negation seems to reflect the ongoing weaken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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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article ne. This means that as ne becomes optional and then is dropped altogether, the
new negative adverb not is fast increasing in frequency. The result of such change arrives at the
Stage 3 of Negative Cycle: the original negative particle ne becomes extinct.
As soon as ne has disappeared, the reinforcing negative adverb not in Spec-NegP begins to show
signs of morpho-phonological weakening, and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it is becoming a negative
head: it moves along with the finite verb when the finite verb is internally merged in C:
(13) a. Dyd not I send unto yow one Mowntayne that was both a traytor and a herytke...?
(Mowntayne 210 from Kemenade 2000:70)
b. for I can nocht>cannot beleif that ony person vil offir ...
(Complaint (Scotish Corpus), 1.4645 from Mazzon 2004:66)
Negative sentences like (13) prove that once a strong and positionally invariant negative specifier
not is reinterpreted as a negative head, and it incorporates with the finite verb in the computational
process of syntactic operation. Furthermore, it is easy to find such incorporated forms as wilnot,
shallnot, didnot, nynnot, ninnot,... in the 16th century corpus (Brainerd 1993). Not a few examples
and pertinent data demonstrate that not is reanalyzed from a negative adverb merged in Spec-NegP
to a negative particle merged in head-Neg without morpho-phonological deduction like -nt or -n't.
As soon as the old negative particle ne was demised and consequently the head-Neg position was
empty, the negative adverb not in Spec-NegP came to be incorporated as a new negative head
with the finite verb.
3. Some data show that the negative element not was used either as specifier or as head in the
NegP in the Early ModE period. There also remain some relics of the Early ModE pattern in the
Present-Day English like (15)-(16) (Quirk, et al 1985:809):
(14) a. For if the king like not the comedy,...
(Shakespeare, Hamlet Act 3, Scene 2 from Shakespeare Homepage 2006)
b. For who not needs shall never lack a friend,...
(Shakespeare, Hamlet Act 3, Scene 2 from Shakespeare Homepage 2006)
c. For if the king doesn't like the comedy,... / For who doesn't need shall never lack a
friend,...
(15) a. Didn't they warn you?
b. Did they not warn you?
(16) a. Isn't history a social science?
b. Is not history a social science?
During the Elizabethan period there is some uncertainty, and the pattern of negative sentence (14b)
gains some ground along with the established the pattern of negative sentence (14a). It is a well
established analysis that not is (14a) externally merged in Spec-NegP as a negative adverb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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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s the internal Merge of the finite verb in head-T, whereas not is (14b) externally merged in
head-Neg as a negative particle that doesn't permit the internal Merge of the finite verb in head-T
Soon,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uxiliary do leads to the new pattern of negative sentence
(14c). This means that syntactic operation of feature Agree between the φ-features and tense
feature in T and the finite verb undergoes in terms of do-support, and do performs the
grammatical function of host to which the contracted form of negative particle -n't encliticized. The
grammaticality of the negative sentence (16b) also proves that not is a negative head incorporating
with the finite verb which is internally merged in C in the syntactic operation of feature Agree.
When the negative particle not is utterly reanalyzed as a head-Neg and moves with a contiguous
finite verb, Jespersen's Negative Cycle comes full circle. However, the internally merged position of
the sentential negator not in Present-Day English seems to be more or less ambiguous: some
scholars maintain that it is also the Stage 3 of Negative Cycle, though of a rather special type;
others claim that English has completed its Negative Cycle and is now therefore back at the Stage
1 of Negative Cycle again.

5. Negation in Late ModE
1. During the Early ModE period, the development of do-support was preceded by the development
of contracted negation, which took place around 1600. The series of development and changes can
be described as a Cascade of Parametric Changes (Roberts 2007:355):
☞ Cascade 1: Loss of V2; Matrix C loses EPP-feature triggering V-movement (1450)>
☞ Cascade 2: Development of non-lexical T (modals and do); Modal and aspectual features of T

realized by External Merge (1525)>
☞ Cascade 3: Loss of V-to-T; T loses EPP-feature triggering internal Merge of verb (1575)>
☞ Cascade 4: Contraction of negation; It isn't possible that there is a syntactic change (1600)>;
☞ Cascade 5: Development of negative auxiliaries; Negative features of clause realized by Internal

Merge in T (1630s)>;
☞ Cascade 6: Development of do-support (later seventeenth century); Obligatory merger of do in

T restricted to contexts where T has a Neg, Q feature (or clear discourse effect).

2. The V2 in the C-oriented OE and ME languages was reanalyzed as residual V2 in the
T-oriented ModE language, together with the reanalysis of word order. The loss of V2 in C is
dated to approximately 1450 (Kemenade 1987, Fischer, et al. 2000) as in the Cascade 1 above. It
is often said that this change came about through decliticization of a proclitic pronoun intervened
between the sentence intial constituent and the finite verb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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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P XP [C (Subjpronoun)-Vf ][TP [Vp ... Subjpronoun ... (XP) ... Vf ... XP...]]] >
[TP Subjpronoun [T Vf ][Vp ... Subjpronoun ... Vf ... (XP) ...]]
The reanalysis like (17) was favored by the fact that the V2 with topic/focus prominent language
became a subject initial syntactic structure, and such a new word order was prone to be
characterized by TPs with V-to-T movement.
Auxiliary do as a semantically empty tense carrier is, like modal auxiliaries, forced to be externally
merged in T; it now could take over the grammatical role of φ-features and tense-feature which
finite lexical verbs had lost. So do fills the gap left by the loss of the internal Merge of finite
lexical verbs in T.5)
3. The lexicaliztion of T by the reanalysis of modal auxiliaries and auxiliary do happened ca.
1525-1550 (Lightfoot 1979, Roberts 1993) as in the Cascade 2. This change is related to the loss
of the infinitival ending on verbs, which triggers the reanalysis of finite clauses consisting of 'a
modal auxiliary＋an infinitive verb' as mono-clauses.6)
The reanalysis of present-preterit verbs as modal auxiliaries favored the loss of V-to-T movement
around 1575-1600 as in the Cascade 3, which triggered the derivation of syntactic structures like
(14a) or (14b) for the time being. The development of auxiliaries including auxiliary do meant that
T could be lexically filled. During this period, auxiliary do could be freely merged in positive
declarative clauses, and conversely, clausal negation appear without do, so do-support was far from
a syntactic rule till then:
(18) a. If you do meet Horatio and Marcellus, ... (Shakespeare 2 Hamlet, I, I, 14)
b. Or if there were, it not belongs to you. (Shakespeare 2 Henry IV, IV, I, 98)
4. The development of do-support was preceded by the development of contracted negation, which
seems to have come into use in speech, though not yet in writing, about the year 1600 (Jespersen
1909-1949(1961), Part V) as in the Cascade 4. Around 1600, then, negative particle not contracted
onto T, but since V-to-T movement of lexical verbs had been lost, only auxiliaries were able to be
the host of contracted negative particle in T. Such change gave rise to a new system of clausal
negation in which negative auxiliaries as a unit began to be used as the basic marker of clausal
negation. The new class of auxiliaries includes negative modal auxiliaries like won't, can't, shan't,...
but also don't/doesn't/didn't, which are merged in head-T as in the Cascade 5.
5. Once the negative auxiliaries, including don't, doesn't, didn't, are externally merged as the
5) Cliticization in negative contraction in Present-Day English is subject to various conditioning factors, i.e.
phonological condition or pronunciational circumstances (Selkirk 1984, Kaisse 1985, Swan 2009), lexical
condition or collocational circumstances (Zwicky 1970, Selkirk 1984, Kaisse 1985, Bybee 2001), syntactic
condition or structural circumstances (Selkirk 1984, Kaisse 1985, Blockley 1988, 1990), and the inheritance of
OE contracted negation.
6) It is suggested that do became an auxiliary at the same time as the modal auxiliaries (Robert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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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grammatical rule of clausal negation, a syntactic mechanism of do-support as the
Present-Day English specific exceptional rule comes into being. In this system, external Merge of
do in T depends on the presence of extra feature like Neg or Q, in addition to φ-features and
tens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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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어의 이중 목적어 구문 도출
김대익
(영산대학교)

I. 서론
고대영어의 이중목적어구문은 그동안 언어연구에서 많은 의문을 자아내면서도 Koopman

(1990)과 Allen (2005)의 분류연구 외에는 이론연구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고대영
어 이중목적어구문은 V IO-DO 및 V-DO-IO의 두 가지의 어순만 존재하고 그 비율도 거의 비
슷하게 발생하였고 두 어순의 목적어위치도 인접하기도 하고 유동적이어서 기본구조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 발표는 최소주의의 LCA개념을 이용하여 그동안 난해한 언어현상으로
존재하여 왔던 고대영어 이중목적어구문을 잘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고대영어 이중목적어 분류
1. 이중목적어
현대영어의 이중목적어구문이란 하나의 동사에 두 개의 목적어가 나타나는 현상이며 to-여격

(dative)을 가진 구문과 의미적으로 동일하다.
(1) a. John gave Mary the book.

(현대영어)

b. John gave the book to Mary.
c. John gave Mary(dat)the book(acc). (고대영어)
b. John gave the book(acc) Mary(dat).
(2) 대명사-일반명사 목적어

he gehet him ƥa Godes yrre.

he promised him then God's anger
then he promised him God's anger

(ÆLS (Martin) 803, Koopman 1990: 146)

(3) 일반명사-일반명사 목적어

He tæhte ƥa langlice geleafan ƥam folce.

he taught then for a long time the faith the people
for a long time he taught the people the faith (ÆLS (Thomas) 244, Koopman 1990: 177)
(4) 대명사-대명사 목적어

Ic hit ƥe ƥonne wille getæcan.
I it you then want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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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I want to teach it to you

(Bo 34.89.31, Koopman 1990: 166)

(5) 이중목적어의 빈도 (Koopman 1990: 143)
주절

하위절

대명사-일반명사 목적어

654 (26%)

780 (31%)

일반명사-일반명사 목적어

467 (30%)

531 (34%)

대명사-대명사 목적어

73 (24%)

166 (56%)

2. 고대영어 이중목적어 (일반명사 )
(6) a. ƥæt he ƥon biddendan(dat.) ece lif(acc.) forgeafe.
that he the asking etenal life gave
that he gave eternal life to those who asked
b.

(HomS8(B/2) 100, Koopman 178)

ƥæt he his synna(acc.) Gode(dat.) andette.
that he his sins God confesses
(HomS(Ass 12) 8, 이필환 1999: 348)

that he confesses his sins to God.
(7) (Koopman 1990: 176)
DO-IO

853

54%

IO-DO

715

46%

Total

1568

100%

(8) (Allen 1995: 48, Catholic Homilies(Ælfric‘s Second Series))
DO-IO

75

54%

IO-DO

64

46%

Total

139

100%

(9) a. Boda ƥu godes word (acc.) bealdlice mannum (dat).
preach you God's words boldly men
(let 6(Wulfgeat)304), 이필환 1999: 348)

preach God's words boldly to men

b. He æteowode ða soðan life (acc.) symle his geferum (dat).
He showed the true life always his companions
He show his companions always the true life
(ÆCHom II. 39.1. 288.22, 이필환 1999: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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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사와 이중목적어의 위치
이중목적어들과 동사와의 위치를 주절, 하위절, 등위절에서 살펴보면, V-O-O, O-V-O, O-O-V등
의 어순이 다 나타난다. (10)-(12)에서 a는 주절예문, b는 종속절예문, c는 등위절예문이다.

(10) V-O-O

a. He tæhte ƥa langlice geleafan ƥam folce.
he taught then for a long time the faith the people
for a long time he taught the people the faith
(ÆLS (Thomas0 244, Koopman 1990: 177)

b.

ƥæt he forgeafe godne willan ƥam seocan hæδenan.
that he would grant good will to the sick heathen
that he would grant good will to the sick heathen
(ÆCHom ii.2.12.28, Koopman 1990: 177)

c. and sealde healfne dæl ƥam gesæligan ƥearfan.
and gave half part the happy poor man
and gave half to the happy poor man
(ÆLS (Martin) 69), Koopman 1990: 177)
(11) O-V-O

a. ƥe ƥam he sylf ƥæt bigspel sæde his ƥegnum.
about them he himself the story told his followers
he himself told the story of them to his followers
(HOM11 (PetersonVercHom 14) 140) Koopman 1990: 179)

b.

ƥæt we ure ælmessan sellan earmum mannum.
that we our alms give poor people
that we should give our alms to poor people
(HomM5 (willard) 9), Koopman 1990: 179)

c. oδerne he lærde geδyld.
the other one he taught patience
he taught the patience to the other one

(ÆLS (Basil) 551), Koopman 179)

(12) O-O-V

a. He ƥa se sacerd ƥæt δam munece sæde.
he then the priest that the monk said
then he, the priest, said that to the monk

(LS35 (VitPatr) 89, Koopman 199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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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ƥæt he ƥon biddendan ece lif forgeafe.
that he the asking eternal life gave
that he gave eternal life to those who asked
(HomS8 (B1Hom2) 100), Koopman 1990: 178)

c. and ƥæt mære hus gode betæhte.
and that great house God commended
and commended that great house to God
(ÆCHom ii.45.337.62), Koopman 1990: 178)

Ⅲ. 고대영어 이중목적어구문 분석
1. 고대영어의

(13)

성층구조 (configurational structure)

VP
V

NP1

NP2

(14) a. ƥæt he δam adligan menn his hæle forgeafe.
that he the sick man his health granted
that he would grant the sick man his health
(ÆLS (Swithun) 120, Koopman 1990: 210 )
b. he ageaf ƥone cnapan cucenne his meder.
he returned the boy alive to his mother
he returned the boy alive to his mother
(ÆLS (Martin) 1027, Koopman 1990: 210 )
▷(14a)에서 δam adligan menn(the sick man)은 his hæle(his health)를 결속하고 있고 (14b)에서

ƥone cnapan(the boy)는 his meder(mother)를 결속하므로 고대영어의 VP는 성층화되어 있다.

▷하지만 고대영어에서는 현대영어와 달리 IO-to DO 구문(John show the present to me)형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VP 구조를 현대영어처럼 두 개의 VP구조(vP-VP)라고는 볼 수 없다.

2. 어순과 어형격 관계분석
▷ Weerman (1997: 433)의 일반화:

The order of indirect and direct object has to remain constant unless there is a
morphological ca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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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ematic Hierarchy: agent>goal>theme
▷문제점◁
① 고대영어에서 DO-IO어순과 IO-DO어순은 46%와 54%와 같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므로 어
느 한 개를 기본어순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Weerman (1997)의 일반화에 따라, 어형격이 사라지면, 이중목적어의 어순은 (15)에 따라

IO-DO어순이 되어야 하지만 어형격이 사라진 초기중세영어(EME)의 산문 Peterborough
Chronicle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여전히 DO-IO어순이 사용된다.
(16) a. geaf se kyng ƥone bishcop rice of Baðe ƥes cwenes canceler.
gave the king the bishopric(DO) of Bath the queen chancellor(IO)
the king gave the bishopric of Bath to the queen's chancellor
(PC I, 1123, Polo 2002:131)
b. ƥa geaf he ƥone biscop rice(DO) of Lincolne a cleric(IO).
then gave he the bishopric of Lincoln a cleric
then he gave the bishopric of Lincoln to a cleric

(PC I, 1123, Polo 2002:131)

c. and te king iaf ðat abbotrice an prior of Sanct Neot.
and the king gave the abbey(DO) a prior (IO) of St. Neot
and the king gave the abbey to a prior of St. Neot's

(PC II, 1132, Polo 2002: 132)

(17) a. and wreide ƥe muneces of Burch to ƥe king.
and accused the monks (DO) of Peterborough to the king (IO)
and accused the monks of Peterborough to the king
(PC II, 1132, Polo 2005:133)
b.

forƥi ðat he wolde underƥeden ðat mynstre to Clunie.
because they would make subject the monastery (DO) to Cluny(IO)
because they would make the monastery subject to Cluny
(PC II, 1132, Polo 2005:133)

3. 기존의 최소주의 어순 분석
(17) a. [John pass the ring(DO) Mary(IO)] --> Mary 이동--> DO의 방해효과
b.

vP
Mary(IO)
↑

v'
v

VP

the ring(DO)

V'
V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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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출은 최소주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동이란 기능범주와 어휘범주간의
일치(AGREE)현상을 통하여 기능범주가 가진 EPP에 의해 이동되는데 이 경우 언제나 기능범
주에 가까이 있는 어휘범주가 이동한다. (17b)에서 기능범주 v와 일치하는 어휘범주는 DO와

IO가 있고 거리상으로 DO가 더 v와 가까이 있으므로 오히려 DO가 이동되며 (17b)처럼 IO가
이동되면 DO가 방해효과(intervention effect)를 보여주므로 구문이 비문법적이라고 판단된다.
▷Oshima (2007):

(18) a. 간접목적어는 DP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치사 to를 핵으로 가진 PP 이다.
b. 기능범주 v는 비해석자질인 여격(dative-case)자질과 EPP자질을 가지므로 여격을 가진
범주는 v의 Spec으로 이동되어 점검된다.

c. 여격은 내재격(inherent case)이 아니라 v에 의해 부여되는 구조격이다.
(19)

VPDAT
VDAT
VDAT

VP
DO

V'
V

PP
PDAT

IO

(AGREE)

▷문제점◁
① 최소주의에서는 전치사의 목적격(여격)은 구조격이 아님
② Oshima (2007)은 비해석자질로 dative-case 자질을 설정하는데 최소주의 개념에서는 격자질
은 비해석자질이 아니라 점검이후 값(value)으로 구조격을 받기 때문에 Oshima (2007)가 설
정했던 dative-case는 근거 없는 주장이 된다.
③ 최소주의에서는 최소의 개념으로 최대의 언어현상을 설명함에 입각하는데 Oshima (2007)는
고대영어의 IO-DO어순을 설명하기위해 dative case feature, VDAT, PP 간접목적어등과 같은
새로운 용어 및 개념을 사용하므로 전혀 최소주의 설명이 아니다.
④ 간접목적어가 PP라고 하고 그 핵인 P는 없다(null). 최소주의에서 배번집합에서 그 안에 아
무 내용이 없는 데 어떻게 어휘부(lexical array)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1).

1) Chomsky (2005)에서 T는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C에게서 일치자질을 전승받아서 통사부에 나타난다고 했
지만 아무 내용이 없는 어휘범주는 통사부에 나타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Chomsky (2006)에서는 T에
는 약간의 잉여적 T의 정보가 있다고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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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LCA 방법
1. 고대영어 VP구조

(20) a. I show Mary a letter.
b.* I show a letter Mary.
c. I show a letter to Mary.
(21) a. I showed Mary herself.
b.*I showed herself Mary.
c. I showed Mary to herself.
d.*I showed herself to Mary.
(22) a. ƥæt ic ƥæm men his wif geaf (IO-DO).
that I the man his wife gave
that I gave the man his wife
b.* ƥæt ic his wif ƥæm men geaf (IO-DO).
that I his wife man gave
that I gave the man his wife
c. *ƥæt ic hire men ƥæt wif geaf (DO-IO).
that I her husband the wife gave
that I gave the wife to her husband
d. ƥæt ic ƥæt wif hire men geaf (DO-IO).
that I the wife her man gave
that I gave the man his wife

(Koopman 1990: 210)

▷고대영어의 VP구조는 미분화된 VP구조 [VP V NP ]이다.
① 고대영어는 현대영어와 달리 미분화된 타 범주가 나타난다. Philippe (1997: 63)의 주장처럼
고대영어에서는 독립된 부정 관사나 정관사를 찾아볼 수 없고 대명사가 관사의 역할을 한
다.

(23) a. ða baer sum wudewe hire suna lic bebyrgnne.
then bore a/some widow her son to be buried

(ÆHom. i.66.15)

b. Men ne cunnon secqan to soðe... hwa þæm hlæste onfeng.
people cannot say for surew.... who the cargo received

(Be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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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로 고대영어의 동사형태가 미분화되어 나타난다.

(24) a. se cing het hi feohtan agien Pitas.
the king ordered them to fight against the Pitas

(Chron. 12,449)

b. he ... let itt eornenn forþwiþþ.
he forthwith set it running

(Oros 1336)

③ 고대영어는 단일한 VP구조라는 것을 고대영어의 TP가 없다는 점에서 유추된다.

(25) to enserche, and to perfitly knowe alle manere of Naturels
thinge.

(Secreta secretorum,OED 1400, Gelderen 1993:41)

2. LCA
최소주의에서는 구문을 형성할 어휘들이 구성되어(lexical array) 병합 및 자질점검 및 이동을
하는 통사적 운용(syntactic operation)이 되어진 후 문자화(spell-out)를 통해 발음을 위해 PF와
의미를 위해 LF로 해석을 받게 된다. 즉 문자화란 통사적 운용이 끝난 어휘자질들의 음성자
질(phonetic features)을 PF로 보내어 발음이 되며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이 LF에서 해석되어
의미를 해석받도록 한다. 음성자질이 분리되는 이 문자화과정은 각 국면 안에서 어휘자질 하
나씩 하나씩 적용되므로 국면 안의 어휘범주들은 반드시 서로간의 순서를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2). 이런 어휘범주간의 순서를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소주의에서는 LCA(Linear

correspond Axiom)로 충족시키고 있다(Fox & Pesetsky 2004,

Kayne 1994, Chomsky 1995, etc.).

(26) If A, non-terminal, asymmetrically c-commands B, a non-terminal, then all terminals a
dominated by A precede all terminals b dominated by B3).
(27) [VP [V see [NP [N him]]]]
▷고대영어를 포함한 모든 자연언어는 SVO어순이 가정된다.
▷다음 (28)과 같이 VP안에 IO와 DO가 함께 생성된다.
▷LCA에 의해 IO나 DO가 VP의 바깥으로 이동한다.

2) 문자화과정이란 통사적 운용이 끝난 어휘자질들의 음성자질(phonetic feature)을 벗겨내어 PF로 인도하고
음성자질외의 형식자질을 LF로 처리하게끔 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각 어휘자질은 bottom to tOP 방식으
로 하나씩 하나씩 문자화 과정을 받기 때문에 각 국면내의 어휘자질들은 반드시 c-command에 의한 순
서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 개념은 Roberts (1997:397)에서 인용되었다. 이 개념이 LCA를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본 글에서 인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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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P
C'
C

VP
V'
V

IO, DO

▷따라서 IO가 이동하는 경우는 IO-DO의 어순이 나타나고 DO가 이동하는 경우는 DO-IO의
어순이 나타나며 IO와 DO는 둘 중에 하나가 자유로이 VP바깥으로 나가 LCA를 충족시키면
되고 두 어휘사이의 어떤 제약도 없어서 양자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런 고대영어 이
중목적어는 동사와 함께 다음과 도출된다.

(29) O-V-O-어순 (15a)
↑ [VP lærde(taught)

a.
b.

oδerne (IO), geδyld (DO) ]

oδerne(IO) he lærde geδyld (DO)

▷ O-V-O어순은 (29)처럼 명사구 안에 IO와 DO가 함께 생성된 후 LCA를 준수하고자 IO가

VP의 앞으로 이동한 구문이다.
(30) V-O-O 어순(14a)
↑ [VP tæhte(V)

a.

[NP [N ƥam(DO), folce(IO)]

ƥam(DO) [VP tæhte(V)

b.

↑

c.

He tæhte ƥa langlice geleafan ƥam folce

[NP [N t, folce(IO)]

▷V-O-O어순은 먼저 (30a)처럼 DO가 LCA를 준수하고자 VP의 왼쪽으로 먼저 이동한 후 고대
영어의 V2현상을 준수하고자 V가 CP의 C로 이동한 어순이다. 마지막으로 O-O-V어순 (31)
를 살펴보자.

(31) O-O-V 어순 (16a)
a. ↑ [VP forgeafe(V)
b. ↑

[NP [N DO, IO]

ece lif(IO) [VP forgeafe(V) [NP [N DO, t ]

c. ƥæt he ƥon biddendan(IO) ece lif(DO) forgeafe(V)
▷(31)의 O-O-V어순이란 먼저 DO가 V의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IO가 다시 DO의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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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된 구문이다. 분명한 것은 (31b)의 이동은 LCA에 의한 이동은 아니다. 먼저 IO가 LCA
로 인해 이동되었으므로 IO와 DO의 순서는 분명히 정해졌으므로 이 DO이동은 LCA의 이
동이 아니라 다른 이동으로 사료된다. 이 이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한
다.

Ⅴ. 결론
고대영어의 이중목적어구문은

IO-DO어순과 DO-IO어순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두목

적어 상호간의 위치도 유동적이며 동사와의 어순관계에서도 동사와 관련되어 전후좌우로 다
같이 나타나므로 언어분석하기에 언제나 곤란한 언어현상으로 그동안 그다지 연구가 거의 없
었다. 본 글에서는 이런 IO, DO의 어순을 최소주의의 LCA방법에 따라 고대영어의 이중목적
어는 같은 VP안에 기저생성되며 이 두요소가 LCA를 충족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는 현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대영어의 IO-DO어순과 DO-IO어순의 도출됨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LCA방법은 단순히 고대영어의 이중목적어구문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의 어순도
설명하므로 최소의 개념으로 최대를 설명하려는 최소주의 정신에 부합되는 언어설명임을 밝
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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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강세전이 실현에 대한 분석
신승훈, 백선주
(영남대학교)

1. 서론
음성학적, 음운론적 측면에서 영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강세(stress)라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Celce-Murcia et.al., 1996; Kreidler 1989). 이와 같은 영어의 강세는 일반적으로
높은 성조(high pitch), 강한 소리(strong intensity), 긴 길이(long duration)로 구현되며, 이러한 특
징은 영어의 의미를 포함한 의사전달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영어에서 강세는 운율적 단위에
서 강약의 음보(foot)를 기반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강세를 받는 음절(stressed syllables)은 동
일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리듬(rhythm)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영어가 강세박자 언어

(stress-timed language)로 불리는 가장 큰 특징을 구성한다 (Matthews 1997). 즉, 강세 음절들 사
이에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의 수와 관계없이 강세 음절들 간의 간격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
나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구 이상의 단위에서 개별 단어들의 강세가
모여 리듬을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구조가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강세가 변화하는 강세
전이현상(stress shift)이 일어나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 준다 (Hayes 1987). 이러한 강세와 리
듬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Kim 2007)
이러한 이유로 종종 언어의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리듬의 습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
식되기도 한다 (Adams 1979).
이러한 영어에서의 강세와 리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달리 음절 박자 언어

(syllable-timed language), 혹은 pitch엑센트 언어 (pitch-accent language: 경상방언)인 한국어를 사
용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의 강세 음절과 리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강세전이
에 대해서 거의 교육받지 않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세 음절의 간격을 변화하여 조화로
운 리듬을 만들어 내는 강세전이현상에 대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
는지 또 원어민들의 리듬규칙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음성학적 실험을 통
해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강세음절을 읽거나 강세전이현상
을 나타낼 때 음절에서의 강세가 pitch(pitch), 강도(intensity), 길이(duration) 중 어떤 음성학적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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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강세충돌(stress clash)과 강세 전이 (stress shift)

(2) 강세충돌(Stress Clash, Hayes 1984)
강세충돌은 두 인접하는 열 사이에서 바로 아래 열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두 열을 지칭한다.

((Stress clash refers to) two marks adjacent on their row, with no intervening mark on the
immediately lower row.)
(3) 리듬규칙(Rhythm Rules, Hayes 1984)

2.2 Hayes 의 리듬규칙
2.2.1 4음절규칙
(4) 4음절규칙 (Quadrisyllabic Rule, Hayes 1984)
격자는 그 표식이 4음절에 근접하여 떨어져 있을 때 조화롭다.

(A grid is eurhythmic when it contains a row whose marks are spaced close to four syllables
apart.)
(5) 4음절규칙의 적용 (Hayes 1984)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Mississippi M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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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x x x x x
→

Mississippi M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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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음절 간격으로 강세전이
x
*x
x

x

*x

x

x x
→

fourteen women

x

x

x x

x x

fourteen women

2.2.2 2음절규칙
(7) 2음절규칙 (Disyllabic Rule, Hayes 1984)
운율단위에서 정해진 영역은 그 하부 격자단계에서 표시되는 표식에 의해 공평한 간격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The domains delimited on the level of scansion should be divided evenly by a mark on the next
lower grid level.)
(8) 2음절규칙의 적용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ten cucumber lunch → ten cucumber lunch
2.2.3. 구규칙
(9) 구규칙 (Phrasal Rule, Hayes 1984)
격자는 두 번째 높은 단계에서 두 개의 표식이 서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조화롭다.

(A grid is more eurhythmic if its second highest level bears two marks, spaced as far apart as
possible.)
(10) 구규칙의 적용
2

2

2

1

a. UR: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2

3

3

1

SR: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2

2

1

b. an amazingly interesting idea
2

3

1

an amazingly interesting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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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본 논문에서는 오랫동안 연구 되어왔던 1)강세 전이에 대한 원어민 및 한국인 학습자들의 실
현양상과 그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음성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2)한국인들의 강세전이현
상의 습득 여부 및 시기와 3) 원어민 및 한국인들의 강세전이현상의 표현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강세의 경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피치(pitch), 강도

(intensity), 길이(duration) 모두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강세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음성 소
프트웨어인 Praat을 이용하여 강세 음절 모음의 피치, 강도 그리고 길이에서의 강세 이동의 여
부를 확인하였다.
실험 대상군은 원어민, 한국인 학습자(비숙련, 숙련)로 구성했고, 30-40세 사이의 원어민 4명
과 22- 27세 사이의 한국인 대학생 4명으로 비숙련 및 숙련된 학습자를 구성하였다.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숙련도 결정은 토익 성적, 전공과목, 어학연수 경험에 따라 나누었는데 대학교
에서 영어를 전공하며 음성학·음운론 수업을 들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학생 중에서 토익 성
적이 800점인 학생으로 숙련자 학습자를 구성하였고, 토익 성적 500점 이하이며 영어비전공자
이고 어학연수 경험이 전무한 학생으로 비숙련자를 선별하였다. 참고로 본 실험에서 초·중·고
급으로 집단을 나누지 않고 두 그룹으로 나눈 것은 pilot study에서 숙련도에 따라 영어강세전
이의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3.1 실험목적 및 실험대상군
3.2 실험자료 및 절차
3.2.1. Type A
(11) Type A: 4음절규칙의 적용

Underlying Representation
2
1
California orange
2
1
Fourteen women
2
1
Half-alive people
2
1
Good-looking lifeguard

Surface Representation
2
1
California orange
2
1
Fourteen women
2
1
Half-alive people
2
1
Good-looking lifeguard

3.2.2. Type B
(12) Type B: 2음절규칙의 적용

Underlying Representation
2
3
1
A hundred thirteen men
2
3
1
Ten cucumber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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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Representation
2
3
1
A hundred thirteen men
2
3
1
Ten cucumber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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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Type C
(13) Type C: 구규칙의 적용
Underlying Representation
2
2
2
1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Surface Representation
2
3
3
1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2
2
2
1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2
3
3
1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2
2
1
An amazingly interesting idea

2
3
1
An amazingly interesting idea

2
2
1
The Italy-Germany football match

2
3
1
The Italy-Germany football match

3.2.4. Type D
(14) Type D: 여러 규칙의 적용
Underlying Representation
3
3
2
1
An almost hard boiled egg

Surface Representation
2
3
1
An almost hard boiled egg

3
2
1
An extremely unkind comment

2
3
1
An extremely unkind comment

3
2
3 2
1
Twenty-seven Mississippi legislators

2
3
1
Twenty-seven Mississippi legislators

3
2
3
2
1
San Francisco Golden Gate Bridge

2
3
1
San Francisco Golden Gate Bridge

4. 실험 분석 및 결과
영어의 강세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치, 강도, 길이 등 세 가지 음성학적 특징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녹음된 음성자료들의 피치(Hz), 강도(dB), 길이(sec)을 각각 따로 측정하고 분석하였
다. 분석 프로그램은 Praat(버전 5.0.35)를 이용하였다. 강세전이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강세 전
이가 일어나는 음절의 모음에 대한 피치, 강도, 길이의 변화값을 측정하였는데 강세 받지 않
는 주변음과 비교하였을 때 피치나 강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 혹은 긴 수치를 강세
로 간주하고 측정하였다. 단, 한국인 학습자들은 강세 전이가 일어나서 강세 음절이 변화한
것인지 또는 단어의 강세를 처음부터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단위
에서 강세 받는 음절의 값을 먼저 측정하고 전이 되는 음절의 결과를 측정하여 문장 단위에
서와 단어 단위에서의 강세전이현상을 비교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와 통계 자료의 신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SPC for Excel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카이 제곱 검정 결과 숙련도라는 요소

(factor)와 강세전이라는 반응(response)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사후검증(Tukey's
HSD test)을 수행하여 숙련도에 따른 집단들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또한, 숙련도와 강세전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식(regression equation)과 산점도(scatter plot)을 이용해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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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각 Type별 pitch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4.1.1 Type A
(15) Type A 예문 별 pitch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비숙련자
0
0
0
1

Type A - pitch

California orange
fourteen women
half alive people
good looking lifeguard

숙련자
2
1
1
0

원어민
4
4
4
3

(16) Tukey테스트 결과 집단 간의 차이
신뢰구간

신뢰구간

통계적

최소값

최대값

유의성

0.282

-0.470

0.095

No

-0.88

0.282

-1.157

-0.593

Yes

-0.69

0.282

-0.970

-0.405

Yes

평균차이

임계값

비숙련자-숙련자

-0.19

비숙련자-원어민
숙련자-원어민

Comparisons

(17) 회귀분석 결과 숙련도 별 강세전이현상의 차이
표준오

표준베

-95%

+95%

차

타

신뢰구간

신뢰구간

0.438

0.044

0.875

0.347

0.687

0.128

0.700

0.426

계수

Source
숙련도

(비숙련자-원어민)
숙련도
(숙련자-원어민)

t

P

0.528

9.899

0.000

0.949

5.367

0.000

4.1.2 Type B
(18) Type B 예문 별 pitch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B - pitch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a hundred thirteen men

0

0

3

ten cucumber lunch

0

1

0

4.1.3 Type C
(19) Type C 예문 별 pitch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C - pitch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mazingly interesting idea
Italy Germany football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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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자
0
0
1
1

숙련자
1
1
0
0

원어민
1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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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Type D
(20) Type D 예문 별 pitch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D - pitch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extremely unkind comment

2

2

1

almost hard boiled egg

0

0

0

twenty seven Missisippi legislators

0

2

0

San Francisco golden gate bridge

1

2

1

4.2 각 Type별 강도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4.2.1 Type A
(21) Type A 예문 별 강도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A- 강도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California orange

1

2

3

fourteen women

1

2

4

half alive people

0

1

1

good looking lifeguard

0

1

3

(22) Tukey테스트 결과 집단간의 차이
신뢰구간

신뢰구간

통계적

최소값

최대값

유의성

평균차이

임계값

비숙련자-숙련자

-0.25

0.382

-0.632

0.132

No

비숙련자-원어민

-0.56

0.382

-0.944

-0.181

Yes

숙련자-원어민

-0.31

0.382

-0.694

0.069

No

Comparisons

(23) 회귀분석 결과 숙련도 별 강세전이현상의 차이
Source
숙련도

(비숙련자-원어민)
숙련도
(숙련자-원어민)

표준

표준

-95%

+95%

오차

베타

신뢰구간

신뢰구간

0.281

0.074

0.573

0.131

0.312

0.173

0.313

-0.041

계수

t

P

0.431

3.826

0.001

0.666

1.806

0.081

4.2.2 Type B
(24) Type B 예문 별 강도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B - 강도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a hundred thirteen men

1

1

4

ten cucumber lunc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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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ukey테스트 결과 집단 간의 차이
Comparisons
비숙련자-숙련자
비숙련자-원어민
숙련자-원어민

평균차이

임계값

-0.125
-0.75
-0.625

0.505
0.505
0.505

신뢰구간

신뢰구간

통계적

최소값
-0.630
-1.255
-1.130

최대값
0.380
-0.245
-0.120

유의성
No
Yes
Yes

(26) 회귀분석 결과 숙련도 별 강세전이현상의 차이
표준

표준

-95%

+95%

오차

베타

신뢰구간

신뢰구간

0.375

0.082

0.775

0.199

0.625

0.183

0.674

0.233

계수

Source
숙련도

(비숙련자 -원어민)
숙련도
(숙련자 - 원어민)

t

P

0.551

4.583

0.000

1.017

3.416

0.004

4.2.3 Type C
(27) Type C 예문 별 강도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C - 강도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0

1

2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0

0

0

amazingly interesting idea

3

0

4

Italy Germany football match

0

1

0

4.2.4 Type D
(28) Type D 예문 별 강도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D - 강도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extremely unkind comment

0

0

1

almost hard boiled egg

0

0

0

twenty seven Missisippi legislators

2

3

3

San Francisco golden gate bridge

0

0

2

4.3 각 Type별 길이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4.3.1 Type A
(29) Type A 예문 별 길이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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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 길이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California orange

0

0

3

fourteen women

0

2

1

half alive people

0

0

0

good looking lifeguard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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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ukey테스트 결과 집단 간의 차이
신뢰구간

신뢰구간

통계적

최소값

최대값

유의성

0.330

-0.393

0.268

No

-0.44

0.330

-0.768

-0.107

Yes

-0.38

0.330

-0.705

-0.045

Yes

평균차이

임계값

비숙련자-숙련자

-0.06

비숙련자-원어민
숙련자-원어민

Comparisons

(31) 회귀분석 결과 숙련도 별 강세전이현상의 차이
Source
숙련도

(비숙련자 - 원어민)
숙련도
(숙련자 - 원어민)

표준

표준

-95%

+95%

오차

베타

신뢰구간

신뢰구간

0.219

0.072

0.487

0.072

0.375

0.155

0.405

0.059

계수

t

P

0.365

3.050

0.005

0.691

2.423

0.022

4.3.2 Type B
(32) Type B 예문 별 길이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B - 길이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a hundred thirteen men

1

1

3

ten cucumber lunch

1

0

4

(33) Tukey테스트 결과 집단간의 차이
Comparisons

평균차이

임계값

신뢰구간

신뢰구간

통계적

최대값
0.621

유의성
No

비숙련자-숙련자

0.125

0.496

최소값
-0.371

비숙련자-원어민

-0.625

0.496

-1.121

-0.129

Yes

숙련자-원어민

-0.75

0.496

-1.246

-0.254

Yes

(34) 회귀분석 결과 숙련도 별 강세전이현상의 차이
Source
숙련도

(비숙련자 - 원어민)
숙련도
(숙련자 -원어민)

표준

표준

-95%

+95%

오차

베타

신뢰구간

신뢰구간

0.313

0.103

0.630

0.092

0.750

0.177

0.750

0.371

계수

t

P

0.533

3.035

0.009

1.129

4.24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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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Type C
(35) Type C 예문 별 길이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C -

길이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topics in the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0

0

1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0

0

1

amazingly interesting idea

3

3

4

Italy Germany football match

0

0

4

(36) Tukey테스트 결과 집단 간의 차이
신뢰구간

신뢰구간

통계적

최소값

최대값

유의성

-0.375

0.375

No

0.375

-0.813

-0.062

Yes

0.375

-0.813

-0.062

Yes

평균차이

임계값

비숙련자-숙련자

0

0.375

비숙련자-원어민

-0.4375

숙련자-원어민

-0.4375

Comparisons

(37) 회귀분석 결과 숙련도 별 강세전이현상의 차이
표준

표준

-95%

+95%

오차

베타

신뢰구간

신뢰구간

0.219

0.080

0.445

0.055

0.437

0.161

0.445

0.110

계수

Source
숙련도
(비 숙련자 -원어민)
숙련도
(숙련자 - 원어민)

t

P

0.383

2.725

0.011

0.765

2.725

0.011

4.3.4 Type D
(38) Type D 예문 별 길이에서 관찰된 강세전이현상 횟수
Type D - 길이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extremely unkind comment

1

0

1

almost hard boiled egg

1

1

4

twenty seven Mississippi legislators

2

4

4

San Francisco golden gate bridge

0

0

4

(39) Tukey테스트 결과 집단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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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신뢰구간

통계적

최소값

최대값

유의성

0.381

-0.443

0.318

No

-0.5625

0.381

-0.943

-0.182

Yes

-0.5

0.381

-0.881

-0.119

Yes

Comparisons

평균차이

임계값

비숙련자-숙련자

-0.0625

비숙련자-원어민
숙련자-원어민

언어이론과 외국어교육에의 적용

(40) 회귀분석 결과 숙련도 별 강세전이현상의 차이
표준

표준

-95%

+95%

오타

베타

신뢰구간

신뢰구간

0.313

0.070

0.630

0.169

0.562

0.147

0.573

0.262

계수

Source
숙련도

(비숙련자-원어민)
숙련도
(숙련자-원어민)

t

P

0.456

-0.397

0.694

0.863

3.826

0.001

5. 논의
(41) 각 type 별 집단의 강세전이실현 비율
강세전이

type
Type A

Type B

Type C

Type D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비숙련자
숙련자
원어민

피치
비율(%)

강도
비율(%)

길이
비율(%)

6.25
25.00
93.75
0
12.50
37.50
12.50
12.50
25.00
18.75
37.50
12.50

12.50
37.50
68.75
25.00
37.50
100.00
18.75
18.75
37.50
12.50
18.75
37.50

6.25
12.50
50.00
25.00
12.50
87.50
18.75
18.75
62.50
25.00
31.25
81.25

(42) 통계 결과
Type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집단
비숙련-숙련
비숙련-원어민
숙련-원어민
비숙련-숙련
비숙련-원어민
숙련-원어민
비숙련-숙련
비숙련-원어민
숙련-원어민
비숙련-숙련
비숙련-원어민
숙련-원어민

카이제곱에서의 P
pitch
강도
길이

0.000

0.005

0.006

0.083

0.000

0.006

0.549

0.216

0.010

0.216

0.216

0.002

Tukey테스트 결과
pitch
강도
길이
No
No
No
Yes
Yes
Yes
Yes
No
Yes
No
No
No
No
Yes
Yes
No
Yes
Yes
No
No
No
No
No
Yes
No
No
Yes
No
No
No
No
No
Yes
No
No
Yes

(Yes: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함, No: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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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strategy use on L2 Academic Listening
Jihyun Je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One of the issues often noticed in L2 academic listening research is the effect of strategies L2
listeners use for lecture comprehension. Research relative to language learning has described that
three different types of strategies are used by L2 learners: (1) meta-cognitive strategies, (2)
cognitive strategies, and (3) socio-affective strategies. Meta-cognitive strategy, such as planning or
monitoring, indicates the step of using knowledge about cognitive processes (O’Malley & Chamot,
1990). Cognitive strategy, referring to elaboration, inferencing, or note-taking, is defined as the
operations of direct analysis or synthesis of learning materials in problem solving (Rubin, 1987).
Socio-affective strategy is related to the ways that L2 learners select to interact with others (Ellis,
1994) and includes cooperation and self-encouragement. Vandergrift (1996), investigating strategy
use of high school French learners, reported that the use of strategy is related to the success of
listening behavior, and that the effective use of meta-cognitive strategies is more important for
successful listening comprehension. He also reported that successful listeners tend to employ
monitoring and selective attention (meta-cognitive), although cognitive strategies, such as elaboration
and inferencing, are more frequently observ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y use and
gender, Bacon (1992) revealed that female L2 learners used meta-cognitive strategies more
frequently than male L2 learners.

Ⅱ. Research Questi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as formulated for this study.
Do L2 learners from different L1 backgrounds cope differently with the problems of college
academic lecture listening with regard to their self-report strategy use?

Ⅲ. Methodology
1. Participants
Although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from 13 different countries, only six nationalities
whose number of participants was over eight were arbitrarily selected to compare strategy use in
academic lecture listening comprehension. For purposes of this study, participants from China and
Taiwan were put into one group since the L1 of both nationalities is Chinese. The five L1 groups
included Chinese (55 students), Hindi (12 students), Japanese (9 students), Korean (44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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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laysian (8 students).
2. Materials
2.1. Listening comprehension measure (Immediate written recall-protocol)
In order to assess participants’ understanding, a written recall-protocol task was employed. The
recall-protocol

task

was

administered

immediately

after

listening

to

an

academic

lecture.

Participants’ recall-protocols were analyzed and scored by pausal units of the lecture listening text.
2.2. Strategy use questionnaire
A questionnaire for strategy use initially developed by Vandergrift (2005) but a little revised
for this study was employed to assess participants’ strategy use while listening to the college
academic lecture. Although Vandergrift used this questionnaire to assess mainly the meta-cognitive
strategy use of his participants, some items of this questionnaire belonged to cognitive and
socio-affective strategies classified by other researchers such as Flowerdew and Miller (200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8 items, which asked participants to self-assess their use of each
listening strategy on a scale ranging from 1 to 5. The ratings participants made for 18 items were
summed and averaged to create an overall score of strategy use. The Cronbach alpha index of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questionnaire was a very acceptable .86.

Ⅳ. Results
Overall, Malaysian participants showed the highest mean value of strategy use when they
listened to a college academic lecture, while the Korean participants showed the lowest mean value
of strategy use. Malaysian participants reported the highest mean values of strategy use in the 13
items on the questionnaire. Hindi participants showed the highest mean values of strategy use in
four questionnaire items. Chinese participants did not have the highest mean values of strategy use
in any of the questionnaire items.
A one-way ANOVA analysis to compare the mean differences among five L1 groups on
strategy use scores was conducted. Table 1 presents summary data and Analysis of Variance on the
strategy use scores.

Group 1

Group 2

(Chinese)
(Hindi)
N
55
12
Mean
3.66
3.71
SD
.32
.47
Source
df
ss
Between groups
4
2.116
Within groups
123
18.868
Total
127
20.984
a. Dependent variable: The strategy use scores

Group 3

Group 4

Group 5

(Japanese)
9
3.63
.34
ms
.529
.153

(Korean)
44
3.44
.47
F
3.448

(Malaysian)
8
3.89
.23

Table 1: Summary data and Analysis of Variance on the strategy use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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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ates that the model may be appropriate for this study with F=3.448 and p < .05,
implying that a difference existed within comparisons of strategy use scores among the five
different L1 groups.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one group scores significantly higher than
another, 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were conducted. All possible pairs of factors were
compared.
LSD
Mean
L1 (I)

vs. L1 (J)

Sig.

95%

difference
(I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Hindi

- J)
-.06

.646

-.30

.19

Japanese

.03

.854

-.25

.30

Korean

.22*

.008

.06

.37

Malaysian
Japanese

-.23
.08

.118
.630

-.53
-.26

.06
.43

Korean

.27*

.035

.02

.52

Malaysian
Korean

-.18
.19

.327
.190

-.53
-.09

.18
.47

Malaysian
-.26
Korean
Malaysian
-.45*
a. Dependent variable: Strategy use scores

.176
.004

-.64
-.75

.12
-.15

Chinese

Hindi

Japanese

Table 2: 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In Table 2, the asterisks (*) indicate that there were three pairs of groups whose means
differed significantly (p < .05) from each other. The three pairs of groups included ‘Chinese vs.
Korean’, ‘Hindi vs. Korean’, and ‘Korean vs. Malaysian’. According to Table 2, the Chinese
(M=3.66), Hindi (M=3.71), and Malaysian (M=3.89) group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the items
of strategy use questionnaire than did the Korean group (M=3.44). No other pairs of means
differed significantly. The overall ANOVA data showed a significance (p =.010) and the pairwise
comparisons yielded three difference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8, p = .035, and p
= .004). This is because the overall ANOVA compared all values simultaneously, while the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procedure is just a series of independent t-tests (George & Mallery,
2005).

V. Discussion
Asian students’ avoidance of certain scores might not explain the difference in the Korean
participants’ strategy use since three other L1 groups also had Asian backgrounds. Som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articipan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L1 group participants
to identify the possible causes of the significant mean difference between them in listening strategy
use.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participants and other L1 group participants in
self-assessed academic listening comprehension, residency in the USA, and duration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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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 native country were not significant: self-assessed academic listening comprehension (Korean
group vs. Chinese group: t= 3.845, p >.05; Korean group vs. Hindi group: t= 5.887, p >.05;
Korean group vs. Malaysian group: t= 3.132, p >.05), residency in the USA (Korean group vs.
Chinese group: t= .791, p >.05; Korean group vs. Hindi group: t= .000, p >.05; Korean group vs.
Malaysian group: t= .684, p >.05), and duration of English study in their native country (Korean
group vs. Chinese group: t= 1.660, p >.05; Korean group vs. Hindi group: t= 5.296, p >.05;
Korean group vs. Malaysian group: t= 3.625, p >.05). However,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participants and Chinese participants showed a mean difference in L2 listening proficiency (t=
5.428, p <.05, F=10.471).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factors that might caus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participants and other L1 groups in strategy use for academic lecture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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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표

언어이론과 외국어교육에의 적용

영어 이중타동구문의 유형 분류와 그 기준
조은정 ․ 김두식
(경상대학교)

1. 서론
논항을

2개

취하는

영어의

이중타동구문(ditransitive

construction)은

여격이동

(dative

movement)1)라는 변형을 통해 전치사 여격구문(prepositional dative construction)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는 구문으로, 전치사 여격구문과는 논항구조의 형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동의성 여부와 여격 교체 가능성 등으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반면에, 전
치사 여격 구문으로의 교체가 불가능하고 이중타동구문으로만 나타나는 동사들도 있는데, 이
들은 논항구조의 형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여 의미의 유무 때문에 기존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연구되어 왔다. 이를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1) a. She gave John a book.
b. She gave a book to John. (to-dative alternation)
(2) a. She bought John a book.
b. She bought a book for John. (for-dative alternation)
(3) a. They explained their plan to the committee.
b. *They explained the committee their plan.
(monotransitive only)
(4) a. I envy him his success.
b. *I envy his success to/for John.
(non-dative, ditransitive only)
(1a)에서 NP1인 John과 NP2인 a book은 (1b)처럼 그 위치가 바뀌면, to John처럼 전치사 to가
논항 NP1 앞에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여격 교체(dative alternation)라고 하며, 예문 (2a)와 (2b)
의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계도 여기에 해당된다. (1b)는 전치사 to가 나타나고, (2b)는 전치사

for가 나타나기 때문에 (1b)와 (2b)를 전치사 여격구문이라 부른다. 하지만, 수여(dative)의 의미
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해서 모두 이중타동구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a)의 경우, 동사

explain은 그들의 계획을 위원회에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3b)에서 보듯이, 동사 tell과는 달리
<NP1 + NP2>의 순서로 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수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동사이지만,
이중타동구문에 나타나는 동사가 있다. (4a)와 같은 문장을 보면, <V + NP1 + NP2>의 형태를
1) 여격 이동(dative movement)이라는 용어는 Fillmore(1965)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een
197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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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이중타동구문에 나타나는 동사의 대부분이 (1)과 (2)와 같은 수여 의미, 즉, 행
위자가 NP1에게 NP2를 수여하는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4a)에서 행위자 I가 NP1인 him에게

NP2 인 his success를 수여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4a)에는 (1a), (2a)와 같
은 수여의 의미는 나오지 않으며, (1b), (2b)의 경우와는 달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V + NP1 + NP2>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중타동구문은 (1a), (2a)처럼, 의미적으로는 수여의 의
미를 가지며 통사적으로는 교체 가능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와, (4a)처럼 의미적으로는 수여의
의미가 없고, 통사적으로도 교체 가능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로 크게 이분화될 수 있으
며,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에 그동안 이중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또한 이원화 되었다(Green

1974, Pinker 1989, Goldberg 1995, Krifka 2004 등).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김두식 1986,
Colleman and De clerck 2008)들은 (1), (2)와 (4)에서 보이는 비대칭성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대칭성 간의 긴밀한 연계성과 공통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으며, 특히 김두식(1986)은 이
중타동구문에서 교체 여부와는 관계없이 <V + NP1 + NP2>에서 갖는 NP1와 NP2간의 구조적
의미로서 주목한 ‘HAVE’ 관계를 본 논문에서는 주술관계(predication relation)라는 도상적

(iconic) 의미에서 발생하는 ‘HAVE’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영어 이중타동구문의 선행 연구 중 ‘HAVE’ 관계가 타인에 의해 전달된 소유의
의미에만 치중한 관계로 여격교체형의 허용정도에 대한 예측이 한계성을 보인 점에 착안하여

‘HAVE’ 관계를 ‘이전가능(transferrable) 소유’ 관계와 ‘이전불가(non-transferrable) 소유’ 관계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이 이중타동구문의 유형분류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분류에서 배제
되어온 cost, envy, forgive 등과 같은 비여격구문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유형분류를 제안
할 것이며 이러한 제안은 기존의 분류방식에서 결여되었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제한된 ‘소유이전’의 ‘HAVE’ 관계를 보다 일
반화시켜 제안함으로서 이중타동구문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유형분류를 세우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절에서는, 문헌상의 선행연구에서 이중타동구문의 논항 구조 <NP1 +

NP2>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제안된 ‘HAVE’ 관계와 각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중타동구문
의 유형 분류 및 여격 교체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의와 미비점에 대해 고찰한
다. 제 3절은 본 논문의 이론적 토대로 도상성 원리와 주술관계(predication relation)의 개념이
소개될 것이다. 제 4절에서는 대개 여격동사와 비여격동사로 이원화되어 연구되어온 이중타동
구문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HAVE’ 관계라는 추상적인 의미 하에서 일정한 의미적 기준
을 가지고 이중타동구문의 유형을 새롭게 하위분류(subclass)한다. 이러한 ‘HAVE’ 관계는 ‘이
전가능(transferrable) vs. 이전불가(non-transferrable) 소유’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하위분류되고

‘HAVE’가 가지는 이러한 속성에 따라 의미적 분류는 물론 통사적 특성도 고려하는 유형 분
류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지을 것이다.

Ⅱ. 선행 연구
Green(1974)은 전치사 여격구문과 이중타동구문 사이에 나타나는 해석의 차이를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Green(1974:98)은 이중타동구문은 전치사 여격구문과는 달리,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간에는 타동 관계(transitive relationship)가 있으며, 그것을 ‘HAVE’ 관계(relationship)로
보았다. 다음 예문에서 ‘HAVE’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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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Mary gave John an apple.
b. Mary gave an apple to John.
(2) a. Mary taught John linguistics.
b. Mary taught linguistics to John.

(Green 1974: 157)

어떤 사람들은 (1a)와 (1b), 그리고 (2a)와 (2b)는 둘 다 주어(subject)로부터 뭔가를 John에게 주
는 상황, (1)에서는 과일 하나(a piece of fruit) 그리고 (2)에서는 언어학에 대한 이해(some

understanding of linguistics)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Green(1974)에 따르면, (1a)와 (1b)는 서로 동의 관계(synonymous with each other)에 있는 문장
인 반면에, (2a)와 (2b)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중타동구문인 (2a)는 John이 linguistics를 배웠
음을 함의하는 반면에, 전치사 여격구문인 (2b)는 단순히 John이 linguistics 과정의 학생이었음
을 진술한다. 그러므로 그의 선생인 Mary의 가르침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Green(1974: 98-101)이 의미하는 ‘HAVE’는 양도 가능한 소유물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양도불가능하고, 비본유적인 소유를 뜻하기도 하며, 인지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소유를
의미를 다 포괄한다2). 또한, Green(1974: 70)은 give 유형의 여격동사와 buy 유형의 여격동사에
서 나타나는 전치사와 수동태에서 보이는 통사적 특징의 차이(Fillmore, 1965)에 주목하여, 여
격동사를 to-dative와 for-dative로 분류3)하였다. 이중타동구문 중 여격교체가 가능한 경우에 나
타나는 이런 현상을 토대로, Green(1974: 80-98)은 여격동사를 10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치사

to를 쓰는 부류인 to-class 5가지와 전치사 for를 쓰는 for-class 5가지로 나누었다. 각 부류에 해
당하는 동사들을 <표 1>에 나타내었다.

2) (2a)에서 알 수 있듯이 Green(1974)이 의미하는 ‘HAVE’는 단순히 어떤 사물을 소유하는 것 이상이다.
Green(1974)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간에 나타나는 ‘HAVE’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문을 들
어 소개하고 있다.
(1) a. John has a 1969 Fiat. (the have of alienable possession)
b. I have your son here with me. (the have of alterable location/position)
c. John has a good reputation. (inalienable, non-inherent belonging)
d. Do you have it in sight yet? (possession which is perceptual and inalienable)
(Green 1974: 98-101)
3) (1) a. I gave a book to John.
b. I gave John a book.
(2) a. A book was given to John.
b. John was given to a book.
c. A book was given him.
(3) a. I bought a book for John.
b. I bought John a book.
(4) a. A book was bought for John.
b. *John was bought a book.
c. *A book was bough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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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격동사 유형 분류(Green 1974: 80-98)
To-dative
부류

동사 예시

For-dative 부류

To-class1
(bring-class)

•bring, take, hand, pass,
carry, drag, pull, push

For-class1
(creation verbs)

To-class2
(give-class)

•feed, serve, cede, sell
concede, lease, lend, loan

To-class3
(send-class)

동사 예시
•make, cook,
paint, draw

sew,

knit,

For-class2
(selection
verbs)

•buy, purchase, find, get,
choose, pick out, gather,
save

•send, float, fling, forward,
hurl, lower, mail, pitch,
relay, roll, ship, shove,
slide, throw, toss

For-class3
(performance
verbs)

•sing, chant, play, recite,
dance

To-class4
(radio-class/r
ead-class)

•radio, cable, mail, telegraph,
telephone,
•tell, cite, preach, quote,
read, write

For-class4
(obtaining
verbs)

To-class5
(future
having)

•promise, owe, guarantee,
permit, offer, grant, assign,
bequeath. allot

For-class5
(benefactive
constructions)

•earn, gain, win

•kill me a dragon
•cry me a river

Green(1974:80-98)의 여격동사 분류를 살펴보면, 이중타동구문 동사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치사 to, for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만 고려되어 있으며, 비여격 동사들, 예를 들면

envy, forgive 등의 유형은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Green은 ‘이전된 소유(transferred possession)’
로서의 ‘HAVE’ 의미만을 고려하여 envy, fine, forgive, cost 등은 자신이 논의하는 ‘HAVE’ 관
계로 분석될 수 없다고 하면서 논의에서 제외시켰기(Green 1974: 101) 때문이다. 이처럼 Green
은 이중타동구문으로 나타나는 동사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이중타동구문 연
구의 방향이 여격동사, 비여격동사로 이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동사들이 ‘본유적 소유’로서의 ‘HAVE’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이중타동구문
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설명을 제시하는 바이다.

Green(1974)의 연구는 이러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여격 교체 및 이중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Green(1974)의 이론과 같은 선상에서

연구하는 학자(Oehrle 1976,

Pinker 1989, Krifka 2004)들은 각자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이중타동구문과 전치
차 여격 구문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a. 이중타동구문:

사역적 소유(caused possession) 의미

b. 전치사 여격구문(to-dative): 사역적 이동(caused motion) 의미
(4) a. Caused possession schema: ‘x cause y to have z’
(y is a recipient)
b. Caused motion schema: ‘x cause z to be at y’
(y is a spatial goal)
각각의 의미구조가 나타내는 바를 살펴보면 이중타동구문은 (4a)에서 보듯 소유의 의미를 가
지고 있는 반면, 전치사 여격구문은 (4b)에서 보듯 단순히 장소 이동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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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들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는 그 의미와는 무관하게 구문에 의해서

‘소유’의 의미

와 ‘장소 이동’의 의미로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유’ 아니면 ‘이동’이라는 획일적
인 의미 분류에 대해, Rappaport & Levin(2008)은 전치사 여격구문으로 나타나지만, 사역적 소
유 의미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구문특정적이기 보다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다
른 의미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동사의존적 접근법(the verb-sensitive approach)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The verb-sensitive approach:
전치사 여격구문(to-dative)

이중타동구문

give-type verbs:

caused possession

caused possession

throw-type verbs:

caused motion

caused possession

caused possession
send-type verbs:

caused motion

caused possession

caused possession
Levin(2008:1-2)에 따르면, 동사 throw 유형과 send 유형은 장소 이동의 의미와 소유의 의미를
모두 가지지만, 동사 give 유형은 어휘 자체가 가진 의미 특성상 사역 소유(caused possession)
의 의미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 여격 구문으로 나타나든, 이중타동구문으로 나타나
든, 모두 소유의 의미만 가진다고 본다.4) Levin and Rappaport(2008)의 연구는 이중타동구문이
나 전치사 여격구문이 모두 사역 소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때의 사
역 소유 의미는 모두 ‘이전된 소유’로서의 ‘HAVE’일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본유적 소유’로서
의 ‘HAVE’ 관계는 다루지 않고 있는 미비점을 보인다.

(6) a. The bloodstains told us a story of violence.
b. Mary's behavior gave John an idea.
(7) a. The publication of your article will gain you a world-wide reputation.
b. Stunts like that will earn John a bad reputation.
(6a)에서 직접 목적어인 a story of violence는 다른 사람에게서 수여받은 것이 아니고, 간접 목
적어인 us가 자체적으로 떠올린 내용이다. (6b)에서 직접 목적어인 an idea도 간접 목적어인

John이 스스로 떠올린 내용이다. (7a)에서 직접 목적어인 a world-wide reputation은 간접 목적어
you 본인의 노력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다. (7b)의 경우에도, 직접 목적어인 a bad reputation은
John이 스스로 소유하게 되는 것들이다. 이런 유형의

‘HAVE’는 주어로부터 수여받아 소유하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유적이고, 자기 성취적인 ‘HAVE’ 관계로서 Levin and Rappaport(2008)
의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사 유형 중에서 전치사 for 여격교체동사와 envy, forgive
유형의 비여격동사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중타동구문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누락될 수
4) “As A. Goldberg(1995, 2006) notes, give itself lexicalizes nothing more than caused possession, so that its
meaning corresponds precisely to what is encoded in the caused possession schema. Other give-type verbs
further specify facets of the event: for rent and lend the possession is limited in duration.”(Levin, 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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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Goldberg(1995, 2002)의 이중타동구문 유형 분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Goldberg

(1995)에 따르면, ‘구문’은 전형적으로 하나의 추상화된 의미(senses)가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개의 의미 집합을 이룬다. 그 중에서 이중타동구문은 행위자(agent)가 수령자(recipient)에
게 대상(object, 물건)이 이전(transfer)되도록 하는 행위를 야기시킨다. 이처럼 이전(transfer)의
의미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를 이 구문의 기본 의미(basic sense)로 보고, 이중타
동구문은 이 기본 의미로부터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어진다고 보았다(Goldberg 1995: 32, 75).

Goldberg(1995)는 논항구조구문에는 이중타동구문(ditranstive), 사역이동구문(caused motion), 결
과구문(resultative), 자동사이동구문(Intransitive motion), 동능구문(conative)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구문들 중에서 이중타동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유형 E

permit,
allow
유형 F
a. bake, make
b. get, win,
earn

유형 A:
중심 의미
a. give
b. throw
c. bring

유형 B
guarantee,
promise

유형 D
leave,
bequeath
grant

유형 G
cost
(Goldberg,
2002)

유형 C
refuse
deny

그림 1. 이중타동구문의 유형 분류

(Goldberg 1995, 2002)
(8) a. Joe gave Sally the ball.
b. Joe promised Bob a car.
c. Joe refused Bob a cookie
d. Joe bequeathed Bob a fortune.
e Joe permitted Chris an apple.
f. Joe baked Bob a cake.
g. Mina cost Mel his job. (Goldberg 2002: 333)
(8a)는 유형 A이며, ‘행위자가 수령자에게 성공적으로 대상물을 받게 하다(X CAUSES Y TO
RECEIVE Z)’는 뜻으로 하위동사로는 본질적으로 수여(giving)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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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hand, serve, feed)와 탄도적 이동처럼 순간적 사역을 만드는 동사들(throw, toss, slap, kick,
poke ,fling, shoot), 그리고, 지시적으로 명세된 방향에서 연속적 사역을 나타내는 동사들(bring,
take)이 있다. (8b)는 유형 B이며, ‘만족조건이 행위자가 수령자에게 대상물을 전달하는 것을
함축하다(Conditions of satisfaction imply X CAUSES Y TO RECEIVE Z)’는 의미를 갖는 것으
로 만족조건이 결합된 수여동사들(guarantee, promise, owe)이 이 유형에 속한다. (8c)는 유형 C
이며, ‘행위자가 수령자에게 대상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다(X CAUSES Y NOT TO RECEIVE

Z)’는 의미로 거절 동사들(refuse, deny)이 있다. (8d)는 유형 D이며, ‘행위자가 미래의 어느 시
점에 수령자에게 대상물을 받게 하다(X ACTS TO CAUSE Y TO RECEIVE Z at some future

point in time)’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 전달 동사들(leave, bequeath, allocate, reserve, grant)
이 여기에 속한다. (8e)는 유형 E로서, ‘행위자가 수령자에게 대상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
다(X ENABLES Y TO RECEIVE Z)’는 의미를 가진 수락 동사들(permit, allow)이 이 유형에 속
한다. (8f)는 유형 F의 예문으로 ‘행위자가 수령자에게 대상을 받도록 의도하다(X INTENDS

TO CAUSE Y TO RECEIVE Z)’는 뜻이며, 그 하위동사로서는 생성 장면과 관련되는 동사들
(bake, make, build, cook, sew, knit)과 획득동사들(get, grab, win, earn)이 있다. (8g)는
Goldberg(1995)의 유형 분류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된 유형이다(Goldberg 2002: 333). 이 유
형 G는 ‘행위자가 수령자로 하여금 대상물을 잃도록 하다(X

CAUSES Y TO LOSE Z)’는 의

미로 동사 cost가 대표적인 동사이다.

Goldberg(1995)의 분류 특징을 종합해 보면, 기본 의미 구조(즉, 성공적인 소유 이전)인 유형
A에서 중심 술어의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그만큼 유형이 더 많이 분류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장에 따른 이 같은 유형 분류는 미비점을 가지고 있는데, Goldberg(1995, 2002)의 유
형 분류는 계층적이지 않고, 단지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A, B, C, D, E, F, G로 나열되어 있
기만 할 뿐, 다른 특별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동사 forgive, envy등을 ‘긍정적
인 예외들(positive exceptions)’이라고 하면서 이중타동구문의 분류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5)

Colleman & De Clerck(2008)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envy와 forgive 동사를 이중타동구문 유형에
포함시켜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6) 또한 교체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없이 이중타
동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여격 교체와 관련하여 유형간의 차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미비점이 있다.
한편, Kay(2005: 76-78)는 Goldberg(1995)의 이중타동구문의 유형 분류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유형 A를 ‘직접적 수령구문(Direct Recipient Construction)’으로, 유형 F를 ‘의도된 수령구문

(Intended Recipient Construction)’으로, 유형 B, C, D, E를 묶어서 ‘서법적 수령구문(Modal
Recipient Construction)’로 해서, 세 개의 최대 수령구문(maximal Recipient Construction)으로 분
류했다. 그리고 이 구문들은 모두 하나의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 수령구문(Abstract

Recipient Construction)’으로 다시 묶었다. Kay(2005)의 분류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5) “There are a few ditransitive expressions that do not entail any associated transfer. … Forgive and especially
envy, are also exceptional.”(Goldberg 1995: 131)
6) Goldberg(1995)가 유형으로 설정한 G형 동사 cost와 Colleman & De Clerck(2008)가 이중타동구문에 포함
시킨 forgive, envy 동사 모두 본 논문에서는 구문적 의미에 의해 비여격동사로서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
로 분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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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중타동구문의 분류(Kay 2005)

Kay(2005)는 자신이 분류한 세 가지 최대 수령구문을 이중타동구문 전반에 나타나는 포괄적인
개념인

‘추상적

수령구문(Abstract

Recipient

Construction)’하에

하나로

묶었다는

점이

Goldberg(1995)의 분류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Goldberg(1995)의 6가지
의미 중에서, 유형 B, C, D, E에 대해서, 이전(transfer)에 대한 함의가 각 어휘 동사의 의미에
기인한다고

Goldberg’s(이하,

보고,

G's)

sense

B(‘guarantee’

동사

등)는

행위자의 의무

(obligation), G’s sense C(‘refuse’ 동사 등)는 부정(negation), G’s sense D(‘bequeath' 동사 등)는
미래(futurity), 그리고, G’s sense E(‘permit’ 동사 등)는 가능성(possibility)으로, 모두 서법성

(modality) 측면에서 포착하여 묶은 점은 훌륭하다.
Kay(2005)의 분류도 Goldberg(1995)의 분류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형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여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
위분류된 유형들 간의 차별성을 별도로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특히 Modal RC의 유형에 포함
시킨 여격동사들끼리도 여격 교체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미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분류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envy와 forgive 등도 다룬다
면, 추상적 수령구문의 개념이 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이 본 논문에 시사하는 바는, 선행 연구의 설명들이 ‘HAVE’ 관계를
이전된 소유(transferred possession)의 의미로만 고려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협소한 의
미의 ‘HAVE’를 근거로 제안된 그들의 여격동사 및 이중타동구문의 분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연구에서는 ‘HAVE' 관계를 재정의 내리고, 이전불가 소유도 함께 고려
함으로써 이중타동구문을 연구함에 있어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
에서 제한시킨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시키고자 한다.

Ⅲ. <V + NP1 + NP2> Patterns과 도상성 원리
본 절에서는 영어 이중타동구문을 여격교체와 관련시켜 이중타동구문과 전치사 여격구문은
근본적으로 각기 자신들의 도상적 의미를 가지며, 특히 이중타동구문은 그 도상적 의미로

NP1과

NP2간에 주술관계, 구체적으로 ‘HAVE’ 관계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이중타동구문은

<V + NP1 + NP2>를 ‘구문’으로 취하고 이러한 구문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가진
다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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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V + NP1 + NP2> Patterns과 도상적 의미
영어 이중타동구문을 여격교체와 관련시켜 이중타동구문과 전치사 여격구문은 근본적으로
각기 자신들의 도상적 의미를 가지며, 특히 이중타동구문은 그 도상적 의미로

NP1과

에 주술관계, 구체적으로 ‘HAVE’ 관계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이중타동구문은

NP2간

<V + NP1 +

NP2>를 ‘구문’으로 취하고 이러한 구문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입
장이다.

Haiman(1985)은 도상7)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기호학자 Peirce(1932)의 의견을 좇아 도형의 특
징에서 ‘유상성(isomorphism)'과 ‘동기성(motivation)’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찾아내어 도형적 도
상성(diagrammatic iconicity)의 두 가지 속성으로 제안한다. 언어적으로 유상성은 구조와 의미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로 <형태:의미 = 1:1>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a. Put a clean shirt on. (착용)
b. Don’t disturb Martha. She is on the phone.

(연결)

c. His new movie is based on a traditional fairy story. (바탕)
예문(1)에서 하나의 형태인 전치사 on은 착용, 연결, 바탕 등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상성의 관점에서는 (1a)-(1c)의 on 모두 추상적인 ‘접촉(contact)’의 의미 하나만 가
질 뿐이다. 즉, 전치사 on이라는 형태가 물리적 접촉, 추상적 접촉, 공간적 접촉 등을 가리키
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접촉’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단일화됨을 볼 수 있다.
도상성의 두 번째 원리는 ‘동기성(motivation)’으로, ‘형태-의미 간의 유사 관계’로서 유사한
구조이지만 형태간의 차이를 보이면, 의미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
라는 것이다.

(2) a. He was shot to death/shot ø dead.
b. He was sentenced to death/*sentenced ø dead.
(2) 예문에서 전치사 to의 출현 여부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나는데, (2a)에서 전치사 to가 나타난
경우는 그만큼 총에 맞고 죽는 데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전치사 to가 없는 경
우는 총에 맞고 즉사했음을 의미한다. 이 차이는 (b)에서 확연이 드러나는데, 사형 선고를 받
고 즉사하는 일은 없으므로 be sentenced는 전치사 to와 함께 나타나야 한다. ‘동기성’의 원리
는 개념적 거리는 언어적 거리라고 보고, 관련 구문간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원리이다. 이
같은 도상성이라는 이러한 언어적 관점을 영어의 문장에서 동사 다음에 NP가 동시에 두 번
나타나게 되는 구조에 적용시킬 것이다.

7) 도상성(iconicity)은 언어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철학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물체와 그 이름 간의 관계가
자의적(arbitrariness)이냐 필연적/도상적(iconicity)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로서 시작되었다. 현대 언어
학에서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Saussure(1983: 67)가 언어를 기호(sign)로 보고, 기호는 기표(signifier)와 기의
(signified)가 자의적으로 결합되므로, 고유한 닮음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언어체계를
상징(symbol)이라는 약속체계로 간주하였다. 이후, 미국의 기호학자 Peirce(1932)는 기호를 상징(symbol),
지표(index), 도상(icon)으로 분류하면서 언어가 상징인가 도상인가 하는 더 구체적인 논의로 전개되었다.
또한 그는 도상을 영상(image), 도형(diagram), 은유(metaphor)로 하위 구분하여 영상이 가장 도상적이며,
은유가 가장 덜 도상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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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어 문장은 구조적인 특징8)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constituent)
간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 개념, 즉 위계(hierarcy)와 의존(dependency)에 입각하여 정의될 수
있는데, 전자는 지배(dominance), 부모(mother), 자녀(daughter), 자매(sister), 성분통어(c-command)
등에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주술(predication), 보충(complementation), 수식(modification), 한정

(determination) 관계를 정의 내리는데 필요하다(cf. Burton-Roberts 1986; Kim & Ahn 2009:
103-110).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3) John bought the interesting books.

그림 3. 네 가지 구조관계 (Kim & Ahn 2009: 103)

<그림 3>에서 주어와 술어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B : C>의 관계를 일컬어 ‘주술관계’,
동사와 목적어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D : E>의 관계를 ‘보충관계’, 한정어(관사 등)와 그
중심어(명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F : G>의 관계를 ‘한정관계’, 수식어와 그 중심어(피수식
어)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H : I>를 ‘수식관계’라 한다. 이 중 전자의 두 구조관계는 상호의존
관계로서 정의되며 후자의 두 구조관계는 일방적 의존 관계, 즉 수식어(interesting)이나 한정어

(the)가 일방적으로 중심어에 의존하는 관계이다.9)
Kim & Ahn(2009)에 의하면, 주술관계에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8) 이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일차적으로 한 단위를 이룬 뒤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더 큰 단
위를 이루고, 이 큰 단위와 다른 단어들이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형성하는 식으로 위계(hierarchy) 구조
를 이룬다.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결합될 때 나타나는 단위들을 구성소(constituent)라 부른다.
9) 수식관계만 인정한 Burton-Roberts(1986)와는 달리, Kim(2009)은 한정관계를 수식관계에서 별도로 분리하
여 설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interesting) books/ an (interesting) book
b. (the) books/ (a) book
(a)의 괄호 속의 수식어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며 항상 중심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반면에, (b)의 괄호
속의 한정사는 중심어의 수에 따라 상호 의존 또는 일방 의존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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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Mary gave John a book.
b. They elected John Chairman.

그림 4. 주술관계의 도상적 의미

<그림 4>에서 John과 a book간의 타동관계(transitive relationship)를 볼 수 있으며 이 두 명사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술어 ‘HAVE’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림 4>에서 John과 Chairman간의
자동관계(intransitive relationship)를 볼 수 있으며 두 명사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술어 ‘BE’가
존재한다고 본다(Kim & Ahn 2009:24).

그림 5. <V + NP1 + NP2>의 도상적 의미
이렇게 <V + NP1 + NP2>의 논항구조 내의 NP1과 NP2 사이에서 보이는 주술관계를 앞에서
설명한 도상성의 관점에서 본 것이 <그림 5>이다. <NP1 ≠ NP2>이면 타동관계로서 보이지 않
는 술어 HAVE가 존재하는 이중타동구문의 논항구조가 된다. <NP1 = NP2>이면 자동관계로서
보이지 않는 술어 BE가 존재하는 전통문법에 말하는 5형식 문장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V +

NP1 + NP2>이 언어학에서 말하는 소절(small clause)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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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 + NP1 + NP2> Patterns과 소절(small clause)
전통 문법의 5형식 문형에서 나타나는 <NP1 + NP2>를 언어학 분야에서 소절(small clause)로
분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연구 경향이다. 소절의 구조를 하나의 통사단위로 간주하는 구성성분
적 분석(Stowell 1983, Kitagawa 1985, Aarts 1992)과

하나의 통사 단위로 간주하지 않는 비구

성성분적 분석(Williams 1983)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통사 단위로 간주하는 구성성분적
분석을 수용하여, 5형식에 나타난 NP1과 NP2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사 ‘BE’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따른다.10)

Kayne(1984)은 4형식에 나타나는 <NP1 + NP2>도 소절로 고려할 것을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주장한다. 그는 간접 목적어가 3형식에 나타나는 단일 목적어와 같은 성격의 목적어가
아님을 다음과 같은 명사화 과정을 통해 지적하였다.

(5) Nominalization of SP 3
examine the problem =>
a. the examination of the problem
b. the problem’s examination
(6) Nominalization of SP 4
present John the ball =>
a. *the presentation of John of the ball
b. *John’s presentation of the ball
c. the presentation of the ball to John
d. the ball’s presentation to John
(5)에서 3형식 동사 examine을 명사화시키면, 목적어 the problem은 전치사 of 의 목적어로서
명사화된 examination에 뒤따르거나, 소유격의 형태로 examination 앞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4형식 구문에 나타난 동사를 명사화시키면, (6c)와 (6d)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 목
적어는 (5a), (5b)와 같은 형태를 보이지만, 간접 목적어는 (6a)와 (6b)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Kayne(1984)은 (6)과 같은 명사화 과정은 오히려 5형식 동사 뒤에 나타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 같은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 Nominalization of SP 5
believe John handsome =>
a. *the belief of John handsome
b. *John’s belief handsome
10) 5형식에서 NP1과 NP2간의 관계는 이미 2.1에서 소개한 Green(1974)의 ‘transitive relationship HAVE’에
상응하는 ‘intransitive relationship BE’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5형식 문형에서 NP1과 NP2사이에
BE가 공(null) 계사의 형태로 존재하듯이, 4형식 문형에서 NP1과 NP2 사이에는 ‘HAVE’가 공(null)
predicate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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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ominalization of SP 4
present John the ball =>
a. *the presentation of John of the ball
b. *John’s presentation of the ball
(7)은 5형식 문장을 명사화시킬 경우 동사 believe의 목적어로 간주되는 John이 앞의 3형식 문
장 (5)에 나타난 목적어 the problem과는 달리 명사화된 belief의 뒤 전치사 of 다음에 나타날
수도 없고, 소유격 형식으로 belief 앞에 나타날 수도 없다. 이러한 통사적인 특성이 시사하는
바는 5형식에 나타나는 목적어 논항은 3형식에 나타나는 목적어 논항과 같은 부류로 간주할
없다는 점이다. Kayne(1984)은 4형식에 나타나는 간접 목적어에도 같은 논의를 적용시켜, 4형
식에 나타나는 간접 목적어도 역시 3형식에 나타나는 목적어 논항과는 다른 부류의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Kayne(1984)은

4형식에서 간접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5형식에서의 두 논항

과 마찬가지로 소절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간접 목적어는 소절의 주어, 직접 목적어는
소절의 목적어라고 주장하고 있다11).
지금까지, 5형식의 <NP1 + NP2>를 소절로 볼 수 있다면, 4형식의 <NP1 + NP2>도 같은 분석
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형식에서 <NP1 + NP2> 사이에 보
이지 않는 계사 ‘BE’가 있다고 가정하듯이, 4형식에서 <NP1 + NP2>는 도상적으로 주술관계를
보이며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HAVE’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4장에는 ‘HAVE’ 관계를 기
준으로 이중타동구문의 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Ⅳ. 영어 이중타동구문의 분류와 그 기준
본 장에서는 ‘이전된 소유’의 ‘HAVE’ 만을 고려한 기존의 여격동사 및 이중타동구문의 분
류를 ‘본유적 소유’로서의 ‘HAVE’ 관계도 포함하여 새 분류하고자 한다. 비여격구문을 포함한
이중타동구문의 유형을 분류하되, 여격교체 여부도 함께 보여주는 유형분류이다.

4.1. 분류상의 기준
기존의 문법학자들이 제시한 이중타동구문 유형의 분류는 본 절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
분류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였지만, 각 분류가 가진 미비한 점들도 있었다. 이미 살펴보았듯
이, Goldberg(1995)는 이중타동구문에서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소유하는 것을 반드시

11) Kayne(1984)의 주장처럼 간접 목적어는 단일타동구문의 목적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른 학자들(Williams
1980:204 등)도 일찍이 관찰하였다.
(1) a. I ate [the meat] raw. b. John married [Mary] pregnant.
(2) a. I gave [the meat] to Mary raw. b. *I gave the meat to [Mary] hungry.
(3) a. I gave Mary [the meat] raw. b. *I gave [Mary] the meat hungry.
(1)에서 보듯이, 3형식 단일타동사의 목적어는 묘사적 이차 서술어를 통제할 수 있다. 4형식 구문은 목
적어 논항을 두 개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목적어 모두 묘사적 이차 서술어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
만 (2)과 (3)에서 보듯이 4형식의 직접 목적어는 묘사적 이차 서술어를 통제할 수 있는 반면, 4형식 동사
의 간접 목적어는 묘사적 이차 서술어를 통제할 수 없다. 이는 4형식에 나타난 간접 목적어가 3형식 동
사가 취하는 목적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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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하지는 않는 경우를 유형 F(bake)로 별도로 분류한 점은 훌륭하지만, 이중타동구문의 교체
여부 가능성 및 to-dative 동사인지, for-dative 동사인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그녀의 분류는 확대되는 기준이나 정도도 명확하지 않고, 확대되는 유형들 간의
차별성을 별도로 (예를 들면, 통사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단지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A, B,

C, D, E, F, G로 나열되어 있기만 하다는 점이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다. Green(1974)의 경우에
는 교체 가능한 여격동사들을 통사적인 특성에 따라 to-dative 동사와 for-dative 동사로 구분하
고 있지만, ‘이전된 소유’의 ‘HAVE’만을 다룸으로써, 비여격동사를 고려에 넣지 않았다.

Kay(2005)의 분류도 Goldberg(1995)의 분류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형을 어느 정
도까지 확대하여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Modal RC에 속하는 동사 유형들은 하나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허용 여부에서
는 서로 다른 현상을 보였다. 유형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모두가 성공적 소유이전이라는 의미
적 개념에 한해서 유형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유형 내나 유형 간에 존재
할 수 있는 다른 의미적 정보(예: 실제적 소유형태의 유형 등)나 통사적 정보(예: 여격교체의
허용여부 등)를 제공해 주지 못했던 점도 지적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이중타동구문의 새 분류가 기존의 선행 연구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새로운 유형 분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는, 이중타동구문 유형은
실제 소유를 함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함의의 차이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 a. I gave him a book.

(Actual)

b. Chris baked Jan a cake. (Intended)12)
(1a)는 간접 목적어 him에게 실제로 a book이 수여되었음을 함의하고 있지만, (1b)는 Chris가
Jan에게 a cake을 줄 의도로 a cake를 구웠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로 주었다는 것을 함의하
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
들 동사들이 단지 함의의 의미 차이만 나타낼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그 타당성을 볼 수 있다.

(2) a. I gave him a book.

(actual)

b. I gave a book to him. (to-dative)
(3) a. Chris baked Jan a cake. (intended)
b. Chris baked a cake for Jan. (for-dative)
(2)의 동사 give는 실제 소유를 함의하는 동사로서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to-dative의 특성을 보
이는 반면에, (3)의 동사 bake는 실제 소유를 함의하지 않는 동사로서,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for-dative의 특성을 보인다. 함의 의미에 따른 이같은 통사적/구조적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구
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 ‘HAVE’ 관계의 의미 속성에 따라 세분화시켜 구분할 수 있으며, ‘HAVE’의

12) “… Chris baked a cake with the intention of giving to the cake to Jan.” (Goldberg 19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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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차이에 따른 통사적인 특성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다룬

‘HAVE’ 관계는 모두 ‘이전가능 (transferrable)한 소유’로서의 ‘HAVE’일 뿐이어서 ‘이전불가능
한 소유’로서의 ‘HAVE’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이전가능한 소유’란 타인에 의해 이전된 소유
를 의미하며, cost, envy, earn 등을 포함하는 비여격구문의 구분에 적용된 소유는 타인에 의해
이전된 것이 아니라 간접 목적어 자신(의 행위)에 의해 소유가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이전불
가능한 소유’에 대해서 다음의 예로 설명하겠다.

(4) a. I threw him a ball.
b. They envied him his good fortune.
c. His great performance earned him a good reputation.
(4a)에서 간접 목적어 him이 소유하게 된 a ball은 타인인 주어 I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서, 또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것이지만, (4b)의 직접 목적어인 your good fortune은 다른 사람에게 수여
받은 것이 아니라 간접 목적어 자신이 이미 이룬 소유물로서 이전불가능한 것이다. (4c)에서
직접 목적어 a good reputation은 간접 목적어 him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 소유하게 된 것이다.

‘HAVE’ 관계의 의미 속성의 차이에 따라 통사적인 차이도 또한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5) a. She sent him a letter.
b. She sent a letter to him.

(actual)
(to-dative)

(6) a. The work cost him his life.
b. *The work cost his life to/for him.
(7) a. He built his daughter a dog house.

(intended)

b. He built a dog house for her.

(for-dative)

(8) a. Stunts like that will earn John a bad reputation.
b. *Stunts like that will earn a bad reputation for John.
실제 소유의 하위유형의 동사들 중 ‘이전가능한 소유’의 경우에는 (5b)처럼 to-dative로, 그렇지
않는 경우는 (6b)에서처럼 비여격구문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통사적 차이는 의도된 소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7b)처럼 ‘이전가능한 소유’의 경우는 for-dative로, (8b)처럼 ‘이전불가
능한’ 비여격구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새로운 유형 분류는 이를 고려하여 ‘HAVE'
의 의미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통사적 특성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하고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이전가능한 소유’의 경우 수여 행위의 의미가 give 라는 어휘동사로 명시적으
로 나타나는 ‘표면형(explicit)’과 give 동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 보문으로 내포시키
는 ‘내포형(implicit)’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즉, 해당동사를 풀어쓰기를 할 때 give 동사(의
의미)가 그 동사의 보문절에 나타나는 동사들(예: promise, refuse, deny, allow 등)이 여기에 속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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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John gave Mary $5.
b. John promised Mary $5.
b'. John promised [(to give) Mary $5].
겉으로 보기에 (9a)에서는 주어 John이 간접 목적어 Mary에게 직접 목적어를 수여하는 행위가

give 동사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9b)에서는 promise라는 동사로만 나타나 있다. 그러나
(9b)의 동사 promise를 (9b')처럼 풀어쓰기하면, giv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give 동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표면형’과 ‘내포형’으로 하위분류
할 수 있다. 이 때 표면형의 give(이후 ‘GIVE1형’이라고 칭함)는 여격교체 가능하며, ‘내포형’
동사들(이후 ‘PROMISE1형’이라고 칭함)은 여격교체가 가능한

GIVE1형을 그 보문절에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여격교체가 가능하다.
네

번째

근거는

‘이전불가능한

소유’도

그

소유가

‘본유적(inherent)’이냐

‘비본유적

(non-inherent)’이냐에 따라 여격동사도 구분되며 직접 목적어의 성격도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간에 존재하는 HAVE 관계가 주어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본유
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유냐, 혹은 주어의 영향을 받은 이후 성립된 소유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10) a. I envy you your great success.
b. They forgave him his sin.
(11) a. His achievement earned him a position as a general director.
b. The bloodstain told us a story of violence.
c. Her boss gave her a promotion.
(10a)와 (10b)에서는 직접 목적어인 your great success와 his sin이 각각 간접 목적어 you와 him
이 주어의 행위와 무관하게 본유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소유이며, (11a)에서 him과 a position
간의 HAVE는 주어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간접 목적어가 스스로 얻어낸 결과이며, (11b)
에서 us와 a story of violence 간의 HAVE는 주어 the bloodstain의 영향을 받아 간접 목적어 스
스로가 떠올린 결과인 것이다. (11c)는 주어 her boss의 영향력으로 인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소유하게 된 경우이다.
다섯 번째 근거는 ‘비본유적 (non-alienable) 이전불가 소유’도 다시 이분화될 수 있어서 ‘자
기주도적(self-directed) 소유’와 ‘타자영향적(other-affected) 소유’로 하위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도적 소유’란 간접 목적어가 자신이 한 행위의 영향으로 직접 목적어를 소유하
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타자영향적 소유’란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타자인 주어로부
터 직접 건네받는 이전가능한 소유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가 주어의 영향을 받아 직접 목적어
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예문으로 이를 살펴보자.

(12) a. The contract with that company earned him $50 million.
b. Mary's great performance at work earned her a promotion.
(13) a. Mary's boss gave her a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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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bloodstain told us a story of violence.
(12a)에서는 간접 목적어 him이 자신이 한 계약 행위와 더불어 그 결과 $50 million를 소유하
게 되며, (12b)에서도 마찬가지로 Mary가 자신이 직장에서 보여준 훌륭한 수행을 통해 승진이
라는 직접 목적어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인 반면에, (13a)에서는 간접 목적어 Mary는 주어 boss
라는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승진 a promotion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며, (13b)에서도 간접 목
적어 us가 a story of violence를 주어인 the bloodstain라는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들 모두 소유하게 된 직접 목적어는 그 성격상, 또는 주어의 성격상 이전불
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근거는, ‘타자영향적 비본유적 이전불가 소유’도 이분화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
는 ‘(유사)행위자적(agent(-like)) 소유’로 이 경우에는 주어가 비본유적 양도불가능한 직접 목적
어인 행위나 상태를 간접 목적어에게 보이거나, 혹은 행위를 할 수 없는 주어인 경우라도 마
치 그러한 행위나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의인화되어 표현됨으로써 주어의 행위로 인해 간접
목적어가 영향을 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원인격(causer) 소유’로
주어가 직접 그러한 행위나 상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인 행위만 제공할 뿐, 간접
목적어가 그 주어를 보고 혹은 주어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스스로 직접 목적어를 소유하
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으로 살펴보자.

(14) a. Bob gave me a kiss.
b. Her boss gave her a raise.
(15) a. The rain bought us some time.
b. Mary's behavior gave me an idea.
(14)의 예문들을 보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스스로 얻었다기보다는 주어의 행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얻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give는 이전가능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여격교체가 불가하다. (15)의 예문에서는 주어가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간접목
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소유하되, 이때 주어는 행위자로서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단순히 원
인 유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7a)에서는 비가 왔고, 이로 인해 간접 목적어 us가 시간
을 가지게/벌게 된 것이며, (37b)에서도 Mary의 행동을 보고 간접 목적어 me가 어떤 생각을
떠올린 것 뿐이다.

일곱 번째 근거는 (비본유적 타자영향적인) ‘행위자적 소유’도 이미 언급

한 이전가능 실제 소유의 하위분류처럼 ‘표면형’과 ‘내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때 ‘내포
형’ 동사(이 이후로 ‘PROMISE2형’이라고 칭함)들은 여격교체 불가한 give 동사(이 이후로

‘GIVE2동사’라고 칭함)를 그 보문절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격교체가 불가능하다. 다
음 예문을 살펴보자.

(16) a. Bob gave me a kiss.
b. *Bob gave a kiss to me.
(17) a. They promised/refused Joe a raise.
(= They promised/refused (to give) Joe a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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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y promised/refused a raise to Joe.
(= *They promised/refused [*(to give) a raised to Joe].)
위 (16)의 동사 give는 이중타동구문만을 허용하는 GIVE2로서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17)의 예문에서는 동사 give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괄호 속의 풀어쓰기에
서 볼 수 있듯이, 동사 promise/refuse는 보문절에 give 동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 구조가 (17b)에서처럼 이중타동구문만을 허용하고 전치사여격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저에 이중타동구문만을 허용하는 GIVE2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4.2. 기준에 의한 분류 시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중타동구문 유형은 <V + NP1 + NP2>의 도상적인 의미인 ‘HAVE’
관계로부터, 소유의 실제성 여부, 이전가능성 여부, give 동사의 표면 출현 여부, HAVE 관계
의 본유성 여부, 수여행위에 대한 자기주도성/타자영향성 여부, 주어 의미격의 행위자/원인 여
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그림 6>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림 6>은 이중타동
구문 유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분류 도식이다.

그림 6. 이중타동구문 유형의 대분류
이러한 분류의 장점은 기존의 분류가 보여주지 못한 사실을 포함시켜 일정한 의미적 기준
에 의해 이분법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중타동구문의 세부유형뿐만 아니라 이중타동사의 유형
까지도 심지어 이러한 구문이 보이는 교체형 허용 여부까지도 세분화하여 보여준다는 사실이
다. 즉, ‘소유의 실제성/의도성’ 여부에 의해 이중타동구문이 GIVE형과 MAKE형으로 구분되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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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허용하는 전치사 여격교체형은 to-dative 동사와 for-dative 동사이며, 또한 ‘실제적 소유’ 구문도
다시 ‘이전가능성 / 불가능성’에 따라 GIVE1/PROMISE1형과 ENVY/EARN/GIVE2/3/PROMISE2형으로
하위구분되며, 이 중 ‘이전가능 소유’구문은 give동사의 표면적/내면적 출현여부에 따라 GIVE1
형과 PROMISE1형으로 이분화된다. 한편 ‘이전불가소유’구문은 HAVE 관계의 본유성 여부에
따라 ENVY형과 EARN/GIVE2/3/PROMISE2형으로 양분되고, 이중 비본유적 소유는 소유행위의
자기주도적/타자영향적 성격에 따라 EARN형과 GIVE2/3/PROMISE2형으로 하위구분되는데, 이
중 타자영향적 소유유형은 다시 행위자격 유형과 원인격 유형으로 하위분류되는데 행위자격
유형은 GIVE2/PROMISE2형이 해당되고 원인격 유형은 GIVE3형이 해당된다. 더 나아가 행위자
격 유형은 다시 여격교체가 불가능한 GIVE2 동사를 표면적으로 취하는 GIVE2(-표면형)와

GIVE2 동사가 단순히 기저의 보문절에 내포되는 PROMISE2형(즉, GIVE2-내포형)으로 하위분류
된다. 여기서 여격구문의 교체형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의도된 소유’ 구문을 취하는 MAKE형
과, ‘실제적 소유’구문의 유형 중 ‘이전가능 소유’구문을 취하는 GIVE1형과 PROMISE1형 만이
전치사 여격구문으로의 교체를 허용하며 나머지 모든 유형은 모두 이중타동구문만을 허용할
것이다.
다음은 각 동사 유형에 속하는 하위동사들을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18)
a. GIVE1형:
① give-type : give, hand, lend, pass, sell, feed ...
② send-type : mail, send, ship bring, carry...
③ throw-type : kick, throw, toss, shoot, fling, flip, blow,
④ teach-type : teach, tell, show, write, read, quote, ...
⑤ fax-type : fax, wire, telephone, e-mail, radio, telegraph, ...
⑥ John gives Mary an idea.
⑦ The doctor gave Mary an attractive skin, and now she has an extra rug.

b. PROMISE1형 (GIVE1-내포형):
① promise, owe, offer, allocate, bequeath, guarantee...
② refuse
③ deny
④ permit/allow

c. ENVY형 : envy, cost, forgive, spare, bet, fine, charge, save, ..
d. EARN형 : earn, gain, win
e. GIVE2:13)
① give me a kiss/ give me a hug/ give me a call
13) 여기 ‘GIVE2동사’는 다른 동사유형들과는 달리 give 동사 외에 다른 동사들이 없기 때문에 ‘GIVE2형’이
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 또 GIVE2동사는 소위 ‘경동사(light verbs) 구문’이라고 부르는 문장에 나타나
는 give동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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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ive me a bath/ give me a ride/ give me a hand
③ give him a promotion
④ The doctor gave Mary an attractive skin.

f. PROMISE2형 (GIVE2-내포형):
① His boss promised him a promotion.
② refuse
③ deny
④ permit/allow

g. GIVE3형 :
①Mary's behavior gave me an idea.
②The rain bought us some time.
③A little experience will show Mary absurdity of that claim.

h. MAKE형 :
① make-type : bake, make, build, cook, paint, draw, fry, knit
② buy-type : buy, get, find, call, steal, order, grab, ...
③ sing-type : sing, play, chant, recite, dance, ...

V. 결론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이중타동구문 유형 분류는 본 연구와는 달리 비여격구문을
배제함으로써 ‘HAVE’ 관계의 의미속성이 제한적이었으며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이전가능한

(transferrable)’ 소유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여격교체형의 허용에 따른 제약이 증대하였으며,
유형분류의 확대 또는 세분화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고, 유형들 간의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선행 연구들이 가진 미비점들 중 특히 ‘HAVE’ 관계와 교체형 여부와 관련
하여, 같은 유형 내에서 나타나는 이질성과 다른 유형들 간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간과하였다
는 점과 다른 유형들 간의 차별성도 결여되어있다는 점은 기존의 이중타동구문 유형분류에
타당성 또한 결여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유형 분류가 성공적 소유이전이라는
의미적 개념에 한해서 유형들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따라, 유형 내나 유형 간에 존재할 수 있
는 다른 의미적 정보(예: 실제적 소유형태의 유형 등)나 통사적 정보(예: 여격교체의 허용여부
등)를 제공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형 내의 이질성, 유형들 간의 유사성 및 차별성이 보
이는 여타 문법적 정보도 제공해주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자한 이중타동구문 유형분류를 위해 설정한 의미적 기준은 <V + NP1

+ NP2>의 도상적인 의미인 ‘HAVE’ 관계의 유무로부터, 소유의 실제성 여부, 이전가능성 여
부, give 동사의 표면 출현 여부, HAVE 관계의 본유성 여부, 수여행위에 대한 자기주도성/타
자영향성 여부, 주어 의미격의 행위자/원인 여부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다.
새로 시도한 이중타동구문의 유형분류가 기존의 분류와 다른 점은 비여격구문을 포함한 더
일반적인 분류로서 세부유형에 대한 분류의 기준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분류가 여격교
체 허용 여부 등의 차별성있는 정보를 담는 분류로서 이중타동사의 유형은 물론이고 이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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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문의 모든 유형이 이분법적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그리고 기존의 분류에서 혼선을 빚는
서법적 수령구문(PROMISE2형) 등의 이중타동구문이 통사적인 면(즉, 여격 교체형 허용 여부)
에서 동사 GIVE2와 같이 행세한다는 사실 등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언어학 연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어 교육과 관련된 현장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이중타동구문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이중타동구문과 전치사 여격구문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give me a

hand와 같은 표현은 사실상 이디엄으로 취급하고 있고, 많은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은 win,
earn, envy, spare, deny, refuse 등이 이중타동구문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학교 학습 현장에서는
자주 접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이중타동구문과 전치사 여격구문의 의미적 차이를 소개하고
여격/비여격구문을 통합 분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사이지만 그 동사가 사용된 해당 문장에
서 나타나는 ‘HAVE’ 관계의 속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여격 교체형의 허용에 제약이 적용되
도록 하여 선행 연구된 여타 교체 제약이 가진 복잡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설명
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중타동구문과 관련하여 본 논문이 남겨둔 연구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전치사 to/for
외에 전치사 of/on를 사용하는 전치사 여격 구문도 포함하는 연구, 이중타동구문으로 나타나는
표현 중에서 The paint job gave the car high sales price와 같이 비유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은
유, 환유, 의인법 등을 접목시키는 연구와 더불어, <V + NP1 + NP2> 논항 구조가 가진 도상
적인 의미로부터 4형식과 5형식의 유사성을 가정하여 두 구문을 포괄하는 구문적 연구 등이
앞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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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성씨 표기 시안에 대한 제언:
음절단위 영문로마자(영자) 표기법
양병선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전공)

Yaang, Byungsun. 2009. A Proposal to the 2nd system of Romanization for Korean family
names propos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mally proclaimed that Korean family names
will be Romanized differently from the rest of the Korean language in its new system of
Romanization for the Korean Language proclaimed on July 4, 2000. After 9 years later when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publically proposed Romanization of Korean
family names on June 20, 2001 according to this new system, they proposed its second
system of it on June 25, 2009.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i)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second proposal for Romanization of Korean family names ii) to put forward
a proposal of how to write Korean family names with Roman letters which should reflect
English pronunciation and its writing system, so-called, syllable-based Englishzation, not with
abstract Roman alphabets. (Jeonju University)
주제어 (Key Words): Korean Family Names, Korean Romanization, family names with English
alphabet, Romanized spelling for Korean family names

1. 서론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해 개정·고시된 현행 정부안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공포된 지 햇수로 10년(만 9년)이 되었다. 새로운 로마자표기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양병선 2003c 참조), 도로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 공공 부문에서의 지명 표기는 상당히 정착이
된듯하다(정희원 2009: 3). 2009년 6월25일(목)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성씨 로마자 표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2차 성씨표기 시안’이
제시되었다. 2001년 6월 20일 ‘제1차 성씨표기 시안’이 제시되고 성씨 로마자 표기에 관한 공개토론회
가 개최 된지 8년만의 일이다. 성씨의 로마자표기(양병선 2002), 한자 인명 로마자 표기(양병선

2003a), 한글이름 로마자표기(양병선 2006), 그리고 전자주민증, 여권, 크레딧카드, 학생증 등 공용문서
에 사용할 인명 영문로마자표기법(양병선 2008b)을 제안하였던 필자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다.

2000년 7월 7일 네 번째의 공식 로마자표기법인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해 개정, 확정, 고시(문관부 2000)된 이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

12월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칭 로마자표기 지침을 바꾸어 ‘-로’의 표기를 발음에
1) 최초의 정부안은 1948년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법’(문교부 1948), 두 번째 정부안은 1959년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문교부 1959), 세 번 째 정부안으로는 학술원이 중심이 되어 공포된 ‘국어의 로마자표기
법’(문교부 1984)이다. 따라서 문관부(2000)는 네 번째 정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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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lo, no, ro'로 달리 표기하던 것을 모두 ’-ro, -daero'로 표기 방식을 바꾸었으며(예: Sejongno->

Sejong-ro), 2009년 1월 행정안전부는 도로영문표기에 Blvd, St, Rd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2007년
7월 대법원은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 ‘李(리)ㆍ林(림)ㆍ柳(류)ㆍ劉(류)ㆍ陸(륙)ㆍ梁(량)ㆍ羅(라)ㆍ
呂(려)ㆍ廉(렴)ㆍ盧(로)ㆍ龍(룡)' 중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성씨는 ‘이/리, 임/림, 유/류, 육/륙, 양/량,
나/라, 여/려, 염/렴, 노/로, 용/룡’로 각각 달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2008년 8월 외교통상
부는 전자여권제도를 전면 도입하면서 전자여권발급신청서에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
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영어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로 규정하고 있다2). 또한
행정안전부는 2007년 8월 30일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게 될 새 전자주민증의 시제품을
완성해 선 보였으며, 뒷면에는 증 발급번호, 한자이름과 영문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
공무원과 시민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전면적인 보급 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국립국어원에서는 성씨 로마자 표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의적인 로마자표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
성의 로마자표기 실태는 매우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2007년에 63,000여 건의 여권의 영문성씨를
분석한 자료(국어연구원 2009; 부록 3)에 따르면 ‘전’씨는 23개, ‘정, 유’씨는 17개, ‘백’씨는 16개,

‘곽, 서, 엄’씨는 14개, ‘권’씨는 13개, ‘류’씨는 13개, ‘박’씨는 12개, ‘임, 염’씨 11개, 이’씨는10개의
다른 표기가 있으며 평균 13.1개의 다른 표기가 있어 무척 혼란스러운 형편이다. 같은 한글이 여러
가지로 표기되는 것은 한글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간에
성의 표기가 달라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3), 같은 조상을
갖는 성의 기본정신과 외국인과의 관계에서의 신분확인 등을 위해서(허철구 2000) 정부차원의 성씨영
문로마자 표기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어연구원에서 ‘성씨 로마자표기’에 대해 다시 논의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제2차 성씨 표기시안’은 지난 10년간의 시대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2) 외교통상부(2004: 25)의 ‘여권업무 실무 편람’에 의하면 한글성명의 영문자표기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
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며, 여권발급신청서에는 ‘로마자(라틴
문자) 표기’가 아닌 영어알파벳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음을 명시하였다.
3) 2007년 1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변인 브리핑 후 미셀 몽타스 사무총장 대변인
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영문이름을 ‘Ban Ki-moon'으로 표기하고 발음도 원음에 가깝게 ’반‘으로 하도
록 요청했다(동아일보 2207년 9월 6일자)는 사실이 있었다. 많은 기자들이 ’반(Ban)'을 영어에서 ‘금지하
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ban(밴)’처럼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후 유엔에서 반기문총장의 영문표기및 발음
을 잘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반기문총장처럼 유명인사의 경우는 사람들이 알아서 신경을 써 주지
만 평범한 일반인은 잘못된 영문이름표기 때문에 곤란을 격은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
령의 영문표기명(Roh Moo Hyun)을 President No가 아닌 President Roh로 표기해 달라고 주미 한국대사관
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1년 이상 요청하였다는 신문기사, 그리고 농협이 ‘ㅓ’의 영문표기를 잘못 표기
하여 4억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잘못된 성씨의 로마자표기는 외교적인 문제를 넘
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한글을 지키고 우리의 경명사
상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성씨를 포함한 인명영자(로마자)표기의 표준화가 절실하다(인명영문로마
자(영자)표기에 대해서는 양병선 2008b 참조).
하지만 ‘이름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 인격의 주체인 개인
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
과 인격권에 해당되어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므로 영문표기법이 마련되어 이를 강제할 경우 위헌소지’
(진형용 2009: 47)가 있어서 표준화에 반대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성씨의 로마자표기는 i) 새롭게 이름을
작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름의 음역을 영어알파벳으로 바꾸는 번역의 작업이며 ii) 성씨는 공통된 조
상을 갖은 사람들이 친족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허철구 2000:80), iii) 정보검색의 용이와 iv) 같은 글
자는 같은 표기에 의해 적는 한글의 표기법의 준수에 따른 통일을 기하며 한글의 국제화에 세계화 그리
고 v)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성씨의 로마자표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단 정해진 표준화에 대해 지
키고 지키지 않음은 각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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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김세중(2001)에서 제안한 시안과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제1차 시안과 비슷한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고는 i) 성명 로마자 표기 시 고려할 사항 을 논의하고 ii) 제2차 ‘성씨
표기 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iii) ’제2차 성씨 표기 시안‘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가 양병선

(2002), 양병선(2003a), 양병선(2003b), 양병선(2005), 양병선(2006), 양병선 (2008a), 양병선 (2008b)에서
꾸준히 제안하여 왔던 ’음절단위 영문 로마자(영자) 표기법‘에 따른 성씨 영문로마자표기를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제2차 성씨 로마자표기 시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성씨 로마자 표기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본 후 제4장에서 필자가
꾸준히 제안하였던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에 기초한 ’성씨의 영문로마자(영자)표기‘를 제안하도록
하며 제5장은 성씨를 포함한 인명 로마자표기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서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2. 제2차 성씨 로마자표기 시안(국립국어원, 2009)
2.1. 제2차 성씨 표준 시안 제정 과정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문화관광부 2000)에 따르면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고 이름사이에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며(제3장 4항)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제3장 제7항). 하지만 성씨의 경우 인구 수 대비 상위 20개 성씨 중 ‘국어의 로마자표기법’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는 ‘장(84.5%), 한(99.3%), 서(87.5%), 전(67%), 황(97.8%),
송(99.6%), 안(58.4%)’ 등 7개 뿐이며(정희원 2009: 4), ‘김’씨는 ‘0.6%, ’이‘씨 0.0%, ’박‘씨 1.8%,

’최‘씨 6.5%, ’조‘씨 25.6%, ’강‘씨 2.8%, ’유‘씨 30.3%, ’윤‘씨 40.6%, ’신‘씨 7.9%, ’임‘씨 21.5%,
’오‘씨 2.3%, ’권‘씨 6.9%만이 표기법에 따라 적고 있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의 표기하도록 규정을 하면 실제와 너무 달라 로마자표기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하기‘로 (제3장 제7항(2)) 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당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관계전문가 10명으로 성씨 표기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제1차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김세중 2001)을 마련하여 2001년

6월20일 국립국어원 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제1차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김세중 2001)
a. 모든 성씨에 대해 표기법 규칙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이씨, 오씨, 우씨’ 등 로마자 1자로 적히는 성씨는 I, O, U 대신 Yi, Oh, Wu를 원칙으로
한다.

c. 실태조사를 통해 각 성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를 허용 표기로 인정한다.
d.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가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 허용 표기를 따로 두지 않는다.
예) 김 Gim 원칙, Kim 허용, 이 Yi 원칙, Lee 허용, 박 Bak 원칙, Park 허용
오 Oh 원칙, 허용 불필요, 한 Han 원칙, 허용 불필요
제1차 시안의 요점은 모든 성씨에 대해 표기법 규칙을 적용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 한 가지씩을 허용 표기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법률에 정한 바(당시

‘문화예술진흥법’, 2005년 7월이후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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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으며(2001년 12월 20일,
2002년 9월 26일) 크게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모든 성씨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기를 각 성마다 3
개 이내로 허용하자는 소위 ‘제한적 복수 표기안’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4), i) 허용 표기를 인
정하는 성씨의 수와 종류 및 허용 표기의 가짓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ii) 표준안을 정했
을 때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마탕치 않다는 문제가 있어 논의가 중단되었다가(정희원

2009:5-7) 제2차 ‘성씨 로마자표기 시안’을 만들어 2009년 6월25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2. 제2차 성씨의 로마자 표준 시안
제2차 성씨의 로마자 표준 시안(이후 표기안)은 i) 제정 목적은 단기간 내에 성씨 표기를 통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
련, ii) 표준안의 용도는 역사 속의 인물을 일관성 있게 적을 때나 이름을 처음 로마자로 적는
사람들을 위한 기준 iii) 원칙과 허용 표기를 인정하는 복수 표기안이 아닌 단일안의 기준을 정
하고 ‘국어의 로마자표기법’과 다른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2) a. 로마자 1글자로만 적히는 성씨: ‘이, 오, 우’ 등
b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 ‘강, 고, 공, 곽, 구, 권, 기, 길, 김’ 등
c. 모음 ‘ㅓ’를 u로 적는 성씨: ‘성, 석, 정, 천, 현’ 등
d. 모음 ‘ㅜ’를 oo로 적는 성씨: ‘구, 문, 우, 유, 윤, 추’ 등
e. 모음 ‘ㅚ’를 oi로 적는 성씨: ‘최’
f. 어감이 나쁜 영어 단어를 피하기 위해 철자를 변형한 성씨: ‘강, 노, 신’ 등
로마자표기규칙에 따라 적을 경우 각각 I, O, U가 되어 로마자 1자로만 적히게 되는

(2a)

에 속한 성씨들은 2001년 국립국어원 시안대로 Yi, Oh, Wu로 적도록 하였으며, ‘ㄱ’으로 시작
하는 성씨에 속한 (2b)의 경우 G대신 K로 적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성의 ‘ㄱ’을 K로 적는 것을 시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의 모음을 반영하여 ‘ㅓ’를 u로 적는
성씨인 (2c)와 ‘ㅜ’를 oo로 적는 성씨인 (2d)는 몇몇 성씨에서 ‘eo, u’로 적고 있다는 점과 (2e)
에 해당되는 ‘최’씨의 경우 모음 표기를 고정한다는 점과 예외를 최소로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표기법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영어에서 나쁜 뜻을 가진 단어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철자를 일부러 조정해서 쓰는 경우인 (2f)의 경우5) i) Noh, Shin 못지않게 No, Sin 등도 상당한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ii) 우연히 특정 의미의 단어와 같다고 해서 굳이 연관지어 이상하
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iii) 이러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손’(Son)이나 ‘안’(An) 등

4) 제1안은 모든 성씨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에 따른 한 가지 표기만을 인정하는 ‘단일 표기안’이
고, 제2안은 모든 성씨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기를 각 성마다 3개 이내로 허용하자는 소위 ‘제한적 복수 표기안’, 그리고 제3안은 원칙은 1․2안과
같으나, 허용 표기의 수와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복수 표기안’이었다. 제1안은 대부분의 사
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 우려되므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실을 대폭 인정하도록 한 제3안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허용안을 따르게 됨으로써 원칙이 무의미해지고 사실상 표기 통일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와 제정의 의의가 없어진다는 점이 고려되어 채택하지 않았다.
5) ‘강’씨는 ‘ㄱ’ 성씨에 대해 K 표기를 표준으로 정하도록 하면 kang으로 표기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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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나쁜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하고자 할 때마다 예외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제2차 성씨표기 표준안을 제시하
였다.

(3) a. 성씨의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의 규칙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박 Bak, 정 Jeong, 최 Choe, 조 Jo, 유 Yu

b. ‘이, 오, 우’는 각각 Yi, Oh, Wu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는 G대신 K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김 Kim, 강 Kang, 권 Kwon, 구 Ku

(2)에 제시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성씨 190개6)를 영문로마자(영자)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가 Ka 간 Kan 갈 Kal 감 Kam 강 Kang 강전 Kangjeon 개 Kae 견 Kyeon 경 Kyeong 계 Kye 고

Ko 교 Kyo 곡 Kok 공 Kong 곽 Kwak 구 Ku 국 Kuk 군 Kun 궁 Kung 궉 Kwok 권 Kwon 근 Keun
금 Keum 기 Ki 길 Kil 김 Kim 나 Na 난 Nan 남 Nam 남궁 Namgung 낭 Nang 내 Nae 노 No 뇌

Noe 누 Nu 단 Dan 담 Dam 당 Dang 대 Dae 도 Do 독고 Dokgo 돈 Don 동 Dong 동방 Dongbang
두 Du 라 (없음) 랑 (없음) 량 (없음) 로 (없음) 룡 (없음) 류 (없음) 륙 (없음) 리 (없음) 림 (없음)
마 Ma 만 Man 망절 Mangjeol 매 Mae 맹 Maeng 명 Myeong 모 Mo 묘 Myo 목 mok 묵 Muk 문

Mun 미 Mi 민 Min 박 Bak 반 Ban 방 Bang 배 Bae 백 Bae 범 B대m 변 Byeon 복 Bok 봉 Bong
부 Bu 비 Bi 빈Bin 빙 Bing 사 Sa 사공 Sagong 삼 Sam 상 Sang 서 S대 서문 Seomun 석 Seok 선

Seon 선우 Seonu 설 Seol 섭 S대p 성 Seong 소 So 소봉 Sobong 손 Son 송 Song 수 Su 순 Sun 승
Seung 시 Si 신 Sin 심 Sim 십 Sip 아 Ah 안 An 애 Ae 야 Ya 양 Yang 어 Eo 어금 Eogeum 엄
Eom 여 Yeo 연 Yeon 염 Yeom 엽 Yeop 영 Yeong 예 Ye 오 Oh 옥 Ok 온 On 옹 Ong 왕 Wang
요 Yo 용 Yong 우 Wu 운 Un 원 won 위 Wi 유 Yu 육 Yuk 윤 Yun 은 Eun 음 Eum 이 Yi 인 In
임 Im 자 Ja 장 Jang 장곡 Janggok 저 Jeo 전 Jeon 점 Jeom 정 Jeong 제 Je 제갈 Jegal 조 Jo 종

Jong 좌 Jwa 주 Ju 준 Jun 즙 Jeup 증 Jeung 지 Ji 진 Jin 차 Cha 창 Chang 채 Chae 천 Cheon 초
Cho 최 Choe 추 Chu 춘 Chun 탁 Tak 탄 Tan 태 Tae 판 Pan 팽 Pang 편 Pyeon 평 Pyeong 포 Po
표 Pyo 풍 Pung 피 Pi 필 Pil 하 Ha 학 Hak 한 Han 함 Ham 해 Hae 허 Heo 현 Hyeon 형 Hyeong
호 Ho 홍 Hong 화 Hwa 환 Hwan 황 Hwang 황보 Hwangbo 후 Hu 흥 Heung

2.3. 제2차 성씨의 로마자 표준 시안의 문제점
이번에 제시된 표준안은 제1차 표준안과 거의 비슷하며 또한 비슷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6) 2000년 11월 1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 인구주택 총 조사’ 중 성씨 및 본관 집계결과(2003
년 1월 통계청 발표)에의하면 귀화인을 제외한 우리나라 성씨는 4,179개 본관 및 286개 성씨가 있으며
본관 및 한자에 상관없이 한글표기에 의한 성의 수는 183개이며 이 중 두 글자를 쓰는 성씨는 ‘강전, 남
궁, 독고, 동방, 망절, 사공, 서문, 선우, 소봉, 어금, 장곡, 제갈, 황보’등 13개이다. 2007년 7월 대법원은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 ‘李(리)ㆍ林(림)ㆍ柳(류)ㆍ劉(류)ㆍ陸(륙)ㆍ梁(량)ㆍ羅(라)ㆍ呂(려)ㆍ廉(렴)ㆍ盧
(로)ㆍ龍(룡)' 중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성씨인 ‘이/리, 임/림, 유/류, 육/륙, 양/량, 나/라, 여/려, 염/렴, 노
/로, 용/룡’ 을 별도의 성씨로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한글기준 성씨는 총 190개 이다. 이 190개의
성씨를 평균 13.1개 씩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인의 경명사상에도 어긋나며 한글의 세계화
에도 방해가 될 뿐으로 하루빨리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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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1차 표준안처럼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제정 목

적 및 용도의 문제이다. 시안의 ‘제정 목적은 단기간 내에 성씨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 하려는 의도와

‘역사 속의 인물을 일관성 있게 적을 때나 이름을 처음 로마자로 적는 사람들을 위한 기준’을
위한 용도로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새로운 표준안을 정하면 인명표기를
이에 맞추어 변경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성씨는
같은 가족은 같은 표기를 하여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씨를 처음 로마
자로 적는 경우는 신생아일 경우이며 이는 당연히 부모의 성씨 표기를 따라 적어야 하며 몇
세대가 흐른다 해도 성씨의 표기는 현재의 표기를 그대로 이어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성씨의
표기는 영원히 통일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제시된 표준안은 새로운 혼란만 부추길 따름이
다. 현재의 표기방법에 또 다른 제안을 함으로서 또 다른 이표기만을 제시하고 말것이다. 성
씨 표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현재 표기하고 있는 성씨표기를 통일하여 표기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성씨의 표기는 동일을 기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
서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주민증에 영문이름에 표기되기 전에 통일된 성씨 표준안을 정해야
하며 이것을 기화로 성씨의 표기를 국가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준안에 따른 일반인의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년 8월 10일 ~ 8월 30일 교사,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회사원, 대학생 등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립국어원의 인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정희원 2009:6) ① 예외 없이 표기법대로 적는다: 23.5%, ② ‘이씨, 오씨, 우씨,
김씨’ 등 몇몇 성씨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25.4%, ③ 표기법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쓰
는 표기를 표준으로 한다: 40.6%, ④ 기타: 10.5%(‘각자 원하는 대로 적는다’ 등)으로 나타났
다. 조사결과 시민들은 표기법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쓰는 표기를 표준으로 삼도록 하자는 의
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가장 많은 표
기를 성씨 표준안으로 정하고(③) ‘이씨, 오씨, 우씨, 김씨’ 등 몇몇 성씨도 많이 사용하는 표
기로 예외를 인정한다면(②)7)

당연히 표기법대로 적는다고 생각하는 사람(①)도 표준안을 따

를 것이며 이럴 경우 90% 가까이가 표준안을 따를 것이다8). 그런데 표준시안을 일반인의 인
식과는 달리 ‘로마자표기’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으며 결국 표준안의 용도를
축소하는 자가당착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안을 정했을 경우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제시된 표준안에 따라 표기하고 있는 성씨는 조사대상 63,351명
중

34,714명(부록 3참조)으로 54.8%인만이 표기하고 있으며 나머지 45.2%는 제시된 표준안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기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
과도 상당히 동떨어진 표준안이다.
첫 번째 문제점과 연관 지어 생각할 두 번째 문제점은 ‘성씨의 표기는 로마자표기법의 규칙
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일반인의 인식이나 여권의 로마자표기는
분명히 영문성명표기이며 라틴문자 중 영어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영문로마자(영자)표기
를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안은 i)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이 뇌리에 심어준 잘못된 고정관념을
따라(김복문 2005: 75) 모음의 경우 한글의 음운구조와 차이가 많은 일본식 로마자표기법을
따랐으며 ii) ‘로마자’의 정의를 너무 문자 적으로 해석함으로서 실제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
7) 그런데 표준안은 ‘이, 우’씨의 경우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는 Lee, Woo 대신 1%만이 사용하고 있는 Yi와
1.4%만이 사용하는 Wu를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②③으로 답한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 이럴 경우 ④로 의사표명을 한 사람의 경우도 원하는 경우 표준안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
을 따르는 사람들의 비율은 90%를 훨씬 상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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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라틴문자를 이용하여 표기토록 하였으며

iii) 인명 등 고유명사만을 로마자로 바꾸어 쓰려는 목적보다 모아쓰기를 하는 한글을 풀어쓰
기로 하는 로마자표기로 (이현복 1988)로 바꿔 쓰기 위한 시도였고 iv) 영어가 제1외국어로서
자리를 잡음에 따라 로마자 성씨표기는 영자 성씨표기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대로 수용하
지 못한 ‘로마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양병선 2002)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
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자표기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안
은 ‘로마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로마자표기법’을 따
르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준안은 ‘로마자표기’를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필자가 양병선

(2002, 2003a, 2006, 2008b)에서 꾸준히 제시한 영어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한 영문로마자(영
자)를 기준으로 하는 성씨 영문로마자표기 표준안이 되어야 한다. 즉 일본어 로마자표기법이
뇌리에 심어준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영어스펠링을 이용하여 영문로마자표기를 하는 일
반인의 인식에 따라 영문 성씨 표준안을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두 번 째 문제점과 관련이 되어 있다. (2c)와 (2d), (2f)에서 언급 하였던모
음 ‘ㅓ’를 u로 적는 성씨와 모음 ‘ㅜ’를 oo로 적는 성씨, 그리고 어감이 나쁜 영어 단어를 피
하기 위해 철자를 변형한 성씨 등은 모두가 영어 철자와 발음/의미를 고려하여 표기를 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의 성씨를 표기할 때 추상적인 개념의 로마자표기를 하지 않고 영어
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영문로마자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는 지금까지

4번의 정부안이 고시, 공포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안된 적이 없는 표기 방
법이지만 많은 성씨에서 사용되고 있다. ‘ㅓ, ㅜ’를 사용하는 성씨는 조사대상 63,351명 중

11,559명이며 이중 제시된 표준안에 따라 적는 사람은 4,890명으로 42.3%만이 표준안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시된 표준안에 따라 표기하고 있는 전체 성씨

54.8%보다 ‘ㅓ, ㅜ’를 사용하는 성씨의 표준안을 따르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들 성씨에
대해서는 ‘국어의 로마자표기’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영문로마자표기(영자)에 따라 ‘ㅓ, ㅜ’를

‘u, oo'로 한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를 원칙으로 한 표
준안을 영어철자와 발음에 따라 발음하면 달리 발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나열하면 다
음과 같다.

(4) 영어식으로 발음 할 경우 다르게 발음되는 성씨
간 Kan(캔) 감 Kam(캠) 강 Kang(캥) 강전 Kangjeon(캥지온) 견 Kyeon(키온) 계 Kye(키) 곽

Kwak(쾍) 국 Kuk(컥) 군 Kun(컨) 궁 Kung(컹) 난 Nan(낸) 남 Nam(냄) 남궁 Namgung(냄겅) 낭
Nang(냉) 단 Dan(댄) 담 Dam(댐) 당 Dang(댕) 도 Do(두) 동방 Dongbang(동뱅) 만 Man(맨) 망절
Mangjeol(맹지올) 명 Myeong(미옹) 묵 Muk(먹) 문 Mun(먼) 박 Bak(백) 반 Ban(밴) 방 Bang(뱅) 범
Beom(비옴) 변 Byeon(비온) 삼 Sam(샘) 상 Sang(생) 서 Seo(시오) 서문 Seomun(시오먼) 석 Seok
(시옥) 선 Seon(시온) 손 Son(선) 순 Sun(선) 양 Yang(얭) 어 Eo(이오) 왕 Wang(왱) 장 Jang(쟁) 준
Jun(전) 창 Chang(챙) 춘 Chun(천) 탁 Tak (택) 탄 Tan(탠) 판 Pan(팬) 팽 Pang(팽) 한 Han(핸) 함
Ham (햄) 황 Hwang(횅)
넷째, 현재 제시된 표준안을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2007
년 7월 대법원은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 ‘李(리)ㆍ林(림)ㆍ柳(류)ㆍ劉(류)ㆍ陸(륙)ㆍ梁(량)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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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라)ㆍ呂(려)ㆍ廉(렴)ㆍ盧(로)ㆍ龍(룡)' 중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성씨는 ‘이/리, 임/림, 유/
류, 육/륙, 양/량, 나/라, 여/려, 염/렴, 노/로, 용/룡’로 각각 달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
였다. 하지만 표준안을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성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9) 이러한 성씨
에 대해서도 표기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표준안에 따르면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는 G대신 K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가 대부분 ‘K'로 적는 현실을 반영한 것
이며 ’ㅋ‘으로 시작되는 성씨가 없으므로 다른 성씨와 혼돈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즉 성씨
만은 ‘ㄱ’을 K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ㄱ’으로 시작하는 성씨가 아닌 ‘남궁, 장
곡, 어금, 제갈’의 경우는 각각 Namgung, Eogeum, Janggok, Jegal로 적게 되어 성씨 ‘궁, 곡, 금,
갈’은 Kung, Keum, Kok, Kal로 적도록 한 것과는 달리 표기되어 같은 글자는 같이 표기하는
한글의 음절단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양병선(2002, 2003a, 2006, 2008b)에서 꾸준히 제
시된대로 한글의 음절단위 특성을 살려 같은 음절은 같이 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성씨 로마자 표기에서 고려할 사항
3.1. 성명로마자표기의 표준안을 정할 것인가 ?
성명의 영문표기를 통일하여 21세기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간에 성의 표기가 달라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차원의 성명 영문로마자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2. 성과 이름표기의 로마자표준은 달라도 되나 ?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 성명을 끔찍이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목숨까지 바치곤 하였다. 곧 이름은 사람의 생명이요 인격으로서 육체나 영혼과 동일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명관을 종교처럼 승화시키기까지 하였다(김문창 1991: 76).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문이름표기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으로 표기하고 있어 한국사람의 경명사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영문성명표기도 성과 이름을 같은 표준화 또는 원칙에 의해 표기하여야 한다.

3.3. 성명을 추상적인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가 , 영문로마자로 표기 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 실무편람의 ‘여권발급신청서’에는 영문성명을 영어스펠링을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영문로마자표기는 로마자 사용언어중(부록 2참조)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26글자만을 사용하는 언어이다. 일본어로마자표기법이 뇌리에 심어준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
고(김복문 2005: 75), 영어스펠링을 이용하여 영문로마자표기를 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따라 영문이
름표기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성명의 영문로마자표기’를 해야 한다.

9)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성씨와 이름을 같은 한글로 표기하는 우리글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씨
의 표준안만 제시함으로서 성씨와 이름이 서로 다른 표준안에 따라 표기하여한 다는 점이다. 하지만
표준안이 ‘성씨의 로마자표기안’ 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름에 대한 논의 및 제안을 생략하도록 한
다. 성과 이름에 공히 적용되는 인명영문로마자표기법에 대해서는 양병선(200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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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음소단위 혹은 음절단위로 표기할 것인가 ?
양병선(2002, 2003a, 양병선 2006)에서 주장하였듯이 1음운 1기호 표기보다는 1음절 1표기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음소단위 표기보다 음절단위로 표기하
자는 필자의 주장은 음절단위로 이루어진 우리글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3.5. 경제성, 이해하기 쉬운 표기
일반인들은 글자 수가 적은 것 보다는 자신의 성명이 영어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며 언어미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영어의 뜻이 어색한 것은 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명용 영문로마자표기는, 언어학적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한글정도만 이해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표기하는데 쉬운 표기이어야 한다.

3.6. 영어식 표기 혹은 한국어 발음기준 영문로마자표기
예를 들어 LPGA에서 활약하는 Michelle Wie(위성미), Christina Kim(김초롱), Grace Park(박지
은), 캐나다 프로레슬러 Gale Kim(김계일) 으로 표기하는 영어식 표기 보다는 영문 로마자 표
기를 하여야 한다.

4. 성씨 영문로마자(영자)표기법: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양병선 2008b 참조)
양병선(2008a)에서 The Carnegie Mellon University Pronouncing Dictionary(CMU Dictionary) 1음절

15,297개 단어에 나타난 모음자와 발음간의 연관성을 음절형태와 stress의 여부, 즉 폐음절/개음절,
자음자의 앞/뒤에 어떤 자음이 오는지, 그리고 <모음자>-<자음>-<E># 구조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
분석하여 1문자표기 <A> 96.02%, <E> 99.04%, <I> 97.97%, <U> 95.67%, <O> 91.7%를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으며 이를 기준으로 양병선(2008b)에서 한글인명로마자표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표기법은 디음과 같다.

4.2.1. 모음 표기
표 1. 단모음의 영자표기
단모음
ㅏ

개음절
ah10)

폐음절

ㅓ
ㅗ
ㅜ

uh
oh
oo14)

ㅣ

ee15)

i

yee(이)

ㅐ
ㅔ
ㅡ
ㅚ

ae
eh
eu
oe

a16)
e
eu
oe

ae(애)17)
eh(에)
eu(으)
oe(외)

aa11)

모음
ah(아)

u
uh(어)12)
13)
o/oh
oh(오)
oo/woo woo(우)

표 2. 이중모음의 영자 표기
이중모음 개음절 폐음절
ㅑ
yah
yaa
ㅕ
ㅛ
ㅠ

모음
yah(야)
yuh(여)
yoh(요)
yoo(유)

yuh
yoh
yoo

yu
yo
yoo

ㅒ

yae

ya

yae(얘)

ㅖ
ㅢ
ㅘ
ㅝ
ㅙ
ㅞ
ㅟ

yeh
ui/ee
wah
woh
wae
weh
wee

ye
ui
waa
wo
wa
we
wi

yeh(예)
ui(의)
wah(와)
woh(워)
wae(왜)
weh(웨)
wee(위)

10) i) 영어에서는 <-aa>로 끝나는 1음절어가 없으며(양병선 2008) ii)일반인은 <-aa>표기보다는 <-ah>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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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음으로 시작하는 ‘우, 웅, 욱, 운’ 등은 모두 <woo>로 표기한다18).
붙임 2: ‘ㅢ’의 경우는 한글이름표기의 경우에 ‘늬, 의, 희, 흰’에서 나타나는데 ‘희’는 [히]로 발음되므
로 <hee>로, ‘흰’ [히]로 발음되므로 <hin>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4.2. 자음 표기
표 4. 자음의 로마자 표기
자음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받침

한글
ㄱ, ㅋ, ㄲ
ㄷ, ㅌ, ㄸ
ㅂ, ㅍ, ㅃ
ㅈ, ㅊ, ㅉ
ㅅ, ㅆ, ㅎ
ㅁ, ㄴ, ㅇ
ㄹ
ㄳ, ㄶ, ㄺ ㄻ, ㅀ,

음절초
g/k, k, kk
d, t, tt
b, p, pp
j, ch, tch
s/sh, ss, h
m, n, ø
l/r

음절말(받침)
k
t
p
t
t19)
m, n, ng
l
k, n, k, m, l

호하며(김세중 2001, 양병선 2005) iii) 개음절과 폐음절을 구별하여 표기함으로서 이름을 같이 붙여 적는
경우 음절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iv) '아, 어, 오'의 개음절이 모두 <-h>로 끝나는 간편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개음절의 <ㅏ>를 <ah>로 표기하기로 한다.
11) 영자표기 수정안을 제시한 여러 안 중 Palaeo-type에서 <aa>로 표기하자고 주장한 이후 Glosso-type
(1869), Glossic (1870), Dimidium (1880), Simplified Spelling(1911), S. S. Readers (1915), Easy Spelling
(1929), Anglic (1930)에서 /a/를 <aa>로 표기하자고 제안되었으며 (Zachrisson 1970: 48), Regularized
English (Wijk 1977), New Spelling (MacCarthy 1969), Simplified Alternative Spelling (Rondthaler, Edward,
et. al 1986)에서도 꾸준히 /a/를 <aa>로 표기토록 제안되어 왔으며 영어 모음자<aa>의 발음과 철자의
특징을 고려하여(1b) ‘ㅏ’ 폐음절을 <aa>로 표기한다.
12) Norman Conquest 이후에 프랑스어에 영향을 받아 사용하게 된 고대영어 표기 <eo>는 eon, leon, neon,
peon의 예가 있으며 /iya/(‘이아’)로 발음된다. 이 이외에도 jeopardy(/e/), leopard(/e/), people(/iy/),
yeoman(/ow/), escutcheon, luncheon, puncheon, truncheon(/ʌ/)등 다양하게 발음된다. 따라서 국어의 ‘ㅓ’를
<eo>로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영어 1음절어에서 <u>의 88%가 폐음절에서 /ʌ/로 발음되기 때문
에(1q, 1r참조) ‘ㅓ’를 폐음절에서는 <u> 개음절 및 ‘어’는 <uh>로 표기한다.
13) 폐음절의 경우 ‘오, 요’는 각각 <o, yo>로 표기한다. 이러한 이유는 i) 실태분석에서(양병선 2005) 보여
주듯이 ‘ㅗ, ㅛ’의 경우 대다수가 <o, yo>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ii) 개음절과 폐음절의
음절구분을 위하여 개음절과 폐음절을 달리 표기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음절경계가
모호해져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손’의 표기는 원칙에 따르면 <son>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선’으로 발음될 염려가 있어 <sohn>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곧/곳, 돈, 돗, 록’등의 표기도 <got,
don, dot, rok>등으로 표기할 경우 미국식 영어의 경우 각각 ‘갇/갓, 단, 닷, 락’ 등으로 발음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1l) 참조) 영국영어에서는 ‘곧/곳, 돈, 돗, 록’으로 발음 될 수 있고 대다수가 <oh>보다
는 <o>로 표기하기 때문에 <got, don, dot, rok>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단 개음절과 ‘오’는 영어 1음절
어 에서 100% /ow/로 발음되는((1m)참조) <oh>로 표기한다.
14) 개음절에서 ‘ㅜ’의 표기를 <u>로 표기하는 방안도 있으나 i) <u>의 표기보다는 <oo>를 선호하여 표기하
고 있으며, ii) 다른 음절이 연이어 표기될 경우 혼동하여 ‘ㅓ’로 읽힐 염려가 있고, iii) 개음절 1음절어
에서 100% /uw/로 발음되며((1n)참조), iv) 표기의 단순화를 위해 달리 표기하기보다는 97%가 /uw/와 /u/
로 발음되는((1o)참조) 폐음절과 같이 <oo>로 표기한다
15) 개음절의 경우‘ㅣ’의 표기는 1음절어의 약 35%정도가 /ay/로 발음되어((1i) 참조) 문제가 있는 <i>보다
<ee>로 표기하도록 한다.
16) 영어1음절어의 폐음절 <a> 82.2%가 /æ/.로 발음된다((1c)참조). 따라서 폐음절의 ‘ㅐ’의 표기는 <a>로 표기.
17) 외래어 차용어인 Gaelic, maelstrom(Dutch), Phaedre(Greek), 이름 Mae에서는 /ey/로 발음되나 Latin어
maenad는 /i/, 이탈리어 maestro에서는 /ai/로 발음된다(Venezky 1999: 191). 하지만 ‘ㅐ’는 <ae>로 표기하
는 것이 정착된 관계로 <ae>로 표기토록 한다.
18) 영어1음절어에서 <oo>나 <u>로 시작되는 단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9)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은 음절사이의 음운현상은 고려하지 않고 음절내의 음운현상만을 고려하여 표기하
는 것이며 받침에 쓰이는 자음 중 받침 ‘ㅅ, ㅆ, ㅎ’을 중화현상을 따라 <t>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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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음절초에서 ‘ㄱ’의 경우 연구개음인 /g/가 전설모음 /i/ 앞에서 경구개음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음 ‘ㅣ’ 앞과 이중모음 앞의 ‘ㄱ’은 <k>로 표기토록 한다20).
붙임 2: 음절초에서 ‘ㅅ’은 <s>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y/ 앞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받침이 있는 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ㅅ’은 <sh>로 표기한다(예:

‘신, 심’은 ‘shin, shim’)21).
붙임 3: 음절초 ‘ㄹ’의 경우 전설모음 ‘ㅣ’ 앞에서는 <l> 기타모음 앞에서는 <r>로 표기하며 받침은

<l>로 표기한다22).
붙임 4: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 ‘李(리)ㆍ林(림)ㆍ柳(류)ㆍ劉(류)ㆍ陸(륙)ㆍ梁(량)ㆍ羅(라)ㆍ呂

(려)ㆍ廉(렴)ㆍ盧(로)ㆍ龍(룡)'중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 성씨 ‘이/리, 임/림, 유/류, 육/륙, 양/량, 나/라,
여/려, 염/렴, 노/로, 용/룡’로 각각 달리 소리 나는대로 표기하도록 한다.

4.3. 성씨 음절단위 영자 표기일람표 : <부록 1 참조 >
이상으로 성씨표기의 모음, 자음에 대한 표기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성씨에
나타나는 190개의 성씨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면 다음과 같다23)

[ㄱ] 가 gah 간 gaan 갈 gaal 감 gaam 강 gaang 강전 gaangjun 개 gae 견 kyun 경 kyung 계
kyeh 고 goh 곡 gok 공 gong 곽 kwaak 교 kyoh 구 goo 국 kook 군 goon 궁

goong 궉

kwok 권 kwon 근 geun 금 geum 기 kee 길 kil 김 kim
[ㄴ] 나 nah 난 naan 남 naam 남궁 naamgoong 낭 naang 내 nae 노 noh 놀 nol 농 nong 높 nop
뇨 nyoh 녜 nyeh 누 noo 뇌 noe

[ㄷ] 단 daan 담 daam 당 daang 대 dae 도 doh 독고 dokgoh 돈 don 동 dong

동방 dongbaang

두 doo

[ㄹ] 라 rah 랑 raang 량 ryaang 로 roh 룡 ryong 류 ryoo 리 lee 림 lim
[ㅁ] 마 mah 만 maan 망절 maangjul 매 mae 맥 mak 맹 mang 명 myung 모 moh 목 mok 묘
myoh 묵 mook 문 moon 미 mee 민 min
[ㅂ] 박 baak 반 baan 방 baang 배 bae 백 bak 범 bum 변 byun 복 bok 봉 bong 부 boo 비 bee

20) 이는 i) 영어의 경우 <g>는 <ir>을 제외한 모음자 특히 <i, y>앞에서는 /ʤ/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어 ‘ㅈ’
으로 발음될 염려가 있으며 ii) 영어의 경우 gy-뒤에는 항상 자음인 l, m, n, p, r, t, v 만 뒤따르지 국어
의 이중모음처럼 모음이 뒤따르지 않으며 iii) 문교부(1984)안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성씨표기에서
거의 ‘ㄱ’의 표기가 <k>로 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을 제시한 표기법에 의해 표
기하면 gook이 된다. 하지만 gook은 영어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국’의 경우는
<kook>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21) 인명의 경우 이중모음 앞에서 ‘ㅅ’이 사용되는 경우는 ‘쇄’와 ‘쉬’의 경우이다. 이때 이중모임의 <y, w>
는 생략하여 표기한다. 즉 ‘쇄, 쉬’는 각각 shae, shee로 표기한다. 이러한 이유는 i) 영어에서 일반적으
로 <sh>로 표기되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 /ʃ/는 국어의 음소에는 없는 소리이지만 영어의 /ʃ/ 소리는 국
어의 /s/(즉 ㅅ)이 구개음화 될 때 나는 변이음과 같으며(예: shift, shil, shim, shin, ship, shit, shim) ii) 이
러한 변이음은 ‘ㅅ’이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단
‘쉬’<shee>와 구별하기 위하여 ‘시’는 <see>로 표기한다.
22) 이러한 이유는 성씨 ‘이, 임’의 경우 거의 대부분 lee, lim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기타
모음 앞에서는 /r/로 그리고 받침의 경우에는 /l/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본 표기는 양병선(2003)에서 제시한 ‘성씨의 로마자 표기’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양병선(2008b)에서 제
시한 성과 이름에 공히 사용되는 인명용 로마자표기 중 성씨 표기만을 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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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bin 빙 bing

[ㅅ] 사 sah 사공 sahgong 삼 saam 상 saang 서 suh 서문 suhmoon 석 suk 선 sun 선우 sunwoo
설 sul 섭 sup 성 sung 소 soh 소봉 sohbong 손 sohn 송 song 수 soo 순 soon 승 seung 시

see 신 shin 심 shim 십 ship
[ㅇ] 아 ah 안 aan 애 ae 야 yah 양 yaang 어 uh 어금 uhgeum 엄 um 여 yuh 연 yun 염 yum
엽 yup 영 yung 예 yeh 오 oh 옥 ok 온 on 옹 ong 왕 waang 요 yoh 용 yong 우 woo 운

woon 원 won 위 wee 유 yoo 육 yook 윤 yoon 은 eun 음 eum 이 yee 인 in 임 im
[ㅈ] 자 jah 장 jaang 장곡 jaanggok 저 juh 전 jun 점 jum 정 jung

제 jeh 제갈 jehgaal 조 joh

종 jong 좌 jwah 주 joo 준 joon 즙 jeup 증 jeung 지 jee 진 jin

[ㅊ] 차 chah 창 chaang 채 chae 천 chun 초 choh 촉 chok 촌 chon 촘 chom 총 chong 촬
chwaal 최 choe 추 choo 춘 choon
[ㅌ] 탁 taak 탄 taan 태 tae
[ㅍ] 판 paan 팽 pang 편 pyun 평 pyung 포 poh 표 pyoh 풍 poong 피 pee 필 pil
[ㅎ] 하 hah 학 haak 한 haan 함 haam 해 hae 허 huh 현 hyun 형 hyung 호 hoh 홍 hong 화
hwah 환 hwaan 황 hwaang 황보 hwaangboh 후 hoo 흥 heung
위에서 제시한 표기에 의하면 현 성씨로마자표기실태와 크게 다른 성씨는 박(park), 최(choi)
이다. ‘박’을 park으로 표기했던 이유는 bark으로 표기 시 영어의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본고처럼 ‘박’을 baak으로 표기하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박’씨
성을 가진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재의 표기실태를 반영하여

park으로 표기한다면 한글로는 ‘팕’씨가 될 것이며 ‘최’의 경우 성씨에서 예외적으로 choi를 허
용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ㅚ’를 <oi>로 표기하는 경우는 ‘최’의 경우 뿐으로 choi로 표기할 시

‘쵸이’로 발음됨을 상기시키면서 choe로 표기토록 하고 이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당부하는 길 뿐이 없을 것이다.

5. 결론: 성씨 로마자표기 정착을 위한 제언
본고는 i)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제2차 성씨 표준 표기안’에 대해 알아보고 ii)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iii)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병선(2002, 2003a, 2006, 2008b)에서 제안하
여왔던 영어의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한 한글 성씨의 영문로마자(영자)표기법을 제안하였다.
성씨 로마자 표기법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가름한다.
지금까지 성씨 표기의 표준안을 제시하시 않아 같은 성씨가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2차 성씨표기 시안’ 발표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표준안을 새전자주민증 사용 이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여권의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 전자주민증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서 통일된 표준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여권및 새전자주민증의 영문표기를 새로
운 표준안에따라 작성토록 하고 기존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분간 옛 이름표기(old

name)를 병기하여 혼란과 국제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인명표
기 표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치러야 할 혼란스러움을 이번 기회에 단행함으로서
우리 후손들은 같은 성씨가 서로 다른 표기를 함으로서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어려움을 후손들
에게 물려주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새로운 표준안에성씨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김에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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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하자면, 양병선(2008b)에서 제시한대로, 성씨와 이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인명영문로마자
표기 표준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과 성씨가 각각 달리 표기되어 성씨표기가
통일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4).
반면, 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로마자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어학
자, 언어학자, 영어교육자등 성씨 로마자표기에 관심과 관련이 있는 학자들은 21세기의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지위를 인정하고 영문로마자(라틴글자가 아닌) 이름표기를
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부응하여 일본식 로마자표기법을 고집하지 말고 성씨 표기 표준안만큼은
영자표기법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원칙 없이 각양각색으로 표기하였던 자신과 가족들의 영문이름표기를
국가에서 정한 표기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씨 '박‘과 ’최‘의 경우
한글의 발음과 너무나 상이한 표기인 <Park 팕, Choi 쵸이>로 적기보다는 영어철자와 발음의 원칙에
따라 적는 <Baak, Choe>로 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영어가 국제어로 인식되어 영어알파
벳을 이용하여 우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만 하는 시대인 반면, 한글의 세계화(정원수 2007) 시대에
살고 있다. 훈민정음학회에 따르면 2009년 7월 인도네시아 글라웨이시주 바우바우시가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는 언어인 이 지역토착어 찌아찌아어(사용인구 6만 여명)의 공식문자로 한글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민족어를 가르치는 교과서 ’바하사 찌아찌아 1‘을 한글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글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인명의 로마자표기가 통일되어야 한다. 우리인명의 표기가
제 각각이라면 우리 한글을 세계로 보급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글의 세계화가 필요하듯이
우리 성명의 영문로마자표기도 필요한 때이다. 한글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글을 로마자로
바꾸자는 주장은 피하여야 한다. 한글과 성명의 로마자표기를 우리식대로 하자는 주장25)은 우리글을
없애고 로마자로 바꾸어 표기하자는 주장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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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영문성명 음절단위 영자 표기일람표 : 음절단위 영자표기 (양병선 2008b)
한글이름에 사용되는 한글이름용 음절글자 547자(양병선 2006), 인명용 한자 4,794자(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69호-2007. 2. 15. 공포)에 사용되는 482자(양
병선 2003),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 인구주택 총조사’의 집계결과 나타난 286개 전체 성 중
에서 본관 및 한자에 상관없이 한글표기에 의한 성 183개 중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고 표기하
는 성씨 10개를 별도로 표기하는 193자를 포함하여 중복되는 글자 수 273자를 제외하고 한자
와 한글인명에 사용되는 글자 756자의 음절단위 영자표기

[ㄱ] 가 gah 각 gaak 간 gaan 갈 gaal 감 gaam 갑 gaap 강 gaang 강전 gaangjun 갖 gaat 개 gae
객 gak 갠 gan 갤 gal 갱 gang 갸 kyah 갹 kyaak 거 guh 걱 guk 건 gun 걸 gul 검 gum 겁

gup 게 geh 겨 kyuh 격 kyuk 견 kyun 결 kyul 겸 kyum 겹 kyup 경 kyung 계 kyeh 고 goh
곡 gok 곤

gon 곧 got 골 gol 곰 gom 곱 gop 곳 got 공 gong 곶 got 과 kwah 곽 kwaak

관 kwaan 괄 kwaal 광

kwaang 괘 kwae 괴 goe 굉 goeng 교 kyoh 구 goo 국 kook 군

goon굳 goot 굴 gool 굼 goom 궁

goong 궉 kwok 권 kwon 궐 kwol 궤 kweh 귀 kwee 규

kyoo 균 kyoon 귤 kyool 그 geu 극 geuk 근

geun 글 geul 금 geum 급 geup 긋 geut 긍

geung 기 kee 긴 kin 긷 kit 길 kil 김 kim 깁 kip 깃 kit 깊 kip 까 kkah 깔 kkaal 깨 kkae
꺽 kkuk 께 kkeh 꼬

kkoh 꼭 kkok 꽁 kkong 꽃

kkot 꾸 kkoo 꾹 kkook 꿀 kkool 꿈

kkoom 끽 kkik 뀌 kkwee
[ㄴ] 나 nah 낙 naak 난 naan 날 naal 남 naam 남궁 naamgoong 납 naap 낫 naat 낭 naang 낮
naat 내 nae 낸 nan 낼 nal 냄 nam 냥 nyaang 너 nuh 넉 nuk 넋 nuk 널 nul 넘 num
넝 nung 네 neh 녀 nyuh 녁 nyuk 년 nyun 념 nyum 녕 nyung 녘

nyuk 노 noh 놀 nol 농

nong 높 nop 뇨 nyoh 녜 nyeh 누 noo 눈 noon 눌 nool 눔 noom 뇌 noe 뉴 nyoo 뉘 nwee
느 neu 늑 neuk 는 neun 늘 neul 늠 neum 능 neung 늬 nui 니 nee 닉 nik 닌 nin 닐

nil

님 nim

[ㄷ] 다 dah 단 daan 달 daal 닮 daam 담 daam 답 daap 닷 daat 당 daang 대 dae 댁 dak 댄 dan
댓 dat 더 duh 덕 duk 던 dun 덥 dup 덩 dung 도 doh 독 dok 독고 dokgoh 돈 don 돋 dot
돌 dol 동 dong

동방 dongbaang 돛 dot 되 doe 두 doo 둔 doon 둘 dool 둥 doong 드 deu

득 deuk 든 deun 들 deul 듬 deum 듭 deup 등 deung 디 dee 딘 din 딤 dim 딪 dit 따 ttah
딴 ttaan 딸 ttaal 땁 ttaap 땅 ttaang 때 ttae

떨 ttul 또 ttoh 똘 ttol 뚝 ttook 뜨 tteu 뜰 tteul

뜸 tteum 뜻 tteut 띠 ttee

[ㄹ] 라 rah 락 raak 란 raan 랄 raal 람 raam 랍 raap 랏 raat 랑 raang 래 rae 랜 ran 랫 rat 랭
rang 랴 ryah 략 ryaak 량 ryaang 러 ruh 럭 ruk 런 run 럼 rum 럽 rup 렁 rung 레 reh 려
ryuh 력 ryuk 련 ryun 렬 ryul 렴 ryum 렵 ryup 령 ryung 례 ryeh 로 roh 록 rok 론 ron 롤
rol 롬 rom 롭 rop 롯 rot 롱 rong 뢰 roe 료 ryoh 룡 ryong 루 roo 룩 rook 룬 roon 룰 rool
룸 room 류 ryoo 륙 ryook 륜 ryoon 률 ryool 륭 ryoong 르 reu 륵 reuk 른 reun 를 reul 름

reum 릇 reut 릉 reung 리 lee 린 lin 릴 lil 림 lim 립 lip
[ㅁ] 마 mah 막 maak 만 maan 말 maal 맑 maak 맘 maam 맛 maat 망 maang 망절 maangjul 맞
maat 매 mae 맥 mak 맵 map 맹 mang 머 muh 먼 mun 멀 mul 메 meh 멧 met 며 myuh 멱
myuk 면 myun 멸 myul 명 myung 몌 myeh 모 moh 목 mok 몰 mol 몽 mong 묘 myoh 뫼
moe 무 moo 묵 mook 문 moon 물 mool 뭉 moong 므 meu 믈 meul 미 mee 민 min 믿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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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mil 밑 mit

[ㅂ] 바 bah 박 baak 반 baan 발 baal 밝 baak 밤 baam 밧 baat 방 baang 밭 baat 배 bae 백 bak
밸 bal 버 buh 번 bun 벌 bul 범 bum 법 bup 벗 but 벙 bung 베 beh 벼 byuh 벽 byuk 변

byun 별 byul 병 byung 볕 byut 보 boh 복 bok 본 bon 볼 bol 봄 bom 봇 bot 봉 bong 부
boo 북 book 분 boon 불 bool 붓 boot 붕 boong 비 bee 빈 bin 빌 bil 빕 bip 빗 bit 빙 bing
빛 bit 빠 ppah 빤 ppaan 빵 ppaang 뻐 ppuh 뽀 ppoh 뿌 ppoo 쁘 ppeu 쁜 ppeun 쁠 ppeul
쁨 ppeum 삐 ppee

[ㅅ] 사 sah 사공 sahgong 삭 saak 산 saan 살 saal 삼 saam 삽 saap 상 saang 쌍 ssaang 새 sae
색 sak 샌 san 샐 sal 샘 sam 샛 sat 생 sang 서 suh 서문 suhmoon 석 suk 선 sun 선우

sunwoo 설 sul 섬 sum 섭 sup 섯 sut 성 sung 섶 sup 세 seh 센 sen 셀 sel 셈 sem 셋 set
소 soh 소봉 sohbong 속 sok 손 sohn 솔 sol 솜 som 솝 sop 솟 sot 송 song

쇄 shae

쇠

soe 수 soo 숙 sook 순 soon 술 sool 숨 soom 숫 soot 숭 soong 숲 soop 쉬 shee 스 seu 슬
seul 슴 seum 습 seup 승 seung 시 see 식 shik 신 shin 실 shil 심 shim 십 ship 싯 shit 싱
shing 싸 ssah 싹 ssaak 쌀 ssaal 쏨 ssom 쓰 sseu 씨 ssee
[ㅇ] 아 ah 악 aak 안 aan 알 aal 앎 aam 암 aam 압 aap 앗 aat 앙 aang 앞 aap 애 ae 액 ak 앵
ang 야 yah 약 yaak 얀 yaan 얄 yaal 얌 yaam 양 yaang 얘 yae 어 uh 어금 uhgeum 억 uk
언 un 얼 ul 엄 um 업 up 에 eh 엔 en 여 yuh 역 yuk 연 yun 열 yul 염 yum 엽 yup 영

yung 예 yeh 오 oh 옥 ok 온 on 올 ol 옳 ol 옴 om 옷 ot 옹 ong 와 wah 완 waan 왈 waal
왕 waang 왜 wae 외 oe 요 yoh 욕 yok 욘 yon 용 yong 우 woo 욱 wook 운 woon 울 wool
움 woom 웃 woot 웅 woong 워 woh 원 won 월 wol 위 wee 윗 wit 유 yoo 육 yook 윤

yoon 율 yool 윰 yoom 융 yoong 으 eu 윽 euk 은 eun 을 eul 음 eum 읍 eup 응 eung 의
ui 이 yee 익 ik 인 in 일 il 임 im 입 ip 잇 it 잉 ing 있 it 잎 ip
[ㅈ] 자 jah 작 jaak 잔 jaan 잘 jaal 잠 jaam 잡 jaap 장 jaang 장곡 jaanggok 재 jae 쟁 jang 저
juh 적 juk 전 jun 절 jul 점 jum 접 jup 젓 jut 정 jung

제 jeh 제갈 jehgaal 조 joh 족 jok

존 jon 졸 jol 종 jong 좋 jot 좌 jwaa 죄 joe 주 joo 죽 jook 준 joon 줄 jool 중 joong 즈

jeu 즉 jeuk 즐 jeul 즙 jeup 증 jeung 지 jee 직 jik 진 jin 질 jil 짐 jim 집 jip 징 jing 짜
tchah 짝 tchaak 짬 tchaam 쪽 tchok 찌 tchee
[ㅊ] 차 chah 착 chaak 찬 chaan 찮 chaan 찰 chaal 참 chaam 창 chaang 찾 chaat 채 chae 책
chak 처 chuh 척 chuk 천 chun 철 chul 첨 chum 첩 chup 첫 chut 청 chung 체 cheh 초
choh 촉 chok 촌 chon 촘 chom 총 chong 촬 chwaal 최 choe 추 choo 축 chook 춘 choon
출 chool 춤 choom 충 choong 췌 chweh 취 chwee 츠 cheu 측 cheuk 츨 cheul 츰 cheum 층

cheung 치 chee 칙 chik 친 chin 칠 chil 침 chim 칩 chip 칭 ching
[ㅋ] 카 kah 칸 kaan 캐 kae 캔 kan 커 kuh 콩 kong 쾌 kwae 쿠 koo 쿨 kool 크 keu 큰 keun
클 keul 큼 keum 키 kee

[ㅌ] 타 tah 탁 taak 탄 taan 탈 taal 탐 taam 탑 taap 탕 taang 태 tae 택 tak 탱 tang 터 tuh 텃
tut 토 toh 톨 tol 통 tong 퇴 toe 투 too 트 teu 특 teuk 튼 teun 틀 teul 틈 teum 티 tee
[ㅍ] 파 pah 판 paan 팔 paal 팡 paang 패 pae 팽 pang 퍅 pyaak 편 pyun 폄 pyum 평 pyung 폐
pyeh 포 poh 폭 pok 퐁 pong 퍼 puh 펄 pul 펴 pyuh 표 pyoh 푸 poo 풀 pool 품 poom 풋
poot 풍 poong 픈 peun 피 pee 핀 pin 필 pil 핌 pim 핍 pip
[ㅎ] 하 hah 학 haak 한 haan 할 haal 함 haam 합 haap 항 haang 해 hae 핵 hak 햇 hat 행 hang
향 hyaang 허 huh 헌 hun 헐 hul 험 hum 혁 hyuk 현 hyun 혈 hyul 혐 hyum 협 hyup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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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 혜 hyeh 호 hoh 혹 hok 혼 hon 홀 hol 홈 hom 홍 hong 화 hwah 확 hwaak 환 hwaan
활 hwaal 황 hwaang 황보 hwaangboh 횃 hwaet 회 hoe 획 hoek 횡 hoeng 효 hyoh 후 hoo
훈 hoon 훙 hoong 훤 hwon 훼 hweh 휘 hwee 휴 hyoo 휼 hyool 흉 hyoong 흐 heu 흑 heuk
흔 heun 흘 heul 흠 heum 흡 heup 흥 heung 흙 heuk 희 hee 흰 hin 히 hee 힌 hin 힐 hil
힘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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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의 로마자 알파벳 글자 및 특수문자 사용실태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Alphabets_derived_from_the_Latin)
41개의 라틴알파벳 사용 언어 중 17개 언어만이 A-Z까지 26개의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 이
17개 언어중 English, Interlingua, Malay, Zulu어 만을 제외한 다른 언어는 특수문자를 언어마다
사용하고 있다. 즉 로마자 A-Z까지 26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위 네 개의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A B C D E F G H I J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 x y z
Latin [2]

A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T V X Y Z

Afrikaans

A B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Albanian [3]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Basque [4]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X Z

Belorussian Latinic [5]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Z
Corsican [31]

A B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V Z

Croatian [7]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Z

Czech [8]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X Y Z

Danish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Esperant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Z

Estonian

A B D E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Faroese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Finnish

A E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Friulian

A B C D E F G H I J L M N O P R S T U V Z

Galician [33]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X Z

German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 Z

Greenlandic

A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Guaraní [14]

A E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Hausa [3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R S T U W Y Z

Hungarian [15]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Z

Icelandic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X Y

Irish [16]

A B C D E F G H I L M N O P R S T U

Italian [17]

A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Z

Kashubian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W Y Z

Latvian [18]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Z

Lithuanian [19]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Z

Maltese [20]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Z

Northern Sami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Z

Norwegian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Pinyin [3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Polish [2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W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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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guese [23]

A B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V X Z

Romani [29]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X Z

Romanian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X Z

Scots Gaelic

A B C D E F G H I L M N O P R S T U

Serbian [7]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Z

Slovenian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Z

Sorbian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W Y Z

Swedish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X Y

Turkish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Y Z

Vietnamese [26]

A B C D E G H I K L M N O P Q R S T U V X Y

Volapük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X Y Z

Walloon [27]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 X Y Z

Welsh [28]

A B C D E F G H I L M N O P R S T U W Y

In this list of 41 languages, the twelve letters used for all are A, E, G, H, I, L, M, N, O, R, S
and T. The number of languages in which less used letters are in the alphabet (also for this list)
is:
Letter:

B D P U F C J K V Z Y X QW

Number of languages

40 40 40 40 39 34 34 33 32 31 21 15 9 9

[edit] Extended Latin alphabet(언어에 맞게 고안된 특수문자)
Some languages have extended the Latin alphabet with ligatures, modified letters, or digraphs.
These symbols are listed below. The characters in the following tables may not all render,
depending on operating system and browser versio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Unicode fonts.
Derived Latin letters in various languages
Alphabet
Á À Â Ä Ã Å Æ Ç ñ . Ð É È E Ê Ë Ħ I Í Ì Î Ï Ł Ñ Ó Ò Ô Ö Õ Ø OE Þ Ú Ù Û Ü Ý Ŷ
Latin [2] Æ OE

Afrikaans Á Ä Å . É È Ê Ë Í Î Ï Ó Ô Ö

Azeri Ç Ý Ö Ü

Basque [4] Ñ

Albanian [3] Ç Ë

Belorussian Latinic [5] Ł Ñ Catalan [6] À Ç É ÈÍ Ï Ó Ò Ú Ü

Corsican [31] À È Ì Ù

Croatian [7] ñ Í Ï Ó Ò

Czech [8] Á É Í Ó Ú Ý

Danish [9] Å Æ É Ø

Dutch [10] Ä É È Ë Ï Ĳ Ö Ü

Esperanto Ĉ Ĝ Ĥ Ĵ Ŝ Û

Estonian Ä Ö Õ Ü

Faroese Á Æ Ð Í Ó Ø Ú Ý

Filipino Ñ

Finnish Ä Å Ö

French [12] À Â Æ Ç É È Ê Ë Î Ï Ô OE Ù Û Ü

Friulian À Â Ç È Ê Ì Î Ò Ô Ù Û

Galician [33] Á É Í Ñ Ó Ú Ü

German [13] Ä Ö ß Ü

Greenlandic 1973 spelling reform Á Â Ã Ê Í Î Ô Ú Û Guaraní [14] Á Ã É Í Î Ñ Ó Õ Ú Ý
Hausa [30]

Hungarian [15] Á É Í Ó Ö Ú Ü

Irish [16] Á É Í Ó Ú

Italian [17] À É È Ì Î Ò Ù Kabyle

Kurdish Ç Ê Î Û Latvian [18]
Maltese [20] À È Ì Ò Ù

Icelandic Á Æ Ð É Í Ó Ö Þ Ú Ý
Kashubian Ã É Ë Ł Ñ Ó Ò Ô Ù

Lithuanian [19]

Luxembourgish Ä É Ë Ü

Northern Sami Á Ð Ŋ Ŧ

Norwegian [9] Å Æ É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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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yin [32] Á À É È E Í Ì . I Ó Ò Ú Ù Ü . U

Polish [22] Ł Ñ Ó

Portuguese [23] Á À Â Ã Ç É Ê Í Ó Ô Õ Ú Ü

Romaji

Romanian Â Î

Serbian [7] ñ

Scots Gaelic À È Ì Ò Ù

Sicilian À Â È Ê Ì Î Ò Ô Ù Û
Sorbian Ł Ñ Ó

Spanish [25] Á É Í Ñ Ó Ú Ü

Turkish Â Ç Ý Î Ö Û Ü

Slovenian

Swedish [21] Ä Å É Ö

Vietnamese [26] Á À Â Ã ñ É È Ê Í Ì Ó Ò Ô Õ Ú Ù Ý Volapük Ä Ö Ü

Walloon [27] Â Å Ç É È Ê Î Ô 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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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실태

성씨

표본 수

표기 실태

가

16

KA(10) 62.5%, GA(6) 37.5%

간

1

KAN(1) 100%

갈

1

GAL(1) 100%

감

10

KAM(7) 70.0%, GAM(2) 20.0%, 기타:KAHM

강

1,665

KANG(1,615) 96.9%, GANG(47) 2.8%, 기타:KWANG, KAHNG, KAUNG

견

1

KYEON(1) 100%

경

26

KYUNG(18) 69.2%, KYOUNG(5) 19.2%, GYEONG(2) 7.6%, 기타:KYEONG

계

6

KYE(4) 66.6%, 기타:KEY, GYE

고

604

KO(408) 67.5%, GO(111) 18.3%, KOH(69) 11.4%, GOH(13) 2.1%, 기타:GHO,
KHAU, KHO

공

126

KONG(99) 78.5%, GONG(27) 21.4%

곽

277

KWAK(209) 75.4%, GWAK(40) 14.4%, KWAG(14) 5.0%, KWACK(4) 1.4%,
기타:GAK, GUAK, GWACK, GWAG, KAG, KAWK, KOAG, KOAK, KWEAK, KWUG

구

280

KOO(129) 46.0%, KU(72) 25.7%, GU(52) 18.5%, GOO(26) 9.2%, 기타:KUH

국

21

KUK(10) 47.6%, KOOK(8) 38.0%, GUK(2) 9.5%, 기타:GOOK

궁

1

KUNG(1) 100%

권

989

KWON(846) 85.5%, GWON(69) 6.9%, KWEON(38) 3.8%, KWAN(6) 0.6%,
KWEN(4) 0.4%, KUEON(3) 0.3%, KUEN(2) 0.2%, GUAN(2) 0.2%, 기타:GWEON,
KEON, KOUN, KOWN, KUN

금

48

KEUM(26) 54.1%, GEUM(11) 22.9%, KUM(10) 20.8%, 기타:KEM

기

38

KI(29) 76.3%, GI(4) 10.5%, KEE(4) 10.5%, 기타:KY

길

40

KIL(20) 50.0%, GIL(18) 45.0%, 기타:KHIL, GEEL

김

13,838

KIM(13,747) 99.3%, GIM(87) 0.6%, GHIM(2) 0.01%, KIN(2) 0.01%

나

221

NA(194) 87.7%, RA(9) 4.0%, LA(8) 3.6%, NAH(5) 2.2%, NHA(2) 0.9%, 기
타:RAA, RAH, RHA

남

383

NAM(383) 100%

남궁

22

NAMGOONG(7)
31.8%,
NAMKOONG(3) 13.6%

노

402

NOH(204) 50.7%, ROH(74) 18.4%, NO(55) 13.6%, RO(40) 9.9%, RHO(18)

NAMKUNG(7)

31.8%,

NAMGUNG(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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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표본 수

표기 실태
4.4%, LO(3) 0.7%, NHO(3) 0.7%, NOE(2) 0.4%, 기타:LOH, NOO, ROE

단

2

DAN(2) 100%

대

1

DAE(1) 100%

도

92

DO(80) 86.9%, DOH(9) 9.7%, DOE(2) 2.1%, 기타:TOH

동

3

DONG(3) 100%

두

15

DOO(11) 73.3%, DU(2) 13.3%, 기타:DOU, DO

라

42

RA(31) 73.8%, NA(6) 14.2%, LA(2) 4.7%, 기타:NAH, RAH, RHA

랑

2

RANG(2) 100%

류

158

RYU(113) 71.5%, YOO(13) 8.2%, RYOO(9) 5.6%, YOU(6) 3.7%, LYU(4) 2.5%,
RHEW(3) 1.8%, RU(2) 1.2%, RYOU(2) 1.2%, YU(2) 1.2%, 기타:LEW, LU, LYOU,
ROU

마

44

MA(44) 100%

맹

36

MAENG(33) 91.6%, 기타:MANG, MEAING, MENG

명

37

MYUNG(23) 62.1%, MYEONG(7) 18.9%, MYOUNG(6) 16.2%, 기타:MYEOUNG

모

24

MO(24) 100%

목

8

MOK(7) 87.5%, 기타:MOOK

묵

1

MOOK(1) 100%

문

585

MOON(430) 73.5%, MUN(155) 26.4%

민

237

MIN(237) 100%

박

5,761

PARK(5,526) 95.9%, BAK(109) 1.8%, PAK(98) 1.7%, PACK(8) 0.1%, BARK(7)
0.1%, BAG(5) 0.08%, PARK(2) 0.03%, PAPK(2) 0.03%, 기타:BAHK, PAEK,
PAG, PHAC

반

49

BAN(46) 93.8%, VAN(2) 4.0%, 기타:BAHN

방

192

BANG(182) 94.7%, PANG(7) 3.6%, BAHNG(2) 1.0%, 기타:PHANG

배

503

BAE(487) 96.8%, BAI(8) 1.5%, BEA(7) 1.3%, 기타:PAE

백

449

BAEK(301) 67.0%, BACK(46) 10.2%, BAIK(43) 9.5%, PAEK(22) 4.8%, BEAK(10)
2.2%, PAIK(7) 1.5%, BAEG(3) 0.6%, BAG(3) 0.6%, BAK(3) 0.6%, BECK(3)
0.6%, PACK(2) 0.4%, BAIG(2) 0.4%, 기타:BEACK, BEAG, BAECK, PAEG

범

7

BEOM(4) 57.1%, BUM(2) 28.5%, 기타:BURM

변

169

BYUN(119) 70.4%, BYEON(36) 21.3%, BYEUN(6) 3.5%, BYON(5) 2.9%, 기
타:BOUN, PYON, PYUN

복

15

BOK(13) 86.6%, 기타:POK, 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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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표본 수

표기 실태

봉

13

BONG(13) 100%

부

17

BOO(12) 70.5%, BU(4) 23.5%, 기타:BOU

빈

6

BIN(6) 100%

사

20

SA(18) 90.0%, SAH(2) 10.0%

사공

7

SAGONG(5) 71.4%, SAKONG(2) 28.5%

상

3

SANG(3) 100%

서

974

SEO(853) 87.5%, SUH(98) 10.0%, SU(5) 0.5%, SE(3) 0.3%, SER(3) 0.3%,
SO(3) 0.3%, SEOH(2) 0.2%, 기타:SAE, SEH, SEOU, SIR, SOU, SUE, SUR

서문

4

SEOMOON(2) 50.0%, SEOMUN(2) 50.0%

석

75

SEOK(46) 61.3%, SUK(23) 30.6%, SEOG(2) 2.6%, SOK(2) 2.6%, 기타:SOUK,
SOCK

선

56

SUN(34) 60.7%, SEON(22) 39.2%

선우

6

SUNWOO(5) 83.3%, 기타:SEONWOO

설

70

SEOL(50) 71.4%, SUL(12) 17.1%, SEUL(2) 2.8%, SUHL(2) 2.8%, 기타:SOER,
SOUL, SEAL, SUR

성

292

SUNG(197) 67.4%, SEONG(86) 29.4%, SOUNG(6) 2.0%, 기타:SEUNG, SHUNG,
SENG

소

56

SO(51) 91.0%, SOH(5) 8.9%

손

602

SON(550) 91.3%, SOHN(31) 5.1%, SHON(15) 2.4%, SEON(2) 0.3%, SUN(2)
0.3%, 기타:SONN, SOUN

송

900

SONG(897) 99.6%, SOUNG(2) 0.2%, 기타:SOONG

승

6

SEUNG(6) 100%

시

6

SI(3) 50%, SHI(2) 33.3%, 기타:SIE

신

1,305

SHIN(1,197) 91.7%, SIN(104) 7.9%, 기타:SHINN, SIHN, CHIN, SEEN

심

359

SHIM(198) 55.1%, SIM(161) 44.8%

아

1

A(1) 100%

안

891

AN(555) 62.2%, AHN(330) 37.0%, ANN(5) 0.5%, 기타:AYN

양

677

YANG(674) 99.5%, 기타:LIANG, RYANG, YAUNG

어

26

EO(16) 61.5%, EOR(4) 15.3%, UH(3) 11.5%, EOH(2) 7.6%, 기타:ER

엄

185

EOM(114) 61.6%, UM(35) 18.9%, EUM(21)11.3%, OM(4) 2.1%, OHM(2) 1.0%,
YUM(2) 1.0%, 기타:AUM, ERM, OUM, UEAM, UHM, YEM, YEOM

여

113

YEO(104) 92.0%, YO(3) 2.6%, 기타:LYUH, YEA, YEU, YOE, YU, YOU

연

47

YEON(36) 76.5%, YEUN(5) 10.6%, YOUN(5) 10.6%, 기타:YUN

염

92

YEOM(61) 66.3%, YOUM(12) 13.0%, YUM(9) 9.7%, YEOUM(2) 2.1%, YOM(2)
2.1%, 기타:EOM, EUM, EYOM, RYOM, YEUM, YOUEM

예

31

YE(25) 80.6%, YEA(5) 16.1%, 기타:Y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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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표본 수

오

973

OH(946) 97.2%, O(23) 2.3%, OU(2) 0.2%, 기타:OW, YO

옥

33

OK(28) 84.8%, OCK(3) 9.0%, 기타:OAK, OHK

온

5

ON(3) 60.0%, OHN(2) 40.0%

왕

41

WANG(39) 95.1%, 기타:WHANG, WOANG

용

34

YONG(33) 97.0%, 기타:YOUNG

우

240

WOO(233) 97.0%, WU(4) 1.6%, 기타:U, WO, YU

원

176

WON(169) 96.0%, WEON(7) 3.9%

위

38

WI(28) 73.6%, WEE(6) 15.7%, WE(2) 5.2%, 기타:WOOI, WUI

유

1,379

YOO(588) 42.6%, YU(418) 30.3%, YOU(220) 15.9%, RYU(116) 8.4%, RYOO(9)
0.6%, LYU(7) 0.5%, RYOU(6) 0.4%, RU(3) 0.2%, LEW(2) 0.1%, LYOO(2) 0.1%,
ROU(2) 0.1%, 기타:RHU, RHUE, RHYU, U, YEU, YUU

육

28

YOOK(12) 42.8%, YUK(10) 35.7%, YOUK(3) 10.7%, 기타:RYUK, YOUCK, YUG

윤

1,303

YOON(638) 48.9%, YUN(530) 40.6%, YOUN(129) 9.9%, YOOUN(2) 0.1%,
YUNE(2) 0.1%, 기타:JOON, YEOUN

은

24

EUN(24) 100%

음

6

EUM(6) 100%

이

9,651

LEE(9,512) 98.5%, YI(99) 1.0%, RHEE(28) 0.2%, YEE(5) 0.05%, RHIE(2)
0.02%, 기타:I, II, LII, REE, RHI

인

23

IN(20) 86.9%, 기타:IM, LIM, YIN

임

1,306

LIM(928) 71.0%, IM(281) 21.5%, YIM(56) 4.2%, LEEM(18) 1.3%, RIM(12) 0.9%,
RHIM(4) 0.3%, EIM(2) 0.1%, LIMB(2) 0.1%, 기타:IHM, LEM, RHYIM

장

1,358

JANG(1,148) 84.5%,
JAHNG, JEAN

986

JEON(661) 67%, JUN(227) 23%, CHUN(49) 4.9%, CHON(10) 1.0%, CHEON(8)
0.8%, JEAN(6) 0.6%, JEUN(5) 0.5%, JEN(3) 0.3%, JHUN(2) 0.2%, ZEON(2)
0.2%, 기타:CHEUN, CHOEN, CHOUN, JAUN, JEEON, JEONG, JEOUN, JHEN,
JHEUN, JOEN, JON, JOUN, JYUN

정

3,218

JUNG(1,565) 48.6%, JEONG(1,192) 37.0%, CHUNG(299) 9.2%, JOUNG(67)
2.0%, CHEONG(23) 0.7%, CHONG(15) 0.4%, JEOUNG(15) 0.4%, JEUNG(14)
0.4%, CHOUNG(8) 0.2%, JONG(8) 0.2%, CHEUNG(3) 0.09%, JUONG(3) 0.09%,
JENG(2) 0.06%, 기타:CHYUNG, JAUNG, JUENG, ZHENG

제갈

11

JEGAL(5) 45.4%, JEKAL(4) 36.3%, 기타:CHEGAL, JAEKAL

제

31

JE(21) 67.7%, JAE(8) 25.8%, 기타:GEH, JEI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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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표본 수

표기 실태

조

1,919

CHO(1,404) 73.1%, JO(493) 25.6%, JOH(9) 0.4%, JOE(5) 0.2%, CHOE(2)
0.1%, JOO(2) 0.1%, ZHO(2) 0.1%, 기타:JHO, ZO

종

1

CHONG(1) 100%

좌

2

CHWA(1) 50.0%, JWA(1) 50.0%

주

324

JU(164) 50.6%, JOO(152) 46.9%, CHU(6) 1.8%, CHOO(2) 0.6%

지

200

JI(159) 79.5%, JEE(18) 9.0%, CHI(17) 8.5%, GI(3) 1.5%, 기타:CHEE, JE, JY

진

230

JIN(217) 94.3%, CHIN(11) 4.7%, 기타:GIN, JEN

차

287

CHA(287) 100%

창

1

CHANG(1) 100%

채

173

CHAE(152) 87.8%, CHAI(13) 7.5%, CHE(5) 2.8%, CHEA(3) 1.7%

천

168

CHEON(84) 50.0%, CHUN(71) 42.2%, CHON(6) 3.5%, CHOUN(5) 2.9%,
CHEN(2) 1.1%

최

3,044

CHOI(2,836) 93.1%, CHOE(198) 6.5%, CHOY(3) 0.09%, CHE(2) 0.06%, CHEI(2)
0.06%, TCHOI(2) 0.06%, 기타:CHEO

추

58

CHU(32) 55.1%, CHOO(25) 43.1%, 기타:CHO

탁

19

TAK(14) 73.6%, TAG(3) 15.7%, 기타:TAEK, TARK

태

7

TAE(4) 57.1%, TAI(2) 28.5%, 기타:TEA

팽

3

PAENG(3) 100%

편

19

PYEON(9) 47.3%, PYUN(8) 42.1%, 기타:PYEUN, PYOUN

평

3

PYUNG(2) 66.6%, 기타:PYOUNG

표

46

PYO(46) 100%

풍

2

POONG(2) 100%

피

7

PI(5) 71.4%, PEE(2) 28.5%

필

1

PHIL(1) 100%

하

330

HA(325) 98.4%, HAH(3) 0.9%, 기타:HAA, HAR

한

1,002

HAN(995) 99.3%, HAHN(7) 0.6%

함

103

HAM(99) 96.1%, HAHM(4) 3.8%

허

409

HEO(250) 61.1%, HUR(78) 19.0%, HUH(39) 9.5%, HER(30) 7.3%, HU(9) 2.2%,
기타:HEA, HEH, HOU

현

134

HYUN(108) 80.5%, HYEON(20) 14.9%, HYOUN(3) 2.2%, HEON(2) 1.4%, 기
타:HYEAN

형

11

HYOUNG(4) 36.3%, HYEONG(3) 27.2%, HYUNG(3) 27.2%, 기타:HA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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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표본 수

표기 실태

호

7

HO(7) 100%

홍

833

HONG(833) 100%

화

1

HWA(1) 100%

황

880

HWANG(861) 97.8%, WHANG(9) 1.0%, HANG(2) 0.2%, HOANG(2) 0.2%,
HYANG(2) 0.2%, 기타:HAUNG, HUANG, HWAWG, HYONG

황보

7

HWANGBO(7) 100%

※ 2007년 외교부 여권 자료 가운데 전체 표본 수 63,351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조사. 표본 수가
1인 경우 기타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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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김용진
(숭실대 영문과)

영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는 the이다. 영국의 BNC 코퍼스의 경우, the는 100만 단어
당 61,847회가 쓰여서 전체 텍스트의 6.2%에 달하는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2위인 of(29,391회)
의 두 배나 쓰였다. the의 이러한 위세는 어떤 코퍼스에서나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the는
담화 상에서 언급된 것이든 언급되지 않은 것이든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보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담화의 연속성 또는 정합성을 위한 장치이다.

the는 의미/화용적으로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
나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It is not difficult to see why the finds a place in phrases institutionalized as names. We can
imagine a group of musicians deciding to set up a school where music will be taught: a
school of music. They decide to enhance its attractiveness by locating it in a central position
of the city, and they hope that it will not be merely a central school of music but the only
school meriting this description: the central school of music. It is a short step from this to the
further decision that this should be not just a description but the name: The Central School of
Music. So too a building in the form of a pentagon can come to be called the Pentagon, a
canal built through the Panama Isthmus becomes the Panama Canal. When a president or a
prime minister is elected or an earl created, the result is the President (of France), the Prime
Minster (of India), the Earl (of Gwynedd).
(Greenbaum & Quirk, 1990: 88-9)
일반적으로 the로 대표되는 한정표현(definite reference)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는
다(Givon, 1993 V1: 232-42).

(1) Grounds for referential accessibility
a. The shared current speech situation (상황맥락)
b. The culturally-shared universe (문화)
c. The shared current discourse (담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문화’의 조건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다른 조건들은 한정표현의
경우 the를 활용하는데 ‘문화’의 경우는 the를 활용하여 한정성을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the를
생략함으로써 한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영어 명사구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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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가산 명사(countable nouns)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2) a. 정관사와 단수형의 결합: the boy, the tree, the school, etc.
b. 정관사와 복수형의 결합: the boys, the trees, the schools, etc.
c. 부정관사와 단수형의 결합: a boy, a tree, a school, etc.
d. 관사 없는 복수형: boys, trees, schools, etc.
e. 기타 한정사(determiners)와 단수형의 결합: another boy, this boy, each boy, some boy,
any boy, my boy, etc.
위 (2)에 나타나지 않은, 관사를 포함하는 한정사(determiners)가 전혀 없는 boy, tree, school
등은 담화 상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화장실은 men, women, gentlemen,

ladies라고 표시되어 있지, man, woman, gentleman, lady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규칙은 명사의 어형을 결정짓는 대원칙일 뿐 여러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다음을 보자.

(3) a. My daughter goes to school here, and I love my job. (BNC)
b. A good Catholic is a man whose wife goes to church. (BNC)
c. Keith goes to bed at 7.30pm each evening and stays there till 7am. (BNC)
(3)a-c의 school, church, bed는 복수형도 아니고 한정사도 없지만 이 문장들에서 모두 올바른
표현들이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관용적’(idiomatic)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관용적으로 제도화된 표현”(idiomatically institutionalized

expressions relating to common experience)의 경우에 이런 용법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Greenbaum & Quirk, 1990).

(4) a. 유사 처소격(quasi-locatives)
be in town/bed/church/prison
go to town/bed/church/prison/sea/college
b. 교통과 통신
travel by bicycle/bus/train/car/plane
send it by fax/post/mail/satellite
c. 시간 표현
at dawn/night
by morning/evening
in winter/spring/summer/autumn
d. 식사이름
breakfast, lunch, supper/dinner
e. 질병이름
cancer, diabetes, influenza, toothache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정관사 the가 생략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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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위의 (c)에 적시된 계절 표현의 경우 실제로는 the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
다. 다음 표현을 보자.

(5) a. In winter, the pavements become miniature glaciers with hidden crevasses! (BNC)
b. The Golan is green, wet, mountainous; Israelis go skiing on the Hermon in winter. (COCA)
c. In the winter, snow or, more usually, hail can fall on the tops of the highest mountains. (BNC)
d. See me raking her leaves in the fall. See me shoveling snow in the winter. (COCA)
위와 같이 4계절을 나타내는 winter, spring, summer, fall/autumn에는 정관사 the가 붙기도 하
고 안 붙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영국의 BNC 코퍼스와 미국의 COCA 코퍼스를 근거로, 영어 정관사 the의 설
명은 문법적 접근법보다는 어휘적 접근법(lexical approach)이 영어교육에 더 효과적임을 보이
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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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ure Computation:
An alternative to Chierchia, Fox and Spector (2009)
송재균
(인제대학교)

1. Introduction
Intuitively, the non-monotonic sentence in (1a) below gives rise to the scalar implicature in (1b):
(1) a.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b.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However, the standard neo-Grician approach fails to predict the scalar implicature in (1b). To see
why, let me first illustrate the neo-Grician way of computing scalar implicatures with the monotone
increasing sentence in (2a) below. From (2a), we naturally understand that it is not the case that
John read all the books, i.e. the scalar implicature in (2b) follows:
(2) a. John did some of the readings.
b. John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The implicature in (2b) is explained by assuming that the hearer reasons as follows: (cf.
Sauerland 2004)
(i) There is a linguistic scale <all, some>.
(ii) In the present context, the statement in (3) below, which has the word all, is informationally
stronger than (2a):
(3) John did all of the readings.
Nonetheless, the speaker uttered the weaker (2a). This is a violation of Grice's (1989) maxim of
quantity: in a nutshell, 'Be maximally informative.'
(iii) Why didn't he do so? The most likely explanation is that the speaker doesn't believe that
John did all the readings, schematically, ¬Bs(3).
(iv) The speaker is likely to have an opinion as to whether (3) is true:
Bs(3) ∨ Bs¬(3)
(v) Bs¬(3) is entailed by (iii) and (iv): the speaker believes that John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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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nutshell, the scalar implicatures are derived by negating any informationally stronger, i.e.
entailing, alternatives in a given scale, and by epistemic modification from ¬Bs(stronger alternative)
to Bs¬(stronger alternative). This is in accordance with Grice's ways of computing quantity
implicatures, except for the use of linguistic scales.
Returning to the non-monotonic example in (4a) (=(1a)), we can easily see why the neo-Grician
approach fails to derive the implicature in (4b):
(4) a.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b.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Due to the non-monotonic nature of exactly one, the assertion (4a) above and the scalar
alternative (5a) below are logically independent, i.e. they do not entail each other. Hence we
cannot negate the scalar alternative: it is not stronger than the assertion:
(5) a. Exactly on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b. It is false that exactly on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Note that if the alternative in (5a) can be negated as in (5b), the implicature in (4b) will obtain.
(5b) and (4b) turn out to be equivalent when conjoined with the assertion in (4a). To see why,
consider (6a) and (6b):
(6) a.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b.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it is false that exactly on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In (6b), the proposition It is false that exactly on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is true in one
of the two situations: either there is no student who did all the readings, or there are more than
one student who did all the readings. Since assertion (4a) entails that only one student did any of
the readings, the latter cannot be true; so we obtain the implicature that there is no student who
did all of the reading. Hence, (6b) means that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no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This in turn entails that there is exactly one student who did
some readings and he did not do all the readings, which is what (6a) says. The derivation is
complicated but it works. So, if the alternative in (5a) can be negated as in (5b), the implicature
in (4b) will obtain.
This is actually what Chierchia, Fox. and Spector (2009) did. They stipulate that what should be
negated is not just stronger alternatives, but every non-weaker alternative: the alternative (5a) is
non-weaker than the assertion (4a), so the implicature (5b) follows.
According to Chiercha, et. al. (2009), the fact that implicature computation seems to involve the
negation of non-stronger alternatives is quite unexpected from the Gricean perspective; they
conclude that the Gricean approach predicts no scalar implicature in the case non-monotonic
contexts, unless supplemented with quite specific assumptions. In this paper, I will propose a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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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riving scalar implicatures from non-monotonic contexts within the Gricean tradition.

2. Chierchia, Fox and Spector (2009)
In this section, I will first outline Chierchia, et. al.'s (2009) strategy for explaining the scalar
implicatures of non-monotonic sentences, and then discuss its limitations.
The following assumption is crucial for their explanation of scalar implicatures in the
non-monotonic environments: they capitalize on the covert exhaustivity operator O, modeled on
only, which is defined as follows: OALT(S) expresses the conjunction of a sentence S and of the
negations of all the members of ALT, the non-empty set of the alternatives of S, that are not
entailed by S. More formally:

〚OALT(S)〛w = 1 iff 〚S〛w = 1 ˄ ∀φ∈ALT[φ(w) = 1 → 〚S〛⊆ φ]

In other words, all non-weaker alternatives are negated. We can easily see that this definition is
designed to take care of the implicatures of non-monotonic contexts. The definition which conforms
to the Grician maxim of quantity should look like:

〚OALT(S)〛w = 1 iff 〚S〛w = 1 ˄ ∀φ∈ALT[φ ⊆ 〚S〛 → φ(w) = 0]

This definition says all alternatives entailing S are false.
Returning to the non-monotonic examples in (7a) (=(1a)), we can see that Chierchia, et. al.'s
approach predicts the reading given in (7b):
(7) a.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b. OALT(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We have already seen in Section 1 how (7b) yields the reading in (8c):
(8) a. Exactly on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b.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it is false that exactly on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c.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Applying the exhaustivity operator to the assertion (7a) returns the conjunction of (7a) and the
negation of (8a), which is the alternative of (7a). The negation of (15a) is possible in Chierchia.
et. al.'s system: though (8a) is not stronger than (7a), it is non-weaker than (7a). So the
strengthened meaning of (7a) is predicted to be the proposition expressed in (8b), which is in turn
equivalent to (8c), as already discussed in Section 1. Chierchia, et. al. notes that this is the natural
reading of (7a).

3. Proposal
In this section, I will show that implicature computation in non-monotonic contexts can be
done without assuming the negation of non-stronger alternatives; the negation of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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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as Grice's maxim of quantity envisages will do, too.
3.1. A Property of Indefinites

In the usage of natural language, two identical indefinites are used when the two are different or
the speaker has no idea on the identity of the two indefinites. Heim (1988) dubbed this restriction
'Novelty Condition on Indefinites.' The sentence in (9a) illustrates the point:
(9) a. John likes a student and Mary hates a student.
b. John likes a student and Mary hates her.
Unless a statement like "The two students are the same." follows (9a), the two a student are
generally interpreted as different. At least, (9a) has a preferred reading under which it would be
compatible with the two students being different, and thu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two are
the same. If the speaker had intended to convey that Mary hates the same student, she would have
said (9b), using pronoun her instead of indefinite a student.
Non-monotonic determiner exactly-n, as an indefinite, behaves exactly like monotone increasing
determiner a(n)/some in this respect. Consider (10a) below:
(10) a. John likes exactly one student and Mary hates exactly one student.
b. John likes exactly one student and Mary hates her.
In (10a), the preferred reading is that it would be compatible with the two students being
different, and thu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two are the same. If the speaker had intended to
convey that Mary hates the same student, she would have said (23b), using her instead of exactly
one student.
3.2. A Condition on Entailment

Let's consider the following pair of sentences, in which (24a) entails (24b):
(11) a. Some student smokes and drinks.
b. Some student smokes or drinks.
A necessary condition for (11a) to entail (11b) is that the first and the second some student
should be identical; otherwise, the entailment relation cannot hold. This much is a truism. The
contrast in acceptability between the discourses in (12a) and (12b) below shows the point: the
entailment relation between two sentences in (12b) does not hold because the identity of the two
indefinites is not guaranteed:
(12) (Context: A teacher in a highschool worries about her students' smoking/drinking habit.)
a. Some of my students smoke.
*And even all of my students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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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ome student smokes or drinks.
And some student even smokes and drinks.
We may explain the unacceptability of (12a) as follows: The second sentence All of my students
smoke necessarily entails the first sentence Some of my students smoke. Thus, the discourse in
(12a) as a whole should be truth-conditionally identical to the second sentence All of my students
smokes. This is in violation of the following general condition on interpretation proposed by Song
(2005, 2006):
(13) No Redundancy Principle (NRP):
Every meaningful expression, which is overtly written or said in a sentence or a text, must not be
redundant: Either it must make a contribution to the truth-conditional interpretation, or its occurrence must
be pragmatically licensed.
In (12a), the first sentence Some of my students smoke is truth-conditionally redundant, which
violates the NRP. In (12b), on the other hand, it is allowed that the two some student are not the
same, and furthermore, the two students should be different for (12b) to be felicitous; otherwise,
the NRP would be violated. Thus, in this specific interpretation of (12b), the second sentence Some
student smokes and drinks does not entail the first sentence Some student smokes or drinks. Hence,
(12b) doesn't violate the NRP. Note that (14) below is deviant, where pronoun she has taken the
position of some student:
(14) Some student smokes or drinks.
*And she even smokes and drinks.
In the second sentence of (14), she refers to the student who smokes or drinks. Therefore, the
second sentence entails the first sentence, which is in violation of the NRP.
3.3. Explaining the Problematic Data

I am now ready to show how (15a) (=(1a)) below yields the scalar implicature in (15b):
(15) a. Exactly on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b.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First I suggest that the alternative of (15a) is not (16a) but (16b), which has the interpretation in
(16c), in which the pronoun He receives an E-type pronoun interpretation (cf. Evans 1985):
(16) a. Exactly on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b. He did all of the readings.
c. [The student who did some of the readings] did all of the readings.
d.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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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student who did some of the readings] did all of the readings)
Though (16a) doesn't entail (15a), (16b) sure does. Therefore, (16b) can be negated, yielding
(16d). (16d) has the interpretation in (16e), which is the right scalar implcature of (15a).
3.4. Monotone increasing indefinites
Before closing this paper, I will show how my analysis can solve a serious problem of the neoGricean approach; this involve the computation of scalar implicatures

of sentence with monotone

increasing indefinites. I assume that all the pronouns below are E-type pronouns. The utterance in
(17a) gives rise to the not-all inference in (17c):
(17) a. Som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b. He did all of the readings.
c. He didn't do all of the readings.
d. Som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If the alternative in (17b) is true, i.e. the student did all, it entails the assertion (17a), and thus,
the scalar implicature (17c) follows. Conjoining the assertion (17a) and the implicature (17c), we
get (17d).
On the other hand, the neo-Gricean approach (cf. Sauerland 2004) derives the implicature in
(17c) in a different way. The alternative of (17a) is (18a) below:
(18) a. Some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b. No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c. Som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no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d. Som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The scalar implicature (18b) obtains by negating (18a). Combining the assertion (17a) and the
implicature (18b), we get (18c), which entails (18d).
However, a discourse like (19a) below is problematic for the neo-Gricean approach:
(19) a. Som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Some student even did all of the readings.
b. Som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c. No student did all of the readings.
d. Some student did some, but not all the readings.
The neo-Gricean approach predicts that (19b), which is the first sentence of (19a), triggers the
scalar implicature in (19c), which in turn yields the not-all reading in (19d) in conjunction with
the assertion. It is, however, obvious that (19c), the scalar implicature of (19b), should be
cancelled by the second sentence in a discourse like (19a), so the first sentence in (19a) is
predicted by the global approach to get no not-all implicature; but intuitively this predic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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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ng, and the not-all reading is obviously felt.
My implicature computation mechanism provides a solution to the cancelation problem without
resorting to Chierchia's local approach. In my approach, (19a) has the interpretation in (20), and no
cancellation can occur:
(20) Some student did some of the readings and he did not do all of the readings and some
students even did all of the readings.

4. Conclusion
The fact that scalar implicatures obtain in non-monotonic contexts has been a puzzle, since an
assertion and its scalar alternatives have no entailment relation, and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derive implicatures. Chierchia, Fox and Spector (2009) address the issue by modifying the
qualification of legitimate alternatives from informationally stronger, as Grice's quantity maxim
envisages, to informationally non-weaker.
In this paper, I try to show that it is not necessary to give up the Gricean approach to derive
scalar implicatures from non-monotonic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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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s of /l/ in English Consonant Cluster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Seung-Hoon Shin and Ye-Eun Im
(Yeungnam University)

1. Introduction
It is well-documented that phonology of a native language (L1) is transferred to a second language (L2).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tterns of manner assimilation in Korean on
the production of English words or phrases with a consonant cluster including [l]. To examine how much
Korean learners of English are influenced by Korean phonology, seven types of produc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see whether or not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extent of native language interference
depending on a speaker's level of proficiency in English, the experiment was run with three groups;
a beginner, an intermediate and an advanced group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In addition, for a
comparison, the experiment was also run with native speakers of American English.
Korean witnesses assimilation involving manner of articulation that consists of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between adjacent consonants over a syllable boundary (Davis and Shin 1999, Shin 2006)
as illustrated in examples in (1) - (5).
(1) l-nasalization (/l/ becomes nasalized after a non-coronal nasal)
UR
a) kamli
b) simlihak
c) cəŋli

SR

Gloss

kam.ni
sim.nihak

supervision
psychology

cəŋ.ni

arrangement

(2) n-lateralization (I) (/nl/ → [ll])
UR
a) nonli

SR
nol.li

Gloss
logic

b) sanlim

sal.lim

forest

c) honlan

hol.lan

confusion

(3) n-lateralization (II) (/ln/ → [ll])
UR

SR

Gloss

a) kʰalnal

kʰal.lal

blade of a knife

b) tʰɨlni

tʰɨl.li

denture

c) pulnɨŋ

pul.lɨŋ

incapability

(4) Nasalization of (non-coronal) obstruent-liquid sequences
UR
a) pəpli

SR
pəm.ni

Gloss
princip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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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əplyul
c) kyəkli

pəm.nyul

law

kyəŋ.ni

separation

(5) Lateralization of /t/ in the /tl/ sequence
UR
a) tikɨtliɨl

SR
ti.kɨl.li.ɨl

Gloss
letter /t/ and /l/

2. Method
Productions of seven different types of English consonant clusters including /l/ in English words were
elicited from 20 participants including 5 English native speakers to investigate how such consonant clusters
are differently produced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d by native speakers of English.
2.1 Subjects
The subjects were 15 native speakers of Korean and 5 English native speakers. The Korean learners
of English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Five from the fifteen Korean native speakers were placed
into the beginner group. They were sophomores from Yeungnam University. None of them had lived
in or been to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taken the TOEIC test. The remaining ten Korean native
speakers have practiced English speaking in an extracurricular study group more than 2 years. These
10 students were further divided into an intermediate group and an advanced one based on the following
two criteria: (1) whether they had a TOEIC score of 860 above or below and (2) whether they had
lived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for more than or less than eight months. The English native speakers
are al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ve been in Korea for at least 8 months. They all teach
English at public schools or private English language institutes in Korea.
2.2 Materials
The 94 English words or phrases listed below are classified into 7 types for the product experiment.
These seven types are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types depending on the prosodic position of the lateral.
(6) Experimental English words

Types
1. l+stop, lm,
l+fricative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kill me, pull flowers, call together, full moon
within a word

2. stop + l

English words
help, milk, myself, elves, film, overwhelm
malfunction

affixation

shipload, spotlight, outlet
bubbly, directly, cheaply, pointless, rapidly,
blankly, jointless, quickly, advisably, friendly

between words good luck, keep lock, looked like, limited lug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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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icative + l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4. nl

within a word
affixation

butterfly, aslope, drizzling
lovely, briefly, anxiously, wisely, fleshly
half length, cash loans, size labels,
endless love, flash layouts, have lived, positive life
only, unless, sunlight, inline
unlabeled, unloaded, enlarge, unlimited, enlighten

between words moon light

5. ml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within a word

6. ŋl

affixation
between words

7. ln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hamlet, farmland, armlet, rimland
firmly, calmly, aimless
bottom line, slim lady, confirm location,
boom lift, item list, from London
kinglike
accordingly, astonishingly, complainingly, strongly,
meaningless,
something like, long line, wrong letters,
songless, nothing left, strong language
hazelnut, walnut, vulnerable, fullname
illness, fullness, forgetfulness
little nervous, all night, call number, tall nun, will need,
small numbers, national news, maximal number

2.3. Procedure
For the recording, participants were asked to put each word or phrase in a conveyer sentence, "Say ______,
please." and read it one time. All words or phrases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without titles of types
and were shuffled. Recordings were made wherever each participant felt comfortable at Yeungnam
university. In addition each participant personally recorded all materials sentence by sentence with a natural
speed.

3. Results
The realization patterns of consonant clusters including /1/ in English words were examined by looking
at the spectrograms and listening to the words. Praat (Praat 5.1.7) was used to analyze the spectrograms.
All 1880 tokens (94 words x 20 participan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Sections 3.1 to 3.7 present
the results of the seven production experiments, respectively.
3.1 The result of Type 1: l + stop, l + fricative, lm
Illustrated in (7) are results from the production experiment of Type 1 words. Numbers in the table
refer to the percentage points of each realization of the given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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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percentage (Type 1)

l + stop,
l + fricative, lm

l-deletion

vowel insertion

beginner

(No change)
80

12.7

9.1

intermediate

87.3

0

12.7

advanced

89.1

1.8

9.1

native

100

0

0

(8)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erms of morphological boundary (Type 1)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Beginner

34.3

0

0

Intermediate

20

0

0

Advanced

17.1

0

0

Native

0

0

0

3.2 The result of Type 2: stop + l
(9)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percentage (Type 2)

beginner

stop+l

vowel

(No

& l-

change) inser.
27.1
50.6

t-

b-

d-

l-

/t/→

del. del. del. del.

[ʔ]

3.5

1.2

0

1.2

0

/pl/ /kl/ /tl/

/pl/
→

ll nn

→ →

→

[ml]
[pr] [ŋl] [kl]
3.5 8.2 2.4 1.2 1.2
0
0

intermediate

51.8

31.8

5.9

3.5

0

0

0

0

7.1 0

0

advanced

62.4

24.7

3.5

0

0

0

0

0

5.9 0

3.5

native

70.6

0

9.4

0

5.9

0

14.1

0

0

0

0 1.2
0

0

(10)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erms of morphological boundary (Type 2)

134

0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Beginner

73.3

88

25

Intermediate

40

52

25

Advanced

60

36

15

Native

53.3

2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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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he result of Type 3: fricative + l
(11)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percentage (Type 3)

vowel

fricative + l

and l-

(No change)

/ʃ/→[s]

l-

fricative + r

deletion

insertion

beginner

40

56

1.3

1.3

1.3

intermediate

61.3

33.3

4

1.3

0

advanced

69.3

28

1.3

1.3

0

native

100

0

0

0

0

(12)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erms of morphological boundary (Type 3)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Beginner

80

73.3

42.9

Intermediate

50

50

25.7

Advanced

50

46.7

11.4

Native

0

0

0

3.4 The result of Type 4: /nl/
(13)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percentage (Type 4)

nl
(No change)

nn

ll

kinsertion

beginner

52

16

32

0

intermediate

46

34

18

2

advanced

62

16

22

0

native

100

0

0

0

(14)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erms of morphological boundary (Type 4)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Beginner

55

44.3

40

Intermediate

70

40

60

Advanced

55

28

0

Native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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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he result of Type 5: [ml]
(15)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percentage (Type 5)

ml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native

(No Change)
68.6
77.1
87.1
97.1

vowel

mn

insertion
11.4
1.4
5.7
2.9

15.7
18.6
5.7
0

mr
2.9
1.4
1.4
0

kinsertion
0
1.4
0
0

ll
1.4
0
0
0

(16)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erms of morphological boundary (Type 5)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Native

Within a word
40
25
10
0

Affixation
50
40
35
10

Between words
13.3
10
0
0

3.6. The result of Type 6: [ŋl]
(17)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percentage (Type 6)

ŋl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native

(No Change)
63.3
78.3
86.7
100

ŋn

vowel insertion

ŋ-del.

ŋr

13.3
13.3
11.7
0

16.7
6.7
1.7
0

5
0
0
0

1.7
1.7
0
0

(18)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erms of morphological boundary (Type 6)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Native

Within a word
20
0
0
0

Affixation
66.7
40
26.7
10

Between words
4
4
0
0

3.7. The result of Type 7: [ln]
(19)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percentage (Type 7)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native

136

ln
(No Change)
49.3
57.3
85.3
93.3

ll

nn

38.7
32
10.7
0

4
2.7
0
0

ldeletion
1.3
2.7
4
6.7

vowel
insertion
1.3
1.3
0
0

rn
4
2.7
0
0

ndeletion
1.3
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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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esults of phonological alternations in terms of morphological boundary (Type 7)

Within a word

Affixation

Between words

Beginner

80

46.7

37.5

Intermediate

75

33.3

25

Advanced

35

0

2.5

Native

25

0

0

(21) Summary (I)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native

34.3

20

17.1

0

Affixation

60

0

0

0

Between words

0

0

0

0

Within a word

73.3

40

60

53.3

Affixation

88

52

36

20

Between words

25

25

15

5

Within a word

80

50

50

0

Affixation

73.3

50

46.7

0

Between words

42.9

25.7

11.4

0

Within a word

55

70

55

0

Affixation

44

40

28

0

Between words

40

60

0

0

Within a word

40

25

10

0

Affixation

50

40

35

10

Between words

13.3

10

0

0

Within a word

20

0

0

0

66.7

40

26.7

0

Between words

4

4

0

0

Within a word

80

75

35

0

Affixation

46.7

33.3

0

0

Between words

37.5

25

2.5

0

Within a word

Affixation
typ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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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ummary (II)
100
90

88

80

80
7 3 .3

70
60
50
40
3 4 .3

20

20
1 7 .1

10
0

0

0

W A

70

6 6 .7

0

60

55
50 50
50
4 6 .7
4 2 .9 4 4
40
40 40 40 40
40
36
35
2 6 .7
2 5 .7 2 8
25
25
20
20
15
1 3 .3
1 1 .4
10 10 10
5
4
0 0 0 0
0 0 0 0 0 0 0

B W A

ty p e 1

80
75

60
5 3 .35 2

60

30

7 3 .3

B W A

typ e 2

B W A

typ e 3

B W A

ty p e 4

B W A

typ e 5

b e gin n e r
4 6 .7

25

0

0

B W A

B

ty p e 6

in te r m e id ate

3 7 .5
3 5 3 3 .3

ad van c e d
n ative

2 .5
0

typ e 7

4. Analysis
4.1. Chi-square
4.2. TUKEY's Test
(23) The result of ANOVA and TUKEY'S test in Type 1

Source

Sum of
Squares

Degrees of
Freedom

Mean Square

F

p Value

Treatments

1.322727

3

0.440909

4.57

0.0040

Error

20.83636

216

0.096465

Total

22.15909

219

(24) Comparisons between groups in Type 1

Comparisons

Diff. in
Means

Critical
Value

LCon

UCon

Significantly
Different?

beginner - intermediate
beginner - advanced
beginner - native
intermediate - advanced
intermediate - native
advanced - native

0.090909
0.109091
0.218182
0.018182
0.127273
0.109091

0.153
0.153
0.153
0.153
0.153
0.153

-0.063
-0.044
0.065
-0.135
-0.026
-0.044

0.244
0.263
0.372
0.172
0.281
0.263

No
No
Yes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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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he result of ANOVA and TUKEY's test in Type 2

Sum of
Squares
20.99706
58.04706
79.04412

Source
Treatments
Error
Total

Degrees of
Freedom
3
336
339

Mean Square

F

p Value

6.99902
0.172759

40.51

0.0000

(26) Comparisons between groups in Type 2

beginner - intermediate

Diff. in
Means
0.258824

Critical
Value
0.164

LCon

UCon

0.095

0.423

Significantly
Different?
Yes

beginner - advanced

0.352941

0.164

0.189

0.517

Yes

beginner - native

0.694118

0.164

0.530

0.858

Yes

intermediate - advanced

0.094118

0.164

-0.070

0.258

No

intermediate - native

0.435294

0.164

0.271

0.599

Yes

advanced - native

0.341176

0.164

0.177

0.505

Yes

Comparisons

(27) The result of ANOVA and TUKEY's test in Type 3

Source

Sum of
Squares

Degrees of
Freedom

Mean Square

F

p Value

Treatments

13.90333

3

4.634444

26.52

0.0000

Error

51.73333

296

0.174775

Total

65.63667

299

(28) Comparisons between groups in Type 3

Comparisons
beginner - intermediate
beginner - advanced
beginner - native
intermediate - advanced
intermediate - native
advanced - native

Diff. in
Means
0.213333
0.293333
0.6
0.08
0.386667
0.306667

Critical
Value
0.175
0.175
0.175
0.175
0.175
0.175

LCon

UCon

0.038
0.118
0.425
-0.095
0.211
0.131

0.389
0.469
0.775
0.255
0.562
0.482

Significantly
Different?
Yes
Yes
Yes
No
Yes
Yes

(29) The result of ANOVA and TUKEY's test in Type 4

Source
Treatments
Error
Total

Sum of
Squares
8.82
36.68
45.5

Degrees of
Freedom
3
196
199

Mean Square

F

p Value

2.94
0.187143

15.71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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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parisons between groups in Type 4

Diff. in
Means

Critical
Value

LCon

UCon

Significantly
Different?

-0.06

0.224

-0.284

0.164

No

beginner - advanced

0.1

0.224

-0.124

0.324

No

beginner - native

0.48

0.224

0.256

0.704

Yes

intermediate - advanced

0.16

0.224

-0.064

0.384

No

intermediate - native

0.54

0.224

0.316

0.764

Yes

advanced - native

0.38

0.224

0.156

0.604

Yes

Comparisons
beginner - intermediate

(31) The result of ANOVA and TUKEY's test in Type 5

Source

Sum of
Squares

Degrees of
Freedom

Treatments
Error
Total

3.210714
37.21429
40.425

3
276
279

Mean Square

F

p Value

1.070238
0.134834

7.94

0.0000

(32) Comparisons between groups in Type 5

Comparisons

Diff. in
Means

Critical
Value

LCon

UCon

Significantly
Different?

beginner - intermediate

0.085714

0.159

-0.074

0.245

No

beginner - advanced

0.185714

0.159

0.026

0.345

Yes

beginner - native

0.285714

0.159

0.126

0.445

Yes

intermediate - advanced

0.1

0.159

-0.059

0.259

No

intermediate - native

0.2

0.159

0.041

0.359

Yes

advanced - native

0.1

0.159

-0.059

0.259

No

(33) The result of ANOVA and TUKEY's test in Type 6

Source

Sum of
Squares

Degrees of
Freedom

Treatments
Error
Total

4.245833
31.05
35.29583

3
236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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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Value

1.415278
0.131568

10.76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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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parisons between groups in Type 6

Diff. in
Means

Critical
Value

LCon

UCon

Significantly
Different?

0.15

0.171

-0.021

0.321

No

beginner - advanced

0.233333

0.171

0.062

0.405

Yes

beginner - native

0.366667

0.171

0.195

0.538

Yes

intermediate - advanced

0.083333

0.171

-0.088

0.255

No

intermediate - native

0.216667

0.171

0.045

0.388

Yes

advanced - native

0.133333

0.171

-0.038

0.305

No

Comparisons
beginner - intermediate

(35) The result of ANOVA and TUKEY's test in Type 7

Source

Sum of
Squares

Degrees of
Freedom

Treatments
Error
Total

13.61
44.58667
58.19667

3
296
299

Mean Square

F

p Value

4.536667
0.150631

30.12

0.0000

(36) Comparisons between groups in Type 7

Diff. in
Means

Critical
Value

LCon

UCon

Significantly
Different?

beginner - intermediate

0.133333

0.163

-0.030

0.296

No

beginner - advanced

0.413333

0.163

0.250

0.576

Yes

beginner - native

0.533333

0.163

0.370

0.696

Yes

intermediate - advanced

0.28

0.163

0.117

0.443

Yes

intermediate - native

0.4

0.163

0.237

0.563

Yes

advanced - native

0.12

0.163

-0.043

0.283

No

Comparisons

4.3. Regression
(37) The result of Regression in Type 1
Regression Coefficients
Source

Coefficient

Std

Std

Error

Beta

-95% +95%
C.I.

C.I.

t

Prob.

Intercept

0.291

0.052

0.188 0.393 5.594 0.000

proficiency

-0.069

0.019 -0.239 -0.107 -0.032 -3.639 0.000

141

한국언어과학회 2009년 여름학술대회

(38) Regression results and scatter plot of Type 2

Source

Regression Coefficients
Std
Std -95% +95%
Coefficient
Error Beta
C.I.
C.I.

t

0.803 1.021

Prob.

Intercept

0.912

0.055

16.440 0.000

proficiency

-0.218

0.020 -0.505 -0.257 -0.178 -10.747 0.000

(39) Regression results and scatter plot of Type 3

Source

Regression Coefficients
Std
Std -95% +95%
Coefficient
Error Beta
C.I.
C.I.
0.598 0.902

t

Prob.

9.744

0.000

Intercept

0.750

0.077

proficiency

-0.160

0.028 -0.375 -0.215 -0.105 -5.693 0.000

(40) Regression results and scatter plot of Type 4

Source

Regression Coefficients
Std
Std
-95% +95%
Coefficient
Error Beta
C.I.
C.I.
0.309

0.520

t

Prob.

7.735

0.000

Intercept

0.414

0.054

proficiency

-0.096

0.020 -0.282 -0.134 -0.057 -4.894 0.000

(41) Regression results and scatter plot of Type 5

Source

Coefficient

Regression Coefficients
Std
Std
-95% +95%
Error

Beta

C.I.

C.I.

0.362

0.588

t

Prob.

8.311

0.000

Intercept

0.475

0.057

proficiency

-0.118

0.021 -0.345 -0.159 -0.077 -5.670 0.000

(42) Regression results and scatter plot of Type6
Regression Coefficients
Std
Std
-95% +95%

Source

Coefficient

Intercept

0.793

0.059

proficiency

-0.188

0.022 -0.449 -0.231 -0.145 -8.68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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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Beta

C.I.

C.I.

t

Prob.

0.677 0.910 13.38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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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gression results and scatter plot of Type 7

Source

Regression Coefficients
Std
Std -95% +95%
Coefficient
Error Beta
C.I.
C.I.

t

Prob.

Intercept

0.733

0.055

0.625 0.841 13.353 0.000

proficiency

-0.188

0.020 -0.477 -0.227 -0.149 -9.375 0.000

5. Discussion
(44) Proficiency levels acquiring a sequence with the lateral

1.
2.
3.
4.
5.
6.
7.

Types
l+stop, lm, l+fricative
stop + l
fricative + l
nl
ml
ŋl
ln

Acquired level
between beginner and intermediate
cannot
cannot
cannot
between intermediate and advanced
between intermediate and advanced
advanced

6. Conclusion
This paper has explored the influences of Korean phonology on the production of /l/ in English consonants
clusters. The results of the production experiments have shown that all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groups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are strongly influenced by Korean phonological rules. The extent
of native language interference in three Korean groups has differed from each other. In the case of a
stop or a fricative plus the lateral sequences and /nl/ sequence in English words, all the Korean groups
could not correctly pronounce the sequences. On the other hand, the advanced group produced /ml/, /ŋl/
and /ln/ sequences in the way native speakers of English do.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step to learn
how to pronounce consonant clusters including /l/. Hence, Korean learners of English would best be
taught /l/ plus stop or fricative and /lm/ sequence first, and then /ml/ and /ŋl/ sequences, and finally
the /ln/ sequence and stop or fricative plus /l/ and /nl/ sequence on thi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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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Perceptions of Asian Varieties of English:
A Pilot Survey of Korean Undergraduates
Fredrik R. Star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What do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ink of the varieties of English in use across Asia? How do
their impressions of these varieties compare with those of native-speaker varieties? This pilot study
offers preliminary answers to these broad questions.
1.1 Background
English is firmly established in Asia as a fundamental academic discipline and as a regional
lingua franca. Some language scholars have advanced the notion of English as a uniquely Asian
language and discussed the emergence of Asian Englishes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New Englishes worldwide (Kachru 1998, St. Clair 1999, McArthur 2003, Bolton
2005).
In the field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some have suggested that native-speaker norms of
usage may not be as relevant to learners as norms based on international usage (Johnson 1990,
Jenkins 2006, Kirkpatrick 2007, Nihalani 2008). Others have suggested that it might be best for
learners of English in Asia to be taught norms of usage specific to Asian contexts (Graddol
2006:115, Yano 2009). However, whether or not emerging international or regional Englishes
constitute stable teaching targets has also been the focus of much scholarly research and debate
(Seidlhofer 2001, Meierkord 2004, Mollin 2007). A related question remains as to how learners
themselves perceive the varieties of English used in Asia and elsewhere.
To my knowledge, the views of non-linguists specifically toward Englishes of Asia have not
been widely reported. In this study, I explore such views among a small group of undergraduates
in an English department at a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I measure their general perceptions of
Englishes used by people from Asian countries alongside those of Englishes used by people from
native-speaking countries. I also discuss some of their written views concern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nglish, the notion of language standards, and linguistic diversity in general.
One purpose in conducting this study was to see how students would rate varieties of English,
particularly Asian varieties, when such varieties are identified by country names. To do this, I
designed and conducted a survey that included area ratings, a method used in perceptual
dialectology whereby respondents are presented with names of speech areas (names of countries in
this study) and asked to rate them for subjective qualities like correctness and pleasan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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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purpose was to demonstrate to students the practice of conducting area ratings.
Demonstration was a form of learning-by-doing: Following the survey, I would discuss area ratings
in the course the students were taking. An underlying concern throughout the proceedings was to
determine if investigations of this kind among Korean undergraduates would yield results
concerning folk perceptions of English that would warrant further research.
1.2 Previous Studies
Perceptual dialectology, the study of non-linguists’ beliefs about language varieties, has been a
productive line of inquiry since around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with landmark studies
having been conducted in the Netherlands, Japan, and the US (Preston 1989). In describing how
people categorize and evaluate language differences, such research can offer important support to
general studies of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In some early US studies, Preston asked respondents to draw maps indicating where they think
dialect boundaries exist for American English. Respondents sometimes included positive labels for
certain dialects like standard, normal, and friendly. Eventually, Preston started asking respondents to
rate the speech in each of the 50 states for correctness and pleasantness on a scale of 1 to 10
(1993:345). Cumulative results of such area ratings show that the speech of New York City and
the South tends to be both well-known (salient) and stigmatized. Preston states: “[R]espondents
from all over the US confirm the myth that some regions speak better English than others, and
they do not hesitate to indicate that NYC and the South are on the bottom of that pile” (2005,
n.p.). Preston’s findings also show that people tend to rate their own dialects somewhat higher than
dialects in other areas. Furthermore, while Southern American speech tends to be rated low in
terms of correctness, it tends to be rated high in terms of pleasantness (Preston 2005).
Lindemann (2005) investigated folk perceptions of native and non-native varieties of English
among American undergraduates. Her study featured a country-rating task modeled on Preston’s
state-rating task. She asked 208 respondents to evaluate the English of students from 58 countries
in terms of four subjective criteria: familiarity, correctness, pleasantness, and friendliness. The six
most familiar varieties were, in order of rank: the Englishes of the US, Canada, the UK, Mexico,
Australia, and Jamaica. Rankings for the other three criteria revealed a somewhat different picture:
Just because a country’s English was considered familiar did not necessarily mean it was highly
regarded. For example, the English of people from Mexico ranked fourth in terms of familiarity,
but its other rankings were considerably lower: It placed 26 for correctness, 21 for pleasantness,
and 15 for friendliness. Lindemann also found that her respondents were quite unfamiliar with the
English of speakers from several countries included in her survey. This fact may have skewed
some the responses. According to Lindemann:
[T]he most negatively rated countries tended to be rated as very unfamiliar and were not
described at all, suggesting a less linear relationship between stigma and salience than that
found by Preston for native varieties. Here it appears that a total lack of familiarity
allowed respondents to make evaluations based completely on stereotypes, as they lacked
access to counterexamples that could neutralize or soften them” (20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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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emann rightly concludes her report with a suggestion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discover
how the biases of these college students compare to those of other populations” (2005:211).
It is in this spirit of pursuing further inquiry―with the aim of discovering how Korean
undergraduates would respond to a similar kind of survey―that I turned to the present study.

2. A Pilot Survey
2.1 Procedure
In the first week of the 2008 and 2009 spring semesters, I asked students in a course surveying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to complete a four-page questionnaire with items presented in
three sections. (The questionnaire appears in the Appendix.)
Section A of the questionnaire elicited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students. Section B
assessed students’ acquaintance with topics that would be covered during the semester. (Results to
answers in this section are not tabulated in this report.)
Section C contained two country-rating tasks modeled on those that have been used in previous
studies in the US (Preston 1993, Lindemann 2005). In the first task, students were presented an
alphabetical list of six inner-circle countries (identified as native-speaking countries on the
questionnaire) and asked to rate each country’s English in terms of four subjective criteria:
familiarity, correctness, pleasantness, and friendliness. The second country-rating task was virtually
identical to the first one, only this time students were asked to rate the English used in 23
countries in Asia.1)
At the end of the course in both semesters, I gave students a take-home assignment in which
they were asked to write answers to a set of question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English, its
present state, and its future status. Answers to three of the questions are discussed in the results
section below to provide a qualitative follow-up to the quantitative data provided in the country
ratings. (Passages from students’ written answers appear in the Appendix.)
2.2 Participants
Seven students were on han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in each semester. Thus, the total
number of initial participants in this pilot study was 14. All were undergraduate students at

1) Studies of English around the world are inevitably influenced by Kachru’s concentric circles concept, first
proposed in the early 1980s: the inner circle refers to countries where English is a native language, the outer
circle to countries where English is widely used a second language, and the expanding circle to countries
where English is learned as a foreign language and used in specialized contexts (Kachru 1992).
The circles model is useful but not without its critics. Bruthiaux (2003) points out one of its major
drawbacks: the model essentially "refers to sets of locations"rather than to particular English varieties or forms
of usage (172). Jenkins (2006) notes that it is not always clear whether Englishes in emerging domains of
use belong in the outer or in the expanding circle. Mesthrie (2006) describes an alternative taxonomy of
worldwide English in which metropolitan and regional standards exist alongside overlapping social dialects,
pidgins and creoles, as well as contact, learner, and hybrid varieties to capture the idea that "New Englishes
are ess dissimilar from L1 varieties, in terms of their historical development" (385). I use Kachru’s
terminology in this study, although with some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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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0 women and 4 men). Eight were seniors, five were juniors, and
one was a sophomore. Nearly all were English majors (two students were education majors, one
was majoring in German), and nearly all were native speakers of Korean (two were native speakers
of Russian). Their ages ranged from 21 to 54, but most were in their early 20s (mean 25, SD 8,
median 23). On the whole, the participants had studied English for an average of nine or more
years. Several had also studied other languages: German (eight participants) and Chinese (five
participants) were the two most common additional languages indicated. Nine participants had lived
or traveled overseas, while the other five had never done so.
2.3 Research Questions
1)

How do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rate national varieties of English used in
inner-circle countries?

2)

How do such students rate national varieties of English used in countries in Asia?

3)

What patterns emerge in students’ ratings of these national varieties of English?

4)

To what extent is the use of area ratings feasible for investigating folk perceptions of
national varieties of English, particularly Asian varieties, in the Korean context?

3. Results
Two participants did not complete Section C of the questionnaire. Their responses are not
included in the results below, and thus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to the country-rating tasks
was 12. All respondents gave ratings for each variety for familiar, but two did not give ratings for
all varieties for correct, pleasant, or friendly. This fact is noted in Tables 1 and 2.
3.1 Country Ratings
Table 1 shows how respondents ranked the English in six inner-circle countries in terms of the
four subjective criteria given in the questionnaire.
Familiar: Respondents were most familiar with the English used by people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was rated 9 (8.9) out of 10 on average. Familiarity with other varieties drops
steadily in the rankings. In comparison to the three most familiar varieties (American, British, and
Canadian English), the Englishes of Australia, New Zealand, and Ireland were notably unfamiliar to
this group of students.
Other Criteria: American English was also deemed the most correct, pleasant, and friendly
variety, although its pleasantness rating was a notch lower than the other three ratings it received.
Canadian English was rated friendlier and minimally more pleasant than British English. For most
inner-circle varieties, ratings for correctness were higher than ratings for the other criteria.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the three least-familiar varieties.
Table 2 shows how respondents ranked the English in 23 countries in Asia in terms of the same
four subjectiv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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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Results show that the most familiar variety was the English used in Korea, rated
almost 9 (8.6) out of 10 on average. Respondents also viewed Korean English as the most correct,
pleasant, and friendly English in Asia. Familiarity rankings for other Asian varieties appear roughly
to match a country’s geographical proximity to Korea. The familiarity rankings below Thailand
(ranked 10th) are uniformly low (2.8 or below), with several varieties receiving tie scor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able 1. Korean Undergraduates’ Ratings of English in Inner-Circle Countries
Rankings for familiar, correct, pleasant, and friendly are followed by the mean ratings (rounded to
the nearest tenth) on a scale of 1 to 10. Twelve respondents gave ratings for familiar. Ratings in
italics indicate that there were 11 responses. Ratings in bold indicate that there were 10 responses.
Country

Familiar

Correct

Pleasant

Friendly

US

1

(8.9)

1

(8.8)

1

(7.8)

1

(8.7)

UK

2

(7.4)

2

(7.3)

3

(5.9)

3

(5.3)

Canada

3

(6.3)

3

(6.9)

2

(6.0)

2

(6.6)

Australia

4

(4.4)

4

(5.2)

4

(4.6)

4

(5.0)

New Zealand

5

(3.2)

5

(4.7)

5

(4.3)

5

(4.2)

Ireland

6

(2.8)

6

(4.1)

6

(3.4)

6

(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able 2. Korean Undergraduates’ Ratings of English in Asian Countries
Rankings for familiar, correct, pleasant, and friendly are followed by the mean ratings (rounded to
the nearest tenth) on a scale of 1 to 10.

Twelve respondents gave ratings for familiar.

in italics indicate that there were 11 responses.

Ratings

Ratings in bold indicate that there were 10

responses.
Country

Familiar

Correct

Pleasant

Friendly

Korea

1

(8.6)

1

(6.8)

1

(7.1)

1

(7.8)

China

2

(6.2)

5

(5.3)

3

(4.7)

3

(5.4)

Japan

3

(5.9)

6

(5.1)

3

(4.7)

2

(6.5)

The Philippines 4

(5.1)

3

(6.1)

3

(4.7)

4

(5.0)

Russia

5

(4.9)

8

(4.5)

4

(4.5)

5

(4.7)

Hong Kong

6

(4.8)

7

(4.9)

4

(4.5)

7

(4.5)

India

7

(4.5)

4

(5.5)

2

(4.8)

6

(4.6)

Singapore

8

(4.0)

2

(6.4)

4

(4.5)

8

(4.2)

Taiwan

8

(4.0)

9

(4.3)

5

(3.6)

8

(4.2)

Indonesia

9

(3.7)

10 (3.6)

6

(3.2)

9

(3.5)

Thailand

10 (3.1)

11 (3.3)

8

(2.7)

1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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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11 (2.8)

14 (2.7)

10 (2.4)

13 (2.7)

Cambodia

11 (2.8)

15 (2.5)

13 (2.1)

17 (2.2)

Vietnam

12 (2.7)

13 (2.9)

13 (2.1)

14 (2.6)

Malaysia

12 (2.7)

12 (3.1)

9

(2.5)

12 (2.9)

Nepal

13 (2.6)

11 (3.3)

7

(2.8)

11 (3.2)

Pakistan

13 (2.6)

12 (3.1)

12 (2.2)

14 (2.6)

Bangladesh

14 (2.3)

15 (2.5)

16 (1.8)

15 (2.5)

Laos

14 (2.3)

15 (2.5)

11 (2.3)

16 (2.4)

Sri Lanka

14 (2.3)

13 (2.9)

14 (2.0)

13 (2.7)

Brunei

15 (1.9)

14 (2.7)

15 (1.9)

15 (2.5)

Bhutan

16 (1.8)

16 (2.0)

15 (1.9)

19 (1.9)

Burma

16 (1.8)

17 (1.9)

15 (1.9)

18 (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ct: The top ratings for correctness differ sharply from those for familiarity. The Englishes
of Singapore (6.4), the Philippines (6.1), and India (5.5) were respectively ranked second, third, and
fourth most-correct.
Pleasant: The ratings for pleasantness drop considerably after Korean English’s average rating of
7 (7.1).

Among several ratings ranging between 5 and 4, the English of India ranks highest (4.8),

the Englishes of China, Japan, and the Philippines rank nearly as high (4.7), while the Englishes
of Russia, Hong Kong, and Singapore (4.5) rank slightly lower.
Friendly: Friendliness ratings drop fairly uniformly after Korean English (7.8), with the Englishes
of Japan (6.5), China (5.4), and the Philippines (5.0) ranking second, third, and fourth highest.
Overall, the results in Table 2 indicate that this group of students was most familiar with the
Englishes used by people from Korea, China, and Japan and that they considered these varieties to
be somewhat more pleasant and friendly than other Asian varietie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is group of students considered the Englishes used by people from Singapore, the Philippines,
and India to be somewhat more correct than other Asian varietie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se students were largely unfamiliar with the varieties of English used in about half of the 23
Asian countries listed in the rating task.
3.2 Words of Students
The survey’s country-rating tasks broadly capture the respondents’ perceptions of English
varieties. To supplement the quantitative results, I examine here some statements from written
responses to a take-home assignment I gave to the respondents at the end of each semester.
(Longer passages appear in the Appendix.) I focus on answers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 What "standard" of English should be taught in Korean schools?
• “Dialects are dying out”: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 Will new Englishes develop into languages that are mutually incompreh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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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help to convey a more detailed picture of their general mindset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English, the notion of language standards, and linguistic diversity in general.
Below, selected statements from the responses are arranged in topic groupings.
Inner-Circle Englishes: Some responses explicitly mentioned such varieties: “American English is
really familiar with us,” “American English is most acceptable because of using widely,” “the
dialect that is international…is Californian,” and “[British] English is the first standard in English.”
These statements collectively reinforce the fairly commonplace idea that familiar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how a language variety is perceived.
Language Standards: What constitutes a standard variety?

A few students offered definitive

phrases like “normative for educated users,” “fixed form in writing,” and “common rules.” Several
made statements that suggest a fairly relaxed attitude concerning standards: “depends on person’s
taste,” “way of speech has developed learner’s own culture,” “people use different word by one’s
identification,” and “people who wanted talk with foreigner try to reduce their owns.”
Dialect Diversity: Some statements point to a general awareness of diverse speechways: “[it is]
hard to identify where a person comes from by their accent or dialects,” “People who speak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re increasing more than native English speakers,” and “we can
observe ‘other Englishes’ by using [communications media].”
New Englishes: Statements on this topic suggest that this group did not strongly perceive
emerging varieties of English as precursors to separate languages in their own right: “English
changes…but it does not change as much as being a different type of language,” “English that is
undergoing change can understand by each other (if there is effort),” “We are still not sure about
standard thing, but at least there are common rules, way of speech that we can share,” and
“constant [development] of English will let English keep authority as World language.” Yet one
student stated that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eties like Singapore English, “English has a
possibility to change like Latin.”
Table 3 gives a snapshot summary of the students’ answers to the three questions focused on
h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able 3. Tally of Korean Undergraduates’ Responses to Three Questions
What is Standard English?

Dialects are Dying Out?

Will English Fragment?

No standard

3

False

No

4

American English

2

Maybe

1

British English

1

Educated norm

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Summary of Results
Answers to the questions posed at the outset of this pilot study may be briefly outlin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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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undergraduates’ ratings of inner-circle varieties of English: American English was rated
highest for all four subjective criteria.

The Englishes used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Ireland

were rated relatively low in terms of familiarity. For most inner-circle varieties, ratings for
correctness were higher than ratings for the other criteria.
2) Korean undergraduates’ ratings of Asian varieties of English: Korean English was rated highest
for all four subjective criteria.

The Englishes used in about half of the 23 Asian countries listed

in the survey were rated very low in terms of familiarity.

The Englishes used in Singapore, the

Philippines, and India were rated second, third, and fourth highest for correctness.
3) Patterns in the ratings:

Familiarity appeared to be a factor in how highly varieties were rated

in terms of pleasantness and friendliness.

However, familiarity did not appear to be as important

in shaping how highly a variety was rated in terms of correctness:

some unfamiliar varieties were

rated relatively high for correct.
4) On the use of area ratings in the Korean context: This research technique appeared to be only
moderately feasible for studies of folk perceptions of varieties of English among Korean
undergraduates.

4 Comments
Results in this pilot study clearly need to be weighed carefully. Because it involved a drastically
small number of respondents, even the most reasonable conclusions can only be regarded as
provisional. Nevertheless, some of the findings may point to perceptions of English generally held
by English speakers in Korea and thus deserve some comment.
One prominent finding is that respondents were largely unfamiliar with the varieties of English
used by people from several of the countries listed in the two rating tasks; this was especially true
concerning countries in Asia. Thus, some ratings may have been based on speculation or
stereotypes of the English spoken by people from certain countries―a suggestion Lindemann (2005)
also makes in her report of American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native and non-native
varieties. A larger pool of respondents would perhaps have greater exposure to more varieties; such
a pool would perhaps give significantly different ratings. Yet the general lack of familiarity evident
in the results may also stem from the fact that English has a somewhat limited profile in parts of
Korea: Not all those who learn or use English in Korea, not even those with academic or personal
interests in it,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at length with people from all countries where English
is in use.
Another notable finding is that ratings for correct were higher than ratings for the other criteria,
both for native varieties and for Asian varieties that serve as first or second languages (specifically,
the varieties used in Singapore, the Philippines, and India). This finding supports the notion that
people in so-called expanding-circle countries like Korea look to more established varieties for
norms of English use (Kachru 1992, Mollin 200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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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ilot study also called into question the feasibility of using area ratings among
undergraduates, in Korea or elsewhere, to investigate folk perceptions of English. In the rating
tasks, varieties of the language were identified by country names; certain names may have been
trigger words for some respondents, who thus may have rated aspects of countries along with, or
instead of, the varieties of English spoken in them. A related speculation: Russia ranked fairly high
in the ratings, which may be because the respondents had considerable exposure to English
speakers from Russia, yet may also be because two of the respondents (out of such a small total)
were native speakers of Russian.
The most intriguing of these provisional findings were the words of the students themselves.
They composed their responses at the end of a course on the history of English, months after
completing the ratings. Thus, their words were likely shaped in part by course readings,
discussions, and the passing of time. Still, the directness and evenhandedness they conveyed suggest
rich potential for further studies of a qualitative nature into students’ views toward English.

5 Conclusion
This pilot study produced tentative findings concerning Korean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national varieties of English, particularly varieties used in Asian countries. Informants were most
familiar with American English and the English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y generally
viewed native varieties and more established Asian varieties positively in terms of correctness. They
also expressed general awareness and acceptance of diverse forms of English in use. This last
finding deserves further qualitative research and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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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Questionnair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Pre-Course Questionnaire
The purposes of this questionnaire: (1) to give your teacher some helpful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students in this class and (2) to start you thinking about the kinds of topics we will
cover this semester.
• Your participation will not impact your course grade in any way.
• This is an anonymous questionnaire. Please do not write your name on it.

A. Personal Background (Please circle your answers)
1.
2.
3.
4.
5.

Gender
Class Standing
Major
Country of Birth
Native Language

Male
Freshman
English
Korea
Korean
Korean
French

Female
Sophomore
Education
China
Chinese
English
6. Other languages
(Used and learned)
German
First digit
7. Age
0
1
2
Second digit
0
1
2
8. Number of Years Learning English
1
2

Junior
Other
Russia
Russian
Chinese
Japanese
3
4
3
4
3
4

Senior

5
5
5

Other
Other
Russian
Other
6
7
6
7
6
7

8
8
8

9
9
9+

9. How many university courses have you taken in the following areas?
Area of Study:
Literature in English
Linguistics
Practical English

Number
1 2 3
1 2 3
1 2 3

of Courses Taken:
4 5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11 12+

10. Have you ever traveled or lived outside your native country? If so, for how long?
Sojourn

Years

Months

Days

st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

2nd digit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

st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

1 digit

Shortest

1 digit

Longest
nd

2

digit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

B. Concerning English and Its Development (Circle and/or write in your answers.)
1. In each set below, which sentence is most acceptable to you? (Circle one answer.)
(a) i. Every student should bring his books to class each day.
ii. Every student should bring their books to class each day.
iii. Every student should bring his or her books to class eac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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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 There’s a man at the door wants to see you.
ii. There’s a man at the door who wants to see you.
iii. There’s a man at the door that wants to see you.
(c) i. Then I went, “See you later and good luck.”
ii. Then I was like, “See you later and good luck.”
iii. Then I was all, “See you later and good luck.”
iv. Then I said, “See you later and good luck.”
2. Circle the word pairs that sound alike when you read them aloud:
ate, eight Iceland, island
bird, beard

knight, night

dead, deed

bed, bead

heard, herd

die, day

3. In each row (A, B, and C), the three words have the same meaning but can express different
degrees of formality.

Rate each word on a scale of 1 to 10 according to how formal it

seems
to you.
1 = the least formal

10 = the most formal

Row A:

___ rise (v)

___ mount (v)

Row B:

___ ask (v)

___ interrogate (v) ___ question (v)

Row C:

___ libation (n)

___ beverage (n) ___ drink (n)

___ ascend (v)

4. For each statement, circle True or False and mark how certain you are of your answer.
1 = the least certain

10 = the most certain

Your Certainty:
(a) The majority of words in Modern English derive from Latin.

T

F

(b) English has the same grammar as Latin.

___
T

F

T

F

___
(c) Englis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UK.
___
(d) English is the most widely spoken language in the world today.

T

F

___

C. English around the World
How familiar are you with the forms of English used in each country listed below? In which
country (or countries) do you feel people use the most correct forms of English? The most
pleasant English? The most friendly English?
• Correct English refers to English that seems most acceptable to you.
• Pleasant English refers to English that seems most appealing to you.
• Friendly English refers to English that seems most welcoming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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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Using a scale of 1 to 10, rate each country’s English by writing a score in each
space next to that country’s name.
1

= The Least Familiar/Correct/Pleasant/Friendly English

10 = The Most Familiar/Correct/Pleasant/Friendly English
Note that you can use all numbers between 1 and 10, and you can repeat a score as many
times as you like. (Countries can tie.)
Group 1: Native-Speaking Countries
Country
Australia
Canada
Ireland
New Zea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Familiar

Correct

Pleasant

Friendly

Please do this task again for the countries in Group 2, on the next page.
(OVER)
1

= The Least Familiar/Correct/Pleasant/Friendly English

10 = The Most Familiar/Correct/Pleasant/Friendly English
Group 2: Countries in Asia
Country
China
Hong Kong
Japan
Korea
Mongolia
Russia
Taiwan
Cambodia
Laos
Vietnam
Brunei
Indonesia
The Philippines
Malaysia
Singapore
Thailand
Bangladesh
Bhutan
Burma
India
Nepal
Pakistan
Sri Lanka

Familiar

Correct

Pleasant

Friendly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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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Words of Students
Q: What "standard" of English should be taught in Korean schools?
A: "In the past, I thought that 'American English' is standard English because American English
is really familiar with us, and we got lot's of influences. Therefore, I thought 'American English'
should be taught in school. However, after I met lot's of people, I've changed my mind. Some
people prefer 'British English' and some people prefer 'Australian English' and etc. I realized that
'standard English' depends on person's taste. so I think there is no standard English and we
can teach any English in our school. We live in the world, so we have to open and accept
different kind of English..." [Junior, 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9].
B: "The English learner has learned English for many purpose. It's purpose not only speak
American but also speak various ethnic who can communicate in English. Although English has
fixed form in writing, way of speech has developed learner's own culture or custome…. So
established standard in school teaching is difficult, I think education system just should make
environment for student in which multi-cultural English can be accepted..."
[Se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9]
C: "The reason we are learning English is to use it to communicate with people who are not
living in Korea and who can't use Korean.... Of course any English is acceptable when we want
to talk in English but Englishes are a little different so some misunderstanding may happen. And
to make conversation more clearly we need to choose one of Englishes which is more acceptable
by lots of people so I think American English is most acceptable because of using widely..."
[Junior, 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9].
D:
"...standard generally applied to a form of the English language that is thought to be
normative for educated users. But, how much students experience American culture, he can
speak American English as if it were his native language? Maybe it is impossible..." [Ju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8]
E: "I think that the Korean schools should teach the London English. Because London English
is the first standard in English. Of course, America English and Canada English is also very
important. But I think that British English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Englishes. Because
British English is originally English in the language..." [Se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8]
F: "...if to speak about English language, I think, standard is something that is wide known, and
it is not the dialect that most of native speakers use, but the dialect, that is international. And
my suggestion is that this dialect is Californian one because most of the films, TV shows, songs,
that are world-known, are produced in this region..."
[Junior, 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8]

Q: "Dialects are dying out":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G: "Although our life is always controlled by 'standard English (or mother tongue), but each of
people use different word by one's identification--sex, social group, mentality, living place etc.
Considering individual distinct language, that statement is false...
[Ju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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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ialects are dying out.' This
could know the fact that the local
features of Appalachian dialect....
person comes from by their accent

statement might not be true.... From the DVD presentation I
talk was still distinctive and vigorous and there are so many
And in class's funny quiz I was hard to identify where a
or dialects..."

[Ju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8]

Q: Will new Englishes develop into languages that are mutually incomprehensible?
B: "Basically people learn English for communicate the foreigners. So people who wanted talk
with foreigner try to reduce their owns consicously. And TV, movie and internet carry varieties of
world English. That mean English that is undergoing change can understand by each other (if
there is effort) since English has SVO form. It has rarely added function word in English but
contents words seem like pop out every day every where..." [Se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9]
H: "[T]oday, it is no problem to listen to the English speakers everywhere in the world by
Television, Internet, Phone, etc. We are still not sure about standard thing, but at least there are
common rules, way of speech that we can share....[and] we can store information endlessly.
2000 years ago, paper was not commonly used. Lacking of means of storage, Latin was getting
farther from people's usage, and people began to speak their own developed language though
they still adopted lots of Latin word. But today, it is impossible to remove all the records of
English..." i[Senior, 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9]
I: "I think English will extend it's the authority as World Englishes. English has developed and
will continue developing constantally. Because English has developed own 'standard' and it
became own characters.
In this way, constant developes of English will let English keep
authority as World language." [Senior, femal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9]
J:
"In the near future, the major factor that causes a dramatic change in English is the
proportion of English speakers. People who speak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re increasing
more than native English speakers. The words, grammar, and pronunciation in Singapore are
much different from American English. If it is continued, English has a possibility to change like
Latin..." [Se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8].
K: "English changes according to the unique set of circumstances where it is spoken. It is
inevitable, but it does not change as much as being a different type of language. English has a
common grammar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stated clearly in dictionaries and references. This
is the one of the reasons which keep English from changing dramatically. It also means that
written language rarely change because it stick to the settled rule. Also, communication skills are
highly developed in these days, which suggests we can observe 'other Englishes' by using such
methods. It makes people possible to catch up with current change. In this case, not only do
communication skills enable to protect established English, but they also contribute to the
changes..." [Junior, fema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pr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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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접속문의 의미해석의 차이
Semantic Differences of 'And'-conjoined Sentences
박영순
(경상대학교)

1. 서

론

(1) a. John sang and danced.
b. John sang and John danced.1)
(1a)는 절단위미만 접속문으로 술어부 sang과 술어부 danced를 and로 연결시켰으며, (1a)의 문
장에서 and이하에 주어 John을 발현시켜 놓으면 (1b)와 같이 절단위 접속문으로 되며, 이 두
문장들은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 a. Some student sang and danced.
b. There was some x2)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sang and x danced.
위의 문장은 ‘학생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개체 x가 있다’의 뜻으로 주어 some student를

and이하에 발현시켜서 절단위 접속문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3) a. Some student sang and some student danced.
b. There was some x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sang and there was some y such
that y was a student and y danced.
(3)의 문장의 의미는 ‘x가 학생이며 x는 노래부르는 어떤 개체 x가 있으며 y는 학생이며 y는
춤을 춘 어떤 개체 y가 있다’로 해석이 되므로, 이런 현상은 절단위 접속문과 절단위미만 접
속문이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는 (1)의 문장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절단위미만 접속문에서 and이하에 잉여자질인 주어가 다시 발현되어 절단위 접속문이 되었을
때의 두 문장의 의미해석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예문을 통해 두 문장 간에 의미적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의미해석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 각 문장의 주어논항의 자
리에 오는 명사구의 의미자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공통된 주어
논항의 의미자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해석의 차이를 일으키는 문장들
1) Huddleston and Pullum(2002)에 의하면 (1a)의 문장들과 같이 문장전체의 주어가 발현된 상태에서 접속사
and앞, 뒤로 대등한 구와구로 연결된 문장을 절단위미만 접속문(subclausal coordination)이라 부르고, (1b)
의 문장들처럼 접속사 and이하에 문장 전체의 주어가 발현되어 절과 절로 연결된 문장을 절단위 접속문
(clausal coordination)이라고 부른다. 또한 문장전체의 주어가 and이하에 드러났을 때 비록 통사적인 도출
과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는 동일하다고 말한다
2) 양화사 옆의 x 는 변수(variable)로 이 양화사가 이 변수에 의해 제한되어 양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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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구조와 의미해석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문장들의 의미구조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해석
2.1 의미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단위미만 접속문에서 문장전체의 주어를 and이하에 발현하였을 때

Some student sang and danced와 같은 문장은 의미해석이 다르다. 다음으로 이런 의미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예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먼저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4) a. This piano is expensive and rare.
b. This piano is rare and expensive.
(5) a. He was late to school and was scolded by his teacher.
b. He was scolded by his teacher and was late to school.
위의 문장 (4),(5)은 모두 술어부가 and로 연결된 절단위미만 접속문이다. 문장 (4a)는 술어부간
의 자리를 바꾸어 (4b)와 같이 나타내어도 의미해석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반면에 (5a)는 ‘그
는 학교에 늦었다 그래서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다’의 의미로 접속사 and는 원인
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앞, 뒤로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5b)과 같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고 그는 학교에 늦었다’로 의미적으로 달
라진다. Lakoff(1971)는 (4)의 문장처럼 연결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의 and를

‘대칭적(symmetric)’ and라 하고, (5)의 문장처럼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의 경우의 and를 ‘비대칭적(asymmetric)’ and라 불렀다. 이런 비대칭 and구문은 시간 순서
의 관계, 원인-결과의 관계, 이유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보인다.3) 이런 and의 다양한 역할
과는 상관없이 본 연구의 목적은 접속사 and로 연결된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과
의 의미해석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연구의 목적상 Lakoff의 분류에 의해 앞 문장과 뒷 문장
을 바꾸어도 서로 의미적으로 변화가 없는 대칭적 and만을 대상으로 하며 술어부의 구성도
같은 의미자질로 연구 범위를 제한할 것이다.4)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해석의 차이를 일으
키는 예문들은 아래와 같다.

(6) a. One candidate sang and danced.
b. One candidate sang and one candidate danced.
3)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의 중의성을 제안했던 영어 등위접속구조의 중의성 연구 (박찬규 2004)에서는
접속사 and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4) 이런 의미해석의 차이를 일으키는 현상은 아래의 두 문장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 * Ann left and stayed behind.
b * Ann left and Ann stayed behind.
c * Some student left and stayed behind.
d Some student left and some student stayed behind.
절단위 접속문인 (4b)은 절단위미만 접속문인 (4a)과 마찬가지로 Ann이라는 개체가 양립할 수 없는 두
술어부의 자질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의미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문장이 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4d)에 대응하는 절단위미만 접속문인 (4c)는 의미적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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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Two boys are cute and small.
b. Two boys are cute and two boys are small.
(8) a. At least two students are handsome and lazy.
b. At least two students are handsome and at least two students are lazy.
(9) a. At most two men are old and tired.
b. At most two men are old and at most two men are tired.
(10) a. A few animals were in the barn and ate food.
b. A few animals were in the barn and a few animals ate food.
(11) a. No number is even and odd.
b. No number is even and no number is odd. (Kempson 1977)
위의 예문들을 나열해볼 때 주어논항에 ‘수양화사(numeral quantifier)'나 일반양화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해석의 차이를 일으키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화사 most가 들어간 절단위미만 접속문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12) a. Most students sang and danced.
b. Most students sang and most students danced.
만일 Most dogs are domestic이 참이면 개의 집합 중 더 큰 부분이 길들여져 있는 자질의 집
합과 교차한다. 즉 길들여져 있는 자질의 집합과 개집합의 교집합은 개집합의 나머지보다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12a)의 의미는 노래부르고 춤을 추는 자질의 집합과
학생의 교집합이 학생집합의 나머지 집합보다 더 크다. (12b)는 ‘노래부르는 자질의 집합과 학
생의 자질을 갖는 집합의 교집합은 학생집합의 나머지 보다 더 크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질
의 집합과 학생의 자질을 갖는 집합의 교집합은 학생집합의 나머지 보다 더 크다’이다. 하지
만 (12b)에서 and앞의 주어논항 most students와 and뒤의 주어논항 most students는 같은 집합의
학생들이 술어부의 자질을 가질수도 있는 반면에, 노래부르는 집합을 가지는 절반이상의 학생
들과 춤을 추는 자질을 갖는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대상이 수 있다.
따라서 most를 주어논항으로 삼는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2. 의미해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
앞에서는 주어논항에 양화명사구가 온 경우에 의미해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러면 모든 양화명사구를 주어논항으로 가진 문장에서는 모두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차이를 발생하는 것인가? 이를 위해 양화사 every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13) a. Every student sang and danced.
b. For all x’s such that x’s were students, x’s sang and x’s danced.
문장 (13)은 ‘모든 개체 x에 대해서, x는 학생이라면 x는 노래 불렀고 x는 춤을 추었다’이다.
위의 문장에서 and이하에 문장전체의 주어 every student를 삽입하여 절단위 접속문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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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과 같다.

(14) a. Every student sang and every student danced.
b. For all x‘s such that x’s were students, x‘s sang and for all y’s such that y‘s were
students, y’s danced.
(14)은 ‘모든 개체 x에 대하여 x는 학생이라면 x는 노래불렀고 그리고 모든 개체 y에 대하여
y는 학생이라면 y는 춤을 추었다’로 해석이 된다. 이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자질을 가진
개체들이 학생의 자질을 만족시키는 집합의 자질을 가진 개체들로서, and 앞의 학생들과 and
뒤의 학생들이 같은 자질을 가진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러한 의미해석을 반영한다면 (14b)의
두 변항 x, y 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같은 개체 값을 부여받으므로 절단위미만 접속문 (13)과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양화사 중에서도 every는 의미적으로 해석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칭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살펴보자.

(15) a. He sang and danced.
b. He sang and he danced
(16) a. Hi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and to sing songs.
b. Hi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and his hobby is to sing songs.
서론에서 절단위미만 접속문 John sang and danced와 절단위 접속문 John sang and John

danced는 의미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주어논항에 인칭대명사
‘He'를 포함하는 문장도 마찬가지다. 즉, (15a)은 sang & danced(he)의 의미로 노래 부르는 자질
과 춤을 추는 자질들 속에 개체 he가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 된다는 의미이며 (15b)는 sang(he)

& danced(he)의 의미로 노래 부르는 자질 속에 개체 he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춤을 추는
자질 속에 개체 he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두 문장사이에
는 의미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16a)는 음악을 듣는 자질들의 집합과 노래를 부르는 자질들
의 집합 속에 그의 취미(his hobby)가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 되며, (16b)는 음악을 듣는 자질
속에 그의 취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자질 속에 그의 취미가 포함되어 있
으면 참이 되므로 두 문장은 같은 의미해석을 가진다.

(17) a. The circle is inside the square and is dark
b. The circle is inside the square and the circle is dark. (Portner 2006 : 16)
주어논항에 the 한정명사구가 온 절단위미만 접속문인 (17a)의 문장은 ‘동그라미가 사각형 안
에 있고 검다’의 의미가 나오며 and이하에 문장전체의 주어 the circle을 발현시킨 (17b)는 ‘동
그라미가 사각형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동그라미는 검다’의 의미로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양화구 명사, 즉 고유명사, 인칭대명사, the를 포함한 명사구등은 절단위 접속
문과 절단위미만 접속문의 의미해석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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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미해석에 따른 분류
이런 관찰을 토대로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사이의 의미해석이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은 문장들의 주어 논항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5)

<표 1>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일치여부에 따른 주어 논항 분류
절단위미만 접속문

절단위미만 접속문

= 절단위 접속문

≠ 절단위 접속문
•수(numeral)을 포함한 명사구(Num N의 형태) (one student)
•some을 포함한 명사구
(some student)
•‘at least + 수’를 포함한 명사구
(at least two students)
•a few를 포함한 명사구
(a few students)
•‘at most + 수’를 포함한 명사구
(at most two students)
•most를 포함한 명사구
(most students )
•no를 포함한 명사구(no student)

•인칭대명사 (they / she)
•한정명사(the boy)
•고유명사(John)
•every를 포함한 명사구
(every student)

3. 논항의 종류에 따른 접속구문의 의미해석
3.1 의미 차이를 일으키는 주어논항의 의미해석
some과 같은 양화사를 존재양화사(existential quantifier)라 부르며, 기호는 ‘∃’로 나타낸다.
이러한 존재양화사는 a/an 또는 some이 들어있는 명사구나, there is와 같은 문장을 번역할 때
사용된다. 표현 ‘∃’는 There is an x나, There is at least one thing x로 나타내며 존재양화사는
적어도 담화세계의 한 원소가 양화사를 뒤따르는 문장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명사구의 유형(type)면에서 살펴보면 주어의 명사구 some student는 한정사(determiner) some과
명사 student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화사 some의 유형은 <<e,t>,<<e,t,>,t>>로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양화사 some, most , no가 주어논항에 들어간 문장의 의미해석을 살펴보자.

(18)

a. Some student sang.
b. For at least one x, x was a student and x sang.
c.〚some〛=

λf∊D<e,t>. [ λg∊D<e,t>. there is some x ∊De such that f(x) = 1

and g(x)=1]
A: student의 집합
A

B

B: sang의 집합
A∩ B: some student sang의 집합

<그림 1 : 양화사 some과 술어부와의 집합관계>(Heim and Kratzer 1998: 148)
5) 단 의미이해를 돕기 위해 술어부의 자질은 모두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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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 Most students are hardworking.

(Saeed 2003)

b. Most (A, B) = 1 iff ∣A ∩ B∣＞ ∣A - B∣

A: student의 집합
A

B: are hardworking의 집합

B

<그림 2 : 양화사 most와 술어부와의 집합관계>
위의 그림에서 students의 집합이 A이고 are hardworking의 집합이 B라고 한다면 가운데 교
집합은 학생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집합의 수(∣A ∩ B∣)로, 이 수가 학생이지만 열심히 일하
지 않는 집합의 수(∣A - B∣)보다 클 때 참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양화사 no에 알아
보자. 함수개념을 도입할 경우 양화사 no는 some과 같은 존재양화사와 부정(negation)의 결합
으로 표현된다.6)

(20) a. No student sang.
b. There was no x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sang.

c. 〚no〛= λf∊D<e,t>. [ λg∊D<e,t>. there is no x ∊De such that f(x) = 1 and g(x)=1]

양화사 no의 의미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논항 x의 자질과 동사구 논항의 자질을 만족시키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의미로 (21)와 같이 기술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Heim and Kratzer 1998: 148)

(21) For any A, B ⊆ D :
Fno = ⋋<A, B>: A ≠ ∅ . A ⋂ B = ∅

A: student의 집합
A

B

B: sang의 집합

<그림 3 : 양화사 no 와 술어부와의 집합관계>
위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어논항에 오는 양화표현 no는 주어부의 명사논항의 자질과 술어부
의 자질사이에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만 참이 된다는 사실이다. 아래는 그밖의 양화사의 어휘
항목과 이를 집합으로 나타낸표현이다.

6) Kearns(2000)도 양화사 no를 some과 같은 존재양화사(∃)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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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one〛= λf∊D<e,t>. [ λg∊D<e,t>. there was exactly one x ∊De such that f(x) = 1 and g(x)=1]
b. For any A, B ⊆ D: Fone = ⋋<A, B>: A ≠ ∅. ∣A ⋂ B∣= 1.
(23) a Few students sang.
b There were few x's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sang.
c. Ffew = ⋋<A, B>: A ≠ ∅ . ∣A ⋂ B∣ is small.
(24) a At least three students sang.
a' There were at least three x's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sang.
b At most three students sang.
b' There were at most three x's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sang.
(24a)는 ‘적어도 3명의 학생인 개체 x에 대해서 x는 학생이며 x는 노래불렀다.’이며 (24b)는
‘기껏해야 3명의 학생인 개체 x에 대해서 x는 학생이며 x는 노래불렀다’로 이를 집합으로 각
각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a. Fat

least three

= ⋋<A, B>: A ≠ ∅ . ∣A ⋂ B∣≥ 3.

b. Fat

most three

= ⋋<A, B>: A ≠ ∅ . ∣A ⋂ B∣≤ 3.

Fat

least three는

두 집합 간에 공집합은 아니라 적어도 3개 이상의 집합이며,

Fat

most three는

두

집합간의 교집합이 3개이거나 3개미만의 경우를 나타낸다.

3.2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주어논항의 의미해석
(26) a. Every student sang.
'For everyone x, if x was a student then x sang.'
b.〚every〛= λf∊D<e,t>. [ λg∊D<e,t>. for all x∊De such that f(x) = 1, g(x)=1]
c. For any A, B ⊆ D : Fevery = ⋋<A, B>: A ≠ ∅ . A ⊆ B.
every나 all과 같은 양화사를 보편양화사(universal quantifier = ∀)라 부르며 영역(domain)안의
개체들의

전체집합(universal

set)을 표현한다..

보편 양화사의

의미는

‘every'

또는 'for

everything/everything it holds that'로 변항 x를 ‘모든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정한다
(Allwood, Anderson, Dahl 1971). 위에서 기술한 양화사 every의 의미는 함수연산자인 한정사
every에 명사 student를 논항으로 결합하고 다시 술어부를 논항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위 문장
의 의미는 ‘모든 개체 x 에 대해서, x가 만약 학생이라면 x는 노래를 불렀다‘이며 이를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eim and Kratzer 1998: 148)

B

Av

A: student의 집합
B: sang의 집합

<그림 4 : 양화사 no 와 술어부와의 집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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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ery는 A의 집합이 집합 B에 모두 포함이 된 상황을 의미하므로 학생들의 집합이 술어부
의 노래 부르는 집합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있으면 참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고유명사
의 의미해석을 살펴보자.

(27) a. John sang
고유명사가 포함된 위의 문장은 ‘Sang(John)’으로 노래 불렀던 개체의 집합 속에 John이라
불리는 개체가 포함되어 있어 있어야 참이 된다. 다음으로 the를 포함한 한정명사구의 의미해
석을 살펴보자. the 한정명사구는 정관사 the와 유형이 <e, t>인 보통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관사 the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이 중 가장 오랫동안 확고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Russell(1905)의 정관사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 따라 Montague(1970)는 아래의 문장

(28a)을 (28b)과 같이 형식화하였다.
(28) a. The happy student sang.
b. ∃x[∀y[(happy(y) ∧ student(y)) ↔ (x=y)] ∧ sing(x)]
위의 진리조건은 ‘노래를 부른 개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학생인 모든
개체가 노래 부른 개체와 일치한다.'면 참이 된다. 이것은 행복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개체가
담화세계에서 단지 하나 존재한다면 이 공식이 참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29a)는 정관
사 the의 어휘항목을 함수측면에서 기술한 것이고 이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29b)과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 그 의미는 A가 단 하나이며 X는 〚A〛의 유일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그런 X의
집합이다. (Russell 1905)

(29) a.〚the〛= λf∊D<e,t> and there is exactly one x such that f(x) = 1. the unique y such that
f(y) = 1.

b.〚the A〛 = {X⊆U :for some u ∊ U, 〚A〛= {u} and u∊ X}
결국 The boy sang과 같은 문장의 의미에서 정관사가 포함된 한정명사구 the boy는 가능세
계에서 소년은 단 하나이며 노래를 부르는 집합의 유일한 구성원이 소년이라는 의미를 가리
킨다.

4. 제

안

지금까지 각각의 주어논항의 의미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의미차이를
일으키는 양화사들과 그렇지 않은 양화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의미차
이를 결정하는 자질과, 양화사는 아니지만 양화사 every처럼 의미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고유
명사나 한정명사와 양화사 every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 <표2>는 양화사가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개체 가운데 얼마만한 양(quality)이 주
어진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 로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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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체성에 의한 의미자질구분
<표 2 >양화사가 가리키는 양의 비율
양화사의 종류

주어진 범위 (domain)내에서 양화사가 가리
키는 양 (quantity)의 비율

every, all

quantity = 100 %

most, many
a few, a little

0 % ＜ quantity ＜ 100%

at least two, at most two
some
no

quantity =

0%

위의 표를 살펴보면, 양화사 every가 가리키는 양의 비율은 100% 로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개체의 속성을 가리키며, 그 아래의 중간단계에 있는 양화사 some, a few, at least two, at

most two 등은 개체의 속성을 최소한 하나이상을 만족시키거나, no는 개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양화사가 가리키는 양의 비율 <표2>와 앞에서
나타낸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일치여부에 따른 주어 논항 분류 <표1>을
비교해보면 서로 공통점이 있다. 즉 <표1>의 의미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왼쪽 분류에 속한 논
항들, 즉 인칭대명사, 한정명사, 고유명사, 양화사 every와 <표2>의 양화사 every처럼 주어진
범위 내에 모든 개체의 속성을 100% 가리키는 양화사 every와의 공통점은 모두 술어부의 자
질속에 주어논항의 자질들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미차이가 나는 <표1>의 오른쪽 분류
에 속한 논항들과 <표2>의 every를 제외한 모든 양화사들, 즉 최소한 0%인 no와 0%보다는 크
며 100% 보다는 작은 개체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양화사 some, most, a few, at least등이 일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화사가 가리키는 양에 대한 비율<표2>와 문장의 의미일
치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주어논항들을 분류해 놓은 <표1>을 비교해 볼 때, 절단위미만 접속문
과 절단위 접속문사이의 의미차이발생은 주어자리에 오는 논항의 자질이 술어부의 자질을 가
진 집합속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해석의 차이를 일으키
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어논항의 의미자질인 전체성[WHOLE]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즉 주어논항이 술어부와 관련되는 집합의 범위가 모두 해당될 경우 [+WHOLE]의 의미자질을
가져서 절단위 접속문과 절단위미만 접속문의 의미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주어논항이 술어부
의 자질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거나 전혀 포함되지 않을 때는 [-WHOLE]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절단위 접속문과 절단위미만 접속문사이에는 의미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다음과 같이 <표3>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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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분류
절단위미만 접속문

절단위미만 접속문

= 절 단위 접속문

≠절 단위 접속문

두 개의 술어 부를 and로 연결한 접속 두 개의 술어 부를 and로 연결한 접속
의

미

구문과 and 이하에 주어가 발현된 문장 구문과 and 이하에 주어가 발현된 문장
간의 의미해석이 같은 문장

차이기준

간의 의미해석이 다른 문장

•주어논항이 갖는 의미자질이[+WHOLE] •주어논항이 갖는 의미자질이 [-WHOLE]
•고유명사

주어논항의 •인칭대명사
•정관사 포함 한정명사
종류
• 양화사 every

• some, one, a few, most
• at least 수량사
• at most 수량사
•양화사 no

위의 <표3>를 바탕으로 Every student sang and danced 와 Every student sang and every

student danced 문장의 의미차이의 유무를 설명할 수 있다. 양화사 every는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개체의 양을 모두 포함하여 [+WHOLE]의 자질을 지니므로 and이하에 주어 every student
가 발현되어 문장 간 접속이 되어도 주어진 영역내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절단위 접
속문 Some student sang and some student danced의 경우 양화명사구 some student는 주어진 범
위내의 학생의 개체의 양을 가리키는데 있어서 전체성이 아닌 [-WHOLE]의 의미자질을 가진
다. 따라서 and앞의 문장에서 주어some student가 술어부의 자질 속에 적어도 하나이상은 포함
되지만 every처럼 전체가 포함은 되지 않으며 또한 and이하의 문장에서도 some student가 술어
부의 자질 속에 전부 포함되지는 않음으로 and 앞, 뒤의 학생이 다른 개체를 가리킬 수 있으
므로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가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제시한 전체성[WHOLE]의 의미자질로 두 문장간의 의미해석차이의 설명이 가능하다.

4.2 주어논항에 있는 고유명사와 한정명사의 전체성
그러면 양화사이외에 주어논항에 오는 고유명사나 정관사를 포함한 명사구는 흔히 취급되
는 것처럼 집합관점이 아닌 개체(individual)관점을 고려했을 경우 어떻게 전체성[WHOLE]의
유무로 의미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30) a. John sang.
b. sang(Lee)
위 문장의 의미는 노래 불렀던 개체들의 집합 속에 Lee 라는 개체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는
술어부의 자질을 갖는 개체 수는 오직 주어인 Lee 하나 뿐이므로 영역 내에서의 유일한 개체

Lee가 술어부속에 완전히 포함되었으므로 [+WHOLE]의 의미자질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고유명사의 [+WHOLE]의 의미자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이론으로는 일반양화사 최이
론(generalized quantifier theory)으로 실제로 고유명사를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나의 개체가 아니
라 속성들의 집합 즉 집합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 (Barwise and Coop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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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는 고유명사 John이 단수 정한정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John의 의미
는 ∥the 1[y=j]∥로 표상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어논항에 오는 고유명사는 양화사 every
처럼 술어부의 자질 속에 완전히 포함되기 때문에 [+WHOLE]의 의미자질을 가져서 절단위미
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에서의 의미해석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고유명사를 양화사와 같이 집합 속의 집합으로 보는 또 다른 견해는 Montague (1974), Barwise

and Cooper(1981), Zwarts(1983)등은 고유명사 John이나 인칭대명사 he, 한정명사구 the king of
France, 양화명사구 every man등과 같은 표현은 모두 명사구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며, 이들
을 모두 양화 명사구 <<e,t>,t>>라는 의미유형을 가지는 단일 통사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로 분
석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고유명사 John은 양화사 every와 같은 속성을 가지므로 절단위
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사이의 의미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WHOLE]의 의미자질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명사구와 전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Russell(1905)에 의하면 개체를 가리키
는 지시는 단순하며 직접적인데 그 이름의 의미 값은 단순히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물로
기술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가진다고 한다. 즉 그 기술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개체가
있어야 하며, 그 개체는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구사항을 흔히 존재의무

(existential commitment)(그런 사물이 있다)와 유일성 조건(uniqueness requirement)(단 하나만 있
다)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조건으로 Russell은 정관사 ‘the’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31) The king of France is bald
∃x(KING OF FRANCE(x) & ∀y(KING OF FRANCE(y) → y = x) & BALD(x))

'There is an x such that x is a King of France, and any y which is a King of
France is the same object as x, and x is bald.'
a. 'There is a King of France'(existential commitment)
b. 'There is no King of France other than x or there is only one King of France'
(uniqueness requirement)
c. 'He is bald'
여기서 The King of France is bald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31a-c)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합된 세 명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들 중의 어느 것이라도 거짓이면 전체명제는 거짓이
다. 프랑스가 공화국이라면 The King of France라는 기술은 아무 것도 지시화지 못한다. The

King of France is bald가 거짓 명제를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 (31a)절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관사 the가 포함된 아래예문을 살펴보자.

(32) a. The desk is new.

b. 〚being new〛∊ {X⊆U :for some u ∊ U, 〚A〛= {u} and u∊ X}

위의 문장은 〚new〛∊〚desk〛일 때 그리고 이때만 참이다. 즉 정확히 하나의 책상만 있어야
하며, 그 책상이 새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주어의 논항이 되는 책상의 수가 단 하나이며 동
사구는 유일한 개체 책상을 포함하는 집합으로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the를 포함한 한정명사
구는 동사구의 자질 속에 완전히 포함되는 100 %를 가리킨다. 따라서 주어논항에 오는 the를

173

한국언어과학회 2009년 여름학술대회

포함한 한정명사구와 고유명사는 [+WHOLE]의 의미자질을 가짐으로써 필자가 주장한 총체성

[WHOLE]의 의미자질의 유무에 따른 의미해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4.3 절단위 접속문과 대화의 격률
지금까지 필자는 절단위 접속문에서 주어의 잉여자질의 생략으로 절단위미만 접속문이 되
었을 때 의미차이가 발생여부를 전체성 [WHOLE]의 의미자질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절단위
접속문의 경우에 몇몇의 문장은 실제로 다양한 의미해석을 야기시킨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 한급에 학생의 집합이 1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student∥= {S
₁,S₂,S₃,S₄,S₅ ,S₆ ,S₇ ,S₈ ,S₉ ,S10} 이런경우에 a few가 주어논항에 오는 아래 절단위 접
속문 (33)에서 가능한 의미해석은 (33a, b, c) 3가지로 예시될 수 있다.

(33) A few students sang and a few students danced.
a. Case 1 : ∥sang∥= {S₁,S₂,S₃,}
∥danced∥= {S₆ ,S₇ ,S₈ }

b. Case 2 : ∥sang∥= {S₁,S₂,S₃}
∥danced∥= {S₂,S₃,S₄,S₅,}

c. Case 3 : ∥sang∥= {S₁,S₂,S₃}
∥danced∥= { S₁,S₂,S₃}

(33a)의 경우는 노래를 부르는 학생은 전체 10명중에서 3명이며, 춤을 추는 학생도 명이지만
이 3명은 각각 다른 개체의 집합으로 이 경우 a few는 서로 교집합이 없이 각각 다른 학생들
몇몇을 가리킨다. 하지만 Case 2의 경우는 노래하는 집합과 춤을 추는 집합속에 공통된 학생

S₂와 S₃가 교집합으로 들어있으며, Case 3의 경우는 노래하는 자질의 집합과 춤을 추는 자
질의 집합이 모두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다음으로 양화사 most가 절단위 접속문에 사용되었을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예시될 수 있다.

(34) Most students sang and most students danced.
a. Case 1 : ∥sang∥= {S₁,S₂,S₃,S₄,S₅ ,S₆ }
∥danced∥= {,S₄,S₅ ,S₆ ,S₇ ,S₈ , S₉ , S10}

b. Case 2 : ∥sang∥= {S₁,S₂,S₃,S₄,S₅ ,S₆ ,S₇}
∥danced∥= {S₁,S₂,S₃,S₄,S₅ ,S₆ ,S₇}

(34)의 문장에서 첫 번째 경우는 a few가 들어간 문장 (33)의 Case 2처럼 노래부르는 자질과
춤을 추는 자질을 가진 학생의 집합중에 {S₄,S₅ ,S₆}의 집합처럼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가지
는 학생의 집합이 존재함으로써 교집합이 존재한다. Case 2는 노래부르는 자질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의 집합과 춤을 추는 자질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의 집합이 완전히 중복되는 경우이다.
한편 most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개체의 집합내에서 절반이상을 언급할 때 사용되므로

most가 주어논항에 올 때는

(34a)처럼 10명의 학생들중에 각각의 동사구의 자질을 갖는 학생

들의 집합에서 교집합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a few와 most의 절단위 접속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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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에서 참으로 인정되지만, 여기서 언급했던
경우 중 절단위 접속문에서 and 앞, 뒤의 주어논항이 동일한 경우 즉 완전히 겹치는 경우인

33(c)와 34(b)의 경우에서는 주어를 반복하는 절단위 접속문은 특히 선호되지 않는다. 이런 비
슷한 경향은 John sang and John danced 와 Some student sang and some student danced.의 문장
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어떤 화자는 이러한 동일주어가 반복된 절단위 접속문을 비문법적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본 논의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Grice가 제안한 대화의 법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rice(1975)
는 화자와 청자간에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대화 속의 화자와 청자가 대체로 서
로 협력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의 협력이란 화자와 청자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Grice가 제안한 4가지의 대화의 협동격률(Maxims of Conversational Cooperation)이다.
(35) 1) The Maxim of Quantity
a)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b) 필요한 만큼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2) The Maxim of Quality
a)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b)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것을 말하지 말라.
3) The Maxim of Relevance
a) 관련있는 것만을 말하라.
4) The Maxim of Manner
a) 중의성을 피하라.
b) 모호성을 피하라.
c) 간략히 말하라.
d) 순서대로 말하라.
Grice가

제안한

위의

4가지

대화의

협동의

격률중에서

4번째

방법의

격률(The

MaximeMaxim of Manner)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최대한 중의성을 피하고 간략히 하라는 격률
이다. 우리는 이를 접속사 and앞, 뒤로 주어의 지칭 대상이 중복되는 절단위 접속문과 연관지
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주어의 논항의 지칭대상이 완전히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절단위
접속문을 유지한다면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을 위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같은 정
보를 더 간략하고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들은 주어의
지칭대상이 같은 경우 절단위 접속문에서 절단위미만 접속문으로 변형하여 방법의 격률을 준
수하게 되며, 실제 절단위 접속문이 동일형태 주어논항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다른 대상을 지
칭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예들 들어 Some people sang and some people danced의
문장에서 and 앞, 뒤 some people이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면서 더 간략
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방법의 격률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Some people sang and some

people danced 대신 절단위 미만 접속문 Some people sang and danced을 사용하게 된다. 즉, 위
에서 언급한 (33c)와 (34b)의 경우에서처럼 절단위 접속문의 각 절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완전히 동일한 대상일 경우에 절단위 접속문을 회피하는 경향은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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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이라면 더욱 간략한 경제적 전달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순수한 의미적인(semantic)현상이라기 보다는, 대화의 격률로 대표될 수 있는 우리가
언어를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화용적(pragmatic)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도출 과정제안
5.1 절단위미만 접속문의 의미구조 제안
Ross(1967)나 Chomsky(1957)등이 주장한 접속삭감에 의하면, 절단위미만 접속문은 절단위
접속문에서 and이하의 잉여자질인 주어가 생략되어 생긴 문장으로서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
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두 문장은 같은 의미도출을 과정을 거쳐 의미적으로 같아야만 한
다. 결국 접속 삭감에 의하여 의미도출을 시도할 때 절단위미만 접속문은 절단위 접속문에서
나왔다고 봐야하지만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저문장의 의미해석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절 단위 접속문과 절단위미만 접속문의 의미구조는 각각 다르
게 설정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즉 절 단위 접속문인 Some student sang and some

student danced나 John sang and John danced의 경우에 and는 각각의 완전한 문장 Some student
sang 과 some student danced, John sang과 John dance의 문장을 연결하므로 문장(S-node)에 연결
되어야 하는 반면 절단위미만 접속문인 Some student sang and danced 또는 John sang and

danced의 경우에는 and가 술어부 (VP-node)에 연결되는 의미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의미도출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단위 접속문과 절단위미만 접속문은 명백히 서로
다른 기저 구조를 갖게된다. 먼저 절단위미만 접속문중에서 양화사 some을 주어논항으로 갖는
다음 문장의 의미를 도출해보자.

(36) Some student sang and danced
이 예문은 위에서 접속 삭감의 분석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의미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절단위
접속문으로 나타내었을 때 의미적 해석이 문제가 되는 예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제안한다.

S1
VP

Some

student

sang

and

danced

위의 구조에서는 접속사 and가 술어부(VP)에 연결되어 먼저 sang이라는 술어부를 논항으로 취
하고 danced라는 또 다른 술어부를 논항으로 취한다음 마지막으로 주어 논항을 취하게 된다.
이 구조에 기반을 둔 의미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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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VP
DP

some

= 1 iff

student sang

<<e.t><<e.t>t >>

<e,t>

and
<e.t>

danced

<<e,t><<e.t><e.t>>>

DP

<e.t>

VP
= 1 iff

some

student

sang

and

(〚sang〛)
some

student

and

danced

= 1 iff

danced

〚some〛(〚student〛)(〚and〛(〚danced〛)(〚sang〛)) = 1 iff some student sang and danced.
〚student〛= [λz. z was a student]
〚sang〛= [λd. d sang]
〚danced〛= [λy. y danced]

〚and〛=[ λf<e.t>.[ λg<e.t>.[ λh ∊ De . f(h)= 1 and g(h) = 1]]]

〚some〛= [ λp<e.t>. [ λq<e.t>.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p(x) = 1 and q(x) = 1]]
각 어휘항목을 적용시켜보자.
〚some〛(〚student〛)(〚and〛(〚danced〛)(〚sang〛))

= [ λp<e.t>. [ λq<e.t>.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p(x) = 1 and q(x) = 1]]([λz. z was a
student])([ λf<e.t>.[ λg<e.t>.[ λh ∊ De . f(h) = 1 and g(h) = 1]]]([λy. y danced])([λd. d sang]))

= [ λq<e.t>.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q(x) = 1]([ λf<e.t>.[ λ

g<e.t>.[ λh ∊ De . f(h) = 1 and g(h) = 1]]]([λy. y danced])([λd. d sang]))

= [ λq<e.t>.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q(x) = 1]( λh ∊ De . h
danced and h sang)

=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danced and x sang.
이는 ‘학생인 개체 x에 대해 x는 춤을 추었고 x는 노래를 불렀다’의 의미로 학생인 개체 x가
동사구의 자질을 모두 가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Ross의 접속 삭감으로는 의미차이가 나
는 절단위미만 접속문과 절 단위 접속문사이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각각의 접속문의 의미
구조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의미해석의 차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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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구조제안
다음은 주어논항에 양화표현 some이 들어가서 의미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절 단위 접속문
중 대표적으로

Some student sang and some student danced문장의 의미도출을 살펴보고자 한

다.

S1
S2

some

S3

student

sang

<<e,t><<e,t>,t>> <e,t>

and

some

student

student

iff

danced

<e.t> <t.<t,t>> <<e,t><<e,t>,t>> <e.t> <e.t>
S2

S3

and some

= 1

danced

some

student

〚and〛

sang

= 1 iff
some

student

danced

some

student

sang

〚and〛(〚some〛(〚student〛)(〚danced〛))(〚some〛(〚student〛)(〚sang〛))= 1 iff some student

danced and some student danced.
위의 구조는 and가 some student sang과 some student danced각각의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을 연
결하므로 유형<t.<t,t>>을 가진다. 이는 의미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John sang and John danced에
서의 and와의 유형과도 다르지 않다. 각각의 어휘항목을 대입시켜 보자.
〚student〛= [λz. z was a student]
〚sang〛= [λx. x sang]
〚danced〛= [λy. y danced]
〚and〛= [ λp∊ Dt .[ λq∊Dt . p= q=1]]

〚some〛= [ λp<e.t>. [ λq<e.t>.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p(x) = 1 and q(x) = 1]]
〚and〛(〚some〛(〚student〛)(〚danced〛)) (〚some〛(〚student〛)(〚s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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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student〛)(〚danced〛))

= ([ λp<e.t>. [ λq<e.t>.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p(x) = 1 and q(x) = 1]]([λz. z was a
student])([λy. y danced]))

=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danced.
ⓑ (〚some〛)(〚student〛)(〚sang〛))

= ([λ p<e.t>. [ λq<e.t>. there was some y ∊ De such that p(y) = 1 and q(y) = 1]]([λz. z was a
student])([λx. x danced]))

= there was some y ∊ De such that y was a student and y sang

ⓐ, ⓑ에서 나온 마지막의 의미도출을 and와 함수적용(functional application)에 의해서 도출해보
면 다음과 같다.

[ λp∊ Dt .[ λq∊Dt . p= q=1]](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danced)(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y was a student and x sang)

= there was some x ∊ De such that x was a student and x danced and there was some y ∊ De
such that y was a student and y sang.

위의 의미도출과정에 의하면 ‘개체 x가 학생이고 x는 춤을 추는 어떤 개체 x가 있으며 그리고
개체 y는 학생이고 y는 춤을 추는 어떤 개체 y가 있다’는 의미해석이 나온다. 이는 sang을 만
족시키는 학생개체와 danced를 만족시키는 학생개체가 다를 수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 절단위
미만 접속문과 차이가 나는 절단위 절단위 접속문의 의미를 절적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 개 이상의 서술어가 ‘and'로 연결된 절단위미만 접속문(subclausal

coordination)과

and이하에

문장

전체의

주어가

실현된

경우의

절

단위

접속문(clausal

coordination)사이의 의미가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의미해석
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의미도출과정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Ross(1967)와 Chomsky(1957)등은 접속삭감(Conjunction reduction)을 설명하면서 절단위미만 접
속문은 절단위 접속문에서 and앞, 뒤에 나타나는 잉여자질의 생략으로 음성적으로는 어떻든
지간에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하며 또한 의미도출과정도 같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 하지만 절
단위미만 접속문과 절단위 접속문에서 의미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주어논항에는 양화사

every를 포함하여 고유명사, 인칭대명사, 정관사를 포함한 한정명사 등이 있으며, 의미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어논항에는 양화사 some, a few, many, no, at least 수량사, at most 등이 포함되
었다. 각 분류에 속한 주어논항의 공통적 자질을 살펴보았을 때, 의미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주어논항의 자질들은 술어부의 자질속에 주어논항이 완전히 포함되는 [+WHOLE]의 자질을 가
지는 반면, 의미차이를 발생시키는 논항들은 술어부의 자질속에 주어의 자질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닌 [-WHOLE]의 의미자질, 즉 적어도 하나이상은 주어의 자질이 포함되거나 혹은 전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자질의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이런 전체성[WHOLE]의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할 때 고유명사나 정관사를 포함한 한정명사구는 가능세계에서 동사구의 자질 만족
시키면서 적어도 하나이상은 존재함과 동시에 오직 하나뿐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all과 every처
럼 완전100%를 지칭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성[+WHOLE]의 의미자질을 가진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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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절단위 접속문과 절단위미만 접속문의 의미가 다르므로 그에 따른 의미구조도 달라
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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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for Accentless Trisyllabic Words
in South Kyungsang Korean*7)
Dongmyung Lee & Stuart Davis
(Yeungnam University & Indiana University)

I. Introduction.
· Recent works (Lee 2009, Lee and Davis 2009, Kubozono 2007): South Kyungsang (henceforth
SK) Korean is a pitch accent language.
- Only one accent in a prosodic word.
- SK Korean: one pitch accent, H*+L, with two initial (non-accent) register tones (H, L).
· Does SK Korean have an accentless class of words like Japanese?
(1) Japanese Accented vs. Unaccented Class (Haraguchi 1999)
a. kaki+ga ‘fence’ nom.

b. kaki+ga ‘persimmon’ nom.

L H L

L H H

· In Japanese, pitch accent means H*+L (highest peak pitch followed by Low falling).

Ⅱ. Previous Examination on Monosyllabic and Disyllabic Words.
(2) Tone Patterns of SK Words
a. k.rm+i ‘fertilizer’ nom.
L H L

b. sa.ram+i ‘human’ nom. (Unaccented class)
L H H

(3) Tone Patterns of SK Words with Suffixation [t.rm]
a. k.rm+t.rm ‘like fertilizer’ - Deaccent of stem noun
LH

/H L/

- /UR/ Accented Suffix

b. sa.ram+t.rm ‘like shyness’ - Unaccented stem noun
LH

/H L/

- /UR/ Accented Suffix

* Our paper presented at SICOLI 2009 focued on the existence of an accentless lass in monosyllabic and
disyllabic words. Here we dis whether an accentless class exists in trisyllabic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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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ne Pattern of SK Disyllabic Words

HL
LH
LH
HH

Tone pattern
(initial accent)
(final accent)
(unaccented)
(2nd syllable accent with
initial H register tone)

Words
ki.rm ‘oil’
k«.rm ‘fertilizer’
sa.ram ‘human’
ku.rm ‘cloud’

Suffixation (nom.)
ki.rm+i HL+L
k.rm+i LH+L
sa.ram+i LH+H
ku.rm+i HH+L

(5) Tone Patterns of SK Monosyllabic Words with Affixation
a. H Tone Pattern (spreading class): Accentless Class
mal

H

‘a measurement unit’

mal+i

H+H

‘a measurement unit’ nom.

mal+l

H+H

‘a measurement’ acc.

mal+ros

H+HL

‘as a measurement unit’

mal+t.rm

H+/HL/

‘like a measurement unit’

b. H Tone Pattern (non spreading class): Accented Class
mal

H

‘a horse’

mal+i

H+L

‘a horse’ nom.

mal+l

H+L

‘a horse’ acc.

mal+ros

H+LL

‘as a horse’

mal+t.rm

L+/HL/

‘like a horse’ – deaccent

c. L Tone Pattern: Deaccented Class
mal

L(H)

‘a language’

mal+i

L+H

‘a language’ nom.

mal+l

L+H

‘a language’ acc.

mal+ros

L+HH

‘as a language’

mal+t.rm

L+HH

‘like a language’

· The last data item in (5c) suggests that words with an initial L tone register favors deaccenting.
Is the accentless class found with other SK words e.g. trisyllabic and quadrisyllabic words?
 It would seem unlikely for there to be an accentless class with longer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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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ocus of this presentation: Revisiting Trisyllabic Words.
(6) Tone Patterns of SK Trisyllabic Words

HHL
LHL
LHH
HLL

Tone Pattern
(2nd syllable accent with
initial H register tone)
(2nd syllable accent with
initial L register tone)
(final accent)
(initial accent)

Words
orepi ‘elder brother’

Suffixation (nom.)
orepi+ka HHL+L

maŋadi ‘colt’

maŋadi+ka LHL+L

puk’urum ‘shyness’
adime ‘aunt’

puk’urum+i LHH+L
adime+ka HLL+L

· Reconsideration of LHH tone pattern: So far we have discussed this SK tone pattern would have
only accented class words. However, it seems that there may be unaccented class words even in
trysyllabic words.
(7) LHH Tone Patterns of SK Trisyllabic Words with Suffixation
puk’urum

LHH

‘shyness’

puk’urum+i

LHH+L

‘shyness’ nom.

puk’urum+l

LHH+L

‘shyness’ acc.

puk’urum+ros

LHH+LLL

‘as shyness’

puk’urum+t.rm

LHH+HL

‘like shyness’

 Final accent class (with initial L register tone). Previously we could find only this type of LHH
tone in SK trisyllabic words, namely, those that seem to be final-accented.
· However, Utsugi (2009) provides evidence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LHH tone words in SK Korean in (8). He mentions that these tone patterns in (8) can be
found in the speech of an older generation.
(8) LHH tone Patterns of SK Trisyllabic Words with Suffixation among Older Speakers
(-pota is an accented suffix that patterns like -t.rm)
a. tenamu

LHH

‘bamboo’

tenamu-ka

LHH+L

‘bamboo’ nom.

tenamu-pota

LHH+HL

‘rather than bamboo’

LHH

‘tiger’

horangi-ka

LHH+L

‘tiger’ nom.

horangi-pota

LHH+LL

‘rather than a tiger’

b. horangi

 It is interesting to notice the difference in older speakers between [tenamu-pota] LHH+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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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bamboo’ and [horangi-pota] LHH+LL ‘rather than a tiger’. (Utsugi discusses that the
pattern of 8b does not seem to be found in younger speakers.)
· Among older speakers there was still a distinction between [tenamu] LHH and [horangi] LHH
with respect to suffixation patterns such that [tenamu] LHH would be final-accented and [horangi]
LHH would be considered unaccented. (The form [horangi-ka, LHHL] cannot have H on the suffix
given the constraint that prevents SK words from ending in a sequence of three H tones.)
· It may imply that there are two types of LHH words in SK dialect among older speakers: those
that are final-accented like [p'ukurum] and [tenamu], and those that are unaccented like [horangi].
·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n only be seen when the suffix [t.rm] (or [pota]) is added.
· In [p'ukurum-t.rm] LHHHL the final accent on the stem deaccents as is expected. But with
[horangi-t.rm] LHHLL the accent on the suffix deaccents.
 This is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 based on [mal] L ‘language’ that unaccented
words of the Low tone register class are deaccenting as we see in the comparison of [mal-t.rm]
LHH ‘like a language’ with [holangi-t.rm] LHHLL 'like a tiger'. That is, unaccented words with
L tone register function as deaccenting:
[puk'urum-t.rm] LHHHL
[horangi-t.rm] LHHLL
[mal-t.rm] LHH

Ⅳ. Conclusion.
· SK Korean is a pitch accent language (Lee and Davis 2009, Lee 2008, 2009, Kubozono 2007).
· There is an accentless class of words in SK Korean like Japanese
· Existence of an accentless class of words in SK Korean: monosyllabic and disyllabic words.
· Do accentless trisyllabic or quadrisyllabic words exist? Probably no for quadrisyllabic words.
However, among older speakers, we may find traces of the distinction between an accentless class
and a final-accented class of trisyllabic words (8a-b). But in the younger generation there does not
seem to be that distinction.
· SK Korean is a pitch accent language that has an accentless class of words, though there is only
a trace of the accentless class in trisyllabic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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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비교분석
강 지영
(경상대학교)

Ⅰ. 서 론
한국은 EFL 상황에서 영어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EFL 상황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인접 국가로는 일본, 중국이 있다. 세 나라는 아시아 문화의 중심 국가라는 점에서 큰 위치를
차지함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크다. 아시아 문화권을 넘어 세계 각국과의
협력․ 교류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영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어 교과서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EFL 상황에 있는 나
라들의 영어 교과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아 EFL 상황 속 영어 교과서라는 통합적인 연구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각 나라의 교육 목표와 교과서의 구성 분석을 한
후 최근 CLT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발전과 관련하여 4개 기술의 통합, 문법적 내용
의 명시, 정확성과 유창성의 균형이라는 기준에 한국, 중국, 일본의 영어 교과서가 얼마나 부
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서의 강점과 약점의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 교과서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교사 역할의 제언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육 (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육은 Chomsky(1965)가 주장한 언어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여
겼던 사회 언어학자 Hymes(1967, 1972)가 만든 용어이다. Hymes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의미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인간 상호간에 의미를 타협하게 해주는 능
력이다. Hymes는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차이를 구별함으로써 언어 형식에 관한
지식과 인간이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을 분명하게 구
별했다. 이러한 Hymes의 견해를 이어받아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
력, 담화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전략적 능력의 네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의사소
통 중심 언어 교육은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2.2 최근 CLT의 흐름
CLT의 초기에는 말하기 능력의 함양만이 강조되어 4개 기술의 고른 발달은 경시되었다.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이 곧 문법에 대한 경시처럼 인식되어 문법에 대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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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말하기 능력의 신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경시되었던 문법 교수와 4개 기능의 고른 발달,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의 유창성과 정확성의 고른 강조가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교재들의 연구를 근거로

McDonough와 Shaw(2003)는 CLT에 바탕한 교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4
개 기능(skill)의 강조와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연습을 제공한다. 둘째, 문법적 구조의
의사소통적 연습이 제공되며 이는 복합 교수요목(multi-syllabus)의 형태이다. 셋째, 핵심 문법
구조에 있어서의 풍부한 연습이 필요하다. 넷째, 최신의 주제들로 동기를 자극하는 권위 있는
읽기와 듣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문장 내에서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문법 문형
연습의 제공과 다양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언어를 구사해볼
수 있도록 고무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을 교수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 유창성, 정확성, 자신감을 함양해야 한다. 여덟째, 언어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새로운 기술과 전략 제시해야 한다.

2.2.1 유창성과 정확성
정확성을 추구하는 활동은 전형적으로 언어의 형태에 무게를 두고 적형을 익히는데 주력하
기 때문에 즉각적인 오류의 수정이 제공된다. 유창성은 적절하게 언어 상호 작용을 다룰 수
있는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더 관심을 둔다. 유창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나 낮은 수준의 학습자가 만드는 실수(error)는 자연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언어
형식에 관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목표는 정확
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정확성만을 강조하는 영어교육을 계속할 경우 언어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고 즉흥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간과될 수 있다. 초
기 CLT에서는 유창성만이 강조되어 언어의 화석화를 낳을 우려가 있었다. 최근에는 유창성과
정확성의 고른 발달을 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2.2 4개 기능의 통합
Lubelska와 Matthews(1997:16)의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네 기술의 통합에 관한 견해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통합 기능은 새로운 단어, 발음, 문법, 담화의 연습을 위해 4가지의 기술이 전
부 또는 일부 사용되는 것이다. 둘째, 모든 4개의 기능은 각 과마다 연습되어야 한다. 셋째,
듣기와 말하기가 함께 사용되는 것은 두 개의 기능을 통합하는데 아주 적절하다. 넷째,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과정이 이러한 순서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다섯째, 일상에 대한
흔한 주제는 4개의 기능을 통합하는데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여섯째, 특별한 부가적인
기능(function)을 발달시키고자 할 때(요점 파악을 위한 읽기,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 등)는 한
기능에 집중해도 된다. 일곱째, 통합 기능은 작은 단체의 어른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큰 수업
이나 35분 정도의 짧은 수업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2.2.3 문법 명시
Higgs와 Clifford(1982)는 문법적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계속적인 진보를 이루어 더 높은 언
어 발달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동일한 능력을 지녔으나 문법적 능력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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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학습자는 계속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정체되는 형상을 보였다고 한다.

Long(1997)에 따르면 형태 초점 접근법은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 중심 접근법이나 의미 중심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에 있어서 반드시 주
목해야 할 개념들은 의식상승(consciousness-raising), 주의집중(noticing), 인식(awareness) 등이다.
이 중에서 의식상승은 형식적 교수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제 2언어 습득 연
구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된 용어로서, 주로 어떤 특정 구조에 학습자의 관심을 뚜렷하게 집중
시키려는 시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의식상승에는 입력 홍수 기법, 입력 강
화 기법, 명시적인 설명 등이 있다. 학습자들이 특정 언어 항목의 반복 제시에 무의식적으로
주목하게 되는데 이를 입력 홍수 기법이라 한다. 입력 강화 기법은 학습자가 입력 자료 속에
서 목표 형태를 접하면서 주의 집중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법 용어와 같은 상위언어를
사용하여 목표 언어 형태를 직접 다루어 주는 이 방식을 가장 명시적인 입력제공 방식이다.

III. 연구방법론
3.1. 연구대상
보다 개괄적인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가장 많이 채택
되고 있는 교과서들 중 한권씩을 채택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다.
교과서 명
한국
일본
중국

MIDDLE
SCHOOL ENGLISH1
SUNSHINE
ENGLISH COURSE 1
英語 七學年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장영희외 4명

능률교육(2009)

아오키외 40명

Andrew Robinson외 9명

開隆堂

(2009)
人民敎育出版社
(2009)

3.2. 분석기준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은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국어 교육 목표 비교 분석, 교과서의 외부
적인 체계 분석, 4개 기능의 빈도 분석, 문법 내용의 제시 분석, 유창성과 정확성의 비율 분석
이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기능 비교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4개 기능을 바탕으로 각 문항별, 페이지 별로 하나하나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문법 내용의 경우에는 이전 단원에 나타난 문형이 다음 단원에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문법 재순환을 살펴보았고, 문법의 제시 방법은 각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문법 설명 부분을
의식의 재순환과 관련된 3가지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셋째, 기계적인 훈련은 정해진 표현
을 그대로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소통적 훈련은 기계적 훈련의 과정을 한
단계 넘어서 학습자의 상황과 판단이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넣었다. 유창성을 위한 활동으로
는 다음에 어떤 발화가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유롭게 말하기 활동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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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교 분석
4.1 외국어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비교
4.1.1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국어 교육과정
세계화의 요구와 더불어 한국은 1995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특활과목으로 영어수업
이 실시되었고 그 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실시되다가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초
등영어가 정규 교과목으로 3학년부터 6학년에 시행되었다.
정보화, 세계화의 발전과 더불어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중국 교육부는 2002년 1
월에 소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전국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대도시에서는 영어교육 보강을 위한 지방과정을 개발하여
북경시의 경우 9월 1일부터 소학교 1학년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문부성에서 초등영어수업을 실시하라는 교육 방침이 실행되었던 일본의 영어교
육 방향은 소학교 고학년부터 외국어(영어회화) 활동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태도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4.1.2 한국, 중국, 일본의 교육 목표
Rivers(1968)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나라마다 혹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여섯 가지로 종합된다고 하였다. 첫째, 외국어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력을 개발한다. 둘
째, 외국의 문학 작품이나 철학을 통하여 학생의 교양을 넓힌다. 셋째, 외국어 학습을 통하여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모국어를 더 잘 알게 된다. 넷째, 현대의 작품, 연
구, 정보를 얻는다. 다섯째, 목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관해 체
계적인 통찰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민적 장벽을 넘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학생들이 구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다른 국적의 목표어 학습자들
과 어느 정도 서신 왕래를 할 수 있는 외국어 기능을 길러 준다. 이러한 Rivers의 견해에 바탕
하여 세 나라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2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7차 개정 영어 과정에서의 한국의 외국어 교
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
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평생 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
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셋째,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넷째,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일본 중학교 영어교육은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표현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고 동시에 언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깊
게 하여 국제적인 이해의 기초를 기른다는 것을 제 1 목표로 한다(일본문부성, 2001). 이를 위
해 첫째 영어 듣기에 익숙하게 하고 초보적인 영어를 듣고 상대방 말의 의향을 이해한다. 둘
째, 영어로 말하기에 익숙하게 하며, 초보적인 영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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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읽기에 익숙하게 하고, 초보적인 영어를 읽고 상대방의 의향을 이해한다. 넷째, 영어를
쓰는 것에 익숙하게 하고, 초보적인 영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쓴다.
중국의 일반 중학교 표준 영어 교육과정(중국인민공화국교육부, 2003)의 총괄적 목표는 학습
자의 종합적 언어 운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학습흥미를 유발하고 배양하
며, 학생의 자신감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좋은 학습습관을 향성하고, 자주 학습 능력을 발전
시키고, 유효한 학습책략을 형성한다. 둘째, 상당한 언어기본 지식과 기본 기능을 장악하도록
하며, 초보적인 어감을 확립하고, 초보적으로 영어로 운용하는 능력을 획득하며, 실제 교류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

셋째, 지력을 개발하고, 관찰, 기억, 사유, 상상, 창조능력을 배양한다.

넷째,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배양하며, 세계의식을 증강한다. 다섯째, 초보적
으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학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호한 기초를 다진다.
나라마다 세부 사항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나라는 국제화라는 역행할 수 없
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공통 목표에 있어서는 부합하는 점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Rivers가 제시한

“구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이에 더해 한국
과 중국에서는 문화적인 측면과 전반적인 지력의 개발, 자국 문화의 이해와 같은 측면에서 상
당부분 Rivers의 목표와 부합했다. 하지만 일본의 목표는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시할 뿐 보다
상세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Rivers의 기준에서는 모자람이 있어 보였다.

4.2 교과서 구성 비교
4.2.1 교과서 분량
한국의 교과서는 161쪽 분량의 주교재와 213쪽 분량의 부교재로 구성되었다. 중국 교과서는

114쪽의 상권과 120쪽의 하권으로 구성되었다. 일본 교과서는 99쪽의 한권의 분량이다. 한국
중학교 1학년의 수업 시수는 주당 4시간이었고, 일본은 주당 3시간, 중국은 주당 5시간이었다.
시수에 비해서 한국이 세 나라 중 가장 많은 분량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뉘고 있긴 하지만 전체 400여 쪽이 되는 분량을 현재 배분된 시수로 전
부 가르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학습 분량과 시수에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없고, 중국은 시수가 많아 두 권의 책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비해 적당한 분
량으로 보인다.

4.2.2 단원 진행 순서
한국 교과서에서는 듣기, 읽기, 말하기, 문법 설명, 쓰기 Self check의 순서를 보였고, 중국 교
과서는 듣기와 말하기, 문법 설명, 읽기와 쓰기, Self check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일본은 읽기
와 듣기, 듣기, 문법 설명, 말하기, 읽기의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원이 끝난 후에 Self

check와 같은 학습 활동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대신, 일정한 순서로 이전 단원에서 제시했던
문형과 관련된 내용이 Let's communicate와 Let's practice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한국에서는 단
원간의 통합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재순환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겠다. 일본과 중국의 교과서는 앞서 나왔던 내용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살
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재순환의 강점이 있다. 통합 단원의 성격을 보이는 학습 활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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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빈도를 고려하면 일본 교과서가 더 강점이 있다. 교과서 진행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교과서가 대체적으로 일정한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읽기 부분을 부록처럼 마지막 부분에 한
번에 제시한 일본 교과서는 교과서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게 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였다.

< 표 2 > 한국 , 중국 , 일본 교과서 목차
한국

중국

일본

1

Lesson 1

Starter 1~3

Let's Start 1~4

2

Lesson 2

Unit 1

PROGRAM 1

3

Lesson 3

Unit 2

PROGRAM 2

4

Lesson 4

Unit 3

Let's Practice

5

Lesson 5

Unit 4

Let's Communicate

6

Lesson 6

Unit 5

PROGRAM 3

7

Lesson 7

Unit 6

PROGRAM 4

8

Lesson 8

Review of units 1-6

Let's Practice

9

Lesson 9

하권 까지 동일 구조

Let's Communicate

10

Lesson 10

부록

Check Your Progress

11

10과까지 동일 구조

12

Reading 1~6

4.3. 4 기능 (skills) 비교
4.3.1 4 기능 비율과 전개 방식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한 각 기능의 분류에 바탕 하여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게 교과
서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
다.

< 그림 1 > 4개 기능 비율 비교 ( 종측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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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나라 교과서의 4개 기능 분석 결과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기능에 있어서의 비율은 듣기나 읽기 기술에서 보다 적음을 알 수
있었다. 4개 기능의 고른 발달을 위해서는 쓰기와 말하기 기술에 대한 고른 활동의 분배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쓰기 활동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일본은 외국어 교육 목표에서 명시하
듯이 학습자가 각 기능에 고루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4개 기능의 비율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4개 기능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등장했지만 완벽하게 고
른 비율을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었던 기능에 있어서는 Self-check 활동을 통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 기술에서의 균형을 교과서 편성 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통합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4개 기능이 교과서 내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
타날 수 있도록 편성된 교재 개발이 필요하겠다.

4.3.2 4 기능의 통합 정도

< 그림 2 > 4개 기능의 통합이 차지하는 비율 (종측 단위 : %)
통합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본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Brown(2001)은 강조되는 기능이 다른 기능과 함께 등장했을 때 상호보완 작용을 하
여 각 고유의 기능이 더 발달될 수 있다고 했다. 통합 영역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는 그 통합 과정을 통해서 각 기능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
료로써 중요함을 말한다. 통합 기능 비율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반드시 많은 내용을 배워야만 통합 기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최근의 흐름에는 부합
하지 않는 것으로 보다 더 많은 통합에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3.3 4 기능의 통합 방식
통합의 정도에 있어서는 두 개 기능의 통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세 개 기능의 통
합이 다음이었으며 네 개 기능의 통합은 시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부분 나타
났다. 각 기능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다양한 형태의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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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통합 영역 수에 따른 비율 ( 종측 단위 : % )

< 그림 4 > 통합 방식에 따른 비율 ( 종측 단위 : % )
통합방식에 있어서는 세 나라 모두 두 개 기능에서의 통합에 편중을 보였다. 두 개 기능의
통합에 있어서도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듣기 기능의 통합이 두드러졌다. 한국과 중국은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이 4개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시도 하고 있다는데서 앞으로의 교과서
개발에 있어 보다 고른 4개 기능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일본 교과서는 그러한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의 교과서 개발에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4.4 문법 내용 비교
4.4.1 형태의 재순환
학습자들의 학습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법 구조들은 축적의 과정을 통해 한 번에
하나씩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구조의 형태, 의미, 사용 등 각각의 측면들이 L2 발달
여러 단계에서 습득된다는 점이 밝혀졌다(Rutherfold, 1987).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은 하나의

194

언어이론과 외국어교육에의 적용

문법 구조를 다루고 난 뒤에도 때때로 필요가 생길 때마다 다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는 재순환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본 논문에서는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형태들이 뒤따
르는 단원들에서 어느 정도 제시되는지를 살펴본 후 그러한 형태를 어떤 식으로 전개시키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표 4 > 한국 교과서 문법 내용
한국 교과서 grammar

관련 단원

1

부정문과 의문문 (be동사, 1,2인칭 일반 동사)

2

3인칭 단수 ①평서, ②부정, ③의문문

1

3

진행형 ①평서, ②부정, ③의문문

1

4

과거 시제 ①평서, ②부정, ③의문문

1, 2

5

①소유격과 소유대명사, ②There is (are) 구문

1, 3, 4

6

조동사 ①will ②can

1, 3, 4, 5

7

①수량표형( much, many, a lot of), ② 비교급과 최상급

1, 2, 4, 6

8

조동사 ①may, ②must

1, 2, 3, 4, 5, 7

9

①Would like to, ②Should, ③명령문

1, 2, 6

10 ①빈도부사, ②to 부정사

1, 4, 6, 7, 8

한국 교과서는 중국이나 일본 교과서에 비해 단원도 길고 내용도 다양하다. 한 단원에서 두
개에서 세 개의 새로운 문법 내용이 제시되며 이전 단원에서 등장한 문법 내용들이 그 단원
의 주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각 단원은 각 기술에 따라 관련 있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연
결 될 수 있도록 소재의 선택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각 단원에서 강조하는 형태나 이
전 단원에서 나타난 형태 이외의 형태들이 내용상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나타나기도 했
다. 이는 학생들이 미처 배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떤 구조들을 학습하더라도 그 수업이 학
습자가 다음에 지각해야 할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배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습득을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헛되지 않다는 Lightbrown(1998)의 의견에 부합되는 것이다.

< 표 5 > 중국 교과서 문법 내용
중국 교과서 상 Grammar

관련 단원

1

① be 동사 현재 ② What‘s your name? ③ 대명사의 소유격

2

① Is this / that ② yes no 대답

1

3

① this, that, these, those 의문문, 평서문, 대답

2

4

① Where 의문문 ② 전치사 표현

2

5

Have 일반 동사 현재 시제 ① 평서문, ② 의문문, ③ 대답

3

6

like ① 평서 ② 의문문 ③ 부정문

5

7

① How much 가격 표현 ② 가격 대답

5, 6

8

① When 의문문 ② 날짜 표현 It is September. ③ How ol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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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① Do you want~ ② What kind of ~ ③ 접속사 and, but

5, 6

10

조동사 can ① 평서문 ② 의문문 ③ What 명사 do you~

1, 8, 9

11

① What time~ ② 시간 표현 ③ 빈도부사

9, 10

12

① What's your favorite~ ② Why do~

1, 5, 6, 8

중국 교과서 하 Grammar

관련 단원

1

Where 의문문 ① Where is S from? ② Where does he live?

상 1, 2, 5, 9

2

Where 의문문 ① 위치 묻기 ② 전치사 ③ there 구문

상 1, 4, 10

3

Why 의문문

상 1, 6, 8 하 1,

4
5
6

What 의문문 ① What do you do?(직업)
② What do you want~
① What 현재 진행형 의문문 ② 축약형 : I'm~, What's~
① What 현재 진행형 의문문
② How 의문문 : How‘s it going? How's the weather?

상 2, 6 하 2
상 1, 9, 하 2
상 1, 하 2,

7

① What do you look like? ② 2형식 서술문 I'm tall

상 5, 6, 12

8

① What kind of~ ② 주어 would like~ ③ 명사의 수

상 5, 6, 10

9

① What 과거시제 의문문 ② 과거시제 평서문

상 5 하 6

10

① Where 과거시제 의문문 ② Did 의문문

하 6, 9

11

① What do you think of ~ 의문문과 대답

상 6, 10 하 5, 6, 9

12

① 명령문 ② 허가의 can ③ have to 표현

상 1, 5

중국 교과서는 각 과에서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문법은 1개~3개 정도이며 전에 나온
문형이 학습 내용상 필요할 경우 다시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참여활동 중심인 중국 교과서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의문문 구문에 대한 강조와 의문문에 맞는 대답의 문형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단원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의 강조와 연습이라는 면에서는 세 나라 중 가장 두드러졌다.
형태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규칙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각 문형을 별개의 것으
로 받아들여 오히려 문형에서의 구심점을 찾는데 혼란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책의
부록 부분에서 관련 문법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연달아서 제시되지만 관련 부분이 나오는 단원
에서 설명을 곁들인다면 학생들이 형태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단원
에서 나온 문법 규칙은 평균적으로 2~3개 정도로 다음 단원에서 제시되어 형태를 연습해 볼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문법 구조가 제시되는 순서는 각 단원에서 요구하는 단원 목표에 따라
정해지고 있었다. 중국 교과서의 강점은 자칫 기계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문형 연습에 의미를
더해주어 형태와 의미, 나아가서는 모임 활동을 통한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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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일본 교과서 문법 내용
일본 교과서 Grammar

1
2
3
4
5
6
7
8
9
10

관련 단원

① 1,2인칭 be 동사 평서문
② 1, 2인칭 be 동사 의문문 ③ This is 평서문
① Is this / that~ 의문문

1

② He's~, She's~ 평서문 ③ What's ~ 의문문
1, 2인칭 일반 동사 현재 시제

1

① 평서문 ② 의문문 ③ What do~ 의문문
① 명사의 수(복수 형태) ② How many~
③ Who is~ 의문문과 대답
①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 ② Which 의문문과 대답 (That one ~)
③ Where 의문문과 대답 ( It's on ~)
① 3인칭 일반 동사 현재 평서문 ② 의문문

3
1, 2, 3
2, 3, 5

③ When 의문문 When do~
① 과거 시제 평서문 ② 과거 시제 의문문

2, 5, 6

③ How long 과거 의문문과 대답
① ‘s 소유격 ② Whose 의문문 ③ 목적격

2, 5, 7

① 조동사 can 평서문 ② can 의문문

2, 3, 4, 7

③ How 일반 동사 의문문과 대답
① 현재 진행 시제 평서문
② 현재 진행 시제 의문문 ③ 현재 진행 What 의문문

2, 5, 9

일본 교과서는 한 단원에 3개의 본문이 제시된다. 3개의 본문은 보다 단순한 구문에서 복잡
한 구문으로 점차 발전되는 문형을 문법 내용을 소개한다. 하나의 본문에 하나의 형태가 강조
되며 각 본문에서 강조하는 형태가 본문이 끝난 후에 모국어로 설명된다. 본문에서 문법의 전
개는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이 그 골격이며 한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그 본문에서 강조
하는 형태 중심으로 되어있다. 이전 단원에서 나온 형태는 평균 2~3문형 정도로 나타나서 내
용의 재순환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형태들은 Let's communicate와 이
럴 때는 어떻게 말해요?, Check your progress를 통해

배운 형태를 정규적인 기간을 두고 재

생 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형태가 복잡성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학생들이 문형 연습을 규칙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 교
과서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맥락 속에 내포된 유의미한 내용의 새로운 제시가 아니라
서 전체적인 흐름의 연관성이 끊겨 교과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성에서는 부
족함이 보인다.
문법 제시에 있어서는 세 나라 모두 이전 단원에서 나왔던 형태들이 다음 단원들에서 재사
용됨으로써 재순환의 효과가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 평균적으로 2~3개 정도의
이전에 등장한 문형이 재등장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내용상 필요하다 싶은 문형은 강조하는
문법과는 상관

없이 더 많이 등장하기도 했다. 문법 내용의 제시가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교과서가 잘 반영하고 있었고, 일본 교과서는 맥락의 제시가
미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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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문법의 명시
각 교과서에 입력 조작, 입력 강화, 명시적인 규칙 설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 표 7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표 7 > 한국 , 중국 , 일본의 문법 명시 형태
< Be 동사의 과거 부정문과 의문문 >
Sally

↓

Sally

국

중

국

일

tired now

is

한

was

tired last night.

not

They

were

in Seoul in 2002.

Were

they

in Seoul in 2002?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Questions

Answers

Look!

How much is the red sweater?

It's eight dollars.

How much is this blue shirt?

It's seven dollars.

How much is that white bag?

It's nine dollars.

How much are these black pants?

They're ten dollars.

They're=

How much are those blue socks?

They're three dollars.

They are

It's
= It is

ポイントを理解しましょう.
I play soccer.

I play soccer, too.
主語 動詞
英語 I play soccer.
日本語 私はサッカーをします.
본

× I am play soccer.
amも playも動詞なので, 動詞が 2つになってしまう.

한국에서 입력 홍수 기법, 입력 강화 기법, 명시적 규칙 설명을 상대적으로 가장 골고루 사
용해서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명시적인 설명이나 입력 강화 부분이 모두 모자라
서 문법 명시에 있어서는 세 나라 중 가장 단조로운 경향이 있었다. 문법의 제시 형태가 입력
홍수 기법에 그쳤기 때문에 입력 홍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간언어의 화석화라는 우려가 있
다. 이러한 교과서 구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문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문법 명시법이 가장 잘 나타났으며, 입력 강화 기법도 더불어 나타났
다.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문형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규칙을 설립하는 데는 도
움이 될 수 있지만 입력 홍수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자칫 형태와 의미 학습이 별개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교사가 다양한 문형을 제시해서 학생들에
게 입력 홍수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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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창성과 정확성에 근거한 말하기 활동 비교
짧은 대화문을 제시한 후 정해진 구문을 연습하는 활동, 발음 따라 해 보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주어진 단어를 넣어 말해보기등과 같은 활동은 정확성을 강조하는 기계적인 기술 활
동으로 분류했다. 제시된 문형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빈칸을 넣어 완성하는 활동과 특정
정보가 비어있는 정보-격차 활동 등은 의사소통적인 기술로 분류한다. 토론, 역할극, 조별 활
동을 통한 프로젝트의 완성 등과 같은 활동은 유창성을 위한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 그림 5 > 정확성과 유창성 비율 ( 종측 단위 : % )
정확성과 유창성 비율에 있어 중국이 가장 비율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유창성을 강
조하는 활동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교과서의 많은 노력이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정확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과 한국은 교사
의 수업 전개에 따라 유창성과 정확성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상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확성에 초점을 둔 말하기 활동이 많았으므로 교사는 교과서에서 제
공하는 정확성을 강조하는 훈련을 활용해서 유창성 기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4개 능력의 고른 발달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일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정확성을 강조하는 훈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함은 물론이거니와 차후의 개편에 있어 정확성 훈련과 더
불어 유창성을 연습할 수 있는 내용적, 구성적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EFL 상황에 있는 나라들 중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대표적인 세 나라인 한국, 중국, 일본의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고 한국 교과서의 나아가야 할 길을 조망해 보
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각 나라 외국어 교육 목적을 살펴 본 후, 전체적인 구성 분석, 4개 기술의 비율 분석, 형태와
문법 내용의 분석 그리고 유창성과 정확성에 근거한 말하기 활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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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에는 목표 명시에 있어 문화적 측면, 지적 발달의 측면, 언어적 측면 등 Rivers의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였으나 일본은 목표가 상대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비해 포괄적으로 제시
되어 있었다.
둘째, 시수와 분량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 교과서는 정해진 수업 시간에 비해 교과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단원 통합 활동이 부족했다.
셋째, 4개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았
다. 특히 일본은 쓰기 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네 개 기능의 통합에 있어서도 세 나라
모두 비율이 높지 않았음은 물론 통합 형태도 단조로웠다.
넷째, 형태의 제시에 있어서는 세 나라 모두 이전 단원에서 강조한 2~3개의 형태가 다음 단
원에서도 나타나 형태의 재순환을 의도하고 있었다. 문법 명시에 있어서 한국 교과서는 입력
홍수 기법, 입력 강화 기법, 명시적 규칙 설명을 상대적으로 가장 골고루 사용했고, 중국 교과
서는 입력 홍수만을 사용했으며, 일본은 문법 명시법이 가장 잘 나타났으며, 입력 강화 기법
도 더불어 나타났다.
다섯째, 유창성과 정확성의 분석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정확성을 강조하는 말하기 활동
이 많았다.
한국, 일본, 중국의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나라마다 특색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어떤 교과서도 완벽하다고 단언할 수 없듯이 강점만큼이나 약점도 명백히 드러났다. 현
교과서 구성에 맞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는데 있어 어떤 점을 보
충할 것인지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어 교육 과정의 목표 설정에 있어 일본은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
요하다.
둘째, 교과서 구성에서 한국 교과서는 이전 단원을 통합할 수 있는 활동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단원을 통합할 수 있는 문제나 활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많은 분량의 교재를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루기 위한 수업 전개 방
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4개 기능의 비율에 있어 일본의 경우 쓰기 기술의 부족이 두드러졌다. 일본은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 4개 기능의 고른 분포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비교
하면 4개 기능이 상대적으로 고루 나타나고 있지만 분포에 있어서는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
요하다. 현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 경우 듣기와 읽기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점
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사는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4개 기술의 고른 발달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4개 기술 통합에 대한 시도는 계속 되어야
하며, 통합의 양상도 다양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통합 기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형태의 제시에서는 이전에 나타났던 형태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 단원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상기 시킬 필요가 있다. 형태가 유의미성을 가지기 위해 교재는 학생들
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법 명시에 있어 한국 교과서는 교사의 명시적 설명이 곁들여 진다면 문법내용의
학습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자체에서 명시적인 내용의 제시
가 있거나 입력 강화를 통한 문법 내용에 대한 강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과서는
교사가 입력 홍수를 제공하거나 교과서 내에서 입력 홍수를 제공한다면 형태에 대한 의미 상
승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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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유창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세 나라 모두 유창성을 강조할 수 있는 활동의 비율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유창성을 보충하기 위해 유창성을 늘릴
수 있는 활동을 교과서 내용에 추가한 수업 구성이 필요 할 것이다. 일본은 교과서 편성에 있
어 유창성을 강조하는 활동에 대한 구조적, 내용적인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더해 현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사는 보충 교재를 십분 활용하여 유창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가 최근의 CLT 흐름에서 강조하
는 내용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과서의 우위를 가리고자 함이 아니라 각
교과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과 보충 자료에 대한 근거를
찾는데 본 논문의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교과서가 현
장 교사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서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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