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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본고는 중국어 음역어의 어형성에 관여하는 운율형태적 기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적성이론을 사용하여 형식화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어 음운론

적 어휘부의 가장자리 층차 구조를 파악하고, 음역어 어휘군 내부의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1장에서는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에 한 기존의 연구에 하여 세 가지 문

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음역어를 

배제한 채 음운론적 어휘부의 핵심 근처 층차만 다루던 데에서 나아가, 어휘부

의 가장자리 층차에 해당하는 음역 피진어부터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

째, 음역어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지 않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음역 피진어, 음

역 차용어, 음역 파편의 세 층차로 나뉘어진 음역어 내부의 이질성을 입증하려

고 한다. 셋째, 음역어 관련 어휘군을 어원학적 기준만을 중심으로 분류하던 조

류와는 달리, 중국어 음운 체계의 운율형태적 단위와 관련된 제약들을 기준으로 

하여 음역어의 하위 어휘군을 나누고자 한다. 중국어 화자들이 내재화시킨 음운

론적 어휘부 구조의 심리적 실재를 언어보편적, 개별언어 특수적 제약을 활용하

여 파악하려는 것이다.

2장에서는 기존의 차용 방식 분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운율형태적 분류법을 

제시하여 차용어 어휘군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하여 운율형태적 분류법과 기존

의 차용 방식 분류법을 통계적으로 비교 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첫째,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분류법이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

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운율형태적 환경을 통제하지 않은 채 차용 방식만을 

논하던 서술 방식은 앞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다. 둘째, 차용 방식 분류법이 운율

형태적 환경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거나 상호배타적으로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운율형태적으로 유표적인 환경에서는 차용 방식에 따른 

세 범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운율형태적으로 

무표적인 환경에서는 음역-의역, 음역-형역 차용어 집단만이 상호 구분되었으며, 

의역-형역 차용어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역과 형역 차용

어는 중국어 고유어의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내부 집단이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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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음역 차용어는 고유어 단어성의 기제만으로는 내부 집단을 나눌 수 없

었다. 이를 통하여 음역 차용어에 해서는 중국어 고유어의 단어성을 구성하는 

유표성 제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율형태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리하여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해서는 일반적인 중국어의 단어성이 

아니라, 음절 구조에 한 음소배열론과 절단된 파편의 형태 변화를 통하여 그 

어형성의 기제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3장에서는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 층차에 위치한 음역 피진어에 

하여 그 어형성에 관여하는 음소배열론의 적응 유형과 기제를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하여 중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후설성] 불일치 음소 연쇄가 포함된 한국 

가요를 음역한 중국어 피진어 자료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음역 

결과를 음소 연쇄 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적응 유형을 나눈 다음, 전통적 최적성

이론과 제약의 가중치를 활용한 최  엔트로피 모형을 통하여 그 음운 문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후설성]이 불일치하는 자음-모음의 연쇄는 93% 이상이 음

소배열론을 어기고 그 로 수용되었다. 한편 [후설성]이 서로 다른 활음-모음 연

쇄는 모음 삽입이 수선 전략의 약 43%로서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이 수용과 

활음 삭제가 각각 약 21%를 차지하는 전략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후설성]이 

같지 않은 모음-비음 연쇄에 해서는 수용 유형이 약 31%로서 가장 많이 채택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모음 삽입과 비음 삭제가 각각 약 23%씩 차지하는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후설성] 동화라는 동일한 음운론적 동기를 가진 음소

배열론이 작용하였는데에도 차용 결과의 유형이 음소 연쇄 별로 상이하게 나타

나게 된 이유는 음운론적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웃한 음소끼리 공유하

는 자연부류의 개수가 늘어나 음운론적 유사성이 증가할수록, [후설성] 동화 제

약의 가중치는 더 무거워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4장에서는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에서 한 층차 더 핵심부로 이동한 음역 

차용어의 어형성에 하여 음소배열론의 적응 현상을 탐구하였다. 이때 음역 피

진어보다 음역 차용어가 음소배열론을 더 많이 준수함으로써 중국어에 더 많이 

동화되었다는 점을 통하여 양자가 속한 어휘부의 층차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

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중모음인 활음과 모음의 연쇄 

[ju, wi]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의 [후설성] 동화 

제약을 지키기 위하여 음역 차용어에서는 삽입, 삭제, 변환, 융합과 같은 적응의 

수선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삽입이 약 60%의 비율로 선호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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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일반화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유형론의 결정에는 입력형의 음절 특

징이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비음 말음이 없

으면 삽입이, 두음이 있으면 삭제가, 비음 말음이 없는 동시에 두음이 있는 경우

에는 변환이 결과적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어의 [후설성] 

동화 제약인 AGREE([back])과 충실성 제약인 MAX, DEP, UNIFORMITY, ID가 

공모하였다는 점을 분석하여 중국어 음역 차용어의 적응 유형론을 전통적 최적

성이론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확률론적 최적성이론 가운데 최  엔트로피 모형

을 통하여 각 제약의 가중치를 계산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차용어 음운 문법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힐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원래 어휘부의 가장자리 부근에 있던 음역어가 음역 파편으로 절단

되어 새로운 혼성어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핵심 층차로 이

동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축약어를 다룬 중국어 사전에서 혼성어 데이터를 수집

한 다음, 기존의 한국어 혼성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제약 위계를 바탕으로 하

여 중국어 혼성어 형성의 제약 위계를 제시하였다. 이때 중국어 운율단어의 크

기를 제한하는 FtBound를 새로 도입하고, 중국어에 필요하지 않은 제약들은 삭

제함으로써 중국어 혼성어의 위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하여 본고는 중국어 음역어가 그 어형성에 관여하는 운율형태적 현

상에 따라 세 가지 층차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최적성이론의 분석을 통해 실증

적으로 보여주었다. 방법론적으로는 최  엔트로피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어 음

운 문법의 심리적 실재성을 계량화시켜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음소 연쇄 별

로 달라지는 적응 유형의 분포를 보면서 이전의 음소  음소의 일 일 응만

을 상정하던 단선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한 운율형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제까지 파악되지 못하

였던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 구조와 음역어 내부의 운율형태적 이

질성이 밝혀지게 되었다.

주요어 : 중국어, 음역어, 차용어 음운론, 최적성이론, 최  엔트로피 모형, 운율

형태론, 음소배열론, 역형성, 피진어, 차용어, 혼성어, 파편, 한국 중가

요, 적응, 수용.

학  번 : 201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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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고에서의 중국어는 표준중국어(普通話, Standard Chinese)를 일컫는다. 

2. 중국어 음운 체계는 Lin(2007)을 따른다. 

3. 한자의 표기는 번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역 피진어 자료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간체자를 사용하였다.

4. 본고에서 사용한 언어학 용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별로 비교할 수 있도

록 조표를 만들어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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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중국어 음역어의 형성에 관여하는 운율형태적 기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 Smolensky 1993/2004)으로 형식화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 층차 구조와 음

역어 어휘군 내부의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밝힐 것이다.

한 언어의 음운론적 어휘부는 서로 이질적인 여러 어휘군이 모여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같은 기저 형태가 동일한 음운 환경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해당 형태

가 속한 어휘군에 따라 별개의 음운 교체형(alternant)을 형성할 수 있다. 

Kiparsky(1982) 이후의 어휘음운론(lexical phonology)이나, 최근의 어휘적 변이형

(lexical variation)에 한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이 이러한 교체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 교체 현상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운 환경에서 어휘군에 

따라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바로 다른 언어와의 언어 접촉 결과 

생겨난 새로운 음역어(音譯語)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졌던 음운론적 어휘부에 개

입되어 별개의 어휘 층차(lexical strata)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음역어를 포함하는 중국어의 음운론적 어휘부는 과연 몇 개의 어휘 

층차로 구성되어 있을까? 또한 각각의 어휘 층차는 어떠한 음운 제약을 근거로 

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음

역어를 배제한 부분적 접근만을 시도하였다. 혹은 음역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

도 음역어가 모두 동일한 동화 정도를 보여 내부의 층차가 없다고 여기거나, 어

휘군을 나누는 기준을 문헌학적 근거에서 찾기도 하였다.

먼저 음역어를 배제한 채 중국어의 음운론적 어휘부 핵심 층차 근처만을 다룬 

기존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은 Kiparsky(1982)의 어휘음운론적 관점을 이어받아, 

3성 변조(tone sandhi)와 성조 삭제의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순서 등을 근거로 하

여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층차를 구분하였다(Packard 1998, 2000; xu 2000; 

Sproat & Shih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의미역이나 통사적 결합 방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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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적 관점에서 중국어 어휘부에 접근하여 운율형태적 현상을 근거로 그 구

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음역어를 연구 상에 포

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의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periphery)는 연구

되지 않았다는 범위 상의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음역어를 포함시키더라도 중국어 음역어는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음

운론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층차가 나뉠 수 없다고 한 견해

가 있다(Kim 2012, 김태은 2014). 물론 언중들에게 널리 쓰이는 음역어의 상당수

가 고정된 한자로 표기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からオケ→
卡拉OK’, ‘Thank you→3Q’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음역어는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로 표기되어 중국어의 음소배열론을 어길 수도 있다. 또한 ‘Buddha→佛陀, 

佛馱, 休屠, 浮陀, 浮屠, 浮圖, 浮頭, 沒馱, 勃陀, 馞陀, 步他’의 예와 같이, 한자로 

표기된다 하여도 그 표기가 여러 개인 까닭에 음운 적응(adaptation)의 결과가 상

이하게 나타나는 예들도 적지 않다. 나아가 입말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음역어도 

있기 때문에 문자 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음역 어휘군의 동질성을 확정짓기는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역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분류 기준을 언어학적 근거가 아닌 어

원학적 근거에 의지하여 나누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를테면 

Masini(1993)이나 Wiebusch & Tadmor(2009)는 차용 방식이나 경로, 음역 시기 등

을 기준으로 하여 음역어를 포함한 차용어 어휘군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어원학적 사실에 한 정확한 기술과 그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중국어 어휘에 

한 문헌학적 논의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중국어 화자들

의 머릿속에 내재화된 음운론적 어휘부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세 가지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핵심부 층차만을 다루느라 도외시되었던 가

장자리 층차를 밝히도록 하겠다. 이것은 곧 음역 결과의 수선 전략(repair 

strategy)이 적응(adaptation)이 아닌 수용(adoption)의 경우에 속하는 자료까지 포함

시켜, 중국어의 음운 제약을 준수하지 않아 동화되지 않은 어휘 층차까지 알아

 1) 음역 자모어(字母詞) ‘3Q’는 원어에 해당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MP3’과 같이 원어에 원

형이 존재하는 음형겸역 자모어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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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다는 의미이다. 이봉형(2013:13-15, 139-144)은 기존의 차용어 음운론이 적응

에만 집중하고 비적응 수용은 상 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고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어휘부의 가장자리에 한 탐구

를 시도하려고 한다.

둘째, 중국어의 음역어는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음역어의 서

로 다른 운율형태적 현상을 바탕으로 어휘군 내부의 이질성을 탐구하도록 하겠

다. Ito & Mester(1999)는 상 적으로 음역어 범주에서 어휘군 내부의 이질성이 

고유어보다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이질성이 중국어에도 드

러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음역어 어휘군 내부를 음역 피진어, 음역 차용어, 음

역 파편의 세 층차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어에 한 동화 정도가 

가장 떨어져 가장자리의 맨 바깥쪽 층차에 위치하는 음역 피진어(pidgin)의 제약 

준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같은 음역의 방식으로 형성되었지만 음역 

피진어보다는 중국어에 더 동화되어 가장자리에서 한 층차 더 안쪽에 위치한 음

역 차용어(loanword)의 제약 위배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그 후 역시 음역으

로 인하여 탄생하였지만 고유어와 같은 핵심 층차로 이동하게 된 음역 파편

(splinter)의 혼성어(blend) 형성에 하여 분석할 것이다. 

셋째, 어휘부의 층차를 나누는 기준은 어원학적 사실이 아닌 언어학적 근거인 

운율형태적 제약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본고에서의 운율형태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운율단위와 관련된 언어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국

어 음절(syllable)의 구조를 결정짓는 음소배열론(phonotactics)이고, 다른 하나는 

운율단어(phonological word)의 구조를 결정짓는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절단

(truncation)과 역형성(back-formation)이다. 이렇게 운율단위를 설정한 다음 그에 

기반하여 음역어를 탐구하게 되면, 단선적(linear) 관점에만 근거했던 기존 연구

가 포착하지 못했던 점까지 설명해낼 수 있게 된다. 음소  음소의 일 일 

응만을 가정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에 차용 결과의 원인에 하여 불필요한 적응

이나 원인 불명으로 해석하며 분석이 미진하였던 부분(于輝 2011:81-84)에 하

여 이제 운율단위에 한 제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는 중국어 음역어의 형성에 관련된 운율형태적 현상을 최

적성이론으로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

리와 음역어 내부의 이질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어 음역어에 

하여 단순히 흥미를 끄는 단어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던 관점이나, 개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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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적응 사례만을 주목하던 단선 음운론적 관점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이제 

본고의 운율형태적 관점을 통하여 중국어 음역어의 형성 기제와 음운론적 어휘

부 구조를 밝히게 되면, 중국 언중들의 암묵적(tacit) 지식을 언어 보편적 지식과 

개별 언어 특수적 지식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 선행 연구

1.2절에서는 두 가지 분야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첫째는 음운론적 

어휘부의 층차를 나누어 탐구한 연구이고, 둘째는 중국어의 음역어를 다룬 연구

이다. 

1.2.1 음운론  어휘부의 층차

원래 한 언어의 고유어 어휘부를 핵심과 가장자리와 같이 층차 별로 나누어 

보는 의견은 Kiparsky(1982)의 어휘음운론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어휘부

는 문자, 의미, 통사적 어휘부가 아니라 음운형태론적 어휘부이다. 형태론적 범

주에 따라 음운론적 현상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층차를 구분했기 때문이

다.

중국어에서는 Packard(1998, 2000)가 중국어의 어휘부를 4개의 층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Xu(2000)는 Packard(1998, 2000) 견해의 비경제성을 비판하며 

3성 변조와 성조 삭제의 규칙 적용 순서를 근거로 하여 중국어 어휘부가 2개의 

층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Sporat & Shih(1993)는 

중국어 어휘부에 아예 층차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국어의 

고유어의 형태 범주를 상으로 하여 음운론적 현상에 근거하여 중국어 어휘부

의 층차를 나누었다.

그리고 고유어에서 연구 범위를 더 확장시켜 음역 차용어까지 포함한 어휘부 

층차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Ito & Mester(1995a, 1995b, 1999, 2001, 2008)는 일본

어 차용어를 연구하여 음운 제약의 준수 여부가 어휘 층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핵심-가장자리 이론(core-periphery theory)을 제창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어휘 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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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실재는 모어 음운 체계의 제약에 한 준수 여부를 통하여 드러난다. 

모어의 음운 제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해당 어휘군은 상 적으로 음운론적 어휘

부의 핵심 층차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 모어의 음운 제약을 어기면 어길수록 해

당 어휘군은 가장자리 층차로 려나게 된다. 특히 모어에 한 동화 정도가 낮

아져 어휘부의 핵심 층차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층차에서는 아예 모어 음운 

체계에 동화되지 않은 자료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음운론적 어휘부를 다룬 Ito & Mester(1999)의 표 1을 보

면, 모어에 동화된 음역 차용어와 동화되지 않은 음역 차용어는 ‘유성 파열 겹자

음 금지(NO-DD)’와 같은 음소배열 제약(phonotactic constraint)의 준수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유성 파열 겹자음은 모어에 동화되지 않은 음역 차용어에서는 

‘kadda→kadda’처럼 허용되는 반면, 동화된 음역 차용어를 포함한 나머지 어휘군

에서는 ‘kadda→katta(*kadda)’와 같이 금지된다. 이처럼 동일하게 음역의 과정을 

거친 단어라고 하여도 제약을 더 많이 어겨 동화의 정도가 낮으면, 동화된 음역 

차용어보다 상 적으로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 층차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음역어는 그 내부에서도 더욱 세 하게 층차가 나뉘어 복수의 층차를 가질 

수 있다. 모어에 더 동화되었을수록 준수하는 음운 제약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

에 동화 정도에 따라 음역 차용어 내부의 어휘군이 갈리는 것이다. 

층차
제약

어휘군

음절 

구조
NO-DD NO-P NO-NT

핵심

↕
가장

자리

고유어(Yamato) ✔ ✔ ✔ ✔
한자어(Sino-Japanese) ✔ ✔ ✔ *

동화된 음역 차용어 ✔ ✔ * *

동화되지 않은 

음역 차용어
✔ * * *

표 1. 일본어 음운론  어휘부의 층차 분류(Ito & Mester 1999)

주. ✔= 준수, * = 위배, No-DD = 유성 파열 겹자음 금지, No-P = 홑자음 [p] 금지, 

No-NT = 비음에 후행하는 무성 파열음 금지.

한편 Ito & Mester(1995a, 1995b, 1999, 2001, 2008)의 층화 문법(stratified 

grammar)적 관점을 계승하여 한국어의 음운론적 어휘부를 살핀 Lee(2003)에 따르

면, 한국어의 어휘부는 표 2와 같은 네 층차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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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차
제약

어휘군
음절구조

모음조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움라우트, 

모음융합

핵심

↕
가장자리

고유어 ✔ ✔ ✔ ✔
한자어 ✔ ✔ ✔ *

의성어⋅의태

어
✔ ✔ * *

음역 차용어 ✔ * * *

표 2. 한국어 음운론  어휘부의 층차 분류(Lee 2003:184)

주. ✔= 준수, * = 위배, Lee(2003:184)의 표 7 내용을 형식만 수정하여 정리.

구체적으로 보면, 표 2에서 두음 법칙은 ‘radio→라디오(*나디오)’ 등의 음역 차

용어에서는 어겨지지만 한자어 ‘羅列→나열(*라열)’ 등을 포함한 나머지 어휘군

에서는 모두 지켜진다.2) 이에 따라 한국어 화자들은 음역 차용어 어휘군의 어원 

정보가 여타 어휘군과 다르다는 점을 두음 법칙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언어 

지식으로 내재화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형역(形譯) 차용어를 포함하는 

한자어는 모음 축약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을 고유어와 동일하게 지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자어는 모어에 한 동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들에게 

고유어와 유사한 어휘군으로 분류되어, 음역 차용어보다는 핵심 층차에 더 가까

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음운론적 어휘부에 한 연구에서도 음역 차용어에 한 층화 문

법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성민(2008)은 동화의 정도가 낮은 러시아어 차용어가 

모어 어휘와는 다르게 모음 약화와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음의 음소배열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음역 차용어에서 Ident 제약의 상향 이동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Ito & Mester(1995a, 1995b, 1999, 2001, 2008)의 층화 문법적 관점을 계

승했다고 밝힌 후 중국어 차용어의 어휘부 층차를 논한 Kim(2012)의 관점은 상

술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지점에 위치한다. 실제 Kim(2012)의 분석을 보면 어

휘부의 구조를 층차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는 개념만 빌려왔을 뿐, 고유어와 

차용어에 서로 달리 적용되는 음운 제약의 위계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2012:29)는 그 신 독자적으로 세운 원칙에 따라 어휘부의 층차를 구

분하였는데, 이 원칙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어원이 중국어여야 하고, 둘째는 한

 2) 한국어 고유어와 의성어, 의태어에는 두음 위치에 기저형 /l/을 갖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

문에 애초에 두음 법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없다. (Lee 20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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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셋째는 표기된 한자 한 개가 모두 해당 단어의 뜻과 관

련될 뿐만 아니라 의미 또한 중국어에서 기원하여야 하며, 넷째로는 단어나 구

의 구조가 중국어 고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로 미루어 보

면, Kim(2012)의 어휘부는 음운론적 어휘부가 아닌 의미, 문법, 문자적 단어들의 

집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Ito & Mester(1995a, 1995b, 1999, 2001, 

2008)의 음운론적 어휘부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설정으로 보인다. 물론 문자, 의

미, 어원적으로 어휘부를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

본적으로 어휘부 개념에 한 설정과 분석이 여타의 음운론적 어휘부에 한 층

화 문법과는 다르다는 점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

1.2.2 국어의 음역어

중국어의 음역어는 음역 차용어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이 연구

들은 각각 음역 차용어의 형성에 하여 음성, 음운, 문자, 형태, 사회적 요소에 

주목하는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의 분류 기준은 음역 차용어의 형성

과 전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주요 변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른 것이다. 

첫째, 음성 모형은 음향 신호에 한 지각(perception)에 주목한다. 음성 모형은 

개 음향적, 지각적 모형과 동일시되는데, 이는 곧 음역어 입력부를 분절된 단

위를 갖는 언어학적 구조가 아닌 물리적이고 연속적인 음향 신호로 놓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음운 모형은 음운 문법 제약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 때문

에 음역어의 입력 및 출력 과정에 음운론적 단위가 중요해진다.

셋째, 문자 모형은 표기 문자에 한 사상(寫像, mapping)과 선호 경향에 중점

을 둔다. 

넷째, 형태 모형은 음역어 내부의 형태론적 변화 과정과 그것이 모어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섯째, 사회 모형은 사회언어학적 요소인 음역어의 도입 시기나 경로, 외래어 

표기법이나 중매체의 영향 등을 중시한다. 

상술한 변인들은 말소리의 입력형과 출력형 중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연구자 별로 주목하는 상과 방향은 다르다. 또한 여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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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차용어를 형성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1.2.2.1 음성 모형

이 가운데 먼저 중국어 음역 차용어의 음성 모형에 해당하는 연구를 보자. 

Hsieh, Kenstowicz & Mou(2009)는 영어의 [æn, æŋ, ɑn, ɑŋ]과 같은 ‘저모음+비

음 말음’연쇄가 중국어에 [an, ɑŋ]으로 차용되는 예를 통하여 음성 모형의 중요

성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영어의 ‘저모음+비음 말음’이 중국어의 후설성 동화 음

소배열론을 어기지 않고 차용되기 위해서는 출력형으로서 [an, ɑŋ]과 같은 두 가

지 변이형이 가능한데, 이 두 후보를 선택할 때에 음성적으로 돋들리는 입력형 

모음의 [후설성]에 한 지각이 최종 출력형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

혔다. 이에 따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후행 비음의 [후설성]은 음역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돋들리는 선행 모음의 [후설성]에 따라 출력형이 결정된다. 

즉, 선행 모음이 [+후설성]이면 후행 비음의 [후설성] 자질과는 상관없이 음역 

결과는 [+후설성]인 연쇄로, 선행 모음이 [-후설성]이면 후행 비음의 [후설성] 자

질과는 무관하게 음역 결과는 [-후설성]인 연쇄로 차용되는 것이다. 

(1) 음성 모형에 따른 음역 차용 결과(Hsieh, Kenstowicz & Mou 2009:133)

영어 중국어
æn → an

æŋ ↗
ɑn → ɑŋ
ɑŋ ↗

1.2.2.2 음운 모형

다음으로 중국어 음역 차용어의 음운 모형을 살펴보자. 일단 음운 모형은 그 

구성 요소를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 음역 차용어 음운 모형의 구성 요소

a. 모어(L1)의 고유어에 작용하는 토착 음운 문법

b. 모어(L1) 안에서 차용어에만 작용하는 차용어 특수 문법

c. 보편 문법(무표형의 출현, 非標記性隱現, TETU: The Emergence of The 

Unmarked)

d. 외국어(L2)의 음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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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의 각 요소들이 음역 차용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그 영향력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이야기된다. 

먼저 Yip(1993)은 영어가 광둥어(Cantonese)로 차용된 음역어의 형성에 하여 

초기의 최적성이론으로 분석한 다음, 광둥어 고유어와 차용어의 제약 위계가 다

르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Yip(1993)이 사용한 제약은 광둥어의 음절 구조와 이

분지 운율 단어에 한 유표성 제약(OK-σ, MINWD),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의 유

사성을 도모하는 충실성 제약(FAITHFULNESS)과 정렬 제약(PARSE, FILL)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들의 위계는 고유어에서는 OK-σ>> FAITHFULNESS >> 

MINWD >> FILL, 혹은 PARSE >> FILL이었으며, 음역 차용어에서도 동일하게 

OK-σ>> FAITHFULNESS >> MINWD >> FILL, 혹은 OK-σ>> PARSE >> FILL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Yip(1993)은 광둥어에 차용어 음운론으로 따로 불릴 

만한 특별한 영역이 없으며, 차용어 자료는 모두 고유어의 제약 위계만으로도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2.2.3 음성 + 음운 모형

다음으로 음성 모형과 음운 모형이 결합된 관점에서 중국어 음역 차용어에 

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Silverman(1992)은 영어에서 유래한 광둥어 차용어를 상으로 지각과 문법이 

이원화(bi-levelled)되어 각각 별개의 단계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는 먼저 외국어 말소리의 음향 신호가 지각 일치 가설(PUH, Perceptual 

Uniformity Hypothesis)에 따라 모어에서 가장 유사한 음소(분절음+성조) 덩어리

(chunk)로 변환되는 지각 단계(Perceptual level)가 선행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은 

작용 단계(Operative level)로서 지각 단계의 출력형이 모어 음소배열 제약 및 선

호에 따라 변환된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율격 음운론(metrical 

phonology)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절 차용어가 2음절의 축약형으로 변하는 예를 

분석함으로써 입증하였다. 결국 Silverman(1992)의 논의는 음역 차용어의 선-음성 

후-음운 모형이라 할 수 있겠다. 

Miao(2005)는 지각의 영향력을 음운 문법에 반영한 P-map(Steriade 2001)의 견

지에서 중국어 음역 차용어의 자음 적응을 분석한 연구를 내놓았다. 그는 자음 

음소의 단어 내 위치에 따라 외국어 입력형이 중국어 입력형에 해 갖는 지각 

유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약의 위계와 차용 결과가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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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밝혔다. 입력형의 자음이 출력형에서 삭제될 것인지 아니면 그 로 유

지될 것인지의 여부는 자음의 위치에 따른 지각 유사성의 정도가 결정지었는데, 

어두의 위치에서 가장 많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Yip(2006)은 선-음성 후-음운 모형에 바탕을 둔 연구이다. Yip(2006)

은 광둥어에는 없는 영어의 단모음 [æ], [ə]가 광둥어의 모음 가운데 어떤 것에 

응되는지를 분석하여, 음운 모형과 음성 모형 사이의 상호 작용에 해 밝혔

다. Yip(2006)은 우선 음성 모형적 측면에서는 입력형 모음의 포먼트(formant), 음

길이, 음높이3)와 유사한 값을 갖는 출력형이 응될 것이며([æ]→[a], [ɛ]/[ə]→[œ] 

등), 이는 각각 Mimic-Vowel, Mimic-Length, Mimic-tone 과 같은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음성 모형에서는 좋은 출력형이라 하더라도 음

운 모형의 요인에 의해 저지당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광둥어에서는 

개음절에서는 반드시 두 개의 모라를 갖는 장모음만 허용(*σμ )되기 때문에, 

Mimic-Length를 만족시키더라도 개음절에서 하나의 모라만 갖게 되는 후보는 선

호되지 않았다. 또한 광둥어에서 폐쇄음 말음에 선행하는 고조인 장모음은 금지

(*V:O5)되기 때문에, Mimic-Tone과 같은 유사성 제약은 모어의 *V:O5제약을 지키

기 위해 위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σμ >>Mimic-Length이나 *V:O5>>Mimic-Tone

과 같은 제약 위계는 음운 모형이 음성 모형보다 순서의 측면에서는 나중에 적

용되지만, 그 영향력이 음성 모형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于輝(2011)와 Kim(2012)은 Silverman(1992)의 이원화된 모형을 계승한 연구이다. 

이들은 영어 단어가 중국어로 음역된 차용어를 상으로 하여, 분절음의 일 일 

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런 다음 두 연구 모두 모음에 해서는 

변이형이 많고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분석하지 않았고, 자음의 충실한 

응 유형에 해서만 전통적 최적성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Kim 

(2012:236)은 MMLA(a Model of Mandarin Loanword Adaptation)를 제시하여 기존

의 이원화 모형을 보완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보여주었다. 이 모형은 Silverman 

(1992) 이후의 이원화 모형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하였으며, 음운 외적 요

인인 의미, 문자까지도 포함시켜 표현했다는 장점을 갖는다.

 3) 영어의 강세 음절은 광둥어의 높은 수평조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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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문자 모형과 형태 모형

다음으로 중국어 음역 차용어의 문자 모형은 특정 한자가 특정 의미역을 갖는 

음역어에 관습적으로 잘 쓰이거나, 음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특정 한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현상 등에 주목한다(Lin 2007, Kim 2012).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흔

히 음의겸역(音義兼譯), 혹은 음의쌍관(音義雙關) 등의 용어로 칭해진다(이지원 

2014). 

다음으로 중국어 음역 차용어의 형태 모형에 주목해보자. 

楊錫彭(2007)은 의역의 방식뿐만 아니라 음역을 통해서도 중국어에 새로운 형

태소가 만들어 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어에서 음역어에서 기원

한 형태소 생산성(productivity)이 의역어에서 기원한 형태소보다 오히려 더 높다

는 점을 밝혔다. 흔히 중국어에서는 음역어보다는 의역어가 선호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데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아닌 새로운 형태소에서는 그 선호 경향이 

상반되어 오히려 음역 형태소가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흥미로운 부

분이다.

1.2.2.4 사회 모형

다음으로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중국어의 음역어를 연구한 학자들을 살펴보

겠다.

Masini(1993/2005:218)는 중국어의 음역어가 중국인 화자의 진보적인 정치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1989년 6월에 일어난 톈안먼

(天安門) 사태에서 중국 당국에 반하여 민주주의를 외치던 학생들은 기존에 널

리 사용되던 고유어나 의역어, 형역어 신 일부러 음역어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裝甲車’ 신 ‘坦克(tank)’를, ‘催淚濟’ 신 ‘瓦斯(gas)’를 선호하였던 것이다. 이

러한 음역어 선호 현상은 1919년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을 벌이던 중국의 청년 

지식인들이 ‘科學’ 신 ‘塞因斯(science)’를, ‘民主’ 신 ‘德謨克拉西(democracy)’

를 사용하였던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다윈(Darwin)의 진화론 

등 서구의 지적 산물을 다수 번역한 엄복(嚴復) 또한 번역할 때에 음역어의 사

용을 선호하여 스스로 많은 양의 음역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고 혁신을 도모하려는 화자의 정치적 배경이 음역어의 사용으로 드러난 

예들이다.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12 -

游汝傑, 鄒嘉彦(2005/2008:356-363)은 음역 차용어는 문화접촉과 확산의 결과라

고 하면서, 언어공동체의 문화적 적응력(compatibility)이 음역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19세기 서양 문명과의 접촉 사례를 통하여 중국어의 

문화적 적응력은 일본어보다 약했기 때문에 중국어의 음역어는 일본어에 비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견에 하여 Masini(1993/2005:214-215)는 음역어가 의역어

로 체된다는 중국인 학자들의 의견이 사실 오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 

‘democracy’에 한 차용어로 음역어인 ‘德謨克拉西’보다 ‘民主’가 사실 훨씬 먼

저 사용되었으며, 영어 ‘optium’의 차용어로서 음역어인 ‘鴉片’은 계속 쓰이지만 

의역어인 ‘洋煙’은 사장되었다는 예 등이 그 반례가 된다. 

金錫永(2011)은 량의 차용어 코퍼스를 사용하여 성별에 따라 중국어의 음역, 

의역 차용어에 한 수용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여성 중국어 화자들은 음역 차용어를 선호하였고, 남성 중국어 화자들은 의역 

차용어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羅常培(1989/2002:35)는 다른 언어에서부터 중국어로 차용되었거나 중국어에서

부터 다른 언어로 차용되어 나간 여러 단어의 예를 들면서 ‘언어의 융합이라는 

측면으로부터 문화의 교류관계를 관찰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전통 시기

에 음역된 자료들을 하나씩 기술하면서 전통시기 중국과 서역(西域)의 교역 상

황 및 차용어의 어원 및 전파 경로에 하여 기술하였다. 

周振鶴(2013)는 20세기 초 상하이(上海)의 영국 조계(租界)에서 쓰인 양징방어

(洋涇浜語)와 같은 음역 피진어에 하여, 사회학적 형성 원인을 다루고 해당 자

료를 기술하였다. 

1.2.2.5 종합 모형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국어 차용어를 다룬 개론적 연구에서 음역어

에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史有爲(2013)과 이지원(2014)은 중국어 차용어의 

역사, 차용 방식, 음운 적응, 언어 정책, 륙과 만/홍콩과의 차이 등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폭넓게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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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상은 중국어의 음역어로서, 중국어 고유어에 한 제약의 동화 

정도에 따라 피진어, 차용어, 파편의 층차로 나뉜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 상

의 층차 구분은 각 음역어의 어형성에 관여하는 두 가지 운율형태적 현상을 분

석함으로써 증명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음절의 구조를 제한하기 

위한 음소배열론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능한 운율단어의 구조를 제한하기 위하

여 실시되는 절단이다. 즉, 본고의 연구 방법은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두 가

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음역어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음소배열론과 그

에 한 적응 결과와 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음역어를 절단한 파편이 혼

성어를 형성하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음소배열론과 절단은 모두 중국

어의 음운론적 어휘부를 결정짓는 유표성 제약들을 지키기 위하여 음역어의 각 

운율 단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1.3.1 국어의 음  구조와 음소배열론 응

3장의 음역 피진어와 4장의 음역 차용어의 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음소배열

론에 한 적응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소배열론을 

서술하고, 이에 한 음역어의 적응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일단 본고는 음역어의 어형성은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음운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토착화가 아닌 적응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적응의 입력형은 중

국어가 아닌 언어의 말소리이며, 출력형은 중국어의 음소가 된다. 그런 다음 이 

음소가 중국어의 변이음 규칙을 거치는 토착화(nativization, Lee 2001)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출력된다. 따라서 본고가 차용어 적응의 음운 현상을 삽입, 삭제 

등의 유형론적으로 다룰 때에는 토착화 과정에 속하는 변이음 규칙은 고려하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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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역어의 형성: 적응과 토착화의 두 단계

비중국어 말소리

↓ 적응

중국어 음소

↓ 토착화(변이음 규칙 적용)

중국어 음성 표면형

그럼 이제 적응과 토착화의 단계를 분리시켜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다루

고자 하는 차용어의 적응 이후에 일어나는 변이음 규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국어의 말소리 목록을 보도록 하자. 중국어에는 아래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개의 자음 음소가 있다. 여기에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활음과 치조경구개음까지 포함하면 중국어에는 표 4처럼 27개의 자음 

표면형이 나타난다. 이때 표 3의 중국어 음소 목록에는 없었지만 표 4의 자음표

에 새로 나타나는 활음은 활음 형성의 환경에서만, 치조경구개음은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출현한다.

양순 순치 치 후치조 연구개

파열음 p pʰ t tʰ k kʰ
마찰음 f s ʂ x

파찰음 ts tsʰ tʂ tʂʰ
비음 m n ŋ

중앙접근음 ɹ4)

설측접근음 l

표 3. 국어 자음 음소 목록(Lin 2007:50)

 4) Lin(2007:72), Lee & Zee(2003:109-112)의 견해에 따라 전통적인 설첨 모음(apical vowel) [ɿ, 

ʅ]을 [+성절성]인 접근음 [ɹ̩]으로 표기한다. 조음적으로 선행 자음과 조음 위치를 공유하

여 치 자음 뒤에서는 치 접근음으로, 후치조 자음 뒤에서는 후치조 접근음으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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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 순치 치 후치조
치조

경구개
경구개 연구개

파열음 p pʰ t tʰ k kʰ
마찰음 f s ʂ ɕ x

파찰음 ts tsʰ tʂ tʂʰ ʨ ʨʰ 
비음 m n ŋ

중앙

접근음

w

ɥ ɹ j

ɥ w

설측

접근음
l

표 4. 국어 자음표(Lin 2007:41)

표 4에 새로 출현한 활음과 치조경구개음 가운데 먼저 [w, j, ɥ]와 같은 활음5)

의 경우, 같은 자질을 가진 고모음이 두음 위치에 오면 활음으로 변화되어 나타

난다. 

(4) 활음 형성(Lin 2007:169)

: 고모음 → 활음 / 두음 위치에서

기저형

두음 운

/ɕ i a/ ‘鰕, 새우’

활음 형성 j

표면형 [ɕja]

다음으로 치조경구개음 [ʨ, ʨʰ, ɕ]은 오직 [+전설성, +고설성]인 모음/활음인 

[i]/[j], [y]/[ɥ] 앞에서만 출현한다. 그리하여 치조경구개음은 표 5에서처럼 치 파

찰음/마찰음, 후치조 파찰음/마찰음, 연구개음과 상보적으로 분포한다. 

 5) 전통적으로 성운학에서는 활음을 모음으로 분류하였고, 한어병음에서도 모음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본고에서는 활음을 Lin(2007:41)을 따라 자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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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부류

후행 모음류

[i]/[j], 

[y]/[ɥ] 
여타 환경

치조경구개음 [ʨ] [ʨʰ] [ɕ] ○ ☓
치 파찰음/마찰음 [tʂ] [tsʰ] [s] ☓ ○

후치조 파찰음/마찰음 [tʂ] [tʂʰ] [ʂ] ☓ ○
연구개음 [k] [kʰ] [x] ☓ ○

표 5. 치조경구개음의 상보  분포(Lin 2007:49, Duanmu 2007:31)

그런데 이러한 상보적 분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Cheng(1973:36-40), 林燾, 

王理嘉(2013:77-80), 이해우(2013:50)와 같이 치조경구개음을 변이음이 아닌 변별

적인 음소로 놓는 관점도 있다. 표면형인 치조경구개음의 기저형을 한 가지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공시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6) 

본고는 하나의 기저형을 정하기보다는 Lin(2007:152)에 따라 중국어의 구개음

화에 두 가지 규칙이 있으며, 이 규칙들은 [+전설성, +고설성]인 모음류 앞에서 

치조경구개음만을 허용하는 하나의 제약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놓겠

다. 이에 해 요약한 (5)을 보면 (5a)는 치조경구개음만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을 제한하는 제약에 해당한다. 또한 (5b)는 기저형을 치음과 후치조음으로 가정

했을 경우의 구개음화 규칙, (5c)는 기저형을 연구개음으로 놓았을 경우의 구개

음화 규칙을 잠정적으로 쓴 것에 속한다.

(5) 구개음화의 제약과 두 가지 규칙(Lin 2007:151-152)

a. 경구개음 제약

설정성을 지니는 마찰음/파찰음과 연구개 장애음은 전설 고모음/고활음 

앞에 올 수 없다. 

b. 규칙 1

설정 마찰음/파찰음 → [-후설성, +고설성]

/ ____ [-후설성, +고설성] 모음류

 6) 통시적 관점에서 연구개음인 단어가 구개음화된 경우(姜, 結, 丘, 去, 旗, 休, 見), 치음인 

단어가 구개음화 된 경우( , 節, 秋, 趣, 齊 , 修, 箭)를 나누어 살펴볼 수는 있다. (王力 

1980:79, 엄익상 2012:90-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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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규칙 2

연구개 장애음 → [-후설성, +고설성]

/ ____ [-후설성, +고설성] 모음류

다음으로 모음을 보자. 중국어에는 표 6과 같이 총 5개의 모음 음소가 있다. 

여기에 저모음 /a/와 중모음 /ə/의 변이음까지 포함한다면 표 7처럼 11개의 모음

이 도출된다. 

전설 중설 후설

비원순 원순 비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i y u

중모음 ə
저모음 a

표 6. 국어 모음 음소 목록(Lin 2007:82)

전설 중설 후설

비원순 원순 비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i y u

중모음
e ə ɤ o

ɛ
저모음

æ/a ɑ

표 7. 국어 모음표(Lin 2007:65)

표 7에 새로 출현한 중국어 모음을 도출하는 규칙에는 중모음 변이음 규칙과 

저모음 변이음 규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중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Lin(2007:155-158)에 따르면, 중국어의 중모음 음소 /ə/는 [ə], [e], [o], [ɤ]와 같은 

네 가지 변이음을 도출한다. 

(6) 중국어 중모음 /ə/의 분포(Lin 2007:76)

a. [ə]: 자음 앞에서

b. [e]: 뒤에 [i]가 오는 이중모음에서, 앞에 [j]나 [ɥ]가 오는 음절 말 위치에서

c. [o]: 뒤에 [u]가 오는 이중모음에서, 앞에 [w]가 오는 음절 말 위치에서

d. [ɤ]: CV 음절 구조일 때 음절 말 위치에서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18 -

위의 (6b)와 (6c)의 [e]와 [o]는 중모음 음소가 인접한 고모음/고활음의 [후설성]

과 [원순성]에 동화될 때 나타난다. Lin(2007:155-158)이 서술한 관련 부분을 참고

한 후, 본고가 방향성을 명시하여 규칙을 분화시키고 두 규칙 간의 순서를 밝히

면 아래의 (7)~(10)과 같다. 

먼저 중모음 변이음 가운데 [e]와 [o]는 중모음 음소 /ə/가 후행하는 고모음에 

역행동화되어 [후설성]과 [원순성]을 일치시켜 출현할 수 있다.

(7) 중모음 역행동화

: ə → [α후설성, β원순성] 

/ ____ [+고설성, α후설성, β원순성]모음

기저형 /kəu/214 ‘狗, 개’

중모음 역행동화     o

표면형 [kou]214

기저형 /pəi/214 ‘北, 북쪽’

중모음 역행동화      e

표면형 [pei]214

또한 중모음이 선행하는 고활음에 순행동화되어 [후설성]과 [원순성]이 같아질 

때 [e]와 [o]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이때 중모음에 선행하는 고활음은 (4)의 

활음 형성 규칙에 따라 원래 고모음이었지만 두음 위치에 오게 되면서 활음으로 

형성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중모음 순행동화를 급여(feed)한다. 

(8) 중모음 순행동화

: ə → [α후설성, β원순성]

/[+고설성, α후설성, β원순성]활음 ____ 

기저형 /kuə/35 ‘國, 나라’

활음 형성     w

중모음 순행동화       o

표면형 [kwo]35

기저형 /piə/35 ‘別, 이별하다’

활음 형성      j

중모음 순행동화       e

표면형 [pj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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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의 중모음 역행동화와 (8)의 중모음 순행동화는 출혈(bleeding) 관계

에 놓여 있다. (9a)의 올바른 도출형에서 볼 수 있듯이 /iəu/와 같은 음소 연쇄가 

주어지면, 먼저 활음 형성이 적용된 다음, 중모음 역행동화가 순행동화보다 반드

시 먼저 적용되어야만 적합한 표면형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때 중모음 역행동화

가 적용됨으로써 중모음 순행동화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리게 되므

로 역행동화가 순행동화를 출혈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중모음 역행동화와 중모음 순행동화의 출혈 관계

a. 올바른 도출형

기저형 /niəu/35 ‘牛, 소’

활음 형성     j

중모음 역행동화      o

중모음 순행동화 -

표면형 [njou]35

b. 잘못된 도출형

기저형 /niəu/35 ‘牛, 소’

활음 형성     j

중모음 순행동화      e

중모음 역행동화 -

표면형 *[njeu]35

다만 중모음에 선행하는 활음이 원순 전설 고모음 /y/가 활음화된 /ɥ/일 경우, 

중모음 /ə/의 [원순성]은 동화되지 않고 [후설성]만 동화되어 [e]가 표면형으로 도

출된다. 이에 하여 Lin(2007:155-156)은 중국어에 원순 전설 중모음 [ø]을 금지

하는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제약의 근거로서 [ø]이 여러 언어에서 보

편적이지 않고, 조음이 어려우며, 중국어에서 자주 출현하는 [e]와 [o] 사이에 위

치하여 지각적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본고에서는 제약과 규칙을 

동시에 도출에 사용하는 Lin(2007:155-156)의 접근을 수정하고, 일괄적으로 규칙

만을 사용하여 중모음 변이형을 도출하겠다. 그리하여 본고는 Lin(2007:155-156)

의 ø 금지 제약을 (10)와 같이 ‘ø 평순화’라는 규칙으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ø 

평순화 규칙은 반드시 중모음 순행동화가 적용된 다음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모

음 순행동화와 ø 평순화는 서로 급여의 관계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음 형

성 또한 중모음 순행동화를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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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ø 평순화

: ø → [-원순성]/[-후설성, +원순성]활음 ____ 

기저형 /ɕyə/35 ‘學, 배우다’

활음 형성     ɥ
중모음 순행동화      ø

ø 평순화      e

표면형 [ɕɥe]35

다음으로 중모음 음소 /ə/의 또 다른 변이형 [ɤ]을 보자. Lin(2012:174)에 따르

면, 중국어에서 중앙모음 /ə/는 이완모음(lax vowel)으로서 그 길이가 다른 모음

에 비하여 짧다. 이 때문에 중앙모음 하나만 가진 운은 온음절의 성조나 강세를 

구현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운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완모음 /ə/을 긴장모음으로 바꾸고 그 길이를 늘이는 긴장음화가 발생하게 된다. 

Lin(2012:174)의 이러한 서술을 본고에서 중모음 긴장음화의 규칙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11)과 같다. 

(11) 중모음 긴장음화

: ə → [+긴장성]/ (C)____

기저형 /kə/35 ‘歌, 노래’

중모음 긴장음화 ɤ
표면형 [kɤ]35

다만 경성(T0: toneless, neutral tone)과 같이 약화된 음절의 경우, 이완모음인 

중앙모음이 단독으로 운을 구성할 수 있다. Lin(2012:175)는 ‘哥哥, 오빠/형’와 같

은 단어의 기저형은 ‘/kə.kə./55.55’로서 앞뒤 음절이 서로 동일하지만, 두 번째 음

절이 경성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긴장음화가 적용되지 않아 표면형에서는 

‘[kɤ.kə]55.2’와 같이 앞뒤 음절이 서로 다르게 실현된다는 예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중모음 음소 /ə/가 그 로 도출되는 변이형 [ə]는 [e], [o], [ɤ]가 도

출되는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 즉 자음 앞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결국 비음 

말음 앞에서만 [ə]가 출현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Lin(2012:174)에 따르면, 원래 

중앙모음은 단독으로 운을 구성할 수 없지만 비음 말음과 함께 출현한다면 운이 

온음절의 성조나 강세를 구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길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음 말음 앞인 음절 중간 위치에서는 굳이 중모음의 [긴장성]이 변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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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다. 이때 중앙모음은 [후설성]과 [원순성]이 미명세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분절음에 한 동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중모음 변이형 [ə]

기저형 /mən/35 ‘門, 문’

표면형 [mən]35

기저형 /ləŋ/214 ‘冷, 춥다’

표면형 [ləŋ]214

그럼 이제 저모음 /a/의 변이형에 주목해보자. 저모음은 세 가지 변이음 [a], 

[ɑ], [ɛ]을 갖는다.

(13) 중국어 저모음 /a/의 분포(Lin 2007:78)

a. [ɑ]: [u]나 연구개 비음 [ŋ] 앞에서

b. [ɛ]: [j]/[ɥ]와 치 비음 [n]의 사이에서

c. [a]: 여타 환경에서

이 가운데 먼저 (13a)의 변이음 [ɑ]는 후행 분절음이 [u]나 [ŋ]과 같이 [+후설

성]일 때에 그 [후설성]에 역행동화되어 생겨난다. 

(14) 저모음 역행동화(Lin(2007:153)의 저모음 후설화 수정 적용)

: [+저설성, -후설성]모음 → [+후설성] / ____ [+후설성]

기저형 /kau/55 ‘高, 높다’

저모음 역행동화      ɑ
표면형 [kɑu]55

기저형 /kaŋ/55 ‘鋼, 철’

저모음 역행동화     ɑ
표면형 [kɑŋ]55

다음으로 (13b)의 [ɛ]는 저모음 음소 /a/가 인접한 분절음에 상호동화(reciprocal 

assimilation)되어 전설음화 및 고설음화되어 나타난다. 저모음이 그에 선행하는 

전설 고활음과 후행하는 치조 비음에 모두 동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저모음 

상호동화는 선택적인(optional) 규칙으로서, 어떤 중국어 화자들은 전설음화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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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고설음화는 시키지 않아 [æ]과 같은 표면형을 산출하기도 하고, 또 다른 화

자들은 아예 아무런 동화도 적용시키지 않아서 기저형의 /a/를 그 로 발음하기

도 한다(Lin 2007:155). 따라서 본고는 [ɛ]~[æ]~[a]와 같은 변이형(variant)의 산출을 

규칙에 반영하여 아래의 (15)와 같이 쓰도록 하겠다. 

(15) 선택적 저모음 상호동화(Lin(2007:153)의 저모음 전설음화/고설음화의 수정 

적용)

: [+저설성]모음 → [-후설성, -저설성] 

/ [-후설성, +고설성]활음 ____ [n] (선택적)

기저형 /tʰian/55 ‘天, 하늘’

활음 형성              j

선택적 

저모음 상호동화
 ɛ~æ~a

표면형 [tʰjɛn]55~[tʰjæn]55~[tʰjan]55

이제 표 4와 표 7의 중국어 자음표와 모음표의 분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중국어 음절의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6)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최  ‘CG(자음+활음)’인 두음에 ‘VX(모음+비음/모음)’인 운의 결합까지 

가능하다(Lin 2007:108, 馬秋武 2008:133).7) 음절 가중치의 측면에서는 중음절까

지만 허용되고, 초중음절의 출현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

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조합의 약 5%만이 중국어의 실제 음절로 출현한다고 한

다(Duanmu 2007:48). 이를 통하여 중국어에는 상 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하여 실

제로 사용되는 음절의 개수 자체가 적어 음절 공백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8) 

 7)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성운학과 현  음운론에서 서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또한 현  

음운론 내부에서도 학자마다 음절 구조에 한 이견이 있다. 일단 성운학에서는 한 음절

을 ‘성모+운모(운두+운핵+운미)’의 구조로 분석한다. 한편 현  음운론에서 Duanmu 

(2007:25-30, 42-45)는 음절을 CGVX의 구조로 파악하여, 활음을 두음 자음에 한 2차 조

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Lin(2007:108)과 馬秋武(2008:133)는 음절을 CGVX

의 구조로 분석하였다.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다룬 여러 논쟁에 한 상세한 내용은 林

燕慧(2014:328-345)를 참고할 것.

 8) 표준중국어에서 가능한 최  음절 구조는 ‘자음+활음+모음+자음/모음(CGVX)’의 형태이

다. Duanmu(2007:48-49)의 계산에 따르면, 음소배열론이 없다고 가정할 때 9,200개의 음절

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영어의 실제 음절 개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

나 여기에 음소배열제약을 적용하면, 오직 1,900개의 음절만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실제 

표준중국어에서는 이보다도 적은 약 400개의 음절만 사용된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박

종한, 양세욱, 김석영(2012)은 현 한어 사전을 근거로 하여 중국어 음절의 개수가 399개



1. 서론

- 23 -

그리고 음절 공백 가운데 우연한 공백(accidental gap)이 아닌 체계적 공백

(systematic gap)에 해서는 언어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언어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음소배열론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9) 

(16) 중국어의 최  음절 구조와 초중음절 금지 제약

a. σ b. σ

σ(syllable): 음절 

O(onset): 두음

R(rime/rhyme): 운

N(nucleus): 핵음

C(consonant): 자음

G(glide): 활음

V(vowel): 모음

O R O R

│
 

N 
 

N C0

│ │
C G V V C G V N

│ │ │ │ │ │ │ │
x w a i x w a  n

c. 초중음절 금지

*μμμ
: 모라가 세 개 이상인 초중음절을 금지한다. 

(No superheavy syllable)

이를테면 중국어의 여러 음소배열론 가운데 인접한 음소끼리의 [후설성]을 동

화(assimilation)시키도록 요구하는 조화(harmony) 규칙/제약들이 있다. 이러한 음

소배열론은 음절 내부에서 연접할 수 있는 각 음소 연쇄에 하여 후설성을 일

치시켜 조음의 편이(ease of articulation)를 도모한다. 그래서 만약 차용어에서 입

력형으로 체계적 공백에 해당하는 음소 연쇄가 주어질 경우, 음소배열론을 지키

기 위하여 비적형의 음소 연쇄에 한 여러 가지 수선 전략이 사용된다. 그럼 

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성조를 따지지 않고 성모와 운모의 가능한 결합만을 따

져 계산했을 때의 결과이다. 여기에 네 개의 성조를 부과하면 이론적으로는 1,596개의 음

절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음절이 다 네 개의 성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어

서 실제로는 1,206개의 음절만 출현한다고 한다. 한편 여기에 방언, 고 중국어, 의성어, 

문언 어휘용 음절을 추가하여 1,298개의 음절이 가능하다고 셈할 수도 있다. 

 9) 중국어의 음소배열론은 음운론적 동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소 연쇄

에 한 동화 제약과 이화 제약, 그리고 특정 음절 위치에 올 수 있는 음소에 한 제약

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Lin(2007)의 제5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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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중국어 차용어 음운론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후설성]과 관련된 음소배

열 규칙/제약이 체계적 공백에 해당하는 차용어 입력형을 어떻게 적응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연구개 장애음과 후행 고모음류의 [후설성]을 동화시키기 위하여 [ki, kʰi, 
hi, kj, kʰj, hj]와 같은 음소 연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차용어 음역에서는 역행

동화인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17) ‘연구개 장애음-고모음류’의 후설성 동화

: *[ki, kʰi, hi, kj, kʰj, hj]

a. 차용어 적응의 예10)

비중국어 중국어

Gilbert [gi] ⟶ /ki/ ⟶ [ʨi] 吉爾伯特

guitar [gi] ⟶ /ki/ ⟶ [ʨi] 吉他

Kentucky [kʰi] ⟶ /ki/ ⟶ [ʨi] 肯德基

Kingston [kʰi] ⟶ /ki/ ⟶ [ʨi] 金斯

khaki [kʰi] ⟶ /ki/ ⟶ [ʨi] 哢嘰

bikini [kʰi] ⟶ /ki/ ⟶ [ʨi] 比基尼

cookie [kʰi] ⟶ /kʰi/ ⟶ [ʨʰi] 曲奇

Keats [kʰi] ⟶ /kʰi/ ⟶ [ʨi] 濟慈

Kiwi [kʰi] ⟶ /ki/ ⟶ [ʨi] 幾維(鳥)

Hillary [hi] ⟶ /xi/ ⟶ [ɕi] 希拉蕊/希拉里

hippy [hi] ⟶ /xi/ ⟶ [ɕi] 嬉皮

Hilton [hi] ⟶ /xi/ ⟶ [ɕi] 希爾

b. 관련 제약

*Velar-i: 연구개 장애음은 전설 고모음이나 고활음 앞에 출현할 수 없다. 

(Lin 2007:15211), 于輝 2011:53, Kim 2012:215-218)

10) Lin(2007), 于輝(2011), Kim(2012)에서 해당 차용어 자료를 가져왔고, 본고에서 적응 과정

을 다시 상세히 기술하였다. 

11) Lin(2007)은 *Velar-i 제약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제약에 한 서술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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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적성이론 분석(Kim 2012:218)12)

Input: [hi] *Velar-i
Ident

(Manner)

Ident

(Place)

Ident

(Voicing/Asp)

a. [xi] *! *

b. ☞ [ɕi] *

c. [ʨi] *! *

둘째, 활음과 후행 고모음의 [후설성]을 동화시키기 위하여 [ju, wi]의 연쇄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차용어 입력형으로 [ju, wi]가 들어오면 삽입, 삭제, 변환, 

융합과 같은 네 가지 수선 전략이 사용된다. 다만 이때에 어중에 삽입되는 모음

은 부분 중국어 중모음의 기저형인 중앙모음이거나 저모음의 기저형이다. 모

음이 삽입된 다음에는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변이음 법칙을 거쳐 최종 출력형이 

산출되는 토착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삭제되는 것은 모음이 아닌 활음이고, 변

12) 음영은 본고에서 추가하여 표시하였다. 다만 연구개음과 후행 고모음 사이의 [후설성] 일

치에 하여 다룬 Kim(2012:217-218)의 분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입력형 [gi], [ki]가 각각 [ʨi]~[ʨʰi]의 변이형을 산출해낸다는 점을 복수의 입력형을 

한 칸에 넣고 복수의 적형 출력형까지 모두 한 칸에 넣어 산출하는 최적성이론의 분석도

표를 그려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실 상 두 개의 분석도표를 하나에 합쳐놓은 셈이어서 

각 제약에 한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두 개의 분석도표

로 따로 나누든지, 아니면 변이형의 산출을 최적성이론의 도표에서 표시하는 방식인 

Zuraw(2010)를 따라 제약 사이의 실선을 물결선으로 표기하고 별개의 칸에 표기된 후보 

두 개를 선택하든지 해야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약과 제약 위계에 한 문제이다. Kim(2012:217-218)은 구개음화 적응에 하여 

*Velar-i >> Ident(manner) >> Ident(place) >> Ident(vocing/asp)의 위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런데 Kim(2012)이 제시한 차용어 자료에만 근거해서는 사실 상 Ident(place), Ident(voicing), 

Ident(asp) 사이의 위계를 분명히 정할 수 없다. 그리고 Ident(voicing/asp)와 같이 두 개의 

제약을 합쳐서 쓰기(local conjunction) 위해서는 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

다.

다음으로 于輝(2011:54)가 연구개음과 후행 고모음 사이의 [후설성] 일치에 하여 제시한 

최적성이론 도표 분석은 세 가지인데, 거기에는 다섯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Velar-I를 

위배하는 후보군들은 반드시 Ident-IO(place)를 준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

로 Ident-IO(place)를 어기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둘째, *Asp제약을 어기는 후보에게 위배 

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제약에 한 평가에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 셋째, Ident-IO(spread-gl) 제약을 어기는 후보에게 위배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혼동을 야기한다. 넷째, 치명적 위배에 한 표시와 음영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결정적으로 제약 위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모든 제약에 

한 위배 상황을 바로 잡았을 때 于輝(2011:54)가 제시한 ‘*Velar-i >> ID(place) >> *Asp 

>> ID(spread-gl)’의 제약 위계로는 구개음화된 올바른 적형의 후보가 산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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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는 것은 활음일 수도 있고 모음일 수도 있다.

(18) ‘활음-고모음’의 후설성 동화

: *[ju, wi]

a. 차용어 적응의 예13)

가) 삽입

비중국어 중국어

New York [ju] ⟶ /jəu/ ⟶ [jou] 紐約

Utah [ju] ⟶ /jəu/ ⟶ [jou] 猶他

Shoemaker [ju] ⟶ /jəu/ ⟶ [jou] 休麥克

Euphrates [ju] ⟶ /jəu/ ⟶ [jou] 幼發拉迪斯

eureka [ju] ⟶ /jəu/ ⟶ [jou] 尤里卡

Hume [ju] ⟶ /jəu/ ⟶ [jou] 休姆

Wilson [wi] ⟶ /wəi/ ⟶ [wei] 爾遜

Wisconsin [wi] ⟶ /wəi/ ⟶ [wei] 斯康星

quinoline [wi] ⟶ /wəi/ ⟶ [wei] 喹啉 

Aquinas [wi] ⟶ /wəi/ ⟶ [wei] 阿奎那

Malawi [wi] ⟶ /wəi/ ⟶ [wei] 马拉维

나) 삭제

비중국어 중국어

Utopia [ju] ⟶ [u] 烏托邦

Hugo Boss [ju] ⟶ [u] 胡戈波士

Whistler [wi] ⟶ [i] 喜斯勒

De Quincey [wi] ⟶ [i] 第琴稷

다) 변환

비중국어 중국어

Europe [ju] ⟶ [ou] 歐羅巴

Darwin [wi] ⟶ [wə] 達爾文

Queensland [wi] ⟶ [wə] 昆士蘭

Wimbledon [wi] ⟶ [wə] 溫 爾登

라) 융합

비중국어 중국어

Yucan [ju] ⟶ [y] 育空

b. 관련 제약

Agree[back]-GV[+high]

활음은 후설성이 다른 고모음이 뒤에 바로 연이어 나타날 수 없다(Lin 

2007, 한서영 2012).

13) Lin(2007:257-258)과 한서영(2012)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한서영(2012)의 분석에 따라 자료

를 기술하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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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적성이론 분석(한서영 2012)14)

가) 삽입

Input: [ju] Agree[back]-GV Linearity15) Max ID Dep

a. [ju] *!

b. [u] *!

c. [y] *!

d. ☞ [jou] *

e. [ou] *!

나) 삭제

Input: [ju] Agree[back]-GV Linearity Dep ID Max

a. [ju] *!

b. ☞ [u] *

c. [y] *!

d. [jou] *!

e. [ou] *!

다) 변환

Input: [wi] Agree[back]-GV Linearity Max Dep ID

a. [wi] *!

b. [i] *!

c. [ɯ] *!

d. [wei] *!

e. ☞ [wə] *

14) 한서영(2012)에 존재하는 네 가지 잘못을 여기에서 밝히고 바로 잡는다. 편집 과정 중에 

발생한 착오가 한 가지 있고, 필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편집 과

정 도중, 전통적 최적성 이론의 분석 도표에서 점선으로 표기되어야 할 부분이 실선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 있다. 그런데 선이 잘못 표기된 분석 도표(tableau) 바로 위에 올바른 

위계질서를 적어 놓았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오기를 바로 잡을 수 있겠다. 둘째, 전설 

저모음과 후설 저모음의 국제음성부호 표기가 뒤바뀌어 표기된 것이 한 군데 있는데, 이

것도 사각도의 위치를 함께 그려놓았으므로 사각도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제 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주 7에서 ‘비음 말음이 있을수록 높아진다’를 ‘비음 말음이 없을

수록 높아진다’라고 고쳐야 한다. 본문에는 제 로 표기되었으므로 이 또한 본문을 기준

으로 보면 문제가 없겠다. 넷째, 일반화 선형모형의 결과 해석 부분에서 해석 기준을 마

치 계수값 자체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서술한 부분은 애매모호하다. 마땅히 공변량의 

승산비 1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첨가하여야 한다. 

15) 한서영(2012)에서는 Kager(1999:62-63)에 따라 융합 금지 제약으로 Linearity를 사용하였지

만, 본고의 2장과 3장에서는 McCarthy & Prince(1993)에 따라 융합 금지 제약을 Linearity

가 아닌 Uniformity로 바꾸어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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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합

Input: [ju] Agree[back]-GV Dep Max ID Linearity

a. [ju] *!

b. [u] *!

c. ☞ [y] *

d. [jou] *!

e. [ou] *!

셋째, 핵음인 고모음과 말음인 비음의 [후설성]을 동화시키기 위하여 [iŋ(ɪŋ), 
un(ʊn)]과 같은 음소 연쇄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수선 전략으로 모음 삽입과 비

음 변환이 사용되었다.

(19) ‘고모음-비음’의 후설성 동화

: * [iŋ(ɪŋ), un(ʊn)]

a. 차용어 적응의 예(Lin 2007, 于輝 2011, Kim 2012)16)

가) 삽입

비중국어 중국어

bowling [ɪŋ] ⟶ [jəŋ] 保齡(球)

pudding [ɪŋ] ⟶ [jəŋ] 布丁

Browning [ɪŋ] ⟶ [jəŋ] 勃朗寧

Lansing [ɪŋ] ⟶ [jəŋ] 蘭辛

Shilling [ɪŋ] ⟶ [jəŋ] 先令

Harding [ɪŋ] ⟶ [jəŋ] 哈定

나) 변환

비중국어 중국어

Buckingham [ɪŋ] ⟶ [in] 白金漢

bingo [ɪŋ] ⟶ [in] 賓戈

shaping [ɪŋ] ⟶ [in] 舍賓

cartoon [un] ⟶ [uŋ] 卡通

bassoon [un] ⟶ [uŋ] 巴松

b. 관련 규칙

: 중모음 삽입(Lin 2007)

가) [ŋ] 앞의 [i]와 [n]앞의 [u]는 두음으로 음절화한다. 

나) 비어 있게 된 핵음 위치에 [ə]를 삽입한다.

16) 고모음-비음 말음의 적응에 하여 Lin (2007), 于輝 (2011), Kim (2012) 모두 음소 연쇄의 

프레임 안에서 파악하지 않았고, 단순히 비음 말음의 적응으로만 기술한 것을 본고에서 

해당 음소 연쇄를 찾은 다음 맞는 것만 갖고 온 것이다. 이들 모두 비음 말음의 적응 변

이형은 자유 변이형이어서 아무런 규칙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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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련 제약

: 중모음 삽입(Lin 2007)

가) 고모음과 비음 말음은 반드시 동일한 [후설성] 자질 값을 가져야 한

다. 

나) 음절은 반드시 핵 분절음을 가져야 한다. 

d. 전통적 최적성이론 분석: 없음

다만 출력형으로 n과 ŋ이 모두 자유롭게 응하므로(Lin 2007, 于輝 

2011, Kim 2012) Agree[back]-VN과 ID(place)의 위계 미정.

본고에서는 (17), (18), (19)의 현상들이 모두 음성학적으로 조음의 편이를 추구

하기 위하여 음운론적으로 [후설성]을 동화시켰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17)의 *Velar-i와 같이 관찰적 타당성(observational adequacy)만을 갖고 있는 제약

을 모두 Agree[back]17)과 같이 음운 조화 현상을 드러내는 제약으로 통일하여 나

타내고자 한다. Agree[back]의 제약 설정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모

(conspiracy)하고 있는 음운론적 동기를 포착하여 변별 자질로서 드러내기 때문에 

기술적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까지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 후설성 조화 음소배열 제약: Agree[back]

인접한 음소끼리 [후설성]이 같아야 한다. (*[𝛼back][-𝛼back])

1.3.2 국어의 운율단어와 단 편

이번 목에서는 5장의 혼성어의 어형성에 관여하는 절단에 해 살펴보도록 하

자. 일반적인 단어의 형성은 파생이나 합성과 같이 작은 형태가 연결되어 더 큰 

형태를 만드는 양상을 따른다. 이에 따라 형태론의 기본 단위는 형태소가 되며, 

형태소를 연결시키는 방법에 조어법의 초점이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

소 기반 접근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중에 하나

가 바로 절단으로 인한 역형성(back-formation)이다. 절단에 의한 역형성은 고  

중국어에서부터 연면어(聯綿詞/連綿詞)에 활발하게 일어나던 현상으로서, 운율단

17) 참고로 馬秋武(2008)은 Agree-GV[back], Agree-VG[round] Agree-GV[back], Agree-GV[round]

의 제약을 사용하여 중국어의 여러 가지 방언에 존재하는 이중모음의 유형을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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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법단어가 먼저 생겨난 다음 재분석을 통하여 1음절-형태소가 새로 분비

(secretion)되는 것을 일컫는다. 1음절-형태소가 모여 운율단어-문법단어를 형성하

는 일반적 어형성과는 방향성이 정반 인 것이다. 

아래의 (21)을 보면, 연면어 ‘狐疑, 猶豫, 憔悴(憔 )’와 같은 운율단어-문법단어

는 ‘狐+疑’, ‘猶+豫’, ‘憔+悴(憔+ )’와 같은 1음절-형태소의 조합으로 생겨난 단

어가 아니다. 이들은 2음절 단순어인 ‘狐疑, 猶豫, 憔悴(憔 )’가 제일 먼저 형성

된 다음, 재분석을 거쳐 절단되어 ‘狐’, ‘疑’, ‘猶’, ‘豫’, ‘憔’, ‘悴( )’와 같은 1음

절 형태소를 역형성하였다. 

(21) 전통시기 연면어의 절단과 역형성: 운율단어 ⟶ 음절 

a. 다음절 단순어인 연면어

心猶豫而狐疑兮, 欲自適而不可(屈原, ≪楚辭⋅離騷≫)

마음이 머뭇거리고 망설여져, 떠나가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

(狐疑, 猶豫: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胡疑, 猶  猶夷, 猶移, 由

, 尤 )18)

玉顏憔悴三年，誰複商量管弦(王建, ≪宮中調笑⋅團扇≫)

(병이 들어) 아름다운 얼굴이 삼 년 동안 초췌했으니, 누가 다시 관현악

기를 상의할까?

b. 역형성과 1음절 형태소 분비(이영주 2000:296에서 재인용)

壹心而不豫兮(屈原, ≪九章⋅惜誦≫)

한 마음으로 망설이지 않네.

人心憔然(≪新唐書⋅裵漼傳≫)

사람의 마음이 근심스럽다.

悴容變柔顔(謝靈運, <長歌行>)

초췌한 얼굴이 부드러운 낯빛을 바꾼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러한 변화가 언어학적 오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청

(淸)의 왕념손(王念孫)은 ≪廣雅疏證≫에서 ‘狐擬, 猶豫’ 등의 연면어를 한 글자

씩 나누어 훈고하던(分訓) 이전의 주석을 문제 삼았고, Chao(1968)는 중국어에 

‘단음절 신화(monosyllabic myth)’가 있다면서 다음절 단순어의 무의미 음절에도 

18) 중국어의 음성 언어적 어휘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자 표기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

이다. 연면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음역 차용어에서 초콜릿을 나타내는 한자 표기가 ‘巧

克力, 巧古力, 巧格力, 朱古力, 朱古律, 查古律, 查古列, 諸古力’ 등으로 다양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한자 표기를 야기한 원인은 차용 경로 자체가 다

원적이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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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으로 의미를 부과하려는 경향을 비판하였다. 이렇게 언어학적 오류가 

빚어낸 역형성의 기제는 (21), (22)의 전통시기 중국어에서부터 (23)의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용되어 음성 언어적 어휘군의 운율단어에서 새로운 1음절 형태소를 

분비시켰다. 

(22) 전통시기 연면어의 절단과 역형성의 기제: 훈고학 분훈(分訓)의 언어학적 오류

五尺犬爲猶
오 척의 개를 일러 ‘猶’라고 한다.(顏之推, ≪屍子≫)

隴西 犬子爲猶
농서 지역에서는 강아지를 ‘猶’라고 부른다(許慎, ≪說文≫)

猶如麂, 善登木

: ‘猶’는 큰 노루와 같고, 나무를 잘 탄다. (≪爾雅≫)

吾以爲: 人 犬行, 犬好豫在人前, 待人不得, 又來迎候, 如此返往, 至於終

日, 斯乃豫之所以爲未定也, 故稱猶豫. (顔之推, ≪顏氏家訓≫第六卷)

: 내 생각은 이렇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개는 사람 앞에 

‘豫(미리 나아가 있기)’하기를 좋아한다. (개는 미리 앞에 나아가 있고, 

뒤쳐진) 사람을 기다리다 못해 다시 돌아와서 맞이하고는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루 종일에 다다를 지경이다. 이것이 바로 ‘豫’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게 된 이유라고 본다. 그래서 猶豫라고 

말한다.

狐之爲獸, 又多猜疑, 故聽河冰無流水聲, 然後敢渡. (顔之推, ≪顏氏家訓≫
第六卷)

: 여우란 짐승은 의심이 많은지라, 황하가 얼어붙었다 해도 흐르는 물소

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확인하고) 나서야 강물 건너기를 감행한

다.

그리고 음역 차용어 또한 연면어와 마찬가지로 다음절 단순어로서 1음절 1형

태소의 법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절단 역형성의 기제를 따른다는 특징을 갖

는다. 이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문자보다는 말소리가 선행하며 구술성을 매개로 

하여 존재하는 음성 언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음성 언어적 특징을 갖는 어휘들

은 어느 순간 문자로 표기되고 나서야 다른 어휘군이나 한자의 특성과 시나브로 

결합되어 그 이질적인 언어학적 성질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1음절 1형태소

로 구성되지 않아 의미-통사적으로 불투명했던 자료 가운데 일부가 재분석과 역

형성을 통하여 점점 의미적 투명성을 증가시켜 1음절 1형태소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운율 단위-서사 단위-문법 단위가 일치하는 중국어의 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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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단어성을 구성하게 된다. (23)을 보면, 현 의 음역 차용어인 幽默(humour)

와 麥克風(microphone)은 모두 1개의 형태소만을 갖는 단순어이기 때문에 幽, 默, 

麥는 모두 형태소 미만의 무의미 파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형성을 

거쳐 幽, 默, 麥는 새로운 형태소로 분비된 것을 볼 수 있다.

(23) 현  음역 차용어의 절단과 역형성: 운율단어 ⟶ 음절

a. 다음절 단순어인 음역 차용어

humour ⟶ 幽默(유머), microphone ⟶ 麥克風(마이크) 

b. 역형성과 1음절 형태소 분비

幽你一默 (江西衛視≪家庭幽默 像≫프로그램 별칭)

: 당신을 한 번 웃겨드립니다

幽了誰的默? (2015年01月07日 中國產經新聞 기사 제목)

: 누구를 웃게 했는가? 

行爲藝術家幽了全世界人一默 (2006年07月20日 深圳商報 기사 제목)

: 행위 예술가가 전세계인의 비웃음을 사다.

“麥霸”KTV唱歌沒搶到話筒 拎把菜 砍傷朋友 (2015年04月08日 長株潭報 

기사 제목)

: ‘마이크의 패왕’이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마이크를 빼앗지 못하자 식칼

을 들고 친구를 찔러 다치게 하다

耳麥(헤드셋), 立麥(스탠딩 마이크)

이와 같이 음성 언어적 어휘군들은 역형성의 기제에 의해 운용되어 운율단어

에서 음절 형태소를 역형성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연면어와 음역 차용어와 같은 

중국어의 음성 언어적 어휘군은 운율단어에서 1음절 형태소를 역형성해내는 특

징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형태소 기반 접근법에 근거한 단어성 제약

만으로는 이를 분석해 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어형성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5장의 절단-역형성 현상으로 생긴 파편의 혼성어 어형성을 통하여 보여주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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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역어의 운율형태적 특수성

2장에서는 이 연구가 왜 중국어의 여타 단어와는 다른 각도에서 중국어 음역

어에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왜 운율형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

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논의의 시작은 음역어

가 속한 중국어 차용어에 한 기존의 어원학적 분류법이 중국 언중들이 실제로 

내재화시킨 심리적 어휘부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서 출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용어 분류에 운율형태적 기준을 제

시하고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근거를 중국어의 단어성(wordhood)을 통하

여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중국어 단어성을 나타내는 최적성이론의 제약을 

사용하여 운율형태적 분류법을 수립하고 이것을 어원학적 분류법과 통계적으로 

비교한다. 그 결과,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어 차용어 분류에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의 어원학적 분류법보다 기술적 타당성, 언어 보편성, 통계

적 유의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갖지만, 음역 차용어의 하위 부류만은 분류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 때문에 음역어에 해서는 중국어의 일반

적인 단어성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후 3, 4, 5장은 2장에서 드러난 음역어의 운율형태적 특수성을 각 운율형태적 

단위에 따라 일반적 단어성을 드러내는 제약이 아닌 음소배열론과 절단 현상을 

통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2.1 차용 방식 분류법의 문제점

이제까지 중국어 차용어는 부분 차용 방식에 따라 분류되어 왔다. 기존 연

구에서는 차용어의 어휘군을 음역(音譯), 의역(意譯/義譯), 형역(形譯)과 같은 큰 

범주로 나눈 다음, 차용 방식이 여러 가지 결합된 음의겸역, 음형겸역 등의 경우

를 제시하거나 큰 범주 밑에 속하는 축자번역(calque), 음의쌍관(音義雙關) 등의 

하위 부류를 제시하였다. (楊錫彭 2007, Wiebusch & Tadmor 2009, 于輝 2011, 

Kim 2012, 史有爲 2013, 이지원 2014)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차

용어와 고유어의 경계를 구분하거나, 해당 범주의 예와 어원을 기술한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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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시도되어 왔다. (羅常培 1950, 맹주억, 1984, Masini 1993, 萬紅 2007, 김

석영 2012) 또한 특정 개별 자료의 차용 방식을 풀이하면서 이를 중국의 사회문

화적 특수성과 연관시켜 해설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 차용 

방식에 따른 차용어 분류를 전제로 하였다. (이정자 2000; 遊汝傑, 鄒嘉彥 2005; 

김태은 2014)

이렇게 차용 방식에 따라 차용어를 분류하는 방식은 어원학(etymology)의 영역

뿐만 아니라 중국어 차용어에 한 언어학적 연구에서도 이미 지배적인 관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차용 방식에 따라 해당 범주의 명칭이나 각 범주의 경계, 

예시의 적합 여부를 논쟁하는 일은 문헌을 정확히 기술하고 관련 논의를 촉발시

켜 문헌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꼭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차용어와 

같은 특정 어휘 부류를 음역, 의역, 형역 등으로 분류하는 어원학적 방식은 과연 

언어학적으로도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가? 현재 중국 언어학계에서 아무런 비

판 의식 없이 어원학적 분류를 확 재생산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언중

들의 언어 지식 속에 실재하고 있는 심리적 어휘부의 구조를 밝히는 일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문헌학적 관례를 답습하고 기술자의 편의만

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찍이 Chomsky & Halle(1965)는 언어학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화자가 가진 

암묵적인(tacit) 언어 지식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언중들뿐만 아니라 기성 언어학자

들까지 차용 방식에 따른 하위 어휘군을 제 로 분류해내지 못한다면, 그 분류

는 음운론의 자연부류(natural class)와는 달리 모어 화자들의 암묵적 언어 지식을 

제 로 기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일반 중국 언중들은 ‘蘋果, 世界, 浪漫, 手續, 媒體, 黑板’19)과 같은 개별 

자료가 모두 차용어란 사실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다른 차용 유형에 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언중들에게 있어 위의 단어들은 의미역이 다를 수는 있어도 

모두 외국어다운 느낌이 없는 전형적인 중국어 단어일 뿐이다. 이렇게 언중들이 

차용 방식에 따라 나눈 어휘군 사이의 차이점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은, 차용 

방식과 같은 어원학적 정보가 심리적 어휘부의 구조를 나누는 데에 있어 중 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여기에 더하여 서로 다른 차용 방식

19) 蘋果(음의겸역, < bimbara), 世界(의역, < loka), 浪漫(중국어 형역 < 일본어 음역 < romance), 

手續(형역 < 手續), 媒體(음역(음의쌍관) < media), 黑板(의역(축자의역) < black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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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차용된 자료를 언중들이 모두 고유어와 같은 성질을 지녔다고 판단한다는 

점은, 차용 방식이 아닌 다른 특정한 기제가 어휘군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국어 어휘에 한 개론서인 盧英 (2007/2013:248-249)과 符淮青

(2012:188-189)을 보면, 중국어는 음역어 신 의역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역사

적으로 음역어는 결국 의역어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어 ‘democracy’를 음

역한 ‘德莫克拉稀’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의역어’인 ‘民主’로 체되었으며, 영

어 ‘telephone’을 음역한 ‘德律風’도 이제는 사라지고 ‘電話’ 같은 ‘의역어’로 바뀌

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 문법적으로 경도된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民主’와 

‘電話’는 모두 중국어에서 의역된 단어가 아니다. 문헌학적 고찰을 담고 있는 沈

國 (1994)와 史有爲(2013)에 따르면, 이 둘은 일본어에서 의역한 단어를 중국어

에서 한자만 도입하여 차용한 ‘형역어’이다. 이렇게 기성 언어학자들까지 차용 

방식에 따른 분류에 혼선을 빚게 된 것은, 차용 방식이라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제가 의역어와 형역어를 같은 어휘군이라고 판단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차용어에 한 어원학적 분류법은 중국어의 심리적 어휘부를 정확히 

기술할 수 없다. 그리하여 기존의 중국어 차용어 어휘군 분류는 언중들의 실제 

언어 지식을 밝히는 보편 언어학적 제약으로 풀이되지 못하고, 문헌학적 개별 

사례나 혹은 고유어와는 다른 특수한 예외의 집합으로만 규정될 우려에 빠진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 차용어에 하여 차용 방식 분류법이 현  언어학적 영역

에서는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한 안으로 운율형태적 분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차용어 분류 방식이 갖지 못하였던 현  언어학의 기

술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중국 언중들이 갖고 있는 어휘부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2.2장에서는 중국어의 단어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어 차

용어에 운율형태적 분류법이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겠다. 2.3장에서

는 차용어를 분류하기 위한 코퍼스의 표집 방법과 변수 설정 방법에 하여 서

술할 것이다. 이후 2.4장에서는 2.3장의 코퍼스를 상으로 하여 CCL 출현 빈도

를 조사한 후, 이에 하여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분류법이 갖는 유효

성을 통계적으로 비교 검증하도록 하겠다. 2.5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요약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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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어의 단어성과 운율형태론

중국어 차용어에 한 어원학적 분류를 언어학에서 그 로 쓰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단어가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 형태라는 구조주의적 시각(Bloomfield 

1933, Chao 1968)에 입각하여, 의미-형태-통사의 접면에서 중국어의 단어성을 특

징짓고 이를 바탕으로 차용어 어휘군에 한 문법적 분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어 차용어의 단어성을 논하고 문법적 분류 기

준을 마련하는 일에도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Dixon & Aikhenvald(2002:13-25)

의 지적과 같이 단어의 개념은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와 문법적 단어

(grammatical word)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문법적 단어의 개념만으로 단어

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족함은 문법적 단어

와 음운론적 단어는 서로 유리된 것이 아니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데

에서 생겨난다. 특히 중국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단어의 문법적 측면에 국한되

어 보이는 현상일지라도 사실 음운론적 특성인 운율이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면 馮勝利(2009)는 중국어에서 역사적으로 1음절어가 감소하고 2음절 

복합어가 발전하게 된 원인에 하여 기존의 문법 기능주의적 관점을 반박하고 

운율형태적 요소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1음절어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음절어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王力 1944, Karlgren 1949, 呂淑

湘 1963, Li & Thompson 1989). 또는 겹자음 두음(複聲母)이 사라져 가능한 음소 

립 경우의 수가 감소하자 이로 인한 1음절의 과도한 기능부담량(functional 

load)을 분산시키기기 위한 방책으로써 2음절 복합어가 생겨났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Norman 1988) 혹은 복잡해진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사고 변화를 엄 히 

반영하고, [1+1]과 [2+2]와 같은 리듬의 균형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2음절 복합어

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程湘淸 1982). 

그러나 馮勝利(2009)는 각 주장의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관점을 논리적

으로 반박하였다. 그에 따르면, 2음절어로 변화한 후에도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

는 다량의 단어들은 중의성 해소라는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낸다. 또

한 사라진 음소가 성조 실현을 통하여 의미 변별 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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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두음의 소실로 인한 기능부담량은 성조가 신 맡게 되어 굳이 2음절어를 

생산할 직접적 원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더 정 한 사고를 반

영하려면 2음절어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3음절 이상의 단어가 발

전했어야 했는데 굳이 2음절어가 선택되었다. 또한 짝수를 선호하는 리듬의 균

형미 추구 때문에 2음절어가 생겨났다고 보는 의견은 근체시에서 균형적인 4언

시나 6언시가 아닌 불균형적인 5언시와 7언시의 홀수 율격이 발달하였다는 점으

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반론 뒤에 馮勝利(2009)는 복합어의 기원이 2음절 음보라는 운율 위계

가 형성된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한(兩漢) 시기(B.C.206-A.D.220)를 전후하

여 2모라(1음절)의 음보 체계가 와해되고 2음절 음보 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2음절인 운율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음절의 구가 고착화되어 

결국 2음절 복합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Duanmu(2007) 또한 현  중국어에 이중어휘(dual vocabulary)와 2음절 호칭어가 

나타나는 이유는 통사-의미적 분석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으며 운율형태적 측면

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어에서는 ‘客人/客’, ‘種植/種’, ‘商店/

店, 大蒜/蒜’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단음절 형태와 이음절 형태가 모두 

가능한 이중어휘가 량으로 사용된다. 또한 ‘歐陽, 司馬’ 등의 2음절 성씨(複姓)

는 단독으로 발화될 수 있지만, 단음절 성씨는 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

시 의미적으로 잉여적인 음절이 붙어서 ‘*李 > 李/ 李’과 같은 2음절어로만 

발화된다. Duanmu(2007)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중의성 회피나 통사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최소 단어(minimal word)가 구 강세를 갖는 2음절 음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단어성은 근본적으로 운율형태적 측면을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다. 중국어 차용어 또한 하나의 단어로서 중국어 어휘부에서 어떤 식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역시 운율형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실 중

국어뿐만 아니라 언어 보편적으로도 McCarthy & Prince(1993)는 어휘부와 형태론

이 작동될 때에는 반드시 음운론의 하위 단위인 운율 단위가 관여하여 단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본 가설을 세우고, 이를 최적

성이론을 통하여 제약으로 만든 뒤 단어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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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형태론의 세 가지 기본 가설(McCarthy & Prince 1993:109-110)

a. 운율형태론 가설(Prosodic Morphology Hypothesis)

형판은 모라, 음절, 음보, 운율단어 등의 진정한 운율 단위로서 정의된다.

b. 형판 충족 조건(Template Satisfaction Condition)

형판에 한 제약을 만족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형판 제약의 만족은 

언어 보편적⋅개별 언어 특수적인 운율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

c. 영역의 운율적 제한(Prosodic Circumscription of Domains)

형태론적 과정이 일어나는 영역은 같은 부류인 형태론의 기준뿐만 아니

라 운율적 기준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운율형태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단어성을 나타내는 운

율형태적 제약을 세우고 이 제약의 위배 정도에 따라 차용어의 성질을 판단하여 

그 하위 부류를 나누고자 한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차용어라는 단어의 형

성 또한 중국어의 운율형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언어 개별적으로도 

또한 언어 보편적으로도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어의 단어성을 운율형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일

단 모든 운율형태적 구조는 It (1986:2)의 운율 인가(prosodic licensing) 조건에 따

라 운율 위계(prosodic hierarchy) 안에 속한 단위로 규정된다. 

(2) It (1986:2)의 운율 인가

모든 음운 단위는 더 높은 운율 구조에 소속됨으로써 운율적으로 인가 받아

야만 한다.20)

중국어 역시 언어 보편적 운율 위계를 따르는데, 이러한 운율 위계는 표 8처

럼 수형도로 나타낸다. 표 8을 보면 Nespor & Vogel(1986)은 영어를 기본으로 한 

운율 위계를 제시하였고, 張洪明(2014)은 중국어의 운율 위계 4종류를 제시하였

다. 張洪明(2014)의 중국어 체계는 중간 단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더 상위 단위

의 운율적 딸이 되는 ‘약한 층차 연결(weak layering)’의 발생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 All phonological units must be prosodically licensed, i.e., belong to higher prosod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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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중국어

관련 단위
발화체

(utterance)
발 화 체 (韻 律 話 語)

│
억양구 

(intonational 

phrase)

억양구

(語調短語)

│ │
운율구 

(φ: prosodic 

phrase

운율구

(音系短語)
운율구

│ │
유사운율단어접어군

(clitic group)

접어군

(粘附組)

│ │
운율단어 

(ω: prosodic 

word)

운율단어

(韻律詞)
운율단어 운율단어 음보

│
음보 (ϕ: foot)

│
음절

(σ: syllable)

음절

(音節)
음절 음절 음절

운율자, 

합음자, 

무의미자
│ │ │ │ │
모라 

(μ: mora)

모라

(韻素/莫拉)
모라 모라 모라

표 8. 국어와 어의 운율 계

주. 영어: Nespor & Vogel 1986, 중국어: 張洪明 2014

그런데 이때 중국어 운율 체계에서만 특수하게 논의되는 단위들이 있다. 王洪

君(2008)은 음절과 관련된 단위로 중국어에 합음자(合音字)와 운율자(韻律字)라는 

단위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운율자란 1음절 1형태소로 중국어 운율 위계의 

중추를 차지하는 단위이다. 합음자란 ‘花兒(/xuɑ.ər/ > [xuɑr])’의 경우처럼 원래는 

2음절 2형태소였던 것이 1음절 2형태소로 변한 단위이다. 그런데 본고는 여기에 

다음절 단순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형태소 미만의 1음절 단위인 ‘무의미자’를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운율과 형태론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음절의 종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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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면, 마땅히 운율  형태의 응 양상에 있어서 일 일 응(운율자), 일

다 응(합음자), 다 일 응(무의미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야 균형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王洪君(2008)은 중국어의 운율구와 운율단어 사이에 유

사운율단어(韻律類詞)라는 단위를 제시하였다. 유사운율단어는 접어군과는 달리 

내용어만으로 구성되며, ‘中華人民共和國’와 같이 4음절 이상, 2음보 이상인 운

율단어의 덩어리이다. 

한편 특수하게 중국어 운율 위계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단위도 있다. 李鳳杰

(2010), 張洪明(2014)은 중국어 운율 위계에서 음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라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어에 비하여 상 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단위라고 하였다. 

그러나 馮勝利(2009)는 중국어의 음절 음보를, Duanmu(2007)는 강세와 음절 개념

이 결합된 음보 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둘 모두 모라 단위에 한 별다

른 평가 절하는 하지 않았다. 중국어의 음보는 영어 음보처럼 강세의 강약이 교

차되는 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모어 화자들에게 휴지 

구간의 여부로 구별되는(松緊型) 음절 이상의 음성적 실체로 인지된다는 점에서

(王洪君 2004) 아예 부재한다기보다는 운율단어와 일맥상통하는 성질을 가졌다

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중국어 음보의 존폐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중국

어의 1음보를 1개의 운율단어와 등치되는 단위로 놓도록 하겠다. 

이제 중국어 운율 위계의 개별 단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결

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국어의 무표적인 단어는 1음절 유의미 형태소인 운율자

(韻律字) 2개가 모여 만들어진 2음절 1음보인 운율단어 1개로서, 이것이 통사적 

단어와 일치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중국어

의 음보는 개 2개의 음절로 구성된다(Shih 1986, 馮勝利 2009). 이때 2음절의 

표준음보 말고도 1음절 결손음보나 3음절 초음보도 가능한데, 4음절 음보는 불

가능하다(王洪君 2008).21) 다만 1〜3개의 온음절 1음보 뒤에 최  2개까지 경성

인 음절이 붙을 수 있어 예외적으로 4음절 1음보를 형성할 수 있다(王洪君 

2008). 한 음절은 온음절일 경우 두 개의 모라를, 경성인 경음절은 한 개의 모라

를 갖는다(Duanmu 2007). 그리고 중국어의 운율 단어는 하나의 음보로 이루어지

며, 음보 나누기(footing)는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나아가며 실행된다

(Shih 1986, Feng 2001, Duanmu 2007). 형태론적 측면에서 보면 형태소-음절 언어

21) 馮勝利(2009)는 중국어의 1음절 결손음보나 3음절 초음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출현 조

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빈도도 낮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王洪君(2008)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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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국어는 개 형태소 하나가 음절 한 개인 운율자가 다수인데(Norman 1988, 

王洪君 2008), 이것은 형태소와 음절의 왼쪽 경계를 동일하게 연결시키는 제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Feng 2001). 그리하여 중국어의 무표적인 단

어는 1음절 형태소인 운율자 2개가 모여 만들어진 1음보 운율단어로서, 이것이 

통사적 단어와 일치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위의 선행연구들에 서술된 중국어의 단어성을 정리하여 최적성이론에 

따라 표 9의 운율형태적 제약으로 간략하게 나타내도록 하겠다. 

제약 출처 내용

FtBin 

Prince & 

Smolensky(1993/2004), 

Kager(1999)

음보는 최소한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된다. 

(Foot Binarity, 1음절 결손음보 금지)

FtBound
M. Chen(2000) MRU 

Boundness 수선 적용

음보는 최 한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된다. 

(Foot Boundness, 3음절 초음보 금지)

Parse-σ
Prince & 

Smolensky(1993/2004), 

Kager(1999)

모든 음절은 음보에 소속된다. 

(Parse-Syllable, 음절 여분 금지)

All-Ft-L

Prince & 

Smolensky(1993/2004), 

Kager(1999)

모든 음보는 운율단어의 왼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All-Foot-Left = Align(Ft, L, PrWd, 

L), 음보 나누기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GrWd=

PrWd
Kager(1999)

하나의 문법적 단어는 하나의 운율단어이다. 

(Grammatical Word = Prosodic Word, 

유사운율단어 금지)

Align-

M-L
Kager(1999)

형태소의 왼쪽 가장자리는 반드시 음절의 

왼쪽 가장자리와 일치한다. 

(Align-Morpheme-Left, Align(M, L, σ, L), 

합음자와 무의미자 금지)

Uniformity
Prince & 

Smolensky(1993/2004)
음운 융합은 금지된다. (합음자 금지)

Spec(T)
Prince & 

Smolensky(1993/2004)

성조부과단위(TBU)는 모두 성조를 갖는다. 

(Specify Tone = No Toneless, 기저에 성조 

없는 음절 금지)

표 9. 국어의 단어성에 한 운율형태  제약

표 9의 제약 가운데 FtBin과 FtBound의 제약은 음보의 크기를 규제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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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arse-σ과 All-Ft-L의 제약은 함께 작용하여 음보 나누기의 방향성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GrWd=PrWd 제약은 운율 단어와 문법 단

어 사이의 관계가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Align-M-L 제약은 형태소와 음절 단위

가 항상 일치되는 후보군을 선호한다. Uniformity는 음운 융합을 금지하는데, 표 

9에서 유일한 충실성 제약이다. Spec(T)는 기저에 성조가 없는 음절을 금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표 9의 제약들 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중국어 고유어에 하

여 부분적 위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Feng(2001)은 Parse-σ >> All-Ft-L의 위계를, 

馬秋武(2008:194-195)는 FtBin >> Parse-σ >> All-Ft-L의 위계를 내놓았다. 본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표 9의 나머지 제약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더 완정

한 중국어 단어성을 기준으로 만들어 중국어 차용어의 운율형태적 유형을 나누

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2.3 차용어 분류를 위한 코퍼스의 표집과 정리

2.3에서는 기존의 차용 방식 분류법과 본고에서 제시하는 운율형태적 분류법

에 하여 통계적 유효성을 비교 검정하도록 하기에 앞서, 일단 차용어 코퍼스

를 표집하고 분류한 방법론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연구 자료는 중국 륙에서 

출간된 차용어 개론서 ≪漢語外來詞≫(史有爲 2013: 70-108) 제2판에 제시된 차

용어 가운데 아편전쟁(1840)이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 형성된 차용어만을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하여 총 611개를 얻었다. 이 자료는 차용 방식과 운율형

태적 기준에 따라 각각 범주형 변수로 분류되었고, 모든 자료는 CCL에 나타나

는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양적 변수로 변환되었다. 다만 표집 과정에서 변수의 

성질이 불분명한 자료들은 제외시켰다.22) 그럼 이제부터 변수 별로 코퍼스를 표

22) 첫째, 1음절 차용어로 제시된 鋁(알루미늄), 氨(암모니아), 泵(펌프), 猛(몽고 행정 단위), 

饢(화덕에 구운 빵)은 CCL 검색 결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아 단어로 보기 어려웠기 때

문에 모두 제외하였다. 

둘째, 차용 방식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일본어에서 기원한 근  차용어와 관련하

여 ≪新爾雅≫에 실렸다고 나온 차용어 135개 가운데 23개는 의역어, 36개는 형역어, 76

개는 형역의 하위 범주인 회귀차용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

들이 각 범주에 속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 분류할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넣지 않았

다. 

셋째, 코퍼스에서 차용어가 아닌 다른 고유어의 의미항을 갖는 예로 쓰이는 예가 월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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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분류한 방법론을 알아보자.

먼저 표집한 자료를 차용 방식을 기준으로 각각 음역, 의역, 형역, 음의겸역, 

음형겸역23)과 같은 범주형 자료로 구분하였다. 일단 기존의 어원학적 차용어 분

류 방식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 것이다. 이때 본고는 史有爲(2013:257-259)의 차용

어 유형 일람표에 따라 차용 방식 분류법을 세우고 이에 따라 표 10과 같이 자

료를 분류하였다. 다만 史有爲(2013:257-259)의 차용어 유형 일람표에는 비차용어

(非外來詞)가 섞여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또한 史有爲

(2013:257-259)에서는 준차용어(准外來詞)로 지칭된 것을 본고에서는 음역과 의역

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형역으로 칭하였다. 그리고 史有爲(2013:257-259)에서

는 혼성차용어(混成外來詞)로 명기된 부분은 형태론적 혼성과 혼동될 여지가 있

게 많아 해당 차용어로 쓰이는 극소수의 예를 일일이 구별하기가 어려워 제외한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일본의 전통가무극을 형역한 ‘能’, 일본어 다다미를 형역한 ‘疊’, 일본어 

‘moe’를 음역한 ‘萌’, 영어 ‘jar’를 음역한 ‘扎’, 티베트 불교의 주문(呪文)을 음역한 ‘吗呢/

嘛呢’, 티베트의 토지 단위를 음역한 ‘克’, 다이족 불교의 모임 행사를 음역한 ‘摆’, 다이

족의 물건과 사람을 세는 단위를 음역한 ‘ ’, 몽고족 여자 겉옷 주머니의 꽃무늬를 음역

한 ‘桃子’, 미아오족 젊은이들의 구애 목적 노래 유랑은 ‘游方’, 부랑족의 민간 가요를 음

역한 ‘索’가 있다. 이 외에도 ‘IT(Information Techonology)’는 영어 명사 ‘it’으로, 의료기

기 ‘CT(Computerized Tomography)’는 다른 영어 단어의 부분으로 검색되는 경우가 다수 

섞여 있어 이들 또한 빼버렸다. 그 외에 윈난성의 소수민족들이 어깨에 메는 천가방을 

음의쌍관으로 차용한 ‘统帕’는 코퍼스에서 특정 국가의 통령과 그의 이름에 해당하는 

연쇄(哥伦比亚总统帕斯特拉纳)로만 검색되므로 이 역시 연구 상에서 제외시켰다. 

넷째, 百度 검색 결과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어서 넣지 않은 것들도 

있다. 헤어케어 제품 브랜드인 ‘丽丝(Liese)’와 주방세제 성분으로서 기름을 흡수하는 초

미립 화학물질 ‘超伦(challen)’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다섯째, 차용어가 아닌 고유어라서 제외한 것이 있다. ‘KTV’는 일본어와 영어를 차용한 

단어가 아니라 만에서 생겨난 중국식 노래방을 지칭하기 위하여 기존 차용어 두 개를 

절단한(Karaoke+MTV)’후 결합시켜 만든 중국어 신조어이므로 제외시켰다. 자모어 ‘KTV’

의 표기 문자는 비록 한자가 아니지만, 한어병음의 보급으로 라틴 알파벳이 이미 중국어

를 표기하는 문자 수단으로 정착되었다는 점, 의미항이 중국에서 생겨난 문물을 지칭한

다는 점, 중국어 어휘부에 이미 존재했던 단어를 새로운 형태소로 분비시킨 후 결합하는 

등 중국어 내부의 형태론에 의거하여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여섯째, ‘声呐/声納(sonar)’는 근 에 차용된 자료라고도 나오고, 현 에 차용된 자료라고

도 나오기 때문에 그 차용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여겨 제외시켰다.

23) ‘HSK(Hanyu Shuiping Kaoshi, 漢語水平 試)’와 같은 일부 자모어(字母詞)들은 일견 ‘UFO’

와 같은 음형겸역 차용어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모어들은 라틴 알파벳을 사

용했다 뿐이지 중국어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중국어 단어이다. 외국어에 나타난 언

어 패턴을 의도적으로 재생산하는 언어학적 차용 행위가 없기 때문에 차용어로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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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음역, 의역, 형역과 마치 별개의 범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겸역의 범주로 번역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다만 이때 이지원(2014)에서 ‘음의겸

역’이라고 불리는 방식은 본고에서 ‘음의쌍관’으로 칭하였으며, 음의쌍관은 본질

적으로 음역에 속한다고 보는 金錫永(2011)의 관점에 따라 음역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의 ‘음의겸역’은 음역한 부분의 앞이나 뒤에 해당 단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접사 등을 붙여 첨가한 방식을 이른다. 한편 본고의 ‘음의쌍관’은 관련된 부수

(부분음의쌍관)나 한자의 의미(전체음의쌍관)를 살려 음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예

음역

순수음역

한자 可可(cocoa), 葛朗瑪(grammar)

한자/로

마자
Q(cute), K士(case), 怕T(party)

음의쌍관

부분

음의쌍관

한자

咖啡(coffee), 咖喱(curry), 檳榔

(pinang), 駱駝(dada), 檸檬(lemon)

전체

음의쌍관

愛斯不難讀(Esperanto), 脫口秀

(talk show), 聲納(sonar), 引得

(index)

의역

전체의역

한자

話筒(microphone), 袋鼠

(kangaroo)

축자번역 炒年糕, (떡볶이), 臉書(Facebook)

반축자번역

반의역

二維碼(QR code), 掃描器

(scanner)

반축자번역

반첨가

紫菜卷飯(김밥), 即插即用(plug & 

play)

형역
비회귀

한자

蔘鷄湯, 硏究, 目的, 歡迎, 直接, 單

位

회귀 革命, 敎育, 同志, 經濟, 精神, 具體

음의

겸역

반음

반의역

순수음역

반음반의역

한자

冰香草拿鐵(ice vanilla latte), 焦

糖瑪奇朵(caramel macchiato)

음의쌍관 

반음반의역

霓虹燈(neon sign), 時裝秀(fashion 

show), 霹靂舞(break dance)

반음

반첨가

순수음역

반음반첨가

時尚芭莎(Bazzar), 桑巴舞(samba), 

可 面包(croissant)

음의쌍관

반음반첨가

蘋果(bimbara), 鯊魚(shark), 保齡

球(bowling), 可麗餠(crepe)

반음반의역

반첨가

香濃巧克力 朗尼(brownie), 葡式

蛋撻(egg tart)

표 10. 차용 방식 분류법



2. 음역어의 운율형태적 특수성

- 45 -

주. 史有爲(2013:257-259)의 ‘차용어 유형 일람표’ 참고

위의 차용 방식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 결과, 아래의 표 11과 같이 제1수준에

서 음역, 의역, 형역, 음의겸역, 음형겸역의 5가지 방식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역이 264개로서 약 43.21%를 차지하여 자료 내부에서 가장 흔한 차용 방식에 

해당하였으며, 뒤이어 형역이 260개로서 약 42.55%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흔한 

차용 방식에 해당하였다. 음의겸역이나 의역, 음형겸역은 모두 차지하는 비율 자

체가 10% 미만이었다.

분류 기준 예 사례 수(비율) 합

차용 

방식

음역 邏輯, 坦克, 意大利, 糌粑, 什 264(43.21%)

611

(100%)

의역 郵票, 按摩, 尺寸, 奶油, 膠卷 20(3.27%)

형역 記 , 場, 社 , 解放, 銀行 260(42.55%)

음의겸역 酒吧, 高爾夫球, 艾滋病 57(9.33%)

음형겸역 APEC, CD, MTV, MP3 10(1.64%)

표 11. 차용 방식 분류법에 따른 자료의 분포

다음으로 각 차용어마다 베이징 학교 중국어언어학연구센터의 현 중국어 코

퍼스(CCL)24)에 출현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무표적(unmarked)일수록 출현 빈도가 

높을 것이므로, 언중들의 일상생활에 해당 차용어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알

아봄으로써 그 단어가 어휘부에 얼마나 공고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측정하는 양

적 변수를 추출한 것이다. 이렇게 모은 CCL 출현 빈도의 기술 통계치와 히스토

24) 北京大學校中國語 學硏究中心现代汉语语料库(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

ir=xiandai)

음형

겸역

한자+

로마자

T比特(terabit), IP卡(Internet 

Protocol card)

로마자

/숫자

SPA, APP, GPS, MP3, NBA, 

DIY

음

형

의

겸역

반음형

반의역
한자+

로마자

C語 (C language), A 調(A 

minor)

반음형

반첨가

AC米蘭隊(AC Milan), HIV病毒

(HIV)

반음형

반음의겸역
維生素D(vitam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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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다음의 표 12와 그림 1과 같다. 

표 12. 차용어가 CCL에 출 한 빈도의 기술통계

먼저 자료의 분포를 알기 위해 범위를 보면, 최소값은 0인 반면 최 값은 

430124에 이르러 전체 범위는 430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분위수 범위는 

1331로서,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사이는 전체 범위의 약 0.31% 정도에 불과하

였다. 또한 저빈도 자료가 부분을 차지하고 고빈도 자료가 소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첨도는 133.773으로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급첨(leptokurtic)이었으며, 왜도

는 10.658로서 그 값이 0을 띠는 정규분포와는 달리 정적편포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분포 현황을 그림 1의 히스토그램과 그 위에 그려진 정규분포 곡선을 통

해 보면, 차용어가 CCL에 출현한 빈도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을 

시각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차용어들이 CCL에 출현한 빈도의 중

심경향값을 보면, 평균은 5767.64였고, 중위수는 자료의 왼쪽에 치우쳐 위치한 

125였다. 또한 자료의 양쪽 5%에 해당하는 극저빈도와 극고빈도 자료를 제외한 

5% 절삭 평균값은 159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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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용어가 CCL에 출 한 빈도의 히스토그램

마지막으로 앞서 2.2장에서 살펴본 운율형태적 제약의 위배 여부를 매 단어마

다 모두 표기하고 음보를 나누었다. 이때 모든 제약을 다 만족시킨 것은 중국어

의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가진 ‘전형적’인 것으로, 하나라도 어긴 것은 단어성을 

갖지 못한 ‘비전형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그랬더니 표 13과 같이 차용어에는 운

율형태적으로 비전형적 단어성을 띠는 자료가 385개로 약 63.01%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운율형태적으로 전형적 단어성을 갖는 무표적 단어는 226개

로서 약 36.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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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예 사례 수(비율) 합

운율

형태적 

단어성

전형적 卡片, 引得, 政黨, 雷達, 表演 226(36.99%)

611

(100%)비전형적

博物館, 浪漫主義, 克隆, 

安 死, 生物學, 奧林匹克, 

新加坡, GRE, T恤, 拖拉機

385(63.01%)

표 13. 운율형태  단어성의 분포( 형 /비 형 )

그리고 표 13에 드러난 단어성을 규정짓는 각 세부 제약들의 준수 현황을 하

나씩 나타내면 표 14와 같다. FtBin는 98.69%의 자료가 지키고 있어 거의 위배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Bound는 3음절인 운율단어를 포함하면 모두 

어기게 되기 때문에 36.66% 자료가 이 제약을 어기고 있었다. GrWd=PrWd의 제

약은 운율단어의 크기와 문법적 단어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위배되었

는데, 약 11.62%가 이에 해당하였다. 또한 Align-M-L은 운율형태적 제약 가운데 

차용어 자료에서 가장 많이 어겨진 제약으로서, 전체 자료의 45.01%가 이를 지

키지 않고 있었다. 이 제약은 무의미 음절을 갖는 다음절 음역어인 경우 반드시 

어겨지게 된다. 그리고 음절 융합을 금지하는 Uniformity는 얼화(兒化)가 일어나

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고, 모든 음절이 음보에 속할 것을 요구하

는 Parse-syl 또한 100% 준수되었다. 다음으로 모든 음절에 항상 기저의 어휘적 

성조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Spec(T) 제약은 한자가 아닌 라틴 알파벳을 사용한 

음형겸역의 경우에는 항상 어겨지게 되어, 약 1.80%의 비율로 위배되었다. 마지

막으로 All-Ft-L 제약은 자료 내부에 복수의 음보가 존재하는 4음절어 이상인 경

우에는 항상 어겨지게 되어 11.62%의 위배 비율을 보였다. 

분류 기준 예
사례 

수(비율)
합

운

율

형

태

적

 

제

약

FtBin
준수 

教員(ss), 馬拉松(sss), 

利比裏亞(ss)(ss), 

哥斯達黎加(ss)(sss), 

迪斯尼 園(sss)(ss), 

奧林匹克運動 (ss)(ss)(sss), 

普羅列塔利亞(ss)(ss)(ss)

603

(98.69%) 611

(100%)

위배 高爾夫球(sss)(s) 8(1.31%)

표 14. 각각의 운율형태  제약에 한 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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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차용어 분류법의 통계 검정 결과 분석

2.4.1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  분류법의 상 성

차용 방식에 따른 어원학적 분류법이 이미 중국어 차용어 연구에서 주류가 되

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운율형태적 분류법을 새로 제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분류법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분류법은 별개의 분류법

이지만, 양자가 분명히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

하여 차용 방식과 운율형태적 분류 방식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다른 한쪽의 분류법을 논하는 기존 연구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을 지적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상은 운율형태에 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관련성을 미처 드러내지 못하고 차용 방식에 하여서만 피상적으로 이

야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본고는 차용어들을 차용 방식에 따라 나눈 집단과 

FtBound

준수 丁(ss),卡拉OK(ss)(ss) 387(63.34%)
611

(100%)위배 
漢堡包(sss), 

迪斯科舞(sss)(s)
224(36.66%)

GrWd=

PrWd

준수 歐佩克, 場合, 的士 540(88.38%) 611

(100%)위배 聯歡活動, 厄爾尼諾現象 71(11.62%)

Align-M-L
준수 國債, 沙皇, 嘻哈, 香檳酒 336(54.99%) 611

(100%)위배 喇嘛, 哈達, 荷爾蒙 275(45.01%)

Uniformity
준수 모든 차용어 자료 611(100%) 611

(100%)위배 없음 0(0%)

Parse-

syl

준수 모든 차용어 자료 611(100%) 611

(100%)위배 없음 0(0%)

Spec(T)
준수 爾什維克, 藝術, 幽默 600(98.20%) 611

(100%)위배 CD, GRE, APEC 11(1.80%)

All-Ft-L

준수 撲克, 關節炎, 桑拿浴 540(88.38%)
611

(100%)위배
文學革命, 沙特阿拉伯, 

厄爾尼諾現象
7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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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형태적 단어성에 따라 나눈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각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눈 집단들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SPSS 12.0을 이용하여 상관성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관성 검증의 기본적인 가설을 서술하면 (3)과 같다. 본고

는 이 가운데 두 가지 분류법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3) 상관성 검증의 서술적 가설

귀무가설: 차용 방식과 운율형태적 단어성 획득 여부는 관계가 없다.

연구가설: 차용 방식과 운율형태적 단어성 획득 여부는 관계가 있다.

현재 차용 방식과 운율형태적 단어성이라는 두 질적 변수 가운데 차용 방식 

변수의 수준이 3개 이상이므로, 2⨯2 이상의 교차표인 I⨯J 교차표에 의한 상관

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작성한 아래의 교차표 표 15를 보자. 먼저 

차용 방식에 따른 하위 범주는 5개로서, 각각 음역, 음의겸역, 음형겸역, 의역, 

형역 집단으로 나뉜다. 한편 단어성에 해서는 운율형태적 제약을 모두 지킨 

전형적인 집단과 하나라도 어긴 비전형적 집단으로 나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

의겸역이나 음형겸역과 같은 범주가 음역, 의역, 형역의 범주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차표 내부의 관측도수가 0인 ‘음형겸역⨯전형

적’의 칸이 1개 발생하여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행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된다. 

표 15. 단어성⨯차용방식의 2⨯5 교차표(상호독립 이지 않음)

이에 따라 본고는 차용 방식의 하위 범주 가운데 상호독립적이지 않은 음의겸

역과 음형겸역에 해당하는 범주는 제외하고, 상호독립적인 음역, 형역, 의역의 

칸들로만 이루어진 표 16의 2⨯3 교차표를 다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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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611개에서 544개로 줄어들었고, 자유도 또한 4에서 2로 감소하였다. 새로 

만든 표 16의 2⨯3 교차표를 보면, 음역의 91.3%는 비전형적 단어성을 가진 것

으로 드러나 부분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의역과 형역의 경우에서는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획득한 경우가 각각 65.0%와 

69.6%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

로 알아보면, 특정 유형이 과출현(overattested)하는지를 알려주는 O/E(관측빈도/기

빈도, Observed frequency/Expected frequency)값이 기준값인 1보다 큰 칸이 실제

로도 비전형적 음역, 전형적 의역, 전형역 형역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운율형태 

환경과 차용 방식의 결합이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 칸

이 상호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관측도수가 0인 칸도 없으며, 기 빈도가 5보다 

작은 칸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카이제곱 통계값을 구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

다. 

표 16. 단어성⨯차용방식의 2⨯3 교차표(상호독립 임)

이렇게 검증 환경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SPSS에서 교차분석 통하여 카

이제곱 통계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통계값은 208.096였다. 이 값은 유

의수준 .005에서 자유도가 2일 때의 기각값인 10.60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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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단어성⨯차용방식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다음으로 Cramer가 제안한 상관추정치인 V값(Cramer's V, mean square 

coningency coefficient)을 SPSS에서 교차분석을 실행하여 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Cramer의 V는 .618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유의

수준 .005에서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단어성 분류법 사이에는 높은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18. 단어성⨯차용방식의 상 계수: Cramer의 V값

위의 검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 차용어에 한 차용 방식 분류법은 

운율형태적 유형과 서로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운율형태적 유형을 

논하려면 먼저 차용 방식이 하나로 통제될 필요가 있고, 차용 방식에 따라 차용

어를 분류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반드시 운율형태적 유형이 동일하

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차용 방식에 따라 중국어 차용어의 특성을 이

야기할 때에, 차용 방식 분류법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 운율형태적 특성이 이미 

하나의 매개변수로서 논의 결과에 개입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관성이 드러나는지 두 분류법을 겹쳐 놓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 각각 CCL 출현 빈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표 19, 표 

20과 그림 2에 드러난 것과 같이 각 차용 방식의 CCL 출현 빈도 평균값은 운율

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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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형태적 

단어성에 따른 차용 

방식

CCL 출현 

빈도 

평균값

전형적

음역 663.78

의역 5028.62

형역 17209.65

비전형적

음역 882.66

의역 134.86

형역 986.96

표 19. 운율형태  단어성에 따른 

차용 방식 별 자료의 빈도 

평균값

차용 방식에 따른 

운율형태적 단어성

CCL 출현 

빈도 평균값

음역
비전형적 882.66

전형적 663.78

의역
비전형적 134.86

전형적 5028.62

형역
비전형적 986.96

전형적 17209.65

표 20. 차용 방식 분류법에 따른 운

율형태  단어성 자료의 빈

도 평균값

그림 2.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  단어성에 따른 차용어 

자료의 출  빈도 평균값 비교

이 가운데 먼저 전형적인 단어성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 보면, 형역 차용어는 

평균 17209.65의 출현 빈도를 갖는 반면, 의역은 5028.62로서 형역의 1/3에 못 미

치는 값을 보였고, 음역의 평균값은 가장 낮아 형역의 약 3.4%에 불과한 6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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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보였다. 한편 비전형적 단어성을 보일 때에는 전형적인 단어성의 경우

에 비하여 평균값의 차이 자체가 매우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값의 순위 

자체도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전형적인 단어성을 갖는 차용어 자료에서 형

역이 986.96의 평균 빈도를 가져 1위를 차지한 것은 전형적인 경우와 같았다. 그

러나 형역의 경우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값인 882.66의 평균치를 갖는 음역 차

용어가 2위의 순위를 차지하였고, 의역 차용어는 134.86으로서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는 점은 달랐다. 이에 따라 운율형태적으로 비전형적인 

특징을 가지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음역어가 의역어보다 약 6.5배 가량 선호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차용 방식의 범주에 따라 운율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의 분포도 

달리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의역의 경우 운율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

부에 따라 그 평균 출현 빈도는 비전형  전형이 134.86  5028.62의 비율을 

보여, 약 37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었다. 그리고 형역의 경우 운율형태적 단어

성의 획득 여부에 따라 그 평균 출현 빈도가 비전형  전형이 986.96  

17209.65로서 약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역의 경우 

운율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에 따라 그 평균 출현 빈도가 비전형  전형이 

882.66  663.78으로 나타나 형역이나 의역과는 달리 비전형의 평균 빈도가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상 적으로 훨씬 적어 약 1.3배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음역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범주에서 운율형태적 단어성에 

의한 빈도 차이가 두드러지게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4.2 운율형태  환경에 따른 차용 방식 분류법

앞에서 기술한 차이점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제 운율형

태적인 환경에 따라 차용 방식의 각 집단 별 CCL 출현 빈도의 평균을 비교하기

로 하겠다. 의역 선호 논의의 기반이 되는 차용 방식 분류법이 논리적으로 설득

력을 가지려면,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

우에서나 각 집단을 유효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차용 

방식에 따라 나눈 집단들의 CCL 출현 빈도는 운율형태적 단어성에 상관없이 실

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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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획득하지 못하여 비전형적으로 분류된 범주 

내부에서 차용 방식에 따른 음역, 형역, 의역의 세 집단이 동일한지에 하여 검

정하도록 하자. 비전형적 단어성인 경우에만 한정했을 때, 차용 방식에 따른 세 

집단들의 자료가 CCL에 출현한 빈도를 비교하는 가설을 세우면 아래와 같다. 

(4) 세 집단의 비교에 한 서술적 가설(운율형태적 단어성: 비전형적)

귀무가설: 음역, 형역, 의역 차용어 세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같다. 

연구가설: 음역, 형역, 의역 차용어 세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다르다. 

만약 차용 방식 분류법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연구가설이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채택될 것이다. 일단 위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전에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Shapiro-Wilk 방법의 유의확률이 모두 .05보다 작

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 운율형태  단어성이 비 형 인 경우 차용 방식 분류법 자료의 정규성 

검정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비모수적 검정법 가운데 순위합을 통하여 세 집단을 비

교하는 Kruskall-Wallis 검정법을 채택하였고, SPSS에서 비모수 검정의 독립 K 표

본 검정을 사용하여 통계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근사 유의확률은 

.7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운율형태적으로 비전형적 

단어성을 보이는 환경에서 차용 방식에 따라 나눈 세 집단인 음역, 의역, 형역 

집단의 CCL 출현 빈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비

전형적인 운율형태적 환경에서는 차용 방식이라는 분류법이 무의미한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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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운율형태  단어성이 비 형

일 때 차용 방식 분류법 

집단 간 순 합 비교 검정

다음으로 운율형태적으로 전형적인 단어성을 획득한 경우에서 차용 방식에 따

른 세 집단인 음역, 의역, 형역 차용 집단의 CCL 출현 빈도를 비교하였다. 이 

경우의 서술적 가설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5) 세 집단의 비교에 한 서술적 가설(운율형태적 단어성: 전형적)

귀무가설: 음역, 형역, 의역 차용어 세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같다. 

연구가설: 음역, 형역, 의역 차용어 세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다르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데이터 분포를 탐색한 결과, 유의확률

이 모두 .000인 것으로 드러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표 23. 운율형태  단어성이 형 인 경우 차용 방식 분류법 자료 분

포의 정규성 검정

이에 따라 여기에서도 역시 비모수적 추론에 해당하는 Kruscal-Wallis 검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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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근사 유의확률이 .0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율형태적으로 전형적 단어성을 보이는 환경에서는 차용 방

식에 따라 나눈 세 집단인 음역, 의역, 형역 집단의 CCL 출현 빈도에는 유의수

준 .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4. 운율형태  단어성이 비 형

일 때 차용 방식 분류법 집단 

간 순 합 비교 검정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위의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은 전체적 가설(omnibus 

hypothesis)로서, 세 집단이 모두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하나만 다른 경우

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형역-의역 집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

도 없지만, 음역-형역만 차이가 나더라도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있으며, 세 집단

이 모두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

체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정(post 

hoc)을 실시하였다. SPSS에서는 세 집단을 비교하는 모수검정법인 일원배치 분

산분석과는 달리 Kruskall-Wallis 검정법의 사후검정은 자동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다. 이 때문에 Mean-Whitney 검정법에 의하여 두 집단씩 따로 독립 2 표본 검정

을 3번 시행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의할 것은 이 경우 여러 개의 가설을 한꺼번에 검정하기 때문에 우연에 의

해 일어난 사건을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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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

에 사후검정의 유의수준은 사후검정 중다비교분석을 수행할 때 쓰이는 유의수준 

계산법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Bonferroni의 보정(Bonferroni correction)25) 

활용하여 .0167로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전형적인 단어성을 가졌을 때 음역-형역의 두 집단의 

CCL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사후검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양측 

근사 유의확률은 .000으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Bonferroni에 의해 보정된 유의확

률 .0167보다 작으므로, 운율형태적으로 무표적인 전형적 단어성을 가진 경우 음

역과 형역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5. 운율형태  단어성이 형 일 때 형역과 

음역 집단 간 비교 사후검정

두 번째로 전형적인 단어성을 가졌을 때 음역-의역의 두 집단의 CCL 출현 빈

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사후검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양측 근사유의확률

이 .003인 것으로 나타나, 보정된 유의확률 .0167보다 작으므로 음역과 의역 집

단 사이에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 ‘전체 유의수준 / 동시에 검정하려는 총 가설의 수’이다. 여기에서는 .05/3이므로 .0167이

다.



2. 음역어의 운율형태적 특수성

- 59 -

표 26. 운율형태  단어성이 형 일 때 의역과 

음역 집단 간 비교 사후검정

마지막으로 운율형태적으로 전형적인 단어성을 가졌을 때 의역-형역의 두 집

단의 CCL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사후검정하였다. 그 결과, 양측 근사 유

의확률이 .672로 나타나 보정된 유의확률 .0167을 상회하므로, 의역과 형역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27. 운율형태  단어성이 형 일 때 형역

과 의역 집단 간 비교 사후검정

요약하자면, 운율형태적으로 비전형적인 단어성을 가지는 환경에서는 차용 방

식에 따라 분류한 음역, 형역, 의역 세 집단의 CCL 출현 빈도에는 차이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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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차용 방식 분류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반면 운율형태적으로 전형적

인 단어성을 가질 경우, 음역-형역과 음역-의역 집단 사이의 CCL 출현 빈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지만, 의역-형역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율형태적 단어성에 상관없이 차용 방식 분류법에 따

라 차용어를 연구하게 되면, 운율형태적 환경과 차용 방식 간의 높은 상관성 때

문에 분석 결과가 부적절하게 된다는 앞선 상관성 연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운율형태적 단어성에 

따른 차용 방식

CCL 출현 

빈도 평균값

통계 검정

(차용 방식 분류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전형적

음역 663.78 사후 검정 결과, 

차이 있음(p<.0167, Bonferroni 교정): 

음역-의역, 음역-형역

차이 없음(p>.05): 의역-형역

의역 5028.62

형역 17209.65

비전형적

음역 882.66

차이 없음(p>.05)의역 134.86

형역 986.96

표 28. 통계 결과 요약: 운율형태  단어성에 따른 차용 방식 집단 분류

이제 이러한 통계 결과를 언어학적으로 해석해보자. 

첫째, CCL 출현 빈도를 변수로 할 때 운율형태적 환경이 무표적이면 차용 방

식 분류법의 하위 부류는 상보적으로 분포하지 않아 부적절한 분류 방식이 되어 

버린다. Rasiel, Friga, & Enriquez(2001)는 분류의 원칙으로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차용 방식 분류법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운율형태적으로 

무표적인 단어인 경우에는 의역과 형역 차용어가 빈도 면에서 서로 나뉠 수 없

는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운율형태적으로 전

형적인 단어성을 가질 때에는, 오직 음역 차용어만이 나머지 차용어와 CCL 출

현 빈도에 있어 유의미하게 달랐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어원 정보가 언중들의 

언어 지식 속에 전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내재화된다는 것을 나타

낸다. 가능한 차용 방식의 유형 모두가 실제 언중들의 심리적 어휘부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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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  언어학의 관점에서는 무표

적 단어를 할 때 의역어와 형역어의 구분은 언중들의 암묵적 언어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아 잉여적이게 되므로, 의역과 형역을 반드시 분류해야만 하는 이유

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형역어와 의역어가 중국어의 어휘부에 각각 별개의 

층차로 실재한다고 한 Kim(2012)의 견해는 어원학적 기준을 실제 데이터가 없이 

언어학에 과다 적용한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맨 처음 2.1장에서 盧

英 (2007/2013:248-249)과 符淮青(2012:188-189)이 형역어를 의역어로 잘못 판단

하였던 현상도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의역어와 형역어는 운율형태

적으로 무표적인 환경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환경에서는 의역어와 

형역어가 서로 구분되지 않다 보니, 형역어를 의역어로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어 화자들에게 있어 무표적 단어 내부에서는 오직 음역어만이 여

타의 차용어와 구별되는 유일한 부류로 내재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CCL 출현 빈도를 볼 때 차용 방식 분류법은 비전형적 운율형태적 환경

일 때 아예 집단 간 차이를 분류할 수 없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통계 

결과를 보면 운율형태적으로 비전형적 단어성을 가진 환경에서는 차용 방식 분

류법 자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무의미하였고, 전형적 단어성을 가질 때에

만 부분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므로 차용어가 운율자를 사용한 2음절 표준

음보가 아닐 경우, 해당 차용어가 얼마나 중국어 어휘부에서 자주 쓰이는지에 

해서 차용 방식 분류법은 그 설명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차용 

방식 분류법을 전제한 다음 의역어가 음역어보다 선호된다는 견해는 언제든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표적 단어성을 가진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적

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동시에 차용어의 의미적 투명성을 논하는 

의미론적 작업은 운율형태적 작업보다 우선순위가 아래라는 점도 시사한다.

2.4.3 차용 방식에 따른 운율형태  분류법

운율형태적 단어성과 차용 방식 분류법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는 

위의 절에서처럼 운율형태적 환경에 따라 차용 방식 분류법의 유효성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동시에 동일한 차용 방식 내부에서도 운율형태

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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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차용 방식 분류법에 따라 운율형태적 단어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판단

할 수 있는지에 하여 통계 검정하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음역 차용어 내부에서 운율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에 따라 CCL 

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6) 두 집단에 한 서술적 가설(음역 차용어의 경우)

귀무가설: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같다.

연구가설: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다르다.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먼저 자료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정규성 검정 결

과 유의확률이 모두 .000이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다. 

표 29. 음역 차용어인 경우 운율형태  분류법에 따른 집단 분포의 정규성 검정

이에 따라 비모수적 검정법 가운데 두 집단을 비교하는 Mann-Whitney 검정법

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양측 근사 유

의확률이 .110으로서 유의확률 .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역의 경우, 운율형태적 단어성에 따른 두 집단 사이의 CCL 출

현 빈도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0. 음역 차용어인 경우 운율형태  단어성 획

득 여부의 집단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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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형역 차용어로만 한정시켜 보았을 때,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획득한

지에 따라 CCL에 출현하는 빈도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세운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이 서술할 수 있다.

(7) 두 집단에 한 서술적 가설(형역 차용어의 경우)

귀무가설: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같다.

연구가설: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다르

다.

가설 검정을 위해 먼저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확

률이 모두 .000이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형역 차용어인 경우 운율형태  분류법에 따른 집단 분포의 정

규성 검정

그리하여 비모수 검정법 중 하나인 Mann-Whitney 검정법을 이용하여 두 집단

의 빈도가 실제 차이가 나는지 검정하였다. 그 결과, 양측 근사 유의확률은 .000

으로서 .05보다 작으므로 유의확률 .05일 때 연구가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역 차용어 내부에서는 운율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에 따

라 CCL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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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형역 차용어인 경우 운율형태  단어성 획득 

여부의 집단 간 비교

마지막으로 의역의 경우를 보겠다. 의역 차용어의 내부에서 운율형태적 단어

성에 따라 CCL에 출현하는 빈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이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8) 두 집단에 한 서술적 가설(의역 차용어의 경우)

귀무가설: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같다.

연구가설: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의 CCL 출현 빈도는 다르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먼저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정규성 검정 결과 

Shapiro-Wilk의 경우 유의확률이 모두 .05보다 작았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을 만

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의역 차용어인 경우 운율형태  분류법에 따른 집단 분포의 정규

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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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모수적 검정법인 Mann-Whitney 검정법을 이용하여 의역 차용어 

내부에서 단어성이 다른 두 집단의 CCL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검정하였

다. 검정 결과, 양측 근사 유의확률은 .001, 단측의 정확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서 모두 .05보다 작은 값들이었다. 그러므로 유의확률 .05일 때 의역 차용어 내

부에서는 운율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에 따라 CCL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4. 의역 차용어인 경우 운율형태  단어성 획득 

여부의 집단 간 비교

표 35와 같이 이번 절의 통계 결과를 정리하면, 의역과 형역의 경우에는 운율

형태적 단어성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CCL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 반면 음역의 경우 단어성을 획득하였지의 여부에 따른 집단 분류는 

CCL 빈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의역과 형역 차용어의 경우에는 고유어와 동일하게 운율형태적 단어성

에 따른 분류법으로 내부 유형이 구별될 수 있었지만, 음역어의 경우 내부의 운

율형태적 특성은 고유어와 같은 단어성으로는 분류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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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방식에 따른 

운율형태적 단어성

CCL 출현 

빈도 평균값
통계 검정

음역
비전형적 882.66

차이 없음(p>.05)
전형적 663.78

의역
비전형적 134.86

차이 있음(p<.05)
전형적 5028.62

형역
비전형적 986.96

차이 있음(p<.05)
전형적 17209.65

표 35. 통계 결과 요약: 차용 방식에 따른 운율형태  단어성 집단 분류

이제 이러한 통계 결과에 해 논의해보자. 

위의 결과에 따르면, 오직 음역어의 출현 빈도만이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획득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저빈도로 분포하였다. 한편 의역과 형역 차용

어는 단어성의 획득 여부가 출현 빈도를 판가름하는 확실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의역어와 형역어는 단어성을 획득하였을 경우 약 17배에서 37배 

가량 출현 빈도가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의역어나 형역어는 중국어 고유어

다운 무표성을 가질수록 더 많이 출현한 반면, 음역어는 무표적 단어성을 가졌

다고 해도 특별히 더 많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더 유표적일

수록, 혹은 고유어에 동화되지 않아 외국어다움(foreigness)이 더 많이 남아있을수

록 해당 단어의 빈도가 낮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더라도 음역어 내부의 출현 빈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로 음역어는 운율형태적 무표성에 상관없이 모두 언어학적으로 

동등한 존재일까? 예를 들어 같은 음역어라 할지라도 음의쌍관되어 무표적 단어

성을 획득한 2음절어 ‘引得(index)’와, 무표적 단어성을 갖지 못한 유표적 단어인 

5음절어 ‘哥斯達黎加(Costa Rica)’를 비교해보자. 이 둘 가운데 ‘哥斯達黎加’가 

‘引得’보다 더 유표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다움를 느끼게 한다는 것에는 이견

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哥斯達黎加’와 같은 운율형태적 집단에 속하

는 자료들은 ‘引得’류의 집단보다 빈도가 유의하게 낮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왜 

3장의 빈도 통계 결과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나오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을 있을 수 있다. 먼저 하나의 가능성은 음역어의 경

우 운율형태적으로 유표적이고 외국어스러움이 느껴진다고 해도 언중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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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음역어가 무표적이어서 고유어답다고 

해도 언중들의 특별한 선호를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26) 실제로 ‘奧

林匹克(Olympics)’나 ‘卡拉OK(からオケ)’는 모두 두 개의 운율단어로 구성된 유

사운율단어인 음역어로서, 한 눈에 보아도 외국어다움이 느껴질 뿐더러 무표적 

단어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들은 이미 일반 중국 언

중들의 언어생활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까닭에 친숙한 어감마저 들

게 한다. 마지막으로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개별 사례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차이들이 전체 자료를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예로 든 ‘哥斯達黎加’와 ‘引得’의 차이는 전체 

자료 속에서 보면 ‘奧林匹克’나 ‘卡拉OK’ 등에 의하여 희석되어버릴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정리하면 결국 개별 음역 차용어를 놓고 그것이 외국어스럽다는 

어감이 있다거나, 표기 문자(한자/라틴 알파벳)가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거

나, 혹은 기저 성조가 부여되었는지의 여부만 가지고서는 유의미한 분류 체계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 즉, 중국어 고유어의 일반적인 단어성에만 근거

해서는 음역 차용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심리적 어휘부를 분석할 수 없다는 결

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역 차용어에 해서는 의역이나 형역 차용어를 다룰 때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의역과 형역 차용어의 운율형태적 성질은 중국

어 고유어와 같은 단어성의 기제로 분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표적인 부

분의 경우 서로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되기까지 하는 반면, 음역에 해서는 언

중들이 그와는 다른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운율형태적 분류법과 차용 방식 분류법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

문에 운율형태적 분류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차용 방식이 하나로 통제되어야

만 했었다. 그런데 이제 음역의 방식 하나만을 놓고 그 운율형태적 기제를 살펴

볼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26) 수입품의 브랜드 네이밍의 경우 오히려 외국어스러움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유표적 

단어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구별짓기의 전략 또한 위의 두 가능성

에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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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결

2장은 왜 본고가 다른 단어가 아닌 중국어의 음역어에 하여 운율형태적 관

점에서 연구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서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어 차용어를 차용 방식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언어학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타당성을 갖추기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차용 

방식 분류법은 실제 중국 언중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어휘부의 구조를 반영하

지 못하기 때문에, 작금의 중국어 언어학 연구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확  재생

산하는 일은 어원학의 굴레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중

국 언중들이 언어 지식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차용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법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

키는 안으로서 운율형태론적 접근법을 새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운율형태론적 기준이 왜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야 하는지 그 이론적 근거를 논하였다. 차용어 또한 중국어의 어휘부를 구성하

는 단어라는 측면에서, 중국어의 단어성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단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드는 일은 결국 합당한 차용어 분류법을 수립할 밑바탕이 된다. 이

러한 관점에 서서 중국어의 단어성이 운율형태론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현

상들을 살펴보고, 언어 보편적인 운율 위계를 참조하면서 중국어 단어성의 구체

적인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중국어 단어성의 운율형태적 성질들을 정리

하여 최적성이론의 유표성 제약으로 나타냈다. 

다음으로 2.3장에서는 차용어 코퍼스를 표집하고 분류한 방법론과 각 변수들

의 분포 현황을 기술하였다. 근현  자료만을 한정하여 목적표집된 차용어 자료

들은 CCL 출현 빈도와 같은 양적 변수, 차용 방식과 운율형태적 단어성의 획득 

여부와 같은 범주형 변수로 나뉘었다. 기존의 접근법인 차용 방식 분류법과 본

고가 제시한 운율형태적 분류법을 CCL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놓고 상호 비교하

기 위하여 설계한 방식이었다.

이후 2.4장에서는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분류법을 통계적으로 검정

하여 그 유의성을 비교하고 이를 언어학적으로 해설하였다. 

첫째,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분류법이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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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밝혔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운율형태적 환경을 통제하지 않은 채 차용 

방식만을 논하던 서술 방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드

러난 양자 간의 상관성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차용 방식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한 특성으로 보일 지라도 결국 운율형태적 단어성도 관련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차용 방식 분류법이 운율형태적 환경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거나 상호배

타적으로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운율형태적으로 유표적인 

환경에서는 차용 방식에 따른 하위 세 범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한편 운율형태적으로 무표적인 환경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 음역-의

역, 음역-형역 차용어 집단만이 상호 구분되었으며, 의역-형역 차용어는 서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중국 언중들이 모든 차용 방식의 어원 

정보를 언어 지식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 방식 분류법의 

하위 범주의 개수가 언어학적으로 잉여적이란 점을 말한다.

셋째, 의역과 형역 차용어는 중국어 고유어의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유의

미하게 내부 집단이 구분되었지만, 음역 차용어는 고유어의 기제만으로는 내부 

집단을 나눌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중국 언중들이 의역과 형역 차용어에 해서

는 따로 차용어 특유의 어원학적 분류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

의 운율형태적 단어성을 그 로 적용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음역 

차용어에 해서는 중국어 고유어의 단어성을 구성하는 유표성 제약만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운율형태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기존의 어원학적 분류 방식을 재생산하여 중국어 차용어 언어학에 

이식하는 관점은 기술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범주의 

구분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통계 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운율 위계를 

참조한 중국어 단어성에 한 운율형태적 제약은 차용어에 해서 언어 보편성

과 심리적 실재성을 갖춘 분류 기준을 마련해준다. 그리하여 차용어를 포함한 

중국어 어휘부의 실제 구조는 운율형태적 접근 방식을 통할 때 더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었다. 어원학이나 규범 문법적 관점에 경도되기 보다는 실제 중국 언

중들이 내재화시킨 어휘 분류에 한 객관적인 탐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음역 차용어에 해서만큼은 중국어 고유어의 단어성을 구성하는 유표성 

제약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음역어에 중국어의 다른 단어와

는 다른 운율형태적 독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70 -

터 음역 차용어 내부의 운율형태적 특수성에 하여 3, 4, 5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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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역 피진어의 음절 구조

3장에서는 중국어의 음역어 가운데 중국어와의 동화 정도가 가장 약하여 중국

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음역 피진어에 하여 다룬다. 이때 

음역 피진어의 형성에 개입하는 운율형태적 요인은 중국어의 단어성을 구성하던 

제약이 아니라 음소배열론과 같은 음절 구조에 한 유표성 제약과 입력형-출력

형 간의 충실성 제약이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음역 피진어의 어형성에 음

절이라는 운율 단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음소배열론의 적응 결과를 살펴봄으로

써 알아보도록 하겠다.

3.1 자료 표집

기존의 차용어 음운론에는 음운 외적 요인들이 차용 결과에 영향을 미쳐 일종

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7)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요소들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차용어 음운론의 음운 외적 요인

a. 사회언어학적 요인

- 차용 시기(이상도 & 이영순 2007, Crawford 2009)

- 사용역(register) (Irwin 2011) 

- 차용어 관련 언어 정책(이상도 & 이영순 2007, 中国地名委员会 1983)28)

27) 부분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on)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한 각각의 구체적

인 통계 검정은 후속연구에 맡긴다.

28) 中國地名委員 (1983)는 외국어 지명을 중국어로 순수 음역할 때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다만 변이형을 없애고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국가적인 규범 안에서조차 변이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의 연구 상인 [ju, wi]와 관련한 규범을 부록 

2 ‘外國地名漢字譯寫通則’의 ‘譯音表’에서 찾아보면, 스페인어 지명에서 [ju]를 포함한 음

절 중 12개는 [jou](‘尤, 久, 丘, 休, 紐, 繆, 柳, 留’의)로, 6개는 [u](‘烏’)로 표기할 것을 규

정하여 두 가지 변이형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스페인어에서 [wi]를 포함 음절 중 7개

는 [wei](‘ , 奎, 崔, 菲, 矮, 惠’)로, 9개는 [i](‘伊’)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여 역시 두 가지 

변이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러시아어 지명의 [ju]를 포함한 음절 중 19개는 [jou](‘尤, 久, 

秋, 丘, 休, 紐, 繆, 柳, 留’)로, 2개는 [u](‘舒, 茹’)로 표기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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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네트워크(Crawford 2009)

- 외국 문물에 한 정치 문화적 적응력(游汝傑 & 鄒嘉彦 2005)

- 차용 방언의 종류(萬紅 2007, 于輝 2011)

b. 문자학적 요인 

- 특정 의미를 가진 한자(漢字)에 한 선호도(Lin 2007, 于輝 2011, Kim 

2012)

- 특정 비모어 음소와 모어 철자 사이의 관습적 응(Bloomfield 1933, 

Kim 2012)

c. 형태론적 요인

- 모어 교체형 패러다임에 한 형태 제약(Kang 2003)

일찍이 Kiparsky(1968:174)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언어수행

(performance)적 요소들 때문에 흐려지지 않은 언어능력(competence)의 형식에 

한 창’29)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본고는 언어수행적 요소 또한 인간의 언어 지

식을 구성하는 중 한 부분이란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차용어 음운론과 

같이 언어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1a)와 

같은 언어수행(performance)의 요소는 통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1b), (1c)와 같이 

다른 분야의 언어능력(competence)에 한 환경 또한 통제되어야지만 해당 음운 

문법의 모습이 완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중국어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위와 같은 매개변인들에 한 통제가 고려되지 않

았다. 일단 자료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를 모으는 데에만 급급했던 탓이다. 

따라서 본고는 위에 제시된 매개변인들을 모두 통제하고 해당 언어능력만을 객

관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한국 가요를 음역한 중국어 피진어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자료의 표집 과정을 기술하면서 어떻게 각 매개변인들이 통제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본고의 연구 상은 중국의 한류 팬덤(哈韓族, 

Korean Wave fandom)이 음역하여 륙의 인터넷 소셜 그룹 ‘百度貼吧’에 공유한 

아어의 [wi]를 포함한 음절 중 9개는 [wei](‘維, 奎, 崔, 惠, 矮, 瑞’)로, 13개는 [i](‘伊’)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여 한자는 다소 달랐지만 역시 두 가지 변이형을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영어 지명의 [ju]가 들어간 음절은 모두 [jou](‘尤, 久, 丘, 休, 紐, 繆, 柳, 留’)로 표기

할 것을, 그리고 [wi]가 포함된 음절도 모두 [wei](‘ ’)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통

일된 양상을 보였다.

29) what we really need is a window on the form of linguistic competence that is not obscured 

by factors like performance (Kiparsky 196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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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요의 가사이다. 현재 한국 가요를 음역하는 중국의 인터넷 소셜 그룹 가

운데 비교적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곳은 4곳이 있다. 표 36을 보면 

2014년에는 1개월 동안 약 32만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가사의 음역에 관심

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이제까지 14만 개가 넘는 관련 자료를 생성, 전

파, 소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임시어는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된 실험실이 

아니면 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인터넷 공간에는 언중들이 자발적으로 생성

한 자연 임시어가 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소셜 그룹

(貼吧)

월간 활동 

네티즌 

(月活跃用户) 

등록 회원

(關注)

게시물

(貼子)
주제 분류

音譯歌詞吧 약 30만 명 64,325명 109,824개 음악

韓國歌曲吧 약 2만 명 3,064명 30,002개 음악

韓國歌曲中文諧音吧 未詳 342명 996개 한국 연예인

中韓文 照韓國歌曲吧 258명 269명 1,116개 음악

합계 약 32만 명 68,000명 141,938개

표 36. 한국 가요를 음역하는 국의 인터넷 소셜 그룹 목록

주. 百度 2014.09.19 기준 검색 수치

그림 3. 百度音譯歌詞吧의 첫 페이지 상단부 모습

이 가운데 본고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인 그림 3의 ‘百度音譯歌詞吧’를 선정하

여 코퍼스를 수집하였다. 이곳의 언어 자료는 (1)에서 살펴본 음운 외적 요인이 

모두 동일하게 통제되어 있다. 

그 가운데 먼저 (1a)의 사회언어학적 요소를 보면, 가장 먼저 방언이 개입되지 

않고 표준중국어로 사용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며, 음역 주체(音譯寫手)30), 사용

역, 차용 경로, 시기 등도 동일하다. 또한 아무런 언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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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우선 음역 주체를 살펴보자. 구성원들의 성별은 정확히 알 수 없으

나 게시물 밑에 달리는 여러 댓글31)이나 프로필 사진의 특성을 보면, 여성성을 

자기정체성으로 갖는 인원이 절  다수임을 추측할 수 있다. 종종 음역 자료 위

에 간단한 자기 소개글이 붙어있는데, 이를 통하여 차용 주체들은 한국어 수준

이 최소 초급 이상이며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이중언어화자라는 점32)을 알 수 

있다. 이광수(2012:4)는 百度貼吧가 상 적으로 (준)전문가의 참여가 돋보이는 중

국 온라인 지식전파기제라고 하였는데, 본고의 차용 주체의 언어 지식 수준 또

한 준전문가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분 자신이 올린 음역 자료의 무단 전재를 

금하고, 자료를 퍼갈 때는 음역 ID를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자료

에 찬사와 감사를 표현하는 다수의 댓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를 통

하여 차용 주체들이 음역 자료에 해 갖는 언어태도(language attitude)는 높은 

자부심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파 경로와 문화 적응력의 측면을 보면, 이곳은 한국의 중문화에 

해 지극히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중국의 청소년33)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형성

한 인터넷 공간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가요와 일본 가요를 음역한 자료를 공유

하는데 1개월 동안 평균 약 30만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활동하며 누적 게시물은 

약 11만 개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공식 언어는 모두 표준중국어로 통일되어 있고, 차용 시기 

또한 21세기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업로드 된 것 가운데 일본 가요와 한

국 가수가 일본어로 부른 자료는 제외하고, 한국어 가요의 음역 게시물 가운데 

베스트 게시물(精品) 위주로 조사하였다. 이때 댓글 수가 3개 이하로 적은 게시

물은 제외하였다. 시기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매되었던 것만을 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해당 소셜 그룹이 만들어

30) 음역 자료를 올리는 중국 네티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31) 베스트 음역 자료(精品)에 달리는 전형적인 댓글로는 ‘ ！’, ‘親~♡’, ‘太速度了這!’, ‘好给

力啊’, ‘大愛∼∼’, ‘好棒好棒！超級愛這首歌!’, ‘等好久才有人譯啊, 樓主贊一個!’, ‘謝謝啦, 

楼住辛苦了’ 등이 있다. 이모티콘으로는 하트, 웃는 표정, 엄지를 치켜 든 모양을 부분 

사용한다. 

32) 예를 들면 百度 ID 元宝家の 敏은 이하이(2012)의 ‘1, 2, 3, 4’ 음역 자료를 올리면서 자

기소개글을 적었는데, 거기에서 ‘对韩语略懂一二’이라고 하였다. 

33) 萬紅(2007:90)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 전체의 평균 연령은 27세라고 한다. 본고의 연구 

상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집단은 이보다 나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한류 팬덤 

가운데 아이돌 가수에 관심을 갖는 집단은 주로 10 ~20 에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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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첫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 2012년이고, 커뮤니티가 자리를 잡고 음역이 활

발히 이루어진 때는 략 2013년부터이다. 이 때문에 음역 상이 된 한국 가요 

역시 2013∼2014년에 나온 것들이 주류를 차지한다.

그림 4. 百度音譯歌詞吧 한국 가요 음역 게시물 목록의 시: EXO의 독, 

방탄소년단의 N.O, 아이유(IU)의 나의 옛날이야기, 효성의 

good night kiss, A-pink의 Mr. Chu

다음으로 (1b)의 문자학적 요인을 보자. 이들은 한국 가사의 문자와 가요의 음

향 신호를 모두 참고하되, 음향 신호에 더 가중치를 두고 음역 작업을 수행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가요의 실제 음성 실현형이 피진어의 입력형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음역되는 가사를 표기하는 한자의 의미나 관습적 응

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표기하는 문자로 라틴 알파벳과 한자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만하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한어병음방안의 도입과 자모어의 확산으로 인하

여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인 라틴 알파벳까지 자신들의 언어생활에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34) 

34) 일찍이 신문화운동 시기에 치엔쉬엔퉁(錢玄同)은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에 한 근본적인 

개혁’으로서 한자의 폐기와 라틴 알파벳을 활용한 병음 표기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錢

玄同 1923/1999) 루쉰(魯迅) 또한 한자를 ‘지식 전파의 결핵’으로 지목하면서 ‘낡은 문자

를 희생시켜야’한다며 한자폐지론을 주장하였다. (魯迅 1989)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21세기의 중국 젊은이들은 한자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라틴 알파벳까지 포섭하여 자신들

의 언어생활에 한자와 함께 자유로이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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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목할 만한 점은 표기 문자가 라틴 알파벳이 아닌 한자라고 하여도 한자

로 표기된 다른 중국어와는 정서법 차원에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어절이나 노랫말 리듬의 휴지 구간을 반영하여 한

자를 띄어쓰기 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것은 풀어쓰는 음소문자의 

특성과 음성학적 운율 단위의 구분이 형태소-음절문자인 한자의 표기에까지 침

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 百度音譯歌詞吧 한국 가요 음역 게시물 사례: 소유 & 정기

고(2014)가 부른 ‘썸(Some)’ 가사를 百度 ID 

‘970716244’가 음역하여 업로드한 자료(‘가끔씩 나도 모

르게 짜증이 나/ 를 향한 맘은 변하지 않았는데/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텅 빈 방 혼자 멍

하니 뒤척이다/티비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후략)’)

마지막으로 음역 자료는 의미-형태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1c)의 형태론적 

패러다임에 한 요소도 음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이렇게 음운 외적 매개변인들이 모두 통제된 환경에서 본고는 1.3절에서 살펴

본 중국어 음절의 체계적 공백 가운데 [후설성] 동화를 어기는 것들만을 표집

(sampling)하였다. 음운 외적 요인들의 간섭을 없애고 순수하게 음소배열론의 작

용만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후설성] 조화 음소배열론의 영향을 받는 음소 

연쇄들은 음절 내부 위치에 따라 각각 Agree[back]-CG, Agree[back]-CV, 

Agree[back]-GV, Agree[back]-VN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입력형을 다른 제약이 아닌 후설성 동화 제약만을 살펴볼 수 있는 음절 

구조로만 제한하고자, 음절 핵은 모두 [+고설성]인 단순 모음 [i, u]로 통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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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설성]이 아닌 자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음절 

말 [n, ŋ]과 연계되었을 때 [후설성]이 분명하게 차이나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Agree[back]-CG 하나만을 어기는 입력형은 본고의 상에서 제외된

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Agree[back]-CG 하나만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입력형

의 음소 연쇄가 [-성음절성]이어서 반드시 또 다른 음소 연쇄와 인접하게 되는

데, 이럴 경우 [후설성] 조화 제약 외에 다른 요소들이 출력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jək]이 입력형으로 주어지면, [kj] 연쇄에 한 

Agree[back]-CG 외에도 말음으로 [k]와 같은 [-공명성] 장애음을 불허하는 중국어

의 음소배열론 NoObsCoda, [jə]와 같은 이중모음이 없어 이를 다른 모음으로 

응시켜야 하는 부분까지 모두 작용하게 된다. 특히 후행 연쇄인 [jə]에 한 적

응이 선행 연쇄인 [kj]에 한 적응에 관련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후설성] 

조화 음소배열론만을 살펴보기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핵음은 반드시 [i, u]

로만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핵음이 반드시 단순 고모음 [i, u]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입력형의 

음절 말음은 원래 표준중국어에서 가능한 [n, ŋ]만으로 한정시켰다. 말음에 한 

다른 유표성 제약35)의 영향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한국 가요 음역과 관련된 중국어 후설성 동화 음소배열 제약

a. Agree[back]-CG

: [+설면성] 장애음과 후행하는 전설 활음은 [후설성]이 같아야 한다.

b. Agree[back]-CV

: [+설면성] 장애음과 후행하는 전설 고모음은 [후설성]이 같아야 한다.

c. Agree[back]-GV

: 활음과 후행하는 고모음은 [후설성]이 같아야 한다.

d. Agree[back]-VN

: 고모음과 후행하는 비음 말음은 [후설성]이 같아야 한다.

35) 음절 말음으로 비음이 아닌 파열음을 금지(NoObsCoda)하는 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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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의 음소배열 제약에 한 도식화와 입력형 음소 연쇄

σ 
 O  R

 
N C0

│ │
C G V N

Agree[back]

Agree [back]

Agree[back]

Agree[back]

입력형 음소 연쇄 

C V

G V

V N

C V N

C G V

G V N

C G V N

그러고 나면 입력형으로 가능한 말소리의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된다. 이는 음

소의 통제 상황을 반영한 다음 (3)의 음절 구조로 가능한 것 가운데 각 제약을 

하나씩 위반한 것, 두 개를 동시에 위반한 것, 세 개를 모두 위반한 것들을 합한 

수이다. 각 유형의 예를 일단 모어에서의 위계만을 반영한 유표성 제약만 사용

하여 최적성이론의 분석도표(tableau, 競選表)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아래 (4)와 같

다. 

다만 이때 4개의 제약들이 중국어 고유어에서 갖는 위계는 Duanmu(2007)에 따

라 Agree[back]-CG, Agree[back]-CV, Agree[back]-VN >> Agree[back]-GV 이고, 상

위에 위치한 세 제약 Agree[back]-CG, Agree[back]-CV, Agree[back]-VN은 고유어에

서는 항상 지켜지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위계는 알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입력형36)은 한국어의 기저형이나 한글 표기가 아닌 음성 실현형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4)의 한국어 입력형은 일단 가능한 한글 표기의 조합에 따라 전

부 제시하였기 때문에, ‘쥬, 즁, 쯍, 츙’ 등과 같이 한국어 출력형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36) 각 음절의 실현 빈도나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중국어 차용어 

입력형은 항상 한국 노래 가사의 음성 실현형을 기준으로 한다.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비

표준적 음운 변화 현상, 즉 자음 동화 가운데 연구개음화나 양순음화 또한 모두 mp3 파

일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하이(2013)의 ‘Special’에서 ‘독한 

병인[iŋ]가봐’에서는 연구개음화가 일어났지만, 바로 앞 구절 ‘이게 미련인[lin]가봐’에서 

연구개음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동방신기(2013)의 ‘Something’에서 ‘좀 더 분[pum]발

해야 될 걸’에서 양순음화는 일어났지만, ‘나를 향한 눈[nun]빛이’에서는 양순음화가 발생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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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형의 경우와 예: 한국어 입력형과 중국어 차용어 출력형

a. ‘자음-모음’의 [후설성] 조화 위배 입력형

: [기, 끼, 키, 히, 긴, 낀, 킨, 힌]

input: 

[기, 끼, 키, 히, 긴, 낀,...]
Agree[bk]-CG Agree[bk]-CV Agree[bk]-VN Agree[bk]-GV

 a. [ki, kʰi, hi...] *!

☞ b.      ?

b. ‘활음-모음’의 [후설성] 조화 위배 입력형

: [귀, 뀌, 귄, 뀐, 뉴, 뉘, 뉜, 늉, 듀, 뒤, 뒨, 듕, 뜌, 뛰, 뒨, 뛴, 뜡, 류, 

뤼, 륀, 륭, 뮤, 뮈, 뮌, 뮹, 뷰, 뷔, 뷘, 븅, 쀼, 쀠, 쀤, 쁑, 슈, 쉬, 쉰, 슝, 

쓔, 쒸, 쒼, 쓩, 유, 융, 위, 윈, 쥬, 즁, 쥐, 쥔, 쮸, 쮜, 쮠, 쯍, 츄, 취, 췬, 

츙, 튜, 튀, 튄, 튱, 퓨, 퓌, 퓐, 퓽, 퀴, 퀸, 휘, 휜]37)

input: 

[귀, 뀌, 귄, 뀐, 뉴,...]
Agree[bk]-CG Agree[bk]-CV Agree[bk]-VN Agree[bk]-GV

 a. [kwi, kwin, nju..] *!

☞ b.      ?

c. ‘모음-비음’의 [후설성] 조화 위배 입력형

: [군, 꾼, 눈, 둔, 뚠, 룬, 문, 분, 뿐, 순, 쑨, 운, 준, 쭌, 춘, 툰, 쿤, 훈, 

닝, 딩, 띵, 링, 밍, 빙, 삥, 싱, 씽, 잉, 징, 찡, 칭, 팅]

input: 

[군, 꾼, 눈, 둔...]
Agree[bk]-CG Agree[bk]-CV Agree[bk]-VN Agree[bk]-GV

 a. [kun, nun, tun...] *!

☞ b.      ?

d. ‘자음-활음-모음’의 [후설성] 조화 위배 입력형

: [규, 큐, 뀨, 휴, 귱, 큥, 뀽, 흉]

input: 

[규, 큐, 뀨, 휴, 흉...] 
Agree[bk]-CG Agree[bk]-CV Agree[bk]-VN Agree[bk]-GV

 a. [kju, hju, hjuŋ...] *! *

☞ b.      ?

e. ‘활음-모음-비음’의 [후설성] 조화 위배 입력형

: [뉸, 듄, 뜐, 륜, 뮨, 뷴, 쁀, 슌, 윤, 쥰, 쮼, 츈, 튠, 퓬, 귕, 뀡, 뉭, 뒹, 

뜅, 륑, 뮝, 뷩, 쀵, 슁, 쓍, 윙, 쥥, 쮱, 췽, 큉, 튕, 퓡, 휭]

37) 한국어 /ㅟ/는 무성음화되거나, 단순모음 [y]나 [i]로도, 이중모음 [wi]로도 실현되는데, 이 

가운데 무성음 및 단순모음으로 실현되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음성 실현형은 한국 가요

의 mp3 파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선미(2013)의 ‘24시간이 모자라’ 속 가사 ‘아

쉬워 아쉬워’의 /쉬/는 Praat 스펙트로그램에서 F2값이 변화하지 않는 단순모음으로 발화

되어 본고에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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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뉸, 듄, 휭,...]
Agree[bk]-CG Agree[bk]-CV Agree[bk]-VN Agree[bk]-GV

 a. [njun, tjun, hwiŋ,...] *! *

☞ b.      ?

f. ‘자음-모음-비음’의 [후설성] 조화 위배 입력형

: [깅, 낑, 킹, 힝]

input: 

[깅, 낑, 킹, 힝]
Agree[bk]-CG Agree[bk]-CV Agree[bk]-VN Agree[bk]-GV

 a. [kiŋ, khiŋ, hiŋ] *! *

☞ b.      ?

g. ‘자음-활음-모음-비음’의 [후설성] 조화 위배 입력형

: [균, 큔, 뀬, 휸]

input: 

[균, 큔, 뀬, 휸]
Agree[bk]-CG Agree[bk]-CV Agree[bk]-VN Agree[bk]-GV

 a. [kjun, khjun, hjun] *! * *

☞ b.      ?

음역된 한국 가요는 한국의 음원 유통 사이트 멜론(www.melon.com)에 등록되

어 있는 가사와 음성 파일(mp3)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혹은 동영상 사

이트 유투브(www.youtube.com)의 뮤직비디오를 참조하여 입력형의 말소리 목록

을 작성하였다. 이때 한국 가사 중에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된 부분이 있으면 

제외한 다음 한국어 부분의 음성 실현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출력형

은 ‘音譯歌詞吧’에 올라온 게시물의 표기를 상으로 하여 그 변이형과 수선 전

략을 정리하였다. 한 노래에 여러 번 나오는 동일한 가사는 횟수에 관련 없이 

모두 다 포함하였다. 표집 과정의 실제는 표 37과 같다. 

이렇게 하여 한국 가요 총 133곡을 음역한 게시물에서 총 1238개의 토큰

(token)을 얻었다. 음역된 한국 가요의 제목38)과 가수 이름, 해당 가요를 음역하

여 올린 중국어 차용 주체의 百度 ID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참고적으로 문자

가 아닌 그림 파일의 형식으로 올라온 자료는 입력 편의상 어려움이 있어 제외

하였다. 그리고 음역되었지만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았거나 댓글 수가 5개 이하

38) 가사는 음역하더라도 가요 제목은 모두 의역(意譯, semantic loan)으로 차용하였다. 다만 

영어 제목은 그 로 영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CL(2013)의 ‘나쁜 기집애’는 ‘壞丫頭’

로, 이효리(2013)의 ‘Bad girls’는 그 로 ‘Bad girls’로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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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은 자료는 제외하였다.

중국어 음역 피진어 한국 가요 가사 응 관계

哈呢r都 木系嘿 内给 唯 一 嫩得 

五五蓝 内 ki不嫩 

安总哎都 奥普嫩噶bua 

内噶 米无噶bua 

大的r 希尼那扫 无嫩给 

那r 笔无那bua 

杂类bou料勾 桑giao 刚粗勾 

内给 骂错bou料 马尼 擦马扫

克劳 内噶 ki特噶勾 信gi黑扫扫 

可干 勾桑哈到 内噶 普桑黑 

可累 那 某对 噗草噶 某对 

素鸟噶 某对

那 帮更 一表r 累蛋 马力呀一呀 

那都 仓 出哇扫单 马力呀一呀 

南 极更 一 给 啊喷得 

你的冷 莫噶 出哇 

凑拉黑 租给但 马里亚 

素鸟 大卫 莫 

하늘도 무심해 내게 왜 이러는데 

우울한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가봐

내가 미운가봐 

다들 신이 나서 웃는 게 

날 비웃나봐 

잘해보려고 성격39) 감추고

네게 맞춰보려 많이 참았어

그런 내가 기특하고 신기했었어

그간 고생하던 내가 불쌍해

그래 나 못돼 부처가 못돼

숙녀가 못돼

나 방금 이별 했단 말이야이야

나도 참 좋았었단 말이야이야

난 지금 이렇게 아픈데

니들은 뭐가 좋아

초라해 죽겠단 말이야 

숙녀 따위 뭐

[ki] ⟶ [ki]

[un] ⟶ [u]([wu])

[un] ⟶ [u]([wu])

[un] ⟶ [u]([wu])

[ki]⟶ [ki], [gi] ⟶ [gi]

[wi] ⟶ [wəi]([wei])

표 37. 걸그룹 ‘카라’의 ‘숙녀가 못돼’를 百度 ID 咖啡壺裏的茶가 음역한 피진어와 자료 

표집의 실제

주. 밑줄 친 굵은 폰트가 표집 해당 부분임.

3.2 음역 피진어의 특성

Holm(2004:5)에 따르면, 피진어란 ‘서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 간

에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일종의 축소된 언어’로서, ‘무역 통상 등을 위

하여 구어적 의사소통의 도구가 필요할 때 생겨’나는 언어이다. 어원학적으로 보

면, ‘pidgin’이란 말은 영어를 몰랐던 중국인 무역상이 영어 단어 ‘business’를 듣

고 ‘皮欽’이라고 발음하였고, 이 ‘皮欽’의 중국어 발음을 다시 영어로 표기한 데

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여정화 2013:140-141).40) 

39) [k˭jək]은 핵음, 비음 통제 안 되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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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어접촉으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언어가 혼합된 언어에는 피진어를 

제외하고도 자곤어(jargon), 크레올어(creole) 등이 있다. 자곤어는 초기 피진어, 원

시 피진어 등의 상태로 설명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진어가 더 발달되어 그것

을 모어로 쓰는 언어공동체가 생기게 되면, 그 언어를 크레올어라고 부른다. 그

런데 Bakker(2008:132)는 자곤어, 피진어, 크레올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모어로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피진어와 

크레올어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언어공동체에서 모어

가 된 피진어를 과연 피진어가 아닌 크레올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Bakker(2008:132)는 기존에 쓰인 여

러 가지 관련 용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자신의 용어와 응시켰다.

Bakker(2008:132)의 용어 여타 언어학자들의 용어

자곤어(jargon)

불안정한 피진어(unstable pidgin)

초기 피진어(early pidgin, incipient pidgin)

전(前) 피진어(pre-pidgin)

전(前) 피진어 연속체(pre-pidgin continuum)

원시 피진어(primitive pidgin, rudimentary pidgin)

피진어(pidgin) 안정된 피진어(stable pidgin)

피진-크레올어(pidgin-creole)

확장된 피진어(extended pidgin, expanded pidgin)

안정된 피진어(stable pidgin)

크레올어(creole)

크레올어(creole) 크레올어(creole)

표 38. 언어 으로 발생한 자곤어, 피진어, 크 올어에 련된 용어 사용 분류

본고의 3장에서 다루는 피진어는 여타의 언어학자들에게는 초기 피진어, 원시 

피진어, 혹은 불안정한 피진어로 기술될 수 있으며, Bakker(2008:132)에 따르면 

일종의 자곤어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 가요를 음역한 중국어 피진어는 본고에

서 처음으로 언어학적 연구 상으로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학문적 가치가 알

려져 있지 않다. 일단 19-20세기의 피진어에 한 연구는 개 식민지와 같은 제

국주의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접촉을 다루었다면, 본고의 21세기 피진어는 

한류로 일컬어지는 중문화의 전파와 인터넷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언어접촉을 

40) ‘손해 보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 ‘賠錢’의 광둥어 발음이 어원이라는 설도 있다. 혹은 과

거에 사람들 사이의 소식을 전달해주던 비둘기(pigeon)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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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다. 특히 본고의 자료는 한중 언어 접촉의 역사 상 ≪洪武正韻譯訓≫, 

≪老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 ≪華音啓蒙諺解≫, ≪學淸≫ 등의 자료와는 

반 로, ≪鷄林類事≫와 ≪朝鮮館譯語≫ 등과 같이 한국어를 중국인이 중국어로 

음성 전사한 산물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일단 음역 피진어는 ≪鷄林類事≫와 

≪朝鮮館譯語≫ 등의 음역 전사 자료와 네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그림 6. ≪鷄林類事≫: 12세기  고려시  개성(開城) 지역의 한국어 표

 350여 개에 한 음성 표면형을 국어 개 (開 ) 방언의 음

운 체계로 음성 사한 자료.

첫째, 음역되면서 음운 적응을 겪는다. 예를 들면 위의 그림 6에 나온 ≪鷄林

類事≫가 쓰인 송나라 때에는 입성 운미가 사라지고 있었으므로 한국어 입성에 

해당하는 음소가 삭제되거나 다른 음소로 응된다든가, 고려시  숙종 8년의 

한국어에는 있었던 이중모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이중모음이 당시 중국어에는 없

어 다른 음소로 체한다든가 하였다(최영선 2015). 본고의 피진어 또한 여러 가

지 수선 전략을 취하여 음운 적응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구성 성분끼리 의미-통사적으로 불투명하다. 강길운(2011)의 자료를 참고

하면, ≪鷄林類事≫의 ‘時根沒 < 시근 믈(식은 물)’은 ‘時’, ‘根’, ‘沒’ 사이에 통사 

관계가 불투명할 뿐더러 ‘식은 물’이라는 의미항과 ‘時根沒’는 의미적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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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마찬가지로 본고의 음역 피진어 ‘口gi 木 求哇 < 거기 물 좋아(4minute, 물 

좋아)’를 보면 ‘口’, ‘gi’, ‘木’, ‘求’, ‘哇’ 사이의 통사 관계가 불투명하고, ‘거기 

물 좋아’라는 의미항과 그 어떠한 의미적 연관 지점을 찾을 수 없다. 

셋째, 음역되는 상은 한국어의 단어에서 구까지 다양하다. ≪鷄林類事≫의 

음역 전사 자료에는 ‘門 < 몸’, ‘阿慘 < 아(아침)’과 같은 단어뿐만 아니라 ‘捺

翅沒朝勳 < 치 몯 됴흔(낯이 안 좋은)’과 같은 구까지 음역되어 있다(정재용 

2004, 강길운 2011). 마찬가지로 본고의 음역 피진어에도 ‘一呀gi < 이야기’41)와 

같은 단어와 ‘可被求嗯怕拉 < 기분 좋은 바람’과 같은 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넷째, 어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음운 문법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Bailey & Hahn(2001)은 화자들이 단어의 적형성을 판단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모형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하나는 기존 단어들에 한 유사성을 근

거로 하는 유추 모형(analogical model)으로서, 단어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어휘적 모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단어들을 분절음으로 분해한 다음 가능

한 분절음의 조합의 우도(尤度, likelihood)를 근거로 하는 조합 모형(combinatorial 

model)으로서, 음소 연쇄의 확률이 중요해지는 음운 문법적 모형이다. 그런데 일

반적인 언어 자료에서는 화자들이 두 모형을 모두 언어 지식으로 활용하기 때문

에 이 두 모형을 완전히 분리하여 연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이미 단어로 정착한 음역 차용어는 최소 단어(minimal word)에 한 요구 때문에 

‘Boon [bun] > 伯恩 [pwo.ən]’과 같이 재음절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un]

이라는 금지된 음소 연쇄에 한 음소배열론의 탐구에 기존의 2음절어에 한 

유추 작용이 간섭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음역 전사 자료나 음역 피진어의 경

우는 어휘적 모형인 유추 모형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음운 문법에 

해서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점을 갖는 데에도 불구하고 음역 전사 자료라고 칭하기 

보다는 왜 굳이 음역 피진어라는 용어를 써야만 했는가? 일단 본고의 음역 피진

어는 중국어 어휘부와 동떨어진 특수한 자료가 아니라 중국어의 운율 체계 내에

서 파악되는 개념으로서, 음역 차용단어를 역형성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단위이다. 특히 본고의 음역 피진어는 ≪鷄林類事≫와 ≪朝鮮館譯語≫와는 아래

와 같이 세 가지 차이점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 개념의 음역 전사 자료와 동일하

41) 입력형이 단어이면서 출력형이 한자로 굳이 띄어쓰기하면서 구분된 경우만 단어로 취급

하였다.



3. 음역 피진어의 음절 구조

- 85 -

게 취급될 수 없다. 

첫째, 공인화(institutionalization)의 정도가 다르다. 음역 전사 자료 중에 ≪鷄林

類事≫는 1103년에 북송(北宋)에서 기록 담당인 서장관(書狀官) 손목(孫穆)이 개

성(開城)에 사절로 왔다가 작성한 견문록이다(강길운 2011, 최영선 2015). 그리고 

≪朝鮮館譯語≫는 영락 연간(永樂年間 1403-1424)에 명(明)의 외국 사절 통역 기

관인 회동관( 同館)에서 5명 정원이었던 조선 담당 통역사들의 회화 교재로 발

간한 것이다(권인한 1998).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음역 전

사한 자료들은 모두 개인이나 극소수의 언어 지식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내부의 임시어들이 공인화의 단계까지 밟지 못했으리란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百度音譯歌詞吧’ 등에서 공유되는 본고의 음역 피진어는 앞서 표 36에서 

봤듯이 월간 30만 명이 이르는 네티즌들이 공유하며, 약 6,500명에 달하는 가입 

회원들이 생산하는 자료이다. 이에 따라 업로드와 동시에 댓글과 추천으로서 공

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퍼가기를 통하여 전파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 가요를 음역한 피진어가 개인가능어만으로 구성된 전

통적 음역 전사 자료와는 달리, 음운론적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Lévy 

1994)’으로서 사회적 공인화 과정을 거친 자료라는 점을 뜻한다. 이것은 결국 본

고의 자료가 기존의 음역 전사 자료보다 더 발달된 형태의 초기 피진어에 속한

다는 점을 나타낸다.

둘째, 성조 실현의 여부가 다르다. 기존의 음역 전사 자료는 모두 중국어 고유

의 어휘적 성조가 실현되는 반면, 본고의 음역 피진어는 노랫말이기 때문에 성

조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고의 음역 피진어는 운율유형론적으로 중국

어와는 달리 성조가 없는 언어에 속하게 된다는 큰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 피진

어는 문법적으로 단순화되어 음운론적으로는 성조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본고의 자료가 바로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본고의 음역 피진어만이 갖는 방법론 상의 이점으로 연결된다. 

앞절에서 말한 차용어 음운론에 매개되는 음운 외적 요소를 모두 통제하였다 할

지라도 음운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러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음소 연쇄라 할지

라도 성조에 따라 표면형에서 음가의 실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王

力(1980:15), 徐世榮(1980:75), 吳宗濟(1992: 109-110), 李明 & 石佩文(1998: 86, 

108)은 /jou, wei, wən, iəŋ/과 같은 음소 연쇄가 1성과 2성에서는 약화되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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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wi, un, iŋ]과 유사하게 실현되지만, 3성과 4성에서는 약화되지 않고 [jou, 

wei, wən, iəŋ]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吳宗濟(1992)와 李明 & 石佩文(1998)은 

이 현상의 이유를 3성과 4성을 부과 받은 음절이 상 적으로 더 길게 실현되어 

운복(韻腹)의 음가가 더 분명하게 발음될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Duanmu(2007)는 [ju wi]를 각각 [wəi, jəu]의 변이형이라고 하면서, 고조의 

발성에서는 후두가 상승함에 따라 설근을 어 올리게 되어 고모음을 내게 된다

고 풀이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중국어 화자들이 성조와 음소 연쇄의 실현형 사

이의 관련성을 언어 지식으로 내재화하였다면, 성조 또한 차용어 음운론의 음소 

연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똑같

이 모음이 삽입되는 적응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해당 음절의 성조가 1성과 2성

이라면 음성 표면형이 거의 [ju, wi, un, iŋ]과 같아서 결국 수용의 유형에 가깝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삽입의 수선 전략을 취했다 하더라도 입력

형과 출력형 사이의 유사성은 3성과 4성보다 1성과 2성이 더 많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본고의 연구 상은 이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

로 중국어는 노래 부를 때에 기저 성조가 표면형에서 전혀 실현되지 않기 때문

에, 노래 가사를 음역한 본고의 자료에서 성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랩

을 할 때에는 성조가 많이 약해지는데, 본고의 자료는 한국어 랩을 흉내 내는 

것이므로 역시 성조가 실현되지 않는다. 특히 한자가 아닌 라틴 알파벳으로 음

역된 부분도 많다는 점은 아예 기저형에도 성조가 없는 음절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조에 따라 음소 연쇄가 달리 실현되는 현상은 본고의 연

구 상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지

을 수 있겠다.

셋째, 음운 적응뿐만 아니라 수용 유형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다르다. 본고의 

음역 피진어는 라틴 알파벳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한자로 표기될 수 없는 음절 

구조까지 모두 음역하여 수용 유형이 나타난다. 반면, 종래의 음역 전사 자료는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음절만을 전사하여 적응의 유형만을 다루었다. 다시 말

하자면 음절 구조의 측면에서 음성 전사 자료는 언어접촉으로 인한 혼합의 정도

가 음역 피진어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봉형(2013)은 그 간의 차용어 음운론에서 적응에만 집중한 

나머지 수용의 유형을 도외시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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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관습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표기 문자나 음소 연쇄의 적형성을 기준

으로 하여 수용의 유형을 외국어로 배제시키던 고유어  외국어의 규범 문법적 

구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용의 유형까지 포함하여 중국 언중들이 실제 갖고 

있는 음운 지식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전사 자료에 한 연구와 피진어 연구는 근본적으로 연구 관점의 

방점이 다른 곳에 찍힌다. 전통적으로 ≪鷄林類事≫와 ≪朝鮮館譯語≫의 음성 

전사에 한 연구는 주로 개별 음소의 음운 재구에 관심을 갖지만, 본고의 연구 

자료는 전사된 음이 중국어로 표기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어의 공시적 음운 

문법에 주목하는 데에 이용된다. 아무래도 자료의 시 적 차이가 있다 보니 전

자는 역사음운론 및 성운학의 영역에 속하지만, 후자는 현 의 공시적 차용어 

음운론의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朝鮮館譯語≫에 나오는 ‘哈嫩二’

을 보고 한국어 ‘하늘(하)’의 발음이 고려시 에 어떻게 났고, 이를 전사한 당

시의 중국 한자음은 ≪中原音韻≫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와 무엇이 달랐는지 각 

개별 음소에 주목하는 것은 전자의 관점이다(권인한 1998, 박창원 2000, 강길운 

2011, 최영선 2015). 한편 본고의 음역 피진어 ‘内 不孙嫩 哈呢为喽’을 보고 한국

어 ‘내 두 손을 하늘 위로’의 발음 자체 보다는 양자의 응 관계에 영향을 미

친 중국어 음운의 공시적 문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후자의 관점이다. 차용

어 음운론은 차용 결과의 개별 기술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에 하여 왜 꼭 

그렇게 음역되었는지 그 원인을 음운 환경과 화자들의 공시적 언어 지식에서 찾

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본고는 응 관계의 결과를 놓고 변이형을 

기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변이형을 출력하게 만든 비범주적 음운 문법을 

포착하여 제시할 것이다.

3.3 적응 유형론

3.3.1 자음-모음

가장 먼저 음절 내부에서 ‘자음-모음’의 후설성을 동화시키려는 제약 

Agree[back]-CV 단 하나만을 어긴 입력형이 주어진 경우를 보자. 표집한 12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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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큰 가운데 해당 제약 하나만을 어긴 [기, 끼, 키, 히, 긴, ..] 등의 입력형이 

들어온 경우는 661개로서 전체 토큰의 53.35%에 해당하였다. (5)를 통해 이에 

한 수선 전략을 보면, 661개의 자음-모음 연쇄 입력형 가운데 절  다수를 차지

하는 93.34%(617개)가 모두 고유어의 음소배열론을 어기고 그 로 수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수선 전략은 모음을 삽입하는 것이었는데, 

겨우 2.27%(15개)의 비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나 변환 및 여러 수선 

전략이 결합된 복수의 수선 전략 유형들은 모두 1% 안팎의 저조한 비율을 보였

다. 2장에서 살펴본 차용어 음운론의 선행연구들이 [후설성]이 불일치하는 자음-

모음 연쇄에 하여서는 전부 자음이 변환되는 적응의 수선 전략을 채택하여 

100% 구개음화 현상을 일으켰던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이 조적인 결과이다. 본

고의 피진어에서는 자음 변환의 유형 6개 중에서도 오직 1개만이 구개음화에 해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 [후설성] 불일치 자음-모음에 한 피진어의 수선 전략

a. 개황

입력형 수선 전략의 유형 개수 비율(%)

[기, 

끼, 

키, 

히,

긴...]

복수

삽입(모음, 활음)+변환(자음) 1 0.15

변환(자음)+변환(모음) 1 0.15

삭제(자음)+변환(모음) 1 0.15

삽입(비음 말음)+변환(모음) 2 0.30

단수

수용 617 93.34

삽입 (모음) 15 2.27

삭제
자음 9 1.36

모음 1 0.15

변환
자음 6 0.91

모음 8 1.21

합계 667 100.00

b. 출력형 변이형 유형(단수 수선 전략만)

ki(수용)〜kəi(삽입)〜i(자음 삭제)〜k(모음 삭제)〜ti(자음 변환)〜kə(모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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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후설성] 불일치 자음-모음에 한 수선 략 비율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어의 [후설성] 조화 음소배열론을 위배하는 자음-모

음의 입력형이 그 로 비적응 수용된 유형(93.34%)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6)에서 보는 것처럼, [기, 키, 끼, 히, 낀] 등의 입력형은 중국어의 

Agree[back]-CV를 위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로 수용되었다. 이때 차용 

주체들은 한자가 아닌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여 ‘ki, gi, hi, kin’과 같이 중국어 고

유어에서 불가능한 음소 연쇄를 표기하였다. 

(6) ‘자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의 피진어 사례: 수용(617개, 93.34%)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기다렸는데 [기]⟶ [kʰi] Ki大料嫩得 효린, 안녕

기 해 [기]⟶ [kʰi] ki带嘿 걸스데이, 기 해

난 나쁜 기집애 [기]⟶ [kʰi] 难 那本 ki几拜 CL, 나쁜 기집애

밤은 참 길어요 [기]⟶ [kʰi] 吧么加 ki喽哟 헬로비너스, 차 마실래

슬픈 거북이 한 마리 [기]⟶ [gi] 死喷高不gi韩r玛丽 다비치, 거북이

생각이 많아서 [기]⟶ [gi] 僧嘎gi 吗那搜 시크릿, Yoohoo

맘 속 깊은 곳에 [기]⟶ [gi] 满送gi本不sei F(x), 첫 사랑니

네 전화기처럼 [기]⟶ [gi] 内 岑话gi球笼 포미닛, 물 좋아?

멍하니 뒤척이다 [기]⟶ [gi] mong哈你 对桥gi大 소유 & 정기고, Some

솔직히 말해 [키]⟶ [kʰi] 搜几ki 吗嘞 씨스타, Touch my body

니가 먼저 키스해 [키]⟶ [kʰi] 你噶梦就ki斯嘿 걸스데이, 여자 통령

내가 있긴 한 거니 [낀]⟶ [gin] 内噶 音gin 汉够尼 브라운아이드걸스, Recipe

하이힐에 [히]⟶ [hi] 哈一Hi累 에일리, 보여줄게

힘이 세상을 [히]⟶ [hi] Hi米写桑额 B.A.P, What the hell
내게 힘을 다오 [히]⟶ [hi] 内给 hi 米大喔 인피니트, Last 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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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a)의 동시음운론적 관점에서는 1.3절에서 보았던 기존의 기성 차

용어 음운론에서 100% Agree[back]-CV >> ID였던 제약 위계가 피진어에서는 반

로 뒤바뀌어 ID >> Agree[back]-CV가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입력형의 

소리를 최 한 유사하게 출력시키려는 같은 음역 자료라고 할지라도, 운율형태

적인 환경이 차용 단어이면 유표성 제약 >> 충실성 제약의 위계를, 피진어이면 

충실성 제약 >> 유표성 제약인 위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것을 (7b)의 

층화 문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피진어에만 적용되거나 차용단어에만 적용되는 

인덱스를 달아준 별도의 충실성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운율형태적 환경에 변하

더라도 동일한 제약 위계(invariant constraint hierarchy, Ito & Mester 2001)를 가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자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에 한 피진어와 차용어의 서로 다른 출력형

최적성이론 분석 (수용: 617개, 93.34%, φ는 피진어, ω는 차용어를 나타냄)

 a. 동시음운론: ID-C >> Agree[back]-CV와 Agree[back]-CV >> ID의 공존

Input: [키]φ ID-C Agree[back]-CV

a. ʨʰi *!

b. ☞ kʰi *

Input: [키]ω Agree[back]-CV ID-C

a. ☞ ʨʰi *

b. kʰi *!

 b. 층화 문법 : ID-C-φ >> Agree[back]-CV >> ID-C-ω 단일 위계

Input: [키]φ ID-C-φ Agree[back]-CV ID-C-ω

a. ʨʰi *!

b. ☞ kʰi *

Input: [키]ω ID-C-φ Agree[back]-CV ID-C-ω

a. ☞ ʨʰi *

b. kʰi *!

다음으로 모음이 삽입되는 유형의 수선 전략을 보자. 이 유형은 중국어 고유

어의 음소배열론을 지키기 위하여 적응 전략의 일종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표성 제약 Agree[back]-CV는 삽입을 금지하는 Dep보다 더 상위에 위치하어 앞

선 수용의 유형과 위계가 다르게 된다. 특히 [후설성] 조화 부적형의 음소 연쇄 

CV에 하여 모음을 삽입시키는 현상은 기존의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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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지 않던 새로운 수선 전략에 해당한다.

(8) ‘자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삽입(15개, 2.27%)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네 전화기에 [기] ⟶ /kai/ ⟶ [kai] 你 桥话该哎 케이윌, 1초에 한 방울

소리마저 향기로운 [기] ⟶ /kəi/ ⟶ [kei] 素力慢句汗给咯恩 휘성, Girls

하던 얘기조차 잊고 [기] ⟶ /kəi/ ⟶ [kei] 哈东也给就掐也古 아이유, 그 애 참 싫다

너 거기 패딩잠바 [기] ⟶ /kəi/ ⟶ [kei] no扣给派丁炯吧 악동뮤지션, 소재

가슴 깊은 곳에 [기] ⟶ /kəi/ ⟶ [kei] 卡色给破够塞 티아라, 숨바꼭질
세 번 싸워보기 [기] ⟶ /kəi/ ⟶ [kei] 塞包 撒哇bou给 F(x), Nu예삐오

온몸에 난 힘이 풀려[히] ⟶ /xəi/ ⟶ [xei] 噢莫没黑衣米噗六 에이핑크, Mr.Chu

(9) ‘자음-모음’ 연쇄: 삽입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기] Agree[back]-CV Dep-V

a. ☞ kəi *

b. ki *!

세 번째로 분절음 하나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 적응 전략을 보겠다. 변환 

유형 14개 가운데 선행 자음을 바꾼 것은 6개, 후행 모음을 바꾼 것은 8개로 나

타났다. 앞서 기존의 차용어 음운론에서는 [후설성]이 불일치하는 자음-모음 연

쇄에 하여 100% 선행 자음을 바꾸는 변환인 구개음화만을 선택하였는데, 본고

의 피진어에서는 선행 자음이 다른 것으로 바뀐 것들이 더 많아 겨우 1개만 구

개음화를 겪었다.

(10) ‘자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변환(14개, 2.12%)의 사례

a. 사례 1: 후행 모음 변환(8개, 1.21%)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기다릴게 밝은 별이 돼 [기]⟶ [kʰə] 可但一给拍东飘一对 인피니트, She's back
기분 좋은 바람 [기]⟶ [kʰə] 可被求嗯怕拉 에이핑크, So long
긴장해 너 너 [긴]⟶ [kʰən] 肯将你 闹闹 시크릿, 사랑은 move
날 찾긴 쉬워 [낀]⟶ [kən] 乃 掐跟西我 라니아, Pop pop pop

b. 사례 2: 선행 자음 변환(6개, 0.91%)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또 키스해줄래 [키] ⟶ [pʰi] 太皮死黑聚类 에이핑크, Mr.Chu

멋진 꿈을 키워 가는 것 [키] ⟶ [tʰi] 吗起 古门 替我噶怒高 F(x), Nu예삐오

거기가 내 자리야 [기] ⟶ [ti] 勾滴 哪内家理呀 악동뮤지션, 소재

기분 좋다 [기] ⟶ [ʨi] 几噗n 走大 동해&은혁, 떴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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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음-모음’ 연쇄: 변환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낀] Agree[back]-CV ID-V

a. ☞ kən *

b. kin *!

Input: [기] Agree[back]-CV ID-C

a. ☞ ti *

b. ki *!

네 번째로 분절음 하나를 삭제시키는 적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음-모음 

연쇄의 불일치하는 [후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삭제 전략은 전체 667개 

중에서 10개의 자료에서 선택되었다. 그 가운데 9개의 자료가 선행 자음을 삭제

시켰고, 1개만이 후행 모음을 삭제시켜 [+성절성]을 갖는 자음 하나만을 출력형

으로 만들었다. 입력형의 말소리를 최 한 유지하려는 음역 피진어의 목적을 염

두에 둔다면, 자음 삭제는 수용이나 모음 삽입에 비하여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

의 지각적 차이를 크게 만들어 목적 달성에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된다. 

(12) ‘자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삭제(10개, 1.51%)의 사례

a. 사례 1: 선행 자음 삭제(9개, 1.36%)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착각 속에 깊이 [기]⟶ [i]穷尅苏尅 一批 동방신기, 수리수리
손에 끼고서 [기]⟶ [i]搜内一股骚 에이핑크, Mr.Chu
묘한 매력 있는 [기]⟶ [i]用韩没lio一嫩 이효리, Bad girls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기]⟶ [i]萨浪一 无起一嫩 高呀시크릿, 사랑은 move

b. 사례 2: 후행 모음 삭제(1개, 0.15%)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기]⟶ [kʰ] 森嘎够西K喽够嫩they 씨스타19, 있다 없으니까

(13) ‘자음-모음’ 연쇄: 삭제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기] Agree[back]-CV Max-C

a. ☞ i *

b. kʰi *!

Input: [기] Agree[back]-CV Max-V

a. ☞ kʰ *

b. kʰ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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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총 5개뿐이었던 복수의 수선 전략 유형의 여러 가지 출력형에 해서

는 극소수이므로 이번 절에서는 개별 분석하지 않고, 5장에서 기계학습을 할 때

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3.3.2 활음-모음

다음으로 ‘활음+고모음’의 [후설성] 동화를 강제하는 제약 하나만을 어긴 입력

형의 유형을 보도록 하자. 전체 1238개의 토큰 가운데 이 유형은 206개의 입력

형만이 해당하였다. 앞서 93.34%가 수용되었단 자음-모음 연쇄와는 달리, 활음-

모음 연쇄에서는 (14)와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수선 전략 유형이 상

적으로 더 고르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모음 삽입 유형이 전체 206개 가운데 

89개로서 43.20%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수용과 삭제 유형이 

각각 44개(21.36%), 44개(21.36%)로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

음에는 융합의 유형이 24개로서 11.65%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나머지 변환 

유형이나 복수의 수선 전략이 선택된 유형은 각각 4개, 2개로 극소수에 그쳤다.

(14) [후설성] 불일치 활음-모음에 한 피진어의 수선 전략

a. 개황

입력형 유형 수선 전략의 유형 개수 비율(%)

[유, 

, 

뒤, 

융...]

복수 삭제(활음)+삽입(모음) 1 0.49

단수

수용 44 21.36

삽입(모음) 89 43.20

삭제
(활음) 41 19.90

(모음) 3 1.46

변환
(활음) 1 0.49

(모음) 3 1.46

융합 24 11.65

합계 206 100.00

b. 출력형 변이형 유형(단수의 수선 전략만)

wi(수용)〜wəi(모음 삽입)〜i(활음 삭제)〜wə(모음 변환)〜vi(활음 변환)〜
y(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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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후설성] 불일치 활음-모음에 한 수선 략 비율

그럼 먼저 [후설성]이 다른 활음-모음의 연쇄를 그 로 수용하여 중국어 고유

어의 음소배열론을 어긴 유형부터 보기로 하겠다. 앞서 2장의 기성 차용어에서

는 삽입, 삭제, 변환, 융합의 적응 유형만을 다루어 수용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

던 반면, 여기 피진어에서는 21.36%의 자료가 Agree[back]-GV를 어기고 그 로 

수용되었다. 또한 표기되는 문자는 라틴 알파벳이 되었는데, 영어 단어(we, 우리)

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단순히 알파벳만 쓰는 경우(wi)도 있었다.

(15) ‘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수용(44개, 21.36%)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저 위로 올라가 [위] ⟶ [wi] 就 we咯 哦啦噶 씨엘, 멘붕

우주 위를 보고 [위] ⟶ [wi] 无出 we路 波够 탑, Doom dada

이별 따윈 all right [윈] ⟶ [wi] 一表儿 到We All right 김예림, All right

치마 따윈 강요하지 마요 [윈] ⟶ [win] 其吗 他win 干要 哈机吗有지나, Oops

사랑 따윈 없던 거야 [윈] ⟶ [win] 萨浪 打Win 闹喷 高呀 달샤벳, Hit U

뒤돌아 [뒤] ⟶ [tui] dwi多拉 소녀시 , Wait a minute

뛰뛰뛰 뛰어보고 [뛰] ⟶ [tui] dui dui dui dui要波够 크레용팝, 빠빠빠

유쾌한 걸음 [유] ⟶ [ju] U亏汗 过了m 아이유, Modern Times

(16) ‘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에 한 피진어와 차용어의 서로 다른 출력형

최적성이론 분석 (수용: 44개, 21.36%, φ는 피진어, ω는 차용어를 나타냄)42)

42) 변이형에 한 제약 위계는 분석도표에서 사실 점선이 아닌 물결선으로 제약 사이에 그

어야 하지만 편의 상 점선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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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시음운론: ID, Max, Dep, Uniformity, >> Agree[back]-GV와 

Agree[back]-GV >> ID, Max, Dep, Uniformity의 공존

Input: [위]φ ID Max Dep Uniformity Agree[back]-GV

a. wə *!

b. i *!

c. wəi *!

d. y *!

e. ☞ wi *

Input: [위]ω Agree[back]-GV ID Max Dep Uniformity

a. ☞ wə *

b. ☞ i *

c. ☞ wəi *

d. ☞ y *

e. wi *!

b. 층화 문법 : 충실성 제약-φ >> Agree[back]-CV >> 충실성 제약-ω 단일 위계

Input: [위]φ ID

-φ
Max

-φ
Dep

-φ
Uniformity

-φ
Agree[back]

-GV

ID

-ω
Max

-ω
Dep

-ω
Uniformity

-ω
a. wə *!

b. i *!

c. wəi *!

d. y *!

e. ☞ wi *

Input: [위]ω ID

-φ
Max

-φ
Dep

-φ
Uniformity

-φ
Agree[back]

-GV

ID

-ω
Max

-ω
Dep

-ω
Uniformity

-ω
a. ☞ wə *

b. ☞ i *

c. ☞ wəi *

d. ☞ y *

e. wi *!

다음으로 43.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던 모음 삽입 유형을 살펴보자. 이 

유형에서는 기저형인 중앙 모음이 적응 전략으로서 삽입되고, 그 다음 모어의 

변이음 법칙을 거쳐 표면형이 출력된다. 모어의 변이음 법칙에 한 부분은 차

용어의 수선 전략이 아니라 토착화 과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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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삽입(89개, 43.20%)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너의 위선에 [위]⟶ /wəi/ ⟶ [wei] 闹也 为扫累 이하이, 1, 2, 3, 4

그런 귀염둥이에요 [귀]⟶ /kʰwəi/⟶ [kʰwei]克老 亏要m度米诶哟 비, La song

아픔은 뒤로 해 [뒤]⟶ /twəi/ ⟶ [twei] 阿普们 对咯 嘿 2NE1, Come back home

그 뒤에 있는 [뒤]⟶ /twəi/ ⟶ [twei] 可 对诶 一嫩 보아, The shadow

가슴에 뛰는 리듬 [뛰]⟶ /twəi/ ⟶ [twei] 卡森没对嫩里等 보아, 아드레날린

뛰어봐라 [뛰]⟶ /twəi/ ⟶ [twei] 对奥bua拉 태양, 링가링가

유리 조각 위에 [유]⟶ /jəu/ ⟶ [jou] 有力qio噶V也 동방신기, 그 신 내가

하늘이 유독 [유]⟶ /jəu/ ⟶ [jou] 哈呢里 有度 카라, 숙녀가 못돼

나를 유혹하려 [류]⟶ /ljəu/ ⟶ [ljou] 那了 留后卡料 아이유, 입술 사이

인류의 힘 [류]⟶ /ljəu/ ⟶ [ljou] 因流也 hin 탑, Doom dada

(18) ‘활음-모음’ 연쇄: 모음 삽입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위] Agree[back]-GV Dep-V

a. ☞ wəi *

b. wi *!

셋째로 삭제의 유형을 보면, 전체의 21.36%의 비율에 달하는 자료들이 있다. 

부분이 선행 활음이 삭제되었지만, 4개의 자료는 후행 모음을 삭제시키고 선

행 활음을 핵음으로 삼았다.

(19) ‘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삭제(44개, 21.36%)

a. 사례

가) 선행 활음 삭제(41개, 19.90%)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모든 게 자유로와 [유] ⟶ [u] 莫顿kei家无咯哇 클래지콰이, Romeo N Juliet
제발 날 유혹해 [류] ⟶ [lu] 切白那路无kei 카오스, 그녀가 온다
널 사귀자고 할래 [귀] ⟶ [kʰi] 诺撒ki加都还类 걸스데이, 여자 통령
귀만 아파 [귀] ⟶ [kʰi] ki马那吧 2NE1, 난 바빠
콧방귀를 뀌면서 [귀] ⟶ [gi] 口帮gi乐 ki秒扫 지나, Oops
아쉬워하며 [쉬] ⟶ [ɕi] 啊西喔哈秒 버스커 버스커, 첫사랑
취한 듯한 내 고백만[취] ⟶ [ʦʰi] 气涵得太内够冰慢씨엔블루, Y, why...
나에게 더 취해서 [취] ⟶ [ʦʰi] 那诶给 都起嘿搜 나인뮤지스, Wild

나) 사례: 후행 모음 삭제(3개, 1.46%)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아픔에 취해 [취]⟶ [tʂʰu]啊普麦 出也 손담비, 눈물이 주르륵
슬픔에 취해 [취]⟶ [tʂʰu]丝普麦 出也 손담비, 눈물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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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활음-모음’ 연쇄: 삭제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위] Agree[back]-GV Max-G

a. ☞ i *

b. wi *!

Input: [위] Agree[back]-GV Max-V

a. ☞ u *

b. wi *!

이제 융합의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융합은 11.6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입력형이 [위, 유] 가운데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원순 전설 고모음인 

[y]로 융합되어 출력되었다. 중국어의 음소뿐만 아니라 변이음 목록에도 비원순 

후설 고모음인 [ɯ]는 없기 때문이다. 상 적으로 자음-모음이나 모음-비음의 음

소 연쇄에서는 수선 전략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활음-모음 연쇄에만 나타나는 특

수한 유형에 속한다. 

(21) ‘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융합(24개, 11.65%)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나를 못 보는 이유들 [유]⟶ [y] 那勒莫波嫩一于的 AOA, Moya

이유를 몰랐어 [유]⟶ [y] 一与乐 莫啦扫 지나, Oops

유리조각도 [유]⟶ [y] 于里jo干都 소녀시 , Mr. Mr

유난히도 [유]⟶ [y] 与那你都 인피니트, Memories

이별에 취해서 [취]⟶ [ʦʰy]一表累 去还扫 슈퍼주니어, 춤을 춘다

취해봐 더 [취]⟶ [ʦʰy]去嘿bua都 나인뮤지스, Wild

(22) ‘활음-모음’ 연쇄: 융합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유] Agree[back]-GV Uniformity

a. ☞ y *

b. ju *!

마지막으로 변환의 유형을 보자. 변환 유형은 선행 활음이 변한 것 1개, 후행 

모음이 변한 것 3개로서 매우 드문 수선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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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 변환(4개, 1.95%)

a. 사례 1: 선행 활음 변환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위험한 [위]⟶ [vi] V很慢 동방신기, Something

b. 사례 2: 후행 모음 변환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유일한 내 맘의 [유] ⟶ [jo] 哟民烂 内 吗没 B1A4, 그 와 함께

믿음 따윈 이미 [윈] ⟶ [wən] 米等 大问 一米 포미닛, 물 좋아?

네게 잡히고 휘둘려 [휘] ⟶ [xua] 内给 咋皮勾 画度r料 카라, 숙녀가 못돼

(24) ‘활음-모음’ 연쇄: 변환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위] Agree[back]-GV ID-G

a. ☞ vi *

b. wi *!

Input: [유] Agree[back]-GV ID-V

a. ☞ jo *

b. ju *!

나머지 복수의 수선 전략을 선택한 유형은 2개뿐으로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여

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5장의 기계학습에만 반영하도록 하겠다.

3.3.3 모음-비음

이제 모음-비음 연쇄의 후설성 하나만 동화되지 않은 입력형이 주어진 경우를 

살펴보겠다. 이 경우는 총 365개가 있었으며, 활용된 개별 수선 전략은 수용, 삽

입, 삭제, 변환의 네 종류였고, 사용된 수선 전략의 개수에 따라 복수와 단수로 

나눌 수 있었다. 앞의 두 연쇄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 특기할 만한 것은 복수의 

수선 전략이 사용된 적응 유형이 상 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는 것과, 

수용의 유형이 1위를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적응 유형과의 비율 차이가 미

미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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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설성] 불일치 모음-비음에 한 피진어의 수선 전략

a. 개황

입력형 수선 전략의 유형 개수 비율(%)

/군, 

꾼, 

,,../

복수

삽입(모음)+삽입(모음) 2 0.55

삽입(모음)+변환(비음) 12 3.30

삽입(모음)+삭제(비음) 1 0.27

변환(모음)+삭제(비음) 5 1.37

변환(모음)+변환(비음 말음) 8 2.20

단수

수용 113 31.04

삽입(모음) 86 23.63

삭제(비음) 84 23.08

변환
(비음) 33 9.07

(모음) 21 5.77

합계 365 100.00

b. 출력형 변이형 유형(단수의 수선 전략만)

un(수용)〜uən(모음 삽입)〜u(비음 삭제)〜uŋ(비음 변환)〜ən(모음 변환)

그림 9. [후설성] 불일치 모음-비음에 한 수선 략 비율

첫 번째로 수용의 유형을 주목해보자. 이 유형은 모음-비음 연쇄 사이의 [후설

성]이 불일치하여 음소배열론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입력형 그 로 출력된 경우

이다. (17)을 보면 수용의 유형은 당연히 한자로 표기되지 못하고 모두 라틴 알

파벳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한자와 라틴 알파벳을 결합하여 

한 음절을 표기하는 ‘努n’(=[nun])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얼화(兒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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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 한 글자가 한 음절과 같아야 한다는 중국어-한자의 특성이 피

진어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2장에서 기존의 차용어 음운론은 비음 

말음에 해서는 n, ŋ이 자유롭게 변이형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ID(place) 충실성 

제약과 Agree[back]-VN 제약 사이의 위계가 미정되어 있었는데, 피진어에서는 수

용 유형에서 ID(place) 충실성 제약이 확실히 우위를 점한 것을 알 수 있다.

(26)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수용(113개, 31.04%)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내 운명을 고르자면 [운]⟶ [un] 内 wun谬额r 够了加缪 아이유, 분홍신

운명 같던 만남이 [운]⟶ [un] wun miong 噶东 慢那米 2NE1, 너 아님 안돼

미치게 외로운 밤 [운]⟶ [un] 米气给 为喽wun 帮 써니힐, 아무 말도 하지 마요

하얀 눈처럼 [눈]⟶ [nun] 哈样 努n巧咯m 윤하, 별에서 온 그

눈꽃 속에 [눈]⟶ [nun] nun过 所该 장재인, 겨울밤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눈]⟶ [nun] nun木林几 nun 得木您几EXO, 첫눈

열어둔 것도 아닌 [둔]⟶ [tʰun] 哟咯 tun高都啊你 동방신기, 수리수리

마주치는 기분 [분]⟶ [pun] 吗组起嫩 ki bun B.A.P, Baby

(27)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에 한 피진어와 차용어의 서로 다른 출력형

최적성이론 분석 (수용: 113개, 31.04%, φ는 피진어, ω는 차용어를 나타냄)

a. 동시음운론: ID(place) >> Agree[back]-VN와 Agree[back]-CV, ID의 공존

Input: [운]φ ID(place) Agree[back]-VN

a. ☞ un *

b. uŋ *!

Input: [운]ω Agree[back]-VN ID(place)

a. ☞ un *
b. ☞ uŋ *

b. 층화 문법 : ID(place)-φ >> Agree[back]-VN, ID(place)-ω 단일 위계

Input: [운]φ ID(place)-φ Agree[back]-VN ID(place)-ω

a. uŋ *!

b. ☞ un *

Input: [운]ω ID-φ Agree[back]-VN ID-ω

a. ☞ uŋ *

b. ☞ un *

둘째로 모음이 삽입된 유형을 보면, 86개로서 23.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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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음소 연쇄의 삽입 유형과 비교하자면, 모음-비음 연쇄에서도 삽입되는 

모음은 역시 중모음의 기저형인 중앙모음이다. 그런데 변이음 법칙을 거치고 나

도, 비음 앞에서는 중앙모음 기저형이 표면형에도 그 로 실현되어 마치 토착화 

과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토착화 과정

으로서 변이음 법칙을 거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저의 /u/는 표면

형에서 [w]로 활음화되는 활음 법칙을 거쳤기 때문이다.

(28)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삽입(86개, 23.63%)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새로운 기다림으로 [운]⟶ /uən/ ⟶ [wən] sei咯问 gi大力么咯 알리, In my dream

일처럼 웃는다 [운]⟶ /uən/ ⟶ [wən] 出我几你求龙 温顿大 2AM, 너도 나처럼

누군가 필요하지 [군]⟶ /kuən/⟶ [kwən]努棍噶皮六哈几 아이유, Last fantasy

누군가는 [군]⟶ /kuən/⟶ [kwən]怒滚卡嫩 보아, Only one

어둔 골목길에 남겨둔 [둔]⟶ /tuən/⟶ [twən] 哦顿 过莫ki累 南giao顿박효신, 사랑이 고프다

아직 서툰데 [툰]⟶ /th uən/⟶ [tʰwən]啊几 搜吞得 버스커 버스커, 첫사랑

모든 순간 [순]⟶ /suən/⟶ [swən] 莫等 孙干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아프게 할 순 없으니까 [쑨]⟶ /suən/⟶ [swən] 啊普该 哈 孙 奥丝腻噶이하이, Special

눈물이 핑글 [핑]⟶ /p ihəŋ/⟶ [pʰjəŋ]nun木里 平跟 써니힐, 만인의 연인

(29)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삽입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운] Agree[back]-VN Dep-V

a. ☞ uən *

b. un *!

세 번째로 삭제의 수선 전략을 분석하겠다. 모음-비음 연쇄에서는 일괄적으로 

비음 말음만이 삭제되어 22.80%를 차지하였다. 자음-모음 연쇄에서는 1개를 제

외하고 모두 자음이 삭제되었고, 활음-모음 연쇄에서는 100% 활음이 삭제되었

고, 현재의 모음-비음 연쇄에서는 전부 비음만 삭제되었다. 이를 통하여 음절의 

핵에 속하는 모음은 아무리 음소배열론을 어겨 삭제의 수선 전략이 선택된다 할

지라도 결코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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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삭제(84개, 23.08%)

a.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차가운지 모르겠어 [운] ⟶ [u] 恰噶无几莫勒给搜 AOA, 짧은 치마

행복해 웃는 사진 [운] ⟶ [u] hin不尅无嫩撒进 B1A4, Lonely

하긴 누군들 [군] ⟶ [ku] 哈gin怒股的 가인, Fxxk U

짙은 눈썹에 [눈] ⟶ [nu] 几疼怒搜被 씨스타, Hey you

글썽이던 눈물을 [눈] ⟶ [nu] 滚搜尼都怒木勒 이소라, 바람이 분다

묻어둔 채 살다가 [둔] ⟶ [tʰu] 木叫土 切 塞打噶 god, 우리가 사는 이야기

매 순간 부딪혀 [순] ⟶ [su] 每 苏该 波地巧 미료, 사랑해 사랑해

핑계가 많아 [핑] ⟶ [pʰi] 皮给噶嘛那 AOA, Moya

(31)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삭제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순] Agree[back]-VN Max-N

a. ☞ su *

b. sun *!

다음으로 변환의 수선 전략을 취한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변환은 후행 

비음이 변한 것이 33개로 9.07%였으며, 선행 모음이 변한 것은 21개로 5.77%를 

차지하였다. 

(32)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변환(54개, 14.84%)

a. 사례: 후행 비음 변환(33개, 9.07%)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너 바꾼 화장품이 뭔지 [꾼]⟶ [kuŋ] 闹 怕共 话将普你 梦几 소녀시 , I got a boy

널 신할 순 없어 [쑨]⟶ [suŋ] 闹得稀涵送哦不扫 애프터스쿨, Someone is you

다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빙]⟶ [pin] 大慢嘿宾宾都里几卖够 AOA, Moya

머리가 또 핑 [핑]⟶ [pʰin] 沫里噶都品 보아, 아드레날린

아직 나는 몰라 [징]⟶ [ʨin] 阿金 那怒 某r啦 F(x), Nu예삐오

b. 사례: 선행 모음 변환(21개, 5.77%)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부드러운 감촉 [운] ⟶ [ən] 铺的落恩刚凑 에이핑크, Mr. Chu

눈도 작고 [눈] ⟶ [nən] 嫩多家古 GOT7, 난 니가 좋아

문자 보내도 [문] ⟶ [mən] 门加 bou内都 씨스타, 바빠

네게 맘을 준 게 [준] ⟶ [ʦyn] 奈该 吗么 均 开 이하이, It's over

네가 준 빛과 [준] ⟶ [ʦyn] 你噶 君 比挂 보아, The sha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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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삭제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운] Agree[back]-VN ID-N

a. ☞ uŋ *

b. un *!

Input: [운] Agree[back]-VN ID-V

a. ☞ ən *

b. un *!

이렇게 비음 말음이 다른 비음으로 변환되는 원인은 선행하는 음소와의 [후설

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비음 

말음이 다른 비음으로 변하는 것은 그저 자유변이형이라고만 해석하였다. 음소

배열론을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일 일 응을 기술하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였

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를 보자. 于輝(2011:83)는 음절 말 비음 /n, ŋ/의 적응에 

하여 적응 결과가 여타 음운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비교적 자의적이라고 

풀이하였다. /n/→[ŋ], /ŋ/→[n]과 같은 유형은 ‘불필요한 적응(unnecessary 

adaptation, Peperkamp 2005)’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한편 Kim(2012:131)은 비음

의 차용어 적응에서 조음 위치는 변할지언정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기술

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Wisconsin의 차용어로 斯康星과 斯康新이 모두 가

능하다는 예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아래 표의 비고란에서 볼 수 있듯

이 충실한 응이 아닌 유형에 해서는 의미-문자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설을 비율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비음의 적

응은 음운론적 충실성을 우선으로 하며, 의미-문자적 영향을 받을 때에만 어휘적 

변이형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 변이형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본고의 

결과를 통하여 비음 말음이 변화하는 이유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고

모음과 [후설성]을 동화시키려는 음소배열론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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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형

영어 음소

출력형

중국어 음소

비율(%, 개수) 

(于輝 2011)

비율(%, 개수)

(T. E. Kim 2012)

비고

(T. E. Kim 2012)

/_Vn#/

/_Vn#/ 53.2% (42/79)   73.64% (162/220)

/_Vŋ#/ 44.3% (35/79)  24.55% (54/220) 20.37% 의미 영향

ø 2.5% (2/79)  1.81% (4/220) 25% 의미 영향

/_Vŋ#/
/_Vŋ#/ 64.7% (11/17)  57.89% (11/19)

/_Vn#/ 35.5% (6/17) 42.11% (8/19)

표 39. 단선  선행 연구에서 악되지 못한 비음 변환의 원인

주. 于輝(2011:80, 82)의 표 4.19, 표 4.20과 Kim(2012:131, 148)의 표 28, 표 33을 합친 
다음, 음소의 음절 내 위치를 표시하고 비고 사항을 정리하여 추가함.

이제 복수의 수선 전략이 사용된 경우를 보자. 복수의 수선 전략이 사용된 유

형에는 삽입+삽입, 삽입+삭제, 삽입+변환, 삭제+삭제, 삭제+변환, 변환+변환의 

여섯 가지가 있었다. 앞서 복수의 수선 전략은 각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거의 

1개 정도로 극소수이면서 그 분포에 차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모음-

비음 연쇄에서는 특정 전략의 조합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삽입과 변환이 관련된 조합이 상 적으로 많았다.

복수의 수선 전략 가운데 가장 선호되었던 조합은 3.30%를 차지한 삽입+변환

이다. 이때 삽입된 모음 음가는 [ə, i, o]로 다양하였고 비음 말음은 치조에서 연

구개 비음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4)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모음 삽입+비음 변환(12개, 3.30%)

a.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어두운 밤이 끝나면 [운] ⟶ /uəŋ/ ⟶ [wəŋ] 哦地翁米跟那mion 동방신기, Ten

한가닥 눈물이 [눈] ⟶ [nuoŋ] 汗噶大nuong木里 2AM, 너도 나처럼

우연을 준비해 [준] ⟶ /ʨiuŋ/ ⟶ [ʨjuŋ] 无用呢囧比黑 김재중, 햇살 좋은 날

(35) ‘모음-비음’ 연쇄: 모음 삽입+비음 변환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운] Agree[back]-VN Dep-V ID-N

a. ☞ uəŋ * *

b. un *!

그 다음으로 선호된 복수의 수선 전략은 변환+변환으로, 모음과 비음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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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여 2.2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36)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모음 변환+비음 변환(8개, 2.20%)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더 눈부신 문명의 [문] ⟶ [məŋ]都 怒不信 梦秒也 탑, Doom dada

솔직히 덤덤한 기분 [분] ⟶ [pəŋ] 所及ki东东韩gi崩 동방신기, Something

가벼운 발걸음으로 [운] ⟶ [oŋ] 噶朴ong 拍够len么喽 주니엘, Oh! Happy day

(37) ‘모음-비음’ 연쇄: 모음 변환+비음 변환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운] Agree[back]-VN ID-V ID-N

a. ☞ əŋ * *

b. un *!

또한 2개의 자료밖에 나타나지 않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유일하게 초중음절

인 출력형을 생성해낸 복수의 수선 전략 유형이 있었다. [i, ə] 모음을 각각 두 

번이나 삽입시킴으로써 현재까지 다른 유형의 출력형들이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상정되었던 *μμμ 제약을 처음으로 위배하게 된다. 이때의 표기는 한자 한 개로

는 불가능하고 한자와 라틴 알파벳이 함께 하나의 음절을 표기한다. 

(38) ‘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 모음 삽입+모음 삽입(2개, 0.55%)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춤을 춘다 [춘] ⟶ /ʦiəun/ ⟶ [ʨʰjoun] 求么r 求n大 아이유, 분홍신

(39) ‘모음-비음’ 연쇄: 모음 삽입+모음 삽입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춘] Agree[back]-VN Dep-V *μμμ

a. ☞ ʦiəun ** *

b. ʦun *!

나머지 복수 수선 전략의 유형은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상세히 논하지는 않고 

기계학습에서 넣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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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자음-활음-모음

이제 자음-활음 연쇄뿐만 아니라 뒤이은 활음-모음 연쇄의 [후설성] 조화 제약

까지 음소배열론을 두 번 어긴 입력형이 주어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경

우는 오직 2개의 입력형 [흉, 큐]만 찾을 수 있었다. [흉]의 경우에는 자음-활음 

연쇄는 수용되었지만 활음-모음 연쇄에 해서는 모음 변환이 일어났다. 한편 

[큐]의 경우에는 자음-활음 연쇄에서는 자음이 변환되었고, 활음-모음 연쇄에 

해서는 음운전위(metathesis)가 발생하였다.

(40) [후설성] 불일치 자음-활음-모음에 한 피진어의 수선 전략

a. 개황

입력형 수선 전략의 유형 개수

[흉, 큐]

자음-활음
수용 1

변환(자음) 1

활음-모음
변환(모음) 1

음운전위 1

b. 출력형 변이형 유형

hioŋ (수용+모음 변환) 〜 tʰui (자음 변환+음운전위)

(41) ‘자음-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깊은 흉터인가봐 [흉] ⟶ [hioŋ] ki喷 hiong套因噶bua 이하이, Special

큐피트도 나와 [큐] [tʰui] tui皮特都 那挖 2NE1, Crush

(42) ‘자음-활음-모음’ 연쇄의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흉] Agree[back]-GV Agree[back]-CG ID-V

a. ☞ hioŋ * *

b. hjuŋ *!

Input: [큐] Agree[back]-CG Agree[back]-GV ID-C Linearity

a. ☞ tʰui * *

b. kʰj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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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자음-모음-비음

자음-모음-비음의 연쇄에서 모두 [후설성]이 일치되지 않는 연쇄는 본고의 피

진어에서 [깅] 하나뿐으로 나타났다. 

(43) [후설성] 불일치 자음-모음-비음에 한 피진어의 수선 전략

a. 개황

입력형 수선 전략의 유형 개수

[깅]
자음-모음 수용 1

모음-비음 수용 1

b. 출력형 유형

giŋ (수용+수용)

(44) ‘자음-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날 갖고 즐긴 게 [깅] ⟶ [giŋ] 乃 噶古 几ging 该 시크릿, 사랑은 move

(45) ‘자음-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깅] ID-C Max-N ID-N Agree[back]-CV Agree[back]-VN

a. ☞ kiŋ * *

b. ʨiŋ *! *

c. ʨi *!
d. gin *! *

3.3.6 활음-모음-비음

다음으로 역시 제약 두 개를 어긴 경우를 보겠다. 활음-모음, 모음-비음의 [후

설성]이 모두 어긋나는 입력형이 주어진 경우는 총 4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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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후설성] 불일치 활음-모음-비음에 한 피진어의 수선 전략

a. 개황

입력형 수선 전략의 유형 개수

[윙, 뒹]

활음-모음
수용 2

삽입(모음) 2

모음-비음
수용 2

삭제(비음) 2

b. 출력형 유형

wiŋ (수용+수용) 〜 twəi(모음 삽입+비음 삭제)

(47) ‘활음-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의 사례

한국 가요 중국어 피진어 가수, 노래 제목

귓가에서 윙윙 [윙] ⟶ [wiŋ] 亏噶诶搜wing wing 보아, 아드레날린

혼자 뒹굴뒹굴 [뒹] ⟶ /twəi/ ⟶ [twei] 红加 对够 对够 써니힐, 만인의 연인

(48) ‘활음-모음-비음’ 연쇄의 수선 전략에 한 최적성이론 분석

Input: [윙] Max-N Max-G Dep-V Agree[back]-VN Agree[back]-GV

a. ☞ wiŋ * *

b. iŋ *! *

c. wi *! *

d. wəi *!

Input: [뒹] Agree[back]-VN Agree[back]-GV Max-N Max-G Dep-V

a. twiŋ *! *

b. tiŋ *! *

c. twi *! *
d. ☞ twəi * *

3.3.7 자음-활음-모음-비음

마지막으로 음절 내부에서 자음-활음, 활음-모음, 모음-비음 사이의 [후설성]이 

모두 불일치하여 [후설성] 동화를 공모하는 제약 세 개를 모두 지키지 않은 입

력형은 실제 1238개의 토큰 중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분석할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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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대 엔트로피 모형의 음운 문법 학습

3.4.1 변이형에 한 최 성이론의 근

이제까지 3.3절에서는 음소 연쇄와 수정 전략 별로 다른 출력 변이형에 하

여 전통적 최적성이론의 분석도표를 각각 사용하여 그 음운 문법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사실 Kager(1999:404)의 지적과 같이, 하나의 입력형에 하여 여러 개의 

출력형이 나오게 되는 변이형 현상은 최적성이론이란 분석 틀의 근본적 가정을 

흔드는 위협 중 하나가 된다. 전통적 최적성이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입력형이 

응될 수 있는 여러 개의 후보군 가운데 엄격한 제약 위계의 판정에 따라 가장 

조화로운(harmonic) 단 하나의 출력형을 뽑는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변이형 현상에서는 조화로운 출력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다 보니, 엄

격한 제약 위계라는 음운 문법의 설정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최적성이론 내부에서 변이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 출력형마다 서로 

다른 제약 위계를 갖고 있다고 설정하는 동시음운론(cophonology)적 접근이 시도

되기도 하였다. 혹은 동시음운론의 설정에 반발하여 충실성 제약에 인덱스를 달

아 특정 입력형에만 작용하게 만드는 식으로, 하나의 제약 위계만을 유지하려는 

층화 문법(stratified grammar)적 관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두 관점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출

력 변이형의 유형은 설명해내더라도 그 분포까지는 해석해내지 못한다. 즉, 특정 

변이형의 비율이 다른 변이형의 비율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난다는 양적 측면을 

동시음운론이든 층화 문법이든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음운 문법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43)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계학습은 각 음운 제약에 가중치(wieght)를 부과하여 그리고 학습(training) 과

43) 이미 현 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에서 뜨는 맞춤형 광

고, 이메일에서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작업,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추천해주는 상품 목록 

등을 마주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계학습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속칭 구글을 ‘구글

신(神)’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구글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계학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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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쓰이는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최  

엔트로피 모형(Maximum Entropy model)에 따라 음역 피진어의 음운 문법을 기계

학습시키고자 한다. 그럼 다음 절에서는 최  엔트로피 모형을 설명하고 본고에

서 이를 선택한 이유에 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3.4.2 음운론의 최  엔트로피 모형

엔트로피란 확률 분포에 한 편향(bias)을 계량적으로 구한 수치로서, 

Shannon(1948)의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서 불확실성의 척도로 제시된 개념

이다. 그리고 최  엔트로피 모형은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이라고도 불리

는데, 컴퓨터 언어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Goldwater & Johnson 2003:2) 

Jäger(2004:4)의 예시44)를 통해 최  엔트로피 모형에 접근해보자. 예를 들어 

아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전을 던질 때,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

각 1/2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전 정보가 없으면서 p와 

(1-p)인 확률 분포를 갖는 경우, 그림 3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확률이 

1/2일 때 엔트로피 값은 1로서 가장 커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동전을 던졌

을 때에 과연 어떤 면이 나오게 될 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장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편향이 적은 확률 분포를 갖게 될 때 엔트로피와 불확실성은 커

지게 된다. 

44) Jäger(2004:4)의 예시를 그 로 쓰지 않고, 동전과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로 구체화시키고 

Shannon(1948)에 한 필자의 이해를 더한 다음 본 논문의 세 단락에 걸쳐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A, B의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은 동전의 예로 수정하였고, A, B, C, D, E

의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은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주사위의 예로 바꾼 다음 

확률 분포의 수치도 변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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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와 (1-p)인 두 가지 확률만 

있는 경우의 확률 분포 p에 

한 엔트로피 H (Shannon 

1948:20)

계속 Jäger(2004:4)의 예시를 따라서 가보자. 만약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

은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1, 2, 3, 4, 5, 6의 각 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1/6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엔트로피가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면이 나올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만약 주사위의 무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3이나 4의 면이 나올 확률

을 80%로 만들었다는 사전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확률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까?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의 확률 분포를 추정해야 한다면, 해당 정보

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분포 가운데에서 그나마 가장 편향이 적은 분포, 즉 그 

중 가장 큰 엔트로피를 갖는 해를 고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을 적확

하게 잘 반영한 경우가 된다. 주어진 정보에 더하여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정보까

지 반영한다면 확률 분포의 편차가 더 커지게 되므로, 그러한 오류는 줄이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Jäger(2004:4)의 말을 따라 

다시 풀어보자면, 가장 간명한(parsimonious) 모형이 가장 덜 편향적인 가설(the 

least biased hypothesis)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을 반영하는 분포 가운데 

가장 편향이 적은 확률 분포는, 3면이나 4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40%, 그리고 1, 

2, 5, 6의 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씩인 경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

게 주어진 사전 정보만을 활용하여 가장 편향이 적은 확률 분포를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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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확실성과 엔트로피가 가장 커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해를 구하려는 것

이 바로 최  엔트로피 모형이 가정하는 전제가 된다. 

이러한 최  엔트로피 모형을 음운론에 적용할 때에는 일단 최적성이론의 프

레임을 가정하며, 그 안에서 입력형과 출력형의 조건부 확률를 따지게 된다. 최

 엔트로피 모형에서 음운 입력형인 가 주어졌을 때 음운 출력형 가 나올 

조건부 확률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49) 최  엔트로피 모형의 조건부 확률(Goldwater & Johnson 2003:2)

  
∈  

exp 
  



   일 때, 

   
 exp

 



   

위의 수식에서   는 음운 입력형인 가 음운 출력형 로 선택될 때 제

약 가 위배되는 횟수의 값이다. 또한 는 음운 제약의 가중치를 나타내며, 

은 제약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는 아래 (32)의 분석도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화치(H: Harmony)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서 조화치

란 음운 입력형 가 로 출력될 때 가 어느 제약을 몇 번 위배했는지에 한 

횟수를 음수로 나타낸 다음, 그것을 위배한 제약의 가중치에 곱하여 모두 합한 

값을 이른다. 그리하여 
 



  는 음수가 되므로, 여기에 자연상수 를 밑

으로 하는 자연지수함수를 취하여 양수로 만들어 준다. 그런 다음 뿐만 아니라 

음운 입력형 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후보형의 집합인 에 하여 조

화치를 구하고 그 값들에 자연지수함수를 취하여 다 합해주면 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면 조건부 확률   는 결국 음운 입력형인 가 주어졌

을 때 특정 후보형 의 조화치에 자연지수함수를 취한 수치를 모든 후보형의 

조화치에 자연지수함수를 취한 수치로 나누어준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하

여 (50)에서 입력형 가 주어졌을 때 가 출력형으로 나올 조건부 확률은 

0.99331이 되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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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최 엔트로피모형에 따른 최적성이론에서 조건부 확률의 계산

Input: 


  



  



  
H (Harmony) exp(H)

a. ☞  -1 -1*10=-10 4.53999

b. 후보2 -1 -1*30=-30 9.35762

c. 후보3 -1 -1 (-1*10)+(-1*5)=-15 3.05902

d. 후보4 -1 -1 (-1*30)+(-1*5)=-35 6.30512

 Z(x) = exp(-10)+exp(-30)+exp(-15)+exp(-35) = 4.57058

    = exp(-10) / Z(x) = 0.99331

Jäger(2004:5)와 홍성훈(2014:63)은 최 엔트로피모형이 확률론적 최적성이론

(Stochastic Optimality Theory)이나 노이즈첨가 조화문법(Noisy Harmonic Grammar)

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최적성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군집효과(ganging-up 

effect, ganging effect)를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상위 제약을 어김에도 불구

하고 해당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출력되어 군집효과가 드러날 때, 엄격한 제약 

위계를 상정하는 전통적 최적성이론은 이를 분석해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

엔트로피모형은 후보형의 출력을 제약의 가중치와 위배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조화치를 구한 후 결정하기 때문에, 절정성(culminativity)의 원칙에 따라 군집효

과 현상도 쉽게 분석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위계가 낮은 제약들

만을 어긴 후보형이라 하여도 위배치와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조화치가 상위 

제약 하나만을 어긴 후보형의 조화치보다 크다면, 후자의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는 점을 조화치의 소 비교를 통해 쉽게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인간의 음운 문법 학습을 보자. 본고에서 중국어 화자들은 한국어 가요

를 듣고 개별 음향 신호 속에서 모어 음운 문법과는 다른 한국어의 말소리 패턴

을 인식해냈다. 이때 인식한 한국어 말소리를 최 한 유사하게 보존하려는 충실

성 제약의 필요성과, 자신들이 음역해낼 출력형 언어인 중국어의 유표적 음소배

열론을 지키려는 필요성이 상충하게 된다. 그리고 한 개인은 각 음소 연쇄의 경

우마다 이 두 필요성을 서로 다르게 운용하여 음역해낸 것이다. 그 후 다수의 

네티즌들이 여러 번 이러한 학습 과정을 반복하여 百度音譯貼吧에 자료를 업로

드하였고, 이 온라인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음운론적 집단지성

으로서 중국어 음역 피진어 음운론의 음운 문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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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에게 일어난 이러한 언어학적 학습 과정을 컴퓨터에게도 량의 

훈련 데이터를 주고 적용시켜 보는 것이 바로 음운 문법의 기계학습이다. 컴퓨

터에게도 중국어의 유표적 음소배열론과 한국어 말소리 패턴을 지키라는 충실적 

제약에 한 배경 지식은 미리 준 다음, 량의 데이터를 주고 반복적으로 음역

을 시켜보는 것이다. 그 후 컴퓨터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내놓게 될 지 음역 출

력형의 유형 분포를 통해 알아보는데, 그 학습 결과가 실제 중국어 화자들의 학

습 결과와 가장 유사했던 경우를 찾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용되었던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의 구체적인 가중치 수치를 구하면, 그 수치가 바로 중국어 

화자들이 실제로 머릿속에 내재화시킨 차용구 음운론의 비범주적 양적 측면에 

해당한다. 바로 이러한 비범주성을 포착하여 문법으로 형식화해낸 것이 제약의 

가중치로 드러나는 것이다.

3.4.3 최  엔트로피 모형의 기계학습 결과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아래의 두 개의 표와 같다. 입력형과 출력형의 

각 유형이 나타난 관측빈도와 각 유형이 어기는 제약의 위배 상황을 충실성 제

약과 유표성 제약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다만 표에서 29번부터 33번까지 해당하는 입력형-출력형의 유형은 실제 기계

학습에서 제외하였다. 여러 개의 음소 연쇄에 [후설성] 동화 제약이 두 번 이상 

작용하고 있어 다른 경우의 수와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소수인 까

닭에 오히려 모형의 적합성을 현저히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9-33번 

외의 경우에서는 위배되지 않는 제약인 Agree([back])-CG, Linearity 또한 무용지

물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충실성 제약 위배

입력형 출력형
관측

빈도

DEP

-V

DEP

-N

MAX

-C

MAX

-G

MAX

-V

MAX

-N

ID-

C

ID-

G

ID-

V

ID-

N

Linea

rity

Unifo

rmity

1 C1V1 C2V2V1 1 * *

2 C1V1 C2V2 1 * *

3 C1V1 V2 1 * *

표 40. 피진어 음운론 학습 데이터의 충실성 제약 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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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1V1 C1V2N2 2 * *

5 C1V1 C1V1 617

6 C1V1 C1V2V1 15 *

7 C1V1 V1 9 *

8 C1V1 C1 1 *

9 C1V1 C2V1 6 *

10 C1V1 C1V2 8 *

11 G1V1 V2V1 1 *

12 G1V1 G1V1 44

13 G1V1 G1V2V1 89 *

14 G1V1 V1 41 *

15 G1V1 G1 3 *

16 G1V1 G2V1 1 *

17 G1V1 G1V2 3 *

18 G1V1 GV1 24 *

19 V1N1 V2V1V3N1 2 **

20 V1N1 V1V2N2 12 *

21 V1N1 V1V2 1 * *

22 V1N1 V2 5 * *

23 V1N1 V2N2 8 * *

24 V1N1 V1N1 113

25 V1N1 V1V2N1 86 *

26 V1N1 V1 84 *

27 V1N1 V1N2 33 *

28 V1N1 V2N1 21 *

29 C1G1V1 C1G1V2 1 *

30 C1G1V1 C2V1G1 1 * *

31 C1V1N1 C1V1N1 1

32 G1V1N1 G1V1N1 2

33 G1V1N1 G1V2V1 2 * *

합 1238

유표성 제약 위배

입력형 출력형
관측

빈도
Agree(bk)-CV Agree(bk)-GV Agree(bk)-VN *μμμ

1 C1V1 C2V2V1 1

2 C1V1 C2V2 1

3 C1V1 V2 1

4 C1V1 C1V2N2 2

5 C1V1 C1V1 617 *

6 C1V1 C1V2V1 15

7 C1V1 V1 9

8 C1V1 C1 1

9 C1V1 C2V1 6

10 C1V1 C1V2 8

표 41. 피진어 음운론 학습 데이터의 유표성 제약 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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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Praat에서 최  엔트로피 모형으로 기계학습을 

시켰더니45) 각 제약의 가중치는 아래와 같았다. 

45) 모든 값은 기본 설정을 따랐지만, 제약의 가중치가 음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initial 

plasticity 하나를 1.0에서 0.2로 조정하였다.

11 G1V1 V2V1 1

12 G1V1 G1V1 44 *

13 G1V1 G1V2V1 89

14 G1V1 V1 41

15 G1V1 G1 3

16 G1V1 G2V1 1

17 G1V1 G1V2 3

18 G1V1 GV1 24

19 V1N1 V2V1V3N1 2 *

20 V1N1 V1V2N2 12

21 V1N1 V1V2 1

22 V1N1 V2 5

23 V1N1 V2N2 8

24 V1N1 V1N1 113 *

25 V1N1 V1V2N1 86

26 V1N1 V1 84

27 V1N1 V1N2 33

28 V1N1 V2N1 21

29 C1G1V1 C1G1V2 1 *

30 C1G1V1 C2V1G1 1

31 C1V1N1 C1V1N1 1 * *

32 G1V1N1 G1V1N1 2 * *

33 G1V1N1 G1V2V1 2

합 1238

제약 가중치

DEP-N 66.68

*μμμ 63.21

ID-G 60.65

MAX-V 59.52

ID-V 56.02

Uniformity 55.90

ID-C 55.46

MAX-C 55.00

표 42. 피진어 음운론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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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표성 제약들 사이의 가중치를 주목해보자. 중국어 모어에서는 언제나 

Agree[back]-CG, Agree[back]-CV, Agree[back]-VN >> Agree[back]-GV의 위계를 따

랐다. 상위의 세 개의 제약에 해서는 위계를 알 수 없었고, 활음-모음에 한 

제약만 항상 하위에 위치해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진어 음운론에서는 제약 가

중치에 따라 Agree[back]-GV >> Agree[back]-VN >> Agree[back]-CV인 것으로 나

타났다. 상위에 위치해있었던 자음-모음에 한 조화 제약이 오히려 가장 가중치

가 가벼운 제약이 되었고, 하위에 있었던 활음-모음에 한 제약은 모음-비음이

나 자음-모음 연쇄에 한 제약보다도 더 무거운 가중치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어의 고유어에 작용하는 음운 문법과 피진어에 관련되는 음운 문법이 상당

히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충실성 제약 가운데에서는 DEP-V가 가장 가중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입력형의 말소리 연쇄를 모두 보존하여 입력형-출력형의 지각적 유

사성을 최 화할 수 있는 모음 삽입의 수정 전략이 가장 선호되는 전략이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위와 같은 기계학습 결과가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입력형-출력형의 분포 상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5번 유형으로 표기되는 

자음-모음의 연쇄가 그 로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관측 비율

과 예측 비율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을 아래 그림과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MAX-G 54.97

AGREE(bk)-GV 54.82

ID-N 54.67

MAX-N 53.70

DEP-V 53.59

AGREE(bk)-VN 53.37

AGREE(bk)-CV 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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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입력형-출력형 별 측 비율과 측 비율의 비교(x축의 숫자는 아래 표의 입력

형-출력형 유형 번호)

입력형 출력형 관측 비율 예측 비율 오차
1 C1V1 C2V2V1 0.08 0 -0.08
2 C1V1 C2V2 0.08 0 -0.08
3 C1V1 V2 0.08 0 -0.08
4 C1V1 C1V2N2 0.16 0 -0.16
5 C1V1 C1V1 49.80 30.97 -18.82
6 C1V1 C1V2V1 1.21 1.35 0.14
7 C1V1 V1 0.73 0.46 -0.26
8 C1V1 C1 0.08 0.01 -0.07
9 C1V1 C2V1 0.48 0.33 -0.15
10 C1V1 C1V2 0.65 0.21 -0.44
11 G1V1 V2V1 0.08 0.00 -0.08
12 G1V1 G1V1 3.55 6.76 3.21
13 G1V1 G1V2V1 7.18 13.34 6.16
14 G1V1 V1 3.31 6.27 2.96
15 G1V1 G1 0.24 0.23 -0.02
16 G1V1 G2V1 0.08 0.08 -0.00
17 G1V1 G1V2 0.24 3.22 2.98
18 G1V1 GV1 1.94 3.43 1.49
19 V1N1 G2V1V2N1 0.16 0.00 -0.16
20 V1N1 V1V2N2 0.97 0.00 -0.97
21 V1N1 V1V2 0.08 0.00 -0.08
22 V1N1 V2 0.40 0.00 -0.40
23 V1N1 V2N2 0.65 0.00 -0.65
24 V1N1 V1N1 9.12 9.93 0.81
25 V1N1 V1V2N1 6.94 8.73 1.79
26 V1N1 V1 6.78 8.19 1.41
27 V1N1 V1N2 2.66 4.64 1.97
28 V1N1 V2N1 1.69 1.85 0.16

합 100 100

표 43. 피진어 음운론에서 응 유형 별 비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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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음소 연쇄의 유사성과 동화 제약의 관계

이번 절에서는 [후설성] 동화라는 동일한 음운론적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

고 왜 음소 연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용 및 적응 전략이 취해졌는지에 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음소 연쇄 별로 [후설성] 동화 제약을 어긴 것들이 그 로 

수용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12. 피진어에서 음소 연쇄 별 수용 비율

위의 막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ki류와 같은 자음-모음의 연쇄는 중국어

의 [후설성] 동화 제약을 어겼지만 약 93%에 해당하는 617개의 경우에서 그 로 

수용되었다. 한편 un류와 같은 모음-비음의 연쇄나 ju류와 같은 활음-모음 연쇄

는 모두 수용되기보다는 [후설성] 동화 제약을 지키기 위하여 적응되었다. 이 가

운데 un류의 모음-비음 연쇄는 약 31%에 달하는 252개가 수용되었다. 또한 활음

-비음 연쇄의 수용 비율은 약 21% 가장 낮아 오직 44만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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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관측빈도와 기 빈도를 사용하여 교차표로 그린 다음, 관측빈

도/기 빈도를 계산한 O/E값을 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일단 음운론에서 O/E 

값은 Pierrehumbert(1993)이 제시한 것과 같이 인접한 분절음들의 공기 제약이 비

범주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 사용된다. 그리고 O/E의 값이 1보

다 적은 경우는 기 빈도에 비하여 관측빈도의 수치가 낮아 저출현(underattested)

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는 반 로 O/E 수치가 1보다 큰 경우는 기 빈도에 비하

여 관측빈도가 높게 나와 과출현(overattested)한 것에 속한다.

적응 수용

음

소

연

쇄

자음-모음

(ki 류)

관측빈도(O) 50 617

기 빈도(E) 250 417

O/E 0.2 1.48

활음-모음

(ju 류)

관측빈도(O) 162 44

기 빈도(E) 77.2 128.8

O/E 2.10 0.34

모음-비음

(un 류)

관측빈도(O) 252 113

기 빈도(E) 136.8 228.2

O/E 1.84 0.50

표 44. 피진어에서 음소 연쇄 별 O/E

(=1238, =560.007, <.001)

위의 표에서 수용 유형의 O/E값을 보면, 그 값이 1.48인 자음-모음의 ki류만이 

과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적응 유형의 O/E 값을 보면, 자음-모음의 

ki류만 제외하고 나머지 연쇄는 모두 1보다 그 수치가 높아 과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소 연쇄에 따라 중국어의 [후설성] 동화 제약은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후설성] 동화 제약은 왜 음소 연쇄 별

로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중국어 모어의 제약 위계는 Duanmu(2007)에 따르면 CG, VX의 [후설성]을 동

화시키는 것보다 GV의 [후설성]을 동화시키는 제약이 더 하위에 위치한다고 한

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하위 범주인 두음과 운의 내부를 

관리하는 동화 제약이 두 범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동화 제약보다 더 우선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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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본고의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

다. 첫째, 중국어 모어에서는 가장 하위에 위치하는 Agree([back])-GV는 피진어에

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제약으로 떠올라, 다른 음소 연쇄에 비하여 수용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어에서의 제약 위계가 오히려 피진어 음운론

에서는 역전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진다. 둘째, 

각 동화 제약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른지에 한 계량적 설명을 제공

해주지 못한다. 중국어 모어에서는 Agree([back])-CV와 Agree([back])-VN이 동일한 

위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진어 음운론에서 이 두 제약의 무게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엄격한 제약 위계와 모어 음운론에만 근거한 선행 연구의 관점

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음소 연쇄 사이의 음운론적 유사성

(phonological similarity)을 계산함으로써 피진어 음운론에서 음소배열이 보이는 

비범주적 공기(cooccurrence) 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접한 음소들이 갖는 유

사성의 차이가 동화 제약의 비범주적 영향력을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음운론적 유사성에 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Frisch, 

Pierrehumbert & Broe(2004)는 아래와 같은 음운론적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는 척

도를 제시하여 비범주적 공기 제약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자

연부류(natural class)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 언어의 변별 자질 목록이나 

미명세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음소 사이의 유사성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는다. 

(52) 음운론적 유사성 척도(Frisch, Pierrehumbert & Broe 2004)

음운론적 유사성 =
(공유하는 자연부류)

(공유하는 자연부류) + (공유하지 않는 자연부류)

그럼 이제 위의 유사성 척도에 따라 본고의 후설성 동화 음소배열론이 작용하

는 음소 연쇄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해보도록 하자. 다만 위의 자연부류는 원래 

아랍어 자음 연쇄끼리의 유사성을 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항상 조음위

치를 표시하는 자질을 포함시킨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의 음소 연쇄에

서는 자음, 활음, 모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조음위치는 포함시키지 않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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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공명도 위계(sonorant hierarchy)에 따른 자연부류로서 유사성을 계산하

기로 하겠다. 

(53) 공명도 위계와 자연부류의 분류

모음
접근음

(활음, 설측음)
비음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syllabic] + - - - - -

[approximant] + + - - - -

[sonorant] + + + - - -

[continuant] + + + + - -

[delayed release] + + + + + -

(53)의 자연부류를 참고하여 각 음소 연쇄 별로 음운론적 유사성을 계산하면 

아래의 (54)과 같다. 자음-모음은 0.1, 활음-모음은 0.8, 모음-비음은 0.6의 값을 각

각 음운론적 유사성 척도로 가졌다.

(54) 음소 연쇄 별 음운론적 유사성 계산

a. 자음-모음(ki류) 

0.1 = (0+0.4)/4 (아래 가와 나의 유사성 평균)

가. 파열음-모음(ki, kki, khi)

0 = 0/(0+5)

나. 마찰음-모음(hi)

0.4 = 2/(2+3)

b. 활음-모음(ju류)

0.8 = 4/(1+4)

c. 모음-비음(un류)

0.6 = 2/(2+3)

그리고 각 음소 연쇄 별로 계산된 음운론적 유사성을 x축에 놓고, 해당 음소 

연쇄가 갖는 수용 유형의 O/E값을 y축에 놓으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공유하는 자연부류의 개수가 적어 음운론적 

유사성이 매우 낮은 음소 연쇄가 입력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어의 [후설성] 

동화 제약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입력형을 그 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지닌

다. 반면 공유하는 자연부류의 개수가 많아서 음운론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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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가 입력형이 되면, 중국어의 [후설성] 동화 제약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입

력형을 수용하지 않고 음운론적 수선을 거쳐 적응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서로 

비슷한 소리 연쇄일수록 더 잘 동화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3. 음운론  유사성과 음소 연쇄 수용 유형의 O/E값이 갖

는 음의 상  계

3.6 소결

3장에서는 중국어의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음역 피진어의 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음소배열론에 한 수정 전략을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기존의 중국어 차용어 음운론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하나는 음소  음소의 일 일 응 구도에만 경주한 나머지 음소배열론의 영향

을 과소평가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 외적 매개변인을 통제하지 못했

다는 것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장은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

였고 이를 달성하였다. 첫째, 음역 결과의 해석을 음소 연쇄의 측면에서 음소배

열론 제약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변이형의 출현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밝

혔다. 둘째, 음운 외적 매개변인이 통제되어 있는 한국 가요를 음역한 중국어 피

진어를 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방법론적으로도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시켰고 이

제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한국어-중국어의 피진어를 학문적으로 조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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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 달성은 구체적으로 중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후설성] 불일치 

음소 연쇄가 피진어로 음역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음

역 결과를 음소 연쇄 별로 나누어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유형을 나눈 다음 전통

적 최적성이론과 최  엔트로피 모형의 기계학습을 통하여 그 음운 문법을 분석

하였다. 먼저 [후설성]이 불일치하는 자음-모음의 연쇄는 93% 이상이 음소배열론

을 어기고 그 로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후설성]이 서로 다른 활

음-모음 연쇄는 모음 삽입이 약 43%로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이 수용과 활음 

삭제가 각각 약 21%를 차지하는 전략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후설성]이 같지 

않은 모음-비음 연쇄에 해서는 수용 유형이 약 31%로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

고, 그 뒤를 이어 모음 삽입과 비음 삭제가 각각 약 23%씩 차지하는 전략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음운론적 동기를 가진 음소배열론이 작용하였는데에도 이렇게 

차용 결과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 이유에 해서는 음운론적 유사성 척도

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인접한 음소끼리 공유하는 자연부류의 개수가 많아질

수록 음운론적 유사성이 커지게 되고, 비슷한 소리를 같게 만드려는 동화 제약 

또한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음소 연쇄의 음운론적 유사성과 수

용 유형의 O/E 값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본고의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제까지 차용어 음운

론이 변이형의 유형까지만 설명하고 그 분포에 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기계학습의 양적 음운 문법을 제시함으로써 극복하였다. 둘째, 차용어와는 

다른 음역 피진어의 개념을 성립시켰고, 피진어의 수정 전략이 차용어와 다르다

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음운론적 가장자리 층차의 실재를 밝혔다. 셋째, 고려 시

와 조선 시  이후 연구의 맥이 끊겼던 한중 언어접촉의 음운론적 역사의 흐

름을 21세기 한류 팬들의 음운론적 집단지성에 주목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형태

로 이어나갔다. 

다만 본고는 [후설성] 조화 음소배열론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국 가요를 음역

한 중국어 피진어를 살펴보았다는 연구 범위 상의 한계가 있다. 이후 후속연구

를 통하여 피진어에 드러난 다른 음운 현상들까지도 연구한다면, 중국어 화자들

의 갖고 있는 음운 지식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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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역 차용어의 음절 구조

4장에서는 음운론적 어휘부에서 피진어보다는 한 층차 더 핵심부에 가까워진 

음역 차용어의 어형성에 음소배열 제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

려 한다. 

4.1 자료 표집

3장의 피진어 연구 결과, 중국어 음절 내부에서 후설성 동화 음소배열론의 제

약의 가중치가 가장 컸던 범위는 ‘활음+모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 유형의 

수선 전략이 다른 범위에 비하여 상 적으로 가장 적게 선택되었고, 가장 다양

한 적응 유형이 나타났다. 

차용어에서 ‘활음+모음’과 같이 인접한 전설 고모음의 후설성 동화를 규정하

는 제약은 Lin(2007)에서 모음 삽입, 활음 삭제, 모음 변환이라는 세 가지의 적응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녀는 기존의 자음 위주의 연구 풍

토를 넘어서서 차용어 모음 적응의 다양한 변이형의 존재를 분석하고 이를 유형

화하려는 선구자적인 시도를 하였다. 다만 해당 제약과 관련하여 삽입되는 모음

이 중앙 모음의 변이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저설 모음과 같은 삽입 모음의 변

이형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융합이나 수용의 유형은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모음 

변환의 유형은 활음과 모음의 후설성 동화 제약이 단독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후속 비음과의 후설성을 같게 하려는 제약과 함께 작용된 결과라는 점

과, 각 적응 유형의 통계적 분포와 그에 한 원인 설명이 없다는 점은 문제점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고는 여러 변이형의 유형을 기술하고 이에 적합한 음운 분석을 시

도하여 기존의 기성 차용어 연구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을 극복하려 한다. 특히 

Kim(2012)은 차용어에 하여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한 제약의 작용이 한국어

나 일본어보다 더 강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변이형의 분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이 선호되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

져준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4장을 통하여 중국어 활음+고모음의 연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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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음절 구조에 한 제약의 힘이 어떤 식의 차용 전략으로 실현되며, 그것이 

언어 보편적인 현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을 위한 차용어 데이터는 모두 6개의 서로 다른 차용어 관련 

자료에서 수집한 것이다. 우선 3개의 차용어 전문 사전(中国地名委员会 1983; 刘

正埮, 高名凯, 麦永乾, 史有为 1984; 넥서스 사전편찬위원회 2005)과 차용어에 

한 3편의 선행 연구(Lin 2007; 史有為 2013; Miao 2005)에서 외국어 입력형이 [ju, 

wi]이면서 음역(音譯)으로 차용된 경우를 모두 뽑았다. 그 결과 총 94개의 차용

어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단어는 부분 영어를 차용한 것으로 92개의 고유명

사(인명, 지명)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분석 방법은 3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최적성이론과 확률론적 최적성이

론에 근거하여 진행할 것이다. 다만 연구 상이 보다 더 집중된 만큼 여기에서

는 분석에서 보다 더 심화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일반화선형모형에 근거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음절 구조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음운 문법 분석에도 반영하려 한다.

4.2 적응 유형론

코퍼스에서 수집한 차용어 데이터는 그 수선 전략에 따라 표면형을 조사하고 

유형을 나누었다. 표 39에서 분류한 것처럼 차용어 적응의 출력형 형태는 총 9

개였으며, 그 적응 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입력형 수선 전략 출력형 형태 출력형 개수

[ju]

삽입
[jou] 33

[jɑu] 2

삭제 [u] 12

변환46)
[ɑu] 3

[ou] 1

융합 [y] 1

[wi]

삽입 [wei] 27

변환 [wə] 13

삭제 [i] 2

총합 94

표 45. 차용어 응 유형론의 분포



4. 음역 차용어의 음절 구조

- 127 -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선 전략의 선택에는 불균형이 존재하였는데, 

[ju]나 [wi] 모두 삽입이 60% 이상의 비율로 선호되는 경향이 보였다.

그림 14. 수선 략에 따른 응 유형의 비율 ([ju]: 좌, [wi]: 우)

이를 예와 함께 정리해보자면, 표준중국어 음운 문법에는 후설성 동화를 공모

하는 일련의 음소배열제약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외국어 단어 내부의 [ju, wi]와 

같이 후설성이 다른 음소 연쇄는 중국어 차용어에서 100% 그 로 실현되지 못

한다. 이에 따라 금지된 분절음 연쇄를 수선하기 위하여 삽입, 삭제, 변환, 융합

과 같은 적응과 수용의 수선 전략이 중국어 차용어 형성 과정에 사용된다.

(1) 후설성이 서로 다른 ‘활음+고모음(GV)’의 분절음 연쇄 [ju, wi]가 중국어에 

차용될 때 나타나는 수선 전략의 유형과 예

a. 적응 1: (모음) 삽입

Cupid [kʰju.pɪd] > 丘比特 [ʨʰjou.bi.tʰɤ]55.214.51

b. 적응 2: (활음) 삭제

Duke [djuk] > 杜克[tu.kʰɤ]51.51

c. 적응 3: (모음) 변환

Quincy [kʰwɪn.si] > 昆西 [kʰwən.ɕi]55.55

d. 적응 4: (활음과 모음의) 융합

Yukon [ju.kan] > 育空 [y.kʰoŋ]51.55

46) 이것을 변환 유형으로 보지 않고, 모음이 삽입된 다음 활음이 삭제되어 음운론적으로 불

투명해지는 경우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음운론적 불투명성을 최적성이론에서 다루는 방법

은 별개의 큰 주제이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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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각각의 적응 유형 별로 데이터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4.2.1 삽입

수선 전략으로 삽입을 선택한 차용어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입력형 출력형

[ju] Puma [jau] 飘马 [pʰjɑu.ma]

Teuton 条顿 [tʰjɑu.twən]

Cupid /jəu/ [jou] 丘比特 [ʨʰjou.pi.tʰɤ]

deuce 丢斯 [tjou.sɹ̩]

Eucaine 优卡因 [jou.kʰa.jin]

Eudora 尤多拉 [jou.two.la]

Eugene 柳真 [ljou.tʂən]

Euphrates 幼发拉迪斯 [jou.fa.la.ti.sɹ̩]

eureka 尤里卡 [jou.li.kʰa]

Hume 休姆 [ɕjou.mu]

humour 幽默 [jou.mo]

Huron, Lake 休伦, 湖 [ɕjou.lwən.xu]

Juventus 尤文图斯 [jou.wən.tʰu.sɹ̩]

Matthew 马修 [ma.ɕjou]

Mercury 墨丘利 [xei.ʨʰjou.li]

mu 谬 [mjou]

Muse 缪斯 [mjou.sɹ̩]

New Brunswick 纽不伦瑞克 [njou.pu.lwən.ɹwei.kʰɤ]

New Castle 纽喀斯 [njou.kʰa.sɹ̩.əɹ]

New Foundland 纽芬兰 [njou.fən.lan]

New Guinea 纽几内亚 [njou.tɕi.nei.ja]

New Haven 纽黑文 [njou.xei.wən]

New Orleans 纽俄 连斯 [njou.ɤ.əɹ.ljɛn.sɹ̩]

New York 纽约 [njou.ɥe]

New Zealand 纽西兰 [njou.ɕi.lan]

Newark 纽瓦克 [njou.wa.kʰɤ]

Newlyn 纽林 [njo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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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port 纽波特 [njou.pwo.tʰɤ]

Newry 纽里 [njou.li]

Newton 牛顿 [njou.twən]

Shoemaker 休麦克 [ɕjou.mai.kʰɤ]

thulium 銩 [tjou]

Ulysses 尤利赛特 [jou.li.sai.tʰə]

Utah 犹他 [jou.tʰa]

Yucatan 犹加敦 [jou.tɕja.twən]

[wi] Anguilla /wəi/[wei] 安圭拉 [an.kwei.la]

Aquinas 阿奎那 [a.kʰwei.na]

Dewey 杜 [tu.wei]

Gwynedd 圭内斯 [kwei.nei.sɹ̩]

Malawi 马拉维 [ma.la.wei]

New Brunswick 纽不伦瑞克 [njou.pu.lwən.ɹwei.kʰɤ]

quinine 奎宁 [kʰwei.niŋ]

quinoline 喹啉 [kʰwei.lin]

Uighur 维吾 [wei.wu.əɹ]

whiskey 维斯忌 [wei.sɹ̩.tɕi]

Whiteny, Mount. 惠特尼, 山 [xwei.tʰɤ.ni]

Whitman 惠特曼 [xwei.tʰɤ.man]

Whittier 惠提 [xwei.tʰi.əɹ]

Wicklow 克洛 [wei.kʰɤ.lwo]

Wigen 根 [wei.kən]

Wigtownshire 格顿郡 [wei.kɤ.twən.tɕyn]

Wilkes 克斯 [wei.kʰɤ.sɹ̩]

Wilkins 金斯 [wei.əɹ.tɕin.sɹ̩]

William 廉 [wei.liɛn]

Willy-willy, Wind 畏来, 风 [wei.lai]

Wilmington 明顿 [wei.əɹ.miŋ.twən]

Wilson 逊 [wei.əɹ.ɕyn]

Wiltshire 特郡 [wei.əɹ.tʰə.tɕyn]

Winifred 尼弗雷德 [wei.ni.fo.lei.tɤ]

Wisconsin 斯康星 [wei.sɹ̩.kʰɑŋ.ɕiŋ]

Witwatersrand 特沃特斯兰德 [wei.tʰɤ.wo.tʰə.sɹ̩.an.tɤ]

Wycliffe 克里夫 [wei.kʰɤ.li.fu]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130 -

위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삽입 유형의 경우에는 활음과 핵음 사이에 모

음 [e]나 [o], 혹은 [a]가 삽입되고 있었다. 이를 일반화하여 입력형과 출력형 사

이의 응 도표(correspondence diagram)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입력형: G V1

| |

출력형: G V2 V1

그림 15. 삽입 유형의 입력형-출력형의 음소 응 도표

4.2.2 삭제

여기에서는 삭제 유형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입력형 출력형
[ju] Bermuda [u] 百慕大 [pai.mu.ta]

Dewey 杜 [tu.wei]

Dracula 德拉库拉 [tə.la..kʰu.la]

Du pont 杜邦 [tu.paŋ]

Duke 杜克 [tu.kʰɤ]

Dyushambe 杜尚别 [tu.ʂɑŋ.pje]

Hugo Boss 胡戈波士 [xu.kə.pwo.ʂɹ̩]

Julius 儒略 [ɹu.lɥe]

Ljubljana 卢 拉那 [lu.pu.la.na]

Pulitzer 普利策 [pʰu.li.tʰsɤ]

Stuart 斯图亚特 [sɹ̩.tʰu.ja.tʰɤ]

utopia 乌托邦 [u.tʰwə.pɑŋ]
[wi] De Quincey [i] 第琴稷 [ti.tɕʰin.tɕi]

Whistler 喜斯勒 [ɕi.sɹ̩.lɤ]

위의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삭제의 유형에서는 항상 활음이 탈락되고 있었

다. 이를 응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4. 음역 차용어의 음절 구조

- 131 -

입력형: G V1

 |

출력형: V1

그림 16. 삭제 유형의 입력형-출력형의 음소 응 도표

4.2.3 변환

세 번째 유형는 출력형이 아예 입력형과는 다른 이중모음으로 변환된 경우이

다. 

입력형 출력형

[ju] Dew cell [au] 道氏 [dɑu.ʂɹ]

Eurasia [ou] 欧雷西亚 [ou.lei.ɕi.ja]

Europe 欧罗巴 [ou.lwo.pa]

Eustachio 欧氏 [ou.ʂɹ̩]

[wi] Darwin [wə] 达 文 [ta.əɹ.wən]

Queena 昆娜 [kʰwən.na]

Queenborough 昆伯勒 [kʰwən.pwə.lɤ]

Queensferry 昆斯费里 [kʰwən.sɹ̩.fei.li]

Queensland 昆士兰 [kʰwən.ʂɹ̩.lan]

Quincy 昆西 [kʰwən.ɕi]

rawin 雷文 [lei.wən]

Swindon 斯温登 [sɹ̩.wən.təŋ]
Wimbledon 温 登 [wən.pu.əɹ.təŋ]
Winchester 温切斯特 [wən.tɕʰie.sɹ̩.tʰɤ]

Windsor 温莎 [wən.ʂa]

Winnie 温妮 [wən.ni]

Winnipeg 温尼伯 [wən.ni.pwo]

이러한 변환의 유형에는 핵음은 그 로이지만 활음이 변하는 경우와, 활음은 

그 로 이지만 핵음이 변하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Lin(2007)에서 예상된 결과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본고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이를 두 가지 응 도표로 아래처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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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형: G V1

↓ |

출력형: V2 V1

입력형: G V1

| ↓
출력형: G V2

그림 17. 변환 유형의 입력형-출력형의 음소 응 도표

4.2.4 융합

마지막 유형은 융합으로서 활음의 [후설성]과 핵음의 [원순성]이 합쳐서 하나

의 단순모음으로 변화된 경우이다. 이 역시 Lin(2007)에서 기술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다.

입력형 출력형
[ju] Yukon /y/

[ɥy]

育空 [ɥy.kʰoŋ]

입력형: G V1

  

출력형: V2

그림 18. 융합 유형의 입력형-출력형의 음소 응 도표

4.3 음운 분석

4.3.1 통계 분석: 일반화선형모형

앞서 1장의 선행 연구에서 음성 모형에 따르면, 차용되는 외국어 단어의 기저

형뿐만 아니라 음성적 실현형에서의 다양한 특질이 모국어 화자의 지각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적응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개별 단어의 음성적 특질을 조사하고 그것이 실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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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전략의 유형론적 선택을 예측할 수 있는지 통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첫 단계로 상관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입력형의 음성적 

특질(두음 유무, 비음 말음 유무, 해당 이중모음의 [긴장성], 해당 이중모음의 강

세 여부, 선행/후행 자음의 [유성성], 선행/후행 자음의 [공명성])과 유형론(삽입, 

삭제, 변환, 융합) 사이의 상관성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2.0)에서 Cramér's V 계수47)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 두 범주 변수 간

의 상관성을 검정한 결과, 두 변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성적 특질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05) 유형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 음성적 요소는 모두 음절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입력형에서 자음 두음의 유무(p<.05 (p=.012*))와 비음 말음의 유무(p<.01 

(p=.000**))였다. 두음의 유무와 유형론 간의 상관성은 보통 정도(Cramer’s 

V=.339)였으며, 비음 말음의 유무와 유형론 간의 상관성은 아주 높은 것(Cramer’s 

V=.606)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나 예측 강도까지는 설명해주지 못하므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단계로 일반화선형모형을 통하여 유형론의 분

포를 회귀분석하였다. 일반화선형모형을 통하여 바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상

관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독립변

수로 놓은 입력형의 음성적 특질이 실제로는 종속변수인 유형론의 결정과는 상

관이 없는 데에도 일단 종속변수로 통계 모형 안에 들어가면, 설명 변수의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복잡한 모형이 더 정확한 모형이라고 잘못 판단될 가

능성(overfitting)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음절 구

조와 관련된 독립 변수만을 일반화선형모형에서 독립변수로서 다루기로 한다. 

47) 이 계수는 1946년 Herald Cramer가 카이검정에 근거하여 제시한 계수로서, 명목척도  

명목척도인 두 변수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치이다. 보통 두 명목척도 사이의 상관성은 카

이제곱검정을 통하여 카이계수로 구하는데, 본 연구에서 Cramer’s V를 채택한 이유는 아

래와 같다. 카이계수는 두 범주로만 나뉘는 명목척도(2X2) 사이의 상관성만 구할 수 있지

만, Cramer’s V는 세 범주 이상으로 나뉘는 명목척도 사이의 상관성까지 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현재 본 연구에서 유형론은 네 범주로 나뉘고 있다) 이 Cramer's V의 값은 0과 

1사이에 위치하며, 0에 가까울수록 변수 사이의 상관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

울수록 두 변수 사이의 상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더 정확한 계수의 해석은 교차표

의 행렬 개수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기 다르게 설정한다. 여기에서는 교차표에

서 작은 값의 크기가 2이므로 Cramer's V 값의 해석은 아래와 같이 한다. Cramer's V = 

.10: 낮은 상관관계 / = .30: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 = .50: 높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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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분석할 회귀모형을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2) 유형론과 음절 구조 사이의 회귀 모형

유형론 = 상수항 + 계수 * 두음 + 계수 * 비음 말음 + 계수 * 음절 위치

이 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인 ‘R(R Core Team, 2012)’의 MASS 패키지

(Venables, W. N. & Ripley, B. D., 2002)안의 ‘glm’ 함수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

는 이분되는 범주로 생성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삽입(숫자 1 입력)과 비삽입(숫

자 0 입력)이 종속변수가 되는 경우와 삭제(1) 비삭제(0)가 되는 경우, 그리고 변

환(1)과 비변환(0)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융합의 경우는 1개밖에 없

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독립변수는 두음과 비음 말의 유무

를 0과 1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단어 내에서의 음절 위치를 역시 숫자로 입력하

였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삽입 두음 말음 음절 위치

1 1 1 2

0 0 1 3

표 46. 통계 데이터 코딩의 (일반화선형모형: 삽입 유형의 모델링)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음에 모든 변수를 다 넣은 후 하나

씩 제거하는 후진(backward elimination)의 방법을 선택한 후, 여러 모형을 생성하

였다. 생성된 여러 모형들의 적합도는 각 모형의 AIC48)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데이터 설명력이 높으면서도 간결한 모델인 것, 즉 가장 낮은 AIC 지수를 가진 

것을 골랐다. 

그 결과 첫째, 삽입 유형론과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입력형의 특질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모형은 아래와 같았다.

48)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한 통계 모형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 보여

주는 적합도 지수로서 1979년 Hirotugu Akaike에 의해 개발되었다. AIC는 ‘2k-2ln(L)’로 구

하는데, 여기에서 ‘k’는 통계 모형에 포함된 모수의 개수이고, ‘L’은 계산된 모형의 최

우도값이다. AIC의 값이 작아질수록 해당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질 만 아니라 모형이 데

이터에 과도하게 들어맞는 ‘overfitting’의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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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가장 좋은 일반화선형모형: 삽입 유형

이 모형에 따르면 오직 입력형의 비음 말음만이 삽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요소(p=.00145**)로 꼽힌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변량의 승산비

(exp(-3.4177))가 0.02로서 1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출력형에 비음 말음이 없으면서 후설성 조화 제약을 

어기는 [ju, wi]가 있다면 그 수선 전략으로서 삽입이 선택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겠다. 

둘째, 삭제 유형론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가장 잘 짚어내는 일반화

선형모형은 아래와 같았다. 이 모형에 따르면 출력형의 유형이 삭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입력형에 있는 두음의 유무만이 유의미(p=.0245*)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승산비(exp(1.5399))는 4.65로서 1보다 크

므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음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삭제가 

수선 전략으로 선호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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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가장 좋은 일반화선형모형: 삭제 유형

셋째, 변환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선

형분석에서는 아래의 모형이 가장 뛰어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두음이 없고 비음 말음이 존재하는 경우에 변환이 선호되는 것으로 드러

났다. 다만 두음의 p값은 .0833으로 그 신뢰구간이 비음(p=9.84e-06***)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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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장 좋은 일반화선형모형: 변환 유형

통계 분석에 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1) 비음 말음이 없는 [ju, wi]를 포함한 

음절은 중간에 모음이 삽입되는 경향이 있으며, 2) 두음이 있는 [ju, wi]를 포함

한 음절은 활음이 삭제될 것이고, 3) 두음이 없으면서 비음 말음이 있는 [ju, wi] 

포함 음절의 경우에는 모음이 다른 모음으로 변환되어 차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GV, CGV 입력형은 모음이 삽입되어 GVV, CGVV가 될 경향

이 높고, GVN 입력형은 모음이 변환되어 GV2N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CGV, CGVN 입력형은 활음이 삭제되어 CV, CVN으로 실현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출력형으로 항상 두음이 있으면서, 초중음절이 안 되

는 경우에만 모음을 삽입시키는 전략을 활용한 연쇄가 선호된다는 의미이다. 즉, 

모음 삽입을 기본적으로 선호하지만 모음을 삽입하였을 경우 초중음절이 되어버

리는 경우에만 다른 수선 전략을 취한 것이다. 

4.3.2 통  최 성이론 분석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최적성이론을 통하여 앞서 기술하였던 차용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설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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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중국어 내에 존재하는 유표성 제약인 [후설성] 조화 제약과 입력형과 출

력형 사이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충실성 제약이 필요하다. 유표성 제약은 외국어 

입력형인 [ju, wi]의 음소배열을 금지하는 중국어 문법이며, 충실성 제약은 입력

형의 음성적 특질이 크게 변하여 지각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

하는 인지적 문법으로 각 유형론의 결과를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차용어 적응의 결과물은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제약들끼리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

된다. 

다만 여기에 더하여 앞서 일반화선형모형의 결과 밝혀진 입력형 음절 구조의 

기능을 반영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약을 더 추가하기로 한다. 출력형으로 항상 

두음이 있는 것이 선호되었기 때문에 ONSET 제약을 넣었고, 여기에 더하여 모

음 삽입을 기본적으로 선호하지만 모음을 삽입하였을 경우 초중음절이 되어버리

는 경우에만 다른 수선 전략을 취한 것이다. 

(3) 유표성 제약

AGREE[back]: 음절 내의 [후설성]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4) 충실성 제약

UNIFORMITY: 출력형은 입력형에 존재하는 구조를 그 로 반영한다. 혹은 입

력형은 출력형에 존재하는 구조를 그 로 반영한다.(융합 금지)

DEP: 출력형 분절음은 반드시 입력형에 응하는 분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삽입 금지)

MAX: 입력형 분절음은 반드시 출력형에 응하는 분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삭제 금지)

ID([back]):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서로 응되는 소리의 [후설성] 자질은 동일

해야 한다. (변환 금지)

입력형과 출력형의 응에 관여하는 (3)과 (4)의 제약은 각 유형론의 경우에서 

서로 상충하면서 차용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코퍼스에 나타낸 차용어 데이터

의 유형론은 이 제약들의 위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어의 유표성 제약인 AGREE[back]은 다른 입력형-출력형 응 제

약들을 지배하는 상위 제약으로서 차용어 적응의 과정을 초래시키는 하나의 방

아쇠(trigger)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 위계는 모국어의 음소배열론과 상

적으로 더 중요한 다른 충실성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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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정 충실성 제약을 위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구체적인 과정을 유형 별

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후설성 조화 제약이 유형론에 미치는 효과

a. 삽입 AGREE([back]) >> DEP

b. 삭제 AGREE([back]) >> MAX

c. 변환 AGREE([back]) >> ID([back])

b. 융합 AGREE([back]) >> UNIFORMITY

이러한 제약 위계를 유형론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삽입 유형으로서 입력형의 활음과 핵음 사이에 단순모음 하나를 집어넣는 적응 

전략을 채택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모국어 후설성 조화 제약인 AGREE[back]의 

위배를 피하기 위하여 핵음과 후설성이 일치하는 단순모음을 삽입시킨 것이다. 

(6)는 이에 해당하는 제약들의 위계를 나타낸 것이며, (7)은 가능한 여러 출력형 

중 삽입 유형의 출력형이 최적의 후보로 선택된 평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6) 삽입 유형의 제약 위계

AGREE, MAX, UNIFORMITY, ID >> DEP 

(7) 삽입 유형의 분석도표

Input: /ju/ *μμμ ONSET AGREE UNIFORMITY MAX ID DEP

a. [ju] *!     

b. [u] *!   *!   

c. [y] *!  *!    

d.☞ [jou]     *

e.☞ [jɑu]     *

f. [ou]    *!  

g. [ɑu]    *!  

Input: /wi/ AGREE UNIFORMITY MAX ID DEP

a. [wi] *!     

b. [i]   *!   

c. [ɯ]  *!    

d.☞ [wei]     *

e. [w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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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살펴볼 후설성 조화 제약의 효과의 유형은 삭제이다. 이 경우는 핵음

에 선행하는 활음이 출력형에서 탈락되어 핵음만 남게 된 데이터 유형이다. 따

라서 이는 삭제를 저지하는 MAX 제약을 위배한 것으로 삭제 유형에서는 이 제

약이 제약 위계에서 최하위 순위로 매겨지게 될 것이다. 

(8) 삭제 유형의 제약 위계

AGREE, DEP, UNIFORMITY, ID >> MAX

이러한 제약 위계가 실제로 적합한 출력형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는 아래 도표

의 평가에 잘 드러나 있다. 

(9) 삭제 유형의 분석도표

Input: /ju/ AGREE UNIFORMITY DEP ID MAX

a. [ju] *!     

b. ☞ [u]     *

c. [y]  *!    

d. [jou]   *!   

e. [jɑu]   *!   

f. [ou]    *!  

g. [ɑu]    *!  

Input: /wi/ AGREE UNIFORMITY DEP ID MAX

a. [wi] *!     

b. ☞ [i]     *

c. [ɯ]  *!    

d. [wei]   *!   

e. [wə]    *!  

셋째로 모음 후설성 조화 제약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은 변환이다. 이 

유형은 모음의 [후설성] 자질이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서로 달라 ID([back])을 위

배한 경우이로, ID가 가장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10) 변환의 제약 위계

AGREE, MAX, UNIFORMITY, DEP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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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도표는 변환의 유형을 이러한 제약 위계가 올바른 후보형을 산출함으

로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변환 유형의 분석도표

Input: /ju/ AGREE UNIFORMITY MAX DEP ID

a. [ju] *!     

b. [u]   *!   

c. [y]  *!    

d. [jou]    *!  

e. [jɑu]    *!  

f. ☞ [ou]     *

g. ☞ [ɑu]     *

Input: /wi/ AGREE UNIFORMITY MAX DEP ID

a. [wi] *!     

b. [i]   *!   

c. [ɯ]  *!    

d. [wei]    *!  

e.☞ [wə]     *

마지막으로 융합의 유형은 입력형 활음의 [후설성]과 핵음의 [원순성] 자질이 

하나로 합쳐진 단순모음이 출력된 경우이다. 이 유형은 동일한 음절구조를 요구

하는 UNIFORMITY 제약을 어김으로써 생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제약이 가장 하

위에 놓인다. 

(12) 융합 유형의 제약 위계

AGREE, MAX, DEP, ID >> UNIFORMITY

이러한 위계에 따른 최적의 후보 선출은 아래의 도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융합 

유형을 잘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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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환 유형의 분석도표

Input: /ju/ AGREE DEP MAX ID UNIFORMITY

a. [ju] *!     

b. [u]   *!   

c. ☞ [y]     *

d. [jou]  *!    

e. [jɑu]  *!    

f. [ou]    *!  

g. [ɑu]    *!  

4.3.3 최  엔트로피 모형의 음운 문법 기계학습

이제까지 차용어 적응의 유형론을 모국어 후설성 조화 제약과 충실성 제약 사

이의 위계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최적성이론 분석은 개별 유형의 데이

터를 설명함과 동시에 여러 유형의 데이터가 후설성 조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

해 공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리하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까지 

전통적 생성 문법의 규칙 기반 접근법에서는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전통적 최적성이론 분석의 한계점은 각 데이터의 변이형들은 모두 동일한 개수

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그 분포가 다른데, 특정 유형을 선호하는 변이형 빈도 

분포까지는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제약에 가

중치를 주어 제약 사이의 중요도를 설명하는 최  엔트로피 모형의 확률론적 최

적성이론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는 차용어 유형론의 빈

도에서부터 중국인들의 차용어 문법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지각적인 충실성 제

약 여러 개와 모국어 문법의 유표성 제약의 중요도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하겠

다. 

최  엔트로피 모형의 방식에 해서는 이미 3장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

서는 바로 기계학습의 결과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아래의 표와 같은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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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위배

입력형 출력형
관측

빈도

Agree

(back)
DEP MAX ID UNIFORMITY

1 ju ju 0 *

2 ju jəu ([jou]) 35 *

3 ju u ([wu]) 12 *

4 ju əu ([ou]) 4 *

5 ju y ([ɥy]) 1 *

6 wi wi 0 *

7 wi wəi([wei]) 27 *

8 wi i([ji]) 2 *

9 wi wə 13 *

10 wi ɯ 0 *

표 47. 차용어 음운론의 학습 데이터

그 다음 최  엔트로피 모형에 따라 각 제약의 가중치를 구하였더니 아래와 

같았다. 활음-모음 연쇄는 100% 적응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어의 [후설성] 동화 

제약이 여타의 충실성 제약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모음 삽입이 가장 

선호되는 수선 전략인만큼, 삽입을 저지하는 DEP 제약의 가중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가중치
AGREE(back) 108.34

UNIFORMITY 101.39

MAX 97.8

ID 97.47

DEP 95

표 48. 차용어 음운론의 제약 가 치

이러한 기계학습의 결과가 예측하는 각 유형의 비율이 실제 관측된 비율과 얼

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하였더니 아래와 같았다. 각 입력형-출력형 유형 사이에 

관측비율과 예측비율이 부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144 -

그림 22. 차용어 음운론의 수선 략 별 측 비율과 측 비율(x축은 아래 

표의 수선 략 별 번호와 같음)

입력형 출력형 관측비율 예측비율 오차

1 ju ju 0 0 0
2 ju jəu ([jou]) 37.23 32.99 4.25
3 ju u ([wu]) 12.77 7.44 5.33
4 ju əu ([ou]) 4.26 9.01 -4.75
5 ju y ([ɥy]) 1.06 0.57 0.50
6 wi wi 0.00 0.00 0.00
7 wi wəi([wei]) 28.72 32.84 -4.11
8 wi i([ji]) 2.13 7.49 -5.37
9 wi wə 13.83 9.09 4.74
10 wi ɯ 0.00 0.58 -0.58

표 49. 차용어 음운론의 측비율과 측비율

4.4 소결

4장에서는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에서 한 층차 더 핵심에 가까운 

음역 차용어의 어형성에도 역시 음절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이

때에 음절 구조에 한 유표성 제약인 음소배열론에 하여 가장자리 층차의 음

역 피진어와 비교하여 음역 차용어가 더 많이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차용 결과

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음역 피진어보다 음역 차용어가 음소배열론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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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함으로써 중국어 모어에 더 많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어휘부의 층차가 더 핵

심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중

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중모음인 [ju, wi]의 소리 연쇄가 차용어로 적응된 데

이터를 기술하고 그 유형을 나눈 후 전통적/확률론적 최적성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모음의 후설성 조화를 추구하는 유표성 제약인 AGREE([back])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어의 기성 차용어 문법에서는 삽입, 삭제, 변환, 융합과 같은 수선 

전략을 취하여 해당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출력하였다. 이러한 전략 선택에서는 

삽입이 약 60%의 비율로 선호되는 경향이 보였다. 일반화선형모형 분석을 통하

여 이러한 유형론의 결정에는 입력형의 음절 특징이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는 점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비음 말음이 없으면 삽입이, 두음이 있으면 삭

제가, 비음 말음이 없는 동시에 두음이 있는 경우에는 변환이 결과적으로 선택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용어 유형론은 방아쇠 격 제약인 AGREE([back])을 지키기 위

해 생겨난 다수의 충실성 제약인 MAX, DEP, UNIFORMITY, ID가 공모한 결과

임을 전통적 최적성이론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확률론적 최적성이론으로 어떠한 

제약이 더 큰 가중치를 갖고 있는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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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역 파편의 혼성어 형성

다음절 단일어인 음역어의 일부는 절단(truncation)되어 새로운 형태 파편

(splinter)49)으로 분비(secretion)될 수 있다. 이렇게 생겨난 음역 파편은 다른 형태

와 결합하여 혼성어(blend)50)를 형성하기도 한다. 5장에서는 이렇게 음운론적 어

휘부의 가장자리 층차에 속해있던 음역어가 파편으로 절단된 후 혼성어를 형성

함으로써 중국어 어휘부의 내부 층차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를 다룬다. 

먼저 절단되기 전의 다음절 음역어는 순수음역뿐만 아니라 음의쌍관(音義雙

關)의 경우에도 언제나 1개의 형태소만을 갖는 단일어이다. ‘卡普奇諾(카푸치노, 

cappuccino)’, ‘馬爾濟斯(말티즈, Maltese)’와 같은 순수음역어와 ‘吉娃娃(치와와, 

Chihuahua)’, ‘引得(색인, index)’와 같은 음의쌍관어는 다음절어이지만 형태소는 

모두 1개이다.51)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음역어의 일부분을 절단하여 혼성어를 만

들게 되면, 뜻이 없는 형태소 미만의 음절 파편이 형태소로 변화하게 되는 형태

론적 변화(無義音節語素化52))가 가시화된다. 이를테면 ‘的爺(택시 기사 할아버지, 

的士(taxi)+大爺)’라는 중국어 혼성어에서 원래 형태소 미만의 무의미 음절이었던 

파편 ‘的-’는 형태소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어에서 단일어인 다음절 음역어를 절단하여 혼성어를 만들 때에 

어디를 얼마만큼 잘라서 새로운 형태소로 승격시키는 것일까? 절단 후 형태소로 

승격된 파편들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혼성어를 만들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한 번 형성된 혼성어는 계속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혼성어를 형성시

키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49) 파편(splinter)이란 혼성어를 형성할 때에 쓰이는 단어의 일부분으로서, 영어의 -(a)holic, 

-ade와 같이 특정 의미를 갖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형태소와는 다른 단위이다. 

(Bauer, Lieber & Plag 2013, 강은경 2015 참조)

50) 혼성어를 가리키는 중국어 용어로는 混成詞 이외에도 拼綴詞, 行囊詞, 截搭詞가 있다. 영

미권과 프랑스어권의 비언어학적 분야에서는 ‘portmanteau’라고도 부른다. 가끔 혼합물이

라는 의미에서 ‘amalgam’이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 스페인 문학계에서는 ‘cruce’라고 칭한

다.

51) 원천 언어에서 복합어였을지라도 일단 음역되어 중국어 어휘부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의 

형태론적 구조는 사라지고 단일어로 변화하게 된다. 음역 차용에도 괄호삭제규약(Bracket 

Erasure Convention, Mohanan 1982)이 적용되는 셈이다. 

52) ‘所 音節語素化, 主要指本來不表義的音節變成了表義的語素’(張斌 20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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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상술한 물음에 하여 전통적인 형태론에서는 혼성어의 어형성이 비

문법적인 예외 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치부하거나

(Halle 1973, Aronoff 1976, Bauer 1983, Beard 1998), 단순한 발화 실수의 사례로

만 여겼다(Fromkin 1973). 또한 중국어 혼성어에 한 언어학적 연구는 아직 한

국에서도, 중국 본토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53) 하

지만 위의 질문들은 혼성어의 어형성 방식 및 형태론의 기본 단위에 한 의문

을 던짐으로써, 현  중국어의 형태소와 형태론의 영역 설정에 한 근본적인 

탐구를 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원래 있었던 형태소의 연결

(concatenation)만을 전제하는 기존의 형태론이 혼성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형태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음역어에서 절단된 파편이 형성한 중국어 혼성어 자료를 모으고 이들

의 어형성을 김영준(2013)이 제시한 한국어 혼성어에 한 최적성이론의 제약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혼성어의 생산성에 한 문법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일련의 연구들의 뒤를 이어 혼성어 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임

지룡 1996; 이주희 & 홍승욱 2001; 유무근 & 원경식 2004; 박용찬 2008; 강은경 

2009, 2011, 2015; 노명희 2010; 이호승 2011; 김영준 2013; 이상도 & 이영순 

2013; Cannon 1986, 2000; Kubozono 1990; Bat-El 1996; Kelly 1998; Haspelmath 

2002; Danks 2003; Hong, S. H. 2005; Fandrych 2008; Ahn 2012; Booij 2012) 

53) 2014년 6월 30일 현재 CNKI에 混成詞로 검색하면, 모두 영어의 혼성어에 한 중국어 논

문만이 검색된다. 단 한 편, 孙娟(2009)가 중국어에 혼성어가 있는지에 하여 중국어의 

축약어를 영어 혼성어와 비교하여 논의한 초보적 연구가 있다. 그녀는 중국어의 축약어 

가운데 절단형 축약어가 영어의 혼성어와 같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중국어 혼성어로 검색하면 Massini(1993)의 차용어를 

혼성어로 번역한 것과 한서영(2014)를 제외하고 관련 논문이 나오지 않는다. (김태은

(2015)는 중국어의 축약어를 다루면서 간략하게 혼성어와 혼성구에 한 언급을 하고 넘

어갔다)

이것은 중국어에 혼성어가 없어서 빚어진 현상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어에는 

혼성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기술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하나의 

개념어로 포착한 후 일관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사실 영어나 

한국어에서도 혼성어는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에 한 언어학적 연구는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영어 혼성어에 한 언어학적 주목은 20세기 들어 드문드문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한국어 혼성어에 한 연구도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근 몇 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현재 중국어에서는 혼성어에 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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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료 표집

5장의 연구 자료는 현  중국어에서 순수음역과 음의쌍관의 음역 방식으로 차

용된 다음절 단일어의 절단형을 어기로 하는 머리-꼬리형의 혼성어이다. 혼성어

를 이루는 어기는 세 개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단어이므로

(강은경 2011), 본고의 혼성어 자료 또한 어기가 두 개인 것만으로 표본을 한정

하였다. 그래서 혼성어의 원천 단어 가운데 최소 1개, 최  2개가 음역어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음절 음역 차용어인 경우54)는 형태론적 지위의 변화가 가시적

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자료 출처는 중국어 음역어

와 축약어에 한 일련의 선행 연구였다. (李振杰 1993, 梁曉虹 1994, 孫繼善 

1995, 周紅波 1995, 董曉敏 2003, 孫道功 2007, 楊錫彭 2007, 楊焱元 2008, 郭立萍 

2008, 李志佳 2012) 이곳에서 본고는 부록에 정리한 총 346개의 혼성어를 모았

다. 

주의할 것은 절단이 되어 파편이 생기더라도 혼성어로 인정되지 않는 결합 유

형의 단어들은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꼬리파편-머리파편, 꼬리파편-접미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파편이 생기게 되는 절단면과 혼성이 일어나

는 결합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두 성분이 결합하면서 섞이

게 되는 바람에 파편이 절단된 것이 아니라, 결합과 절단이 각각 별개의 사건으

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절단면과 결합면이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형태론적 혼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성어로 인정되지 않는 단어-머리파편 유형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

어로는 空 巴(에어컨 버스)가 있다. 空 巴는 空 (air conditioner)+巴士(bus)의 

결합인데, 이때 파편 巴의 절단면은 巴의 우측인 반면, 두 구성 성분끼리의 결합

면은 巴의 좌측이다. 이렇게 절단면과 결합면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空 巴는 형태론적으로 두 성분이 섞이게 되는 혼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하여 空 巴는 혼성어가 아닌 합성어의 절단

형으로 보아야 한다. 합성과 절단이 각각 독립적 사건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파편 巴라 하여도 巴嫂(=巴士(bus)+大嫂)의 경우에는 파편의 절단면과 

다른 성분과의 결합면이 같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파편-꼬리파편 유형의 

54) bar⟶吧, show⟶秀, cool⟶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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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혼성되기 위하여 결합면에서 절단이 일

어나고 파편이 생겨났기 때문에, 절단과 합성이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혼성어가 

된다. 

5.2 음역 파편의 특징

강은경(2015)은 혼성어의 구성 성분인 파편에 하여 형태론적으로 한 범주에

만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고의 음역 파편 또한 형태론적으로 

접사, 어근, 단어 등 여러 범주에 걸쳐 분포한다. 특히 같은 파편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형태적 범주에 속할 수 있다. 

(1) 음역 파편의 다양한 형태 범주

a. 단어로 쓰이는 파편

涅槃 < 涅槃那(Nirvana)

麥 < 麥克風(microphone)55)

b. 어근으로 쓰이는 파편

博 < 博客(blog) 

涅槃 < 涅槃那(Nirvana)

塔 < 塔婆(stupa)

巴 < 巴士(bus)

c. (준)접사로 쓰이는 파편

塔 < 塔婆(stupa)

客 < 黑客(hacker)

巴 < 巴士(bus)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음역 차용어에서 유래한 새로운 형태를 ‘외래 준접사’의 

범주 안에서만 볼 수는 없다. 아래 (2)의 예에서처럼 접사와 접사는 결합하였을 

때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지만, 음역 파편끼리 결합하였을 때에는 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접사는 접미사, 접두사 등 결합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뿐

더러 그 문법기능이 한정적이고 반드시 어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음

역 파편은 결합 위치나 문법 기능이 상당히 자유롭고 형태 범주가 다양하여 스

55) 노래방에서 “你把麥給我”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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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접사가 되기도 하고 어근이 되기도 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2) 파편과 (준)접사의 구분

a. 접사+접사=단어(X)

*子 =~子+ ~

*阿了=阿~+~了

b. 파편+파편=단어(O)

咖吧=咖啡(coffee)+酒吧(bar)

5.3 최적성이론 분석

이번 절에서는 김영준(2013)이 제시한 한국어 혼성어의 제약 위계를 중국어 

혼성어에 수정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일단 김영준(2013)이 제시한 혼성어 

형성의 제약 위계는 다음과 같다. 

Anchor-L/R, Align(HD)-R, Uniqueness >> Disc >> Max-σ/Dep-σ >> Max-seg >> 

MorphDis >> OO-Contiguity, ID-SW-BL(feature)

본고에서는 일단 최적성이론이 가정하는 혼성어 형성의 모형을 알아본 후, 위

에 제시된 상위 제약부터 중국어 혼성어에 적용시키도록 하겠다. 

5.3.1 혼성어 형성의 모형

혼성어의 형성은 혼성어를 이루는 직접 구성 성분들이 이미 하나의 단어로 주

어졌다는 점에서 출력형-출력형 응(Output-Output correspondence)의 모형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이 모형은 한 단어의 절단을 다루던 Benua(1995)의 출력형-출력형 

응 모형을 확  적용하여, 두 단어가 모여 형성되는 혼성어의 출력형-출력형 

간 응 관계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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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성어 형성의 모형과 출력형-출력형 응(Hong 2005:557)

: motel=motor+hotel의 예

(3)을 보면 혼성어 motel의 원천어휘(BW: base word)인 motor와 hotel은 혼성어

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출력형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 출력형들을 다시 출력한 혼성어 출력형이 motel이 되며, 이러한 출력형

과 출력형 사이의 응 관계가 혼성어 형성의 관심사가 된다. 음역어를 원천어

휘로 하는 본고의 자료에서는 3, 4장에서 다룬 음역어의 음운 적응에 한 부분

이 입력형(input)-출력형(output)의 응(IO-Correspondence)에 해당하며, 5장에서의 

응이 비로소 출력형-출력형의 응(OO-correspondence)에 해당한다. 

5.3.2 가장자리 정렬 제약

혼성어에 한 많은 연구에서 가장 전형적인 혼성어는 좌측 원천단어의 머리

파편과 우측 원천단어의 꼬리파편이 결합된 머리-꼬리형 혼성어라는 점을 밝히

고 있다. (Kubozono 1990, Bat-El 1996, 임지룡 1996, Plag 2003, Fandrych 2008, 강

은경 2009) 이러한 특징은 (4)와 같이 원천단어의 가장자리를 보존하는 규칙으로 

제시되었다. (4)의 a, b는 표기가 약간 다를 뿐 결국 이들이 설명하는 것은 모두 

spork=spoon+fork의 예와 같이 원천단어의 양쪽 가장자리가 보존되어 혼성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4) 혼성어의 가장자리 보존 규칙

a. AB / XY → AY (Kubozono 1990:4)

b. AD < [A B]SW-L + [C D]SW-R (이때 B와 C는 0일 수 있다, 강은경 

20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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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한 인지언어학적 해석은 음성 단어 인지에 발생하는 욕조효과

(bathtub effect, Aitchison 2003:138)로 풀이되었다. (임지룡 1996, Fandrych 2008, 강

은경 2011, 노명희 2013) 사람이 욕조에 몸을 담그면 아래 그림처럼 중간 부분은 

물속으로 잠기게 되고 머리 부분과 발 부분은 욕조 밖에 튀어나오게 된다. 단어 

또한 인간의 기억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끝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중간 부분

보다 더 잘 드러나고 잘 기억된다. 그런 까닭에 두 단어가 혼성어-욕조에 들어가

게 되면 앞 원천단어의 앞부분과 뒤 원천단어의 뒷부분이 가장 잘 인지되어 그

것들이 결합한 머리-꼬리의 AD 유형이 가장 많이 형성된다는 논리이다.

그림 23. 욕조효과(Aitchison 2003:138)

이렇게 욕조 효과로 빚어진 혼성어의 원천단어 가장자리 보존에 한 특성은 

최적성이론의 정렬 제약을 사용하여 (5)의 Anchor-L, Anchor-R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ong(2005:560-561), Ahn(2012:41), 김영준(2013:372)은 이러한 정렬 제약이 

혼성어 형성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제약이라고 하였다. 

(5) 혼성어의 가장자리 정렬 제약(Ahn 2012:41)

a. Anchor-L

왼쪽 원천단어의 왼쪽 끝은 반드시 혼성어의 왼쪽 끝과 응해야 한다.

b. Anchor-R

오른쪽 원천단어의 오른쪽 끝은 반드시 혼성어의 오른쪽 끝과 응해야 

한다. 

그럼 이제 (5)의 가장자리 정렬 제약을 사용하여 머리-꼬리형 중국어 혼성어 

比郎[pi.laŋ](벨기에 화폐)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혼성어 比郎은 比利时[pi.li.ʂɹ̩] 

(Belgie)+法郎[fa.laŋ](Franc)가 절단된 후 결합되었는데, 이때 왼쪽 원천단어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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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끝인 比[pi]와 혼성어의 왼쪽 끝이, 그리고 오른쪽 원천단어의 오른쪽 끝인 

郎[laŋ]과 혼성어의 오른쪽 끝이 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혼성어 比郎[pi.laŋ]의 가장자리 정렬 분석

: 比利时[pi.li.ʂɹ̩](Belgie)+法郎[fa.laŋ](Franc)

pi.li.ʂɹ̩+fa.laŋ Anchor-L Anchor-R

a. pi̩fa *!

☞ b. pilaŋ

c. lifa *! *

d. li̩laŋ *!

e. ʂɹfa̩ *! *

f. ʂɹ̩laŋ *!

(6)의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후보 b와 동일하게 파편으로 이음절 혼성어를 만

든다 할지라도, 가장자리 정렬 제약을 위배한다면 해당 후보군들은 모두 출력되

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3 핵어 정렬 제약

Ahn(2012)는 혼성어의 의미적 핵어(head)를 혼성어의 오른쪽에 정렬시키는 제

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7)의 핵어 정렬 제약은 (5)의 가장자리 정렬 제약과 함

께 제약 위계의 최상위에 놓인다.

(7) 혼성어의 핵어 정렬 제약

Align(HD)-R: 핵어는 반드시 혼성어의 오른쪽에 정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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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혼성어 比郎[pi.laŋ]의 가장자리와 핵어 정렬 분석

: 比利时[pi.li.ʂɹ̩](Belgie)+法郎[fa.laŋ](Franc)

pi.li.ʂɹ̩+fa.laŋ Anchor-L Anchor-R Align(HD)-R

a. pi̩fa *!

☞ b. pilaŋ

c. lifa *! *

d. li̩laŋ *!

e. ʂɹfa̩ *! *

f. ʂɹ̩laŋ *!

g. faʂɹ̩ *!

h. faliʂɹ̩ *!

i. falilaŋ *!

j. pifaʂɹ̩ *! *

그런데 혼성어의 핵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의미적으로 혼성어를 

이루는 직접 성분 사이의 관계는 동의(synonymy) 관계, 병렬(coordination)56) 관계, 

연어(collocation)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임지룡 1996) 이 가운데 동의 관계와 

병렬 관계는 Bloomfield(1933)과 Chao(1968)의 구조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비통사

적(asyntactic) 결합 유형에 해당하며, 연어 관계만이 통사적(syntactic) 결합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통사적 결합 유형인 동의 관계와 병렬 관계의 혼성어는 의

미적 핵어를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僧尼(승려와 비구니)=僧伽(Samgha)+比丘尼(Bhikkhuni)와 같은 혼성어

는 의미적으로 병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핵어로 선정하기가 어렵

다. 또한 懺悔(참회하다)=懺麻(ksama)+悔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동의 관계의 

혼성어이므로 이 또한 의미적 핵어를 한쪽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등하지 않아 연어 관계의 결합 유형을 갖는 혼성어라 하

여도, 혼성어 핵어의 위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정렬되지 않을 수 있다. 唱K(노

래방에서 노래하다)=唱+卡拉OK(カラオケ)와 같은 혼성어는 핵어가 오른쪽이 아

니라 왼쪽에 위치한 唱이다. 이것은 중국어의 혼성어가 영어나 한국어처럼 무조

건적으로 핵어를 오른쪽에 갖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형태론의 보편적 핵 원칙

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56) 임지룡(1998)에서는 병렬 관계를 등위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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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 원칙(Headness Principle, Packard 2000:39)

(2음절인) 명사 단어는 명사성 구성 성분을 단어의 오른쪽에 가지고, 동사 

단어는 동사성 구성 성분을 단어의 왼쪽에 갖는다.57) 

이에 따라 본고는 중국어의 핵 원칙을 반영하여 혼성어의 품사에 따라 핵어에 

한 정렬 제약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핵어에 한 정렬 

제약이 중국어 혼성어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하는 제약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10) 혼성어의 품사에 따른 핵어 정렬 제약

Align(HD-N)-R: 명사인 혼성어의 핵어는 반드시 혼성어의 오른쪽에 정렬되어

야 한다. 

Align(HD-V)-L: 동사인 혼성어의 핵어는 반드시 혼성어의 왼쪽에 정렬되어야 

한다. 

(11) 동사 혼성어 唱K의 가장자리와 핵어 정렬 분석

: 唱[tʂʰɑŋ]+卡拉OK[kʰa.la.ou.kʰei](カラオケ)

tʂʰɑŋ+kʰa.la.ou.kʰei Anchor-L Anchor-R Align(HD-N)-R Align(HD-V)-L

a. tʂʰɑŋkʰa *!

b. tʂʰɑŋla *!

c. tʂʰɑŋou *!

☞ d. tʂʰɑŋkʰei

g. kʰeitʂʰɑŋ *! *

h. kʰatʂʰɑŋ *

(12) 명사 혼성어 梵學의 가장자리와 핵어 정렬 분석

: 梵覽摩[fan.lan.mo](Brahm )+學[ɕue]

fan.lan.mo+ɕue Anchor-L Anchor-R Align(HD-N)-R Align(HD-V)-L

☞ a. fanɕue

b. lanɕue *!

c. moɕue *!

f. ɕuefan *! *

g. ɕuelan *! *

h. ɕuemo *

57) (bisyllabic) noun words have nominal constituents on the right and verb words have verbal 

constituents on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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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음운 복

김영준(2013)은 기존의 Bat-El(1996)이 제시한 음운 중복에 한 아래의 제약을 

소개한 후, 이 제약이 가정하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수정된 중복 관련 제약을 제

시하였다. 

(13) 혼성어의 음운 중복 제약(Bat-El 1996:292)

Disc(Designated Identical Segment Constraint)

: 혼성어는 반드시 양쪽 원천 단어에 응하는 하나의 자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영준(2013)은 위의 제약은 음운 중복이 분절음 하나에서만 가능하다고 본 

점, 그리고 그 분절음은 언제나 자음이라고 본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며, 이는 절

단면에서만 음운 중복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관점의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그

런 다음 그는 (13)의 Disc 제약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14)를 보면 

음운 중복의 범위가 분절음 하나 이상으로 확 될 수 있으며, 중복되는 분절음 

또한 자음만으로 한정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운 중복이 절단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경우, 중복되는 분절음은 하나의 자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14) 수정된 혼성어 음운 중복의 제약(김영준 2013:378)

Disc(Designated Identical Segment Cosntraint)

: 혼성어는 양쪽 원천 단어와 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음운 중복에 한 Disc 제약의 영향력에 맞서는 하위 제약 하나와 음

운 중복에 한 환경을 규정짓는 제약 하나를 다시 도입하였다. 

(15) 음운 중복에 관련된 두 가지 추가 제약

MorphDis(Morphemic Disjointness, 김영준 2013:378)

: 형태소의 분절음은 두 개의 형태소에 관련할 수 없다.

OO-Contiguity(Ahn 2012:54)

: 원천 단어에 응하는 혼성어의 분절음은 서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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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제약 가운데 MorphDis 제약은 음운 중복을 금지하는 제약으로서 음운 

중복을 요구하는 Disc 제약을 만족시킬 경우 무조건적으로 어기게 된다. 음운 중

복을 선호하는 혼성어의 특징 상 제약의 위계는 Disc >> MorphDis로 놓을 수 있

다. 

또한 OO-Contiguity 제약은 음운 중복이 결합면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를 방지

한다. 즉, 구성 성분끼리 결합하는 지점이 아닌 여타 지점에서 음운 중복이 일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제약이다. 그러나 한국어 혼성어에서는 실제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OO-Contiguity 제약은 위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

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들은 중국어 혼성어에 적용할 수 없었다. 자료 검토 결과, 

중국어의 혼성어에서는 언제나 절단이 일어나지만 음운 중복만 일어나는 혼성어

나 절단과 음운 중복이 함께 일어나는 혼성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음운 중복과 관련된 제약들은 음절 경계를 언제나 지키는 중국어 

혼성어의 특성 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5.3.5 응의 충실성 제약

혼성어의 어형성에서 원천 단어와 혼성어 사이의 응 관계를 규정하는 충실

성 제약들이 있다. (16)의 a, b제약은 원천 단어의 출력형과 혼성어 출력형 사이

의 음절이 응할 것을 요구하며, c 제약은 분절음의 응을 요구한다.

(16) 혼성어 응의 충실성 제약(김영준 2013:376)

a. Max-σ
양쪽 원천 단어의 모든 음절은 혼성어의 음절과 응해야 한다.

(음절 삭제 금지)

b. Dep-σ
혼성어의 모든 음절은 양쪽 원천 단어의 음절과 응해야 한다.

(음절 삽입 금지)

c. Max-seg

양쪽 원천 단어의 모든 분절음은 혼성어의 분절음과 응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어 혼성어 자료에서 음절 단위 이하의 응 관계는 중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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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편이 형성되기 위하여 원천 단어가 절단되는 단위는 최소 음절 단위이며, 

음운 중복이 되는 단위 또한 최소 음절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6c)의 

Max-seg 제약은 불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원천 단어와 혼성어가 완전히 같을 경우를 방지하는 Uniqueness도 제

시되었다. 이 제약은 ‘메시=메시+메시아’의 경우와 같은 매우 특수한 예를 제외

하고 언제나 혼성어 형성에 관여하는 최상위 제약으로 기능한다. Max-σ, Dep-σ 
제약이 혼성어와 원천 단어가 보다 더 같을 것을 지향한다면, Uniqueness는 그러

한 동일한 응 관계에 한 지향이 극단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한다.

(17) Uniqueness(Hong 2005:569)

혼성어는 원천 단어와 반드시 음운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이는 위배될 

수 없다. 

5.3.6 운율형태  제약

중국어 혼성어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제약들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한 가지 문

제가 발생한다. 아래와 같이 적형의 후보 d뿐만 아니라 f까지 출력하게 되는 것

이다.

(18) 동사 혼성어의 부적형 후보의 출력

: 唱[tʂʰɑŋ]+卡拉OK[kʰa.la.ou.kʰei](カラオケ)

tʂʰɑŋ+kʰa.la.ou.kʰei
Anchor-

L

Anchor-

R

Align 

(HD-N)-R

Align 

(HD-V)-L

Unique

ness

a. tʂʰɑŋkʰa *!

b. tʂʰɑŋla *!

c. tʂʰɑŋou *!

☞ d. tʂʰɑŋkʰei

e. tʂʰɑŋkʰala *!

☹ f. tʂʰɑŋoukʰei

g. kʰeitʂʰɑŋ *! *

h. kʰatʂʰɑŋ *

i. kʰalatʂʰɑŋ *

j. oukʰeitʂʰɑ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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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적형의 후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위의 제약인 응 관계의 충실

성 제약을 적용해보아도 여전히 부적형의 후보는 제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 동사형 혼성어의 부적형 후보 출력

: 唱[tʂʰɑŋ]+卡拉OK[kʰa.la.ou.kʰei](カラオケ)

tʂʰɑŋ+kʰa.la.ou.kʰei Max-σ Dep-σ
a. tʂʰɑŋkʰei σσ σ

☹ b. tʂʰɑŋoukʰei σ σσ

이러한 상황은 명사형 혼성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 명사형 혼성어의 부적형 후보 출력

: 梵覽摩[fan.lan.mo](Brahm )+學[ɕue]

a. 상위 제약만 적용한 경우

fan.lan.mo+ɕue
Anchor-

L

Anchor-

R
Align(HD-N)-R Align(HD-V)-L

☞ a. fanɕue

b. lanɕue *!

c. moɕue *!

☹ d. fanlanɕue

e. lanmoɕue *!

f. ɕuefan *! *

g. ɕuelan *! *

h. ɕuemo *

i. ɕuefanlan *! *

j. ɕuelanmo *

b. 하위의 충실성 제약까지 적용한 경우

fan.lan.mo+ɕue Max-σ Dep-σ
a. fanɕue σσ σ

☹ b. fanlanɕue σ σσ

그러므로 부적형의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제약이 더 필요해진다. 이 제약은 

혼성어 자체의 운율단어에 한 크기를 제한한다.

(21) 운율단어 크기의 제한

FtBound

: 한 음보인 운율단어는 삼음절 이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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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약을 충실성 제약의 상위에 놓음으로써 이제 중국어 혼성어는 최적의 

후보만을 출력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2) FtBound 제약의 추가 적용으로 인한 적형의 후보군 출력

: 梵覽摩[fan.lan.mo](Brahm )+學[ɕue]

fan.lan.mo+ɕue FtBound Max-σ Dep-σ
☞ a. fanɕue σσ σ

b. fanlanɕue *! σ σσ

5.4 소결: 중국어 혼성어의 제약 위계

5장에서는 다음절 음역어 절단형인 음역 파편을 활용하여 형성된 중국어 혼성

어를 최적성이론의 제약 위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혼성어가 아무런 규칙이 없

이 발생하지 않으며, 운율형태적 접근에 따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고는 기존에 제시된 한국어 혼성어의 제약 위계에 중국어의 특징을 반

영한 제약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아래와 같은 최종 제약 위계를 만들었다.

Anchor-L/R, Align(HD-N)-R, Alignt(HD-V)-L, Uniqueness >> Disc, FtBound >> 

Max-σ/Dep-σ >> Max-seg 

한국어의 혼성어 형성과 중국어 혼성어가 달랐던 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어에 불필요한 제약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음절 미만

의 단위에 한 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Max-seg와 

ID-SW-BW(feature)와 같은 충실성 제약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음운 중복이 일

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OO-Contiguity, MorphDis 등의 제약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의 혼성어는 원천 단어와 혼성어의 응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혼성어 출력형 자체에 하여 운율단어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었다는 점

이다. 이에 따라 FtBound와 같은 제약이 응 관계에 한 충실성 제약인 Max-σ
나 Dep-σ 보다 더 상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중국어 혼성어는 비문법적이거나 경향을 알 수 없는 

자료가 아니라, 운율형태적 측면에서 언어보편적인 제약과 개별언어 특수적인 

제약을 사용하여 그 문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 드러났다. 



- 161 -

6. 결론

본고는 기존의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에 한 연구에 하여 세 가지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째, 

음역어를 배제한 채 음운론적 어휘부의 핵심 근처 층차만 다루던 데에서 나아가

서 가장자리 층차에 해당하는 음역 피진어부터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음역어 내부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음역 피진어, 음역 차용어, 음역 

파편이 형성한 혼성어의 세 층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과거 어휘군을 어

원학적 기준만을 중심으로 분류하던 조류와는 달리, 중국어 음운 체계의 운율형

태적 단위와 관련된 제약들을 기준으로 하여 음역어의 하위 어휘군을 나누었다. 

이로써 중국어 화자들의 실제 갖고 있는 음운론적 어휘부의 구조를 언어보편적, 

개별언어 특수적 제약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어의 무표적인 단어를 규정하는 제약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차용어를 운율형태적으로 분류한 다음, 중국어의 음역어에 나타나는 운율형태적 

독자성을 밝혔다. 운율형태적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범주를 기존의 차용 방식 

분류법의 하위 범주와 그 분류의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비교 검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차용 방식 분류법과 운율형태적 분류법이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운율형태적 환경을 통제하지 않은 채 차용 

방식만을 논하던 서술 방식은 앞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었다. 

(2) 차용 방식 분류법이 운율형태적 환경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거나 상호배타

적으로 범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운율형태적으로 유표적인 

환경에서는 차용 방식에 따른 세 범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운율형태적으로 무표적인 환경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 음역-의역, 

음역-형역 차용어 집단만이 상호 구분되었으며, 의역-형역 차용어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역과 형역 차용어는 중국어 고유어의 단어성 획득 여부에 따라 유의미

하게 내부 집단이 구분되었지만, 음역 차용어는 고유어 단어성의 기제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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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집단을 나눌 수 없었다. 이를 통하여 음역 차용어에 해서는 중국어 고유

어의 단어성을 구성하는 유표성 제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율형태적 특수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장에서는 중국어의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 층차에 위치한 음역 피진어

의 어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음소배열론의 적응에 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중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후설성] 불일치 음소 연쇄가 피진어로 음역

된 자료를 분석하여, 음역 결과를 음소 연쇄 별로 나누어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유형을 나눈 다음 전통적 최적성이론과 기계학습을 통하여 그 음운 문법을 분석

하였다. [후설성]이 불일치하는 자음-모음의 연쇄는 93% 이상이 음소배열론을 어

기고 그 로 수용되었고, [후설성]이 서로 다른 활음-모음 연쇄는 모음 삽입이 

약 43%로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이 수용과 활음 삭제가 각각 약 21%를 차지

하는 전략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후설성]이 같지 않은 모음-비음 연쇄에 

해서는 수용 유형이 약 31%로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그 뒤를 이어 모음 삽입

과 비음 삭제가 각각 약 23%씩 차지하는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음운

론적 동기를 가진 음소배열론이 작용하였는데에도 이렇게 차용 결과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인접한 음소끼리 공유하는 자연부류의 개수에서 찾

을 수 있었다. 자연부류를 더 많이 공유하여 음운론적으로 유사한 소리일수록 

중국어 동화 제약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에서 한 층차 더 핵심부로 이동한 음역 

차용어의 어형성에 역시 음소배열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적응의 결과

가 더 중국어에 동화되었다는 점을 밝혀 그 층차 구분을 입증하였다 음역 피진

어보다 음역 차용어가 음소배열론을 더 많이 준수함으로써 중국어 모어에 더 많

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어휘부의 층차가 더 핵심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중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중모음인 [ju, wi]의 소리 연쇄가 차용어로 적응된 

데이터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활음과 모음 연쇄에서 AGREE([back])을 지키기 위

하여 중국어의 기성 차용어 문법에서는 삽입, 삭제, 변환, 융합과 같은 수선 전

략을 취하였다. 그 결과 삽입이 약 60%의 비율로 선호되었는데, 일반화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유형론의 결정에는 입력형의 음절 특징이 원인으로 기능

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비음 말음이 없으면 삽입이, 두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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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삭제가, 비음 말음이 없는 동시에 두음이 있는 경우에는 변환이 결과적

으로 선택되었다. 또한 차용어 적응 유형론은 방아쇠 격 제약인 AGREE([back])

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다수의 충실성 제약인 MAX, DEP, UNIFORMITY, ID가 

공모한 결과임을 전통적 최적성이론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확률론적 최적성이

론의 최  엔트로피 모형으로 어떠한 제약이 더 큰 가중치를 갖고 있는지 밝혔

다. 

5장에서는 원래는 가장자리 근처에 있던 음역어가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핵심 층차로 이동하여 음역 파편으로 절단되어 새로운 혼성어를 형성하는 과정

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어 혼성어에는 아래와 같은 제약 위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chor-L/R, Align(HD-N)-R, Alignt(HD-V)-L, Uniqueness 

>> Disc, FtBound >> Max-σ/Dep-σ >> Max-seg 

이상을 통하여 본고는 중국어의 음역어의 어형성에 관여하는 운율형태적 현상

에 따라 음역어의 하위 어휘군이 세 가지 층차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

로 보여주었다. 음역 피진어, 음역 차용어, 음역 파편과 혼성어를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 파악되지 못하였던 중국어 음운론적 어휘부의 가장자리 구조와 음역어 

내부의 이질성이 언어학적 근거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었다. 또한 음소  음소

의 일 일 응이나 개별 문헌학적 사례로서만 파악되던 음역어에 하여 운율

형태적 기준을 수립하고 층차 별로 각 어휘군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국어의 음운론적 어휘부의 구조에 해 핵심부에서부터 가장자리 층차

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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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어, 중국어, 영어 용어 비교표

한국어(ㄱㄴㄷ순) 중국어 영어
강세 重音 stress

강약형 揚抑格 trochee

개방 후 무성구간 發聲起始時間/聲帶震動

起始時間

VOT: voice onset time

결손음보 化音步 degenerate foot

경성 輕聲 T0: neutral tone/toneless

경음절 輕音節 light syllable

계승적 유형 階乘分類 factorial typology

고설성 高位性 highness

공명도 響度 sonority

공명도 위계 법칙 響度 序原則 SSP: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

공명도 척도 響度等級 sonority scale

공모 共 conspiracy

공박자 空拍 empty beat

공시적 共時的 synchronic

공인화 公認化 institutionalization

과잉교정 過多糾錯 overcorrection

광둥어 粵語 Cantonese

교호작용/상호작용 交互作用 interaction

구개음화 顎化 palatalization

규범문법 規定語法/規範語法 prescriptive grammar

근 적 近/現代的 modern

기류 氣流 air flow

기의 所指 signifié

기표 能指 sinifiant

내심적 內向的/內心的 endocentric

다음절 多音節 polysyllabic

다중언어사회 多語社 multilingual society

단선적 線性的 linear

단어 詞 word

단음절 신화 單音節神話 monosyllabic myth

응 寫像/映 mapping

독립변인 自變量 independent variable

돋들림의 마루 音響峰 prominence peak

동의 同義 synonymy

동화 同化 assimilation

두문자어/자모어 字母詞 acr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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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 首音/聲母 onset

등위 等位 coordination

등재 存貯 listing

랑그 語 langue

리듬 節奏 rhythm

매개변인 媒介變因 mediator variable

모라 莫拉/韻素 mora

모어 母語 native language

모음 元音 vowel

목적표집 立意抽樣 purposeful sampling

무표형의 출현 非標記性隱現 TETU: The Emergence of The 

Unmarked

문법의 형식화 語法的形式化 grammatical formalization

문언문 文 文 classical Chinese

미명세 尚未专 underspecified

반절(법) 反切 Fanqie

발화(체) 話語/語句 utterance

범주 範疇 category

변이음 音位變體 allophone

변이형 變體/變異 variation/variant

변환 變音 change

보편문법 普遍語法 UG: universal grammar

복합어 合成詞 complex word

부호화 編碼 coding

분리 分離 separation

분산 方差 variance

분석도표 競選表 tableau

분절음 音斷 segment

불투명 暗昧 opaque

비단선 음운론 非線性音系學 non-linear phonology

비모어 非母語 non-native language

비선형적 非線性的 non-linear

사용역 語域 register

삭제 刪音 deletion

삽입 增音 insertion

생성문법 生成語法 Generative Grammar

성모 聲母 initial

성문음화 聲門化 glottalization

성운학 聲韻學 classical Chinese phonology

성절성 成音節性 syllabicity

성조 聲調 tone

성조 부과 단위 載調單位/聲調承負單位 TBU: tone bearing unit

수용 受容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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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전략 修補策略 repair strategy

순행 동화 同化, progressive/lag assimilation

스크립트 腳本 script

시험 試算 trial

신조어 新詞 neologism

심리적 실재성 心理現實性 psychological reality

악센트구 重音短語 accentual phrase

약강형 抑揚格 iamb

약음절 輕音節 light syllable

양분접사 框綴 circumfix

양식/모형 模式/模型 pattern/model

어근 詞根 root

어기 語基 base

어기반 모형 词构词模型 word-based model

어두음 삭제 詞首刪音 apheresis

어두음 삽입 詞首增音 prothesis

어말음 삭제 詞尾刪音 apocope

어말음 삽입 詞尾增音 paragoge

어중음 삭제 詞中刪音 syncope

어중음 삽입 詞中增音 epenthesis

어표문자 語標文字 word-sign writing

어형성 構詞法 word formation

어휘 수입 詞彙輸入 lexical importation

어휘부 詞彙/詞庫 lexicon

어휘부 층차 詞彙層次 lexical strata

어휘적 변이형 詞彙變體 lexical variation

어휘층/어휘부 층차 語彙層/詞彙層 lexical strata

어휘화 詞彙化 lexicalization

억양구 語調短語 intonational phrase

언어 접촉 語 接觸 language contact

언어공동체 語 社團 speech community

언어능력 語 能力 linguistic competence

언어수행 語行爲 performance

언어태도 語 態度 language attitude

엄격한 위계 질서 嚴格性等級排列原則 strict dominance

역외한자어 域外漢字詞 Sinoxetic word

역행 동화 同化 regressive/anticipatory assimilation

연결 連鎖/聯結 concatenation

연속적 連續的 continuous

연어 連用 collocation

오류 기반 학습 錯誤驅動的學習 error-driven learning

온음절 正常音節 full syllable

외심적 外向的/外心的 exocent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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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효과 浴缸效應 bathtub effect

운 韻 rhyme/rime

운모 韻母 final

운율 단어 韻律詞 prosodic word

운율 위계 韻律階層/韻律層給 prosodic hierarchy

운율 음운론 韻律音系學 prosodic phonology

운율 인가 韻律認可 prosodic licensing

운율 층위 韻律階層 prosodic hierarchy

운율구 韻律短語 prosodic phrase

원순성 圓脣性 roundness

원천 단어 原語 source word

원형 原始型 prototype

유추 類推 analogy

유표성 標記性 markedness

유표성 제약 標記性制約 markedness constraint

융합 合音/溶合 coalescence/fusion

음보 音步 foot

음소 音位 phoneme

음소 목록 音位淸單/音位表 phoneme inventory

음소 문자 音素文字 alphabet

음소배열론 音位配列學 phonotactics

음소배열제약 音位配列學 phonotactics

음역 音譯 phonetic loan

음운 변이형 語音變體 phonological variation

음운전위 換位 metathesis

음의겸역 音意兼譯 phonetic and semantic loan

음절 音節 syllable

음절 가중치 音節分量 syllable weight

음절 문자 音節文字 syllabary

음형겸역 音形兼譯 phonetic and graphic loan

음형의겸역 音形意兼譯 phonetic

의무굴곡원칙 强制非等値原則 OCP: Obligatory Contour Principle

의역 意譯 semantic loan

의존형태소 粘着語素 bound morpheme

이(2)분지 원칙 二分枝原則 binary branching condition

이산적 分離的/非連續的 discrete

이중언어화자 雙語 bilingual speaker

이화 異化 dissimilation

임시어 臨時語/杜撰詞 nonce word

입력형 輸入 input

자립분절 음운론 自主音段音系學 autosegmental phonology

자립성 自治權 autonomy

자립형태소 自由語素 free morp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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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언어 自然語 natural speech

자유 변이형 自由變體 free variation

자음 輔音 consonant

자질 特徵 feature

재분석 再分析 reanalysis

재생산 再産生 reproduction

재음절화 重新劃分音節/音節重整

/音節重組/重分音節

resyllabification

적응 改造/適應 adaptation

절단 截短/縮寫 truncation/clipping

절단어 縮寫詞/縮略語 truncation/clipping

점진학습연산 渐进习得算法 GLA: Gradual Learning Algorithm

접사 語 /詞 affix

접어군 附加組/縮附組 clitic group

정규분포 正 分 /高斯分 normal distribution/Gaussian distribution

제2언어 第二語 second language/L2

제약 위계 等級序列 constraint hierarchy

제약연접 局部合取法 LC: local conjunction

준접사 類語 affixoid/quasi-affix

중간구 中間短語 int-ermediate phrase

중간언어 中介語 interlanguage

중복 交疊 overlap

중앙모음 中央元音 schwa

중음절 重音節 heavy syllable

즉석 차용 卽時的借詞 on-line loan

지각 感知 perception

직접 구성 성분 直接成分 IC: immediate constituent

진화 進化 evolution

집단지성 集體智慧 collective intelligence

차용 借用 borrowing

차용어 借詞 loanword

차용어 음운론 借詞音系學 loanword phonology

초음보 超音步 super foot

초중음절 超重音節 super heavy syllable

최 엔트로피모델 大熵模型 Maximum Entropy Model

최적성이론 優選論 Optimality Theory

축자번역 倣譯詞 calque

출력형 輸出 output

충실성 제약 忠實性制約 faithfulness constraint

충실한 充實的 faithful

코퍼스/말뭉치 語料庫 corpus

크랜베리 형태소 蔓越桔詞素 cranberry morpheme

크레올어 克裏奧耳語 cre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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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분화 脫分化 dedifferentiation

토착화 本土化/漢化 nativization

통사적 句法的 syntactic

통시적 歷時的 diachronic

통합적 組合的 syntagmatic

파롤 語 parole

파생 派生 derivation

파생어 派生詞 derivative

패러다임 聚合體 paradigm

평가 評估 evaluation

평균값 平均値 mean

폐쇄 閉塞 obstruction

포먼트 共振峰 formant

표본 추출 抽樣 sampling

표준중국어 普通話 Standard Chinese

피진어 皮欽語 Pidgin

습득가능성 可學性 learnability

한류 팬덤 哈韓族 Korean Wave fandom

한어병음 漢語拼音 Hanyu Pinyin

한자 漢字 Chinese character

합성 複合 compounding

합성성 組合性 compositionality

합성어 複合詞 compound

형역 形譯 graphic loan

형태론적 분비 分泌 secretion

형태소 詞素/語素 morpheme

형태소 기반 모형 語素構詞模型 morpheme-based model

형태소 미만의 단위 次語素 submorpheme

혼성 混成 blending

혼성어 混成詞 blend

확 擴張 extension

확률론적 

최적성이론

概率率性優選論/隨機優

選論

Stochastic OT: Stochastic Optimality 

Theory

후설성 後位性 backness

후접사 後附著形式 enc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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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음역된 한국 가요 목록과 음역 주체

가수

(ㄱㄴㄷ순)
노래제목(한국어) 노래제목(중역)

음역 주체의 

百度 ID

2AM 너도 나처럼 你也像我一样 __傷↗舒浵

2NE1 난 바빠 我很忙 此生挚爱无限

2NE1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SlutGirl

2NE1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SlutGirl

2NE1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G1N_YG

2NE1 Crush Crush 果腻橙

2NE1 너 아님 안돼 非你不可 G1N_YG

AOA 짧은 치마 短裙 BecKie_陌

AOA Moya Moya BecKie_陌

B.A.P Baby Baby rainbowbrown

B.A.P What the hell What the hell 2825636

B.A.P Pwer Power 果腻橙

B1A4 Lonely Lonely BecKie_陌

B1A4 그 와 함께 和你一起 Baby囧囧兔836

EXO 첫눈 初雪 此生挚爱无限

FIX Song for you Song for you 此生挚爱无限

GOT7 따라와 跟我来 BecKie_陌

GOT7 난 니가 좋아(I like 

you)

I like you z家 zelo__

가인 Fxxk U Fxxk U BecKie_陌

거미 사랑은 없다 没有爱情 此生挚爱无限

걸스데이 기 해 期待 悲伤爱的恋歌

걸스데이 여자 통령 女总统 BecKie_陌

김예림 All right All right 金_尛孩

김재중 햇살 좋은 날 阳光灿烂的日子 _A夢找哆啦_

나인뮤지스 Wild Wild b2st_无限_沅沅

다비치 거북이 乌龟 果腻橙

달샤벳 Hit U Hit U 金_尛孩

동방신기 수리수리 Spell bound 雾里看花丶丶c

동방신기 Something Something _A夢找哆啦_

동방신기 그 신 내가(Beside) Beside _A夢找哆啦_

동방신기 Ten Ten _A夢找哆啦_

동해&은혁 떴다, 오빠 红了哥哥 kt猫的蝴蝶结楠

라니아 Pop pop pop Pop pop pop __傷↗舒浵 

레인보우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b2st_无限_沅沅

린 이 노래 좋아요 喜欢这首歌 b2st_无限_沅沅

메이비 기억이 마르면 如果记忆干涸 此生挚爱无限

미료 사랑해 사랑해 我爱你 _Ya厊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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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에이 Over U Over U 此生挚爱无限

미쓰에이 Hush Hush rainbowbrown

박효신 사랑이 고프다 (I 

Promise You)

I Promise You 此生挚爱无限

버스커 버스커 첫사랑 初恋 Baby囧囧兔836

보아 Adrenaline Adrenaline SlutGirl

보아 The shadow The shadow 悲伤爱的恋歌 

보아 그런 너 那样的你 悲伤爱的恋歌

보아 Only one Only one BIGBANG★GD

브라운아이드

걸스

Recipe Recipe Baby囧囧兔836

비 La Song La Song 果腻橙

비스트 주먹을 꽉 쥐고 握紧举头 __傷↗舒浵

비스트 Good luck Good luck Baby囧囧兔836

샤이니 씨엘ue 씨엘ue 我手心里的温度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24 时都不够 果腻橙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你的所有瞬间 G1N_YG

소녀시 Mr Mr Mr Mr 窝素吃货

소녀시 I got a boy I got a boy 金_尛孩

소녀시 Mr. Mr. Mr. Mr. 果腻橙

소녀시 Wait a minute Wait a minute 果腻橙

소녀시 백허그 Back hug Catherine菱

소유, 정기고 썸 Some 970716244

손담비 눈물이 주르륵 眼泪簌簌 金_尛孩 

슈퍼주니어 춤을 춘다 (Midnight 

blues)

Midnight blues 果腻橙

시크릿 Yoohoo Yoohoo rainbowbrown

시크릿 I do I do I do I do rainbowbrown

시크릿 사랑은 move 爱情是Move 金_尛孩

써니힐 아무말도 하지 마요 什么话都不要说 Baby囧囧兔836

써니힐 만인의 연인 万人的恋人 b2st_无限_沅沅

씨리얼 조마조마 jomajoma 悲伤爱的恋歌

씨스타 Touch my body Touch my body Baby囧囧兔836

씨스타 Give it to me Give it to me 金_尛孩

씨스타 바빠(Bad boy) Bad boy b2st_无限_沅沅

씨스타 Hey you Hey you 可爱竿竿

씨스타19 있다 없으니까 因为从有到无 b2st_无限_沅沅

씨엔블루 Y, why… Y, why… 悲伤爱的恋歌

씨엘 나쁜 기집애 坏丫头 970716244

씨엘 멘붕 崩溃 G1N_YG

아이유 입술 사이 嘴唇之间 G1N_YG

아이유 분홍신 粉红色高跟鞋 G1N_YG

아이유 Last fantasy Last fantasy 金_尛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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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그 애 참 싫다 我真的很讨厌她 舒茗郗浅

아이유 Modern Times Modern Times G1N_YG

아이유 잔혹동화 残酷的童话 悲伤爱的恋歌

아이유 누구나 비 은 있다 都有秘密 可爱竿竿

악동뮤지션 200% 200% Baby囧囧兔836

악동뮤지션 소재 素材 Smileuknow

악동뮤지션 다리 꼬지마 不要翘腿 _Ya厊_

악동뮤지션 Crescendo Crescendo 970716244

악동뮤지션 매력 있어 很有魅力 Baby囧囧兔836

악동뮤지션 OfficiallyMissingYou OfficiallyMissingYou 果腻橙

알리 In my dream In my dream 此生挚爱无限

애프터스쿨 Someone is you Someone is you 悲伤爱的恋歌

에이핑크 Mr. Chu Mr. Chu 窝素吃货

에이핑크 So long So long _瘠薄犊子

에일리 U & I U & I rainbowbrown

에일리 눈물이 맘을 훔쳐서 眼泪偷走心 金_尛孩 

에일리 보여줄게 给你看 t1016091180

에프엑스 Nu예삐오(Nu Abo) Nu Abo 咖啡壶里的茶

에프엑스 첫 사랑니 初智齿 z家 zelo__

엠블랙 hello my ex hello my ex 果腻橙

옥주현, 

SG워너비, 

티아라

Page one Page one 此生挚爱无限

윤하 별에서 온 그 来自星星的你 G1N_YG

이소라 바람이 분다 起风了 BecKie_陌

이정 Private Private 此生挚爱无限

이하이 1,2,3,4 1,2,3,4 元宝家の 敏

이하이 Rose Rose rainbowbrown

이하이 It's over It's over 970716244

이하이 special special 970716244

이효리 Bad girls Bad girls BecKie_陌

인피니트 She's back She's back __傷↗舒浵 

인피니트 Last Romeo Last Romeo 駵翹僾

인피니트 Memories Memories BecKie_陌

인피니트 추격자 追击 向日葵的依賴_

임정희 Luv is Luv is Baby囧囧兔836

장재인 겨울밤 冬夜 金_尛孩

주니엘 Oh! Happy day Oh! Happy day Baby囧囧兔836

지나 Oops Oops 悲伤爱的恋歌 

지오디 우리가 사는 이야기 我们生活的故事 金_尛孩

카라 숙녀가 못 돼 不能成为淑女 咖啡壶里的茶

카오스 그녀가 온다 她来了 此生挚爱无限

케이윌 1초에 한 방울 一秒钟的一滴泪 金_尛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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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팝 빠빠빠 bar bar bar 金_尛孩

클래지콰이 Romeo N Juliet Romeo N Juliet 此生挚爱无限

탑 Doom dada Doom dada 翊★羽

태양 링가링가 Ringa linga 970716244

티아라 숨바꼭질 捉迷藏 邓 利多 跟班

티아라 Lovey dovey Lovey dovey kt猫的蝴蝶结楠

포미닛 이름이 뭐에요 你叫什么名字 咖啡壶里的茶

포미닛 물 좋아? 水好吗? rainbowbrown

포미닛 살만 찌고 只是长胖 Baby囧囧兔836

헬로비너스 차 마실래 要喝茶吗 b2st_无限_沅沅

홍진영 Boogie man Boogie man BecKie_陌

효린 안녕 再见 Baby囧囧兔836

휘성 가슴시린이야기 心冷的故事 朴_泫尹

휘성 Girls Girls 此生挚爱无限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174 -

부록 3: 음역 피진어 목록

번호
한국어 

표면형
한국어 중가요 가사

중국어 

표면형
중국어 음역 피진어 

1 끼
나만 느끼던 너의 체온도 

Goodbye Goodbye
gi

那慢呢gi东诺也切on豆

goodbye goodbye

2 낀
뻔한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을 

베낀다
gin

蹦男的啦马搜仪表张秒呢白

gin大

3 낀 결국 널 누군가에게 뺏긴다 gin giao股no奴滚噶也该被gin大

4 군 결국 널 누군가에게 뺏긴다 滚 giao股no奴滚噶也该被gin大

5 기
그래 이별은 너와 나의 

책임이야
gi

可累一表lenno哇那也

cheigi米呀

6 기 가슴 시린 이야기 gi 卡思系林你呀gi

7 기 빈자리 메우기가 쉽지만은 않다 给 拼掐也乃古给噶西(不奇)慢内安他

8 기 기억은 자꾸 ki ki哟跟掐哭

9 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gi

奇木鲁都拉无嫩gi里一楼

Khim的住摸拉搜

10 준 보내준다고 빨리 가라고 住 (bu)内住大古吧里噶大古

11 운 차가운 니 말에 mun 掐干mun一嘛累

12 뒨 뒷모습만 보일 뿐 提 提某死忙噗诶

13 귀 내 행동이 귀찮고 亏 内hing东一亏抢共

14 기 불편하게 여기는 gi 普票那该要gi嫩

15 기 난 구차하게 집착하기 싫어서 gi 苦恰哈该起恰哈gi西 扫

16 눈 눈물 한 방울이 nun nun木汗吗木里

17 눈 남겨진 눈물이 nun 囊kiao亲nun木里 

18 눈 눈물마저 멈춰지면 nun nun木吗桥梦绰西妙

19 운 꺼낸다는 게 어려운 거야 文 高嫩他嫩 奥料文高呀 

20 눈 너의 눈빛 앞에서 nun 闹也nun比啊配扫

21 눈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nun nun木里度的 起mion扫 

22 기 네 전화기에 该 你桥话该哎

23 순 순순히 말을 듣지 않을 때 怎 怎素你马了个几呀呢得

24 기 소리마저 향기로운 给 素力慢句汗给咯恩

25 기 시기질투에 목숨을 거는 个 几个几土外毛素门高嫩

26 귀 그래서 귀여운 Girls 为 古累搜为聊无girls 

27 눈 눈물이 잘 고여 nun nun木里宅过聊

28 순 너무 순수해 보여 素 内木素素为波聊

29 끼 약한 듯 보여도 꺾기 힘든 girls gi 呀看度破要干gihee嫩Girls 

30 기 주머니 깊이 담아둔 gi 句马内gi大马等

31 운 아름다운 몸에 손도 南 南得南木么孙个

32 기 오늘도 기다린다 gi 哦呢都gi大里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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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뛰 시간을 건너뛰어 滴 西噶呢够no滴哟

34 키 묵묵히 기다려 ki 木kiki大聊 

35 기 묵묵히 기다려 ki 木kiki大聊 

36 기 너에게 가기 위해 gi no也给卡gi为嗨

37 위 너에게 가기 위해 为 no也给卡gi为嗨

38 뛰 너의 곁으로 뛰어 가지만 滴 no也gio特鲁滴哟卡奇慢

39 뒤 뒤돌면 늘 제자리만 滴 滴戳秒门 傻ki慢

40 기 기다릴게 밝은 별이 돼 可 可但一给拍东飘一对

41 뤼 그저 널 위해서 난 为 gi就嫩为也搜那

42 뤼 날 떠나버린 널 위해 为 乃都那啵里no(er)为也

43 기 똑바로 기억해둬 ki 都吧都ki哟K都

44 뮈 난 좀 위험한 걸 为 男中为要满个儿

45 기 날 스치기만 해도 king 男个几king满乃都

46 낀 날 찾긴 쉬워 跟 乃掐跟西我

47 쉬 날 찾긴 쉬워 西 乃掐跟西我

48 기 여기저기서 gi 要gi巧gi桑

49 기 여기저기서 gi 要gi巧gi桑

50 끼 하얀 입김이 kim 哈呀一kim米

51 눈 눈꽃 속에 nun nun过所该

52 기 이렇게 깊어져 가는 ki 一楼 ki包叫卡嫩

53 기 서로의 몸을 기 며 ki 扫哦也梦嗯ki带妙

54 기 이 밤을 내가 기억할테니 ki 一胖嗯内卡ki要 忒你

55 귀 귀만 아파 ki ki马那吧

56 눈 정말 눈치 없는 바보 里 穷买里齐欧嫩怕不

57 눈 어색한 눈빛을 맞춰 보지만 怒 阿sei看怒比求吗求木及慢

58 뤼 너를 위한 이야기야 为 诺了为哈你呀gi呀

59 기 너를 위한 이야기야 gi 诺了为哈你呀gi呀

60 기 이 노래 속에 담은 이야기 gi 一怒累所给他木你呀gi

61 뛰 뛰어가고 있어 要卡过为搜

62 기 이것만은 기억해 gi 一过马呢gi要kei

63 기 또 생각이 나요 gi 豆森嘎gi那哟

64 기 나 아파도 기다릴게요 ki 那阿怕多ki大里给哟

65 키 아득히 멀어진 ki 阿的ki莫咯进

66 기 멀어진 기억 속에 gi gi奥素给

67 기 기억이 마르고 ki ki要gi马了故

68 기 기억이 마르고 gi ki要gi马了故

69 운 내 운명이 다해도 无 内无(米昂)一大黑豆

70 기 그댄 날 기억해줘요 gi 克得内gi要给jiuo哟

71 눈 내 심장이 눈물질테니 nun 内心脏你nun木及忒你

72 기 기억해 ki ki咯kei

73 쑨 널 신할 순 없어 闹得稀涵 哦不扫

74 기 내일도 기다려 ki 内译都ki大聊

75 끼 더 늦기 전에 gi 头内gi桥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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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취 취한 듯한 내 고백만 气 气涵得太内够冰慢

77 순 함께였던 순수함 苏 涵该要等苏 涵

78 류 제발 날 유혹해 路 切白那路无kei

79 준 넌 내 마음을 몰라준다 蓝 难内慢恩们木蓝大

80 준 넌 내 마음을 몰라준다 囧 那诺马和么木拉囧大

81 기 용기 내 gi 用gi内

82 기 첫 기억은 ki 穷ki有克

83 유 더 자유로워 有 都恰有楼我

84 기 기회를 노려 gi gi为了咯哦聊

85 뒤 그 속을 뒤집어 体 口搜固体几包

86 기 향기를 느껴 给 hiang给路力giu

87 기 잠기지 않았었지 gi 抢gi集啊娜扫集

88 끼 손에 끼고서 一 搜内一股骚

89 기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给 含给一给里古西剖

90 키 또 키스해줄래 皮 太皮死黑聚类

91 운 부드러운 감촉 恩 铺的落恩刚凑

92 히 온몸에 난 힘이 풀려 黑 噢莫没黑衣米噗六

93 뤼 입술 위에 chu 伟 一苏伟也出

94 키 절  맘 변하지 않기 你 掐德曼的那几按你

95 운 뭐가 또 두려운데 能 我噶逗吐聊能带

96 군 그 누군가가 滚 跟怒滚噶噶

97 뉴 깨진 유리조각도 有 给及有利就股沟

98 눈 빛난 눈 속 闷 赢啦闷骚

99 기 기꺼이 내가 받으리 够一内嘎怕的你

100 뉴 어떤 유혹도 你 哦动你红多

101 눈 세상 어둠은 눈부신 니가 伦 咯的木伦（en）不西你干

102 눈 그 빛에 눈 멀게 해 能 ki比几能lui给黑

103 히 그 힘을 잃잖아 hi 可hi比你恰那

104 기 길을 밝혀줘 ki ki黑排可 

105 운 어려운 여정 无 咯lio无liojio

106 기 삐걱이는 사랑의 서막 一 比个一能撒浪给so吗

107 기 달은 기울어 gi 怕能gi无能

108 기 날 향기에 취하게 해 给 内行给也起嗨给黑

109 취 날 향기에 취하게 해 起 内行给也起嗨给黑

110 기 이기게 해다오 gi 一gihi黑大喔

111 히 내게 힘을 다오 hi 内给hi米大喔

112 운 운명아 듣거라 五 五mio哇的go拉

113 기 길을 막지 마오 king king内莫几拉喔

114 뉘 어떤 위협도 널 위해선 米 哦动米呀本咯米诶so

115 뤼 어떤 위협도 널 위해선 米 哦动米呀本咯米诶so

116 기 어색하기만 해 给 哦sei卡给慢内

117 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ki 都一桑ki大里苏哦b搜

118 기 용기 내서 말할게요 gi 用gi内搜吗还给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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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 벌써 헤어지긴 싫어요 gin per搜给叽gin西喽哟

120 기 밤은 참 길어요 ki 吧么加ki喽哟

121 기 용기 내 말해볼게 gi 用gi内吗嘞喽给

122 긴 사랑하긴 하는 거니 gin 撒浪哈gin汗共你

123 기 기다렸는데 ki Ki大料嫩得

124 기 지금 기분은 paradise ki 几跟kibun嫩paradise

125 히 힘이 들 땐 Hing Hing米的dian 

126 키 솔직히 말해 여기 여기 ki 搜几ki吗嘞要gi要gi

127 기 솔직히 말해 여기 여기 gi 搜几ki吗嘞要gi要gi

128 기 솔직히 말해 여기 여기 gi 搜几ki吗嘞要gi要gi

129 기 여기 아님 저기 저기 저기 gi 要gi啊宁巧gi巧gi巧gi

130 기 여기 아님 저기 저기 저기 gi 要gi啊宁巧gi巧gi巧gi

131 기 여기 아님 저기 저기 저기 gi 要gi啊宁巧gi巧gi巧gi

132 기 여기 아님 저기 저기 저기 gi 要gi啊宁巧gi巧gi巧gi

133 기 지금 기분은 paradise ki 几跟kibun嫩paradise

134 위 내 두 손은 하늘 위로 为 内不孙嫩哈呢为喽 

135 기 여기 red pool gi 要giredpool

136 쉬 조금 쉬었다가요 suai 求跟suai奥大噶哟 

137 준 내가 준비한 wine 囧 内噶囧比汗wine 

138 눈 너의 두 눈에 nun  闹也图nun内

139 운 운전은 니가 해 Wun Wun囧嫩尼噶黑 

140 운 뜨거운 태양 아래 Wun 的够wun忒样啊嘞

141 눈 힐끔 힐끔 눈치 보지 마 nun hi跟hi跟nun起啵吉吗 

142 뒤 웃지 말고 뒤 돌아서 舞吉吗go 都那搜

143 기 지루하기만 하던 너 gi 几路哈gi满哈等内 

144 기 술 한 잔 하면서 얘기해 봐요 gi 素兰赞哈面搜耶gi黑bua哟

145 눈 날 보는 그 눈빛이 싫어요 nun 那波嫩哭nun比起系咯哟

146 귀 귀엽게 亏 亏要给

147 기 네가 숨기고 쓰는 gi 内噶孙gi够丝嫩 

148 기 기 해 ki ki带嘿

149 기 다정하게 얘기하고 gi 他穷哈给也gi哈够

150 기 이런 기분 너무 싫어 ki 一龙ki本闹木西

151 분 이런 기분 너무 싫어 本 一龙ki本闹木西

152 기 네 전화만 기다리는 ki 内穷话慢ki大里嫩

153 귀 귀엽게 亏 亏要给

154 귀 귀엽게 亏 亏要给

155 기 기 해 ki ki带嘿

156 기 기 해 ki ki带嘿

157 기 기 해 ki ki带嘿

158 기 기 해 ki ki带嘿

159 뒤 너의 번호 뒷자리에 对 闹也蹦no对家里也

160 기 게다가 그 길은 gi 大噶克gi冷

161 기 슬픈 거북이 한 마리 gi 死喷高不gi韩r玛丽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178 -

162 기 새싹이 나겠지 gi 赛撒gi那该几

163 눈 내 눈물의 사랑은 轮 乃轮木累撒狼嗯

164 눈 눈물 나 轮 轮木那

165 기 내 가슴 깊이 하는 말 gi 乃卡死gi皮哈能马r

166 기 내 가슴 아픈 이야기 gi 乃卡死马喷一丫gi

167 기 슬픈 거북이 한 마리 gi 死喷高不gi韩r玛丽

168 기 내 가슴 아픈 이야기 gi 乃卡死马喷一丫gi

169 기 슬픈 거북이 한 마리 gi 死喷高不gi韩r玛丽

170 기 내 가슴 아픈 이야기 gi 乃卡死马喷一丫gi

171 문 자꾸만 주문처럼 木 恰苦慢去木巧龙

172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73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74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75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76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77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78 기 눈웃음은 기본 ki Nun怒私们ki波 

179 기 내 눈물은 무기 gi 奈nun木len木gi

180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81 눈 내 눈물은 무기 nun 奈nun木len木gi

182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83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84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85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86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87 기 기분 나빠 ki ki本那把

188 분 기분 나빠 本 ki本那把

189 기 가식은 기본 ki 卡系跟ki本

190 기 모두 죽이니까 gi 莫读句gi腻噶

191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2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3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4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5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6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7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8 기 난 나쁜 기집애 ki 难那本ki几拜

199 윈 질투 따윈 눈꼽 만큼도 모르죠 为 及图大为nun过慢可都莫了就

200 눈 질투 따윈 눈꼽 만큼도 모르죠 nun 及图大为nun过慢可都莫了就

201 귀 고귀한 품위 贵 扩贵汗普腻

202 뮈 고귀한 품위 腻 扩贵汗普腻

203 눈 눈물은 많은지 nun nun木了吗嫩几 

204 눈 눈물로 채워진 nun nun木罗切我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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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운 운다 하루종일 文 文大哈路囧一 

206 눈 눈물로 채워진 nun nun木罗切我进

207 운 운다 하루종일 文 文大哈路囧一 

208 눈 눈물로 채워진 nun nun木罗切我进

209 순 순진하고 여려 进哈够要料

210 끼 서른이 넘기 전에 gi 扫冷你囊gi抢内

211 기 아침이 오기 전에 gi 啊亲米无gi抢你

212 귀 귀엽게만 보이던 亏 亏哟给满波一等

213 위 날 위로해줬을 때 为 那为咯黑留丝得

214 기 내 얘기를 gi 内诶gi了

215 기 생각이 많아서 gi 僧嘎gi吗那搜 

216 기 이 길을 너와 함께 gi 一gi了诺哇含给

217 끼 별명 짓기 gi 票r秒气gi 

218 순 예를 들면 꿍디순디 爷录图r秒工地 地

219 기 번쩍 들기 gi 宝叫图gi

220 징 아직 나는 몰라 金 阿金那怒某r啦

221 기 기본 기본 사랑공식 key Key崩Key崩擦狼工系

222 기 기본 기본 사랑공식 key Key崩Key崩擦狼工系

223 뮈 난 구름 위를 둥둥 为 南哭路为录r东东

224 기 딱 세 번 싸워보기 给 但塞包撒哇bou给

225 키 헤어질 때 인사 않기 gi 黑奥几r得因撒安gi

226 링 커플링 만져보기 里 靠谱r里蛮叫bougi

227 기 커플링 만져보기 gi 靠谱r里蛮叫bougi

228 징 아직 나는 몰라 金 阿金那怒某r啦

229 기 기본 기본 사랑공식 key Key崩Key崩擦狼工系

230 기 기본 기본 사랑공식 key Key崩Key崩擦狼工系

231 튀 새롭게 좀 튀게 推 Say楼给凑推给

232 키 멋진 꿈을 키워 가는 것 替 吗起古门替我噶怒高

233 기 기본 기본 사랑공식 key Key崩Key崩擦狼工系

234 기 기본 기본 사랑공식 key Key崩Key崩擦狼工系

235 징 아직 나는 몰라 金 阿金那怒某r啦

236 뛰 뛰어봐 dui dui奥吧

237 뛰 뛰어봐 dui dui奥吧

238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39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40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41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42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43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44 뛰 뛰뛰뛰 뛰어보고 dui duiduiduidui要波够

245 뛰 뛰뛰뛰 뛰어보고 dui duiduiduidui要波够

246 뛰 뛰뛰뛰 뛰어보고 dui duiduiduidui要波够

247 뛰 뛰뛰뛰 뛰어보고 dui duiduiduidui要波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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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49 뛰 뛰어뛰어 dui dui哦dui哦

250 기 기막힌 우리의 만남이 kin kin马kin怒力诶慢那珉

251 킨 기막힌 우리의 만남이 kin kin马kin怒力诶慢那珉

252 킨 꽉 막힌 답답한 내 맘을 king 刮马king他大盘内马米

253 순 널 첨 본 순간부터 이미 孙 穷部孙干部透一米

254 끼 비 을 벗기고 싶어 ki 迷了bouki够西pou

255 끼 내가 있긴 한 거니 gin 内噶音gin汉够尼

256 기 꼭 숨기고 있어 gi 攻 gi够一搜 

257 기 기 해도 돼 ki ki得黑哦都

258 뤼 널 위한 为 为汗

259 끼 알고 싶긴 한 거니 gin 嘞够西gin汉够尼

260 기 기 해도 돼 ki ki得黑哦都

261 뤼 널 위한 为 为汗

262 키 만족시키고 싶어라 ki 满就系ki够西pou啦

263 귀 귀여워 亏 亏有wo

264 찡 찡그린 콧등이 亲 亲跟林口的音

265 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为 内噶 为囧bi汗

266 준 내가 널 위해 준비한 囧 内噶 为囧bi汗

267 기 기 해도 돼 ki ki得黑哦都

268 눈 너의 눈빛에 nun 也nun比且

269 기 기분은 짜릿해 ki ki本里家理太

270 눈 눈부신 널 努 努部新no

271 순 이 순간 孙 一孙干

272 기 난 길을 잃은 길치 ki 男ki了里了ki了起

273 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ki 内噶ki带li够ki带lio懂

274 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ki 内噶ki带li够ki带lio懂

275 기 맘 속 깊은 곳에 gi 满 gi本不sei 

276 기 기 했겠지 ki ki得诶gie几

277 운 새로운 경험 ong sei龙onggiao

278 운 새로운 경험 问 sei龙问giao

279 운 새로운 경험 eng sei龙enggiao 

280 기 애기 같아 애기 같아 gi 诶gi噶疼诶gi噶疼

281 기 애기 같아 애기 같아 gi 诶gi噶疼诶gi噶疼

282 키 먼저 키스하면 ki 梦就ki斯哈mio

283 키 니가 먼저 키스해 ki 你噶梦就ki斯嘿

284 키 먼저 키스하면 ki 梦就ki斯哈mio

285 키 니가 먼저 키스해 ki 你噶梦就ki斯嘿

286 키 먼저 키스하면 ki 梦就ki斯哈mio

287 키 니가 먼저 키스해 ki 你噶梦就ki斯嘿

288 귀 널 사귀자고 할래 ki 诺撒ki加都还类

289 눈 눈물이 흘러 nun nun木里和咯 

290 기 거기 물 물 좋아요 gi 口gi木木求哇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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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기 기다리는 사람 ki ki大力嫩萨兰

292 기 거기 물 좋아 gi 口gi木求哇

293 기 거기 물 좋아 gi 口gi木求哇

294 기 새벽이야 gi sei别gi呀

295 기 네 전화기처럼 gi 内岑话gi球笼

296 윈 믿음 따윈 이미 问 米等大问一米

297 눈 눈물이 흘러 nun nun木里和咯 

298 기 거기 물 물 좋아요 gi 口gi木木求哇哟

299 기 기다리는 사람 ki ki大力嫩萨兰

300 기 거기 물 좋아 gi 口gi木求哇

301 기 거기 물 좋아 gi 口gi木求哇

302 기 새벽이야 gi sei别gi呀

303 기 네 진한 향기가 gi 内地那hianggi嘎

304 기 네 전화기는 gi 你秋那gi嫩

305 기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K 森嘎够西K喽够嫩they

306 눈 자꾸 눈물이 나와 嫩 恰古嫩母里那哇

307 기 난 이제 기댈 곳조차 없어 ke no你家kethey不秋加我b搜

308 기 난 이제 기댈 곳조차 없어 ke no你家kethey不秋加我b搜

309 취 술에 취해 비틀거릴 叽 苏里叽比特够的

310 기 기다리고 있어 ki ki带李固一搜 

311 기 마지막 기회인 걸 gi 麻吉吗gi会够

312 기 얘기만 해도 gi 也gi慢海多 

313 긴 못 이긴 척 gin 梦地gin桥

314 키 지킬 건 지키자 gi 起gi共起gi加

315 귀 귀 기울여주는 kui  kui gi无要住嫩

316 기 귀 기울여주는 gi  kui gi无要住嫩

317 뀌 스타일이 바뀌었어 giao 丝打里吧giao扫奥

318 꾼 너 바꾼 화장품이 뭔지 共 闹怕共话 普你梦几

319 기 야수 같은 깊은 눈 gi  呀素 噶疼 gi普努

320 눈 야수 같은 깊은 눈 努  呀素 噶疼 gi普 努

321 기 멍하니 뒤척이다 gi mong哈你对桥gi大

322 뒤 멍하니 뒤척이다 对 mong哈你对桥gi大

323 끼 난 듣기 싫어졌어 gi 难特gi系 叫扫

324 끼 난 듣기 싫어졌어 gi 难特gi系 叫扫

325 분 분명하게 내게 pun Pun名哈该奈该

326 뒤 자꾸 뒤로 빼지 말고 推 恰古推漏白及吗过

327 순 순진한 척 웃지만 말고 孙 孙及难桥无极慢吗过

328 기 기적을 바라지 ki ki叫ger怕拉及

329 눈 한눈 팔지 마  nun 汗nun怕及吗

330 기 발사하기 전에 gi 怕撒gi穷内

331 기 이기주의 gi 一gi就为

332 키 차 키를 과시하지만 ki 恰kilen挂西哈几慢

333 뒤 내 부름에 뒤를 돌아보는 腿 内不len没腿len都啦不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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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기 처음이야 이런 기분 gi 巧嗯米呀一龙gibun

335 분 처음이야 이런 기분 bun 巧嗯米呀一龙gibun

336 눈 이 눈빛이 nun 尼nun比气

337 운 새로운 느낌이야 wun 赛喽wun呢gin米呀

338 위 주위 사람들은 为 剧为撒朗的len

339 군 제군들 입 풀었나 攻 节攻的里噗喽那

340 기 최후의 무기를 gi 抽胡也木gi路 

341 끼 고막을 씻기는 gi 偶吗肯洗gi嫩 

342 기 난 21세기 gi 难21塞gi

343 쥔 mic를 쥔 신들린 纯 mic路纯信度林

344 기 난 한 곡이면 끝나 一 难喊够一秒哭那

345 운 또 새로운 세상을 我n 头赛咯我n赛嗓嗯

346 위 우주 위를 보고 we 无出we路波够 

347 끼 고막을 씻기는 gi 偶吗肯洗gi嫩 

348 눈 더 눈부신 문명의 怒 都怒不信梦秒也

349 문 더 눈부신 문명의 梦 都怒不信梦秒也

350 푼 입을 푼다 喷 一们喷大

351 류 인류의 힘 流 因流也hin

352 쉬 숨 학학 내쉬고 碎 孙哈哈内碎够 

353 긴 묘한 매력 있는 一 用韩没lio一嫩

354 순 사랑은 순수하게 孙 萨朗嗯孙素哈给

355 키 키스는 좋아 ki ki斯嫩qio挖

356 긴 묘한 매력 있는 一 用韩没lio一嫩

357 순 청순가련 孙 恰孙噶lio

358 긴 묘한 매력 있는 一 用韩没lio一嫩

359 위 너의 위선에 为 闹也为扫累

360 윈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为 可龙东囧大为皮流（哦不）扫 

361 눈 눈 씻고 봐도 论 论西kobua多

362 위 너의 위선에 为 闹也为扫累

363 윈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为 可龙东囧大为皮流（哦不）扫 

364 기 보기 드무네 gi 破gi得木累

365 분 너와의 하루가 일 분 같아 bong 闹挖也哈路噶一bong卡他

366 기 손길이 닿으면 ki 宋ki里大恩秒n

367 기 전기가 온몸에 gi 穷gi噶on莫没

368 기 목이 더 말라 gi 莫gi桃马拉

369 기 머리 속이 막힌 给 末里搜给马king

370 킨 머리 속이 막힌 king 末里搜给马king

371 취 취한 것처럼 催 催喊够求龙

372 핑 머리가 또 핑 品 沫里噶都品

373 쉬 쉬고 있던 심장이 许 许够一等新江一

374 윙 귓가에서 윙윙 wing 亏噶诶搜wingwing

375 윙 귓가에서 윙윙 wing 亏噶诶搜wingwing

376 뛰 가슴에 뛰는 리듬 对 卡森没对嫩里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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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기 난 기특해 ki 男ki特

378 뛰 가슴에 뛰는 리듬 对 卡森没对嫩里等

379 기 거기까지만 gi 口gi噶几慢

380 긴 긴장한 내 모습 king king江哈内mo森

381 뛰 가슴에 뛰는 리듬 对 卡森没对嫩里等

382 기 거기까지만 gi 口gi噶几慢

383 긴 긴장한 내 모습 king king江哈内mo森

384 기 먼저 얘기해야 돼 gi 门则也gi黑呀对

385 기 여기서 우리 gi 哟gi搜无力

386 기 니 말은 거기서 거기 gi 你吗冷口gi搜口gi

387 기 니 말은 거기서 거기 gi 你吗冷口gi搜口gi

388 기 너와 나 여기서 그만 gi 诺哇那哟gi搜哭慢

389 윈 이별 따윈 all right We 一表儿到WeAllright 

390 윈 이별 따윈 all right We 一表儿到WeAllright 

391 기 기껏 이거야 ki ki高几高呀

392 윈 이별 따윈 all right We 一表儿到WeAllright 

393 기 기껏 이거야 ki ki高几高呀

394 윈 이별 따윈 all right We 一表儿到WeAllright 

395 눈 따뜻한 그 눈빛은 nun 打的叹科nun比起

396 윈 이별 따윈 all right We 一表儿到WeAllright 

397 윈 이별 따윈 all right We 一表儿到WeAllright 

398 기 난 향기롭겠지만 gi 男hianggi咯给及慢

399 운 가벼운 눈빛으로 on 卡别onnun比起咯

400 눈 가벼운 눈빛으로 nun 卡别onnun比起咯

401 기 얘기하지마 gi 也gi哈吉吗

402 기 난 향기롭겠지만 gi 男hianggi咯给及慢

403 경 난 향기롭겠지만 gi 男hianggi咯给及慢

404 킨 돈만 밝힌 요 gin 斗慢白gin带有

405 키 키 크고 잘생기면 ki ki可够恰singgi秒

406 기 키 크고 잘생기면 gi ki可够恰singgi秒

407 킨 여잘 밝힌 요 gin 要家白gin带有

408 킨 돈만 밝힌 요 gin 斗慢白gin带有

409 키 키 크고 잘생기면 ki ki可够恰singgi秒

410 기 키 크고 잘생기면 gi ki可够恰singgi秒

411 킨 여잘 밝힌 요 gin 要家白gin带有

412 윈 치마 따윈 강요하지 마요 win 其吗他win干要哈机吗有

413 유 이유를 몰랐어 与 一与乐莫啦扫

414 유 이유가 뭐가 되었건 与 一与噶莫噶对哦刚

415 귀 콧방귀를 뀌면서 gi 口帮gi乐ki秒扫 

416 귀 콧방귀를 뀌면서 gi 口帮gi乐ki秒扫 

417 운 부끄러운 척 하면서 龙 不可龙桥卡秒扫 

418 운 부끄러운 척인 척 龙 不可龙桥gin桥

419 긴 부끄러운 척인 척 gin 不可龙桥gin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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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순 순진한 척 하면서 孙 孙金难桥卡秒扫

421 순 순진한 척인 척 孙 孙金难桥gin桥

422 긴 순진한 척인 척 gin 孙金难桥gin桥

423 유 이유를 몰랐어 与 一与乐莫啦扫

424 유 이유가 뭐가 되었건 与 一与噶莫噶对哦刚

425 운 부끄러운 척 하면서 龙 不可龙桥卡秒扫 

426 운 부끄러운 척인 척 龙 不可龙桥gin桥

427 긴 부끄러운 척인 척 gin 不可龙桥gin桥

428 순 순진한 척 하면서 孙 孙金难桥卡秒扫

429 순 순진한 척인 척 孙 孙金难桥gin桥

430 긴 순진한 척인 척 gin 孙金难桥gin桥

431 운 부끄러운 척 하면서 龙 不可龙桥卡秒扫 

432 운 부끄러운 척인 척 龙 不可龙桥gin桥

433 긴 부끄러운 척인 척 gin 不可龙桥gin桥

434 순 순진한 척 하면서 孙 孙金难桥卡秒扫

435 순 순진한 척인 척 孙 孙金难桥gin桥

436 긴 순진한 척인 척 gin 孙金难桥gin桥

437 기 텅 빈 길을 걷지 ki 套宾ki了靠及

438 기 텅 빈 길을 걷지 ki 套宾ki了靠及

439 기 남 주기 아깝다고 gi 那句gi啊噶大过

440 기 남 주기 아깝다고 gi 那句gi啊噶大过

441 눈 두 눈 가리고 nun 图nun卡里过 

442 눈 두 눈 가리고 nun 图nun卡里过 

443 준 네게 맘을 준 게 均 奈该吗么均

444 낀 끝이라 느낀 순간에 gin 个气啦呢gin损干内

445 순 끝이라 느낀 순간에 损 个气啦呢gin损干内

446 기 그 기쁨을 끌어안고 gi 可gi噗么个 按够

447 기 용기를 줘 gi 用gi乐叫

448 위 단면 얼굴 위에 为 但米昂哦古为诶

449 뒤 그 뒤에 있는 对 可对诶一嫩

450 눈 그 눈물을 보았니 怒 可怒木乐波啊你

451 눈 네 시선 눈빛 怒 你系 怒比 

452 눈 그 눈빛을 보았니 怒 可怒比气波啊你

453 숭 그 순간을 느꼈니 损 可损干呢怒kiao你

454 눈 네 시선 눈빛 怒 你系 怒比 

455 키 날 지키고 있어 ki 乃集ki古一扫

456 준 네가 준 빛과 君 你噶君比挂

457 눈 네 시선 눈빛 怒 你系 怒比 

458 긴 그저 긴 전쟁을 kin 可桥kin桥节额

459 킨 엉킨 기억에 웃다가 운다 kin 奥kinki奥该无大噶wun大

460 기 엉킨 기억에 웃다가 운다 ki 奥kinki奥该无大噶wun大

461 운 엉킨 기억에 웃다가 운다 wun 奥kinki奥该无大噶wun大

462 기 좋았던 기억보다 ki 求啊到ki奥波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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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흉 깊은 흉터인가 봐 hiong ki喷hiong套因噶bua

464 기 깊은 흉터인가 봐 ki ki喷hiong套因噶bua

465 잉 독한 병인가 봐 因 头看表因噶bua

466 기 슬픈 기억이라도 ki 丝喷ki奥gi拉都

467 기 행복이 아니더라도 gi 还波gi啊腻到拉都

468 준 내게 준 거라면 均 奈该均靠拉秒

469 순 아프게 할 순 없으니까 孙 啊普该哈孙奥丝腻噶

470 눈 내 눈물 속에 nun 奈nun木扫该

471 쉰 숨을 쉰다면 xui 素么xui大秒

472 긴 니가 남긴 상처의 크기는 gin 尼噶难gin桑巧也kegi嫩 

473 기 니가 남긴 상처의 크기는 gi 尼噶难gin桑巧也kegi嫩 

474 긴 내게 남긴 상처만큼 gin 内给难gin桑巧慢肯

475 긴 내게 남긴 상처만큼 gin 内给难gin桑巧慢肯

476 기 오래된 기억이지만 ki 哦类对ki哦gi几慢

477 기 오래된 기억이지만 gi 哦类对ki哦gi几慢

478 뒤 몰래 뒤에서 숨어보며 dwe 莫类dwe诶搜孙莫波哟

479 운 차가운 말투 无 恰噶无买图

480 끼 느끼고플 때가 있어 gi 呢gi够噗得噶一搜

481 징 아직 내 사랑은 几 啊几内撒狼嗯

482 기 용기 내고 파 gi 用gi内够扒

483 낀 변명으로 엮인 gin biomiong呢咯哟gin

484 기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gi 盘大头里giHin的咯都

485 기 넌 전부이기에 gi 诺穷不一gi诶

486 운 뜨거운 심장 无 的够无心

487 유 유난히도 与 与那你都

488 기 기억나니 ki ki有那你

489 준 날 지켜준 捆 那几口就捆

490 준 내게만 웃어준 너 句 内给满无so句no

491 기 내 맘 숨기고 gi 能满孙gi够

492 뒤 이름 뒤에 숨어 推 一也推也宋摸

493 기 기분 좋은 바람 可 可被求嗯怕拉

494 분 기분 좋은 바람 被 可被求嗯怕拉

495 기 내 맘 숨기고 gi 能满孙gi够

496 뒤 이름 뒤에 숨어 推 一也推也宋摸

497 키 솔직히 ki 素几ki

498 기 내 맘 숨기고 gi 能麻 gigo

499 순 말썽 많지만 순종적인 孙 马r扫慢几慢孙巧叫ki 

500 귀 그런 귀염둥이에요 亏 克 亏要m度米诶哟

501 기 다른 말 하기가 싫어 ki 大冷马r哈ki嘎西

502 기 티내기는 싫어 ki 提来ki能西

503 키 솔직히 진지하지 ki 苏几ki紧急哈几

504 쉬 모두 쉬워 보였어 西 摸的西我播要搜

505 기 착각 속에 깊이 一 穷 苏 一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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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기 신기한 점은 말야 gi 性gi哈叫木吗聊

507 쉬 숨을 쉬지 못하면 西 苏么西几摸他能

508 긴 절 적인 너일까 gin 就嘚叫ginno也噶

509 둔 숨겨둔 것도 아닌 读 giao读高都啊你

510 둔 열어둔 것도 아닌 tun 哟咯tun高都啊你

511 순 손을 내민 그 순간 搜能内里都 刚

512 기 내가 길을 걸으면 gi 内噶gi勒够里mio

513 기 날 물어가기 전에 gi 那莫咯噶gi囧内

514 기 내가 길을 걸으면 gi 内噶gi勒够里mio

515 눈 그 눈빛마저도 怒 可怒比嘛就都

516 운 차가운지 모르겠어 无 恰噶无几莫勒给搜

517 준 네가 사준 넥타이에 俊 内噶撒俊内他一诶

518 운 행복해 웃는 사진 无 hin不 无嫩撒进

519 기 여기서 왜 gi 哟gi搜为

520 눈 니 눈 니 코 怒 你怒你扣

521 기 여기서 왜 gi 哟gi搜为

522 기 연기처럼 흩날리는 기억 gi 用giqio龙红那里嫩ki哟

523 기 연기처럼 흩날리는 기억 ki 用giqio龙红那里嫩ki哟

524 기 전화할게 자기야 gi 穷话嗨给恰gi呀

525 눈 빨간 눈물이 nun 白干nun目里

526 기 향기가 그립다 gi hianggi噶可里b大

527 위 나를 위한 거라 we 那了we汗过啦

528 운 차가운 세상 끝에 wun 恰噶wun色桑个忒

529 뒤 아픔은 뒤로 해 对 阿普们对咯嘿

530 기 널 기다려 ki 闹ki大料 

531 기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ki 吗嫩奈的里ki大里够

532 운 차가운 세상 끝에 wun 恰噶wun色桑个忒

533 뒤 아픔은 뒤로 해 对 阿普们对咯嘿

534 기 널 기다려 ki 闹ki大料 

535 운 차가운 세상 끝에 wun 恰噶wun色桑个忒

536 뒤 아픔은 뒤로 해 对 阿普们对咯嘿

537 기 널 기다려 ki 闹ki大料 

538 기 기다렸는데 ki Ki大料嫩得

539 눈 흐르는 눈물이 말해 nun 和了嫩nun木里吗嘿

540 기 기다렸는데 ki Ki大料嫩得

541 눈 흐르는 눈물이 말해 nun 和了嫩nun木里吗嘿

542 기 이야기를 gi 一呀gilen

543 기 기다렸는데 ki Ki大料嫩得

544 눈 흐르는 눈물이 말해 nun 和了嫩nun木里吗嘿

545 뛰 심장을 뛰게 하는 迪 心讲额迪给哈等

546 큐 큐피트도 나와 tui tui皮特都那挖

547 운 내 웃는 얼굴에 无 乃无能奥古累

548 뉘 난 위험하니까 为 男为后马你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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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긴 이 긴 시간을 gin 一gin西干呢

550 긴 눕긴 싫어 gi 怒gi西咯

551 긴 이렇게 하긴 싫어 gin 一咯 哈gin西咯 

552 긴 하긴 누군들 gin 哈gin怒股的

553 군 하긴 누군들 股 哈gin怒股的

554 운 어른다운 사랑을 원해 无 哦冷大无撒狼嗯我内

555 긴 이렇게 하긴 싫어 gin 一咯 哈gin西咯 

556 운 늘 어려운 문제 无 呢哦lio无们接

557 문 늘 어려운 문제 们 呢哦lio无们接

558 기 여기 있어 gi 哟gi一搜

559 긴 이렇게 하긴 싫어 gin 一咯 哈gin西咯 

560 끼 왜 웃기만 할까 gi 为无gi蛮孩嘎

561 기 애태우기만 할까 gi 爱太无gi妈呢嘎

562 기 네 맘 숨기는 거야 gi 内妈苏gi嫩够呀

563 기 가슴 깊은 곳에 给 卡色给破够塞

564 운 두려운 걸까 无 图聊无够嘎

565 기 혼자 기 를 하고 gi 红咋gi带（乐er）哈够

566 기 애태우기만 할까 gi 爱太无gi妈呢嘎

567 기 네 맘 숨기는 거야 gi 内妈苏gi嫩够呀

568 기 가슴 깊은 곳에 给 卡色给破够塞

569 운 두려운 걸까 无 图聊无够嘎

570 운 두려운 걸까 无 图聊无够嘎

571 눈 눈물이 뚝뚝 怒 怒目李图图

572 키 솔직히 덤덤한 기분 ki 所及ki东东韩gi崩

573 기 솔직히 덤덤한 기분 gi 所及ki东东韩gi崩

574 분 솔직히 덤덤한 기분 崩 所及ki东东韩gi崩

575 눈 나를 향한 눈빛이 那乐hiang按 比起

576 위 위험한 V V很慢

577 눈 나를 향한 눈빛이 那乐hiang按 比起

578 기 기 해도 좋아 ki ki嘚黑多就瓦

579 기 그렇게 기회만 보면 ki 哭罗 ki会慢波mion

580 기 다치기 전에 gi 他起gi穷内

581 뒤 니가 떠나고 난 뒤 对 尼噶头那够难对

582 기 아직 널 기다려 ki 啊几 ki大料

583 운 추운 겨울이 오겠지 wun 去wunkiao唔里给几

584 히 서서히 얼어가겠지 hi 搜搜hi奥喽卡给几

585 눈 자꾸 눈물 나 nun 恰姑nun木啦

586 기 내 기분은 계속 ki 内kibun嫩给素

587 눈 자꾸 눈물 나 nun 恰姑nun木啦

588 뒤 니가 떠나고 난 뒤 对 尼噶头那够难对

589 기 아직 널 기다려 ki 啊几 ki大料

590 운 운명 같던 만남이 wun wunmiong噶东慢那米

591 기 너의 향기 gi 闹诶hianggi



중국어 음역어의 운율형태에 한 연구

- 188 -

592 뿐 오직 너 하나뿐 bun 哦几闹哈那bun

593 끼 안 끝났기에 gi 安个那gi诶

594 뿐 오직 너 하나뿐 bun 哦几闹哈那bun

595 뿐 오직 너 하나뿐 bun 哦几闹哈那bun

596 운 뭐가 또 두려운데 问 莫噶都度料问dei

597 군 그 누군가가 滚 克怒滚卡噶

598 뛰 날 가슴 뛰게 한 dui 那r卡森dui给韩

599 유 유리조각도 于 于里jo干都

600 눈 빛난 눈 속 nun 拼男nun搜

601 뛰 날 가슴 뛰게 한 dui 那r卡森dui给韩

602 유 유리조각도 于 于里jo干都

603 뛰 날 가슴 뛰게 한 dui 那r卡森dui给韩

604 유 유리조각도 于 于里jo干都

605 위 저 위로 올라가 we 就we咯哦啦噶

606 뛰 난 뛰어 산토끼처럼 对 难对哦三头gi巧咯m

607 끼 난 뛰어 산토끼처럼 gi 难对哦三头gi巧咯m

608 순 이별 순간이 다가오고 孙 一表孙干尼大噶哦够

609 눈 나는 눈물 흘리고 nun 那嫩nun木了里够

610 순 점점 이별 순간이 孙 一表孙干尼他噶哦够

611 눈 눈물은 흩어지네 nun nun木len和头斤内

612 운 괴로운 괴로운 괴로운 이 맘이 wun 亏喽wun亏喽wun亏喽wun一帮米

613 운 괴로운 괴로운 괴로운 이 맘이 wun 亏喽wun亏喽wun亏喽wun一帮米

614 운 그리운 그리운 그리운 이 밤이 wun ke里wunke里wunke里喔一帮米

615 운 그리운 그리운 그리운 이 밤이 wun ke里wunke里wunke里喔一帮米

616 운 미치게 외로운 밤 wun 米气给为喽wun帮

617 기 깊어가는 밤 ki Ki剖噶嫩帮 

618 순 미칠 것 같은 이 순간 孙 米亲够噶动尼孙干

619 순 끝일 것 같은 이 순간 孙 个亲够噶动尼孙干 

620 운 괴로운 괴로운 괴로운 이 맘이 wun 亏喽wun亏喽wun亏喽wun一帮米

621 운 괴로운 괴로운 괴로운 이 맘이 wun 亏喽wun亏喽wun亏喽wun一帮米

622 운 그리운 그리운 그리운 이 밤이 wun ke里wunke里wunke里喔一帮米

623 운 그리운 그리운 그리운 이 밤이 wun ke里wunke里wunke里喔一帮米

624 기 향기가 그리운 밤 gi Hianggi噶ke里wun帮 

625 운 향기가 그리운 밤 wun Hianggi噶ke里wun帮 

626 눈 눈물은 흩어지네 nun nun木len和头斤内

627 류 나를 유혹하려 留 那了留后卡料 

628 순 그 말로 순결한 孙 可买咯孙kiao蓝

629 툰 많이 서툰 土 吗你扫土

630 기 숨기지 않고 말할게 ki ki几安扣吗来给

631 기 우리가 사는 이야기 gi 无里噶萨嫩一呀gi

632 위 남을 위한 기도는 we 囊么We汗ki豆嫩

633 기 남을 위한 기도는 ki 囊么We汗ki豆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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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위 곧 나를 위한 기도 we 过那了We汗ki豆

635 기 곧 나를 위한 기도 ki 过那了We汗ki豆

636 눈 눈물 한 방울이 nun nun木汗帮无里

637 기 숨기지 않고 말할게 ki ki几安扣吗来给

638 기 우리가 사는 이야기 gi 无里噶萨嫩一呀gi

639 둔 묻어둔 채 살다가 土 木叫土切塞打噶

640 둔 묻어둔 채 살다가 土 木叫土切塞打噶

641 둔 묻어둔 채 살다가 土 木叫土切塞打噶

642 기 우리가 사는 이야기 gi 无里噶萨嫩一呀gi

643 기 우리가 사는 이야기 gi 无里噶萨嫩一呀gi

644 뛰 가슴이 뛰어 对 卡死米对额

645 기 기다려온 지금 이 순간 ki ki答留on吉跟米孙干 

646 순 기다려온 지금 이 순간 孙 ki答留on吉跟米孙干 

647 기 마주치는 기분 ki 吗组起嫩kibun

648 분 마주치는 기분 bun 吗组起嫩kibun

649 분 모든 건 분명 bun 莫等过nbunmiong

650 기 널 알기 전과 gi 闹来gi囧挂 

651 쉬 니가 숨 쉬면 虽 你噶素m虽秒n

652 눈 웃으면 눈부신 nun 无丝秒mnun不新 

653 기 거기 있어줘서 gi 括gi一所就所

654 기 가만히 기 주어서 ki 卡吗你ki得句哦所

655 순 모든 순간 孙 莫等孙干 

656 기 거기 있어줘서 gi 括gi一所就所

657 순 모든 순간 孙 莫等孙干 

658 순 모든 순간 孙 莫等孙干 

659 뒤 뒤돌아 dwi dwi多拉

660 뒤 뒤돌아 dwi dwi多拉

661 기 못이기는 척 gi 莫一gi能巧 

662 기 날 여기 두고 gi 那r要gi度够

663 기 날 여기 두고 gi 那r要gi度够

664 운 너로 채운 내 세상이 问 闹咯切问乃sei桑一

665 기 아팠던 내 기억이 ki 啊怕东内ki要gi

666 기 아팠던 내 기억이 gi 啊怕东内ki要gi

667 눈 눈물이 마음을 nun nun木里吗额么

668 기 아팠던 내 기억이 ki 啊怕东内ki要gi

669 기 아팠던 내 기억이 gi 啊怕东内ki要gi

670 눈 눈물이 내 맘 nun nun木里内忙 

671 키 지독히도 못된 ki 起豆ki多木团

672 기 갑자기 숨이 gi 卡加gi素米

673 기 여기 모여 gi 哟gi莫哟

674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75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76 기 여기 저기 집중돼 gi 哟gi求gi几囧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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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기 여기 저기 집중돼 gi 哟gi求gi几囧对

678 기 여기로 오라고 gi 哟gi咯哦啦够

679 뛰 뛰어다니며 dwe dwe哦大尼mio

680 기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gi 哟gi搜都都求gi搜都

681 기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gi 哟gi搜都都求gi搜都

682 기 여기 모여 gi 哟gi莫哟

683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84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85 기 내 갈 길은 gi 内 gi冷

686 순 한순간 방심하다가 孙 韩孙干帮新哈大噶

687 뛰 뛰어봐 dwe dwe哦bua

688 기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gi 哟gi搜都都求gi搜都

689 기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gi 哟gi搜都都求gi搜都

690 기 여기 모여 gi 哟gi莫哟

691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92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93 기 여기 모여 gi 哟gi莫哟

694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95 기 길을 길을 비켜라 gi Gi里gi里比kio啦

696 기 성격이 좀 빨러 gi 搜giogi囧吧咯

697 기 설레는 기분 gi 搜累嫩gibun

698 분 설레는 기분 bun 搜累嫩gibun

699 준 내게 준 나만의 内给 那吗你

700 운 고마운 걸요 on 哭吗ongo留

701 준 내게 준 나만의 内给 那吗你

702 준 내게 준 나만의 内给 那吗你

703 기 별빛이 반짝이던 gi 表r比气班加gi懂

704 눈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의 努n 努n不西给啊了m大无n可得也

705 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의 无n 努n不西给啊了m大无n可得也

706 눈 하얀 눈처럼 努n 哈样努n巧咯m 

707 순 나의 순간들을 孙 那也孙干的了r

708 운 말없이 웃네요 无 吗咯b系无内哟

709 기 움직이죠 gi 无m几gi就

710 순 나의 순간들을 孙 那也孙干的了r

711 준 외칠 준비됐나요 准 we气r准比对那哟

712 순 나의 순간들을 孙 那也孙干的了r

713 눈 이렇게 눈물만 轮 一落 轮木满

714 운 수줍게 웃는 네 모습 无 思就给无嫩你莫思

715 눈 눈물이 차올라 轮 轮木里掐无啦

716 준 우연을 준비해 囧 无用呢囧比黑

717 기 기다린다 ki ki大林大 

718 눈 또다시 눈물만 轮 多大西轮木满

719 기 니 향기가 gi 你hiangGi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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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기 너는 여기 있는데 gi 诺嫩哟gi一嫩嘚

721 기 널 기다려 ki 诺ki大lio

722 기 너는 여기 있는데 gi 诺嫩哟gi一嫩嘚

723 준 우연을 준비해 囧 无用呢囧比黑

724 기 널 기다려 ki 诺ki大lio

725 쉬 아쉬워하며 西 啊西喔哈秒

726 기 너를 기다리겠지 ki 闹lenki大里给几

727 툰 아직 서툰데 吞 啊几搜吞得

728 쉬 아쉬워하며 西 啊西喔哈秒

729 기 너를 기다리겠지 ki 闹lenki大里给几

730 툰 아직 서툰데 吞 啊几搜吞得

731 툰 아직 서툰데 吞 啊几搜吞得

732 기 갑자기 촉촉히 gi 卡家giqioQioKi 

733 키 갑자기 촉촉히 ki 卡家giqioQioKi 

734 눈 눈가를 가렸던 轮 轮噶冷噶lio动

735 유 유리 조각 위에 有 有力qio噶V也

736 귀 유리 조각 위에 V 有力qio噶V也

737 눈 네 눈물 닦아줄게 你 木她噶就gie

738 눈 네 눈물 닦아줄게 你 木她噶就gie

739 낀 가면을 벗긴다 gin 卡mion呢崩gin大

740 운 화장을 지운 채로 翁 话 你几翁切落

741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42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43 기 밤공기를 마시고 ki 怕m够ki冷马西够

744 취 이별에 취해서 去 一表累去还扫 

745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46 기 길을 잃은 채 ki ki乐一乐才

747 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ki 都拉噶r苏因能ki里

748 뿐 그 뿐일 뿐 不n 克不你不n 

749 취 이별에 취해서 去 一表累去还扫 

750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51 휘 나를 휘감았던 会 那冷会卡马到n 

752 취 취해간다 去 去还看大

753 취 이별에 취해서 去 一表累去还扫 

754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55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56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57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58 춘 춤을 춘다 chu chu么chu大

759 운 차가운 밤공기를 问 擦噶问怕m够ki冷

760 눈 그 의 눈빛 속에 nun Ke得也nun比搜给

761 기 더 이상 숨기지 말고 ki 头一桑 ki几慢够

762 위 그  위한 为 Ke得n为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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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순 처음 만난 순간부터 孙 巧嗯慢难孙干不头

764 기 여기서 난 이 로 gi 哟gi搜难一得喽

765 키 듬직한 골키퍼 ki Den几看够ki否

766 유 유일한 내 맘의 哟 哟民烂内吗没

767 위 그  위한 为 Ke得n为汗 

768 순 처음 만난 순간부터 孙 巧嗯慢难孙干不头

769 뛰 뛰어봐라 对 对奥bua拉

770 끼 네 몸을 맡기면 돼 gi 你莫么吗gi秒tuai

771 눈 눈 가리면 돼 nun nun卡里秒tuai 

772 기 내 짝이면 돼 gi 奈加gi秒tuai

773 뛰 뛰어봐라 对 对奥bua拉

774 뛰 뛰어봐라 对 对奥bua拉

775 류 볼륨을 더 키워줘 留 pur留mer套ki我juo

776 키 볼륨을 더 키워줘 ki pur留mer套ki我juo

777 뛰 뛰어봐라 对 对奥bua拉

778 기 그렇게 기도했어 ki 哭落 ki多黑所

779 기 다가가는 길은 gi 它噶噶嫩gi冷

780 운 어두운 밤이 끝나면 翁 哦地翁米跟那mion 

781 끼 믿기 싫은 이야기쯤은 ki 米ki西冷一呀gi几木

782 기 믿기 싫은 이야기쯤은 gi 米ki西冷一呀gi几木

783 기 이야기처럼 gi 一呀giQio龙

784 기 다가가는 길은 gi 它噶噶嫩gi冷

785 운 어두운 밤이 끝나면 翁 哦地翁米跟那mion 

786 끼 믿기 싫은 이야기쯤은 ki 米ki西冷一呀gi几木

787 기 믿기 싫은 이야기쯤은 gi 米ki西冷一呀gi几木

788 뒤 가만히 뒤에서 滴 卡吗你滴诶so 

789 기 턱을 기 gi to都gidei

790 기 네 온기가 gi 内永gi嘎

791 히 포근히 날 he 破gunhe内

792 윈 쇼윈도 너머 win 秀windo那嘛

793 기 함께 하기를 gi 涵给哈gi露

794 눈 눈물에 기 고 싶은 嫩 嫩母来kidei够西噗

795 기 눈물에 기 고 싶은 ki 嫩母来kidei够西噗

796 기 등을 기  앉아 ki 图你kidei安嘉

797 눈 햇살 눈부실 때 nun 嘿塞nun都西忒

798 운 아름다운 날개처럼 耶 啊里那耶乃gei恰朗

799 뒤 내 뒤에 꼭 滴 内滴耶够

800 기 함께 하기를 gi 涵给哈gi露

801 눈 눈물에 기 고 싶은 嫩 嫩母来kidei够西噗

802 기 눈물에 기 고 싶은 ki 嫩母来kidei够西噗

803 둔 어둔 골목길에 남겨둔 顿 哦顿过莫ki累南giao顿

804 기 어둔 골목길에 남겨둔 ki 哦顿过莫ki累南giao顿

805 둔 어둔 골목길에 남겨둔 顿 哦顿过莫ki累南giao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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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기 혼자 울먹이다 gi 混恰无莫gi大

807 기 여기서 기다릴게 gi 要gi所ki大里给 

808 기 여기서 기다릴게 ki 要gi所ki大里给 

809 뤼 널 위해 为 诺为黑 

810 기 늘 기다릴게 ki 呢ki大里给

811 키 네 이름을 삼키잖아 ki 你一了么三ki恰那

812 기 여기서 기다릴게 gi 要gi所ki大里给 

813 기 여기서 기다릴게 ki 要gi所ki大里给 

814 뤼 널 위해 为 诺为黑 

815 눈 또 눈물이 흘러서 nun 多nun木里和咯所

816 기 내 기억에서 ki 内ki要给所

817 기 여기서 기다릴게 gi 要gi所ki大里给 

818 기 여기서 기다릴게 ki 要gi所ki大里给 

819 뤼 널 위해 为 诺为黑 

820 기 늘 기다릴게 ki 呢ki大里给

821 키 너의 아담한 키와 ki 闹也大嘛ki瓦

822 기 아무런 기술도 ki 啊木楼ki素都

823 눈 눈도 작고 嫩 嫩多家古

824 키 키도 작고 ki ki都家够

825 기 기쁠텐데 gi gi喷疼得

826 기 공기처럼 gi 攻giqiuo龙

827 눈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nun nun木林几nun得木您几

828 눈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nun nun木林几nun得木您几

829 기 정말 신기한 gi 穷买心gi汉

830 눈 생각만으로 눈물 nun 僧干吗呢咯nun木

831 눈 만나면 눈물 nun 满那mionnun木

832 눈 만나면 눈물 nun 满那mionnun木

833 눈 눈물 차올라 nun nun木恰哦拉

834 눈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nun nun木林几nun得木您几

835 눈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nun nun木林几nun得木您几

836 눈 만나면 눈물 nun 满那mionnun木

837 눈 만나면 눈물 nun 满那mionnun木

838 눈 눈부신 아침 햇살에 nun Nun不心啊请内撒嘞

839 끼 간지러운 느낌에 gi 看几但内gi没

840 기 커피 향기와 함께 gi 口皮hianggi哇行给

841 기 기분 좋은 하룰 ki kibun就嗯哈论

842 분 기분 좋은 하룰 bun kibun就嗯哈论

843 운 가벼운 발걸음으로 ong 噶朴ong拍够len么喽

844 기 길을 걷다 만난 훈남 ki Ki冷攻大噶慢难混难 

845 훈 길을 걷다 만난 훈남 混 Ki冷攻大噶慢难混难 

846 기 길을 잃었다 gi gi了里咯大 

847 운 운명으로 친다면 wun wun谬额咯亲大缪

848 운 내 운명을 고르자면 wun 内wun谬额r够了加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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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기 맞는 길을 gi 吗嫩gi了r

850 눈 두 눈 감기로 해 nun 度nungam-gi咯嘿

851 끼 두 눈 감기로 해 gi 度nungam-gi咯嘿

852 춘 춤을 춘다 求n 求么r求n大

853 기 길을 찾아 떠난 gi gi了r掐加都难

854 기 다시 쓰는 이야기 gi 大西丝嫩一呀gi

855 기 기다리기만 하는 gi ki大力ki慢哈嫩

856 기 기다리기만 하는 gi ki大力ki慢哈嫩

857 눈 두 눈 감기로 해 nun 度nungam-gi咯嘿

858 끼 두 눈 감기로 해 gi 度nungam-gi咯嘿

859 춘 춤을 춘다 求n 求么r求n大

860 기 아직 길은 멀었니 gi 啊几gi冷莫咯你 

861 기 나지막이 들려오는 ki 那叽吗ki的聊哦嫩

862 기 기타 소리에 gi gi他搜里也

863 기 이야기 같애서 gi 一呀gi嘎忒搜

864 기 이 향기가 향기가 gi 一hianggi嘎hianggi嘎

865 기 이 향기가 향기가 gi 一hianggi嘎hianggi嘎

866 기 우리 얘기 같은 gi 无里也gi嘎ten

867 기 둘만 아는 이야기 gi 嘟慢啊嫩一呀gi

868 기 이 향기로 이 향기로 gi 一hianggi喽一hianggi喽

869 기 이 향기로 이 향기로 gi 一hianggi喽一hianggi喽

870 뀌 삶이 다 바뀌고 圭 撒米大怕圭够

871 기 둘만 아는 이야기 gi 嘟慢啊嫩一呀gi

872 기 영원하기를 gi 用喔哈gi了

873 기 기도하며 ki ki都哈喵

874 기 이야기 같은 gi 一呀gi嘎ten

875 기 둘만 아는 이야기 gi 嘟慢啊嫩一呀gi

876 기 둘만 아는 이야기 gi 嘟慢啊嫩一呀gi

877 둔 난 네가 숨겨둔 盾 南你嘎孙giao盾

878 기 그 깊은 운명을 믿네 gi 可gi喷无喵额米呢 

879 운 그 깊은 운명을 믿네 无 可gi喷无喵额米呢 

880 눈 아픈 눈물이 되네 nun 啊喷nun木里 呢

881 기 앞길을 가로막고 gi 啊gi了卡咯吗过

882 운 정해진 운명의 시간 속에서 无 穷黑进无喵也西干素给所

883 쥐 움켜쥐지 几 问giao几几

884 기 앞길을 가로막고 gi 啊gi了卡咯吗过

885 운 새로운 기다림으로 问 sei咯问gi大力么咯

886 기 새로운 기다림으로 gi sei咯问gi大力么咯

887 운 정해진 운명의 시간 속에서 无 穷黑进无喵也西干素给所

888 기 마지막이라 믿는 gi 吗几吗gi啦米嫩

889 기 아끼지 못하고 gi 啊gi几莫他够

890 기 늘 기다리게 하는 gi 呢gi大里给哈嫩 

891 기 또 기다리는 gi 多gi大里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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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눈 수천 방울 눈물로 nun 素穷胖额nun木咯 

893 눈 애써 눈물을 nun 唉搜nun木了

894 히 힘없이 여민 옷깃은 hing hing奥不西哟民嫩gi森

895 기 힘없이 여민 옷깃은 gi hing奥不西哟民嫩gi森

896 기 두 손의 기도 ki 嘟 内ki动

897 위 네 주위를 서성이며 为 尼组为len搜 一秒

898 기 기적을 바라는 맘 kin kin叫个吧拉嫩慢

899 순 순간 모든 게 孙 孙干木den给

900 기 내 이야기의 소재가 gi 内一呀gi耶手及嘎

901 기 너 거기 패딩 잠바 给 no扣给派丁炯吧

902 군 오리털이군 工 唔里透迪工

903 분 참가자 여러분 奔 灿嘎家唷罗奔

904 뤼 망의 일위는 里 Day满内一里呢

905 위 주위에 흔하디 莉 jo莉耶亨哪利

906 기 내 이야기의 소재가 gi 内一呀gi耶手及嘎

907 키 솔직히 너 정돈 key 松及keyno炯度

908 기 기다려왔던 你 你嘎唷慢够

909 뤼 오늘을 위해 아껴둔 걸 一 喔呢日一嘿啊肯得够

910 둔 오늘을 위해 아껴둔 걸 得 喔呢日一嘿啊肯得够

911 위 주위에 흔하디 莉 jo莉耶亨哪利

912 긴 긴장하지마 恨 恨家咖及嘛

913 기 거기가 내 자리야 滴 勾滴哪内家理呀

914 분 바람이 분다 bon 怕拉米bon大

915 운 서러운 마음에 无 搜咯无嘛额么

916 기 돌아오는 길에 ki 投拉哦嫩ki类

917 눈 글썽이던 눈물을 怒 滚搜尼都怒木勒

918 운 어두운 거리에 无 哦度无够里也

919 분 바람이 분다 bon 怕拉米bon大

920 기 시린 한기 속에 gi 西里韩gi素没

921 뒨 너의 뒷모습이 dwe 诺也dwe莫素米

922 킨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ki 去哦跟大勒给就ki大

923 기 추억이 담겨져 있던 gi 去哦gi大gio就一都

924 위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we 莫里we咯怕拉米bon大

925 분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bon 莫里we咯怕拉米bon大

926 눈 눈물이 흐른다 怒 怒木里呼冷大

927 기 네가 남긴 향기엔 gi 内嘎南kihianggi呀

928 끼 그런 느낌이 있지 ki 个了呢ki米一及

929 운 그리도 아름다운지 on 哭里豆哇冷大on及

930 긴 슬픈 얘긴 하지 마요 gi 四喷也gi哈及马哟

931 기 제 길을 찾았지 ki 接ki了恰加及

932 기 이 기쁨을 선물할텐데 ki 一ki不内素么海疼得

933 긴 슬픈 얘긴 하지 마요 gi 四喷也gi哈及马哟

934 긴 긴 잠에 빠지고 kin kin家面吧及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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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긴 긴 잠에 빠지고 kin kin家面吧及够 

936 끼 맡기면 돼 ki 马ki(米昂)对

937 뿐 사랑을 믿는 것 뿐 喷 撒朗额米嫩夸喷

938 순 매 순간 孙 没孙干

939 기 슬픔과 깊은 어둠 ki 素喷夸ki扑那顿 

940 기 향기로운 네 숨결이 ki 汗ki咯问你孙kiao里

941 유 모든 게 자유로와 无 莫顿kei家无咯哇

942 긴 슬픈 얘긴 하지 마요 gi 四喷也gi哈及马哟

943 긴 슬픈 얘긴 하지 마요 gi 四喷也gi哈及马哟

944 끼 너를 느끼듯이 ki 诺了么ki的西

945 끼 맡기면 돼 ki 马ki(米昂)对

946 긴 이 밤이 남긴 것은 kin 一把比难kin卡孙

947 눈 다툼이 눈덩이처럼 动 大痛一动套一敲啦

948 순 한계에 매 순간 부딪혀 苏 哈该唉每苏该波地巧

949 기 이기적인 핑계와 gi 一gi叫一皮该~哇

950 기 추억이 아프게 gi 求窝gi啊皮该

951 뉘 축제 분위기였어 尼 秋接波尼gi唉扫

952 기 축제 분위기였어 gi 秋接波尼gi唉扫

953 기 거기서 날 잡아끈 gi 高gi扫那加把根

954 기 아기자기 예쁜 카드 gi 阿gi加gi也本卡疼

955 기 아기자기 예쁜 카드 gi 阿gi加gi也本卡疼

956 기 닿지 못할 얘기 gi 大几摸他也gi

957 위 내 책상 위에 为 内几撒为也

958 끼 놓여져 있기만 gi 闹也叫要gi吗 

959 긴 긴 시간 쌓아온 추억아 gi Gi西嘎撒啊木就哦嘎

960 순 널 보낼 순 없어 苏 闹噗内苏波扫

961 순 지금 이 순간조차 苏 几可米苏嘎就掐 

962 긴 긴 어려움 딛고 gi gi闹聊木低够

963 기 저기 커플 좀 봐 gi 走gi口per走mbua

964 기 여기 있는 gi 有gi一嫩

965 기 정말 길어 gi 走ng吗rgi楼

966 문 문자 썼다 母n 母n咋搜大

967 기 기분 좋다 几 几噗n走大 

968 눈 한가닥 눈물이 nuong 汗噶大nuong木里 

969 눈 나처럼 눈물이 나는지 怒 难求楼怒木拉嫩奇

970 운 주어진 일처럼 웃는다 温 出我几你求龙温顿大

971 눈 나처럼 눈물이 나는지 怒 难求楼怒木拉嫩奇

972 운 웃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混 混嫩摸死慢破要住你噶

973 눈 눈물이 또 흘러 怒 怒m木里都喝n楼 

974 눈 나처럼 눈물이 나는지 怒 难求楼怒木拉嫩奇

975 키 원래 지키는 게 ki 我类起ki嫩

976 긴 긴장해 너 너 肯 肯 你闹闹

977 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一 萨浪一无起一嫩高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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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기 노력이 없는 gi 努料gi用嫩

979 긴 긴장해 너 너 肯 肯 你闹闹

980 깅 날 갖고 즐긴 게 ging 乃噶古几ging该 

981 긴 긴장해 너 너 king King 你闹闹

982 기 니가 했던 말 기억 나 ki 你嘎黑东那ki要那

983 운 그 지겨운 핑계 我 可起kiao我平给

984 긴 나를 맡긴 채 安 那列慢安给

985 귀 내 귀에 속삭인 말 皮 你皮也搜撒给马

986 긴 내 귀에 속삭인 말 给 你皮也搜撒给马

987 기 똑같은 연기 보고 gi 豆嘎疼样gi波股

988 끼 넌 끼워 맞춰 ki 难ki我马qiuo

989 기 똑같은 연기 보고 gi 豆嘎疼样gi波股

990 기 갑자기 gi 卡不加gi 

991 뛰 니가 날고 뛰어봤자 dui 你嘎乃够dui哦哇叫

992 윈 사랑 따윈 없던 거야 Win 萨浪打Win闹喷高呀 

993 운 더러운 손 저리 치워 文 头料文搜桥里起我

994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995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996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997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998 기 남 주기가 아깝니 gi 南出gi噶啊噶你

999 끼 사랑은 웃기지 마 gi 萨浪嗯无gi几吗

1000 윈 사랑 따윈 없던 거야 Win 萨浪打Win闹喷高呀 

1001 운 더러운 손 저리 치워 文 头料文搜桥里起我

1002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03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04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05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06 운 손 흔들며 비웃는 无 搜很的妙皮无嫩

1007 기 니 어깨에 기 ki 你哦gi哎ki嘚 

1008 눈 눈물 다신 흘리기 싫어 nun nun木里他新和里gi西  

1009 기 눈물 다신 흘리기 싫어 gi nun木里他新和里gi西  

1010 윈 사랑 따윈 없던 거야 Win 萨浪打Win闹喷高呀 

1011 운 더러운 손 저리 치워 文 头料文搜桥里起我

1012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13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14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15 기 여기저기 갈기갈기 gi 要gi叫gi该gi该gi

1016 기 어기야 디여라차 gi 哦gi呀hi咯楼恰

1017 기 어기야디야 gi 哦gi呀 hi咯

1018 기 어기야 디여라차 gi 哦gi呀hi咯楼恰

1019 기 어기야디야 gi 哦gi呀 hi咯

1020 눈 눈가에 맺힌 噶也内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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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쥐 가슴 쥐뜯겨도 几 卡森几弟打赌

1022 끼 꺾이고 아파도 gi nogi本哈怕逗

1023 기 당신은 박이에요 gi 糖心嫩忒吧gi也哟

1024 기 당신만을 기다려요 ki 糖心嘛嫩ki大lio哟

1025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26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27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28 기 나는 기다려요 ki 那嫩ki大lio哟

1029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30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31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32 기 용기를 내요 ki 用ki了内哟

1033 기 기분이 박이에요 ki ki不尼忒吧gi也哟

1034 기 기분이 박이에요 gi ki不尼忒吧gi也哟

1035 기 당신만을 기다려요 ki 糖心嘛嫩ki大lio哟

1036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37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38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39 기 나는 기다려요 ki 那嫩ki大lio哟

1040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41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42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43 기 나는 기다려요 ki 那嫩ki大lio哟

1044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45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46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47 기 나는 기다려요 ki 那嫩ki大lio哟

1048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49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50 기 부기부기부기맨 gi 扑gi扑gi扑gi慢

1051 기 기억이 나질 않아 ki Ki要gi那及啊那

1052 기 기억이 나질 않아 gi Ki要gi那及啊那

1053 눈 나를 바라보던 눈빛 怒 啊冷怕啦波等怒比

1054 기 기다리면 오겠지 ki ki大里米昂哦给及

1055 히 네 모습이 희미해져 hi 你莫丝比hi米黑叫

1056 순 모든 게 순식간에 孙 莫等给孙系干呢

1057 준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内嘎撒 耨丝够七够

1058 준 내가 사준 향술 뿌리고 内嘎撒 hiang素不里够

1059 눈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怒 加古怒木里和了几满 

1060 히 하이힐에 hi 哈一Hi累

1061 뒤 니 모습 뒤로 한 채 对 你莫斯对咯汗切

1062 운 그리운 손 잡을 수 用 科里用搜恰ber素

1063 기 못 자고 기다리잖아 ki 木恰够ki打里加那



부록

- 199 -

1064 눈 눈물이 주르륵 nun nun木里出了路

1065 취 아픔에 취해 出 啊普麦出也

1066 취 슬픔에 취해 出 丝普麦出也

1067 눈 눈물에 취해 nun nun木来出也

1068 취 눈물에 취해 出 nun木来出也

1069 운 그리운 손 잡을 수 用 科里用搜恰ber素

1070 기 못 자고 기다리잖아 ki 木恰够ki打里加那

1071 눈 눈물이 주르륵 nun nun木里出了路

1072 운 그리운 손 잡을 수 用 科里用搜恰ber素

1073 기 못 자고 기다리잖아 ki 木恰够ki打里加那

1074 눈 눈물이 주르륵 nun nun木里出了路

1075 눈 눈물이 주르륵 nun nun木里出了路

1076 운 꽃보다 아름다운 wong 过波打哈龙打wong

1077 기 이불 당기며 gi 一不当gi妙

1078 기 내가 기 도 될까요 ki 内噶ki带多对噶哟

1079 군 그댄 누군가 필요하지 棍 科但努棍噶皮六哈几

1080 긴 아주 긴 잠을 king 啊就king 么 

1081 기 살짝 다른 공기에 gi 塞加他冷共gi也

1082 군 나의 아침이 누군가의 棍 那也啊起米努棍噶也 

1083 운 왜 이리 외로운 건지 文 为一里为楼文共几 

1084 기 내가 기 도 될까요 ki 内噶ki带多对噶哟

1085 기 기다릴 수 있나요 ki ki打里素一那哟 

1086 기 기도해줘요 ki ki豆海绰哟

1087 기 사소한 얘기로 ki 撒所喊也ki罗

1088 키 화가 끊기는 순간에는 ki 忒话卡更ki嫩孙干诶嫩

1089 순 화가 끊기는 순간에는 孙 忒话卡更ki嫩孙干诶嫩

1090 운 차가운 정적 问 恰卡问囧脚

1091 군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滚 怒滚卡嫩怒目呵里谬

1092 눈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怒 怒滚卡嫩怒目呵里谬

1093 눈 눈치 보는 니 모습 싫어 论 论起破嫩你莫斯系罗

1094 순 이 순간에도 孙 一孙干内多

1095 기 다른 곳만 기 한 건 ki 他愣扩慢ki忒喊攻

1096 순 가슴이 한 순간에 孙 卡斯米喊孙干内

1097 순 이 순간에도 孙 一孙干内多

1098 기 너의 기억 속에는 ki 诺诶ki翁所 嫩

1099 기 하던 얘기조차 잊고 给 哈东也给就掐也古

1100 기 기억도 안 난다고 ki ki有都问完大古

1101 위 네 주위를 맴도는 gi 一群gi论慢东嫩

1102 기 기다리는 내가 더 바보야 ki ki大里嫩得噶里吧波呀

1103 뒤 앞뒤 안 가리고 颓 啊呸颓昂噶里高

1104 쥐 주먹 불끈 쥐고 及 就毛噗可及靠 

1105 분 성장판 닫히는 이 기분 本 扫加旁塔器能你gi本

1106 눈 그 눈빛 가득한 奴 可奴皮卡等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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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기 여기저기 gi 要gi巧gi

1108 기 여기저기 gi 要gi巧gi

1109 류 여러 색깔 종류 料 要 些噶叫料

1110 튀 튀고 튀는 요염한 颓 颓高颓能有要忙

1111 튀 튀고 튀는 요염한 颓 颓高颓能有要忙

1112 기 누굴 기다리는지 gi 怒古gi他林能及

1113 끼 나를 듣기까지 gi 那了特gi噶及

1114 기 소원 얘기던 gi 扫我也gi到

1115 기 사랑 얘기던 gi 撒浪也gi到

1116 기 포기는 마 gi 破gi嫩吗

1117 기 맘 속 깊은 곳에 ki 吗扫ki喷扩赛

1118 킨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kin 七kin不大到美了一艘

1119 기 기업 회장 비서 ki 的ki奥会 比扫

1120 킨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kin 七kin不大到美了一艘

1121 운 같이 웃고 운 기억에 问 噶起无够问ki奥该

1122 기 같이 웃고 운 기억에 ki 噶起无够问ki奥该

1123 꾼 함께 꿈 꾼 하나의 소원 困 哈该滚困哈那也搜完

1124 기 가는 길이 같아 ki 噶能ki力噶他

1125 기 서로 더 깊어지는 맘 gi 扫罗到gi跑几能慢

1126 기 발 뻗고 기뻐 자는 밤 gi 八r跑够gi跑恰能胖

1127 기 온기를 몰아낸 gi onggi冷莫拉乃

1128 기 외론 공기 gi 哦龙空gi

1129 기 옹기종기 모여 gi onggi囧gi莫要

1130 기 옹기종기 모여 gi onggi囧gi莫要

1131 기 노래의 향기 gi 诺来也hyanggi

1132 키 빼곡히 그린 ki 拍够ki跟林

1133 쉬 지금은 아쉬움만 秀 几跟门阿秀m慢

1134 유 유쾌한 걸음 U U亏汗过了m

1135 끼 시계토끼처럼 gi 系gi头gi巧咯m

1136 기 같은 길을 걷는데 gi 噶疼gi了r过嫩得

1137 기 얘기 좀 해요 gi 也gi就m嘿哟

1138 기 달리기를 하나 gi 太里gi了啦那

1139 기 얘기 좀 해요 gi 也gi就m嘿哟

1140 운 즐거운 넌센스 wun 这r过wun 三丝

1141 뛰 돌아돌아 뛰네요 亏 头啦头啦亏内哟

1142 유 하늘이 유독 有 哈呢里有度 

1143 위 숙녀 따위 뭐 卫 素鸟大卫莫 

1144 기 우울한 내 기분은 ki 五五蓝内ki不嫩 

1145 운 내가 미운가봐 无 内噶米无噶bua 

1146 운 신이 나서 웃는 게 无 希尼那扫无嫩给

1147 운 날 비웃나봐 无 那r笔无那bua 

1148 기 내가 기특하고 신기했었어 ki 内噶ki特噶勾信gi黑扫扫 

1149 기 내가 기특하고 신기했었어 gi 内噶ki特噶勾信gi黑扫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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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위 숙녀 따위 뭐 卫 素鸟大卫莫 

1151 휘 네게 잡히고 휘둘려 画 内给咋皮勾画度r料

1152 뉘 찰 거면 분위기나 맞추지 为 擦r高苗不为gi那马粗几 

1153 기 찰 거면 분위기나 맞추지 gi 擦r高苗不为gi那马粗几 

1154 경 차분히 얘기하지 hi 擦 你也hi哈吉

1155 위 숙녀 따위 뭐 卫 素鸟大卫莫 

1156 눈 눈물이 쏟아져서 怒 怒目里搜大叫扫

1157 눈 하늘이 눈부셔서 怒 哈呢里怒不 扫

1158 눈 눈물 즈려 밟으며 怒 怒木气聊拍不米昂

1159 눈 꿈 속에서 눈 뜨죠 怒 攻搜给扫怒忒叫 

1160 쉬 난 숨을 쉬죠 系 难苏么系叫

1161 기 이 기다림이 ki 一ki大里米

1162 기 날 찾는 길이 gi 乃差嫩gi里

1163 기 어떤 얘기를 할까 gi 哦都也gi冷哈噶

1164 운 제일 가까운 그 사람을 五 接一噶噶五科撒懒们

1165 끼 비 이 있기에 gi 比米里一gi诶

1166 운 신비로운 사람 五 新比咯五撒懒

1167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68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69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70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71 기 난 너만 기다려 ki 那诺慢ki大lio

1172 빙 다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宾 大慢嘿宾宾都里几卖够

1173 빙 다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宾 大慢嘿宾宾都里几卖够

1174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75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76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77 유 Baby 오아유 于 Baby哦啊于

1178 핑 핑계가 많아 皮 皮给噶嘛那

1179 유 나를 못 보는 이유들 于 那勒莫波嫩一于的

1180 빙 다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宾 大慢嘿宾宾都里几卖够

1181 빙 다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宾 大慢嘿宾宾都里几卖够

1182 끼 웃기지도 않아 gi 哦gi几都啊那

1183 키 너를 똑똑히 봐 ki 诺勒都都kibua

1184 눈 그 눈빛 모야 怒 可怒比莫呀

1185 눈 눈물만 핑 돌고 怒 怒木慢皮都够

1186 핑 눈물만 핑 돌고 皮 怒木慢皮都够

1187 끼 가슴만 찢기고 ki 卡斯慢起ki够

1188 기 이런 기분이 ki 一龙ki不你 

1189 뒹 혼자 뒹굴뒹굴 对 红加对够对够

1190 뒹 혼자 뒹굴뒹굴 对 红加对够对够

1191 눈 눈물이 핑글 nun nun木里平跟

1192 핑 눈물이 핑글 平 nun木里平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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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뿐 연애 상담뿐 奔 用诶桑达奔

1194 킨 연락 끊긴 예쁜 여자들 gin 用啦个gin也奔哟加的

1195 끼 우리끼리 한 잔 gi 无里gi里汗加

1196 낀 혼자 있긴 싫잖아 gin 红加一gin西叽那

1197 키 솔직히 난 ki 搜叽ki难

1198 기 바로 내 얘기 gi 怕喽内也gi

1199 히 힘이 세상을 hi Hi米写桑额

1200 문 지배하는 문제 moon 七比哈嫩moon姐

1201 기 도 체 약육강식이 뭔데 gi 涂爹切呀古港西gimoon铁 

1202 기 기다려 세상 끝까지 ki ki达略素索给嘎几

1203 기 맘 로 움직이는 현실 ki 忙一爹龙七ki嫩用削

1204 기 기다려 세상 끝까지 ki ki达略素索给嘎几

1205 뒤 세상을 뒤바꿔 林 写桑吾林巴我

1206 귀 너흰 귀를 막고 gi 闹一gi能玛了克够

1207 기 니 배 채우기 바빠 gi 你白切额gi怕

1208 히 힘 있는 자의 그늘에 哼 哼米能掐一坑呢乃

1209 히 힘 없는 자는 죽는다 哼 哼嘛能家能穷能大

1210 기 언제까지 기다리란 거야 ki 嗯接嘎叽ki大里兰够呀

1211 기 친군 기다리지 말래 gi 亲故gi大里叽慢嘞

1212 눈 자꾸 한눈 팔 때 nun 加古汗nun怕they

1213 문 문자 보내도 门 门加bou内都

1214 기 이런 식이라면 一 gi喽西一拉喵 

1215 긴 매혹적인 향에 취해 gin 没吼叫ginhia诶去嘿

1216 취 매혹적인 향에 취해 去 没吼叫ginhia诶去嘿

1217 기 기 가 돼 gi githey嘎都

1218 준 준비됐어 囧 囧比推搜

1219 유 유일한 출구가 돼 有 有一汗秋古嘎对

1220 취 나에게 더 취해서 起 那诶给都起嘿搜

1221 기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gi 那哇哈那嘎对gi为嘿搜

1222 위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为 那哇哈那嘎对gi为嘿搜

1223 기 니 어깨 기 고 있어 gi 你哦给githey够一搜

1224 기 기 를 해 gi gi大了嘿

1225 순 참 완벽한 순간 孙 恰m玩表看孙干

1226 취 취해봐 더 去 去嘿bua都

1227 기 더 깊어지는 gi 都gi剖叽嫩

1228 유 유일한 출구가 돼 有 有一汗秋古嘎对

1229 기 넌 길었던 ki noki喽都

1230 유 유일한 출구가 돼 有 有一汗秋古嘎对

1231 기 내 남자이기를 바래 gi 内那咋一gi冷吧嘞

1232 끼 흔들리니 내 끼에 gi 很等里你内gi诶

1233 끼 덥석 물은 미끼 gi 都搜木冷米gi

1234 끼 느끼해 gi 嫩gi黑

1235 기 매력이 넘쳐서 gi 没流gi 抽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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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눈 짙은 눈썹에 怒 几疼怒搜被

1237 기 내 남자이기를 바래 gi 内那咋一gi冷吧嘞

1238 눈 자꾸 내 눈치만 살피고 怒 咋股内怒气慢撒屁够

1239 눈 눈치보지 마 怒 怒气波几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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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음역 차용어 목록

번호 입력형 출력형

1 [ju] Puma [jau] 飘马 [pʰjɑu.ma]

2 Teuton 条顿 [tʰjɑu.twən]

3 Cupid /jəu/[jou] 丘比特 [ʨʰjou.pi.tʰɤ]

4 deuce 丢斯 [tjou.sɹ̩]

5 Eucaine 优卡因 [jou.kʰa.jin]

6 Eudora 尤多拉 [jou.two.la]

7 Eugene 柳真 [ljou.tʂən]

8 Euphrates 幼发拉迪斯 [jou.fa.la.ti.sɹ̩]

9 eureka 尤里卡 [jou.li.kʰa]

10 Hume 休姆 [ɕjou.mu]

11 humour 幽默 [jou.mo]

12 Huron, Lake 休伦, 湖 [ɕjou.lwən.xu]

13 Juventus 尤文图斯 [jou.wən.tʰu.sɹ̩]

14 Matthew 马修 [ma.ɕjou]

15 Mercury 墨丘利 [xei.ʨʰjou.li]

16 mu 谬 [mjou]

17 Muse 缪斯 [mjou.sɹ̩]

18 New Brunswick 纽不伦瑞克 [njou.pu.lwən.ɹwei.kʰɤ]

19 New Castle 纽喀斯 [njou.kʰa.sɹ̩.əɹ]

20 New Foundland 纽芬兰 [njou.fən.lan]

21 New Guinea 纽几内亚 [njou.tɕi.nei.ja]

22 New Haven 纽黑文 [njou.xei.wən]

23 New Orleans 纽俄 连斯 [njou.ɤ.əɹ.ljɛn.sɹ̩]

24 New York 纽约 [njou.ɥe]

25 New Zealand 纽西兰 [njou.ɕi.lan]

26 Newark 纽瓦克 [njou.wa.kʰɤ]

27 Newlyn 纽林 [njou.lin]

28 Newport 纽波特 [njou.pwo.tʰɤ]

29 Newry 纽里 [njou.li]

30 Newton 牛顿 [njou.twən]

31 Shoemaker 休麦克 [ɕjou.mai.kʰ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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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hulium 銩 [tjou]

33 Ulysses 尤利赛特 [jou.li.sai.tʰə]

34 Utah 犹他 [jou.tʰa]

35 Yucatan 犹加敦 [jou.tɕja.twən]

36 [wi] Anguilla /wəi/[wei] 安圭拉 [an.kwei.la]

37 Aquinas 阿奎那 [a.kʰwei.na]

38 Dewey 杜 [tu.wei]

39 Gwynedd 圭内斯 [kwei.nei.sɹ̩]

40 Malawi 马拉维 [ma.la.wei]

41 New Brunswick 纽不伦瑞克 [njou.pu.lwən.ɹwei.kʰɤ]

42 quinine 奎宁 [kʰwei.niŋ]

43 quinoline 喹啉 [kʰwei.lin]

44 Uighur 维吾 [wei.wu.əɹ]

45 whiskey 维斯忌 [wei.sɹ̩.tɕi]

46 Whitney, Mount. 惠特尼, 山 [xwei.tʰɤ.ni]

47 Whitman 惠特曼 [xwei.tʰɤ.man]

48 Whittier 惠提 [xwei.tʰi.əɹ]

49 Wicklow 克洛 [wei.kʰɤ.lwo]

50 Wigen 根 [wei.kən]

51 Wigtownshire 格顿郡 [wei.kɤ.twən.tɕyn]

52 Wilkes 克斯 [wei.kʰɤ.sɹ̩]

53 Wilkins 金斯 [wei.əɹ.tɕin.sɹ̩]

54 William 廉 [wei.liɛn]

55 Willy-willy, Wind 畏来, 风 [wei.lai]

56 Wilmington 明顿 [wei.əɹ.miŋ.twən]

57 Wilson 逊 [wei.əɹ.ɕyn]

58 Wiltshire 特郡 [wei.əɹ.tʰə.tɕyn]

59 Winifred 尼弗雷德 [wei.ni.fo.lei.tɤ]

60 Wisconsin 斯康星 [wei.sɹ̩.kʰɑŋ.ɕiŋ]

61 Witwatersrand 特沃特斯兰德 [wei.tʰɤ.wo.tʰə.sɹ̩.an.tɤ]

62 Wycliffe 克里夫 [wei.kʰɤ.li.fu]

63 [ju] Bermuda [u] 百慕大 [pai.mu.ta]

64 Dewey 杜 [tu.wei]

65 Dracula 德拉库拉 [tə.la..kʰu.la]

66 Du pont 杜邦 [tu.pa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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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Duke 杜克 [tu.kʰɤ]

68 Dyushambe 杜尚别 [tu.ʂɑŋ.pje]

69 Hugo Boss 胡戈波士 [xu.kə.pwo.ʂɹ̩]

70 Julius 儒略 [ɹu.lɥe]

71 Ljubljana 卢 拉那 [lu.pu.la.na]

72 Pulitzer 普利策 [pʰu.li.tʰsɤ]

73 Stuart 斯图亚特 [sɹ̩.tʰu.ja.tʰɤ]

74 utopia 乌托邦 [u.tʰwə.pɑŋ]
75 [wi] De Quincey [i] 第琴稷 [ti.tɕʰin.tɕi]

76 Whistler 喜斯勒 [ɕi.sɹ̩.lɤ]

77 [ju] Dew cell [au] 道氏 [dɑu.ʂɹ]

78 Eurasia [ou] 欧雷西亚 [ou.lei.ɕi.ja]

79 Europe 欧罗巴 [ou.lwo.pa]

80 Eustachio 欧氏 [ou.ʂɹ̩]

81 [wi] Darwin [wə] 达 文 [ta.əɹ.wən]

82 Queena 昆娜 [kʰwən.na]

83 Queenborough 昆伯勒 [kʰwən.pwə.lɤ]

84 Queensferry 昆斯费里 [kʰwən.sɹ̩.fei.li]

85 Queensland 昆士兰 [kʰwən.ʂɹ̩.lan]

86 Quincy 昆西 [kʰwən.ɕi]

87 rawin 雷文 [lei.wən]

88 Swindon 斯温登 [sɹ̩.wən.təŋ]
89 Wimbledon 温 登 [wən.pu.əɹ.təŋ]
90 Winchester 温切斯特 [wən.tɕʰie.sɹ̩.tʰɤ]

91 Windsor 温莎 [wən.ʂa]

92 Winnie 温妮 [wən.ni]

93 Winnipeg 温尼伯 [wən.ni.pwo]

94 [ju] Yukon /y/[ɥy] 育空 [ɥy.kʰo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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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음역 파편과 혼성어 목록

번호 혼성어 좌측 직접 구성 성분 우측 직접 구성 성분
1 加空公司 加拿大(Canada) 航空公司

2 袈裟服 袈裟野(kasaya) 服

3 加元 加拿大(Canada) 元

4 加州 加利福尼亞(California) 州

5 咖吧 咖啡(coffee) 吧(bar)

6 咖香 咖啡(coffee) 香

7 劫數 劫波(kalpa) 數

8 偈句 偈陀(gatha) 句

9 偈文 偈陀(gatha) 文

10 偈誦 偈陀(gatha) 誦

11 偈 偈陀(gatha)

12 偈語 偈陀(gatha) 語

13 偈 偈陀(gatha)

14 偈子 偈陀(gatha) 子

15 歐氏 歐幾裏得(Ευκλειδης） 氏

16 歐洲 歐羅巴(Europe) 州

17 歐化 歐羅巴(Europe) 化

18 奇客 奇 黑客(hacker)

19 單峰駝 單峰 駱駝(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20 德國 德意志(Deutschland) 聯邦共和國

21 德州 得克薩斯(Texas) 州

22 兜率宮 兜率陀(Tusita) 宮

23 兜率寺 兜率陀(Tusita) 寺

24 兜率天 兜率陀(Tusita) 天

25 羅刹國 羅刹娑(Raksasi) 國

26 羅刹鬼 羅刹娑(Raksasi) 鬼

27 羅刹女 羅刹娑(Raksasi) 女

28 駱馬 駱駝(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馬

29 琉精 琉璃(서역어 음역, 원어 

불명)

精

30 魔怪 魔羅(Mara) 鬼怪

31 魔君 魔羅(Mara) 君

32 魔眷屬 魔羅(Mara) 眷屬

33 魔鬼 魔羅(Mara) 鬼

34 魔女 魔羅(Mara) 女

35 魔道 魔羅(Mara) 道

36 馬島 馬爾維納斯(Malvinas) 群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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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魔力 魔羅(Mara) 力

38 魔物 魔羅(Mara) 物

39 魔民 魔羅(Mara) 民

40 魔法 魔羅(Mara) 法

41 魔棒 魔羅(Mara) 棒

42 魔邪 魔羅(Mara) 邪

43 魔星 魔羅(Mara) 恒星

44 魔孫 魔羅(Mara) 孫

45 魔手 魔羅(Mara) 手

46 魔祟 魔羅(Mara) 作祟

47 魔術 魔羅(Mara) 術

48 魔媼 魔羅(Mara) 媼

49 魔王 魔羅(Mara) 王

50 魔人 魔羅(Mara) 人

51 魔子 魔羅(Mara) 子

52 魔杖 魔羅(Mara) 杖

53 魔瘴 魔羅(Mara) 瘴

54 魔漿 魔羅(Mara) 漿

55 馬華工商聯合 馬來西亞(Malaysia) 中華工商聯合

56 麥架 麥克風(microphone) 架

57 麥霸 麥克風(microphone) 霸

58 明駝 明 駱駝(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59 穆盟 穆斯林(Muslim) 聯盟

60 蒙族 蒙古(Monggo) 族

61 美國 美利 (America) 合眾國

62 美式 美利 (America) 式

63 拍客 拍 黑客(hacker)

64 博齡 博客(blog) 齡

65 博文 博客(blog) 文

66 博民 博客(blog) 民

67 博友 博客(blog) 友

68 博主 博客(blog) 主

69 博品 博客(blog) 品

70 缽囊 缽多羅(patra) 囊

71 缽單 缽多羅(patra) 單

72 缽袋 缽多羅(patra) 袈裟野(kasaya)袋

73 缽盂 缽多羅(patra) 盂

74 梵閣 梵覽摩(Brahm ) 樓閣

75 梵客 梵覽摩(Brahm ) 客

76 梵磬 梵覽摩(Brahm ) 磬

77 梵經 梵覽摩(Brahm ) 經

78 梵館 梵覽摩(Brahm ) 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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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梵襟 梵覽摩(Brahm ) 襟

80 梵庋 梵覽摩(Brahm ) 庋

81 梵 梵覽摩(Brahm )

82 梵道 梵覽摩(Brahm ) 道

83 梵樓 梵覽摩(Brahm ) 樓

84 梵輪 梵覽摩(Brahm ) 車輪

85 梵林 梵覽摩(Brahm ) 林

86 梵文 梵覽摩(Brahm ) 文

87 梵門 梵覽摩(Brahm ) 法門

88 梵坊 梵覽摩(Brahm ) 坊

89 梵方 梵覽摩(Brahm ) 方

90 梵本 梵覽摩(Brahm ) 原本

91 梵事 梵覽摩(Brahm ) 事

92 梵像 梵覽摩(Brahm ) 像

93 梵相 梵覽摩(Brahm ) 相

94 梵書 梵覽摩(Brahm ) 書

95 梵席 梵覽摩(Brahm ) 坐席

96 梵屧 梵覽摩(Brahm ) 屧

97 梵城 梵覽摩(Brahm ) 城

98 梵俗 梵覽摩(Brahm ) 風俗

99 梵嫂 梵覽摩(Brahm ) 大嫂

100 梵樹 梵覽摩(Brahm ) 菩提樹

101 梵室 梵覽摩(Brahm ) 室

102 梵心 梵覽摩(Brahm ) 心

103 梵氏 梵覽摩(Brahm ) 氏

104 梵 梵覽摩(Brahm ) 音

105 梵語 梵覽摩(Brahm ) 語

106 梵 梵覽摩(Brahm )

107 梵譯 梵覽摩(Brahm ) 翻譯

108 梵筵 梵覽摩(Brahm ) 筵

109 梵宇 梵覽摩(Brahm ) 宇

110 梵雲 梵覽摩(Brahm ) 雲

111 梵音 梵覽摩(Brahm ) 聲音

112 梵典 梵覽摩(Brahm ) 典

113 梵殿 梵覽摩(Brahm ) 殿

114 梵帝 梵覽摩(Brahm ) 帝

115 梵鍾 梵覽摩(Brahm ) 大鍾

116 梵志 梵覽摩(Brahm ) 志

117 梵帙 梵覽摩(Brahm ) 帙

118 梵唱 梵覽摩(Brahm ) 唱

119 梵冊 梵覽摩(Brahm ) 冊

120 梵天 梵覽摩(Brahm ) 天

121 梵土 梵覽摩(Brahm ) 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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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梵學 梵覽摩(Brahm ) 學

123 梵香 梵覽摩(Brahm ) 香

124 梵夾 梵覽摩(Brahm ) 夾

125 梵篋 梵覽摩(Brahm ) 篋

126 梵花 梵覽摩(Brahm ) 花

127 法國 法蘭西(Fnance) 國

128 法式 法蘭西(France) 式

129 兵壇 乒乓球(ping pong) 壇

130 兵賽 乒乓球(ping pong) 賽

131 鳳琶 鳳首 琵琶(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132 粉圈 粉絲(fans) 圈

133 佛閣 佛陀(Buddha) 樓閣

134 佛經 佛陀(Buddha) 經

135 佛戒 佛陀(Buddha) 戒

136 佛界 佛陀(Buddha) 境界

137 佛教 佛陀(Buddha) 教

138 佛窟 佛陀(Buddha) 窟

139 佛宮 佛陀(Buddha) 宮

140 佛 佛陀(Buddha)

141 佛豆 佛陀(Buddha) 豆

142 佛頭 佛陀(Buddha) 頭

143 佛郎 佛蘭西(France) 法郎(Franc)

144 佛廬 佛陀(Buddha) 廬

145 佛律 佛陀(Buddha) 戒律

146 佛門 佛陀(Buddha) 門

147 佛發 佛陀(Buddha) 頭發

148 佛法 佛陀(Buddha) 法

149 佛寶 佛陀(Buddha) 寶

150 佛事 佛陀(Buddha) 事

151 佛寺 佛陀(Buddha) 寺

152 佛 佛陀(Buddha)

153 佛 利 佛陀(Buddha) 利(sarira)

154 佛像 佛陀(Buddha) 像

155 佛生日 佛陀(Buddha) 生日

156 佛手 佛陀(Buddha) 手

157 佛樹 佛陀(Buddha) 菩提樹

158 佛乘 佛陀(Buddha) 乘

159 佛心 佛陀(Buddha) 心

160 佛爺 佛陀(Buddha) 爺

161 佛宇 佛陀(Buddha) 宇

162 佛位 佛陀(Buddha) 位

163 佛衣 佛陀(Buddha) 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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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佛子 佛陀(Buddha) 子

165 佛跡 佛陀(Buddha) 足跡

166 佛旨 佛陀(Buddha) 旨

167 佛天 佛陀(Buddha) 天

168 佛土 佛陀(Buddha) 土

169 佛婆 佛陀(Buddha) 婆

170 佛牌 佛陀(Buddha) 牌

171 佛學 佛陀(Buddha) 學

172 佛 佛陀(Buddha) 法

173 比郎 比利時(Belgie) 法郎(Franc)

174 費城 費拉德爾菲亞(Philadelphia) 城

175 莎劇 莎士比亞(Shakespeare) 劇

176 利子 利羅(sarira) 子

177 利花 利羅(sarira) 花

178 莎翁 莎士比亞(Shakespeare) 翁

179 莎學 莎士比亞(Shakespeare) 學

180 釋家 釋迦牟尼( Ś kyamuni) 道家

181 釋教 釋迦牟尼( Ś kyamuni) 教

182 釋侶 釋迦牟尼( Ś kyamuni) 侶

183 釋流 釋迦牟尼( Ś kyamuni) 流

184 釋門 釋迦牟尼( Ś kyamuni) 門

185 釋事 釋迦牟尼( Ś kyamuni) 事

186 釋像 釋迦牟尼( Ś kyamuni) 像

187 釋氏 釋迦牟尼( Ś kyamuni) 氏

188 釋子 釋迦牟尼( Ś kyamuni) 子

189 釋典 釋迦牟尼( Ś kyamuni) 典

190 釋旨 釋迦牟尼( Ś kyamuni) 宗旨

191 釋學 釋迦牟尼( Ś kyamuni) 學

192 禪窟 禪那(dhyana) 窟

193 禪禮 禪那(dhyana) 禮

194 禪門 禪那(dhyana) 門

195 禪房 禪那(dhyana) 房

196 禪法 禪那(dhyana) 法

197 禪事 禪那(dhyana) 事

198 禪師 禪那(dhyana) 師

199 禪室 禪那(dhyana) 室

200 禪杖 禪那(dhyana) 杖

201 禪定 禪那(dhyana) 定

202 禪天 禪那(dhyana) 天

203 閃客 閃光 黑客(hacker)

204 區 維埃(Soviet) 地區

205 曬客 曬(share) 黑客(hacker)

206 僧家 僧伽(Samgha)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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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僧閣 僧伽(Samgha) 樓閣

208 僧講 僧伽(Samgha) 講

209 僧居 僧伽(Samgha) 居

210 僧磬 僧伽(Samgha) 磬

211 僧經 僧伽(Samgha) 經

212 僧官 僧伽(Samgha) 官

213 僧館 僧伽(Samgha) 館

214 僧裘 僧伽(Samgha) 裘

215 僧宮 僧伽(Samgha) 宮

216 僧衲 僧伽(Samgha) 衲

217 僧尼 僧伽(Samgha) 比丘尼(Bhikkhuni)

218 僧單 僧伽(Samgha) 單

219 僧 僧伽(Samgha)

220 僧徒 僧伽(Samgha) 徒

221 僧道 僧伽(Samgha) 道

222 僧侶 僧伽(Samgha) 侶

223 僧廬 僧伽(Samgha) 廬

224 僧録司 僧伽(Samgha) 録司

225 僧律 僧伽(Samgha) 戒律

226 僧綱 僧伽(Samgha) 綱

227 僧門 僧伽(Samgha) 門

228 僧坊 僧伽(Samgha) 坊

229 僧兵 僧伽(Samgha) 兵

230 僧寶 僧伽(Samgha) 寶

231 僧史 僧伽(Samgha) 史

232 僧寺 僧伽(Samgha) 寺

233 僧社 僧伽(Samgha) 社

234 僧 僧伽(Samgha)

235 僧臘 僧伽(Samgha) 臘

236 僧俗 僧伽(Samgha) 俗

237 僧首 僧伽(Samgha) 首

238 僧庵 僧伽(Samgha) 庵

239 僧宇 僧伽(Samgha) 宇

240 僧院 僧伽(Samgha) 院

241 僧衣 僧伽(Samgha) 衣

242 僧人 僧伽(Samgha) 人

243 僧帳 僧伽(Samgha) 帳

244 僧齋 僧伽(Samgha) 齋

245 僧籍 僧伽(Samgha) 籍

246 僧正 僧伽(Samgha) 正

247 僧曹 僧伽(Samgha) 曹

248 僧鍾 僧伽(Samgha) 鍾

249 僧主 僧伽(Samgha)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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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僧眾 僧伽(Samgha) 眾

251 僧窗 僧伽(Samgha) 窗

252 僧牕 僧伽(Samgha) 牕

253 僧雛 僧伽(Samgha) 雛

254 僧榻 僧伽(Samgha) 榻

255 僧統 僧伽(Samgha) 統

256 僧軒 僧伽(Samgha) 軒

257 僧 僧伽(Samgha)

258 試客 試用 黑客(hacker)

259 新喀島 新喀裏多尼亞(New 

Caledonia)

島(Island)

260 沁檸水 沁檸檬 水

261 十二羅漢 十二 阿羅漢(Arhat)

262 十一羅漢 十一 阿羅漢(Arhat)

263 十八羅漢 十八 阿羅漢(Arhat)

264 雙峰駝 雙峰 駱駝(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265 阿盟 阿拉伯(Arab) 國家聯盟

266 阿毗曇論 阿毗曇摩(Abhidharma) 論

267 阿語 阿拉伯(Arab) 語

268 亞洲 亞細亞(Asia) 州

269 亞行 亞細亞(Asia) 開發銀行

270 埃鎊 埃及(Egypt) 鎊

271 胭粉 胭脂(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水粉

272 胭紅 胭脂(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紅

273 胭花 胭脂(흉노어 음역, 원어 

불명)

花

274 涅槃 涅槃那(Nirvana)

275 涅槃宗 涅槃那(Nirvana) 宗

276 涅槃 涅槃那(Nirvana)

277 英國 英格蘭(England) 國

278 英式 英格蘭(England) 式

279 奧校 奧林匹克(Olympics) 學校

280 奧賽 奧林匹克(Olympics) 賽 

281 澳元 澳大利亞(Australia) 元

282 澳洲 澳大利亞(Australia) 州

283 客 (wit) 黑客(hacker)

284 維族 維吾爾(Uygur) 族

285 聽K 聽 卡拉OK(カラオケ)

286 以鎊 以色列(Israel) 鎊(pound)

287 印客 印刷 黑客(h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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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砸迪族 砸迪斯科(disco)廳 一族

289 賬客 賬 黑客(hacker)

290 檸香 檸檬(lemon) 香

291 的哥 的士(taxi) 大哥

292 迪妹 迪斯科(disco) 妹

293 迪迷 迪斯尼(Disney) 迷

294 迪迷 迪斯科(disco) 迷

295 的嫂 的士(taxi) 大嫂

296 的爺 的士(taxi) 大爺

297 的姐 的士(taxi) 大姐

298 迪姐 迪斯科(disco) 大姐

299 迪廳 迪斯科(disco) 廳

300 迪吧 迪斯科(disco) 吧(bar)

301 刹末 刹多羅(ksetra) 末

302 刹時 刹多羅(ksetra) 時

303 刹院 刹多羅(ksetra) 院

304 刹柱 刹多羅(ksetra) 柱

305 刹土 刹多羅(ksetra) 土

306 懺悔 懺麻(ksama) 悔

307 唱K 唱 卡拉OK(カラオケ)

308 懺度 懺麻(ksama) 超度

309 懺法 懺麻(ksama) 法

310 懺洗 懺麻(ksama) 洗

311 懺除 懺麻(ksama) 去除

312 懺滌 懺麻(ksama) 滌

313 青檸味 青檸檬(lime) 味

314 推客 推 黑客(hacker)

315 托派 托洛茨基(Trotskyite) 派

316 坦盟 坦噶尼喀(Tanganyika) 民族聯盟

317 塔頭 塔婆(stupa) 頭

318 塔鈴 塔婆(stupa) 風鈴

319 塔樓 塔婆(stupa) 樓

320 塔林 塔婆(stupa) 林

321 塔廟 塔婆(stupa) 廟

322 塔碑 塔婆(stupa) 碑

323 塔身 塔婆(stupa) 身

324 塔吊 塔婆(stupa) 吊

325 塔鍾 塔婆(stupa) 鍾

326 塔座 塔婆(stupa) 座

327 塔 塔婆(stupa)

328 塔台 塔婆(stupa) 台

329 塔灰 塔婆(stupa) 灰

330 播客 播 黑客(h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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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芭團 芭蕾舞(Ballet) 團

332 芭壇 芭蕾舞(Ballet) 壇

333 巴盟 巴基斯坦(Pakistan) 全國聯盟

334 芭賽 芭蕾舞(Ballet) 賽

335 芭星 芭蕾舞(Ballet) 星

336 巴嫂 巴士(bus) 大嫂

337 芭嫂 芭蕾舞(Ballet) 大嫂

338 巴姐 巴士(bus) 大姐

339 拼客 拼 黑客(hacker)

340 葡糖 葡萄(budawa) 糖

341 葡語 葡萄牙(Portugal) 語

342 彼岸 波羅(para, 波=彼) 岸

343 匹城 匹茲堡(Pittsburgh) 城

344 恒河 恒迦(Ganga) 河

345 駭客 駭 黑客(hacker)

346 紅客 紅 黑客(h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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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sodic Morphological Study of 

Phonetic Borrowings in Chinese

Han, Seoyoung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word formation of phonetic borrowings in Chinese 

based on Optimality Theory from a prosodic morphological viewpoint. It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peripheral strata in the Chinese phonological lexicon and the 

heterogeneity in the lexical class of phonetic borrowings.

In chapter 1, I establish the goals of the present research and, in doing so, 

reveal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studies. First, I emphasize the necessity of 

studying phonetic borrowings to analyze the periphery of the phonological lexicon, 

rather than looking at the core strata alone, which is composed solely of native 

words. Second, since the viewpoint that postulates lexical homogeneity fails to 

explain the difference of adaptation strategies, I consider the heterogeneity inside the 

lexical class of phonetic borrowings by splitting them into three subclasses: pidgins, 

loanwords and splinters. Third, rather than following philological and etymological 

convention, I distinguish the subclasses of phonetic borrowings based on the prosodic 

morphological constraints of Chinese.

Chapter 2 criticizes the existing etymological typology and proposes a new 

prosodic morphological approach toward loanword classification in Chine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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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ymological typology is incapable of capturing the real structure of the mental 

lexicon internalized among native speakers of Chinese. To solve this problem, I 

argue that the prosodic morphological criteria should initi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ative “wordhood”. After many commonly used conceptions of Chinese 

wordhood are transformed into markedness constraints inside Optimality Theory, a 

prosodic morphological typology is defined to compar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that of the etymological typology. The results show that first, because there is a 

high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the etymological typology and the prosodic 

morphological typology, any previous discussion of the borrowing type lacks 

theoretical justification unless the prosodic morphological environment is controlled. 

Second, the etymological typology is not at all significant in a prosodic 

morphologically marked environment. In a prosodic morphologically unmarked 

environment, however, it is not complementarily distributed. Third, while prosodic 

morphological criteria significantly sorts both semantic and graphic loanwords into 

their subclasses, only phonetic loanwords defy classification in their subfields. This is 

because phonetic borrowings do not follow the general qualities of wordhood in 

Chinese. Thus the need has arisen to explore the unique qualities of the prosodic 

morphological aspect in phonetic borrowings, such as the mechanism of word 

formation influenced by phonotactics regarding syllable structure or truncated splinters 

in forming the prosodic word.

Chapter 3 illuminates how typological variations of pidgin adaptation arise 

out of phonotactic conspiracy in the lexical periphery. The data set of ill-formed 

sound sequences, in particular those sequences that originated in K-pop and were 

borrowed into Chinese as pidgens and that violate backness, was examined using 

online corpora from the web community of phonetic borrowings by Korean Wave 

fans. After describing various adaptation typologies sequence by sequence, classical 

Optimality Theory and the Maximum Entropy Model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grammar of pidgin phonolog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 more 

than 93% of Consonant-Vowel sequences that violate backness harmony were not 

adapted but adopted directly. Second, 43% of Glide-Vowel sequences prefer vowel 

epenthesis as a repair strategy, while adoption and glide deletion were chose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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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y the backness harmony at the rate of 21% each. Third, the Vowel-Nasal 

sequences favor adoption at the rate of 31%, while both vowel epenthesis and nasal 

deletion were taken as the second most common repair strategy at the rate of 23% 

each. I propose a reason for different adaptation strategies among sound sequences by 

calculating the phonological similarity between adjacent phonemes. Despite having the 

same phonotactic motive for backness harmony, the more natural classes neighbouring 

phonemes share, the higher phonological similarity they show, and the heavier the 

weight the backness harmony constraint obtains. 

Chapter 4 tests the idea that loanwords fall into different lexical strata from 

pidgins by analyzing the adaptation pattern to deal with phonotactically ill-formed 

Glide-Vowel sequences. Collecting data from dictionary corpora, it was observed that 

loanwords have a strong tendency to obey Chinese phonotactics compared to pidgins 

so that loanwords are located in a strata closer to the lexical core. Specifically, there 

are four types of repair strategies to obey Glide-Vowel backness harmony: epenthesis, 

deletion, change and coalescence. Two theoretical approaches were taken from a 

statistical and a phonological angle to explain the 60% rate of preference for vowel 

epenthesis. First, the effect of the syllable structure upon repair choice was measured 

by means of generalized linear modeling in R. The most parsimonious model 

predicted that source syllables without a nasal coda tend towards epenthesis, that 

source syllables with an onset prefer deletion, and that source syllables with a nasal 

coda and without an onset favor change. Second, a set of faithfulness constraints 

(Max, Dep, Uniformity, ID) and a backness harmony constraint (Agree([back])) are 

used altogether. By demonstrating this, I shed light on Chinese loanword phonology, 

showing the typological conspiracy to force agreement in backness in classical OT 

and the concrete weight of each constraint in Max-Ent modeling.

Chapter 5 investigates the prosodic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lends 

composed of truncated splinters from an Optimality Theoretic approach. Based on the 

data from several dictionaries regarding truncation, blends are found to take their 

position at the core strata in the Chinese phonological lexicon, though they are 

initially phonetically borrowed. After referring to the given hierarchy of Korean 

blends, a hierarchy of Chinese blends is suggested. A new constraint of FtBound is 



Abstract

- 229 -

introduced to regulate the size of a phonological word, and a few redundant 

constraints are eliminat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ree strata inside 

Chinese phonetic borrowings on the basis of an Optimality Theoretic analysis. By 

conducting Max-Ent modeling, this study offers insights into the quantification of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Chinese phonological grammar. Moreover, the findings of 

phoneme sequence adaptation prompt a re-thinking of the perspective from linear 

phonology, which only focuses on one-to-one mapping situation of each phoneme. As 

a result, this study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phonological 

periphery of the Chinese lexicon and the lexical heterogeneity of phonetic borrowings 

from a prosodic morphological perspective.

Keywords : Chinese, phonetic borrowing, loanword phonology, Optimality Theory, 

Maximum Entropy Model, prosodic morphology, phonotactics, 

back-formation, pidgin, loanword, blend, splinter, K-pop, adaptation,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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