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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두 가지 이상의 言語가 서로 接觸하게 될 때 생겨나는 現象을 중의 하나가 한 言語에서

다른 言語로의 單語의 借用이 다. 單語를 借用하게 되는 原因은 社會 •文化的인 面의 考慮

없이는 說明할 수 없는 것이커는 하지만， 基本的으로는 새로운 對象物， 擺念， 場所블 指示

하키 위한 必要 때문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單語의 借用에 있어서 注目해야

할 한 가지는 單語가 한 언어 (Source Language: 이하 Ls라고 함)에서 다른 언어 (Target Language:

이하 LT라고 함)로 일단 借用이 되면， 그것은 結局에는 Ls의 單語로서 母國語化되어 버린다

는 것이다. ‘外國語로서 國語로 쓰이게 된 말’ (신 용철， 신 기청 編著 1978:2481) 이 라는 借用

語의 定義는 ‘單語가 借用이 되면 借用하는 言語의 즙題 體系에 맞도록 된다. (Langacker

1968 : 180) ’ 는 말을 含홉하고 있다. 言語學者의 課業이 母國語 使ffl者의 言語 能力을 記述

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한 單語가 Ls에서 LT로 借用이 되 어 서 LT의 單語로 母國語化하는

過程 또한 言語學者의 記述領域에 속해 야 한다. 왜 냐 하면， 그러 한 能力이 母國語 使用者

의 言語能力의 -部임에 플림이 없기 때문이다.

흡흉물論學者들은 이미 借用語에 注目한 바 있고， 즙題論的인 分析에 있어서 그것의 言語

外的 證據로서의 有用性을 認定한 바 있다. (Kiparsky 1972, Kenstowicz and Kisseberth 1977)

그들은 자커들이 어떤 言語學的인 主張을 提案하거나 正當化하거나 흑은反驗하고자할때，

借用語의 資料를 適切하고도 效果的으로 利用해 왔다. 그런데， 한 論文이 두 가지 部分，

즉， 主賣部分 혹은 核心部分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附隨的인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하면， 單語의 借用現象이나 借用語에 관한 論議는 대개의 경우 附隨的인 部分에 包含이 되

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最近에 借用現象과 借用語플 보는 새로운 方式이 提案되어서 좁體論學者들의 점점 1 더 많

은 關心을 모으고 있다. 借用좁흉물論이 라고 불리우는 이 分野에서는 借用現象이 나 借用語가

中心的인 혹은 主몇한 論題가 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注目할 만한 論著가 發表된 바 있다.

本鎬의 目的은 借用語의 母國語化過程을 最近까지의 發展된 生成좁題論의 理論의 헤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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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밝혀 봄으로써 借用 흡題論의 發展에 頁敵하고자 하는 데 있다.

借用語의 母國語化에 있어서 鍵字의 影響과 社會 • 文化的인 몇因들이 크게 作用하고 있

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며，’ 각자는 獨立된 없究의 論題가 됨 직하다. 그러냐

本鎬에서는 音題論的인 接近이 그 目的이무로 그러한 요인들은 다루치 않기로 한다.

II. 借用語의 母國語化

여태까지 많은 륨題論學者·들이 借用語의. 母國語化의 過程에 대하여 言及한 적은 있으나

그것을 本格的으로 다룬 사람은 없었다. 그러묘로 전에 提案된 바 있는 몇몇 主몇한 主張

들을 考察하고 再照、明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作業의 過程에서 여태까지 提案된 主몇 主張

들의 g量點과 短點들이 드러날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提案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아래 에 나오는 것은 生成 좁題論의 테두리 안에 서 提案된 바 있는 借用語의 母國語化에

대한 主몇 主張들이다. 어떤 것은 借用語의 母國語化 過釋을 다루는 것이 그 目的이었고，

어떤 것은 借用語의 母國語化 過程을 다루는 것이 그 目的이 아니라 어떤 音騙論의 問題에

관한 論議를 하는 途中에 借用語의 母國語化 過程의 문제를 論證의 한 方廣으로서 導入한

것이지만， 各者는 借用語의 母國語化 過程에 대한 뛰어난 洞察力을 보여 주고 있고， 또한

륨體論의 여러 發展 단계를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여러 가지 主張들은 세가지로

크게 分類될 수 있는데， 흘聲學的인 단계에서의 說明， 音素論的인 단계에서의 說明， 그리

고 흡題規則을 利用한 說明이 그것이다.

첫째로， 音聲學的안 단계에서의 說明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Ls에 서 LT로 單語가 借

用이 되면 LT의 使用者들이 LT의 소리들 중에서 借用이 된 Ls의 소리와 가장 가캅다고 생

각되는 것을 LT에 서의 母國語化된 소리로서 채택한다는 생각으로서， 借用語의 母國語化에

대한 王張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는 借用語의 母國語化

現象을 說明해 준다. 예를 들면 /s/나 /t/는 가치고 있지만 /8/는 가지고 있지 않은 LT로

Ls의 /8/가 借用이 되어 들어오면， LT의 使用者들은 자기들의 소리 體系 중에서 /8/와 가

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s/나 /t/블 /8/의 代用즙으로 使用한다. 또 다른 예로， aspiration

의 정도가 아주 강한 子즙과 전혀 aspiration을 받지 않는 子좁의 두 가지 子흡이 있는 LT

에 ， Ls의 aspiration을 받는 子흡이 借用되어 들어오면， LT의 使用者들은 Ls의 aspiration이

LT에 서 의 aspiration만큼 충분히 강하치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aspiration이 되 지 않는 소

리로 느끼고 그렇게 發즙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Kiparsky도 借用語의 母國語化 說明에 흡聲學的인 단계의 說明이 有效함을

말하고 있다.

基本的인 용점 은 借用이 일 어 나는 두 가지 狀況을 區別할 必훨가 있다는 것이 다. ‘平常的인 接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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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單語를 빌려 주는 言語가 빌리는 言語의 使用者들의 大部分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據張的

인 二重言語使用’에서는그것이 알려져 있다. (비록 거꾸로 빌려는 言語가 빌려 주는 言語의 使用

者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할 必要가 없고 또 종종 그려하기는 하지만) 借用의 結果는 두 狀況에서 다

소 차이가 있다. ‘:zp:常的인 接觸’의 狀況에서는 借用語는 音聲學的 模寫를 根據로 하여 同化된다.

話者들은 물론 그들의 言‘語의 音聲學的分布의 制約의 支配흘 받으면서， 그들의 言語의 音聲學的 資

料와 가장 近援하게 使用될 수 있는 들어오는 借用語의 記述을 찾아내고자 애쓴다. 매우 종종 이것

은 分節音 代置에 의해서 행해진다 우리는 이 소리의 代置들이 一般的인 音題過程에 의해서 支

配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Stampe 1972, Ohso 1973, Lovins 1973) ‘據張的 二重言語使用’

의 狀況下에서는 한 가지 附加的안 훨因이 짧劉을 한다. 이것은 빌려 요는 言語의 音聲學的 영역에

의한 빌려 주는 言語의 語옳 사이의 차잇정을 保存하고자 하는 希望이다 ....... (Kiparsky 1973)

Kiparsky의 이 러 한 언급은 그 自體가 借用語를 다루고자 한 것응 아니 었고， 基底形의 抽

象性의 問題에 관한 Hyman(1970a)의 論議에서 Yoruba語에 서 Nupe語로의 借用語블 證據로

使用한 部分을 評하는 도중에 借用語의 母國語化 問題를 言及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洞察

力은 예리하여 借用語의 母國語化의 옷점을 그나름대로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그는 즙聲學的인 說明이 완전치 옷함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 單語의 語

頭에 오는 [ph , th, khJ가 마라E.]語로 借用이 될 때， 마라티語에 좁聲學的드로 상응하는 [ph~

th, khJ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 , t , kJ로 表現이 되고 있다. 이것은 마라티語에 없는 [f, OJ

를 위하여 [ph , tb, khJ블 남겨 둔 때문으로， 音聲學的인 단계에서의 說明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現象이다. 또 다른 예는 英語의 [kre一]를 日本語에서 kya 로 나타내고 있는 경

우이 다. 日本語에서는 英語에서 借用띈 ‘cap’을 kyappu로 ‘captain’을 kyaputeη오로 ‘candy’

를 kyaηdili로 각각 기술하고 있는데 , 좁聲學的인 단계의 說明은 영 어 의 [kre-J가 일본어에

서는 kya- 보다는 ke- 나 ka 로 記述되어야 한다고 생각케 한다. 이것에 대한 좀 더 正確한

說明은 ke 나 ka- 가 영어나 다른 언어들의 [ke-J 나 [ka-J를 위하여 남겨졌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영어의 ‘cake’은 일본어에서 keeki로， ‘ color’는 karaa로 각각 표현된다)， 역시 륨

聲學的인 단계의 說明이 완전치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

要約하여 이야기하면 즙聲學的인 단계의 說明은 Ls의 어떤 소리가 LT의 어느 특정한 소

리에 다른 어느 소리보다도 가깡게 知覺된다고 하여， 借用된 ‘어떤 소리가 母國語化되는 過

程을 어느 정도까지는 說明해 주지만， Ls에 서 借用되는 소리와 유사한 여러 개의 소리가 L T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소리로 借用된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는 說明할 수 없다.

둘째로， 즙素論的인 단계에서의 說明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說明은 즙聲的 說明보다 두

가지 면에서 더 나은데 첫째는 즙素와 異즙을 區別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부는 아니더라

도 分布的 制限을 꺼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륨素論的인 단계에서의 說明이 주어진 한 언

어에 특징적인 흡題體系의 속성을 기술할 수 있는만큼 그것은 Ls의 소리를 대하는 LT 使用

者들의 좁題論的인 관정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설 륨素論은 言語가 接觸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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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 주지 못한다. 즉 Ls에 서 의마 있는

것으로 知覺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LT의 관점에서 어떻게 分類되고 發륨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言語에서 흡素가 무엇이며 그것

의 內的 그리고 外的 조직이 어떠한지는 얄고 있지만 한 言語의 音素體系를 어떻게 하면

다른 言語의 흡素體系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마지막A로 즙흉물規則을 利用하는 說明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主張

者는 Hyman (1970a, 1970b)인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갚은 陳述들에 要約이 되어 있다.

HI: 外國語의 소리는 基底形의 觀點에서 知覺된다. (p. 19).

H2: 規則에 의해서 導出원 母國語의 分節音과 同等한 外國語의 分節音은 그 同等한 母國語의 基底

形으로 語棄化 된다. (p. 39).

H3: 한 外國語의 소리가 同等한 母國語의 導出된 分節音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 에 서 나타날 때 , 듭
어오는 外國語 單語의 形態는 構造 記述이 適合하도록 修正。1 되 고， 그려 면 問題가 되 고 있는

分節音은 그 適合해 진 환경 에 서 藝出이 펀다. (p. 40) Hyman(1970a)

Hyman이 主張하는 바는 Ls의 表面 즙聲形態는 LT의 使用者들에 게는 基底形이 되 며 그

基底形에 LT의 形態素 構造條件 및 룹題規則들이 適用되어 LT에서의 母國語化된 形態를

만들어 낸다는 것아다.

Hyman의 생각은 그가 인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의 경우에는 들어 맞지만， 동시에 몇

가지 弱點을 지니고 있다. 첫쩨로는 Hyman의 假說이 借用語들이 完全하게 母國語化한다

는 前提 위에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질제로는 모든 借用語가 모두 일정한 정도로，

혹은 완전하게 母國語化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生成 音題論에서 非母國語 흡題構造를 記

述하기 위하여 提案된 規則例外라는 개념으로도 어느 類形의 例外가 어떤 種類의 外國語性

과 관계 있는지를 說明할 수가 없다.

둘째로는 Hooper(1977) 가 지적한 Hyman의 H1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이다. Hyman의 논지

를 간략히 말하면 Yoruba語에 서 &강kk라는 단어 가 Nupe語에 借用이 되 어 서 k'값'It로 母國語

化되 었는데 이것은 우선 모음 /ε/가 先行하는 子좁을 IkYI로 바꾸어 주고 그 후에 總對中

和規則이 lsi블 lal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Nupe語에 表面에는 나타나지 않는

抽象的 基底母흡 /sl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영어의 [kfep-]은 일본

어 에 서 [kYap-]로 記述되고 있는데 , 이 현상은 Nupe語에서 Yoruba語가 記述되는 방식과

같다. 일본어에 基底母룹 lrel가 없으면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Nupe語에 基底母音

Is/가 었다는 主張은 유지되기 어협고 그렇다면 Ls의 單語가 LT의 基底形이 된다는 Hyman

의 主張도 유지되기 어렵다.

셰째로 Hyman아 주장하는 대로 形態素構造條件과좁題 規則에 의 해 서 라기보다는 表面즙

聲制約에 맞도록 借用語가 母國語化된다는 Shibatani의 提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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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fe(1968:135)는 ‘借用語는 그들이 한 言語에 처음 들어갈 때에， 빌려 오는 언어에서 깊이 1에

存在하는 持續的인 規則들의 지 배 를 받는다고 提案한다. 더 욱 쫓當性이 있는 假說은 ......, Hyman

(1970)에 의해서 提案이 되 었는데 즉， 借用語는 빌려오는 言語의 MSC’s와 關聯되는 音題規則에 의해

서 지배된다는 것이다. Hyman의 假說은 音聲學的 構造가 借用語 適應의 方式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

하여 줄 것이 없다는 믿음에 根據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래에서 主張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로 對立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많은 경우를 觀察하면 Hyman의 假說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더

욱 쫓當性이 있는 가섣은 借用語가 빌려 오는 言語의 SPC’s에 따라서 修正이 되는 碩向이 있다는 것

이 分明해 짙 것이 다. (Shibatani 1973:96f) .

Shibatani의 위와 같은 言及은 ~般的인 制約이 라는 問題에 관하여 생 각해 보게 한다. 生

없즙題論에서 흡홉물規則은 교체에 의해서 그 존재가 파악이 된다. 즉 A라는 기저형이 ‘E_F ’

라는 환경 에 서는 B라는 表面形으로 나타나고 ‘G_H’ 라는 환경 에서는 C라는 表面形으로 나 .

다난다면 그 言語에는 A→BI‘LF’ 라는 흡領規則과 ‘A→C/G_H’라는 좁題規則이 존재한다

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교체와는 상관이 없는 즙題構造의 여러 局面이 있다. 예를 들면

英뚫에서는 모음 lui와 iii를 위하여 [ +round]와 [ +back] 그리고 [ -round]와 [ -back]

이 라는 資質이 각각 共起한다. 그 반대의 조합 [+round, -back] 휴은 [-round, +back]

은 英語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다른 몇몇 言語들에서는 가능하다. 이러한 現象은 교체와

는 상관이 없지만 文法의 기술 대상이 되어야 한다. 英語에서 語頭에 두 개의 破짧룹이 연

속되어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言語에서는 연속하는 子흡 세 개의 연쇄

플 막기 위하여 몇 개의 흡題規則이 作用하기도 한다. 이러한 制約이 어느 단계에서 陳述

이 되어야 하는지， 基底形의 단계에서인지， 表面形의 단계에서인지 아니면 基底形에서 表面

形으로의 도출과정의 어느 한 지점에서인지는 아직 확질치가 않다. 그러나 아마도Shibatani

라면 그러한 制約은 表面形에 주어져야 하고 모든 規則의 適用은 도출되어 나오는 形態가

그 制約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는 많은 경우에 借用이

된 단어가 LT의 表面흡聲制約에 맞도록 母國語化되고 있음을 그 자신이 證明해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영어의 [kcep-]가 일본어에 借用이 되었을 때 일본어의 表面좁聲制約을 만족시

키는 몇 가지 形態들 중에서 왜 하펄 [kyap-]로 記述이 되었는지를 說明하자면 그의 主張에

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네째로 Hyman의 主張은 KiparskY(1973)에 의해 전체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위에서 안

용된 대로 Kiparsky는 借用의 경우블 두 가지로 나누고， Hyman이 륨題 規則으로說明했던

Nupe語에 서의 Yoruba語 借用語블 그가 말한 據張的 二重言語使用의 경우로 보고 있다.

Kiparsky (1973) 에 의하면 Yoruba語의 C.와 C。를 Nupe語에서 音聲的으로 가까운 Ce와 C。로

각각 記述하지 않고， Cya와 Cwa로 記述한 것은 Yoruba語의 Ce와 C。가 Nupe語로 借ffl되

었을 때 각각 Ce와 C。로 記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위와 같이 Hyman의 主張은 몇 가지 弱點을 치니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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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明은 借用語의 母國語化를 들어올 때의 形態와 들어온 후의 母國語化되는 過程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體系的으로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生成 흡體論의 현재까지의 理論을 活用

하여 借用語의 母國語化 과정을 說明하려고 해보았다는 점， 또 누구보다도 集中的으로 숨

體的인 說明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까지 借用語의 母國語化 過程에 대한 說明을 크게 세 가지로 分類하여 검토하였다.

각자가 문제 에 대 한 說明을 다른 立場에서 해 보려 하고 있고， 또 각자의 주창이 彈點과

同時에 短點을 지 니 고 있음을 알게 되 었다. 借用語의 母國語化에 대한 좀 더 나온 說明은

自然 즙題論의 힘을 벌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II. 自然 音題論과 借用語의 母國語化

Stampe (1969, 1972)에 의 해 서 提案되 고， P. Miller, P.Ohso, J.B. Lovins등에 의하여 보완

된 自然 흡題論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이 되는 것은 ‘륨題過程’의 개념이다. ‘즙題過程’

이 라는 것은 잠재적 륨홉물 對立을 λ‘間의 發聲 能力으로 보아 힘 이 럴 드는 쪽으로 합해 버

리는 것을 말하며， 後天的으로 習得되는 規則과는 달리 先天的이다. 어린 아이가 말을 처

음 할 때는 모든 흡題 過程이 適用되므로 가장 發聲하기 쉬운 소리인 [a]를 내게 된다. 그

러나 즙題 過程은 차츰 억압을 받게 되고， 그 대신 規則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借用語의

경우에 있어서는 母國語의 單語에서 보다 더 活發한 音題 過程의 適用을 볼‘수 있게 된다. ) 또한 륨

홉물 過程 중에는 영어에서 모든 基底 母흡을 非훌흡으로 바꾸어 주는것처럼 환경과는 상관

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훌즙이 있는 환경에서 모음을 異륨처럼 홈흡化해 주는 것과 같은

환경과 관계 있는 륨體 過程도 있다. Stampe는 生成 흡體論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問題들

이 이 륨題過程과 音題 規則을 區別하지 못 했던 데서 기인되었다고 하는데 借用語의 問題

가 그 중의 하나이다.

自然 흡領論者들의 借用語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Lovins (1974)의 말에 훨約이 되어 담겨

져 있다.

(24) 借用語의 ‘自然化 程度’는 選擇의 餘地가 있으면， 어떤 過程플이 語훌化에 適用되었는가에1

의해서 決定이 된다. 그리고 그것의 最初의 語훌化(再語棄化로 이끄는)後에 어떤 規則이 適用되

었는가에 의해 決定이 된다.

(25) ‘母國語의 形態라는 것은 모든(혹은 大部分의) 規則이 適用이 될 수 있는 대로 適用펀 것 을

이 다. ‘同化’ 된 借用語는 모든 過程들이 적 용된 것 이 다. ‘非同化’ 된 借用語는 基底形을 統制하

는 過程의 違背(音題論的 例外)나 혹은 보통 表面形을 決定하는 過程의 違背(音聲學的 例外)를

包含한다. (Lovins 1974:248).

위와 같은 主張은 借用語의 母國語化의 정도를 說明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立場

에서의 主張보다 뛰어나게 좋은 主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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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한 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A라는 主張과 B 라는 主張이 있을째， B가說明할 수

있는 現象을 A도 說明할 수 있지만， A가 說明할 수 있는 現象을 B는 說明할 수 없음을

보이면 A가 B보다 더 나은 主張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의 論議는 그런식￡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흡體規則과 形態素 構過條件을 利用하는 方法이 說明할 수 있는 現

象을 즙騙過程을 利用하는 自然즙體論에서의 方法이 훨씬 더 간결하게 說明할 수 있음을

보이고， 그리고는 音題 過種으로 說明할 수 있는 現象을 즙題規則으로는 說明할 수 없음을

보이겠다.

우선 Hyman(1970b)의 資料를 보자， 그는 (l)과 같은 資料블 利用하여 (2) 와 같은 總對며

和規則이 Nupe語에 存在하고 있음을 보이 려고 한다.

en (18) Yor [k능k6]→Nupe [kYilkyit] ‘bicycle’

Yor [응gb런 • Nupe [i~gbYIi] (a Yoruba town)

Yor [tore]•Nupe [tWiirYii] ‘ to give a gift'

yOr [k :SbJ] • Nupe [kwabWil] ‘penny’

Hyman (1970b: 66)

(2) (12) [十팎J-→ [~繼d]

Hyman (1970b: 64)

總對中和規則 (2)가 하는 일은 Nupe語의 表面에는 存在하지 않는 抽象的 基底 母륨 I'JI와

lsi를 각각 lal로 바꾸어 주는 것이 다. 다음 (3)과 (4)는 Hyman에 의 해서 設定된 Nupe語

의 흡홉물規則이다.

(3) (18) Labializa~ion RuJe(LR):

CW j-U}
(4) (9) Palatalization Rule (PR):

CY j-. {힘

Hyman (1970b: 64)

그리고 (5)는 Hyman이 設定한 Nupe語의 基底 母즙體系이다.

(5) i u

e 0

e a :l

(2) , (3) , 그리고 (4)의 適用에 의한 (1)의 도출은 (6) 과 같이 나타내질 수 있다.

(6) jkek같/

kY응kys

kYilkYa

PR

AN

jegbSj

egby승

egbYil

P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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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5rel Ik5b:,1

tW5re LR k￦5b￦i LR

tW5rYe PR kWabwa AN
t ’ V"arWa AN

師大論뚫 (22)

Hyman(1970b)의 目的은 抽象的언 基底形의 設定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抽象的인 基底

形 設定의 副塵物로서 組對中和規則이 필요하였다. 그가 (6) 에서 보이고자 意圖했던 것은

細對中和規則 (2)가 Nupe語에 정말로 存在한다는 것이며 借用語資料(1)은 論議의 言語外的

證據로 使用이 되었다. 本鎬에서는 그 춧점이 借用語의 母國語化에 있으므로， 자료(l)을

다시 보기로 하자.

(6) 에 서는 組對中和規則 (2)가 決定的인 沒웹을 하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1)에서와 같

은 表面形은 결코 도출이 될 수 없다. 이러한 純對中和規則의 設定의 原因이 되는 것은

Hyman에 의해서 設定된 (5) 와 같은 Nupe語의 모음 體系이다. 그 중에서 lei와 101는 表

面에는 나타나지 않는 抽象的안 母즙이 다. 組對中和規則 (2)가 하는 일은 母音 101를 前폼

化해주고 lei블 後폼化해 주는 것， 즉 서로 相反되는 fir用을 하는 것이다. Schane(1973:

Chapter VI)은 흡題規則을 네 가지 種類， 즉 資質을 바꾸어 주는 規則， 삭제와 삽입을 위한

規則， 置換과 合體를 위한 規則， 그리고 變因을 가진 規則으로 分類하고 있다. 組對中和規

貝U은 어떤 룹題現象의 記述。1 위의 어느 種類의 規則으로도 說明이 얀 휠 때， 즉 正當한

動機 없이 어느 現象을 說明하는 規則이 필요할 때 設定된다. Hyman의 경우에도 相反되는

두 現象을 어쨌든 規則으로 포착해야 했기 때문에 細對中和規則이라는 우리한 장치블 便用

했다. 정리하여 말하면 (6) 과 같은 도출에서 總對中和規則이 必須的이략는 事實은 Hyman

의 主張 즉， 륨題 規則에 의하여 借用題가 母國語化된다는 主張이 유지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101의 前굵化와 lei의 後폼化를 同時에 처 리 할 수 있는 自然스러운 方法이 Miller(l972)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모든 言語들의 基底母흡體系에 作用하는 몇 개의 代

置 過釋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脫함音化過程과 脫口蓋音化 過程이 었다. 101에 서 lal로의

前폼化는 脫層륨化 過程의 結果로 볼 수 있으며 ， lei에 서 lal로의 後굵化는 脫口蓋흡化過

程의 結果로 說明이 될 수 있다. 그러면 抽象的인 母音 10/와 lei가 設定이 되 었다 하더 라

도 組對中和規則의 設定이 없이 原來부터 모든 言語에 存在하고 있는 즙홉물 過程을 利用하

여 (1)의 資料를 도출해 낼 수 있다.

(6) 의· 도출에서 細對中和規則 (2) 대신에 脫層音化 過程과 脫口蓋흡化 過程을 넣으면 (6)

은 (7) 과 같이 修正된다.

(7) a. Ik응HI

kY능:kys

kYakYa
PR

DPP

b. 16gb승/

egbY응

egbYa
PR

D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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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t5rej d. Ik5bJI
tW5re

tW5r'e

tWiir'ii

LR

PR

DPP, DLP

kW5bWJ

kWabwa

LR

DLP

(DLP: the delabialization process ,

DPP: the depalatalization process)

Hyman이 設定한 두개의 規則 (3)과 (4) 역 시 륨題 過程으로 대신될 수 있는데 다음의 (8)

에 (3) 과 (4) 에 의해서 처리된 現象을 포착하기 위한 音題過程이 있다.

(8) a. 홈音化過程(LP)

홈音化된 子音이 , 높은 황音度를 지 니 는 母音이 뒤따라 나요는 子音을 代置한다.

b. 口蓋音化過程 (PP)

口蓋音化펀 子音이， 높은 口蓋音度를 지니는 母音이 뒤따라 나오는 子音을 代置한다.

(8a)와 (8b) 의 根據는 Schane(1973) 이 ‘상호조음효과’ 라고 부를 언어보펀적 인 現象이 다. 그

에 의하면 (Schane 1973:61) , ‘相互調룹의 效果는 子즙이 口蓋흡(前줌) 흑은 홈즙(圓홈)母즙앞

에서 합즙化되거나 口蓋륨化될 때， 흑은 母즙이 홈子音의 영향a로 훌音化될 때， 혹은 子

音을 위한 調즙點이 先行하는 훌흡에서 類似한 調륨點을 즙秀響할 때 쉽게 觀察이 된다. ’

(9)는 (3)과 (4) 가 각각 (8a) 와 (8b) 에 의해서 代置되어 있는 (9) 의 修正이다.

(9)a. l k5kSl b. 16gb킹/

k'응k's PP egb'승 PP

k'ak'a DPP egb'a DPP

c. jt5rel d. Ik5bJI

tW5re LP kW5bWJ LP

tW5r'e PP kWabwa DLP

tWiir'ii DLP , DPP

(9)가 보여 주듯이 音題 過種을 利用한 說明은 音題 規則을 利用한 說明이 미흡하게 處理

해 낸 資料를 더 낫게 處理해 낼 수 있다. (9)의 도출은 (6)의 도출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

지의 우월한 點을 갖고 있다. 첫째로는 (9)에 서는 本質的o로 임의적인 總對中和規則이 필

요없다. 둘째로는 (9)에 서는 모든 說明이 단 한 가지 方式 즉， 代置 過程으로만 이루어졌

는데 (6)에서는 세 개의 別個의 種類의 規則이 펄요하다.

이제， 흡體 過程의 說明이 處理할 수 있는 資料를 좁흉용 規則도 說明해 낼 수 있는지를

보커로 하자. 다음에 나오는 (10)에는 韓國語에서 쓰이고 있는 몇가지 英語 單語가 수록되

어 있다 1) 왼쪽줄에 있는 것이 英語 單語일 혜의 母즙의 즙聲學的 記述이고， 가운데 줄에

(1) 韓國語에서 便用되고 있는 英語에서부터 온 借用語를 考慮할 해는 日本語의 影響을 받고 있는치

아난지에 유의해야 한다. (10) 에 나열펀 것플은 Pae(l976)에 서 日本語의 影響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記錄하고 있는 것플이 다.



홉쫓 (22)

音聲學的 記述이

그리고 나서

論大

그 英語 單語들의 韓國語에서의

즙題 過釋을 利用하여 說明해 보이고

師

單語의‘總字이고，

(10) 의 資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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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英語에서의

오른펀 줄에 있다. 먼저

서로 비교해그리고는 두 方法을는 같은 資料블 흡題 規則을 利用하여 處理해 보이겠다.

보이겠다.

ko-ti

ko-chi

Ion

Ion

ti-rol

na-to

ra-di-an

ka-ra-ti

kon-ti-ra-si-ti

no-si-tal-ca

ka-ra/kal-la

ka -ra/kal-Ia

ka-ba/k;)-b;)

le-c;)

coat

coach

loan

lawn

trawl

NATO

radian

(10) ow

ow

ow

3

3

carat

contrast

nostalgia

color

collar

-
앙-
양
￡

A,J

A

re

ae

A

cover

leisure

target

ticket

theme

V
ι

------

ta-get

ti-ket

te-ma

o-pe-ra

ko-me-di

ae-ne-re-lesy;)n

re-pu-n

neoga-pH-lim

do-me-si-tik ki-re-dit

me-dal

ka-ten

ru-pl lJ

opera

comedy
generation

referee

nega(tive) film

domestic credit

medal

curtain

roofing

Iy

a

a

g

a

a

9

a

a

uw

母즙에서의 變化만 整理해 보면 다음의 (11) 과 같아진다.

(11) ow•o ae-•a

1 ->e

ae

u

••

•

-
양-w
g

5->0

d - • a

J-’a
;)-• e

A -• a

a -• o

uw•u

(11) 에 서 보여지는 變化를 明確히 하기 위하여， (11)을 修正하여 다음의 (12)와 같이 나타

내 보았다. 韓國語의 母音語의 母즙은 圓으로 둘러져 있으며， 各 母즙의 位置는 正確한 調

iJ - • eiJ-‘a;)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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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點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母흡 體系圖에서 各 母륨이 차지하고 있는 대강의

位置를 表示하고 있을 뿐이다.

(12)

흉￡

(12) 에 서 보면 英語의 母륨이 韓國語에서 母國語化될 때 매우 複雜한 메 카니즙이 作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Miller (l972) 에 의해서 모든 言語에 共通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것으

로 設定이 된 좁題過理의 採擇으로 (11) 흑은 (12) 에서 보여 지는 變化는 (I3)에서 처 럼 整

理될 수 있다 2)

(13) 上昇 脫口蓋音化 中立母音下降

::>-•o ao-•a A-’a, d-4'a

脫層音化 下降 脫홈音化

::>-•a l->e 上昇

<1->a a->o

口蓋音化 홈音化 口蓋音化

;;I->e ;;1-•u 下降

;;1->0 <1-•e

네 가지 변화 즉， [owJ 에 서 [oJ로의 變化， [εyJ 에 서 [aJ로의 變化， [lyJ 에 서 [eJ로의 變化，

그리고 [uwJ 에 서 [uJ로의 變化 또한 (13) 에 열거된 過程으로 포착될 수 있다. 韓國語에는

[owJ , [εyJ와 같은 二重母흡이 存iE하지 않으며， [uwJ , [lyJ와 같은 長母룹도 存iE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개 의 二重母륨은 轉移즙을 잃고서 單母좁化한다. 그리고나서 [e]는 中

立母룹下降과 層즙化를 통하여 [aJ로 代置되고， [iJ는 下降을 통하여 [eJ로 代置된다. (10)

의 資料를 (13) 과 같은 方式으로 說明하는 것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로는 그것은

언어 普遍的언 音題過程으로 資料를 파악하묘로 韓國語의 경우에만 特別한 附加的인 裝置

(2) Miller (1972)에 의하면 적어도 한 단계의 어린 아이의 言語에서는 母音의 中和(口蓋音度의 喪失，

高度의 喪失， 그리고 울립도의 喪失로 이루어짐)가 이루어져서 모든 母音을 /a/로 統合하여 버

린다. 母音의 中和를 일으키는 音題 過程은 先天的인 것이며 모든 言語에 共通的인 것인데， 말

을 배워감에 따라 柳壓을 받게j 되어 成人의 母音 體系에서 보는 것과 같은 母音의 區別을 가져

온다. 이 音題 過程은 借用語의 경우에는 柳塵되지 않고 活撥하게 適用되므로 借用語는 이 音題

過程의 存在를 論證키 위 한 言語外的 證鐵로 使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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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그것은 母즙의 變化가 어느 아기도 모든 母音들중에서

가장 먼저 發흡하는 모음인 [a]를 향하여 이루어진다는碩向을 포착하고 있다.

이제 資料(10)을 흡흉물 規則으로는 어떻게 說明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자. (12) 에 서 보둥

이 變化는 多方向的이다. 그런 多方向的인 變化블 記述해 주는 正當한 동기를 지니는 륨題

規則을 설정하려는 어느 시도도 질패하게 된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自然 흡흉물論의 理論은 借用語의 母國語化에 대한 보다 완벽한 說明

을 가능케해 준다. 그러나 즙題 過釋으로만은완전치 않고 앞서 言及한 바 있는 表面 륨聲

制約으로 도출된 형태를 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言語마다 다른 음절 구조의 문제

라든지， 形態素 構造 條件」즈로 다루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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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onological Study on Nativization of Loanwords.

Han, Ki-Sun

Abstract

Loanwords have been used as language external evidence effectively and usefully in

phonology. Recently a new way of viewing the borrowing and the loanwords was proposed

~nd is getting more and more interest of phonologists. Loan Phonology is the name of

the research field in which the borrowing and the loanwords are the central or the main

top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Loan Phonology in terms of

nativization of loanwords. The concept of phonological process proposed by Stampe was

shown to be very effective device in explaining the nativization of loanwords. Loanwords

are nativized through the phonological process and submitted to surface phonetic

constraints of the borrowing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