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어 표기멤 개정 시얀의 문제점 

후ι 
「

문교부는 1978년 12월 외래어 표기볍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문교부가 

1958년에 개정 공포하여 오늘날까지 지켜 오고 있는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안으로서 살펴보건대 관계자들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개정 시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일 뿐이며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과 아울려 외래어 표 

기법이 갖는 국가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괄 때에 최종안을 확정 단생시키기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지를 모아 더욱 신중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이 시안에 대한 공청회 

를 열겠다는 문교부의 방침은 바로 이러한 신중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 

미에서 필자는 이벤에 나온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에 나티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펄자 나름대로의 안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구실 

외래어 표기법이란 외래어를 적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한글 자모 

플 이용하여 외래어를 적는 규칙을 뜻한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고 드디어는 개청의 필요성까지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이 

외래어 표기법에 얽힌 근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피차용어)와 외래어(차용어)의 

관계 및 입말(Spoken word)과 눈말(Written word)의 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 X란 말과 Y란 말의 입말 S(poken)와 눈말 W(ritten)의 관계 를 영어에서 우리 나라 

에 들어온 “아파트”란 말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원래 입말 (XS) 

[~pa : t ( m~nt)J 

외래 입말 (YS) 

〔아파 (아)트〕 
〔어파 (아)트〕 

\ 
} \ 

\ 
\ 

원래 눈말 (XW) 

apart(ment) 

외래 눈말 (YW) 

“아파(이)트” 
“어파(아)트” 

위에 든 두 가지 도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외래어 표기법의 목표는 

가장 알맞은 이상적인 YW 형태 를 얻는 것이다. 즉 YW 형태로 기호화 하는 것이 바로 외 

래어 표기이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YW는 XS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YS를 일단 거친 다음 비로 

소 얻어 진다. 

새째， X와 Y가 음성， 음운론적으로 서로 다른 전 이 많을 경우， XS가 YS로 변형(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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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YS 형태가 생갚 수 있으며 이에 따라 YW의 형데도 
다양해질 수 있다. 위의 예에서 /apa:t/라는(이 낱말은 영어의 apartment가 일본말을 거쳐 

한국어애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주 적당한 애 는 아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플 

설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XS는 이-파트， 아파아트， 어파트， 어파아트의 네 가지 YS 형 
태 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YW 형태도 네 가지로 표기된 것이다. 
네째 로， YW의 형태는 YS플 통해 결정되는 것 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XW 즉 원래의 눈 

말의 영 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철자 말음(Spelling pronuJlcia tion ) 과 같은 현상인 

페 위의 예에서 “아파(아)트”의 “아”는 “a" 라는 글지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영어의 Kodak [koudεekJ 이 “고닥”으로 된 것 역시 원래의 눈말인 XW의 영 헝:으 

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원래 입말 XS에서 외래 입말 YS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XS의 음성 기호가 YS 
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매가 있다. 이는 득히 외국어에 대한 소양이 다소 

있는 사람이 관련되었을 때에 볼 수 있는 일이나， 원음에 충실하려는 표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부정확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다. 앞의 예에서 [apa:tJ의 첫 음 

절 [aJ 를 “어”로 표기한 것이 바로 좋은 예이다. [aJ 를 “어”라는 글자로 표기한 것은 [aJ 가 

국어의 [어]음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으나， 실제로 중설 모음인 [aJ와 제이차 기본 

모음 6먼 [AJ 에 가까운 후모음인 [어]와는 음가상의 차이 가 많아서 결국 “어 파트”라는 표 

기는 윈음과도 멀고 어색한 결과를 빚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원인을 여러가지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우선 원음에 대한 잘옷된 인식， 받아들이 는 쪽 언어의 해당음가에 대한 요 

해， 그러고 이들 사이의 음성학적 관계에 대한 무지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이나 중부 지방 

사람들의 영어 발음에서 대체로 [aJ가 모두 [AJ 즉 “어”로 소려난다는 사실은 이 두 소리 
를 혼동 또는 동일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그림 1) . 그러나，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올 때 

국어의 “아”가 “아파트”에서와 같이 짧고 약히케 소리날 때에는 중앙화(centrali ze)하는 현 

상이 있으므로 [aJ음에 접근하게 되 고 (이 현복， 1971 :44) 결국 “이파트”가 “어피 트”보다는 

완음[apa:tJ 에 가깡다. 

여젓째로 YW의 형태는 XS에서 직접 유도되어 결정될 수도 있다. 즉 원래의 입말에서 

외래 눈말로 직접 전사되는 경우로서 예 를 들면 영어의 /apa:t (mant)/라는 음성 형태가 곧 

바로 한글 자모로 표기되어 “아파(아)트”로 결정된다. 이 는 수입펀 지 얼마 안 된 외래어나 

새 로 들어오는 낱말을 원음에 충실하게 표기하고자 할 때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실제로 

표음주의 원칙을 가장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벙법이 이상적일 것이나 여기에 는 원아 

와 받아들이는 언어의 음성 음운론적 인 지식을 기진 전문가의 참여가 펼수적이다. 특히 이 

방법은 XS가 YS로 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전문기의 상식적인 판단을 배 지l 하 

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표음주의에 가장 충실한 외래어 표기법을 보장할 깃이다. 

이와 짙은 관점에서 볼 예에 외래어 표기법을 논함에 있어서는 원어와 받아들이 는 언이 

에 대한 음성， 음운론적인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을 알 수 있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 대상 

외i!l]어 표기법은 견국 외래어플 가능한한 원음에 가깡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표기하기 위 

한 규칙을 뜻하며 이러한 표기법을 만든다는 것은 표기 규칙을 세운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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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외래어 표기법이란 헌행 한글 지모만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원음에 가까운 

표기 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규칙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표기법의 적용 대상이다. 외래어라고 할지라도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되어 아주 굳어 

진 것이 있는기- 하반 들어온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완전히 굳지 않은 말도 있다. 전 

자는 완전히 우리말이 되다시피한 외래어이기 때문에 표기 형태도 그 나름대로 고정되어 있 

어서 새롭게 표기 를 하연 어색하고 저항이 느껴지는 말들이다. 따라서，이러한 말들은 외래 

어 표기볍이 잘 적용되지 않는 외래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멤주에 속하는 외래어들은 

별도로 수점 검토하여 목록을 만들어서 굳어진 관용대로 인정해야 할 것 이다. 후자는 수적 

으로도 상당히 많을뿐아니 라 아직 완전히 굳어진 것 이 아닌 만큼 각자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표기 형태상의 흔란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외래어 표 

기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바로 이러한 범주의 외래어 들이다. 그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외래어 표기법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들어와 있는 외래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로 새로이 들어올 외래어도 대상오로 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과 같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하는 계기 를 맞은 이 상 

먼 훗날 또 다시 개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국가척 손실을 방지한 
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개정될 외래어 표기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 이며 앞날의 사태 발전 

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이미 현재 들 

어와 있는 외래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어 표기법은 앞으로 긴밀한 국제 관계와 문화 교 

류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새로운 외래어를 적절히 처리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 를 들어보기로 하자. 좀 극단적인 예가 펼지 모르나-전혀 풀가능한 일도 아니며 만 

일의 경우를 예측하게 하는 좋은 예이다. 영어에는 bit[bit] , beat[bi:t] , bid[bid] , bead[bi:d] 
라는 낱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낱말이 모두 국어에 외래어로 들어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표기를 어 떻게 하여야 할까? 현행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비트 “비이트 “비드 

“비이드”로 적도록 되어 있어서 네가지로 각각 구별해서 표기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애 발표된 개정 시 안으로 한다면 징-모음의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bit와 beat는 “비트”로 

bid와 bead는 모두 “비드”로 적게 되므로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장모음의 표기 문 

제 여부로 귀착되나， 펄자의 의견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째에 장모음의 표기가 어떠 

한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위에 든 예 중에서 bit와 beat는 “빗”과 

“비잇”드로 각각 적는 것이 가장 원음에 충실한 표기리고 하겠A나 이 문제는 뒤에 재론하 

기로 한다. 

위에서 bit와 beat를 “비트”로， bid와 bead를 “비드”로 구별 없이 표기하는 것은 현행 표기 

법이냐 개정 시안의 제일 장이l 나오는 “표기의 기본 원칙 .. 2항， 즉 “외래어의 1 음운은 원 

칙적으로 l 기호로 표기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거시적이고 체계적 인 외래어 표기 

법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단펀적이고 근시안적인 표기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3.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에 나타난 문제점 

이제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에 나타난 문제 점을 하나씩 검토하고 필자 나름의 안을 제 

시하고지 한다. 

3 .1. /p, f/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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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의 표기 일땀표에서 /p/와 /f/를 한글 기호 “교”로 일괄 표기하도록 한 것은 “한 음 

운은 한 기호로 표기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 된 다. 엽연히 서 로 다른 두 음운을 하나의 

기호로 표기하고 있기 띠l 문이다. 이와 같이 /p/와 /f/를 “ 고 ”만으로 표기한다떤 현재 는 물 

콘이려니와 앞A로 갈수록 동음(동결자) 이 의어기- 늘어나 의 미 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결과적 

우로 언 어 생 활의 흔 란이 일 어 날 염 려 가 있 다. 예 를 들어 pat와 fat , pace와 fa cc, pile과 fiJc 

등의 낱말들은 “패트 “꾀이스 “파일”로 동일하게 표기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 또 

한， /p/와 /f/를 “고 ”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표음주의 를 원적 으로 한다”는 개정 시안의 정 

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파열음인 [pJ 와 마찰음인 [fJ 는 음성학적으로 그러고 청각석￡ 

로도 전연 다른 소리이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에 서 [pJ 와 [fJ는 별도로 표기합이 마띤히 

다. [pJ를 “고 ”로 표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단지 [fJ 의 표기가 

운제 로 남는다. 순치 ( labio.dental) 마찰음인 [fJ 애 가장 근사한 국어 의 음은 “휘 “훼 

“화” 따위에서 나는 [hwJ , 즉 양순-연구개 마찰음(1abio- velar fricati ve) [시] 이 므로 펄자는 

[fJ를 “후” 또는 “호”로 나타내 기 도 하고， 뒤 따르는 모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 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본다. 

/fi/“휘 " /fe/“훼 " /fæ/“혜 ", /fa/ “화 

/f~/ “휘 " /fo/“춰 ” 또는 “후오" /fu/“후” 

이와 같이 [pJ와 [fJ 블 별개의 기호로 니 누어 표기할 경우 /p/와 /f/의 대립이들은 다음 

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기되며 동시에 음기 상으쿄도 원음에 가깜게 싣현될 수 있다. 

pat“패 트 pace‘페 이 스 pi1e“파일 ” 

fat“혜트 face “훼 이 스 file“화일 ” 

또 “후”나 “호”로 표기뇌는 [fJ는 “승”만으로 표기되 는 [hJ와도 분명히 착이가 나게 된 

다. 단지， [fuJ 냐 [huJ는 모두 “후”로 표기되 는 불합리한 점 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블 때 관 

문제 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fJ와 머]는 다음과 같이 표기 된다. 

/ fi/“휘 " /fe/“훼 " /fæ/“혜 ", / fa/“화" /f'd/“춰 ", /fo/“휘 /후오 

/hi /“히 ", /he/“헤 " / hæ/“해 " /ha/“하"， /h 'd/“허 " /ho/“호” 

흑자는 /f/를 “후”로 적는 것이 “일 음운 일 기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헬지 모르지만， 

시안의 표기 일땀표플 살펴보면 이미 [xJ “흐" [çJ “히” 동에서 이 원칙은 예외 플 보이고 있 

으므로 별 문재가 되지 않는다. 설령 문재가 된다 하더라도 표음주의 원칙을 위해서， [fJ 와 

[pJ의 동일 표기로 인한 의미의 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음성 언어에 대한 강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fJ 와 [pJ 는 분리 표기 흘 해야 한다. 또， 분리 표기는 원음으강의 환원성 

을 보장해 준다. 즉， “화”라는 표기 를 하면 “파”와 대립이 되므로 청각적으로 뿐만 아니 라 

시각적으로 [faJ와의 관련성과 환원성을 인식하게 된다. 원음으로의 환원성 문제는 이 번에 

같이 발표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시안”에서 중요시된 듯하나 이는 외래어 표거법에서도 

깅조되어야 할 일이다. 끝으로， 보다 원음에 가깡게 척을 수 있으며 또 적합한 기호가 있 

는 데도 불구하고 두 음운을 구별 않고 척는 것은 태만이며 국가적 인 손실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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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b, v /의 표기 

[bJ 와 [vJ의 관계는 음성학적으로 [p] 와[fJ의 관계와같다. 즉， 파열음과 마찰음의 대립 

이 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므로 ， [pJ와 [fJ 를 “고”와 “후”로 표기한 바와 갚이 [bJ와 [v]도 

“닝”과 “부”로 각각 구별해서 표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에는 좀 

사정이 다르다. 국어의 음절 “후”나 “호”와 관련된 “훼 “화 “휘” 따위들은 대체로 강 
한 양순 마찬을 가지여 “훼 " [hweJ ， “화 .. [hwaJ , “휘 .. [hwiJC여기서 처음의 [hJ는 인쇄의 편 

의상 양순 마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의 [wJ 요소도 무성화하여 더 팎 순치음 [fJ 에 가 

까운 우성 마찰음[MJ으로 나기 때문에 적합한 표기이다. 그러나， [vJ를 “부”로 정해， 가령 
[ veJ 플 “웨 .. [vaJ 를 “봐”로 표기한다 해도 이런 음절에서는 마찰음으로 나지 않고 그대 로 

파열음으로 나므로 조음상으로나 청각상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즉 “매 " [beJ , “바" [baJ , 

“웨 .. [bwe] , “봐"[bwa] ， C인쇄의 펀의상 [b] 는 무성화한 것으로 한다) 

위에서 보듯이 “웨”나 “와” 같은 표기는 계속 파열음으로 유지되어 조음적으로니 청각적 

ξ로， 파열음의 표기 인 “베”나 “바”와 하등 다를 바가 없3으로 구태어 이렇게 벤거로운 

표기 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bJ와 [vJ는 시안대로 “닝”로 적을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각적￡로 원음으로의 환원성을 중요시한다면 “웨”나 “봐” 같은 표기법도 의마플 

갖기는 한다. 즉， “베”는 [beJ 로， “웨”는 [ve]로 환원될 수 있으며 동시에 [bJ 와 [v]의 대 

립으로 빚어지는 의미의 구별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예 : “ ul] 일 "[beil] bale, “ 웨l 일 "[ vei l] veil 

이와 관련하여， 영어 를 배운 한국인은 성덩수기- 이미 중학교 시철부터 “V"문자릎 “빅 ” 

또는 “브이‘’라고 발음하고 있으며 월남전 떼에 Viet Cong의 약지 VC룹 흔히 “퍼씨” 또는 

“브이 싸”라고 말음하는 데서도 [v] 를 [b] 애 시 구벨히 리는 노릭을 엿왈 수 있다. 

3.3. jd , 8, ð/의 표기 와 /s/의 표기 

[dJ와 [ðJ는 달리 적을 방법이 없을뿐 이니라 [8] 소리에 비해 서로 청각 인싱이 가까우 

므로 “ c"으로 표기함이 좋￡니- [8J소리는 별도로 표기함이 옳다고 온다. 우선 [8J소리는 

[dJ 니 [ð] 소리와 청각적3로 상당히 다료고， 오히라 우성 마찰음 계용인 국어의 “人”음에 

음성학적으로 가장 가까우으로 “ λ”으로 표기함이 이싱적이다. 그런데， “ 人”은 시안에 따료 

면 [sJ 음을 적는 기호로 쓰이도록 되어 있으니， 영아 를- 비 호 한 외래어의 [s]는 “ λ”보다도 

“사”에 더 가까운 소리이므로 “ 人”은 [8J의 기호로 쓰고 “사”을 [sJ 의 기호로 사용한다면 

원음에도 충실히고 의미의 구별과 원어애로의 환원성 등 여러 변에서 웰씬 힘리적인 표기 

법이 될 것￡로 믿는다. 

여기서 [d]와 [ðJ흘 같이 묶어 한 기흐로 표기히는 것은 [bJ 와 [v] 를 한데 묶어 한 기호 

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8] 를 별도로 적는 것은 [f]를 따로 적는 것과 같은 이치 

이다. 여기 펼자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다음과 갇은 표기가 된다. 

tie[tai] - “ 타이 

die[daiJ - “다이 

tin[tin] - “ 틴 ” 

din[dinJ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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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gh [6ai] - “사이 thin [8in] 一 “신” 

sigh [sai] - “싸이 sin [sin] “씬” 

대체로 한국인들은 영어의 [d] 와 [ð]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ð]를 거 의 [d] 

로 발음하고 있으나 [8] 는 앞서 말한 두 소리와 분명히 다른 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구별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 향은 [8J 흘 별도로 표기해야 할 한 가지 중요힌 이 

유가 될 것이다. 

3.4 . /ts/의 표기 

마찰음 [ts] 는 유기음 “ * "로 적기보다는 우기음 “71." 로 적 는 것이 음성학적으료 가까꽃 

뿐더러 “jÇ"는 이미 [t\J 를 적는 기호로 쓰고 있우므오 [ tsJ 는 “자”포 적 는 것이 좋다고 수’

다. 현행 표기볍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 : C영 ) tsetse [tsetsiJ - “쩌l 찌 " C시 안 : 체 치 ) 

(독) zelt[tseltJ - “켈 트 " C현 행 표기 법 과 같음) C시 안 : 첼 트) 

(독) Rätsel [re:ts~IJ - “레 젤 " C시 안 : 페 칠) 

(영 ) ca t's-eye[kæts-a iJ - “케 즈즈아이 " C시 안 : 캐 츠아이 ) 

3.5. 모음의 표기 

표기 일람표의 모음란에 표시되어 있는 I. P.S.라는 약자가 우엇을 뜻 하는지 확실하지 않으 

나 전후 관계로 보아 국제 음성 기호(lnternationa l Phonetic Symbols)를 뜻히 는 것으로 보 

고 검토하기로 한다. 원래 국제 음성 기호가 가지고 있는 표준 음기와 특정어에서 겉은 기 

호가 냐타내는 음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기호가 일반 음성학적흐로 깃는 음기는 그 기호가 득갱 언어에서 갖는 

음가와차이가 날수있다는뜻이다. 국제 음성 학회의 음성 기호란 우선 이러한 일반음성 학 

적인 기본 음가를 표기하도록 약속된 것이며 각 언어에 이 기호플 사용할 때 는 언어에 따라 

동일한 기호일지라도 표시하는 음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띈 다. 

그런데， 이벤 외래어 표기볍 게갱 시안을 보면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있나 하는 감이 든 

다. 우선 한가지 예 플 들어 보자. 표기 일 람표의 모음란을 보면 [1\J 를 “어 ”로 표기 하게 되 

어 있다. 이는 일반음성학적으로는 정확한 표기라고할수 있다. 우리 말(표준어 )의 “어”음 

은 이래의 모음 사각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이자 기 본 모음CCardinal Vowel) 6변인 [ 1\J 

음에 근시-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 기호가 영국 영어에서는 아주 다른 음가플 니타낸다. 

즉， 재일차 기본 모음 4번인 [aJ 에 가까운 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똑같은 기호[1\J 가 일반 음성 학적으로는 후설 반개모음CHalf-open back vowel)을 표 

시하고 영 어에서는 후퇴 한 전설 개모음(Open front vowel)을 표시하여 큰 차이 를 보이고 있 

다(그링 1). 그러므로， 영국 영어에서 [1\J 로 적 힌 소리는 한글 자모 “아”로 표기하여야 옳다. 

만약 이 소리 를 [1\J의 일 반 음성 학적 인 음가로 착각하거 나 혼동하여 “어 ”로 표기 한다면 그 

결과는 원음과 전연 동떨어진 표기가 되어 버려 표음주의를 표방하는 시안의 청신에 위배된 

다. 또한， 이번 시안의 제 l 장， 표기의 기본 원칙 4항은 “영 어， 미어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벨하여 적 는다”는 원칙 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로 표기 

예로 보면 이 원칙 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 영 국 

영어의 [1\J 는 모두 “아”로 원음에 맞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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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husky [hASkiJ - “하스키 ” 

cut[kA tJ - “카트” 

lucky [lAkiJ - “라키 ” 

country[kAntriJ - “칸트리 /칸추리 ” 

couple[kAplJ - “차플” 

double[dAblJ - “다블” 

기 타 London [lAndanJ , front [frAntJ 따위도 원음은 “란던 " C또는 “란든" )과 “후란트”이 나， 

이미 굳어진 관용어로 본다면 “런던 “후론트/프론트”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든 

예 를 살펴보면 일반에서 많이 씨오고 있는 외래어들， 가령， “카트 “칸추리 “카플 “다 

블” 동은 이미 .영국 영어의 원음가 [AJ를 찰 반영하고 있다. 흑자는 이들 낱말들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일본식 발음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경로야 어떠하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은 현재 영국 영 어의 원음가를 잘 나타내 주는 표기이다. 

그림 1] 「
니
 나 

-, 
「l , ‘ 

어중 

[aJ 

- - _.[니 j 
、

、‘ [:>/I\ J

3.6. 모음 /A/의 표기 

위에서 제시한 이유로 필자는 이번 시안의 모음 표기 일람표를 영어의 경우에는 영국 영 

[J- J [ 1- :1 
~‘- [ 1- : J 

어와 미국 영어를 구분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영어와 미 

어의 모음 표기를 완전히 분리하여 기호 선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한 현행 표 
기법이 이번 시안보다 훨씬 원칙에 충실한 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현행 

표기법이 영어와 미어의 모음 표기를 일람표에서는 분리하고 있으나 [AJ를 “어”로 적도록 

정해 놓았으며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불합리하다. 필자는 영어의 [AJ음은 [aJ 및 [aJ 와 마 
찬가지로 “아”로 표기항이 원음에 충실한 표기라고 본다. 

3.7. 모음 /0/와 /'J/의 표기 

현행 표기법이나 시안에서는 [oJ 와 ['JJ 플 모두 “오”로 적도록 청하고 있으나 이 역시 원 
읍에 충실한 표기 라고는 볼 수 없다. 기본 모음 7밴 [oJ 나 이보다 좀 더 열린 모음 ['J :J C영 
어의 court , bought 따위에서 나는 모음)는 우리말의 “오”로 표기해도 좋￡나 기본 모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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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나 이보다 더 -욱 열린 모음인 영어의 box, cock , lock 따위에서 나는 모음 [oJ (대체 로 

[::JJ 로 표기됩)까지플 음가상 거리가 먼 “오”로 표가하는 데는 우리기- 있다. 그러므로 [::J J 음 

은 우리말에서 이 음에 가장 가까운(그림 l 및 2) “어”로 표기함이 합리적이다. 완순 작용 

이 없는 우리말의 “어” 소리로 원순음인 [::JJ 를 표기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의가 있을 지 

모르나， 원순보다는 혀의 “후설 개방”이라는 조음적인 특성이 청각상의 기여도가 더 높다 

고 볼 때에 [::JJ 를 “오”로 적기보다는 “어”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이 상적 이다. 또 [oJ 와 [::JJ 

를 분리하여 “오”와 “어”로 적는 것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불어와 독어에도 해당되묘로 전 

통을 타파하고 표음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과감한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다꾀그 [::JJ 
예: lawn[b:nJ “로운/론” lock [bkJ “ 럭 ” 

short[\ ::J :tJ “쇼오트/쇼트” shot [l::JtJ “셔 트” 

cord[b:dJ “코오드/코드” cod[bdJ “커드” 

(불)mot[moJ “모” mode[m ::JdJ “머드” 

(불) beau[boJ “보” bonnet[b::JneJ “ 버 네 ” 

(독) Sohn [zo:nJ “초온/존” Sonne[z::Jn<:lJ “저 네 ” 

(독)ofen[o:f<:ln] “오오훤/오훤” offen[::Jf~nJ “ 어 훤 ” 

3 . 8. 모음je， 티 æj의 표기 

현행 표기엽이나 시안은 모두 모음[eJ 와 [6J를 “에”로 적도콕 되어 있으며 [æJ 만을 “애” 

로 적게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안의 일람표에 쓰인 기호 [6J 가 일반 음성학적인 음가， 

즉 기본모음 3벤의 [6J를 뜻하느냐 아니면 KenyonjKnott냐 Prator가 영어의 bet와 set 따위 

의 낱말에 나오는 모음 [6J (Jones 니 T rager jSmi th는 [e]를 사용)을 뜻하느냐에 따라 내용 

이 달라진다(그림 l과 2). 기본 모융 3벤 [6]의 음가는 청각 인상상 당연히 우리말의 “애”로 

표가해야 하며 위에 말한 영어 모음을 뜻한다떤 시안대로 “얘”로 표기해도 좋을 것이다. 시 

안의 일 람표만 가지 고는 일 반적 인 음가를 뜻하는지 득정 어 의 음가를 뜻하는지 분영 하지 가 

않다. 그리고， 이벤 시안을 영어에서 온 외래어 표기법 뿐만 아니라 독어， 불어 등의 외리l 어 

도 디l 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면서도 가능한 한 정밀한 표기법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시안대로 하면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인 

thé와 tête의 표기를 “테”와 “테트”로 하게 되나 이것은 음성학적으로 불합리한 표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thé를 “테" (또는 “매")로 하는 것은 타당하냐 기본 모음 3번과 같은 tête의 

모음[6J 는 우리말의 “에”보다 “애”에 가까우므로 당연히 “에”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뱅-엽은 [6J를 기본모음 3먼이냐 또는 불란서 말 

의 [6]음으로 그 음가를 고정시키고 이를 [eJ 와 분리시켜서 소리값이 근사한 [æJ와 한데 

묶어 “에”로 표기하는 것이다. 

즉 [eJ - “에 ", [6Jj[æ] - “애 ” 

3 . .9. 모음 /cþj와 jæj의 표기 

[1>J 와 [∞]는 독어와 불어에 나오는 소리인 바 음가가 서 로 다를뿐더러 독어와 불어에서 

벨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기 때운에 이들을 “외” 룹.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응 붙합리하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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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플을 분리하여 /<þ/를 “외”노 표기하고 /æ/는 “왜”로 적는 것이 타당한 땅법이 리고 

본다. 다 같이 전설 윈순 모음인 /<þ/와 /æ/는 혀 의 고저에 따라 구별되는 소리들이므로 이를 

분리히-여 표기할 때에도 역시 혀의 고저로 구별되는 “외”와 “왜”로 적는 것이 이상적이다〈그 

림 1). 한 기-지 운제점이 있다면 /æ/가 원순 단모음인 데 반해 국어의 “왜”는 원칙적으로 

[we] 와 같이 소리냐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음가상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셋 

점은 /cþ/를 “외”로 표기할 때에도 생긴다. 국어의 “외 ”는 현재 표준어에서 대체로 [weJ 와 

같은 이중모음으호 소려나기 때운이다. 따라시 /<þ/을 “외 "[weJ로 적기 로 한 이상 /æ/를 

“왜 "[weJ 로 적어서 안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소리의 청각 및 시각적 

차이를 뚜렷 이 할 수 있고 원어로의 환원성도 높일 수 있다. 더구나 “외”와 “왜”는 실제로 

대화체의 말씨에서는 약한 원순을 가진 [<ÞJ와 [∞]로 실현되는 일이 많기 때운에 더욱 알 

맞은 표기라고 볼 수 있다. 

I<Þ/ 
예 : C불) deux[d<ÞJ - “되 

peu[p<ÞJ - “페 

(독) Goethe[g<þ :taJ - “괴 테 

Töne[t<þ :naJ - “되 네 

/æ/ 
fleur[flærJ - “훌돼 르” 

soeur[særJ - “쐐 르” 

Köln [kælnJ - “렐 른” 

Tönnchen[tænç;mJ - “괜현” 

실제 실용의 단계에서 /æ/를 “왜”로 적게되면 “쇄 “쾌” 따위 외에도 현재 한글에샤 안 

스스이는 꼭잡한 자모를 몇 개 만들어 써야 힐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어려운 문 

제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 10. 비모음 /ã/의 표기 

비모음 /ã/는 “앙”으로 적도록 시안에 규정하고 있A나 필자는 음성학적으로 보이- “앙” 

보다는 “영 ”이 원음에 가깝기 때 문에 “영 ”으로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이 유는 모 

음 사각도(그림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어의 비모음 /ã/C시안에는 기호가 /a/으로 되어 

있음 )은 기본모음 5벤 [aJ 이1 가까운 후설 모음인 데 반해 국어의 “ 앙”의 “아”는 기본 모응:- 4벤 

[aJ 에서 다소 후퇴한 저모음무로 소리나므로 후설 모음의 음색을 충분히 갖지 뭇하고 있기 

때운이다. 그런데 ， 국어의 “어”는 비록 혀의 위치가 기본모음 5벤 [0]보다 높기는 하나 완 

전한 후설 모음이므로 이 를 비음화한 소리 “영 즉 [λ]은 불어 원음에 가까운 소리이다. 

뿐만 아니 라 근래 프랑스어의 [ãJ은 음가가 만개모음， 즉 국어의 “어”와 같은 기본모음 6 

띤 [AJ 짝으로 늪아지는 경향마저 있어서 (Armstrong ， 1959: 71) 더욱 가깜다고 볼 수 있으 

며 결국 “영 ”은 가장 합리적인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 전설 비모음인 [ëJ 

“앵 ”과의 청각상의 거리를 넓 여서 두 바모음 간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이 점도 있다. 국어의 

“앙”이라는 버모음은 그 음가가 프랑스어의 [êJ 과 비슷하게 들린 다. 때때로 Rodin [rodëJ 이 

“로맹”이외에도 “로당”으로 표기되는 것은 위에 말한 음가의 유시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 : enfant [ãfõ] - “영 훤 ” 

content [k5 tð J - “꽁떻 ” 

pensée [pQseJ - “엠 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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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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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 비모음 /æ/의 표기 Fr.[버 

버 모음 /æ/는 /ë/와 마찬가지로 “앵”으로 적도록 시안은 규정하고 있으나 원순 모음 /æ/ 
를 “왜”로 적었듯이 원순 비모음인 /æ/도 평순 비모음 /Ë/와 구별하여 “팽”으로 적는 편이 

좋다고 본다. 단지 /æ/는 표준 프랑스어에서 원순 없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안대 

로 “앵”으로 적어도 지장은 없다고 하겠다. 

3. 12. 장모음의 표기 

이번 외래어 표기법 시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특정은 현행 표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 

모음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이다. 장음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시안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만 “장모음은 같은 모음을 거 듭 적기 로 되어 있어 표기상의 불펀을 

가져오고 있음” 이라는 내용이 현행 표기법의 운제 접으로 지적되어 있을 뿐이다. 이 문제 

역시 상당히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해야 하겠다. 

필자는 20년 이상 지켜온 장모음 표기를 “표기상의 불편”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서 간단 

히 버린다는 것은 오로지 표기상의 변의만을 생각한 근시안적인 결정이다고 본다. 표기상 

의 떤의도 중요하지마는 그 보다도 장모음 표기를 하고 안 하는 데 따른 장기적인 이해 득 

실을 면밀 히 검토한 다음에 어느쪽으로든 선택을 해야마땅하다고 본다. 펄자는 장모음 표 

기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이유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표음주의 원칙 에 충실하는 걸 

현행 표기 법과 개정 시 안에 밝힌 대 로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원음에 가깜게 하기 

위하여 장모음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없 다. 표음주의블 원칙무로 내 걸띤서 장모음 표기 를 하 

지 않음은 모순이다. team [ti : mJ을 “타 임”과 같이 표기해 주면 원음에 훨씬 가깜게 소리 

나게 펀 다. 뿐만 아니라 인명의 Tim(othy) [t imJ “ 팀”과 청각 및 시각적a로 갚 구별이 

된다. 마찬가지 로 앞에서 이미 든 영어의 bit [bitJ , beat [bi:tJ , bid [bidJ , bead[bi:dJ 와 같은 

낱말들도 장모음 표기 를 하면 원음에 가깝고 서로 찰 구별이 되게 마련이다. 가령 bi t와 

bea t를 “비트”라고 적으면 어느 쪽을 뜻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비트”와 “바이 트”로 갈라 적 

A면 곧 구별이 된다. 이 는 공 원어로의 환원성을 높이 는 결과도 된다. 

나) 원어의 리 듬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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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음 표기는 원어의 리듭을 갈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리듬의 문제는 모음의 

길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흔히 모음의 걸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나 이와 갚은 관련을 

갖고 있는 려듬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외래어의 장모음 표기를 포기함A로 해서 원어의 

리듬이 파괴되는 예를 드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첩경이 된다. 영어에서 들어온 

meeting [mi: tioJ , party [po: tiJ 같은 말의 리듬은 긴모음이 들어 있는 처음 음절이 걸다. 이 

플 음악의 장단 기호로 표시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리듬이 된다 ; J )ì 
그런데， 이러한 리듬을 장모음 표기를 무시한“미팅 “파티” 같은표기가 어느정도로살 

려줄 수 있을까가 운제이다. 표준어로 되어 있는 서울말， 특히 청소년층의 말에서는 “미팅” 

“파티 ”와 같이 (C)VCV(C)의 음걷 구조즐 갖은 낱말， 예 를 들어 ‘가자’ , ‘바람’ , ‘바다 

‘지방’， ‘파도’ 등은 모두 )ì J 의 리듬으로 실현된다. 즉 첫 음절이 짧고 두 번째 음철이 
길게 발음된다(이 현복， 1973: 118). 따라서，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듯이， 외래어인 “미 

팅”과 “파티”역시 (C)VCV(C)의 음절구조 때문에 첫음철이 짧고 둘째 음철이 긴 Þ J 의 리 
듬￡로 소리나게 되며 이는 원어의 리듬과는 거리가 먼 반대의 결괴가 된다. 우리 나라 현대 

표준말의 리듬 원리를 이해한다면 “미팅 “파티”와 같은 표기를 해놓고 이러한 표기가 원 

어의 J )ì같은리듬을 실현하리라고 막연히나마 기대한다는것은헛된 일이다. 그러나， 가장 

모음을 표기하면 “미이팅”과 “파아티”는 J )ì(<)ì)ìJì)와 같이 원어의 리듬이 유지된다. 
나) 장단에 따른 모음의 음가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영어와 독어는 모음이 장단예 따라서 음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국어에도 이러한 현상 

이 있다. 모음의 음가가 장단에 따라서 다르다 함은 장모음이 단모음에 비해서 음장만이 킬 

뿐 아니라 소리값도 다르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나온 영어의 bit[bitJ와 beat[bi:tJ 

를 비교해 보면 beat의 긴 [i:J는 bit의 짧은 [iJ 보다 소리도 걸며 동시에 혀의 위치도 기본 

모음 제일 벤에 훨씬 가까운 높은 모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단과 음가와의 관계는 국어 

의 ‘김’(성) [gimJ과 ‘김’(해태 )[gi:mJ 사이에는 성립된다(이 현복， 1971:43- 8). 모음 사각 

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장단에 따른 [iJ와 [í:J의 음가 차이는 영어 의경우가 국어보다 심하나 

역시 같은 현상입에는 플림없다. 

이와 같이 장단에 따라서 소리값이 달라지는 모음은 비단 위에 든 영어의 /í/와 /í:/뿐이 

아니고 영어의 /u/와 /u:/ , /'J/와 /'J:/, /A/와 /0:/ (전통적우로는 /εe/와 /0:/를 대립시킴) 
가 있으며 (Gímson , 1962: 94- 116) , 독어 에 도 /i/와 /i:/, /e/와 /e:/, /'J/와 /0:/, /u/와 

/u:/, /a/와 /0:/ 따위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Martens ， 1961: 36- 69). 위의 영어와 독 

어의 예 중에서 영어의 /A/와 /0:/ 및 독어의 /a/와 /0 : /는 짧은 쪽이 전설모음， 긴 쪽이 

후성 모음으로 대힘을 보이며 기타의 예는 모두 짧은 쪽이 열린 모음， 긴쪽이 딛힌 모음으 

로 소리난다. 영어와 독어에서 장단에 따라 전설과 후성 모음으로 나둬는 현상 역시 국어 

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이현복， 1971: 43-8). 즉 영어의 cut[kAtJ와 cart[ko:tJ 그리고 

독어의 kann[kanJ과 Kahn[ko:nJ 에서 전설 후셜 모음이 구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의 

“발”과 같은 낱말도 모음의 장단에 따라서 의 마 가 달라질 뿐 아니 라 음가가 짧은 “아”는 기 

본 모음 4번 쪽으로 전진하고 긴 “아”는 기본 모음 5먼 쪽으로 후퇴하여 차이를 보이게 된 

다. 그러으로， 장모음 표기를 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원어의 장단모음의 음가롤 명확하게 인 

식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장단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모읍의 음가까지 충 

설하게 짚을 수 있는 일석 이조의 이점이 있다. 



50 語學&다究 第15卷 第 1 號

다) 한글 기호의 표음 능력을 높인다. 

시안의 표기 얼린표를 보면 /a/외 /0/를 모두 한글 “아”로 척도록 되어 있A므로 음가가 

사뭇 다른 두 소리를 구떨하지 않고 표기하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영어와 독어에서 장단 

을 수만하여 별개의 음운으로 쓰이는 /a/C영국영 어에서는 jAj)와 /0: /를 구별없이 적는다 

는 것은 “l음운 l 기호의 원칙”과 표음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니 장모음표기를 현행 표기법 

에서와 같이 계속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모두 해결이 된다. 즉 ja띠/와 /띠Qα:/가 “아”와 ‘“‘께 

아’”’로 분리 3표E기될 뿐아니라 원음에도 훨씬 충실해지는 것이며 결국 한글 기호 “아”는 표 

음 능력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 “이”등 여러 기호에도 적용되으로 장모음 표기는 지극히 효율적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 국어 교육에도 유리하다. 

외래어의 장모음 표기는 외래어플 원음에 충실하게 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장모음과 단 

모음의 대 립 관계에 대한 청각 및 시각적인 인식을 높여 주며 나아가서 국어의 장단모음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이다. 모음의 장단이 국어에서 음운론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접차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외래어의 장단음 표기는 국 

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어의 순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부 인사들은 장모음 표 

기를 반대하는 이유의 하냐로 국어에도 장모음의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음을 들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견해이다. 비록 국어에서는 장， 단모음의 표기를 

하지 않을지언정 외래어 표기에서나마 장단 표기를 함으로써 장단 모음에 대한 인식을 높 

힘과 아울러 간접적으로 국어의 장단 모음의 대립을 인식， 유지시키며 결과적드로 국어 교 

육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 이외에도 현행 표기법의 장모음 표기는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학교의 교과서 공문서 등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착실히 

보급되어 있는 표기법을 (“표기상의 불펀”이란 지엽적인 이유만으로) 다시 바꿈￡로해서 

빚어지는 혼란과 국가적인 손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더구나 현행 표기법은 “장모음은 같온 

모음을 거듭 적기로 하되 안 적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에 나타나 있듯이 장모음 표기를 강 

제규정S로 묶어 두지 않았다는 접을 주목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 

도 있다는 융통성 있는 규칙이므로 이를 살려 나가는 펀이 지금까지 위에서 지적한 여러 요 

인을 고려해 볼 때에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장모음표기의 불펀함을 논하면서 

훈히 제시되는 예인 “뉴우요오크" CNew York) 나 “알코호올"Calcohol) 따위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로 보고 “뉴욕 “알콜”로 표기하면 문제가 더욱 간단해질 것이다. 

3.1 3. 장모음의 표기 방법 

위에서 외래어의 장모음 표기는 계 속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어떼한 방법으로 

표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행 표기법에서 는 같은모음을 거듭 적어서 장 

모음을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과연 이상적인가? 펼자는 이 같은 “같은 모읍 

거둡적기”가 가장 이상적인 방멤은 아니라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같은 모음을 거 

둡 적어서 장모음을 표기하연 원음의 표음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다. 가령 New York 
[nju: j ::>:k J 을 “뉴우요오크”로 현성l 대로 적어서 읽으면 다젓 개의 음섣 /뉴/우/요/오/크/로 

발음되기가 쉽기 때문에 원어의 두 읍진 발음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여기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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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장모음 표기 기호인 “우”와 “요”가 별개의 군더더기 음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어 

냐는 음절수 증가와 여기서 펼연적으로 빚어지는 왼음과의 괴리이다. 다시 말하연， “뉴우” 

라는 표기는 [nju:] 라는 하나의 긴 음절을 나타내지 옷하고 이를 두 음젤로 나누어서 원음 

과의 거리를 넓히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오”도 마참가지이다. 장모음 표기 

를 반대하는 이들이 “뉴우요오크”라는 표기를 놓고 원음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이유는 바 

로 이와 같은 군더더기 음칠수 증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같은 모음 거듭적기로 장모응을 표기하는 것도 일종의 표기상의 약속이E로 여기에 

익숙하게 되연 “뉴우요오크”를 /뉴우/요오/크/와 같이 세 움절로 발음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있게 마 

련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연 장모음 표기법이 있다면 이는 형태야 어떠하던 장음을 모 

음기호가 아난 별개의 기호로 적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성 표기에서 많이 쓰는 [:]를 이용 

하거나 짧은 선을 해당 모음의 위나 둬에 더하여 긴 모음을 표기한다면 음칠수의 증가는 

절대로 일어냐지 않을 것이다. 

예 : 뉴:요:크， 뉴-요-크， 뉴요크(New York “뉴우요요크") 

파:티， 파 티， 파티 (party “파아타") 

위와 같은 장모음 표기가 원음에는 가장 충실한 방법이나 실제로는 번거로운 면이 있다. 

갇은 모음을 거듭적기보다는 훨씬 실용적으로 벤거롭고 불펀한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펼 

자는 결국 현행 거듭적기가 음성학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긴 하나 질용에 간펀하기 

에문에 가장 우난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더구나， team과 같은 일 음결 낱말의 장모음을 “덤 :”, “텀 등으로 적￡면 “타 임”에 비 

해 생소하기 이루 닫할 수 없다. 

3.14. 중모읍의 표기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J/는 “아워” 적는다고 이 

번 시안은 규정하고 있다. 현행 “오우”와 “아우어”를 “요”와 “아워”로 고져 적는 이유는 

현실 발음을 존중하기 위함이리고 한다. 그리하여 현재 “보우트"(boat)는 “보트”료， “타우 

어 "(tower)'’는 “타워”로 바뀌게 된다. 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중모음의 표기를 현행 

대로 함이 옳다고 본다. 

가)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삼려서 적는다는 다당한 원칙을 세워 놓고 유독 /OU/와 

/au<J/만을 예외로 처리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 더구나， 원어의 음가는 “오우”와 “아우어” 

로 표기해야 한층 충실해진다. 

나) boat[bout]와 tower[tau<J]의 중모음은 모두 하간중모읍(Falling diphthong/ triphthong) 

으로서 앞 부분야 간하고 길게 발음되어야 하는데 “보우트”와 “다우어”는 국어의 리듬 왼 

리 에 비 추어 볼 예 “우” 부분이 걷게 소리 나므로(비 록 첫 부분인 “보”와 “타”는 길지 않으 

나) 원융의 소리와 리듬에 상당히 충실하나， 시안이 제시한 ·‘보트”와 “타워”로 표기하면 

강세와 길이가 끝 부분인 “트”와 “워”로 이동하기 때문에(이 현복， 1973: 118) 원래의 리듬 

과 통떨어지고 만다. 

(다) 이미 앞에서 누차 지적했거나와 표거법은 현재에만정착하지 말고 먼 앞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음이란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되어서 상당히 굳어진 외래어의 발음을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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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말은 외래어 표기법과 관계 없이 관용된 표기를 해 

주변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tower는 “타워”로 boat는 “보트”와 같이 현실음으로 표기해도 

좋으냐， 이 겉은 관용된 표기 가 앞으로 새로 들어올 외래어의 표기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한 수는 없는 일이다. 즉， tower가 관용된 “다워”로 표기된다고 하여 가령 앞으로 dowry 

[dau<3riJ 를 “다워리”로 적어서는 아니 되며 원음에 가까운 “다우어리”로 적어야 마땅하다. 

또한 지금 boat가 “보트”로 관용된 표기 가 된다 하여 장차 low를 “로”로 적어서논 안 되며 

“로우”로 적어야 할 것이다. 미래 를 바라보는 표기법은 “로우"(low)와 “로 (우) "(law) ， 

“코운"Ccone)과 “코온"Ccorn)을 각각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만일 앞으로 이러한 말을 

이번 시안의 규정대로 구별 없이 “로”와 “콘" 0 로 적어 장모음과 중모음의 표기를 외면한다 

면 이는 지 극히 비능률적이며 근시안적인 표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용으로 처 

리되어야 할 몇 개의 굳어진 낱말로 인해서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 

3. 15 . 영어의 어말 및 자음 앞 파열음 표기 

영 어의 어 말 파열음 / p, b, t , d, k, g/를 가장 원음에 충실하게 적는 방법은 무성 파열음 

/ p, t , k/는 받침으로 적고 유성 파열음 / b d g/는 “으”를 붙여 적는 것이 다. 동일한 환경 

에사 유성 파열음 앞의 모음은 무성 피열음 앞의 모음보다 걸이 가 걸며 파열과 동시에 [<3] 비 

슷한 짧은 모음이 날 수 있는 CLadefoged ， 1976: 44) 영어 유성 파열음의 특성은 이러한 표 

기 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bit, beat , bid, bead는 각각 “빗 “비잇 “비도 “비이 

드”로 적을 때에 원음에 가까운 발음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중모음이 선행하는 파열음도 같 

은 방법 ￡로 적 을 수 있다 ‘ 예 rope “로옵 robe “로우브 cake “케 익 Hague “헤 이 

그 mate “메 잇 J maid “메 이 드 

그런데， 이벤의 시안에서는 어 말의 파열음을 “으”로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 

음 뒤에서는 받침으로 적고 또 단모음 둬라도 l음절어 의 말음 파열음 /t , d, b, g/는 “으” 

플 붙여 적도록 하여， 매우 복잡한 안이 되 고 말았다. 실제로 이번 시안의 어말 파열음 표 

가법은 현행안과도 이렇다 할 차이가 없으냐 다만 규칙의 문구가 다르고 예시한 내용이 다 

를 뿐이다. 실용자의 입장에서는 시안보다 현행 표기법의 규칙 전개 방법이 훨씬 알기 쉰 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시안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를 우선 보자. 첫째로 장모 

음 표기 플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태어 장모음(중모음 포함)과 단모음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어말 파얼음을 달리 적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하여 ， cabinet “캐 비 닛”의 / t /블 

tonight “터 나이 트” 나 support “써 포(오)트”의 /t/와 달리 적 어 야 할까 ? 
필자는 이 렇게 구별해서 . 적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 문에 이 를 어느 쪽A로든지 통 

일하여 적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음애 충실하기 위해서는 받침으로 적은 “캐비닛 “더니 

잇 ” “써포옷”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로， 일음섣어와 두 음섣 이상의 말을 구별해서 어알 파열음을 적어야 하느냐의 문제 

이 다. 시 안에 따르면 bag은 일 음절 이 으로 “배 그”로 되 고， hand-bag은 이 음철이 으로 “핸드 

백”으로 표기되며， 마찬가지로 salad는 “생렷 ”으로 lad는 “래 드”로 적게 되어 있는데 이렇 

게 구별해서 적어야 할 근거는 무엇이며 장점은 무엇 인지 알 수 없다. 구태어 이유를 찾자 

연 ， 일음섣어는 다음철어에 비해 서 개념 전달 기능이 익하다고 볼 수 있겠￡나 이것이 충분 

한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 역시 통엎해서 깐소화시 킬 펼요가 있다. 원음에 충실하려연 ， 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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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유성 파열음의 경우는 음절 수에 관계 없이 “ 0"를 붙여 적어 bag, hand-bag은 “배그” 

“핸드 배그" Chand-bag은 이미 굳어진 관용어이므로 “핸드백”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임 ) 

로 ， salad와 lad는 “앨러드”와 “래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현행 표기법과 시안은 모두， 한 음절의 말에서 단모음 뒤에 오는 /t , d, b, g/는 

“으”로 적고 / p, k/만을 받침으로 척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b, d, g/를 “ 0"로 척는 

것은 당연하나 /t/마저 여기에 포함시켜서 wit를 “위트”로， hit를 “히트”로 적어야 할 근거 

는 무엇일까? 표음에 충실하려면 이 역시 CUF과 cook을 “컵 " C영 어는 “캅")과 “북”으료 하 

듯이 wit플 “윗 hit을 “헛”으로 함이 마땅하다. 그러 나， 이 렇게 적￡면 위에서 말한 개념 

전달 기능이 약한 흠이 있을뿐더러， 국어에서 이런 말 다음에 모음이 이어지면 /t/가 /s/ 
로 바뀌어 (“윗 이”→“위시 “헛이”→“히시") 더욱 의미가 모호해 질 염 려가 있다. 아마도 

현행 표기법과 이번 시안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t/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p, k/ 
는 뒤에 모음이 이어지더라도 같은 초음 위치의 파열음으로 남아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캡 

이”→“커비 “북을”→“부글"). 그러으로， 필자는 지금까지 위에서 검토한 문제점을 종합 

하여 볼 때 결국 두 가지 표기 방법￡로 칸단히 청리된다고 본다. 

가) 어 말의 유성 파열음 /b, d, g/는 “ 0"를 붙혀 척 으며 , 우성 파열음 jp, t , k/는 받침 

으로 척는다. 

나) 어 말의 유성 파열음 /b, d, g/ 및 무성 파열음 /t/는 “으”를 붙여 척 고， 무-성 파열 음 
/ p, k/는 받침으로 적는다. 

여기서 가)는 왼음에 충질히려는 인이며， 나)는 원어의 형태를 뚜렷이 함￡로써 의미 전 

달 기능을 높이려는 배려가 들어 있는 언이디. /t/의 처리에 관한 한 현행 표기볍과 시인은 

나)를 택하고 있다. 

여기서 bit, beat, bid , bead를 두 가지 방법A로 나누어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나) 

bit 빗 비트 

beat 비 잇 비이트 

bid 비드 

bead 비이드 비이드 

위에 말한 두 안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문제는 표음과 의 미의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결정 이 될 것이다. 필자는 규칙을 간소화해서 실용에 변하게 한다는 의미에 

서 표음에 비중을 두는 가) 안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동시에 hit, wit와 같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히트 “위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이다. 이렇게 하여 필자가 제 

시 한 안은， 어 말의 /b, d, g/는 “ 0"를 붙여 쓰고 / p, t , k/는 받침 으로 적 는 간단한 규칙 

이 다. 이제 이 안을 적용하면 시안과 현행 표기법에 나온 예는 다음과 겉이 달라진다(콸호 

안은 시안과 현행) ; 

rope “로움"C로프) C굳어 진 “로프”로 처 리 가능) 

cake “케익 "C케 이 크)， salad “켈 러드"C썰렷) ， 

Piramid “피 라마 드" C피 라잇 ) ， keep“키 입 "C키 프/키 이 프) 

part “파앗"C파트/파아트)， make “메익 "C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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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라잇 "C략이트)， zigzag “지그재그"C지그잭) 

이와 함께 시안에 허용 사항으로 되어 있는 shoot “슛 ， out “아웃” 따위는 규칙적인 표 

기가 된다. 실제로 “슛”과 “아웃”은 운동 경기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다 

음에 모음이 이어날 때에도 “슛이다[슈시다]"， “아웃이다[아우시다]"와 같이 자유롭게 쓰 

이고 있다. 또， 필자가 제시한 안은 우성 파열음과 유성 파열음의 표기가 분영히 구별되므 

로 원어에로의 환원성 이 높다. 예 를 들연 받침은 항상 원어의 무성파열옴 표기이며 “으”붙 

여 척기는 항상 유성파열음 표기플 뭇한다. 

다음으로 자음 앞의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되 단모음 뒤의 / k, p/는 받침으로 적는다고 

시안이 규정하고 있으니 이 역시 펼자는 어말의 파열음 표기에 준해서 적을 것을 제안한 

다. 다만 유음 /1, r/ 또는 비 음 / m, n, 0/ 앞에 올 때 는 모음의 장단에 관계 없이 “ 0 "를 

적어야 할 것이다. 

예 : C콸호안은 시안의 표기 예 ) 

Yorkshire[jo :k~~] “요옥셔 "C요크셔 ) 

zigzag [zigzæg] “지그재그"C지그잭 ) 

popcorn[popb:n] “평크온π홉콘)C미어 : 팝콘) 

Port Said[po:t said] “포옷싸이 드"C포트싸이 드) 

hat trick[hættrik] “햇 트럭 ” 

cocktail [bkteil] “걱테일"C콕테일)C마어 : 각헤일) 

picnic[piknik] “피 크닉 " poplar[p:>pl~] “포풀러 ” 

3.16. 영어의 어말 및 자음 앞 마찰음 표기 

어 말 및 자음 앞의 파열음 /s , z, f , v , 8, ð/는 “으”를 붙여 적 는다는 시 안의 표기 윈칙 

에는 찬성하나 다음 몇 가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 /s/: 어말의 /s/는 초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샤”로 적되 다만 자음 앞의 /s/는 “λ ” 

으로 적는 것이 완음에 가깜다. 

예 : pass “파쓰， course “고오쓰” 

mask“마(아〕스크 ， cost“코스트” 

그려고， 관용이 된 bus, gas 따위는 “빼쓰 “까쓰”로 처 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z/ : 어말의 유성마찰음 /z/는 영어 에서 흔히 부분적으로 무성화되므로 파찬음인 

“ Ã"보다 무성 마찰음 기호인 “人”로 표기하는 것이 원음에 가7갑다. 

예 : jazz“재 스"C재 즈)， cheese“치이스" C치즈)， 

Mrs.페씨스.’(미시즈)， 

다) /8/: 어말에서도 어두에서와 같이 “人 ”로 척는다. 그러므로， 어말에서는 /z/와 /8/가 

모두 “人”로 표기되나， 이 것이 원음에 충실한 길이다. 

예 : smith “스미스"C스미드)， bath“바(아)스" C바드) 

mouth “마우스"C마우드) [mouse “마우쓰"] 
math. Cematics) “애스"C매드) [mass “애쓰"] 
path[pa:8] “파아스"C파드) 



외례어 표기법 개정 시안의 문제점 

cf . parse[pa:z] “ 파이-스" C파즈) 

pass[pa: s] “파아쓰" C파스) 

려-) / f , v/ : 어두에서와 마찬각지로 /f/는 “푸" / v/는 “ \j"로 표기힌다. 

예 : offset[3C:) fset] “어 후셋/오오후셋 " C오프셋 ) 

beef[bi:f] “비 :후" C비 프) ， half [ha:f] “하아후" C하프) 

graph [græf/ gra:f] “그래 후/그라아후" C그래 프) 

3 .17. 파잔음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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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찰음의 표기는 시안에 찬성하나 단지 Itsl등 “츠”로 적는 것만은 이미 앞에시 제시한 

이유로(cf. 4) 적합효지 않으므로 “;9;"로 하는 것이 원음에 가까운 표가이다. 

에 : Tsushima Ltsu:shima] “즈으시 마"C츠시 마) 

sports[sp3:tSJ “스포오즈"C스포츠) 

물흔 sports는 국어 에 서 이 미 굳어 진 말이 므로 “스포쓰 “스포즈” 또는 “스포스” 나 “스 

포츠” 중에서 한 가지 표기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1 8. 비음의 표기 

시안의 비용에 관한 세칙 1)은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이고 

2)는 “모음 또는 유음/1， rl 앞의 /DI은 받침으로 적되 “기”을 더하여 척는다”로 되어 있 
무냐， 필자의 천해로는 1)의 원칙으로 족하며 예외 규정인 2)는 불펼요하다고 본다. “기” 

을 더하면 원음에서 멀어질 뿐 아무런 이득도 없으며 “기”을 안 적었다고 하여 한국인이 발 

음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 : singer[siDaJ “썽 어 "C싱 거 ), 

Speng1er[Speo1eJ “슈팽 러 "C슈팽 글러 ) 

3 .1 9./1 ， r/표기 

시안은 현행 표기법에 비해 /1, r/에 관한 표기 세척이 성세하고 영확하다. 다만 유음의 

표기 세척 2)와 3)의 관계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한다. 즉 어중의 /1/이 모음 앞에 

올 예는 “2..2."로 적기로 한다는 2)와 /1/로 시작되는 낱말 앞에 다른 말이 결합하여 하 

나의 낱말처럼 사용될 경우 !1/이 어중에 오게 되더라도 “2."로만 적기로 한 3)은 같은 !1/ 

음을 전차는 “2. . 2." [1]로 후자는 “2." [rJ 로 달리 적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하면 slide, relay 따위의 /1/은 “슬라이드 “릴레이”와 같이 “2."을 거듭 적어[lJ 소리로 

표기 하고 head-light, air-Iock 같은 복합어 의 두 번째 형 태 소의 첫 자리 에 냐는 /1/은 “헤 드라 

이트 “에어록”과 같이 “2."로 적어 [rJ소리로 표기한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복합어도 

결국 하나의 낱말같이 쓰이는 외래어이묘로 형태론적인 고려을 배제하고 표음주의를 존중하여 

“2..2." 즉 [lJ 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위의 세칙 3)은 불필요하다. 

예 : head-light “헤들라잇 " C헤드 라이트) 

neck-line “네 클라인 "C네크라인) 

air-Iock “에 얼 록" C애 아 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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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lamp “네올램프" C네오램프) 

또 이와 같이 표기하면 복합어의 두 번째 요소의 첫소리가 Ilf일 때와 /r/일 때 를 구별하 

여 나타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예 : air-line “애 얼라인 " C에 아라인) 

air-raid “애 어 레이 드"C에어레이드) 

그러 나 한편 이 렇 게 되면 neck-hne “네클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첫번 형태소가 /k/와 같 

은 무성 파열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l]소리 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지 못하게 된다. 

3.20. 프랑스어 의 표기 

프랑스어의 표기 시안에 “영어에 있는 음운은 영어 에 준해서 척고 없는 것은 다음과 같 

이 적는다. 다만， 영어에 있는 음운이라도 프랑스어에서 독특한 것은 그 특정을 다음과 같 

이 살려서 적는다”는 원칙이 주어져 있다. 펄자의 의견으로는 프랑스어의 무성 파열음은 영 

어와는 다른 프랑스어 특유의 음성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므로 그 특정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의 시안과 현행 표기법은 이 를 우시하고 있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이 주로 유기 

음으로 나기 때 문에 이 를 한글의 유기 파열음 기호인 “고 E ， 격 ”로표기함은 옳은 일이나， 

영어를 따라서 무기 파열음인 불란서 말의 / p, t , k/마저 “고 E ， 격”로 표기함은 불합리하 

다. 더구냐， 이 같은 우기 파열음을 표기할 적당한 한글 기호가 없다면 별문제이겠으나 알맞은 

기호가 있치 때문에 당연히 원음에 충실한 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무성 
무기 파열음 / p, t , k/는 의당 된소리 “1l1l, 江， 끼”로 적는 것이 옳다. 동시에 이 같은 표기 

는 이태리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어의 무기 파열음은 현행 표기법과 시안에서 이미 된 

소리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독 프랑스어와 이 태리어에서만 이 를 외면하고 원음과 

거리가 먼 표기 를 하고 있음은 모순이다. 프랑스어와 이태리어의 예 를 들띤 다음과 같다. 

content “꽁멍 " C콩탕) ， parfum “싸르행 "C파르팽) 

tête-à-tête “때 따때 뜨" C헤 타테 트)， pensée “뺑 써11" C팡세 ) 

(이 )paglia “빨리 아" C팔리 이 )， 

(이 )montagna “몬따냐"C온타냐) 

3.21. 이 탈리아어의 표기 

무성 무기 파열음의 표기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 이 틸리아어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정 인 자음 

중복Cgemination)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안괴 현행 표기법에는 “같은 자음이 둘 

있을 경우도 영 어와 같이 하나로 발음함”이라는 세칙을 두어， 이 현상을 표기법에 반영하지 

않도록 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탈리아어도 이 탈리 아 말의 특정을 살려서 적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는 만큼 이 탈리아 말의 자음 중복 현상은 당연히 표기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 : allegretto[allegretto] “ 알레 그렛 또"C알례 그페 토) 

larghetto [largetto] “라르켓또"C라르게 토) 

accanto[akkanto] “악깐또"C아칸토) 

cappa [kappa] “깝빠" C카파) 



외래 어 표기법 개청 시안의 문제정 

cassetta [kassetta] “갓셋 따" C카세 타) 

alIa[alla] “알라” 

sportello [sportello] “스뽀르펠로" C스포르델로) 

programma [programma] “쁘로그람마"C프로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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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자유 중복 현상은 단지 파열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s/ , / 1/, /m/등 광범 

하게 나타나는 이 탈리아어 (이 낱말도 원음은 “이딸리아")의 특정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힌 자음 중복 현상은 국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지극히 자연 

스러운 음성 현상이다. 

예 : 갔다[같따]， 갑부[갑뿌]， 숙고[숙꼬] 

덧신[덧씬]， 알라[알라]， 엄 마[엄마] 

가령 한국어의 “알라”와 이 탈리 아어의 “alIa"는 모두 [allaJ 로 소리나서 자음 중복의 현상 

을 보이므로 “alIa"를 “알라”로 표기항이 적절하다. 

3.22. 일본어 의 표기 

일본어의 표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성 파열음이다. 현행 표기법이나 시안은 모두 

일본어의 우성 파열음을 “ 격 E ， 표”로 척고 유성 파열음은 “1:l, 1::, 기”로 되 어 있어서 일 

견 지극히 체계적인 듯하나 원음과는 동떨어진 표기법이 되고 말았다. 음성학적￡로 볼 때에 

일본말의 우성 파열음 / p, t, k/는 우선 초성의 위치에서 기 CAspiration)를 수반하는 유기음 

으로 (服部， 1956: 138) 나냐， 국어의 유기 파열음 “표 E ， 격"보다는 훨씬 기가 약하고 국 

어의 “1:l, 1::, "1"보다는 다소 강한 파열음이다. 그러므로， 일본어의 / p, t , k/는 한글 기호 

“님1::， 기”로 적는 것이 원음에 충실한 방법이다. 한연 /p, t , k/가 초성 이외의 위치에 

서 는 대체로 무기 파열음으로 〔服部， 1956: 138) 소리나므로 국어의 무성 무기 파열음 기호 

로 쓰이는 된소리 기호 “JlU, 江 11"로 표기하는 것이 역시 원음에 충질한 방법이다.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표기가 나온다. C괄호 안은 현행과 시안) 

/tanaka/ “다나까"C타나카) 

/ to:kyo/ “도오꼬" C토〔오)쿄) 

j hikari/ “허 까리 " C히 카리 ) 
jsatoj “사또" C사토) 

jtottori( “돗또리 " C돗토리 ) 

j karatej “가라떼 "C카라테 ) 

j pappa j “밥빠" C팝파) 

그런데， 여기서 현행 표기법 이나 시안은 어찌하여 원음과 먼 표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 

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표기법의 일본어 표기 원칙은 “일본글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여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안은 “일 

본어를 국제 음성 기호를 기준으로 하여 한글로 표기한다라고 밝혀 놓았다. 다시 말하면， 

일본말 소리를 직접 한글 자모로 적는 것이 이나고 일본말을 로마자나 국제 음성 기호로 전 

사Ctranscribe)한 다음 이 를 다시 한글로표기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정은 중간 단계에 도사리고 있으며， 로마자와 국제 음성 기호의 마력으로， 결과적으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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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본어가 아닌 서양어 즉 영어의 표기가 되고 만 것이다. 일본어가 로마지-나 국제 

음성 기호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유성과 무성의 대럽은 잘 유지되었으냐 동시에 강한 유기 

음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려고，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국제 음성 기호 [p, t , kJ의 기본 음 

가는 무성 무기 파열음 [pJ , [tJ , [kJ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 국제 음성 기 

호가 언 어 에 따라 거 기 에 맞는 약속(convention) 하에 유기 음으로도 쓰이 고 우기 음으로도 

쓰이나 어디까지나 기본 음가는 프랑스어의 / p, t , k/와 같은 무성 무기 파열음임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실재로 불란서인은 /tanaka/란 표기를 보면 “따냐까”로 인식하고 발음 

도 한다. 그러므로， /tanaka/와 같이 로마자/국제 음성 기호로 적혀 있다고 하여 이 를 무 

조건 영어식으포 인식하고 말음하면서 한글로 “타나차”로 적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와 갚아 불합리한 일본어 표기에 얽힌 요인을 밝혀 놓고 보면 해답은 자영하다. 일본어 

의 표기는 로마자나 국제 ‘ 음성 기호를 통한 간접 표기 를 탈피하고 일본어의 음성학적인 특 

징을 파악하여 직접 한글 기호로 표기하여야 표음주의에 입각한 표기법이 될 것이다. 

4. 결 론 

외래어 표가법 시안과 현행 표기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마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시안은 현행 표기법에 ll] 해 표기 세칙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졌으며 애애하던 부분이 

명확하게 된 곳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는 우선 완전히 굳어진 외래어를 사정하여 정해 

놓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굳어진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일관성 있는 표기 원칙을 세울 수 있다. 

2) 시안은 현행 표기법에 비해 표음주의 왼칙이 약화되고 후되했다. 우선 장모음 표기 길

포기함은 모음의 장단뿐 아니 라 려듬， 음가 등에서 원음과의 괴리 를 빚고 있다. 그러 

으로， 장모음 표기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표가법이나 시안보다 큰 우리 없 

이 원음에 충실한 표기를 가능승게 하는 방법은 마땅헤 활용되어야 한다. 

3) 헌행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시안은 현재와 과거에만 칩착하고 미래를 외연한 근시안적 

인 안이다. 이상적인 외래어 표기법은 현재 들어와 있는 외래어뿐 아니 라 앞으로 새 로 

들어올 외래어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겠다. 

4) 시안과 현행 표가법에 밝힌 대로 영어와 미어의 소리값이 다플 혜는 이 를 갈라서 적 

어야 한다. 시안과 현행 표기법은 이러한원칙만 세워 놓았을뿐 실제로는 이것이 시 행 

되지 않는 듯하다. 또 일본어의 경우와 같이 로마자나 국제 음성 기호로 전사한 후 이 

를 다시 한글로 표기하면 원음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표기함이 다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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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ranslitering Loan Words by the Korean Alphabet 

- - A Critical Appraisal of the Revised Koreanization System--

Hyun Bok Lee 

59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 depth the revised Koreanization system(draft) 

for loan words in Korean , which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December, 1978. Following a brief discussion of the general principle involved in trans

literation a point by point evaluation of the revised version is made in relation to the 

current system. Unrealistic and unbalanced rules are all pointed out and possible remedies 

suggested . Some of the main points arising from the revi sed version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inciple of “ Phoneticism" is not fully exploited . For instance, vowel length , 
duly marked in the current system , is now discontinued, thus leading to ineffective 

representation of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loan words (vowel length , vowel 

qualities and rhythm) . 

2) Anglicism and Americanism are to be seperately transliterated as set forth in the 

“ Principle" of the revised version. However, This rule seems to be honoured only 

in principle and not in principle and not in practice. Similarly, loan words of Italian , 
French, German, Chinese and ] apanese origin should be transliterated directly on 

the basis of their original phonctic values, and not via English. 

3) The revised version is short-sighted in that it is not prepared to deal effectively 

with loan \vords in future. Various solutions are given to make it as far. sighted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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