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한 및 어휘의 대조분석 

。l 겨l 순
 

1. 서 론 

1950년대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이하 CA라 함)의 외국어 교육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모국어와 목표 

어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에 의해 학습상의 문제점을 추정하여 이를 토 

대로 교재펀찬， 학습지도 계획， 시험문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야다. 이와 

갇은 관점에 따라 Lado(1957)가 대조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Stockwell & 

Bowen(1965)에 의하여 영어와 스페인어의 음운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이들 

과 Maπin(1965)의 공동연구로 두 언어의 문법구조가 비교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형생성학자들(Ritchie 1967, Wolfe 
1967)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이들은 표면구조의 대조분석의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즉， 언어마다 그 섬층구조는 유사하며 섬층구조에서 표층구조 

로 도출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언 비교는 외국어의 자율성 (au

tonomy)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논 것이다. 또한 대조분석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과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와는 차이가 었다는 주장이 

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Oller 1971, Dipietro 1971, Rivers 
1970)에 의해 CA는 연구되고 지지되어 왔다. 또한 오류분석에서의 오류의 

원인규명연구(Chau 1975, Richards 1971)에서는 모국어의 간섭에서 생기는 
오류가 전체오류의 1/3이상이라는 것이 연구결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2 

l 뼈do(1957)는 두 언어체계와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상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유형을 기술할 수 있다는 가설에 업각하여 대조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Stockwell과 Bowen(1965)은 영어와 서반아어의 음운을 비교했고， 이 두 사람이 

M없‘띠1(1965)과 함께 두 언어의 문법구조를 대조분석하였다. 

2 Chau(1975)는 오류분석이냐 대조분석이 외국어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실험연구， 그 결과 총 오류 중에서 두 언어 차이에 

기인되는 것이 반 이상이 되는 것을 발견， 이에 대해 Richards( 1971)는 전체오류 
의 1/3야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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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와서 James(1980)는 전이 (transfer)되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대조분석을 섬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하였고， 언어형식에만 집중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분석하는 이론적 테두리와 실제적 방 

법론을 제시하여 대조분석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James(1980)는 대조분석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언어적 기호(linguistic 

code), 즉， 언어 형식과 체계(밍age)를 다루는 ‘microlinguistic contrastive 

analysis'와 실제 사회 적 인 사용면을 다루는 ‘macrolinguistic contrastive analy

SlS’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과거 대조분석학자들이 다룬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체계의 대조분석이며 후자는 사회언어학， 담화분석， 화용론 등이 도 

입된 새로운 연구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로 ‘microlinguistic analysis' 중， 음운과 어휘의 

비교에 집중하고 2단계인 문법의 비교와 사회적 언어기능을 다루는 

‘macro피땅버stic analysis’의 연구는 2단계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Lado, Stockwell & Bowen의 방 

법과 최근에 제시된 James의 方法을 절충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고 문제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편에서는 두 언어의 음운체계를 다루어 모음과 자음의 대조를 하고 각 

음소의 음성적 특정， 변이음 및 그 分布 등을 대조한다. 

이와같은 연구는 실제 교사들이 지도에 앞서 이론적인 음운체계를 아해 

하고 두 언어의 발음상의 차이를 알고 교육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발음지도를 할 수 있다는 관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편에서는 어휘를 대조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문법적인 기능어와 구체 

적인 사물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어로 나누어， 기능어 대조에서는 시간 

이나 장소 등과 관련되는 기능어 사용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다루고， 내용어 

의 대조에서는 주로 의미의 분화비교， 어의의 비교 빛 외래어의 의미변화 

등을대조하고자한다. 

이는 두 언어 사이에서는 한 단어가 다의적인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적 

인 경우가 있으며， 또 의미의 영역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의에는 文化的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문맥이나 상황에 맞는 

어휘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어휘의 대조분석을 하여 음 

운대조분석과 함께 영어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영·한음운의 대조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이 영어를 목표어로 배우는 상황에서의 문제점 

을 다루기 위한 대조분석이기 때문에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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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비하는 방법을 택한다. 

2. 1. 영 • 한 음소의 대조 
Lado(1957)가 제시한 대조방법을 Stockwell과 Bowen(1965)이 적용하여 

영어와 서반아어를 대조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C8rlJarnes(1980)가 음운체 

계 비교방법을 더 체계화하여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방법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음운체계 

의 대조를 진행해 나아가기로 한다. 

(1) 두 언어의 음소의 음소표에 의해 제시한다. 

(2) 두 언어에 있는 유사한 음소， L1 (한국어)에는 있고 L2 (영어)에는 없 

는 음소， L2에는 있고 L1에는 없는 음소를 찾는다. 
(3) 음소의 분포를 비교한다. 

(4) 두 언어의 음소의 음성적 특정을 기술 대조한다. 

(5) 두 언어 음소의 변이음과 그 분포를 기술 대조한다. 

(6) 위의 방법으로 대조분석이 진해되는 과정에서 대조결과 나타난 결과 

에 따라 차이점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2. 1. 1. 모음의 대조 

영어의 모음 음소의 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Trager

Srnith(1951 )의 총괄적 (over-all)인 모음표에 준하기로 한다. 영어 학습을 목 

표로 하기 때푼에 좌측에는 영어， 우측에는 한국어를 제시한다F 

(1) 단모음 
English 

Front Central Back 

전셜모음/i， e, æ/ 
중셜모음/d， a/ 
후셜모음/u， o， :J/ 

Korean 

Front Central Back 

기， e， æ/ 

/a, d , a/ 
/u, 0/ 

3 8tep 1 and 2 : Inventories of the phonemes of L 1 and L 2 

Step 3: State the allophones of each phoneme of L 1 and L 2 

Step 4 : State the distributional restricions on the allophones and phonemes 
of L 1 and L 2 

4 한국어의 음소는 이희승(1955) ， 허웅(1968)의 체계를 토대로 모음 8개， 반모 

음 2개， 자음 19개로 하였고 영어는 Trager-Smith(1951)와 Yao 8hen(1962), 
Chornsky & Halle(196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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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모음 

계 λ 
~ 
」

영어와 한국어에 반모음이 있다. 영어에는 많은 학자들이 /w, y/ 두개를 
인정하나， 학자에 따라서는 /r/을 포함하기도 한다. 

반모음은 단모음과 합쳐져서 음절을 이룬다. 영어에서는 앞에 오는 단모 

음은 강하게， 뒤따르는 반모음은 약하게 발음하는 하캉적 활음( off-glide)이 

다. /w/는 혀가 후설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후셜적 활음 

(dorsal glide)이라 하고， /y/는 혀가 전설쪽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 

에 전셜적 활음(frontal glíde)이라 한다. 그 예로 /uw, ow, aw/와 /íy, ey, ay/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어에도 /w, y/ 두개의 반모음이 있으나 영어와는 대 
조적으로 상승적 활음(on-glide)으로 나타낸다. 즉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 와 

서 이중모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유사점〉十E+K기， e, æ, d , a, U, 0/ 

〈차이점>-E+K써/ 

+E-K/ L:>/ 
〈문제점〉 한국학생에게 / i , :>/의 발음이 어렵고 영미 학생에게는 한국 

어의 써/가 어려움 

두 단어의 모음 음소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영어의 단모음 음소는 총괄 

적으로 아홉개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 중 /i/와 /d/는 약음절에 나타나는 

모음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어 여닮개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단모음도 여 

닮개로 볼 수 있어 양어에서 같은 수의 모음 음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ÍnventOIγ’나 음성적 특정에는 차이가 었다. 

2.1.1.1. 모음 음소의 음성적 특징 

두 언어의 모음 음소의 음성적 특정을 기술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 

교하기로한다. 

(1) 전설모음 

@기/ 

전셜모음으로써 혀의 앞부분 

이 아주 높아 진다. 전셜활음 

jyj를 동반할 때와 짧게 발음 

휠 때는 그 음질이 다르다‘(1. 

1.1.2 참조) 
eatjiyt/ 

feel/fiyl/ 

5 국어음운학(1968 : 135-6) 참조. 

<D/ì/ 
영어의 /i/보다 혀의 위치가 

약간낮다. 

이민 /ímín/ 

기부 /kìpu/ 

나이 /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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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영어의 /e/는 긴장된 소리로 

/i/보다 혀의 위치가 낮고 약 

간안쪽으로난다. 

bet /bet/ 

met/metf 

set /set/ 

@/æ/ 
/e/보다 혀의 위치가 낮다. 턱 

을 낮추어 상하로 업을 많이 

벌려서 내는 소리이다. 업술은 

둥글지 않다. 

am /æm/ 

bad /bæd/ 
batman jbætm;m/ 

(2) 중설모음 

@ /d/ 
혀의 위치는 중간 높이이고 

약간 뒷편에서 냐는 소리이 

다‘ 강세를 받을 때에는 [A] 
소리가 나며 업을 더 벌려 

발음한다. 약모음에서는 [d] 

로 발음한다. 

about /dbautj 

lemon /lemdn/ 

annoy /dn ;,ij 

cup /kAp/ 

cut /kAt/ 

luck /lAk/ 

@ /a/ 
혀의 중간쯤에서 나는 소리이 

며 혀의 위치는 아주 낮다. 미 

국영어에서는 더 뒷쪽에서 나 

@ /e/ 
영어 의 /e/보다 약간 높으며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음 

하는 소리이다. 

에미 /emij 

세수 /sesu/ 

그네 /ktl:ne/ 

@ /æ/ 
영어의 /æ/보다 혀의 위치가 

높다. 

애인 /æin/ 

새것 /sækdt/ 

소개 /sokæ/ 

@ /d/ 
영어의 /d/보다 좀더 후설적 

이다. 

어머니 /dmdnij 

거 머 리 /kdmdrij 

언니 /dnni/ 

@ /a/ 
영어의 /a/보다 혀가 약간 높 

은 위치에서 소리난다. 

아기 /ak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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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 

다. 

pot/pat/ 

mop/map/ 

hot/hat/ 

(3) 후설모음 

@ /u/ 
혀의 위치가 높고 아주 뒷편 

에서 냐는 소리이다. 자음샤이 

에서 짧게 발음 될때의 [u]는 

걸게 발음될 때 의 [u]보다 혀 

의 위치가 더 낮아진다. 원순 

성 소리로 업술을 둥글게 한 

다. 

pool/puwl/ 
f。이/fuwl/ 

\ook기버‘/ 

(J) /0/ 
뒷쪽에서 나는 원순음이다. 미 

국영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발 

음되지 않으며 중모음에서 나 

타난다. 

go/gow/ 

coat/kowt/ 

code/cowd/ 

수 
」

사람 /saram/ 

발 /pal/ 

@써/ 

혀의 위치가 높고， 중간 또는 

약간 뒷편에서 냐는 고모음이 

다. 비원순음으로 업술은 둥글 

게 하지 않는다. 

음식/블msik/ 

가슴/kas블m/ 

그늘/ki:m버/ 

(J) /u/ 
영어의 /u/보다 앞쪽에서 발 

음되는 원순음이다. 

나무 /namu/ 

구두/kutu/ 

수리 /suri/ 

@ /0/ 
입술을 둥글게 하여 발음 하 

는 후설음이다. 그러나， 영어 

의 /0/보다 앞쪽에서 발음된 

다. 

오후 /ohu/ 

사고 /sako/ 

고생 /kose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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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0/보다 혀의 위치가 낮고 업 

을 더 벌리며 업술을 약간 둥 

글게 하여 발음한다. 걸게 발 

음할 때는 혀의 위치가 더 낮 

아진다. 

dog/d ::Jg/ 

moss/m::Js/ 

song/s ::JU/ 

(4) 활음(glide) 

@/w/ 
혀가 후설 모음 /u/쪽으로 가 

면서 나는 소리이다(dorsal 

glide). 앞에 요는 단모음과 

함께 이중모음( diphthong)을 

형성하는 하강활음(off -glide) 

이다. 

boat/bowt/ 

housejhaws/ 

sound/sawnd/ 

@) /y/ 
혀가 전셜음 /i/쪽으로 움직이 

면서 나는 전셜활음(frontal 

glide)이다. 단모음 뒤에 와서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하강활 

음이다. 

gray/grey/ 

time/taym/ 

noise/myz/ 

〈차이점 및 문제점〉 

@/w/ 
영어와의 반대로 단모음 앞에 

오는 활음으로 상승활음(on

glide)이다. 

원 /w;}n/ 

외국 /wekuk/ 

과자 /kwaIa/ 

@) /y/ 
단모음 앞에 와서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상승활음이다. 

약/yak/ 

여름/y;}lum/ 

야유/yayu/ 

(1) 한국어의 /i/는 영어의 /i/보다 혀의 위치가 낮으며， 영어의 /i/가 두 
가지로 발음되는 것을 구별하기 힘들다 eat-it， seat-sit 

(2) 한국어의 /æ/가 영어의 /æ/보다 높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서 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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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려야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bat, sat, back 

(3) 영어의 /u/가 한국어의 /u/보다 혀의 위치가 높고， 두가지로 발음되 

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pool-pull, fool-full 

(4) 영어의 /':1/를 /0/로 혀의 위치를 높여 발음하기 쉽다. 또 /~/와의 구 
벌이 어려울 것이다. 

boss-bus, dog-dug 

2. 1.1.2. 모음 변이음과 분포 

English 

(1) /ν • r [iJ/_[yJ 1 
l [IJι_C f 

반모음 역 할을 하는 [y]앞에서 

는 혀의 위치가 높고 앞쪽에서 

나는 소리 이고， [1]는 자음앞에 

서 [i]보다 혀의 위치가 더 낮 

고 약간 안쪽에서 소리난다. 

{ [i] eat seat bee 
[ 1] it, sit, bit 

(2) /e/ • ( [e]_C 
< [E]/_ ( [~]η 

l [r] r J 

자음 앞에서는 긴장된 음인 [e] 

가， [<J]나 반전음 [r]앞에서는 

긴장이 풀려 혀의 위치가 약간 

낮아지는 [E]가 나타난다. 

[ e ] echo, set, met 

[E] air, bear, cake 

(3) /æ/ • [æ]/ { #二 c}

어휘의 어두에나 어중에만 나 

타나고 어말에는 나타나지 않 
1一 _1 
"L. --,-

am, add, back, cap 

Korean 

/i/ • [i] 

모든 환경에서 영어의 두 변이 

음， [i]와 [IJ의 중간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다. 

[i] 이 민 [imin] 

기분 [kibun] 

소리 [sori] 

/e/ • [e] 

모든 환경에서 [e]로 나타난다. 

에누리 [enuri] 

세상 [sesan] 

지게 [cige] 

기세 [kise] 

/æ/ • [æ] 

모든 환경에서 [æ]로 나타난다. 

애기 [ægi] 

애인 [æi‘n] 

배구 [pægu] 

배 [p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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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 [aJ 

미국 영어에서는 [aJ로 발음되 

는 것이 영국 영어에서는 혀의 

위치가 더 낮은 [oJ가 사용되 

는 경우가많다. 

box, dock, watch 

Bob, Cod, knowledge 

(5) /;:)/ • r [;:)J/[-StressJ ì 
1 [1\J/[ +StressJ r 

schwa라고 불리 는 /;:)/는 강세 

를 받지 않을 때는 [;:)J로， 받 

을 때는 [1\ J로 발음된다. 약모 

음이 [1]로 발음될 때도 많 

다. 

[ ;:) J about, obtain, support 

[1\J sun, much, come 

(6) /u/ • r[uJ/-[wJl 

ì. [uJ/-C J 
반모음 역할을 하는 활음 [wJ 

가 뒤따를 때는 혀의 위치가 

높고 더 전방에서 발음되는 

[uJ로， 자음 앞에서는 혀의 위 

치가 [uJ보다 약간 낮고 왼쪽 

에서 나는 [uJ로 발음된다. 

{ [u] pool fool group 

[uJ pull, full, could 

(7) /0/ • [oJ/ [wJ 

반모음 역할을 하는 활음 [wJ 

앞에서 나타나며 미국영어에서 

는 단모음으로서는 나타나지 

/a/ • [aJ 

모든 환경에서 [aJ로 나타난다. 

아버지 [ab매iJ 

사람 [saramJ 

과자 [kwalaJ 

/;:)/ • [;:)J 

영어의 /;:)/보다 후셜적이다. 

어머니 [;:)m;:)niJ 

수건 [sug;:)nJ 

유서 [yus;:)J 

/u/ • [uJ 

모든 환경에서 [uJ로 나타난다. 

우리 [uriJ 

수리 [suriJ 

우물 [umulJ 

사후 [sahuJ 

(7) /tx/ • [ txJ 
모든 위치에서 [블]로 나타난 

다. 

음악 [-timakJ 

그늘 [k블n-tilJ 

그 [k융] 

(8) /0/ • [oJ 

모든 환경에서 [oJ로 나타난다. 

오리 [oriJ 

오이 [o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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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보리 [pori] 
사고 [sagoJ go, so, boat, coast 

(8) /'J/ • ['JJ 
모든 환경에서 ['JJ로 나타난다. 

장음으로 발음될 경우가 많다. 

on, soft, boss, cost, 
sorry, taught 

〈차이점 빛 문제점〉 

(1) 영어의 기/의 변이음 [iJ와 [tJ를 그 중간음인 한국어의 [iJ로 발음하 

기 쉽다. 

(2) 영어의 [eJ와 [gJ를 위치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한국어의 [eJ 발음 
으로대치하기 쉽다. 

(3) 영어의 /d/의 강세에 의한 두 변이음의 발음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AJ를 [매로 대치하기 쉽다. 

(4) /u/의 두 변이음의 발음이 /i/의 경우와 갇이 힘들 것이다. 또 한국어 
‘ 의 /u/와 같이 앞쪽에서 발음하기 쉽다. 

(5) 영어의 /'J/가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턱을 내리지 않고， /0/로 발음 

하기 쉽다. 

2.1.2. 자음의 대조 

@자음표 

English 

(1) 폐쇄음 

/p, b, μ d, k, g/ 
(2) 파찰음 

/c, ν 
(3) 마찰음 

/f, v, e, ð, s, z, s, z, h/ 
(4) 설측음 

기/ 

Korean 

/p, p’, p", t, t’, t h, k, k’, kh/ 

/c, c’, ch
/ 

/s,s’, h/ 

/1/ 
(5) 유음 

/r/ 
(6) 벼음 

/m, n, UI /m,n, u/ 



영 • 한 음운 몇 어휘의 대조분석 585 

〈유사점>+E， + K /p, t , k, Ch, S, h, 1, m, n, lJ/ 
〈차이점>+K/P"， p’, th, t ’, c, c’, kh

, k’, s’/ 

+E/b, d, g , j, f, v, e, ð, z, s, z, r/ 

〈문제점〉 

한국어에 없는 소리 /f, v, e,ð, z, z/와， 한국어에서 변이음이 영어의 음소 

인 jb, d, g, j , s, r/의 습득이 어려울 것이다. 

2.1.2. 1. 자음 음소의 음성적 특징 

자음은 어디에서 통로가 폐쇄되고 어디에서 좁아져서 발성이 되는가 하 

는 @ 조음방법 (ma.nner of aπiculation) ，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냐는가 하는 

@ 조음위치 (point of articulation), 그리고 @ 성대가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 

1-f(voicing)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의 경우 성대가 울리면 유성음 

(voiced sound),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voiceless sound)이 된다. 

다음에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펀 자음의 음성적 특성을 기술 

하기로 한다. 

(1) 폐쇄음 

@ 양순폐쇄음 /p, b/ 
상하 업술을 붙였다 여는 것과 

동시에 나는 폐쇄음이다. /p/는 

무성음이고 /b/는 유성음이다. 

book jb바/ 

pin /pin/ 

@ 치경폐쇄음 /t, d/ 
혀끝을 잇옴에 붙여서 통로를 

막았다 여는 것과 동시에 소리 

가 터져 나온다. /t/는 무성음 

이고 /d/는 유성음이다. 

time/taym/ 

dinner/，버ndr/ 

(j) /p, ph, P’/ 
한국어에는 무성폐쇄 음소만이 

세개 었다./pj는 업을 열때 바 

람이 터져 나오지 않고 /ph/는 

바람이 터져 나오는 유기음(as

pirated sound)이고 /p’/는 된소 

리이다. 

불 /pu/ 
풀/P"버/ 

뿔 /p’버/ 

@ /t, th, t'/ 
영어의 치경폐쇄음보다， 혀가 

앞쪽으로 나온다. /ν는 연음 

또는 무기음이라 하고 N/는 

유기음， /t’/는 경음이라 한다. 

달 /taν 

탈 /tbaν 

딸 /t’a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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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폐쇄음 /k, gj 

혀의 뒷편을 연구개에 붙여 통 

로를 막았다 여는 동시에 나는 

소리이다~ /k/는 무성음이고 /g/ 
는유성음이다. 

kill/kilj 
girl/garlj 

{2) 파찰음 

@ /c,}/ 
혀의 앞부분을 윗잇몸의 안쪽 

에 붙여 경구개의 앞쪽으로 옮 

기면서 터져 나오는 소리이다. 

/c/는 무성음이고 /J/는 유성음 

이다. 

chest /éest/ 
jest /.íest/ 

(3) 마찰음 

@ 양순마찰음 /f, v/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로 아랫 

업술에 웃니를 가까이 하여 좁 

은 통로로 날숨이 나오게 하는 

소리 이 다. /f/는 무성 음이고 /v/ 
는유성음이다. 

fine/fayn/ 
vine/vayn/ 

@ 치경마찰음 /s， z/ 
혀 앞 부분을 윗잇몸에 가까이 

하여 좁은 통로 사이로 내는 마 

찰음이다. 혀의 가운데가 고랑 

모양으로 약간 깊어 진다. /s/는 

무성음이고 /z/는 유성음이다. 

@ 치경구개마찰음 /8, i/ 
혀의 앞부분을 윗잇옴에 가까 

이 하여 혀를 구개 쪽으로 약 

간 올리면서 좁은 통로 사이로 

수 
」

@ /k, kh, k’/ 
영어의 연구개폐쇄음과 유사한 

위치에서 조음된다. /k/는 무기 

음， /kh/는 유기음， /k'/는 경음 

이다. 

공 /kou/ 
콩 /khoU/ 
꽁 /k’ou/ 

@) /c, ch, c’/ 
혀가 영어의 파찰음보다 약간 

앞에 위치하여 난다. /c/는 유 

기음， /c’/는 된소리이다. 

자다 /cata/ 
차다 /c빌ta/ 

짜다 /c’ata/ 

@ /s, s’/ 
영어의 치경 마찰음보다 혀의 

위치가 약간 앞쪽에 온다. /s/ 
는 연음이고 /s’/는 경음이다. 

살 /salj 
옐 /s’a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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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마찰음이다". /8/=/11는 무성 

음이고 /1./=131는 유성음이다. 

sheep/8iyp/ 

measure/meZdr/ 

@ 인후마찰음 /h/ 
좁혀진 성문을 날숨이 지나면 

서 나는소리이다. 

hire/haYdr / 
(4) 비음 

@ /m, n, u/ 
코로 날숨이 나가는 소리로 모 

두 유성음이다. /m/은 상하 업 

술이 닫혀서 나고 /n/은 혀끝 

을 윗잇옴에 붙여서 내며， /u/ 
은 혀의 뒷부분을 경구개에 붙 

인채 내는 소리이다. 

some/sdm/ 

sun/sdn/ 

sung/sdU/ 

(5) 셜측음/유음 

@) /1/ 
혀끝을 잇폼에 붙이고 업가로 

날숨이 나가면서 나는 유성음 

이다. 이음은 위치에 따라 두가 

지로 난다. 즉， d짧 기/과 dark 

/1/이다. clear 기1/([lJ)은 혀 앞 

부분이 잇폼에 닿으면서 혀의 

중앙 부분이 높아지고 dark/1/ 
([뀐)은 혀의 뒷부분이 높아진 

다. 전자는 모음 앞에서， 후자 

는 모음 뒤 또는 자음뒤에서 

음절주음이 될 경우에 나타난 

다.(2.1.2.2 참조) 

life/laifν / 
fee마ljfiylj 

table/teyblj 

@ /h/ 
조음방법과 위치가 영어의 /h/ 
와같다. 

하나 써ana/ 

(J) /m, n, u/ 
영어의 비음과 조음 위치가 유 

사하다. /n/에서는 혀의 위치가 

약간 앞쪽에 온다. 

마루 /maru/ 

나무 /namu/ 

강 /kau/ 

@ /l/ 
영어의 cl않I‘ 기/에 가까우나 모 

음뒤에서 나타나 영어와의 그 

위치가 반대이다. 또 모음사이 

에서는 혀끝으로 웃잇몸을 치 

는 경타음[rJ이 나타난다.(2. 1. 

2. 2 참조) 즉， 혀끝으로 웃잇몽 
을 한번 가볍게 친다. 

달 /tal/ 
우리 /uri/ 
바람 /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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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혀끝을 잇몽에 닿지 않게 뒤로 

꼬부리면서 발음한다. 혀의 가 

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된다. 모 

음 앞에서는 혀를 구부혔다 펴 

면서 발음하고， 모음 뒤에서는 

구부리기만한다. 

rate/reyt/ 

carjkar/ 

스 
~ 

〈차이점과 문제점〉 

(1) 영어의 폐쇄음과 마찰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되나(/p-b， t

d, k-g, c-ν) ， 한국어에서는 세가지의 무성읍언 연음， 유기음， 경음 

(/p_ph_p’, t-th-t’, k-kh-k’, C-Ch-C’/)로 구성 된다. 한국학생 

에게는 같은 위치에 오는 영어의 유성 무성을 구별해 발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영어의 무성음에 한국어의 세가지 음을 대업 

하기 쉽 다. (k: /p_ph_p’/ • E : /p/) (2.1.2.2 참조) 
(2) ‘ 영어의 마찰음에는 한국어에 없는 것이 많다.(/f， v, e, ð, z, s, z/)따 

라서 한국 학생들이 영어학습에서 이와 같은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 

하기가 어렵다. 한편， 한국어에는 된소리 /s’/가 었다. 특히， 영어의 

/z/와 /z/에 한국어의 변이음 [d3J를 대입하기 쉽다.(2. 1.2.2 참조) 

(3) 영어에는 유음 /r/이 있으나 한국어에는 변이음으로만 있어 (2.1.2.2 
참조) 발음하기 어렵고 또， 음성적인 특정도 달라 영어의 /r/을 한국 

어의 경타음[rJ로 발음하기 협다. 

(4) 영어의 측음 기/이 위치에 따라 나는 두가지의 발음을 정확히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영어에서는 clear /l/이 모음 앞에 요고 한국어 

에서는 모음 뒤에 오기 때문에 dark 기/ 발음이 어려울 것이다. 

2.1.2.2 자음 변이음과 그 분포 

1. 폐쇄음 

1) 양순폐쇄음 

(1) ( __ . , 、 / 、
( [pJ/ f [sJ \(1) ([pJ/# _ _ ì 

l stres않d V I [bJ/Vd Vd l 
) " '--~ /p/ • < ~ ，-.~" ~. ( 

/p/ • < [phJ/ f # _ \ f Ff ì [p’]끼1. Stop _ I 
l_s앙않sedV) l[꾀/ # J 

[p'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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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 [bJ 

영어에는 /p/, /b/ 두개의 양순 

폐쇄음이 었다. /p/는 위치나 

강세에 따라 세개의 인지가능 

한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무기 

음 [pJ는 [sJ소리나 강세를 받 

는 모음뒤에서， 유기음 [phJ는 

낱말 첫자리나 강세를 받는 모 

음 앞에 서， 비 격 리 음 (unre

leased [냥]는 낱말이나 음절 끝 
에서 나타난다. 

유성음 /b/는 모든 환경에서 

[bJ로 나타난다. 

[pJ : s뼈k， sup따 

[냥] : peak, appear 

[P' J : cap, tip 

[bJ : boy, obey, cab 

2) 치경폐쇄음 

(3) 

/t/ • 

[tJ/ {뚫없V}-

[밴J/략二엎R였어 

(4) 

/d/ •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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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 [phJ/ V 

(3) 

/p’/ • [p'J V 
한국어의 양순폐쇄음에는 /p/, 
/ph/, /p’/ 세 개 가 있다. /p/는 
네개의 변이음으로 나타나며 

[pJ는 어두에서 [bJ는 유성음 

사이에서， [p’]는 무성 폐쇄음 

뒤에서， [p'J는 음절이나 낱말 

끝에 나타난다. 

유기음소 /ph/는 모음 앞에서 

유기음 [phJ로， 경음소 /þ’/는 

모음 앞에서 된소리인 [p’]로 

나타난다. 

[pJ 불[p버J， 밤[p뼈] 

[bJ 이 발[ibalJ， 갈비 [kalbiJ 

[p’] 압박[ap'p’akJ， 

국밥[kuk'þ’apJ 

[p'J 밥[paκ] 

삽[sap'J 

[phJ 풀[버.ùJ 

간판[k없1뼈nJ 

[p’] 뿔[p’버] 

아빠[ap’aJ 

(4) 
( [tJ/#

/t/ < [dJ/Vd - Vd ‘ 
I [t’J/Vl. Stop - I 
l [t'J/- # 

v m 
j + 

L 「, . L 
• “ / ‘ , ‘ 

/ 
/ 

/ 

되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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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폐쇄음에도 유성， 무성 두 

음소가 있는 것은 양순 폐쇄음 

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t/음 

소의 변이음의 분포도 /p/와 

같으며 무기음 [띠는 [s]소리나 

강모음 뒤에서， 유기음 [th]는 

낱말 첫자리나 강세를 받는 모 

음 앞에서， [f']는 낱말이나 음 

절 끝에서 나타난다. 

유성음소 /d/는 모든 환경에서 

[d]로 나타난다. 

[t] : s뻐， satire 
[th] : tea, attend 
[t'] : cat, bat 

[d] :dog, ready, bed 

3) 연구개 폐쇄음 

(5) 

떼{와essed V}-
/k/ • [kh]탬-강.re짧 V} 

[k']/ # 
(6) 

/g/ • [g] 

(6) 

수 
」

/t'/ • [t']/-V 

양순폐쇄음의 경우와 같이 세 

개 의 무성 음소 /t/, /th/, /t'/가 

있다. /t/의 네개 변이음 중 [t] 
는 어두에서. [d]는 유성음 사 

이에서， [t']는 무성폐쇄음 뒤에 

서， [t']는 음절이나 낱말 끝에 

서 나타난다. 유기음소 /th/는 

모음 앞에서 유기음 [th]로， 경 

음소 /t'/는 모음 앞에서 된소 

리 [t']로 나타난다. 

[t] 다리 [tari], 
달[tal] 

[d] 바다[pada]， 

구두[뼈du] 

[t’] 숙달[s따{' t'떠] 

붓대 [puet’æ] 

[t'] 곧[kot'] 

같[mat'] 

[th
] 탈[ t"al], 
구타[kut빌] 

[t'] 딸[t’머] 

허 리 띠 [h;}rit’i] 

(7) 、

I [k]/# 
/k/ J [g]jVd Vd ~ 

(8) 

I [k’]/Vl. Stop 

l [ε]/ # J 
、

/kh/ • [kh]/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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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다른 무성폐쇄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분포된다. [k]는 

[s]나 강모음 다음에， [kh]는 

어두나 강세모음 앞에， [k']는 

음철 또는 낱말 끝에 나타난다. 

유성음 [g]는 모든 환경에서 

[g]로 나타난다. 

[k] : skill, soccer 
[kh

] : key, occur 
[k'] : back, sack 

[g] : g'∞d， 없gγ， 뼈g 

2. 파찰음 

(7) 

/c h
/ • [c h

] 

(8) 

/r/ • fj/ 

(9) 
/k'/ • [k’]/ V 

(10) 

세개의 연구개폐해음소 /k/, 써ι 

M/가 었다. 

/k/는 네개의 변이음을 가지며 

[k]는 어두에서， [g]는 유성음 

사이에， [k’]는 무성 폐쇄음 뒤 

에서， [k']는 음절 끝이나， 낱 

말끝에 나타난다. 

유기음소 /k''/는 모음 앞에서 

[kh]로， 경음소 /k’/는 모음 앞 

에서 된소리 [k’]로 나타난다. 

[k] 길[kil]， 공[koU] 

[g] 수고[sugo]， 

가구[k쟁u] 

[k’] 법 과[pdp'k’'wa] 

약과[y.싫2k’wa] 

[ε ] 국[kl과']， 

턱 [t’dk'] 

[khJ 콩[k"ouJ 

조카[cokl빌] 

[k’] 꿀[k’띠] 

토끼 [t"ok’i] 

r [cJ/ =I* ì 
/c/ • < DJ/Vd Vd > 

I [c’J/Vl. Stop 

I [t깐/ =1* 

(11) 

/ch/ • [chJ/ _ V 

(12) 

/c’/ • [c’J/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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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의 파찰음소에는 N'/와 11/ 
두개가 었다. 그러나 무성폐쇄 

음소와는 달리 어두， 어중간， 

어 미 등 모든 환경에서 /ch/가 

[chJ로 나타난다. 

유성파찰음도 모든 환경에서 m 
로나타난다. 

[chJ ch∞se， achieve, 
watch 

[j] jew, pigeon, 
judge 

3. 마찰음 

1) 순치음 

(9) /f/ • [f] 

(10) /v/ • [vJ 

무성음소 /f/와 유성음소 /v/는 

모든 환경에서 각각 [f], [v J로 

나타난다. 

[fJ fine, define, leaf 

[vJ 찌ne， devine, leave 

2) 치음 

(11) /8/ • [8J 
(12) /ð/ • [ðJ 

수 
」

파찰음도 폐쇄음과 같은 수의 

음소를 가지며 그 분포형도 같 

다. 

연음소 /c/는 네개의 변이음을 

가지며 [cJ는 어두에，[jJ는 유 

성옴 샤이에， [c’]는 무성 폐쇄 

음 뒤에， [t']는 음절 몇 낱말 

끝에 나타난다. 

유기음소 /chj는 모음 앞에서 

[ch]로， 경음소 /c’/는 모음 앞 

에서 된소리 [c’]로 나타난다. 

[cJ 자리 [cariJ 

조사[cosa] 

[jJ 모자[m이a] 

바지 [pajiJ 

[c’] 꼭지 [k’ol(1 c’iJ 

[t깐 벚 [pit'] 

[chJ 창[d많uJ 

고추[ko냄uJ 

[c’] 찌개 [c'igæJ 

가짜[kac’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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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음소 /8/와 유성음소 /ð/가 

모든 환경에서 각각 [8J, [ðJ로 
나타난다. 

[8J t비n， catholic, path 

[ ð J these, breathing, breathe 

3) 치경음 

(13) /8/ • [8J 

(14) /z/ • [zJ 

/8/와 /z/는 모든 환경에서 각 

각 [8J, [zJ로 나타난다. 

[8 J sea, receive, cease 

[zJ z∞， houses, lose 

4) 경구개 치경음 

(15) /s/ • [sJ 
(16) 셔 • [3J/{ _짧 

/s/는 모든 환경에서 [sJ로 나 

타난다. 13/는 낱말 첫 자리에 

는 나타나지 않고 어중간과 끝 

에서 [3J로 나타난다. 

(3) r [8J/ v 
/8/ • ~ [8’J/VL 와op_ > 

I m/ r [iJ ì I 
、 ì [yJr ' 

(14) /8’/ • [8’J/ V 
/8/는 세가지 변이음으로 나타 

난다. 모음 앞에서는 [8J로， 무 

성폐쇄음 뒤에서는 된소리 [8’] 
로， [iJ나 [yJ앞에서는 m로 나 

타난다. 

경음소 /8'/는 모음 앞에서 된 

소리 [8’]로 나타난다. 

[8J 사람[saramJ 

수사[susaJ 

[8’] 악사[alξ s’aJ 

숲속[SUp'8’okJ 

m 시 간디iganJ 

모셔 라[mo~y;}I:aJ 

[8’] 쌀[s’alJ 

말썽 [ma18’auJ 



594 계 

[s] shoes, washing, push 

[3J measure, vision, garage 

5) 후두음 

(17) /h/ • q # v} 
/h/는 어두나 어중간에서 [h] 

로 나고 어미에는 오지 않는다. 

[h] hìgh, hall, be비nd 

4. 셜측음과유음 

1) 셜측음 

(18) 

r [1]/ V 1 
기/→ ~ - - > 

l [tJjV J 

기/은 두개의 변이음을 가지며 

clear[l]은 모음 앞에 서 , dark[t] 

은 모음 뒤에서 나타난다. 

[1] look, lily, supply 

[t] tell, fell, milk 

2) 유음 

(19) 
r [r]/-V 1 

/r/ • 

l [r]jV -) 
/r/은 두 변이음으로 나타나며 

모음 앞에서는 혀끝을 꼬부렸 

다 펴는 반전음 [r]로 나타나고 

수」 

(15) /h/ •{ # v} 
영어의 경우와 같으며 어미에 

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h] 하나[hana] 

오후 [ohuJ 

(16) 
r [1]/ # 1 

/l/• J 
1 [r]jV VI 

한국어에서는 기/이 두 변이음 

을 가지며 디]은 음절 끝이나 

낱말 끝에서 나타나고， [r]은 

모음 사이에 나타난다. [r]은 

혀끝으로 잇몸을 치는 경타음 

이다. 

[1] 달[tal] 

불고기 [p버gogi] 

[r] 우리 [uri] 

다리 [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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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뒤에서는 혀끝을 안쪽으 

로 꼬부리기만 하는 활음 

(glide) [r]이 된다‘ 

[r] ram, right, patriot 

[r] far, learn, air 

5. 비음 
조음위치에 따라 무 언어에 세 개의 비음이 었다. 

(20) /m/ • [m] 

(21) /n/ • ( [n] 

1 [J1]1 _[y]) 
(22) lu/ • [u]/v 

양순음소 /ml은 모든환경에서 

[m]으로 나타나고， 구개 음소 

/n/은 [y]앞에서는 [J1]로， 그 

밖의 위치에서는 [n]로 나타난 

다. 연구개음소 [u]은 어두에서 

는 나타나지 않고 모음 뒤에서 

[u]으로 나타난다. 

[m] : moon, common, calm 
[n] : noon, canoe, sun 

[J1] : union, companion 

[u] : sing, singing 

〈차이점 빛 문제점〉 

(17) /m/ -+ [m] 

(18) /n/ • ( [nJ ‘ ( [iJ ì ( 
I [J1JI ~ ’l \ '-J'J' - l [y]J) 

(19) lul • [uJ/V 
1m!은 모든 환경에서 [mJ으로 

나타나고， /nl은 [i] [y J앞에서 

는 [IJJ으로 나타나고， 다른 환 

경에서는 [n]으로 나타난다. 

/u/은 어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모음 다옴에 나타난다. 

[m] 말[malJ 

이마[imaJ 

[n] 냐[na] 

하나[hana] 

[J1J 모녀 [mOJ1Yd] 
마님[ma뼈] 

[uJ 농부[nolJbu] 

사랑[sarauJ 

(1) 영어의 폐쇄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이 다른 음소 /p-b, t-d, k一g/로 

형성되나， 한국어에서는 유성음 [b, d, g]가 /p, t , k/의 변이음으로 모 

음사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위치에서 나는 Ip-b, t 

-d, k-gj의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pie-buy, tie-die, 

coat-goat) 

(2) 영어의 무성폐쇄음이 위치에 따라 얼정하게 나타나는 변이음인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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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무기음의 구벌이 어려울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유기음 /ph/과 

무기음 /p/가 별개의 음소로서 같은 위치에 올 수 었으나 영어에서 

는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발음이 어려 

울 것 이다(peak-s야하c， appear-supper). 

(3) 영어에서는 치경 마찰음 /s/와 경구개 마찰음 /8/는 별개의 음소이나 

한국어에서는 UJ는 /s/의 변이음이므로 [iJ나 [y]앞에 나타난다. 따 

라서 영어에서 /i/앞에 오는 /s/와 /V의 구벌이 어려울 것이다.(800 

[sJ, she[IJ) 
(4) 영어의 셜측음 기/의 두 변이음， [l]과 [t]의 구벌이 어려울 것이다. 

(5) 유음 /r/의 두 변이음 [r]과 [rJ!의 위치에 따른 구벌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나 혀끝의 웃잇폼에 닿지 않아야 하는 영어음의 조음이 어 

려울 것이다. 

3. 어후l의 대조 

두 언어의 어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벼0(1957)는 ‘form， m없뻐g，며뾰bu

tion'’이란‘ 대원칙을 설정하여 이것을 기반으로한 비교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 

에서 'form’이란 소리의 연결을 말하고， ‘mear삐g’이란 이 소리의 연결이 나타 

내는 구조적， 지시적， 암시적 의미， ‘di뾰ibution’이란 한 단어가 한 품사로만 사 

용되느냐 다른 품사로도 사용될 수 있느냐， 또는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다르냐 

를 보기 위한 것이다. Lado의 구체적인 어휘 비교 방법은 다음과 갇다. 

(1) ‘form’과 ‘meamng’이 유사할 경우 

두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가 유사할 경우이며 (cognates) 한국어에서 

차용한 외래어에서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습득하기 쉽다.(예 :ta갱， 

racket, sofa, coffee 등) 

(2) ‘form’이 유사하고 'meaning’이 다를 경우 

'form’은 유사하나 의미의 전부 또는 부분이 다를 경우이다(deceptive 

∞gnates). 이와 같은 단어들도 외래어에서 볼 수 었으며 ‘hotel’처럼 

격상되거나， ‘hostess’처럼 격하되는 경우， 그리고 ‘saloon'’이나 ‘cun

ning’처럼 의미가 변질되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이와갇은 어휘는 습 

득하기 어렵다. 

(3) 'form’이 다르고 ‘me.없뻐g’이 유사한 경우 

두 언어 의 단어가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유사한 경우이고 ‘sch∞l’ 

「학교」 ‘teacher’「선생」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두 언어에서 의미가 완 

전히 일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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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비교적 습득이 용이하다. 

(4) ‘form’이 다르고 ‘m않피ng’이 다른 경우 

두 언어， 특히 어족이 다른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를 비교해 본다면 

이 범주에 속하는 단어가 가장 많다고 하겠다. 영어와 한국어의 단어 

는 대부분이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form’이 다르고 의미에 있어서도 

1 대 1 대응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의미영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어휘를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5) 어휘구조가 다를 경우 

영어의 2어동사(put off, get over ...... ), 숙어(속어포함) (give a 뼈nd 

「박수치다J， P버lone’s leg r놀리다」 …), 복합어 (green house r온실J， fine 

clerk r벌금 징수원J， W，없m-h않rted r착한」 …) 등은 한국어의 어휘구조 

와 다르다. 이와같은 새로운 구조를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6) 함축적 의미 (connotative meaning)가 다를 경우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는 지시적 의미 (denotative meaning)는 같으나 

이와는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경우이며 이와같은 단어를 배우기는 쉽 

지 않다. 그 예로 뭘t’ 「못난， 보기흉한」이나 ‘donkey’ 「바보J， ‘intì

mate’ 「성적인 관계가 있는」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몇몇 학자들(Lyons 1968, Nemser & Vincenz 1972)은 언어적인 의미 

분석에는 어휘(lexeme)가 의미성분(sem없1tíc components)으로 구성된 것으 

로 보고 개개의 의미자절(features)을 가·지고 모든 언어의 어휘분석이 가능 

하다고보았다. 

Lyons(1968 : 470)는 의미성분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man woman 

cow 

ewe 

빼
 샤때
 
빼
 

뻐
 ram 

위에서 첫 줄의 m없1， wornan, child는 [ +human]이고， 둘째 줄은 [ +bovine], 

셋째는 [ +ovine]을 나타낸다. 그리고 수직으로 보면 m없μ bull, ram은 [+ 

male]이고 woman, cow, ewe는 [+female], child, 않If， 1뼈않 [ +ímmature J 

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어휘는 몇개의 자질이 복합된 것으로 가 

령 ‘man’은 [ + human, +male J, ‘lamb’은 [ +ovine, +ímmatureJ의 자질을 갖 

는다. 

James(1980)는 이와같은 의미특성(feafure)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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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석 (Componential Analysis)이라는 새로운 어휘의 의미분석방법을 제시하 

였다. 가령 영어의 ‘h없ld’에는 여러 의미 (sense)가 있으며 각 의미는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었다는 것이다. 즉， 그 주된 의미를 S. S :.l S3 S4 네 가지 

로 나누어 그 의미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였다. 

hand 1 (part of body) , (end of arm) , (for holding) , etc. 

hand 2 (part of clock) , (on dial), (moving) 

hand 3 (human), (working), (wage-earning) 

hand4 (human agent) , (public appreciation) , (movement) , ..... . 

(James 1980 : 92)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sense’가 같은 의미를 공유할 수가 있다. 

즉， hand ], handa hand옳 ‘h없ld’이라는 성분을 공유하고 있고， hand환 h밍ld4 

는 ‘'movement’란 의미를 공유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영 어의 hand의 네 가 

지 의미가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에(손， 시계바늘， 얼꾼， 박수) 두 

언어간의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한 언어에서는 ‘hand’가 다의성 

(polysemy)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른 언어에서는 의미가 분화되어 다른 표 

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조분석에서 어휘의 이와같은 차이정도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1920-30년대 걸쳐 Sapir와 Whorf가 주장한 언어상관셜(Language 

Relativity Hypothesis)에 의하면 언어가 실제로 인지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 따라 같은 사물이나 현실 

을 보는 데 차이가 있고 또 각 언어의 어휘가 담고 있는 의미도 당연히 차 

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이 인류학자들의 언어와 문화와의 관련 

성 연구를 촉진시켰으며 그 중 잘 알려진 것이 ‘color categories’에 관한 연 

구(Berlin & Kay, 1968)와 ‘Kin하lip terms’의 연구(LounsbUlγ 1956, Kalisz 

1976)이다. 

상솔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과， 대조분석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이 어휘의 대조분석을 하고자 한다. 

1. 외래어의 의미 대조 

2. 다의어 대응관계 대조 

3. 의미영역과 어의의 상충 대조 

4. 어의의 문화적 차이의 대조 

5. 어의의 성분분석 대조 

3. 1. 외래어의 의미 대조 

영어 어휘를 외래어로 쓰고 있는 가운데 원래 의미와 같게 쓰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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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 

3. 1. 1. 언어형식과 의미가 유사할 경우 

이 와같은 양어의 어 휘를 ‘cognates’라 한다. 예 : coat, tire, hotel, calendar, 

butter, cheese, skirt, coffee, tulip. 

3. 1. 2. 언어형식은 유사하나 의미가 다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그 의미도 원어 

가 지닌 의미가 변질되거나 부분적으로만 같은 것이 많다. Lado는 이와같은 

어휘를 ‘deceptive cognates’라 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외래어의 의미를 그대로 외국어에 적용한 경우 의미가 맞지 않을 경우 

가많을것이다. 

1. 의미의 부분 수용 

원래 의미의 일부분만 차용할 경우이다. 

knife 서양식 과도， 식칼(kitchen knife) , 단검， 해부칼(surgical 

knife) , 기계에 부착된 칼 등 여러 의미를 가지나 우리나라에 

서는 서양식 과도에만 사용된다. 

feminist 영어에서는 여권론자， 여권확장론자라는 뭇이나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 여성에게 야심이 있어 잘 

대하는 자」 등으로 주로 남성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leisure 원래 돗은 「여가」 ‘'free from duty'라는 뭇이나 한국인은 「비 

용이 드는 여가활용(g'이f 등)J의 의미로 사용한다. 

handbag 미국영어에서는 여성이 드는 ‘벼g’을 ‘pur‘se’라 하고 남성들의 

지갑은 ‘wallet’이라 한다. 영국에서는 handbag을 우리와 같은 

뭇으로 사용하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지갑을 purse라 한다. 우 

리가 미국인과 대화할 때는 ‘handbag’을 ‘purse’라고 하는 것 

을 알지 못하면 「작은 지갑」으로 오해하게 된다. 

cut r자른다， 절단」이란 원래의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데에 

만 사용. ‘short cut' 등으로 표현. ‘ 

meetmg 모임을 의미하는 원래의 못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간의 만 

남 또는 교제」를 의미함. 

talent . r재능， 능력， 재능있는 사람」 등을 의미하나 한국에서는 연예 

인이라는 돗으로만 사용됨. 

lesson 모든 수업을 의미하나 한국에서는 예능계 개인지도만을 의미함. 



600 。1 계 스 」

record . r성적， 기록， 음반」등 여러 뜻이 었으나 음반만을 지칭함. 

tape 여 러 종류의 tape 중에서 「녹음테 이프」만 의미 함. 

2. 생략형 

우리는 영어어휘의 생략형을 외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원형 

을 확실히 알아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프로J - professional 

「미 성 J - a sewing machine 

「표래쉬 J - a flash bulb 

「오바J - on overcoat 

「텔레비 J - television 

「스텐 J - 없ai띠ess steel 

「콤프렉 스J - inferiority complex 

「힐 J - high-heeled shoes 

「레지 J - cash re밍ster 금전 출납기， 그러나 ‘cashier'(출납계원)이라는 뭇 

에서 발전하여 차 나르는 여자를 의미한다. 

「스피 카J - loud speaker 

「마이크J - rrllcrophone 

「데 모J - demonstration 

「악셀J - accelerator 

「인플레 J - inflation 

3. 조어(造語)한 것 

원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구성해서 사용할 경우이다. 

「오토바이 J - motorcycle, motorbike 

「올드미스J - old maid 

「아프터 서비스J - after-sale service 

「작그J - Zlpper 

「차레 라이 스J - curry and rice 

4. 변질된 것 

의미가 원래 뜻과는 다른 돗으로 사용될 경우이다. 

「컨닝 J - 영어에서는 cunning이 교활하다는 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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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험에서 부청행위 (cheating in an examination)를 한다는 
뭇이다. 

「레 자J - ‘artificialleather'라는 뭇으로 사용. 

「그룹J - 몇몇 독립된 회사가 같은 계열에 속할 때 그 기업체를 의미함. 

「인프레 J - 원래의 「통화팽창」이라는 돗이 변해 「물가가 올라간다」는 뭇 

으로사용. 

「셰일J - 영어에서는 모든 판매행위를 의미하나 한국어에서는 가격인하 

판매를 의미함. 

「핸들J - 손잡이나 자루를 의미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핸들을 

지칭함. 

@격하 

「호스티스 원래는 「안주인」이란 뭇이나 한국에서는 「술집아가씨」를 지 

칭함. 

「마담J 원래 여성에 대한 존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술집， 요정， 다 

방의 「얼굴마담」을 지칭함. 

@ 격 상 : hotel, building 
영어에서는 ‘hotel’은 숙박업소들， ‘b띠lding’은 건물을 의미하나 한국에서는 

「호텔」을 규모가 큰 고급숙박업소를 의미하고 「벌딩」은 3층이상의 높은 건 

물을의미함. 

@ 의미가 변질된 것， 또는 전혀 맞지 않을 경우 

「아파트J ‘a뼈tment’의 생략형이나， 미국의 ‘apartment’는 세든 사람이 

사는 방이나 집이고 자기 소유의 경우는 ‘condo띠mum’이라 

함. 

「런치 J 몇가지를 한 접시에 담은 양식， 영어에서는 「점심식사」를 의 

미함. 

「햄버거 J 고기 다진것을 둥글게 하여 구운 것을 야채와 접시에 당은 

요리 (영미에서는 빵 속에 고기를 넣은 sandwich의 일종). 

「핫도그J 나무꼬치에 소세지를 꽂아 기름에 튀긴 것(원래는 빵 사이 

에 소세지를 넣은 기다란 잃ndwich). 

〈문제점〉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래어가 원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미가 일치하지 않거나 변질된 것은 문제가 된다. 즉，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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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때에도 외래어의 의미로 이해하기 쉬우니 학습상의 문제점이 될 

것이다. 학습자가 왜곡된 의미로 영어의 어휘를 이해하거나 사용하지 않도 

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3.2. 다의의 대응관계 대조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는 언어형식(발음)이 다르고 의미가 유사한 것이 많 

기는 하나 그 의미가 l 대 1 대응되는 어휘는 매우 적다. 대응어가 하나이 

고 의미영역이 거의 같은(예 : pencil- 연필， school- 학교， concert-음악회)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목표어의 단어가 의미영역이 넓어 여러 의미를 

포함하거나 반대로 외국어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포함할 경우에 문제가 된 

다. 그 중에서도 학습대상어인 영어가 다의적일 경우 습득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음에 한국어 어휘와 영어 어휘의 의미가 단의 대 다의의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들어 보기로 한다. 

3. 2. 1. 다으I (한국어) 대 단으I (영어)의 경우 

한 국 어 

P t프 
-r능E 

혀 
。 어 

걱;。 
""-;:;-

{k% 
lap 

{ 뻐ll(뻐Iding 빼er， tree) 

high(mountain, heel, 뼈nd) 

{ h k bench 

sofa 

st∞l 

의자 

{:잃π 
{비뼈 

wound(by weapon) 

{ cdme(violati。n of law) 

HλL -r-i:j 

죄 

굽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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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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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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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한 단어릎 사용하는 것이 영어에 

서는 의미가 분화됨에 따라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하니 영어학습상의 문제 

점이 된다. 영어 단어의 이와같은 의미분화에 따른 표현의 차이를 잘 이해 

하고 어휘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3.2.2. 단어(한국어) 대 다의(영어)의 경우 

wear 

한 국 어 

(옷을) 업다 

(신을) 신다 

(반지를) 끼다 

(꽃을) 달다 

(칼을) 차다 

(수염을) 기르다 

(미소를) 짓다 

영 어 

cut 사
너
 사
니
↑
 E-
서
넉
 

베
 
끊
 자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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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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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생 

목숨 

생물 

수명 

nce 

uncle 큰아버지 \ 
、>삼촌 

작은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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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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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와 같이 영어에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포함할 경우 한국어에서 

는 몇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해야 할 경우도 많다. 특허 한국어에서는 가족， 

친족관계가 세분되어 있으며 이것은 문화적 배경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는 영어단어가 종합적(다의적)이어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는 어 

려움이 적으나 한국어를 배우는 영미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3.3. 의미영역과 의미의 상충 대조 
단어가 가지고 었는 의미영역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영어와 한국어에서 

꼭 들어맞지 않을 경우가 많다. 가령 한국어에서는 「나무」와 「숲」이 다른 

어의를 가지고 있으나， 영어에서는 ‘tree’와 ‘w∞d’가 한국어의 나무로 해석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 plant a tree." r나무를 심다」와 “This is made of 

wood." r나무로 만들어 졌다」에서 ‘tree’와 ‘wood’가 한국어에서는 모두 「나 

무」로 해석된다. 그것은 ‘w∞d’가 문맥에 따라 「숲」도 되고 「목재」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경우 영어와 한국어에서 의미가 서로 들어맞지 않기 때 

문에 의미영역에 상충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예들이다. 

tree 
나무 

wood 

forest 숲 

cold 차 춤다 

cool 다 신선하다 

warm 따 못 하 다 

0: 

hot 검 
덮다 

위의 ‘cold’는 ‘cold h뻐ds’처럼 「차다」라는 돗￡로 사용되고 ‘∞01’도 물속에 

손을 넣어보니 「차다」고 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미로서는 cold 

는 「줍다J cool은 「신선하다」로 의미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약 

간 추운 경우도 ‘c∞l’로 나타난다. 또한 ‘warm’은 감촉이나 날씨가 「따못하 

다」라는 뭇으로 사용하나 날씨나 온도가 렵거나 뜨거울 때에도 사용된다 

Ot’s hot., It’s warm., It’s very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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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10m 습관 

rule 규칙 

promISe 약속 

위는 행동규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세 단어의 차이는 「습관」은 자발적인 

행동규제력에 의하고 「규칙」은 많은 사랍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 

이고 「약속」은 개인적 • 사회적인 행동규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영어에서는 

'cus1om’이 자연발생적인데 대해 ‘rule, prom파e’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 하겠다. 그리고 ‘promise’는 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실행을 보증하는 의미가 포함되나 ‘custom’파 ‘rule'’은 그렇지 않다. 

consider 고려하다 

think 생각 

하다 
decide 

determine 
결정하다 

위의 「고려하다」는 머리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지력을 작동하여 생각 

한다」라는 돗이고 r생각한다」는 마음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감각이나 정 

서를 의식한다는 돗이다. 또한 「생각하다」가 「판단을 내 리다」라는 못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든다면 He decided that what his friends wanted 10 do was 

going on a picnic에서 ‘decided’는 「생각했다」라고 해 석 된다. 

boil 삶다 

sunmer 끓이다 

fry 튀기다·묶다 

bake 
cook 

10ast 굽다 

broil 

roast 익히다 

steam 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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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sunmer’를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은근히 끓이다」로 표현 

할 수도 있다“fry’에는 계란을 「굽다J (frγ a fish, fry rice)등과 ‘dee따ry’의 

뭇으로 「튀기다」의 뜻도 포함된다. ‘bake, toast, broil, roast'는 모두 「굽다」로 

대응할 수 있으나 영어에서는 용기와 가열법 및 대상 물질에 따라 어휘선택 

을 달리하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 열 법 대 상 물 

벼ke oven bread, potato, 맹stry 

roast oven or direct heat meat 

toast direct heat bread 

direct heat 
broil meat 

(grill or 벼rbecue) 

이와같이 선택적 요소(selectional features)에 따라 어휘선택을 하게 된다. 

두 언어에 있어서 「요리하다J (cook)라는 단어는 그 의미 영역이 넓어 하 

위 어흘 많이 갖게 됨으로 ‘cook’는 상위 어 (hyperonym 또는 archi-lexeme)라 

불리 고 ‘boil, simmer, fry, bake, toas~ broil, roast, steam’ 등을 ‘cook’의 하위 어 

(hyponyms)라 하며 이 하위어끼리는 ‘cohyponyms’라 한다. 특히 요리법에 

있어서는 가열법， 용기， 기름사용， 요리대상물 등에 따라 적절한 ‘hyponym’ 

을 선택해야 하니 영어학습자에게는 어려운 선택이 되는 것이다. 

mountam 

hill 

knoll 

산 

언덕 

영어에서는 아주 높은 산을 ‘mountain’ 낮은 산을 ‘hill’이라 하고 약간 높 

아진 콧을 ‘knoll’이라고 하나 한국어에서는 「산」과 「언먹」으로 구분되며 

‘hill’이 한국어로는 「산」과 「언덕」 두 가지로 표현된다. 

3.4. 의미의 문화적 차이의 대조 
언어마다 그 특유의 문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나 구가 었다. 특히 두 

언어가 같은 어족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의에 차이가 있는 것야다. 언 

어란 일정한 문화권 안에서 생성 발달해 온 것이므로 그 어휘가 그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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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여러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가 갖는 어의를 살펴보고 그 

어의 범위를 밝히고 모국어와의 의미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었다. 

단어의 문화적 의미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는 그 사회의 관습， 

사고， 가치관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단어의 지시적 

의미 (denotative meaning)에 대해 부수적인 연상적 • 함축적 의미 (connotative 

me:없파l~)가 포함되는 경우로 냐눌 수 었다. 전자의 경우는 두 언어간에서 

어의의 범위에 차이가 있거나 문화적 정보가 다를 경우가 았다. 가령 ‘Sun

day'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노는 날， 휴일」에 해당하나 영어에서는， 대부분 

이 기독교도인 영미인에게는 「교회에 간다」라거나 그 밖에 여러가지 사회적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와같은 경우를 살펴보고 함축적 의미의 경우도 예를 

들어 보기로한다. 

3. 4. 1. 어의의 사회 • 문화적 의미 비교 

foreigner 

미국인으로는 백인， 흑인， 황색 

인종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음. 더우기 이 

단어에는 배타적인 의미가 포 

함되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 

는 것을 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으 

hometown 

부모가 살고 있는 콧， 또는 지 

금 자기집이 있는 곳을 의미함. 

미국에서는 이동이 심하기 때 

문에 이샤간 곳이 ‘hometown’ 

이 될 수도 있음. 

cltIzen 

특정시의 시민을 의미하나 「국 

민」이란 뜻으로도 사용되며 

‘'an American citizen’ 또는 ‘a 

British citizen’이 라고 함. 

외국인 : 용모나 의상， 언어로 

구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 

됨. 

고 향:조상들이 살아 온 고 

장을 말하며 주소가 변경되어 

도 변하지 않음. 

시 민 . r서울시민」 또는 「부 

산시민」과 같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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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서구에서는 국가가 다른 나라 

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존중할 

뿐만아니라， 사람도 어릴때부터 

자립심을 가지고 크도록 교육 

함. 

adult (grownup) 

미국에서도 성언이라도 주에따 

라 그 연령이 다르다. 어떤 주 

에서는 만 17세， 또 어떤 주에 

서는 만 18세 등으로 법률적으 

로 다름. 성인이 안된 청소년은 

술집이나 성인용(ad띠t only)오 

락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잡지 

도 살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하 

고있음. 

bp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써비스업 

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립」을 

주는 것이 관습적이며， 대개 지 

불금액의 10-15%정도이다. 

겨l 순
 

자립적인 :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에 게 의 지 하여 (dependent) 

성장하고 성언이 되어서야 부 

모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렵하는 경우 ‘자 

립적’이란 말을 사용. 

성 인 : 만 20세부터 「성인」으 

로 취급함 r성인」전후의 행동 

의 구분이 사회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음. 

립 :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적으로 

립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즉， 술집 종업원에게 특히 

‘waitr짧’에게 주는 경우가 많 

으며 그 금액은 주고 싶은 사 

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최근 호텔， 이발소， 미창원 

등에서 약간의 탑을 주는 사람 

이 늘고 있다. 

위에 든 것은 일부 예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같이 사회 · 문화적인 의미나 

배경적 의미가 다른 어휘들을 두 언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문 

화와 관련된 의미나 청보를 모르면 영어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거나 어휘선 

택이 잘못될 위험성이 있다. 

3.4.2. 함축적 의미 비교 

지시적인 의미 이외에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비유적， 함축적 의미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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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문화에 따라 비유적， 함축적 의미가 포함되는 어 

휘나 구가 많고 그 중 어떤 어휘는 상황에 따라 금기 (taboo)가 되기도 한 

다. 영어를 학습의 목표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함축적 의미를 갖는 경우 

의 몇몇 예를 다음에 들어 보기로 한다. 

fat 

‘You’'ve gotten fat’에서는 「너는 

미워졌다」라는 뭇. 영미인의 젊 

은 여성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thin 

‘You've gotten thinner'라고 하 

면 ‘날씬해졌다’ 또는 ‘보기좋아 

졌다’라는 말로 서구의 여성들 

은듣기 좋아함. 

mtimate 

지시적인 의미는 「친근한， 친밀 

한」이나 함축적 의미는 「성적 

인 관계를 가진」이라는 못 

yellow 

겁장이 (cowardly)라는 의미를 

함축. 

lemon 

「불쾌， 불만」등의 함축적 의미 

를가짐. 

donkey 

「벙청이」 

ass 

「바보」 또는 ‘hip’라는 뭇 

살젠 

‘살찌셨네요’， ‘재미좋으시군요’， 

또는 ‘건강하시군요’라는 돗으 

로 그다지 부정적인 돗은 없다. 

여윈 

‘좀 여위셨어요’ 라고 하면 ‘건 

강이 나쁘지 않으냐’ 또는 ‘생 

활이 어렵지 않으냐’등의 함축 

된 의미가 포함되기도 함. 

친근한 

지시적 의미뿐. 

노란 

‘노랭이’라고 병사화하면 ‘구두 

쇠’라는돗. 

레몬 

지시적 의미뿐 

지시적 의미쁨 

지시적 의미뿐 

이와같이 한 • 영어의 어휘를 대조해 보면 양어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기인되는 의미의 차이 또는 함축적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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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를 연구한 자료는 외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3.5. 어의의 성분분석 대조 
음운론에서 음소를 음성 적 특성 (phonological feature)에 의해 분석 하는 것 

과 같이 어휘분석예서도 변별적 의미소(성분)에 의해서 어휘를 분석하는 방 

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J없nes(1980 : 90)는 가령 ‘hand’의 각각 다른 의미를 몇개의 성분이 합쳐 

지는 ‘semantic feature complex'로 이루어 진다고 했다. 즉 여 러 가지 성분을 

결합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영어의 단어 ‘hand’는 주로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그 의미는 공통성분과 다른 성분이 합쳐져서 이루 

어진다. 그러나 한국어나 독일어에서는 ‘h없d’의 네 가지 의미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양어의 언어형식과 의미에 차이가 있어 학습상 

의 문제가 된다. 반대로 한국어 단어가 다의적 (polysemous)이고 영어에서는 

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날 때 (예 : high-tall, knee-lap"') 우리나라 학생들 

에게는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한 까지 문제되는 경우는 두 단어가 동일한 성분의 결합으로 이루어 지나 

그 의미에 차이 가 생 길 경 우이 다. 가령 , 영 어 의 ‘bake’와 ‘roast’는 [ -water], 

[ -fat], [ +oven], [ -contact with flame]이라는 같은 성분의 결합을 갖는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요리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굽는 대상， 즉 선택요소 

(selectional features)에 따라 다르다. 즉 ‘bake’는 밀가루로 반죽된 것을 oven 

에 넣어 구울경우이고， ‘roast’는 고기 종류를 oven에서 구울 때 사용된다. 

이 두 단어의 구별에서 유의할 점은 의미성분이 아니라 선택되는 물질에 있 

다. 

다음에 성분분석의 비교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CD 영어에서 의미가 분화가 되는 경우 

caused by accident caused by weapon 

lnJury + 

wound + 

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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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ne person for more than one back 

chair + + 
st∞l + 

bench + 土

sofa + + 
의 자 + + ± 

hurnan animals birds msects fish 

crowd + -
flock + + 

swarm + + 
herb + 

school + + 
떼 + + + + + 

@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 

plant gram cooking 

nce + + + 
벼 + 
쌀 + 
밥 + 

male female 

m없Ty + + 
시칩가다 + 
장가가다 + 
결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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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모국어의 의사전달능력은 물론 외국어의 의사전달 

능력도 필요하다. 모국어의 습득은 어릴때부터 자연적인 환경에서 무의식중 

에 이루어져 언어습득 한계기 (critical age)인 사춘기까지는 언어능력과 개념 

형성이 거의 확립된다. 

한편， 외국어의 습득은 12-3세인 언어습득 한계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나 

모국어의 언어체계나 의미가 외국어의 이해나 사용에 간섭현상으로 나타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와같은 모국어로부터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조분석이 필요하며 두 언어 차이를 인식하고 지도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언어체계에 관한 분석 (microlinguistic analysis)만으로는 충분한 

의사전달능력배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운， 어휘， 문법구조의 대조 이외 

에 더 큰 언 어 단위를 다루는 ‘'macrolinguistic analysis’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는 주장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문장의 연결관계를 비교하는 

‘contrastive text analysis'와 화자와 청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언어기능(func

tion)을 비교 • 연구하는 ‘contrastive discourse analysis’분야의 연구의 펼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 단계로서 음운과 어휘를 비교하였으며 앞으로 문법구 

조와 문장의 연결과 기능을 비교 연구하는 ‘contrastive text and discourse 

analysis’로 이어질 계획이다. 본 연구가 올바른 발음과 어휘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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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계 스 」

Contrastive Analysis : Sound and Vocabulary Systems of 

English and Korean 

Ke Soon Lee 

We have plentifuI evidence that when Iearning a foreign Ianguage, the 

learner tends to transfer his native language system into the target lan

guage in the process. The learner is likely to substitute the patterns and 

meanings of his Ianguage and co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teacher to make a comparison of the 

foreign language with the native language of the students to know better 

what the learning problems are and what he can better provide for teaching 

them. 

F‘I ‘om this point of view, the investigator compared the sound systems 

and the vocabulary of English and Korean. This work is attempted to pre

dict and explain the problems in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for 

Korean speakers. 

The method of analysis for this work is an eclectic one adopted from the 

methodological view-point of Robert Lado(957), the type of contrastive 

analysis on English and Spanish sounds by Stockell and others (1 965),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a practicaI methodology proposed by Carl 

James(l980). 

In chapter 1, the researcher examines contrasting sound systems of En

glish and Korean : phonemes and their variants with their distributional 

restrictions. In comparing two vocabulary systems, form, meaning, distribu

tion, and connotation of English words are compared with the vocabulary 

of Korean. 

English teachers and curriculum designers could app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o the classroom teaching and to the design of teaching materi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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