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



 3

 



 

 

 4



 

 

 

 

 5



 

 

 

 

 

6

 

 

 

 

 

 

 



 

 

 

 

 

 

 

 

 7



 8

 

 

 

 

 

 

 

 

 

 

 

 

 

 

 

 

 

 

 

 

 

 

 

 

 

 

 

 

 

 

 

 



 

 

 

 

 

 

 

 

 

 

 

 

 

 

 

 

 

 

 

 

 

 

 

 

 

 

 

 

 

 

 

 

 9



 

 10



 11 11

 

 

 

 

 

 

 

 

 

 

 

 

 

 

 

 

 

 

 



 12

 



 13

 



 14

 



 15 15

 

 

 

 

 

 

 

 

 

 

 

 

 

 

 

 

 

 

 

 

 

 

 

 

 

 

 

 

 

 

 

 



 16 16

 

 

 

 

 

 

 

 

 

 

 

 

 

 

 

 

 

 

 

 

 

 

 

 

 

 

 

 

 

 

 

 



 

 17



 18

 



1)들어가기 

  

많은 자국어 화자들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언어로서의 영어는 오늘랄 외교와 

벙부와 과학과 상업과 학자의 중심어(lingua franca)로 봉사한다. 그것은 약 24 

개 국가의 유일한 공식언어이며 그리고 20 여 개의 다른 나라들에서 공식적인 

위를 공유하고 있다. 영어는 그 연방(United Nations, 聯邦)들의  여섯 공식 언

들 중의 하나이다. 

영어는 독일어와 네델란드어와 Frisian과 나란히, 인도유럽언어의 게르만어 

지의 세부 게르만어 하위 그룹에 속한다. 영어는 (Bede에 따르면) 게르만 방언들

을 말하는 Angels[Anglo?]와 Saxons과 그리고 Jutes가 켈트어로-말하는 Brita

에 도착했을 때인 기원후 449년에 구분된 언어(tongue, 言語)로서의 자신의 역

를 시작한다. 이 부족들로부터의 무리들이 410 년 로마의 보호 포기 후에 약해

던 긜고 Picts와 Scots의 침입에 의해 포위 당한 로마화된 Britons을 돕기 위해 

Britain으로 항해했다. 

영어의 역사는 세 시기들로 나뉜다: 기원전 700 ~ 1100 년까지의 고대영어

(Anglo-Saxon)와  1100 ~ 1500 년까지의 중세 영어와  1500 ~ 현재까지의 

대 영어(N(ew) E(nglish)로 축약된다).(Hogg 1991 ~ 을 참조하라). 

 

영어는 자연스레 다른 인도유럽어들과 어떤 언어적인 특색들을 공유한다. 그

나 그것의 사전과 형태론과 음성학은 구분된 게르만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게

만 가지의 외부에 [속하는] 인도 유럽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낱말들 중에는 drink, 

drive, leap, bone, fowl, meat, king, sea, ship, 그리고 wife가 있다. 모음 교체  

의해 시제들을 가리키는 인도유럽어 체계는 어떤 영어 동사들에 남았있다

(sing/sang/sung). 그러나 judged, kissed에서처럼 [d]/[t]를 지니는 굴절에 의한 

생산적인 과거 시제는 게르만어적이다. Grimm의 법칙의 결과는 영어 father, 

three, horn, 등의 영어 첫 머리 자음들에서 보여질 수 있으며, 인도유럽어 [p  

[t], 그리고 [k]를 반영한다(라틴어 pater, tre s, cornus를 비교하라). 마찬가지로 

특징적으로 게르만어는 어근의 첫 음절에 우선적인 고정 강세가 주어지는 체계이

다(bróther, brótherhood, unbrótherly). 이런 패턴은 이제 인도유럽어의 특징적인 

이동 강세가 자주 우월하게 되는 차용어 전체에 의해 애매해진다(promíscuou

promiscúity).// 

 

더//세계 언어들 중에서 영어가 가장 널리 퍼져있다. 그리고 단지 중국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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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English language)는 그것의 어휘의 극단적으로 섞어진 자연에 의해 그리

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어순의 발전으로 이끌고 갔던 굴곡(inflection, 변화)의 단

순성에 의해 그리고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의미의 뉘앙스(shades)들을 표

현하기 위한 그 억양체계의 확장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아마 다른 언어들로부

터 어휘를 차용하는 받아들임 극단적이지 않는한,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영어에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받아들여지면 그것들은 어느 정도 영어의 특성을 규

정할 것이다. 확실히 세계의 언어들 중에서 영어의 도드라지는 중요함에 관해서

는 거의 의심할 수 없다. 가장 많은 자국어 화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

나(그 영예는 중국어가 차지하고 있다), 영어는 이억 오천만 명 이상의 자국어 화

자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어 보다 훨씬 더 퍼져있다. 영어는 북 아메리카 대륙을 

두루 통해 그리고 브리튼 제도(British Isles)와 남 아프리카와 Australia와 New 

Zealand에서 말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Oceania

에서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의 언어들이다. 덧붙혀 영어는 상업어이며, 그리고 전

에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두 번째 언어의 지위로 지녔던 많은 나라들의 두번째 언

어이다.  

 언어는 1,500 년 동안의 자신의 존재 동안 두드러지게 변했다. 살아있는 언

어로서의 그것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연속적이었다. 다른 시대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됐을 때 변화에 종속되는 일련의 몸적인 움직임들의 결과이

다. 소리 기관의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각 개인이 꾸준하게 설령 무의식

적이라하더래도 규범으로부터 다양해진 결과로서의 소리의 다름에 기인한다. 이

해할 수 있듯이,  말에는 엄 한 일정성(unifromity, 一定性)과 같은 그런 것이 없

다. 하나의 공동체 말이 다른 공동체의 말과 다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공동체 내부의 개개인의 말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부의 

그러한 개별적인 다양함들은 사회적 상호과정의 한정된 영향 때문에 필여적으로 

사소하다. 그리고 어느 특별한 시대 동안 어느 주어진 공동체에는 말에 있어 일

반적인 비슷함이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언어는 많은 말 공동체들의 단지 토탈

적인 합이므로 그것은 자연스레 개별적인 화자들의 변화의 언어로서 변할 것이다. 

러나 비록 변화가 살아있는 언어에 내재한다고 하더래도 그것은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에 일치하지 않는다. 한 공동체 안에서 주요한 화자들 사이의 반향

(echoes, 反響)들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언어에서 인정되게 되는 변화들은 다른 

공동체에서는 확립되기 실패 할 수도 있으리라. 만약  이러한 공동체들이 분리되

고 그리고 따라 유지된다면, 그 조건들은 방넝들의 도입을 위해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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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어 그 공동체 사이에 어떤 사회적 교통도 없거나 거의 없다면 그 방언

은 다른 언어들로 발전될 것이다. 방언과 언어 사이의 다름은 그 근원적인 

부터의 차이화 정도 중의 하나일 뿐이기기 때문이다. 모든 살아있는 언어들은 

른 방언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언어들 그 자체는 단지 수세기 발전의 결과이며 

것들 자체 어떤 이른 시기에서는 단지 방언들이었을 뿐이다.  

 

1-1)그 기원. 

유럽언어들의 대부분과 그리고 많은 아시아 언어들은 아마 남부 러시아의 

지역에서 또는 Rhine과 Aral sea 사이에서 배회하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 

서 그러나 어떤 지리학적 규정 지역이 아마 불가능 할, 약 5000 년 전에 말해

언어로부터 전해진다. 그것의 후손들로부터 어느 정도 재 구성될수 있는 이 언

는 그것의 첫 번째 것이 가장 낫는 인도-유러피언 그리고 인도-게르마닉과 아

안으로 다양하게 알려진다. 인도-유러피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그런 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만을 단지 의미하지, 그것에 관해 전혀 알지 

하는 그들의 인종에 관한 그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이다. 

기록된 역사 이전에 이런 인도-유럽어로-말하는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들의 언어는 방언들로 다르게 됐다. 기독교 시대 시작 즈음에 원시 게르

(Primitive Germanic) 또는 Teutonic 으로 알려진 이런 방언들 중의 하나가 결

방언들로 쪼개 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현대 게르만어들이 전해진

게르마닉(게르만어)의 이런 방언들에 주어진 편의적인 이름들은  소멸된 G

과 Vandan과 Burgundian이 그것으로부터 내려온 East Germanic과,  Danis

Swedish와 그리고 거기로부터 Norwegian과 Icelandic이 내려 온 West Nors

거기에서부터 내려 온 북부 게르마닉(North Germanic), 그리고 서부(west) 게

마닉이다. 이 마지막 것이 북쪽으로 낮게 놓여있는 평원들 때문에가 아니라, 남

으로 산악 지형 때문에 생겨났던 소리-변화의 결과에 의해 (현대 독일어와 소

된 Lombardic이 거기에서 온) High German(상부 게르만)과 하부 게르만으로

통 나뉜다. 하부 게르만으로부터 북쪽 해안의 Platt-Deutsch와, Dutch, Frisi

그리고 English가 내려 온다. 이 마지막 두 개는  초기의 Anglo-Frisian 방

가능한 존재를 암시하기에 충분한 접한 비슷함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20 세

중반에서의 그 주제에 관한 작업은 원시 게르만어 방언들의 발전의 이런 전통

인 견해에는 다소의 오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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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 관계가 북부 게르만어와 하부 게르마닉 방언들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을 제안한다. 

다양하게 고대 영어 또는 Anglo-Sexon이라고 알려진 게르마닉 방언은 Anglo

axon 정복에 의해 Britain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그 때 이후의 그 언어의 역사

연대기적으로 세 가지 주요 시기들의 발전으로 보통 나뉜다—가장 초기의 기록으

로부터 1150까지의 고대 영어와,  1150년부터 1500년까지의 중세영어와, 15

년 이후의 현대언어. 그 연대들은 필연적으로 단지 개략적인 것일 뿐이다. 연속적

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어던 어 한 시기들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간 편의(convenience, 便宜)를 위해 그 기간들이 

로 더 나 하위로 나뉘어진다: 고대영어는 가장 초기 기록 시대 이전의 원시 고대

영어와 900 년 전후의 초기 고대영어와 후기고대 영어로 나뉘며, 그리고 중세

현대도 마찬가지로 자주 그 초기와 후기로 하위 나누어진다. 비록 이러한 하위 

나눔이 아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2)고대영어. 

Anglo-Saxon 정복은 Bede에 의해 주어진 Hengist와 Horsa의 도착 연대는

449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해변들에서의 노략

(raids, 擄掠)질들은 그 이전의 두드러진 시간동안 진행 중에 있었으며, 그리고 

르만어로-말하는 사람들의 작은 정착들은 아마 이미 존재했으리라. 그 침입자들

이 그 땅에 무슨 언어를 발견했

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 세

기 중반까지 Britain은 최소한

도 한 세대 동안 나머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단절됐으며 그리

고 비록 몇 몇 라틴어로 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더 큰 도시들에

서 발견됐기는 했어도 Celtic이 

그 침입자들이 접촉하게 된 그 

언어였을 것처럼 보통 여겨진다. 

고대 영어의 가장 이른 글로

쓰여진 기록들은 7 세기를 마감

하는 해들과 8 세기의 첫 몇 몇 



해 가 매겨지며 그리고 주로 라틴어로 쓰여진 그러나 영어로 쓰여진들까지 날짜  

사람과 장소 이름들을 포함하는 charter(왕궁기록)로 이루어져있다. Bede의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Nation(약 737과 약 746년)의 Moore와 

Leningrad 수고들은 아주 초기의 형식의 영어 이름들뿐만 아니라 Northumbrian 

방언으로 된, Caedmon의 “Hymn on the Creation.”의 원본이라고 말해지는 몇 몇 

운문(verse, 韻文)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8 세기부터 어떤 주석들과 용

어사전들을과 나란히 어떤 비문들이 있다. 그러나 영어의 가장 오래된 형식으로 

된

사이의 아주 큰 지역에서 말해졌다.  Norfolk와 

Suffolk에 

Conquest 이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

느 정도에서 그

것이 그 침입자들 사이에서의 근

 커다란 부피의 서류들은 9 세기 이전까지는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이

른 글로 쓰여진 기록들의 시대에 이미 그 언어는 최소한도 네 개의 주요 방언 유

형들—Northumbrian; Mercian; Kentish; West Saxon—으로 차별화된다.  

많은 공통점을 지닌 Northumbrian과 Mercian은 자주 함께 Anglian으로서 분

류된다. Northumbrian은 Humber의 북쪽에서 말해졌으며 그리고 가장 컸을 때의 

Northumbrian 왕국은 Scotland의 저지대 많은 부분을 포함했다. Mercian은 

Humber와 Thames 강들 

정착했던 한 그룹의 Angles가 Mercians로부터 East Angles 라는 이름

에 의해 확정적으로 구분된다. 불

행히도 그들의 방언은 Norman 

았지만,  그것의 계승된 중세영

어는 Mercian 류형과의 다름을 

표시 해 보여준다. Kentish는 현

대지역 Cent 라는 현대 지역 보

다 더 놓은 여역에서 말해졌다. 

그리고 비록 Saxon 방언들이 

Wessex에서와 마찬가지로 

Sussex와 Middlesex와 Essex에

서 추측컨데 말해졌을 것이지만 

West Saxon은 가장 많이 알려진 

유일한 것이다. 

이런 나뉨들이 어디까지 진행

될른지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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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하게 선명할 것처럼 보인다. 

다

의

적인 다름들을 반영하는 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Bede에 따르면 “바다를 건너왔

던 자들은 Saxons과 Angles와 Jutes 라는 아주 사나운(valiant) 세 독일 부족들

로 이루어져있었다. Kent의 그리고 Isle of Wight의 사람들은 Jutes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West Saxons 지역에서 오늘날 까지 ‘그 Jutes의 사람들’ 이라고 불리워

지는 자들은 그 Isle of Wight의 바로 건너 편에 있었다. 지금 Old Saxons 지역

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곳으로부터 온 Saxons로부터 East Saxons과 South 

Saxons과 West Saxons이 내려 온다. Angul 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리고 그 때부

터 지금까지 Jutes의 땅과 Saxons의 땅 사이 중간에 남겨진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으로부터 온 Angels로부터 East Angles와 Middle Angles와 Nercians과 

그리고 Northumbrians의 모든 자손들이 Angles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내려 온다”. 

이것은 충분한 규정처럼 여겨질 수 있으리라. 그러나 Bede는 그가 기술한 사건

들 거의 300 년 지난 후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논의 자체에 어려움들이 

있다. 더구나 자신들의 명칭에 있어 그 침입자들 자신들은 그런 선명한 나뉨들에 

관한 그 어떤 

른 곳에서 Bede는 Angli sive Saxones(Anlges 또는 Saxons) 라는 양자 용어

들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함축하면서 엥글로 또는 색슨들 이라는 구

(phrase, 句)를 사용한다. 비록 그는 보통 그 땅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Angli로 

지시하며 그리고 그 언어를 sermo Anglicus로 지시하기는 해도 말이다. 비슷하게 

Alfred는 그 자신을 West Saxons의 왕으로 꾸준하게 지시하지만 그의 언어를 

Anglisc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세 겹의 나뉨들은 고고학이나 또는 사회 여사에 

의해 지탱되지 않는다. 고고학적으로 Jutes를 다른 침입자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사회적 체계들은 비슷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

나 소위 Anagles와 소위 Saxons 사이의 부족(race, 部族)이 다르다는 것을 추측

할 어떤 이유도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그리고 이주의 시대에 이 두 사람들의 

사이에 언어적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심지

어 거의 확실하게 다른 기원을 지니는 Jutes에서 조차, 이 시기에 서부 게르마닉

 다양한 가지들이 얼마나 큰 정도에서 갈라졌는 지는 의심스럽다. 후에 나타났

던 방언들은 영어(English) 토양에서 솟아 올랐을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기원

보다는 지리(geography, 地理)에 의해 보다 더 원인지워진다는 것이 훨씬 더 그

럴 듯하다.  

문학과 학습이 영국(England)에서 처음 돌출 했을 때 Northumbria는 그 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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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중심지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토속 문학이 발전했다. 그러나 

Northumbria에서의 문화와 학습은 9 세기의 바이킹의 침입에 의해 완전하게 파

괴됐으며, Wessex 만이 자신의 독립을 유지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이 자국어적

인 문어전통이 생존한다. 후의 저술가들은 West Saxon 모델들에 의존해야만 했

다 그래서 그러한 방언이 그 땅의 문어가 됐다. 더구나 10세기 동안에 Danelaw

는 점차적으로 Wessex의 왕들에 의해 다시 정복됐으며 그리고 West Saxon은 

그 고 합법적인 언어가 됐다. 따라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고대 

영

의 Mercian 그리고 Humber 강 위쪽의 Northumbrian. 가장 광범위한 재

료

 

 땅의 공식적이

어 작품들의 대부분은 West Saxon에 있다. 바로 이 West Saxon이 고대 후기 

영어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지역의 표준문어로 간주될 수 있다. 

 

//(Pyles & Algeo 1982, Mitchell & Robinson 1986을 보라). 고대 영어는 명사

와 동사와 형용사와 지시사들에 관한 접미어들을 지니는 그리고  인칭과 의문과 

관계 대명사들의 확립된 체계를 지닌 고도로 굴곡적인 언어였다. 글로 쓰여진 기

록들은 7세기 후기까지 그 날짜가 매겨진다. 고대영어에서는 네 가지 방언이 인

정된다: 남동부의 Kentish와 그리고 남쪽과 남서 쪽의 West Saxons와 그리고 중

부지역

들은 Alfred 대왕(871-899) 지배시의 글로 쓰여진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누린, 

West Saxon의 글로 쓰여진 것들이다.// 

 

2-1)정서법 

다른 게르만 족과 더불어 함께 Anglo-Saxons은 본디 runic 알파벳을 사용했다. 

이 알파벳은 고대 영어 두루 내 내 특히 짧은 비문들에서 사용지만, Irish(아일랜

드인)들 사이에 사용되던 로마자 알파벳을 채용했던 그리고 그러한 부족(nation, 

部族)으로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영어에로 전해졌던 필기체 형식에게 기록

교에로의 개종 후에 자리를 내어준다. 이런 알파벳은 runic 알파벳으로부터 어떤 

기호들을 이끌어들임에 의해서 고대 영어의 소리들을 표현하기 더 적절하도록 만

들어졌다. 그것 대신에 th와 uu 또는 u가 가장 이른 기록들에서 글로 쓰여졌던 w 

대신에 r(wynn) 그리고 th 대신에 þ(thorn)이 사용됐다.  덧붙혀 후자의 소리는 자

주 (eth)에 의해 나타내진 반면 영어 cat의 a소리와 유사한 소리 모음은  œ(ash)

에 의해 나타내졌다. 고대영어 a 그 자체는 독일어 Mann의 모음 소리를 나타낸다. 

량의 표시들은 비록 일관적이지는 못했어도 많은 수고들에서 사용되며 때로 모음

은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겹쳐진다. 자음들의 겹쳐짐은 긴 또는 겹쳐진 자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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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위해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고대 영어 텍스트들의 현대 편집에서는 단

지 þ, , œ 만이 보유되며, r는 보통 w로 나타내진다. 모음 길이 표시들은 일관되

게

 

만약 이런 후설 모음

들이 후에 전설화됐다고 하더래도(예를들어 Cent, gylden) 그 자음들은 자신들의 

후 유지했다. 따라서 c는 처음에는 후설모음 앞에서 그리고 후설모음

들

설모음들 앞에서의 첫 머리일 때 g는 gan, go d에

, 후설모음들 사이에서의 중간일 때 g는 영어에

인 후면 열린 유성 자음이었다—lagu, sagu에서처

  g는 현대영어 yell의 y에 의해 나타내지는 

 전설 모음들 사이의 중간일 때 또는 전설 모음 

n, fœger, dœg 등) cg는 현대영어 edge의 dg에 의

서처럼 말이다. 첫 머리 h는 항상 기식음이었다. 

 또는 마지막에서 그것은 후면 무성 열린 자음

지는 소리)였으며 그리고 전면 소리 뒤에서의 전

 ch의 소리—였다. 이것들은 고대영어로 하여금 

엄  주요한 일관적이지 못함들이었다. h/g와는 별

고 유성 열린 자음들의 스펠링 사이에 어떤 구분

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의 어려움이 놓여있다. 

 주어지거나 또는 생략된다. 그 문자들의 현대 형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주로 고대영어의 스펠링은 발음을 충분하게 나타냈다. 그것은 모두 길기도 하

고 짧기도 한 a, e, i, o, u, œ, y를 소유했는데, 높은 전설 원순 모음인 마지막 것은 

불어 lune에서의 u에 의해 나타내지는 다양한 짧음이다. 엑센트없는 음절에서의 

모음들어 여전히 자신들의 본디 질의 어떤 것을 유지했지만 무규정적인 소리로 

일정하게 약해지지는 않는다. 길고 그리고 짧은 이중모음들 ea, eo, io, ie는 떨어지

는(falling) 이중모음들이며(즉 첫 번째 요소에 강세를 지닌다), 그리고 주로 스펠링

된 그대로 발음됐다. 동일한 것이 자음에 관해서도 진실이다. 단지 c, g, h의 경우

들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디 이 셋 모두는 후면(back, 後面)자음들이었으나, 원

시고대영어에서의 그것들은 전설 모음들 앞에서 전면(fronted, 全面)화됐다가, 본디 

후설 모음들 앞에서 후면 자음들로 존재하게 됐다. 심지어 

면 발음들을 

 사이의 중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서  [k] 소리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디 전설

모음 앞에서 그리고 전설모음들 사이의 중간에서 그리고 겹쳐졌을 때, c는 choose

의 ch에 의해 보통 현대 영어에서 나태내지는 소리와 비슷했다. ce osan, rīce, pœcc 

등에서 처럼 말이다. 그리고 scip, wascan, fisc 등에서의 sc는 항상 현대 영어 sh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소리 였다. 후

서처럼 유성 후면 폐쇄음이었지만

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소리

럼 말이다. 본디 전설모음 앞에서의

소리와 비슷했다 그리고 비슷하게

후의 마지막일 때(예를들어 gielda

해 나타내지는 소리였다. licgan에

그러나 후면 소리 뒤의 중간에서

(Scottish loch의 ch에 의해 나타내

면 무성 열린 자음—Scottish nicht의

하게 음성학이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 무성자음의 스펠링과 그리

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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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f, s, þ, ()는 무성음들을 나타냈으나, 겹쳐지지 않는한 유성음들 사이에서의 

그것들 역시 유성음화됐다. 

 

//NE(New English = Modern English, 현대영어)와는 다른 몇 몇 고대 영어 모양

(graph, 某樣)이 자주 텍스트들에 나타나는데, 그것들 중에 runic 알파벳으로부터 

온 þ(thorn)과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채용된 (eth)과 œ(ash)이 있다. 일련의 

sc(Engisc, scip)은 현대영어 sh[s]를 나타낸다.  모양 k와 q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folc ‘folk’, swen ‘queen’), c는 nacod ‘naked’에서 처럼 [k]와 cild ‘chld’에서처럼 [c] 양

자를 나타냈다. 문자 g는 어떤 전설모음들 앞에서의 첫 머리에서 그리고 그것들 

뒤에서의 마지막에서 반모음 [j]를 나타냈지만, 그 이외의 곳에서는 [g]와 [g]를 나

타

생

 

 ‘woman’을 비교하라). 

모음들, 더하기 이중모음들을 지녔다. 짧은 모

성을 유지했으며 그리고 고대영어: him, horn, 

 그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낱말들은, 오늘날 본

들은 현대영어 음성학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원  그리고 인도-유럽어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고

서 관계가 주로 격 어미들의 쓰임새에 의해 가리

. 문법적인 성은 보존됐으며, 어순은 상대적으

 자리를 바꿀 수 있었다. 자신의 문법에 있어 

. 명사와 형용사는 비록 그 형식들이 항상 구

었지만 단수와 복수에 있어 네 가지 격(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

격 세 가지 성들 각 각에 대해 분리된 형들을 지닌

 도구격은 여격과 합쳐졌다. 그리고 동일한 

다. 비록 고대영어는 명사변화의 공정하게 확

냈다. 

고대 영어는 지금은 금해진 어떤 자음 군들을 허용했다. hlud ‘loud’, hring ‘ring’, 

그리고 sniht ‘boy’(후자는 정서법적으로 knight에서 존한다. knee, know를 비교하

라)에서처럼 말이다. 그것의 구성원들이 지금은 구분된 음소들이 세 쌍의 소리들

은 단일한 음소들의 이음(allophones, 異音)들이었다: [f]와 [v]; []와 []; [s]와 

[z](wi f[wif] ‘woman’과 wīfes[wivs]

고대영어는 체계적인 길고 짧은 

음들은 수세기동안 상대적으로 안정

fisc. ‘fish’, glœs ‘glass’, ecg ‘edge’ 등

질적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긴모음

극적인 이동을 겪는다.// 

 

2-2)Accidence(형태론). 

비록 시게르만어보다는 덜하고

대영어는 문장 안에 의 낱말들의 

켜지는 굴곡(inflected, 屈曲)언어이다

로 자유로워서 주어와 술어가 자주

고대 영어는 현대 독일어를 닯았다

분되는 것은 아니

)들로 변했다. 덧붙혀 형용사는 

다. 전자의 탈격과 보통 위치격 또는

길에서 호격은 보통 주격과 동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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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체계를 보유하기는 했지만 명사의 3/4은 성에 따른 세가지 주요한 강한 명

사변화를 따랐다. 반면에 소위 명사 약 변화는 대 부분 그 나머지 것들의 원인이 

된다. 다음의 표는 명사들의 네 가지 주요한 변화들이다:  

 

 

강 변화 약변화  

남성 중성 여성  

주격 stan scip giefu guma 

목적격 stan scip gief e guma n 

소유격 stan es scip es gief e guma n 

단

수

n e scip e gief e guma n 

 

여격 sta

주격 stan as scip u gief a guma n 

목적격 stan as scip u gief a guma n 

소유격 stan a scip a gief a gum ena 

복

수

여격 stan um scip um gief um gum um 

 

  stone word gift man 

 

덧붙혀 관계의 명사들 다섯 가지 fœder, mo der, broþor, sweostor, dohtor는 그들 

자체로 분리된 변화를 지녔으며 그리고 현대영어의 7 개의 모음변화된 복수들은 

고대영어에서 25 개의 짝을 지녔다. 

드문 예외를 지녔지만, 형용사는 기능과 위치에 따른 소위 강변화와 약변화 라

는 두 개의 형식을 지녔다. 약 변화는 보통 정관사 뒤에서 그리고 지시사와 소유

대명사 뒤에서 사용됐으며, 그리고 약 변화 명사들의 어미들을 지녔다. 강 변화는 

명사적 어미와 대명사적 어미들의 혼합을 포함했다. 형용사의 비교는 보통 –ra로 

끝났으며, 최상급은 –ost, -est로 끝났다. 현대 독일어와 마찬가지로 고대영어는 

실제로 지시 대명사였던 충분히 굴곡된 정관사를 소유했는데, 그러한 정관사의 

대명사적인 특성은 자주 관계사로서 사용된다. 제 1인칭과 제 2 인칭의 그리고 

제 3인칭 여성단수의(ic; þu ; he) 인칭대명사들은 다른 게르만어의 그것들과 일치

한다. 그러나 제 3인칭 남성과 중성(he 와 hit)의 형식들은 고대 상부 독일어와 고

딕과 Old Norse의 그것들과 다르지만 Old Frisian과 Old SAxon 형식들과는 일치

한다. 단수와 복수라는 두 개의 일상적인 수들에 덧붙혀 고대영어는 두 명의 사

람들 또는 사물들을 지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제1 인칭과 제 2인칭의 형식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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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지녔다. 그러나 이미 고대영어에서 이런 쌍수 형들은 비록 그것들이 산발적

으로 13 세기까지 생존했지만 사용되지 않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사에 있어 고대영어는 활용(inflection, 活用)에 의해서 현재와 과거라는 단지 

두 개의 단순 시제들만을 구분했다. 그것은 직설법과 접속법과 명령법을 인정했

으며 비록 복수에 있어서 하나의 형식이 세 모든 인칭에 충분했지만 두 개의 일

상적인 수들과 세 개의 인칭들을 지녔다. 게르만어들의 구분적인 특색은 강변화

와 약변화라는 두 개의 변화(conjugation, 變化)들로 동사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어근 모음의 수정에 의해서 시제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현대영어에서의 

sing, snag, sung에서처럼)인 반면 후자는 -d- 또는 -t-를 포함하는 접미어의 덧

붙힘에 의해서 그 변화를 가리켰다(현대영어에서의 seem, seemed, seemed처럼). 

강

칙적인 조동사들과 그리고 과거-현재 동

사들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게르만어들과 일치한—wesan “to be”, sculan 

“s “to know”, magan “to be able” 등. 

 변화 동사는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과 과거 단수 시제와 과거복수 시제와 

과거분사 등의 네 가지 부분들의 모음의 다양함에 따라 보통 7 가지 다른 부류들

로 그룹지워진다. 약변화 동사들은 자신들의 과거 시제들을 어근에 –ede, -ode, 

-de, -te를 덧붙힘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분사를 –ed, -od, -d를 덧붙힘에 의해 

형성하면서, 보통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이미 고대영어에서 약변화가 우세해졌다

는 것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강변화 동사들 중 몇 몇은 이미 약변화 동사로 

됐으며 그리고 그 언어에 더해진 새로운 모든 동사들은 실천적으로 약변화에 일

치하여 활용하였다. 고대영어는 어떤 변

hall”, witan 

 

2-2-1)Morphology(형태론). 

고대영어는 명사들은 세 가지 문법적인 성들 중의 하나를 수행했다. 그리고 명

사 구들은 다섯 가지 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주격과 목적격 형들은, 여격과 도

구격이 그러하듯이, 자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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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영어 명사형들 

주격 fox deor lar fo t 

목적격 fox deor lar fo t 

소유격 fox es deor es lar e fo t es 

단

수 

여격/도구격 fox e deor e lar e fet 

주격/목적격 fox as deor lar a fet 

소유격 fox a deor a lar a fo t a 
복

수 
여격/도구격 fox um deor um lar um fo t um 

 ‘fox’ ‘animal’ ‘lore’ ‘foot’ 

 

단수    생산적인 활용

or  무변화

형을 포함하는  

은 ta

다음  보여지는 다섯

세 의 도  (때로

 사용됐다. 

 만  고대영어는 두 형용사적 을

 형용사들은 se

a 드러냈다 기능을 지닌

강’ 변화의

 형들이 d ‘he is od’에서처럼 다 형용사  

 . 

 

 

 

 

–s로 끝나는 복수들과 소유 를 지니는 유일하게  현대 명사 

이 fox 변화로부터 온다. de 범형은 deer와 sheep 같은  복수들에서 생존하

며[단복수형이 같다는 점에서], fo t 변화는 foot/feet, goose/geese, tooth/teeth/ louse/lice, 

mouse/mice, man/men을 산출했다. 분명히 단수  a tee-foot pole과 같은

현대영어 구들  foot<fo  인 곳에서의 고대영어 소유격 복수(‘a pole of ten feet’)로

부터 파생된다. 지시사들은  쪽 표에서  것처럼  격들과 그리고 

단수에서의  성들과 복수에서  성 구분없는 세 격들로 변했다. 구격은  

전치사를 지니고) 딸리는 것[부속물] 또는 도구를 가리키기 위해

다른 게르 어들과 마찬가지로  개의  변화들  지닌다. 

(고도로 변하는) 소유대명사 또는 지시사를 포함하는 명사구에서의  

go da m nn ‘the good man’에서처럼 ‘약’ 변화를 . 술어적인   것

에서처럼, 격 표시자들이 거의 없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 ‘  보다 

더 다양한  He  is go  go  요구됐 . 들은 성과 수와

격에 있어 자신들의 머리들과 일치하여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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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어 지시사들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중성 남성/여성/중성 

주격 se seo þœt þa 

목적격 þone þa  þœt þa 

소유격 þœs þœre þœs þara 

여격 þœm þœre þœm þœm 

도구격 þy  þœre þy  þœm 

 

고대영어 인칭대명사들은 아래 표에서 이끌어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다

른 형식 부류 보다 도 더 많이 현대영어의 형태론적인 다양햠을 보유했다. 

고대영어대명사들 

 

1인칭 2인칭 3 인칭  

남성 여성 중성   

주격 ic þu  he o hit  he

목적격 me þe hine hie hit 

소유격 mīn þīn his hiere his 

단

수

i

 

 
여격/도구격 me þe him h ere him 

주격 we ge 

목적격 u s eow 
hīe 

소유격 u re eow hiera 

복

수 

여격/도구격 u s eow him 

 

고대영어는 마찬가지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들에서 쌍수 형들을 지녔다. 이것

들은 결국 2 인칭에서의 수와 격 형식들의 소멸 그리고 중성 주격/목적격과 여격/

도구격 3인칭 단수(hit와 him)에서의 격 형식들의 소멸과 더불어 나란히 사라졌다. 

자신의 동사들에서, 고대영어는 love/loved에서처럼 [d]또는[t] 과거-시제 접미어

를 지니는 ‘약’ 그리고 ring/rang/rung에서처럼 모음 변이(gradation, 變移, ablaut)를 

지니는 ‘강’ 등 두 가지 유형들을 드러낸다. 일곱 강 동사 부류들의 주요부분들은 

아래 표에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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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어 동사 부류들 

 부정형 과거단수 과거복수 과거분사 

1 geriden rīden ‘ride’ rad riden 

2 seoan ‘boil’ se a sudon gesoden 

3 bindan ‘bind’ band bundon gebunden 

4 beran ‘bear’ bæ bæron geboren r 

5 cwean ‘s cwæ cwædon gecweden ay’ þ 

6 standan stand’ d  ge  ‘ sto sto don standen

7 feallan fall’ ll  ge‘ feo feollon feallen 

 

동사들은 현재 거시제들에 고 직설법과 법들에서 3 칭들

과 두  수들 한다. 고대  약 동사 de udge’의 열 두 구분

 형  아 서 보여진 지 네 개의 들(judge, ju dged, 

d 지  날의 전형 동사와 비교 라. 그리고  구

분되 는다.

 

고대영어 동사변화 

와 과 서 그리  접속 개의 인

 개의 로 변화  영어 man ‘j  개의 

된

jug

식들이 래 표에 다. 단  형식 dges, ju

ing)만을 닌 오늘 적인  해 보 접속법은

지 않  // 

   직설법 접속법 

1 deme  

2 demst (또는 demest) deme 단수 

3 demþ (또는 demeþ)  
현재 

복수  demaþ demen 

1 demde  

2 demdest demde 단수 

3 demde  
과거 

복수  demdon demden 

동명사  to demenne(또는 demanne)  

현재분사  demende  

과거분사  d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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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구문론 

고대영어는 문법적인 관계들을 표시하기 위해 굴곡(inflection, 屈曲)들에 의존했

으

 

대 영어 글쓰기의 놀라운 특성은 and ‘and’ 또는 þa ‘then’로 문장 연결하는 

것 다. 절들 사이의 관계들을 뚜렸하게 하기 위하여 

종

대 영어의 차용어들 중 가장 많은 수가 라틴어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것들은 

영어-이전의 부족들이 여전히 그 대륙에 있었을 동안에 빌려와진 것들과 영국에

서 빌려와진 것들로 나뉘어진다. 이것들에 아마 라틴어로-말하는 Celts로부터 빌

려와진 단어들로 구성된 세 번째 부류가 더해질 수 있으리라. 

 번째 부류는 마찬가지로 다른 게르만어들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리고 그 대륙에서 빌려와지면서 자연스레 원시 고대영어 소리변화를 겪게한다. 

세속 라틴어에서 생겨났던 소리 변화들에 의해 여러 번 날짜의 증거들이 제공될 

며 그래서 어순은 현대영어에 있어서 보다 더 유연했다. 고대영어는 주절에서

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에 대한 선호를 그리고 종속절에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에 대한 선호를 드러낸다. 그러나 모든 순서들이 발생했다. 빈번한 도입부사 

þa ‘then’을 잇따르는 동사는 두 번째 위치를 확보했다. 문맥 속에서의 문법적인 

주어는 강제적이지 않았다. 

명사 구 요소들의 순서는 보통 한정자 + 형용사 + 명사(se  go da mann ‘that 

good man’)이었으며, 소유격들은 보통 명사들에 선행했고(þæs landes folc ‘that 

land’s people’), 그리고 전치사들은 명사들에 선행햇으나 자주 대명사들을 잇따랐다

(him to  ‘to him’). 현대 영어에서처럼 형용사들은 보통 머리 명사들에 선행했다(æt 

sumum sæle ‘at a certain time’). 관계절들은 명사들을 잇따랐으며 불변사 þe(자주 지

시사 se 또는 인칭대명사의 형식과 복합을 이루었다).에 의해 이끌렸으며, 마찬가

지로 지시사들도 관계사들처럼 홀로 발생했다. 

비록 동사 do n ‘do, put, make’이 대용어(substitute, 代用語) 또는 앞선(pro) 

동사로 사용됐지만, 그것은 조동사로서 이용될 수는 없었다. 의문사들은 보통 주

어와 한정동사에 삽입됐다. 부정문(Negatives, 否定文)은 보통 동사 앞에 부정 소

사 ne를 보여주었다. 절 안에서 부정(negation, 否定)을 여러 번 표시하는 것은 

[비록] 지금은 비(non, 非)-표준적인 것이지만 흔했다: Nis nu  cwicra na n ...... 

‘(there) isn’t now alive no one .... ’ 

고

들을 강하게 선호한다는 것이

속사들(because, since, until)의 빈번한 사용은 보다 후의 발전이다.// 

 

2-4)어휘들. 

고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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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모음 사 갈리아의 부분들에서 v로 됐다 

그 어 cup oprum은 고 서 copor 나타난다는 사 은 이 변화

이전에 와짐을 가리 . 이런 아주 기의 차용어  많은 것

래 동안 어의 필수 tegral) 부  됐다. 그 것들이 

자 다 을 인식하는  자주 어려웠다. 농업과 전  이라는 후

기 서의 만인들의 직업들은 m illet”, nœp “turnip”, peose 

p r “coulter p “battle”, s nner”, weall “wall”, frifot “tribute” 등과 같

에 반영된다  많은 의 교역과 는 낱

말들이 있는데, ceap “bargain”과 ma  trade”은 들의 파생  나란히 

근본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pund “pound”, seam “burden”, mynet “money” 

등과 같은 낱말들이 속한다. 게르만 인들과의 교역의 아주 중요한 품목들 중의 

하나는 포도주 거래였다  wīn “wine”, ”, flasce “bottel”  같

은 그런 단어들. 많은 낱말들이  생활을

chen” 등 어떤 들을  라틴어 용됐다

cy se “cheese”, pipor “pepper”, butere , plu me “plum” 등. 건축에 있어 기

여는 “chalk”, pic “pitch”, tigele “title” 등. 그리고 덧붙혀 mu l “mule , draca 

“dragon”, ca mper œternesdœg “Saturday”   그런 잡동사니 차용어들이

있다. 

그 땅의 Celtic 거부자들을 통해 빌려와진 라틴 차용어들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ceaster, port, munt, torr와 같은 지명에서 발견되는 몇 몇 요소들을 별도로하면

서의 자신들의 현존이 로마 지배 로 지는 

것으로 증명될 수 없다.   대륙에서 획득된 라틴어 낱말들 중 어떤 것들이

Celtic에서  동일한  강화됐기는 해도 말이다. 

라틴 차용어들 중 세 번째 유형 곧 영국에서 빌려와진 것들

이의 p는 7 세기에 

래서 라틴 rum/c 대영어에 로 실

가

은

 생기기 빌려 킨다  초 들 중

 이후 오  그 언 적인(in 분들이 리고 그

국어적이지 않 는 것  것은 쟁

 로마 제국에  게르 주요 īl “m

“

은

ea”, culte ”, cam egn “ba

 그런 낱말들 의해서 . 심지어 갯 수들  연결되

ngian “to  그것 어들과

 

 . 따라서 must “new wine 등과

   집안  지시한다. cytel “kettle”, disc “dish”, belt, 

cuppe “cup”, cycene “kit . 음식 위한  낱말들이 채  

 로마 사람들의 

 cealc ”

sere “e or”, s 와 같은  

들어   ,  

어떤 라틴어 낱말도 그 언어에  탓으 돌려

비록 그   

의  낱말들의 현존에 의해  

 은 7 세기에 기독교의 

도입에 기인한 것들과 그리고 10 세기의 수도원 개혁들과 연이어 새로워진 문어

적인 활동에 기인한 보다 후의 차용어들 등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그 첫 번째 

유형의 대부분은 그 개종에 기인하는 새로운 관념들과 감정들을 표현하기에 필요

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정 생활과 교육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

고 거기에서의 의학적인 앎이었던 것은 주로 라틴 재원들로부터 왔다. 따라서 

abbud, mynster, deacon, munuc “monk”, bisceop, pre ost, 등과 같은 그런 순수하게 종교

적인 낱말들에 덧 붙혀서 마찬가지로 cœppe “hood”, purpur “purple”, cyst “chest”, 

sœcc  “sack”, sco l “school”, fers “verse”, meter “metre”, pīn “pine”, alewe “aloes”, hys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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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그런 낱말들도 있다 들과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Anglo-Saxons은 자기 자신들의 언어의 들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 . 예

를들어 preostha eporīce 등에 럼, 외래어들 자국어적인  

으며, 오랜 도들에 의해 된 이전의 낱말들은 예를들어 ”, 

d “altar”, n “Easter” 처럼, 기독교 념에 맞게 수 을 것이다. 

 흔하지 는 아니지만  낱말들이 들어 hand manualis”, 

nes (trinita cere (scri 에서와 같이 적으로 고 로 번역

라틴어 차용어들 중의 두 부류

. 이런 새로운 관념

 재원 았다

d, bisc 서 처 에게  접미어들을 덧

붙혔  이교  사용  hu sl “eucharist

weofo  Eastro 등에서  관 정됐

그리고 않게  라틴  예를 boc “

þry  s), bo ba) 등 , 문자 대 영어

됐다. 번째 는 덜 적인 종류라  있어서 

그리고 과학적이고 학식있는 특성의 관념들을 자주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보다 

이른 .  

dirge”

와 같은 종교적인 내용들과 관련됐다. 그러나 보다 이른 시기의 특징인 일상적인 

삶과 관련되는 낱말들의 갯 수는 더 적었다. 예를들어 accent, punct “point”, 

organ “song”, tītul과 같은 문어적이고 교약적인 낱말들과 그리고 결코 동화되지 

않았던 많  다른 낱말들이 우세했다. 몇 몇의 낱말들은 그리이스어로부터 직접 

서부 게르마닉으로 차용됐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대 영어에서의 유일한 

는 cirice “church”이다. 비록 engel과 deofol이 거기에 는 라

어를 통해서 들어 온 [때문이다]. 

슨인들에 의 eltic 정복은 결국  영어에로의 많은  차용

어들을 것으로 돼어져 . 켈틱 자들의 완전한  이

라는 된 관념은 처 복된 그 역에서는 거의 진리인 럼 됐으리라. 

 적의적인 것은 아니었지 두 부족들 사이의 두드러진 접촉이 후

있  것은 확실하 그러한  영향은 지명들에서 분별될 수 있

다. K 와 Bernicia의 고대  왕국들은 Celtic 부족 름들로부터 파

생된다. Cumberland는 “Cymry의 땅”이며, London과 York는 Celtic인 반면 

W

 

Ce

ley”, pyll “a tidal creek”, brocc “badger”와 같은 그런 다

대중 는 점에

기독교적 차용어들과 다르다 두드러지 갯 수의 [차용어들이] 보다 이른 그

부류와 관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alb, apostol, cantere, dirige “

 

은

예

틴

속한다고 하지만 

것이기 

엥글로-색 한 C 고대 켈틱

가져 온 기대 왔다 거주 거의  멸절

오래 음 정  지  것처

그러나 

에 

항상 만 그 

었다는 다 켈트어 주로 

ent와 Deira  영어  이

inchester, Salisbury, Exeter, Gloucester, Worcester, Lichfield와 다른 곳들의 

첫 번째 요소는 Celtic 재원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

Celtic 낱말들이 생존하고 있는 곳은 강들과 언덕들의 이름에서 이다. Thames는 

ltic 강 이름이다. 그리고 “강, 물”에 해당하는 다양한 켈틱 낱말들이 Avon, 

Exe, Usk, Esk, Ouse, Stour, Wye 등의 읾들들에 보존돼고 있다.  “언덕”을 의미

하는 켈틱 낱말들은 Bar, Bredon과 Pendle과 같은 그런 지명들 안에서 발견되는 

반면 cumb “a deep 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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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켈틱 요소들은 덜 또는 덜  지명 이외의 다른 것에서의 

고대영어 어휘  켈트어(Celti 거의 하다.

(score)의 낱말들 켈틱 에로의 이유 그럴듯함을  추적

될 . 이것들  “magicia 일한 낱말의 차용 uid와 

비 , cine “sh Parchme ros, clucg 그리고 가지

로  “hermit”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에 대한 c) 영향은 무시될만  20 여 개

보다 적게 재원 있는  가지고

수 있다 은 dry n”(동  더 후대의 어인 dr

교하라) eet of nt”, c e “bell”, 아마 마찬

ancor , stœr “history” 고 cursian urse”와 같  교양

어 란히, bi anger”, b cloak”, b o luh 

“p nn “gra 은 대중적 낱말들을 포 . 이런 켈 낱말

들 적이든 대 고대영 휘에서 영원 를 차지 . 

어휘에 대한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은 9세기와 10세기와 11세기 동안에 영

국에  

완

 

특히 북쪽과 동부 중앙지대의 덴마크인들(Danes)이었던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르웨이인(Norwegians)의 정착지들은 특히 Cumberland와 

Westmorland에서의 서부 해안을 따라 발견됐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동부와 서부 

Norse는 그들과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차용-어가 구분되게 Danish 

또는 Norwegian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드물었다. 고대 

영어와 Old Nors 사 비슷함은 중세영어 또는 현대영어에 주어진 어느 한 

자국어인지 또는 어인지를 것을 여러 번 만들었다. 

그 두 언어에서의 더 분은 동일하다(identical). 그리고 만약 

Viking 침 이전 기간들로부터 살아남은 고대영어 문학이 있 면 특별한 

낱말 하나가 스칸 나 기원을 지니는지의 여부를 자주 말하기 불가능할 것

따라서 a wi e, thing, come, see, stand, wit ,w r, under

와 같은 그런 낱 은  Old Norse 또는 Old English로부터 파생될 수 있

을 것이다  것들  영어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우에들에

 빌려와진 낱말  수 있는 공정하게 의존가능한 기

. 북부와 만어에서의 어떤 소리들의 발전에 있어서의 다름

의 어떤 것 존하기는 해도 말이다. 가장 단순한 것은 고대 영어

에서는 초기에 sh 소리로 전면화 됐던 반면 그 본디 소리는 북부 게르만어 소리

에 보존돼고 있었던 sk의 발전일 것이다. 그래서 중세영어에서 sk를 지니는 낱말

  그리  “to c 은 그런

들과 나 nn “m ratt “ annuc “piece f bread”, 

ond”, du y”와 같 인 함한다 틱 몇 몇 

은 교양 중적이든 어어 한 자리 하고 있다

그 

정착했던 침입자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영향이다. 비록 그 결과들은 중세영어

이전에 특히 주목할만 것은 아니었기는 해도 말이다. 노르웨이(the Norse) 정착

민들은 노르만인(the Norman)정복 이전에 성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침입자들이 

위치했던 지역들은 중세영어 이전에 생존했던 어떤 문학도 생산하지 않았다. 대

부분의 정착자들은 

e 이의  

단어가 차용 결정하는 어렵게 

 공통인 낱말들 대부

입들 지 않다

디 비안의 

이다. m n, fe, hous ise, ove

말들  똑같이

. 비록 그 은 사실  어떤 경

는 어떤 이 그것들에 의해 인정될

준들이 있다 서부 게르

들에 대부분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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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vian 차용어들이다. 예를들어 sky, skill, skin, scrape, bask 등. 동

일

 

제공했으나 Old Norse에서는 ei를 제공했다. 따라서 

ay

대영어 의미는 야금학(metallurgy)

에

사이의 관계 특성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

lcian “to 

marshal troops” 등. 잠시 후에 법을 다루는 많은 낱말들이 또는 Danelaw의 사

회 인 체계의 특징이 나타난다. 예를들어 lagu “law”, ma l “lawsuit”, 

ho

은 Scandina

한 길에서 전설모음 앞에서의 후면 c/g의 보유는, 예를들어 kid, dike, get, gild, 

egg에서처럼, Old Norse(O.N) 기원의 지시이다. 비록 이런 검증이 어떤 경우들에

는 Anglian 방언들이 서부 Saxon에서의 전면 c/g에 상응하는 후면 c/g를 지닐 

것이므로 선행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는 해도 말이다. 보다 더 드물

게 그 낱말의 모음으은 그것이 차용어임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게르만

어 ai는 고대 영어에서 a 를 

e,ney, swain과 같은 그런 낱말들은 확실히 Old Norse로부터 왔다. 그 두 언어

들에서의 다른 소리 발전들에 근거한, 이것들과 같은 그런 검증들은  비록 종종 

그 의미가 어떤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는 해도 자국어 낱말들을 스칸디나

비안 낱말들과 구분시키는 아주 의존가능한 수단들이다. 따라서 그 형식에 관련

되는 한, 현대영어 bloom은 고대영어 blo ma 또는 Old Norse blóm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영어 그 낱말은 “lump of metal”을 의미하는 반면 Old Norse 

그 낱말은 “flower, bloom”을 의미한다. 그 고

서의 한 용어로서 생존하지만, 일상적인 쓰임새에서 전해내려온 것은 Old 

Norse의 감각이다. 그 낱말의 형식도 그 낱말의 의미도 그것의 Old Norse 기원

을 증명하지 못할 때, 그 낱말이 스칸디나비안 차용어인지는 결코 활실해질 수 

없다. 

상대적으로 적은 Old Norse 낱말들, 약 모두 40 여 개가 고대 영어에서 나타

난다. 가장 큰 단일한 그룹은 그 두 부족들 

듯이 전투 또는 바다를 다루는 낱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barda “beaked 

ship”, cnearr “small ship”, fle ge “ship”, scegþ “vessel”, liþ “fleet”, ha  

“rowlock”, dreng “warrior”, hofding “chieftain”, orrest “battle”, fy

적이고 행정적

ld “freeholder”, wœp

 발견하려는 시도 

속

entœc “wpentake”, hu sbonda “householder”, þrœll, 

wrang, 등. 그러나 고대 Norse로부터의 영어 어휘에 어떤 두드러진 덧붙힘이 있

다는 것은 중세영어에 이르기 전 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들이 무슨 측

면에서 Danes이 보다 더 특별하게 영어 문화에 기여했는지를

에서 음미된다면 어떤 의미있는 결과도 획득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의 문명

화는 영어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그 언어에 들어섰던 스칸디나비안 요

소들은 일상의 상호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에 자신들의 길을 만들었을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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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들이다. 이것이 라틴어 또는 켈트어로부터의 보다 이른 빌려옴들과 그리

고 보다 후의 고대 Norse 요소들 사이의 커다란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 빌려옴들

은 어떤 용어소 그 허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념들을 낱말들이 펼연적으

로 제공했지만, 후자의 경우 새로운 낱말들은 이미 주로 충분하게 자국어에서 표

현됐던 관념들을 위해 도입됐다. 

고대 Norse 단어들과 고대 영어 단어들은 나란히 사용됐다. 그리고 하나 또는 

다른 것의 생존은 자주 선택의 문제였다. 그 두 단어들 사이의 형식에 있어서의 

다름들이 있었던 곳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자주 고대영어였다. 예를들어 bench 

(benk), goat (geit), gray (graw), leap (loup). 비록 상응하는 고대 Norse 형식들

이 중세영어에 흔하며 그리고 어떤 경우들에는 여전히 현대 방언들에서 존재하는 

해도 말이다. 비슷하게 동일한 관념이 다른 단어들에 의해 표현됐던 곳에서 생존

했던 것은 고대 영어 형식이었다. 예를들어 think (attlen), swell(bolnen), lose 

(tinen), mist (roke), path (reike). 다른 경우에 자주 그 둘이 오래 함께 사용된 

후에 고대 Norse 단어는 자국어 단어들 대신에 들어셨다. 따라서 Scand. sky는 

고대영어 lyft 대신에 들어섰으며 그리고 die는 고대영어 steorfan/sweltan 대신

에 들어서면서(비록 steorfan은 특별한 감각에서 현대어 strave로 생존했지만 말

이다) 새로운 동사는 보다 더 쉽게 dead와 death와 연합됐다. take(nìman), 

fellow(gefe ra), leg(scanca), low(niþer), egg(œg), awe(ege) 등. 종 종 고대영어

와

 ploh는 땅의 

 고대 Norse 양자 단어들이 보통 의미 또는 쓰임새의 사소한 다름과 함께 보

존됐다. 예를들어 rear/raise, from/fro, craft/skill, hide/skin, sick/ill, shirt/skirt. 

또는 Scand.[스칸디나비아어] 단어들은 자신의 의미를 동계(cognate, 同系)의 그 

영어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대영어 bre ad는 “crumb, morsel”을 의미하는 반면 현

대영어에서의 그 감각은 고대 Norse brau에 기인하며,  고대영어

측정이었지만 고대 Norse plógr는 고대영어 sulh가 소유하지 못했던 현대영어 plow

에게 전이된 의미인 도구였다. 고대영어 eorl “ a man of noble birth, warrior”는 점차적

으로 한 지역의 지배자에게 적용된 그리고 후에 여전히 귀족계급의 이름이 됐던 

명칭인 Scand. jarl의 의미를 획득했다. 

그 영어는 Danish 정착자들로부터 토지 나뉨들에 관한 그리고 재판 종류들에 

관한 어떤 이름들을 빌려왔다. 그래서  북부와 동부와 서부 Riding (Yorkshire)는 

고대 Norse prijunger “third part”로부터, 그리고 by- (law)와 Derby에서의 동일한 요

소와 다른 지명들은 고대 Norse by r “town, village”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은 고대여

어에 미친 고대Norse의 영향 안에는 두 언어들의 친숙한 섞어짐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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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더 나아가서 차용어들은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대명사들과 전치사들과 부사들과 심지어 동사 to be의 부분들까지 확장됐다

는 사실에 의해 보여지는 더 나아간 증거를 보여준다. 말의 그러한 부분들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달된다는 것은 아주(only) 드문일이다. 대명사들 they, their, 

them은 고대 Norse로부터왔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한 그것들의 보다 후의 확장은 

아마 그것들이 국어형식들보다 덜 혼돈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Norse 

전치사들은 til과 fro이다. 그리고 동일한 재원으로부터 접속사 though가 온다. at을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의 신호로서 고대Norse가 사용함은 여전히 ado (at do)에서 

보여지며, 그것은 중세영어에서 폭넓게 사용됐고 여전히 어떤 방언들에서 발견된

다. aloft와 athwart와 seemly와 같은 그런 부사 형식들도 여전히 살아남는다. 

더구나 고대Norse 영향은 어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과 구문론에까지 

확장된다. Northumbrian에게 특유한 어떤 많은 굴곡적인 요소들 중 고대Norse의 영

향을 받는다. 다른 것들 중에서 3인칭단수현재직설법의 어미 –s와 현재분사의 어

미 –and. 낱말들 scant, want, athwart는 자신들의 마지막 –t에 고대Norse의 중성 형

용사 어미를 보존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대영어와 고대Norse는 많은 낱말들

에 있어서 주로 그것들의 굴골적인 어미들에 있어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낱

말들의 어간은 양 언어들에서 동일했다. 그래서 굴곡적인 어미들이 상호 이해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이었다. Danelaw[9세기

자

에 데인 사람이 점령한 잉글랜드 북

동부에서 시행되던 법률]의 섞어진 인구들 중에서의 그런 어미들은 점차적으로 

애매해졌다가 상실되는 경향이었을 것이다. 영어 안에 내재하는 굴곡들의 상실을 

향한 그러한 경향은 아마 강화됐을 것이며 그리고 Danelaw에 우월했던 조건들에 

의해서 가속화됐을 것이다.  

고대 영어와 관련되서 주목되야 할 단지 다른 욧점은 동의어의 풍부함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고도로 발전된 시적인 어투의 존재이다. 그것의 쓰임새가 시에 한

정된 아주 많은 낱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바다와 해와 배들과 전투

와 군주와 검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시하는 우회적인 길들과 비유적인 표현들

의 많은 확립된 체계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kennings(키닝들)로서 알려지며 그리고 wœlwulf “ wolf of slaughter”, 

즉 “warrior”, sœhengest “sea horse”, 즉 “ship”, œsc-plega “sport of spears”, 즉 “battle”, 

beaga brytta “distributor of treasure”, 즉 “chieftain”, seoles pœp “seal’s path”, 즉 “sea”. 

이런 키닝들 중 많은 것이 상투어구가 됐으며 그리고 두고 두고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순수하게 편의적인 것이 됐으면 어떤 특별한 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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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을 지니지 않게 됐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그리고 

그 시인의 개별성의 표현을 담고 있다. 

 

2-4-1)사전. 

Viking 시대(약 750 – 1050) 동안에 Britain은 주로 중앙과 남동부 잉글랜드에 정

착했던 Danes[9~11세기 경 영국에 침입한 북유럽 사람]의, 두번째 Teutonic 침입을 

겪었다. 1000 년 까지, 비록 Britain의 모서리들이 켈트어로-말하는 사람들을 유지

했긴 해도, 그 섬의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동화된 Danes을 포함하여 고대영어를 

말했다. 예를들어 Kent, Devon, Thames, 그리고 가능하게 London과 같은 몇 몇 

 

지

명을 제외하면 켈트어 영향의 흔적은 거의 생존하지 못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Celts를 통한 라틴어 영향은, 예를들어 Dorchester, Winchester, Worceser에서처럼 두

드러지게 –chester(<La. castra ‘camp’), 지명을 제외하면 무시될 수 있다.  6세기 말

의 Britain의 기독교화와 더불어 대부분 종교적인 본성을 지닌 라틴어 낱말들의 

유입이 있었다(monk, abbot, monastery, bishop, cloister, candle, chalice, mass). 데인인의

(Danish) 동화는, 예를들어 일상적인 많은 동사들(take, give, get)과 명사들(sky, skirt, 

skin, skill)와 마찬가지로—Derby와 Whitby에서의 –by와 같은, 약 2 천여 개의 지명

들 또는 거기로부터 요소들을 포함하여, 영어 낱말에 대규모로 기여했다. 데인사

람[덴마크사람]의 언어과 영어의 두드러진 상호 뒤섞임을 암시하는 심지어 they 

are와 같은 그런 흔한 구. 외래어 유입에 대한 그러한 열림에도 불구하고 고대영

어 단어 재원을 확장하는 대부분의 특정적인 길은 자국어적인 요소들을 접미적으

로 그리고 접두적으로 그리고 복합어적으로 묶는 것에 의해서였다. 

 

3)중세영어(Middle English). 

비록 Norman 정복의 주요 결과들이 기대됐을 법한 것 보다 더 늦게 까지 선명

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주 분명한 곳들 이외의 다른 곳에서 보여졌지만, 노르

만인의 정복은 영어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한 단계를 표시한다. 수많은 프랑스어 

차용어들이 빌려져왔다. 비록 이것들이 그 정복 이전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리고 그것들은 14 세기 이전에 수 많게 된 것이 아니었기는 해도 말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복과 더불어 West Saxon의 문어적인 우월성이 상실됐으며, 어

떤 방언도 여느 우월적인 문어적인 권리들을 지니지 못했고, 그리고 각기 저자는 

자기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데에 자유로웠다는 사실이다. 중세영어 시기 동안에 

London의 증가하는 중요함은 따라서 그 수도의 방언이 최상이었을 것임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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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본디 남부—주로 남동

부—방언이었으나, 14세기까지 그

것은 특성상 주로 동부 중간 땅이 

됐다. 그래서 현대표준영어는 West 

Saxon 방언보다는 오히려 East 

Mercian으로부터 파생됐다.  

마찬가지로 정서법에 근거해서도 

그 정복은 두드러진 영향을 지녔다. 

고대영어의 끝 무렵에, 그리고 150

에서 200 년 가량 현실적인 발음

의 배후에서 스펠링은 다소간에 고

정적이게 됐다. 고대 스펠링 관습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정서법이 현

실적으로 말해지는 언어에 근거하

여 발전했다. 대체적으로, 고대영어

에서 생겨났던, 그러나 글로쓰여진 

언어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소리변

화들이 프랑스어 필사 관습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정복-이후의 필사의 보다 더 음성학적인 스펠링으로 처음

으로 규칙적으로 기록됐다. 그 정복은 마찬가지로 쓰기법(script)의 완전한 변화

에도 역시 책임이 있었다. 그 대륙에서 발전된 새로은 Carolingian 스크립트의 우

연적인(occasional) 사용이 10세기 이후로 만들어졌다. 그 정복 이후에 이런 스크

립트(쓰기법)이 프랑스어로-훈련된 필사자들에 의해 자연스레 사용됐고, 그리고 

15세기와 16세기 까지 어떤 변화를 지닌 채 여전히 사용 중에 있엇다. 마찬가지

로 영어 구문론에 있어서도 프랑스어의 영향은 비록 그것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래도 식별될 수 있음직하다. 

다른 한 편으로 그 정복이 형태론(accidence) 또는 음성학에 어떤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증거도 있지않다. 비록 중세영어가 –e 아래로 

모든 굴곡적인 어미들을 평균화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에 의해 표시된다고 하더래

도, 문법적인 형식들을 유추하려는 경향은 항상 그 언어 안에 내재해 있었다는 

것은 선명하다. 비슷하게 중세영어는 음성학에 있어서의 폭 넓은 변화들에 의해

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의 시작들은 고대 영어에서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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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영어는 고대영어와 현대영어 사이의 전이 기간을 위한 효과적인 이름이

다. 1066년의 Norman 정복 후에, 영어는 왕궁과 정부와 학습의 일상사에서의 많

은 의무들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러한 행위들은 프랑스어로-말하는 (그리고 자

주 라틴어로-글을 쓰는) Normans에 의해서 수행됐기 때문이다.  점차적으로 중

간 계급들의 구성원들은 아래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말하면서 윗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불어로 말하는 등, 두 개 언어로 말하게 됐다. 왕 John이 

Normandy를 상실했을 때인 단지 1204년에야 영어로-말하는 국가로서의 Britain

의 미래는 보여지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 그 정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이

고 언어학적인 소요의 결과로서 중세영어는 그 4 세기 동안 극적인 다양함과 전

개를 드러낸다(Mossé 1952).// 

 

3-1)정서법. 

고대영어 모음들과 이중모음들 중 많은 것은 그것들이 소리에 있어 반드시 변

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글로 쓰여졌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세영어에 있어

서의 낱말의 형식에서의 변화들 중 많은 것은 단지 정서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

는 것이 중요하다. 고대영어 y 소리가 유지됐을 때 그것은 정상적으로 u [라는 

글자로] 쓰였다. 그리고 나서 y는 i의 보유가 혼동으로 이끌렸을 위치들에서 즉 

m, n, u 앞 뒤에서 i를 대신하는 스펠링으로 사용되게 됐다. 비슷한 위치에서 u는

o로 쓰였고 그리고 u는 모든 위치에서 ou, ow로 쓰이게 됐다. 

덧붙혀서 고대영어 자음체계의 많은 애매함들이 선명해졌다. 전면(front)의 c는 

ch에 의해서 나타내졌으며 후면(back) 소리는 계속해서 c 그리고 종 종 k에 의해

서 나타내졌다. 후에 c와 k의 사용이 관습화됐다. 후설 모음들과 유음들 앞에서 c

는 사용됐으며 k는 전설모음들과 n 앞에서 사용됐다. 덧붙혀 프랑스어 영향 하에

서 c는 때로 s를 대신하는 스펠링으로 사용됐다. 예를들어 ice, cinder, mice. 후

면 폐쇄음을 위한 g의 사용은 계속됐으나, 전편 소리를 위해서는 고대 섬(insula) 

영어 g로부터 발전된 새로운 기호  yoga)가 사용됐다.  14세기까지 이것은 i/y에 

의

(

해 교체되는 경향을 지녔다. 고대영어 cg에 의해 가리켜지는 소리는 중간과 마

지막에서 gg로 쓰였으며, 그리고 프랑스어 차용어-낱말들에서의 동일한 소리는 첫

머리에서 i/j로 쓰였다. h는 단지 기식(aspirate, 氣息)만을 나타내는 스펠링으로 사

용됐다. 전면이든 후면이든 열린 자음은 초기에는 에 의해 그리고 후에는 gh에 

의해 나타내졌다. 북쪽 방언들에서의 hw-는 qu, quh-, qw-에 의해 그리고 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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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곳[방언들]에서는 wh에 의해 나타내졌다. 반면에 sc는 보통 sh 라는 [스

펠링으로] 쓰였다. f는 단지 무성음만을 위해 사용됐고 유성음은 첫 머리에서는 

v/u 그리고 중간에서는 u 라는 [스펠링으로] 쓰여졌다. 기호 는 13세기에는 사용

되지 않게됐지만 þ는 비록 th가 þ와 나란히 점차적으로 점점 더 자주 사용돼게 

됐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용됐다. 비슷하게 wynn(r)은  13세기 말까지 계속해

서 사용됐다 자주 þ와 y와 혼동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정복 후에는 u, uu, w가 

마찬가지로 사용됐으며 그리고 14세기까지 w는 정상적인 스펠링이 됐다. 

 

3-2)방언들 

중세영어 방언들의 일상저인 그룹화는 거칠게 고대영어 방언들의 그것에 상응

한

Scots의 발전을 막았을 것이다. 

절어들의 열린 음절들에서의 짧은 모음들의 장음

(l

다. Northumbrian은 Scots와 Northern English로 나뉘었고, Mercian은 East와 

West Midland로 나뉘었다. West Saxon은 South Western과 Central Southern 

방언들의 토대이며, 그리고 Kentish는 South Eastern 방언들의 토대이다. 물론 

정확한 경계선들은 비록 편리를 위해 개략적인 경계선들이 지도 위에서 자주 가

리켜지기는 해도 이런 방언들을 위해 주어질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언

은 드물게 엄 한 경계선을 지닌다. 다른 방언들의 특징들이 점차적으로 서로를 

흐리게 하면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중세영어들에 관한 앎은 아주 일정치가 않다. 예를들어 13세기 말 

이전의 Northen English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알려지지 않는다. Scots와 

Northern English 사이의 구분은 아마 14세기 끝 이전까지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왕족들의 통합과 Scottish 개혁가들에 의한 성서의 권위하된 판본의 

채용만이 분리된 언어로서의 

 

3-3)음성학. 

중세영어를 고대영어와 구분시키는 소리변화는 편리하게 량적인 것과 질적인 

것으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자음들, 현저하게 –ld, -mb, -

nd, -ng 앞에서의 그리고 2 음

engthening, 長音)화이다. 이런 변화들은 특히 영어의 후기 역사를 위해 특히 

중요하다. 중세영어 짧은 모음들이 비교적으로 거의 변화를 겪지않고 있는 동안 

긴 모음들은 잇따라서 완전하게 그 글자(charater)에 있어 바꾸어졌기 때문이다. 

이중자음들과 그리고 자음들의 대부분의 연결들 앞에서 긴모음들은 짧게됐다. 이

것도 마찬가지로 후의 언어에 두드러진 결과를 미쳤다. 예를들어 고대영어 f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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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eed”는 과거시제 fedde를 지녔다. 

중세영어에서의 긴 모음은 feden에서 유지됐으나 fedde에서는 짧아졌다. 그리

고 이것은 현대의 feed:fed 사이의 다름을 설명한다. 비슷한 짧아짐이 마찬가지로 

수 [ 변화] 동사들에서 발생했다. 

남동부에서 e를 제공했지만 남서부

u 고 ea는  그것이 특히 치음들 뒤에서 ya, yea(아

마

 

많은 다른 약

질에있어서의 변화는 량에있어서의 변화 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으며 중요하다. 

그것들 중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대영어 œsms 남동부와 남서부 중간 땅에서 

e를 제공했으나 그 이외의 곳에서는 a를 제공했다는 것,  y 는 북부와 동부 중간 

땅에서 i 를 제공했지만 남서부와 서부 중간 땅에서는 u 라는 스펠링으로 남아 있

었다는 것, a 는 Humber의 남쪽에서는 o 로 원순모음화됐지만 아마 그 a가 열린 

e(프랑스어 ê의 소리)로 됐을 때인 14세기까지 북쪽에서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 고대영어 œ는 고대영어 a(게르만어 e)의 전설모음화로부터 그리고 고대영어 

a(게르마어 ai)의 변이(mutation, 變移)로부터 등 두 가지 재원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중세영어 방언들에서는 다른 발전들을 지녔다. 그 양자는 

Essex와 인접 땅들의 부분에서는 a 로 나타나지만, 전자는 남서부에서 열린 e로 

됐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닫힌 e(프랑스어 é의 소리)로 됐으며 그리고  후자는 

남동부에서는 닫힌 e로 나타났지만 그 이외의 곳에서는 열린 e로 나타났고,  그

리고 o 는 그것이 u, ui [y ]로 나타났던 곳인 북부를 제외하면 그대로 유지됐다. 

이중모음들이 단모음화됐다. 그래서 ea는 보통 a로 됐지만, -ld 앞에서는 길어

졌다. 그런 다음 길어진 모음은 남부에서 ea로 떠어져서 열린 e로 됐다. 그러나 

북부와 북부에서의 그런 상황들에서의 모음은 길어진 a 였고 그리고 본디 a처럼 

중부에서는 e를 제공했지만 북부에서는 그대로 유지했다. e o는 북부와 동 중부와 

와 서 중부에서는 중간-전설 원순모음이 o, eo, 

등에 의해 나타내졌으며, 그리

 īe)로 자주 나타났던 곳인 남동부를 제외한 모든 방언들에서 열린 e를 제공했

다. 보통 단지 Kent에서만 존재했던 īo는 남동부에서 ie/ye를 제공했다. 새로운 

이중모음들이 각기 ouh, auh/ouh, ou, au/ou, ai/ei, aih/eih, eih를 됐던 고대영어 

연결들 -o h, -a  h, -o  g, -a g, -œg, œh, -e h로부터 발생했다. 이중모음 ei는 13세기 

초기의 많은 남부와 중부 방언들에서 ī로 단모음화 됐다. 그리고 이런 ī 형식들은 

14세기동안에 런던 방언으로 확장됐다. 따라서 high(고대영어 he ah), nigh(고대영

어 neah)와 같은 그런 형식들. 

 

//고대영어 긴모음들은 /a/ (ban, sta n, ba t)가 //로 됐다는 것을 제외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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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유지됐다. 많

영어에서 단수화됐다. 최소한도 est 

는 음절에서의 짧은 모음들은 e[]로

첫 머리 자음 군들 hl-, hn-, hr-, 

cniht ‘knight’에서처럼, 자신들의 첫

에는 강세없는 음절에서의 낱

은 이중모음들은 후기 고대영어와 초기 중세

W Saxon에서 구분된 것으로 유지됐던 강세없

 합쳐졌다. 

kn-은 hla f ‘loaf’, hnecca ‘neck’, hro f ‘roof’, 

 머리들을 상실했다. 두드러진 연이어짐들 중

말-마지막 m의 n에로의 합쳐짐이 있다. 중세영어의 

말 / 

들은 그 시기 초기에 상실된 것으로 나타나지

것들이 생존했다. 형태론(accidence)에 

된 굴곡 체계와 현대영어의 거의 완성된 굴

보한다. 대부분의 남성 명사들은 자음 또는 –

패턴에 해당됐고, 대부분의 여성과 중성 

다. 현대영어에서보다 더 많은 모음변화 복수

 유산이 여전히 14세기까지 남부에서 공정하

oxen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적 

 끝나는 형용사의 강변화는 단수에서는 아무

도 지

 영어 hīe, heo의 후

손

기에는 심지어 이n조차 생략됐다./

 

3-4)형태론(Accidence). 

대부분의 방언들에서 문법적인 성

만 13세기 말까지는 남부에서 그 잔존의 

있어 중세영어는 고대영어의 잘 발전

곡없는 체계 사이의 중간 위치를 확

e로 끝나는 단수와 –es로 끝나는 복수 

명사들은 후에 이런 변화를 하게 됐

들이 생존했으며 고대영어 약변화의

게 빈번했던 그런 복수형태인 현대영어 

굴곡들은 초기에 상실됐다. 자음으로

런 굴곡  지니지 않았 만 다른 방식으로 –e는 보통 단수 또는 복수에서 강하든

지 또는 약하든지 했다. 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여성대명사와 그리고 

3인칭 대명사의 복수에 있었다. 다양한 형식들 hi, he, ha, heo, hue, he,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 대명사는 고대영어 heo의 후손일 수 있거나 또는 현대영어 she의 

조상일 수 있으리라. 후자 she는 처음에 12세기 중엽 경에 동부 중간 땅에서 scœ

로서 발견되어, 급속히 sche, scho, she, 등의 형식으로 다른 방언들로 퍼진다. 비슷

하게 3인칭 대명사의 복수는 두 가지 근본 형식들 중의 하나를 지닐 수 있었다. 

그것은 중세영어에서 he, he, heo, hue, ho 등으로 나타나는 고대

일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은 그것의 þei가 처음으로 13세기 초반부에 동 중부에

서 나타난 고대 Norse 차용어들 þei(r), þeir(r)a, þeim으로부터 파생됐을 수 있다. 

정관사의 확립된 굴곡들은 모든 격들과 성들과 수들에서 사용된 새롭게 형성된 

불변화 þe 앞에서 길을 아주 초기 북부와 중부에서 제공했다. 동사들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보다 중요한 다양함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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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 중부 남부 

부정사(Inf.) bind binde(n) binden: louien, likin 

현재분사 -and -ende -inde 

3인칭단수현재직설 -is -eþ -eþ 

현재직설복수 -e, -is -en -eþ 

과거분사 bounden bounden ybounde 

 

남부에서의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의 –n은 북부 또는 중부에서 보다 더 오

래 유지했다. 그리고 고대 두 번째 약 [변화 동사] 부류는 –ien, -en으로 끝나는 

부정사와 더불어 그 시기 늦게까지 분리된 째 유지됐다. 현재분사에서의 북부 –

and는 고대 Norse로부터 빌려온 것이었으며,  중부와 북부 –ende, -inde는 비록 

비음 앞에서 e의 i로의 상승이 고대영어에서 발생했지만 고대영어로부터 온 것이

다  13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남부와 북부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

다

적

. 현대 –ing는

. 3인칭단수현재직설법의 북부 –is가 급속히 확산됐으며 그리고 북 중부에서 쉽

게 발견됐다. 그것으로부터 현대형 어미 –s가 파생된다. 현재직설복수의 중부 어

미는 고대영어 접속법 복수로부터 파생됐다. 그리고 본디 의미에 있어 완료였던, 

과거분사의 첫 머리 ge-는 남부에서 y로 유지됐지만 마지막 –n이 유지됐던 곳인 

북부와 중부에서는 초기에 상실됐다. 북부와 서부의 특징은 그것들이 하나 또는 

다른 형식 하에서의 모음에서 다를 때, 과거시제의 단수와 복수의 균등화였다. 

 

//3-4-1)형태론(Morphology). 

마지막 m n의 상실과 그리고 강세없는 a o u e의 []에로의 약해짐 때문에 많

은 고대영어 굴곡[변화]들은 초기 중세영어에서 구분될 수 없게 됐으며, 후기 중

세영어에서는 생략됐다. 주어와 목적어 명사구의 빈번함은 그 복수 [형]을 통해 

두루 주격/목 격 복수형(과 명사 일반을 위한 –es 굴곡)을 확립했으며, 그리고 

(때로 여격으로부터 유추적인 –e를 지닌)그 단수 [형]을 통해 두루 주격/목적격 

단수 형을 확립했다— -s로 끝나는 소유격은 유지됐다는 것은 예외. 그래서 fox

와 같은 명사를 위한 중세영어 범형은 본질적으로 현대영어에서의 그것이게 됐

다: 단수 fox, 소유격 foxes(지금은 fox’s), 그리고 복수 foxes. 

다른 범형들에서의 굴곡적인 구분들의 감소는 심지어 보다 더 컸다. deor 부류

는 세 가지 형들(deer, deeres, deere)로 감소됐던 반면 la r 부류는 두 가지 형들

(loor, loore)로 감소됐다. 이런 구분들은 약 1500 년 경 까지, 마지막 굴곡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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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 사라졌을 때 더 나아간 균등화가 이루어진다. 형용사적인 굴곡들은 중세영어 

시작기에 크게 단순화됐으며,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상실됐다. 

3인칭 현재시제가 –(e)th (lyketh, hath)로 끝난다는 것 그리고 복수 현재시제가

(분명히 고대영어 접속법으로부터 빌려온)–n 또는 -en으로 끝난다는 것: gon, 

eten, bryngen을 체외하면 중세영어는 현대영어와 동일한 동사 굴곡(변화)들을

다소간에 지닌다. 동사적 굴곡체계의 감소는 미래와 완료에서의 완곡어법

(periphreastic)의 표시된 증가로부터 발생했으며, 양상(modls)들이 고대영

 

 

어 접

속법을 대신했다. 그래서 완료 have와 be를 포함한 조동사 체계의 확립은 대부분

굴  위한 보상이다. 역사적인 현재는 중세영어의 후기 발전이다.// 

어 동사 어순들 양자를 사용했으며 문법적인 주어를 요구

하

에 의문대명사들

은 관계사들로서 봉사하게 됐다. 

침입과 그리고 2 개 언어 사용의 사회적인 분포가 주어지

면

 

곡적인 감소를

 

//3-5) 구문론. 

그러한 형태론적인 균등(leveling, 均等)화는 구문론에 영향을 미쳤다. 변화형

(굴곡, flection)이 점점 덜 문법적인 관계들과 의미론적인 역할들을 표시하지 않게 

되면서 어순과 전치사들의 사용이 그런 의사소통적인 임무들을 덜 장황

(redundantely, 張皇)하게 만들었다. 고대 영어의 자유로운 어순이 문법적인 관계

들을 표시할 수 있는 순서[어순]을 점진적으로 고정시켰다. 고대영어는 주어 동

사 목적어와 주어 목적

지 않았던 반면 중세영어는 강제적인 [문법적] 주어를 지니는, 주어 동사 목적

어 라는 특징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Euery man taketh what part that him 

lyketh—문자적으로 ‘that to him (it) likes’ 즉 ‘that (it) pleases him’과 같은 비

인칭구문들이 상실됐다. 여기에서, 고대영어 시대 이후, 그 동사는 주격이 아니라 

사격(oblique, 斜格)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중세영어 시기 동안

 

중세초기에 Norman 

, 영어 글쓰기와 말함이 상대적으로 형식에 있어 가까워졌다고 믿을 각기 이유

가 있다. 그래서 초기 산문과 전형적인 연설(말, speech)의 특징인 병열이 그 [중

세 초]기 대부분 계속됐으며, 그리고 종속문의 격렬한 사용은 단지 그 후에 일어

난다. // 

 

3-6)어휘 

중세영어 시기 동안의 어휘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의심할 것도 없이 

French로부터 왔다. 예를들어 capun, prud “proud”, sot와 같은 몇 몇 단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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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복 전에 빌려와졌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13 세기와 14 세기 동안에 들

어

부터 주로 빌려와졌다는 점에서 두 

번

설

은

며 그리고 영어 낱말은 때로 여전이 방언 속에서 

생존한다. 영어와 프렌치어 양자 낱말들이 생존했던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미에 

있

왔다. 개략적인 구분 선 1250 년을 기준으로 빌려옴의 두 가지 구분된 기간들

이 주장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의 빌려옴은 갯 수가 훨씬 적다는 점에서 그리

고 북부 French 방언들 특히 Norman Frecn로

째 시기의 그것과 다르다. 두 번째 시기에서의 빌려옴은 문어적인 중앙 French 

방언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다 이른 시기 동안에 빌려와진 많은 낱말은 예를들어 baron, noble, feast, 

prison과 같은, 프렌치어로-말하는 귀족과의 접촉을 통해 보다 낮은 계급들에게 

친숙하게 됐던 그와 같은 것들이다. story, letter, lay 등과 같은 그런 다른 것들

은 자신들의 도입을 프렌치[프랑스] 문학의 압도적인 영향에 둔다. 초기에 왔던 

낱말들 중에서 가장 단일한 그룹은 예를들어 miracle, procession, passion, 

image, pilgrim, virgin과 같은, 그 정복 후에 프렌치어로-길들여진 사제들의 유입

에 의해 충분하게 명되는 교회와 연합된다. 보다 후의 시기에 프렌치어 낱말들

이 영어에 자신들의 길을 표시해 두었던 조건들은 프렌치어로 말하기 익숙해졌던 

자들이 점증적으로 영어의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보완됐다. 

부분적으로는 영어 어휘에 있어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습

으로부터 놀라운 갯 수의 흔한 프렌치어 낱말들이 영어에로 가져와졌다. 이것들

 예술과 학습과 문학과 의학의 많은 어휘와 함께 패션과 음식과 사회적인 삶을 

다루는 친근한 낱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부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어휘와 교회

적인 그리고 법적인 그리고 군대적인 용어들을 포함한다. 보다 이른 낱말들은 보

통 북부 프렌치어로부터 그리고 그 후의 낱말들은 중안 프렌치어로부터 빌려와졌

다는 사실은 종 종 동일한 낱말이 양자(both, 兩者)의 방언들로부터 사소하게 다

른 형식들로 빌려와졌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두 가지 낱말들이 의미에 있어 다

르게 됐다면 양자는 현대영어에서 생존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것은 북부 프렌치어 형식인 반면 두 번째 것은 중앙 프렌치어 형식인 다음

과 같은 [낱말 쌍들]: catch/chase, canal/channel, real/royal, leal/loyal, 

wage/gage, warden/guardian, warrant/guarant-ee, 등. 프렌치 차용어드의 유입

은 자연스레 많은 고대영어 단어들의 상실에로 이끌었다. 비록 이런 상실은 드물

게 간접적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보통 한 동안 고대영어와 유입된 프렌치 차용어

들 양자가 보통 계속 사용됐으

어 달랐다. 예를들어 hearty/cordial, ask/demand, answer/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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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mansion, ghost/spirit, room/chamber, shun/avoid, seethe/ boil, 

yearly/annual, wish/desire, body/corpse, ship/vessel, spring/fountain. 그 원리

를 예시해주는 낱말들의 흥미로운 그룹은 프렌치어 쪽에서의 등가어가 beef, 

m

의 중요함은 라틴어로부터 빌려와진 낱말들

을 가리우는(overshadow, 退潮)경향이 있었다. 많은 것들이 프렌치어에서 왔지만 

마 접온 것들도 꽤(a number) 있다. 이러한 빌려옴들에 

있

 

 거주자들에 의해서 다시 알려지게 

됐으므로, 그것의 사전은 수 천의 Norman French 차용어들에 의해서 강화됐다. 

utton, pork, veal인 ox, sheep, swine, calf이다. 프렌치어에서의 낱말들은 동물

들을 가리켰으며 그리고 여전히 가리키나, 영어에서의 그것들은 시작부터 고기를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구분하는 데 사용됐다. 

중세영어 어휘에서의 프렌치어 요소

 

찬가지로 라틴어로부터 직

어 14세기와 15세기는 특히 풍부했다. 이것들은 시작시에는 특히 기술

(technical, 技術)적이었지만 후에 보다 일반적인 적용됐던 낱말들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의학과 신학과 학문과 문학에 관련된 용어들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diocese, client, psalm, equivalent, allegory, formal, library, dissolve, 

ascension, impediment, alienate, dissent 등. 라틴어로부터의 비일상적인 낱말들

의 도입은 15세기 동안의 의식적인 스타일적 고안이었다. 그것은 dispone, 

diurne, equipolent, tenebrous 등과 같은 그런 낱말들에 의해서 일종의 스타일적 

꾸밈으로 묘사됐던 것을 시도했던 시인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결과적

으로 그들의 언어의 이런 특색은 “aureate diction”(화사체)로 알려졌다. 이런 길

로 도입된 낱말들 대부분은 결코 그 언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상실됐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의 경우에는 새로움이 점 점 약해지면서 Chaucer에서 화려체

였던 laureate, mediation, oriental, prolixity 같은 그런 낱말들은 일상어의 부분

들이 됐다. 

Flemish, Dutch, 그리고 하부 German과 같은 하부 나라들의 언어들은 이런 나

라들과 잉글랜드 사이의 꾸준한 그리고 접한 관계들 때문에, 중세영어 기간 동

안 차용어-낱말들의 다른 중요한 재원을 형성했다. 

몇 몇 낱말들은 상대적으로 일찍 빌려와졌다. 예를들어 dote, huckster, tackle, 

booze, splint, wainscot, skipper. 그러나 그것들 대부분은 15세기와 16세기 동안

에 왔으며 그리고 상업적이었거나(mart, hop, pickle, sled, spool, excise, hawker 

등) 또는 선박에 관한 것이었다(buoy, deck, hoist, dock, splice, yacht, reef 등). 

 

//14세기 시작까지, 영어는 잉글랜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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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만 여 개 정도 세 영어에서 의 길을 발견했 대부분 오

존한다.  종교와 정부 고 군대

들이 풍부 그러나 Norm 마찬가지로 음 과 교육에도 

. 과 같은 예의 들이 교회적인 에서 빌려와졌다: 

ism, c chaplain, y, communion, ession, convent, 

 dean, fait , passio ce, parson pray 그리고 

prayer, prelate, religion, sacriament, saint, sanctuary, salvation, sermon, 

th

몇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너무 사소하다. 

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영향들 중의 하나는 

14

들

때  은

한 낱말들을 위

한

가 중 자신들 다. 그리고 

늘날까지 생  특히 와 법과 그리 의 의미론적 영역들에

서의 낱말 하다. ans은 식과 패션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낱말들  무대

abbey, bapt ardinal, clerg conf

creator, h, miracle n, penan , pastor, 

eology.// 

 

 

4)현대영어. 

15세기 전반부까지 London 영어는 그 지역의 대부분에서 표준적인 문어로 인

정됐으며 그리고 현대에서의 이 특별한 방언의 역사에 이 기고문이 관련된다. 물

론 그것은 세 가지 부류로, 즉 자기-의식없이 사용된 식자 층의 영어인 인정된 

표준영어와 그리고 이것과  몇 지역 또는 직업적(occupational)방언들 사이의 

절충인 수정된 표준영어 그리고 시골지역에서 사용된 지역 방언들로 일반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Britain에 말해진 영어의 많은 다양함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덧붙혀서 산업도시들의 혼합된 말과 직업적인 방언들과 그리고 비속어와 은어 등

과 같은 그런 다양함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다양함들을 세부적으로 다루

런던 영어를 표준문어로 확립함

76 년의 인쇄술의 도입이었다. 시작부터 London은 잉글랜드에서의 책-출판 중

심지였으며, William Caxton은 자신의 수많은 번역들에서 현행 런던 말(speech)

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의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출간된 책들은 그 이외의 어떤 

것 보다 더 많이 런던 영어의 급속한 채용으로 이끌었던 충격을 제공했다. 완전

한 일정성이 재빨리 획득된 것은 아니다. 16세기의 표준은 궁전과 그리고 사회의 

상위 계급들에 의해 말해진 그러한 다양성의 영어었다. 그러나 멀리 17세기 어

설  까지 이런 표준 ,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은 지방주의이거나 또는 세속주의

로 간주되는, 일상적인 겸양적인 쓰임새에 있어서의 광대한 주요

 단일한 인정된 발음이 있는 때인 현재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규정된 것이 아

니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에는 발음의 두드러진 다양함이 존재했으며 그리

고 유행하는 표준에 따라서 말하는 것으로 간주됐던 자들이 참아낼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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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를들어 예를들어 말의 시골 형식들은 시대에 따라 자신의 경작지로부터 

런던으로 왔던 많은 그 땅의 신사들 중에서 확실히 사용됐다. 어떤 사람의 말에 

분

사

 

l

에 

아주 조심한다.” Samuel Johnson은 “이중 발음과, 하나의 피상적임과 일상적임 

그 임과 진짐함”에 관해 말한다. “피상적인 발음은 항상 애매하고 

불

예속돼 보

 

적이고 세련되지못하며 추상적인관념들을 표현

할

자의 언어로 인정됐다. 

진 표준 현대 영어는 고대영어의 West Saxon 방언으로가 아니라 

M

명한 시골 풍의 맛을 지니는 것은 도시 재치의 유쾌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

으며 그리고 어떤 람을 희극 저술가를 위한 그루터기(butt)로 만들어주었다. 그

러나 그것이 그를 평소의 예절 사회로부터 깎아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Lord 

Chesterfie d와 Samuel Johnson의 시대인 18세기 중반부터 정확함의 새롭고 더 

고정된 표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자의 편지들은 그가 그 언어를 얼마나 

표준화시키기 열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 유행의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말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발음하는 데에—즉 최상의 교제의 쓰임새에 따르는 데

리고 다른 규칙적

확실해서, 무시함과 서투름과 허세에 의해서 입들마다 다르게 만든다. 진지한 

발음은 비록 결코 불변하고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정서법으로부터 

덜 떨어져 있으며 자의적인 창작에 덜 있다”. 심지어 다 더 의의있는 것

은 “발음을 위한 최상의 일반적인 규칙은 글로 쓰여진 낱말들로부터 가장 적게 

벗어나있는 가장 우아하게 말하는 자들의 것들을 숙고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경

구이다. 철자법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발음을 새로운 주의깊은 발음으로 심사숙고

하여 교체하는 이런 과정은, 비록 발음의 많은 더오래된 유형들이 딱딱하게 죽어

가기는 해도 항상 활동 중이며 그리고 수 세대들을 통해 느리게 진행된다. 

학자의 언어로서의 인정을 위한 영어의 투쟁을 보여주었던 것도 현대 초기였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라틴어의 전통적인 중요함은 학습의 재흥에 의해서 강화됐으

며, 덧붙혀 그것은 보편적인 통용이라는 장점을 지녔다. 반면에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토속어들은 미성숙하며 비고정

 수 없다고 느껴졌다. 그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속어들이 자신들의 승

리를 얻기 시작했다. 그것들로의 번역들과 근원적인 작품들이 출판물로 넘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비록 영어에서의 초기 저술가들은 자주 라틴어 대신에 그 토

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주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말까지 영어는 

진지한 학

 

//글로쓰여

edieval London의 East Midlands 방언—Chaucer와 Chancery에 의해서 사용

된 다양함—으로부터 파생됐으며, 그리고 Caxton이  1476년에 Westminst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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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쇄기를 설치했을 때 보급됐다(Barber 1976 참조하라). 말해진 다양성에

서의 두드러진 상위성(diversity, 相違性)은 특히 발음에 있어 항상 존재했다.// 

 

4-1)정서법. 

비록 인쇄의 도입이 정서법에 있어서의 어떤 커다란 변화들로 직접 이끌고 가

지는 않았지만, 현대는 고정된 스펠링의 마지막 발전을 봤다. Caxton은 가장 나

은

독

 

 필사 관습들을 취했을 뿐이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기 인쇄기들은 중세의 전

통적인 필사에 들러붙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일관성에서 어떤 특별한 미덕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Elizabethan 식자공(compositors, 植字工)들은 그

것들의 일련의 유형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낱말들의 형식들을 다양화시켰고, 

그래서 자들은 동일한 페이지에서 다른 길들로 스펠링화된 동일한 낱말들을 보

기에 익숙해졌으며, 따라서 식자공들은 그들 자신이 만족하는 만큼 자유롭게 스

펠링화 할 수 있음을 느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쇄기들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고정된 스펠링의 확립하려는 경향을 지녔으며, 그 과정은 영어 문화전쟁에 의해 

다급해졌다고 말해졌다. 다급히 정치적인 선전책자들을 출간함에 있어 식자공들

은 한 낱말들 스펠링화하는 하나의 길 보다 더 많은 길을 가지고, 심지어 더 나

은 지면을 획득하기 위해,  시달림 당할 시간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불행히도 특

히 모음들에서의 영어 발음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은 그 인쇄공들이 점

차저긍로 자기 자신들의 스펠링 관습들을 전개시키고 있을 바로 그 때였다. 그 

결과는 그 때까지 그 인쇄공들이 이미 완전히 비(un, 非)음성학적인 정서법을 고정

시키는 것이었다. 소리와 기호들 사이의 더 나아간 차이들은 발음되지 않는 곳에

서, 순수하게 어원론적인 이유들에 (예를들어 debt, doubt) 또는 유 에 의해서서 추

(예를들어 delight, spright-ly), 문자들이 낱말들에 삽입됐을 때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가 인쇄에서 확립된 통용되는 스펠링 관습들 대부분

을 봤던 반면, 18세기 동안 사전들의 막대한 영향이 마침내 항구적으로 고정된 

스펠링의 해진 용인을 유발시키고야 말았다. 이것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정

당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Samuel Johnson의 Dictionary (1755)에로 돌아간다. 

그의 시대까지 스펠링은 이미 고정되어가는 있는 도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

전은 용법과 스펠링의 판정자로서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은 첫 번째 것이었으며, 

그것은 잇따르는 세기 동안 사전들에 의해 다소간에 모방됐다. 그 결과는 중세 

후기 동안의 가장 나은 필사 관습들로부터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체계

로서, 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Johnson의 사전의 스펠링이다. 기 인쇄공들에 

정

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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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사용된 Gothic 또는 “검은 문자”(black-letter)가 마지막으  로마철자들에

게 자리는 내어준 것도 그래서 긴 s ()가 일반적인 s로 교체됐던 것도 역시 18세

기에서였다. 

고정된 스펠링(spelling)의 확립과는 별도로 정서법에 새로운 면들이 몇 몇 있다. 

아마 가장 표시나는 특색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쩔 수없는 경향이었다. 그

래서 여러 가능한 스펠링들 중의 하나를 가지

- 로

는 것이, 비록 다양함이 여전히 예

를

발 , b

타

는 ow가 마지막에(thou는 예외)그리고 모음 l 또는 마지막 n앞에서 일

반

가 또는 인쇄가에 의존하는 

것

게 의존 가능한 재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현대에서의 초기 고정된 스펠링의 발

전

들어 show/shew, gray/grey에서처럼 몇 몇의 낱말들에서 존재하고 있었기는 해도, 

불변하는 것으로 된다. 때로 다양한 스펠링들이 다른 의미들과 연합됏으며 그리

고 이제 분리된 낱말들로 간주된다: 예를들어 metal/mettle, flour/flower. 중세영어 

열린 e, o 로부터 전된 소리들이 16세기에는 ea, oa(예를들어 eat, deal loaf, road, 

등)에 의해 나타내졌다. 비록 oa는 마지막 [위치]에서 회피되기는 해도 말이다(예

를들어 foe, toe). 비슷하게 중세영어 닫혀진 e, o로부터 발전된 소리들이 ee, oo에 

의해서 나 내는 것이 일상적이게 됐다. 그리고 덧붙혀 스펠링 ie는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프렌치어 영향 덕분에 전자를 나타내는 데에 쓰였다. 따라서 keen, see, 

cool, doom, field, 등.  y를 m, n, u 옆의 i 대신의 스펠링으로서 사용하는 중세영어

의 경향은 인쇄 관습에서 오랫 동안 살아남지 못했다. 현대영어에서의 i는 첫 머

리와 중간에 선호되나 y는 마지막에서 선호된다. 동일한 길에서 첫 머리에 v 그

리고 중간에 u를 위한 중세영어의 선호는 16세기 이후에 모음대신에 u를 그리고 

자음대신에 v를 쓰는 실천에 자리를 내어준다. 비슷하게 j는 자음을, i는 모음을 

위해 사용되게 됐다. 

현대영어 초기에는 스펠링들 ou/ow 사이의 많은 동요( fluctuation, 動搖)가 있었

으나, 현대에

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그 이외의 곳에서는 ou가 보통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마

지막 –e의 사용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다. 때로 그것은 선행하는 긴 모음을 가리

켰으나 자주 그것의 더해짐과 생략은 전적으로 저술

처러 보였다. 그리고 사태의 이러한 혼돈은 남아있다. 

 

4-2)음성학. 

고대영어와 중세영어에서의 스펠링은 발음에 관한 앎을 획득하기 위한 공정하

 

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유형들의 증거가 사용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들 중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ㄱ)사적인 저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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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스펠링들은 관습들에 묶여있지 않으므로, 사적인 저술들에 사용되는 스

펠링들. 예를들어 Paston 편지들, Verney의 회고록,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ㄴ)말

장난들을 포함할 수도 있을, 초기 시인들의 운(rhymes, 韻)들. 그러나 그 운 또는 

말장난(pun)이 정확한지 아니면 개략적인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자주 어렵

다. 그리고 18세기까지 눈(eye)-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경우에든 

그러한 증거는 잘해야 단지 두 단어들이 공통의 소리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운이나 말장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줄 수 

없다. ㄷ) 영어의 소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모국어들의 그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가를 설명하려는 외국 저술가들이든 음성학자 또는 스펠링 개혁가들 또는 실천적

인 선생들로서 그 주제에 관심을 갖는 영어 저술가들이든, 발음에 관한 초기 저

술  저술들은 가치에 있어 아주 다양하다. 스펠링 개혁가들 중에는 J. 

H

기와 16

세

 

가들.  이들의

art(1551~70), R.Hodges(1643~44) 그리고 특히 A.Gill, Sr. (1619)가 아주 유용하다. 

몇 몇 음성학자들은 J.Wallis(1562)와 C.Cooper(1685) 이전의 실로가치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ㄹ)즉 중세영어의 말기에서의 소리에 관한 앎으로서의, 역사적인 숙고

들과 그것의 현재 나타남들. 그것이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무대들을 어느 정도 

연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재원들로부터 많은 증거가 획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재원이 그 자체 충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강조

돼야만 한다. 그리고 어느 추측된 발음은 반드시 증거의 어느 한 유형 보다 여러 

유형에 의해 확인돼야만 한다. 

현대영어의 발음을 중세영어로부터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15세

기에 일어나서 그 언어의 전체 모음 조화를 수정시켰던 모음 대 이동이었다. 

이런 변화에 의해 긴 높은 모음들 ī와 u 은 이중모음화 된 반면 다른 긴 모음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중세 ī는 [i], 후에 [ai]로 됐으며, 닫힌 e는 [i]를 제공했고, 열린 

e는 후에 [i]로 됐던 [e]를 제공했으며, a는 [e]로 전설모음화 되어 [e]로 솟아 오

른다음 [ei]로 이중모음화 됐고, 열린 o 는 [o]로 솟아 오른 다음 후에 [ou]로 이중

모음화 됐으며, 닫힌 o 는 [u]로 솟아 올랐고, 그리고 u는 []로 후에 [au]로 이중 

모음화 됐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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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ucer Shakespeare 동시대 

스펠링 발음 발음 발음 스펠링 

tyme tim tim taim time 

dede ded did did deed 

clene klen klen klin clean 

make mak mek meik make 

stone stn ston stoun stone 

mone m n  on mu mun moon 

house hu s h us  haus house 

 

짧은 모음들은 훨씬 덜 광범위하게 변했다. a와 단지 두 개 만이 진지하게 영

향을 입었다. w뒤에서 로 원순모음화된 것을 그리고 f, s, th 뒤에서 결국 [a]로 길

어진 것을 제외하면, 짧은 a는 œ로 전설모음화 됐다—따라서 hat, wash, castke. 순

음 뒤에서 충분한 u 소리가 자주 유지되는 때(예를들어 put)를 제외하면, 짧은 u는 

현대영어 shut, hurry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비원순모음화되며 더 낮아졌다. 덧붙혀 

초기에 er는 때로 스펠링에 있어 변화하며 때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ar로 됐다. 

예를들어 star, hart, clerk, Derby, 등. –er를 지닌 스펠링이 유지된 곳에는 servant, 

merchant에서처럼, 그 스펠링에 근거하여 새로운 발음이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served: starved(Dryden), charge ye: clergy (Swift) 등과 같은 그런 rhymes(운들, 

韻)이 주목돼야 한다. 오히려 보다 광범위한 변화들은 이중모음들에서 발생했다. 

law, draw에서처럼, au는 []를 제공했던 [u]로 됐다 그러나 laugh, laughter, draught

에서처럼 입술 자음들 앞에서의 결과는 [a]였다. 그리고 비슷하게 l 더하기 마찬

가지로 au로 됐던 입술자음 앞에서의 초기 a는 [a]로 됐다—예를들어 half, calf, 

balm. brought, souht에서처럼 잇따르는 h 앞의 ou는 []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를들어 bow, flow에서처럼 [ou]로 여전히 나타났다. 비록 있었다

면 사이에 끼어든 변화였던 것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해도 말이다. 중세영어 ei와 

ai는 중세영어 기간 동안에 ai로 함께 감소했다. 그리고 이것은 r 앞에서 그 결과

가 [e]였던 것을 제외하면 예를들어 clay, day, eight 등에서처럼 현대영어에게 [ei]

를 주었다. 중세영어 eu와 iu는 비슷하게 함께 iu로 감소했다 그리고 현대영어에

서의 그결과는 duke, due, Tuesday에서처럼 [ju]이다 그러나 l과 r뒤에서는 look, 

salute, rude에서처럼, [u]가 보통이다. s 에서의 [ju]와 [u] 사이의 다양함은 

supreme, sui me에서처럼, 흔하지않는 것이 아니다. oi는 현대영어에서  [i]로 

 u 

뒤

t, a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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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규칙적인 발전이 아니라는 것은 선명하다. 16

세기에 그것은 [i]가로 됐다. 그리고 refines: joins: lines (Dryden), toil: pile (Pope)와 

같은 그런 운(rhymes, 韻)들에 의해서 보여진 것처럼, 발전의 동일한 무대에 도달

했 ī와 함께 감소했다. 그런다음 양자는 [ai]로 발전했다. [i]를 지니는 

현

t, 는 사라졌거

 떨림

음

던 중세영어 

대발음은 전적으로 그 스펠링의 영향에 기인한다. 현대영어에서 나타나는 다른 

이중모음들 [e], [i], [], [u]는 잇따르는 떨림음 r 앞에서의 초기 현대영어 열린 

e, ī, 열린 o , 그리고 u의 특별한 발전이다. 강세받지 않는 음절들에서의 모음들과 

이중모음들은 보통 약해지는데, œ로 전설모음화 됐던 a를 포함하는 전설모음들과 

ai는 i로 약화되며, 후설모음들과 au, ou는 중성모음 []로 약화됐다. 이중모음 oi는 

i로 됐다. 그러나 현대영어에서의 그것은 강세받지 않는 것에서 강세받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회복됐다. 사실 강제받지않은 모음들의 본디 스펠링은 보통 유지됐

으므로, 그것은 발음에 자주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현대영어에서의 모음의 질은 

그것의 보다 이른 철자(character, 綴字)와 같은 어떤 것으로 복구됐을 것이다. 

자음들의 변화들 중 몇 몇은 중요하다. 전설 h의 상실은 어떤 것에서도 일어나

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후설(back, 後舌) h의 f로의 상실 또는 변화 그리고 r와 l

의 상실 만이 기록할 만한 가치있는 것들이다. 중세영어에서 보통 gh로 스펠링화

됐던 전설(front, 前舌)h는 선행하는 i가 길어지는 동안 그리고 [ai]로 이중모음화되

는 것처럼 중세영어 ī로 감소되는 동안 충분하게 상실됐다. 그러나 gh는 여전히 

night, figh  might 등에서처럼 스펠링에서 여전히 유지됐다. 후설 h  나 

또는 f로 됐다. 그러나 다시 gh는 cough, enough, though에서처럼 스펠링에서 유지

됐다. 표준영어 r는 자음들 앞에서와 마지막에서, hard, harsh, car, hear에서처럼, 자주 

선행하는 모음들의 길어짐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낱말] 마지막에서의 그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들 앞에서 유지됐다. 그것이 유지되는 곳에서의 그

은(trill) 상실됐다 그리고 어떤 방언들을 제외하면 r는 이제 단지 약한 열린 자

음의 다양성일 뿐이다. l은 후설모음과 잇따르는 입술 자음 또는 k 사이에서 상실

됐다(예를들어 calm, calf, walk). 비록 어떤 경우 스펠링에서의 그것의 보유는 발음

에로의 그것의 재 도입으로 이끌고 갔다(almanac, palfre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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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년 Chaucer의 죽음과 

1564년 Chakespeare의 탄생 사

이에, 모든 긴 모음들은 체계

적

신함과 it의 소유사(possessive, 所有詞)로서의 its의 발전을 포

함

기 현대영어는 대명사들에 있어서의 2인칭 단수(thou, thee) 대(vs. 對) 복수(ye, 

yo 의 해체를 목격했다. 아마 프렌치[프랑스]어의 영향 하에서 영어의 

화

으로 상승했다(raised). 그리

고 가장 높은 것들은 우측 표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중

모음화됐다. 

연이어서 18세기 초기에, 나

아가서 /e/는 중세영어가 //

를 지녔던 바로 그러한 낱말

들에서 /i/로 상승했다. 그래서 

meet ( < 고대영어 /e/와 meat ( <고대영어 //)와 같은 단어들은 [그 발음에 있어] 

합쳐졌다. // 

 

4-3)문법(Grammar). 

중세영어 말기 경,  명사에 유지되던 유일한 굴곡들은 복수와 소유격 단수를 

표시하는 것들이었던 반면 형용사는 자신의 모든 어미들을 상실했다. 현대영어 

기간에 이 양자에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대명사들 안에서 16세기는 현재 

그것들의 형식들에 있어서의 인칭대명사들의 확립을 봤다. 이것은 thou, thee, thy의 

폐기와 ye를 you로 대

한다. 동일한 세기는 마찬가지로 관계사로서의 who의 사용의 발전을 봤다. 동사

에서의, 3인칭단수현재직설 어미로서의 –eth는 어미 -s에게 자리를 점차적으로 내

어 주었고, 본디 강 변화들 중 몇 몇은 약한 형식들로 발전한 반면, 접속법은 크

게 상실됐다. 

 

//4-3-1)형태론(Morpholoy). 

초

u)의 구분들

자들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복수형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복수형식들이 

상호 존중을 가리키게 됐다. 심지어 대등한 자들 사이의 비 공식적인 대화들에서

조차도 말이다. 때가 되어, 단수형식들을 제외하고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구분

이 ye와 you를 형성했던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고대영어의 여섯-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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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들과 그리고 중세영어의 많은 구분들로부터 단지 you 대 your(s)의 두-겹의 구

분만이 생존한다. 

초기 중세영어까지 þe는 보다 이른 지시사의 다양해진 형식들을 교체하면서 북

부에서 불변화 정관사로 됐다. 그리고 그것의 사용은 곧 모든 방언들로 확장됐다: 

Chaucer는 단지 the만을 사용했다. 비록 고대영어가 부정관사 a(n)을 개발하지 

않았다고는 하더래도, 고대영어 a n ‘one’으로부터 중세영어 기간동안에 글로쓰여

진 오늘 날의 영어에서의 다섯 번째 아주 흔한 낱말이 발전했다. 

333 개의 고대영어 강 [변화] 동사들 중에서 반(half, 半)조금 넘어서는 것들이 

오늘 날 생존한다. 그리고 단지 68 개 만이 강 [변화 동사]로 굴곡한다(Baugh 

Cable 1978) 약 [변화동사]로 됐던 것들 중에는 burn, brew, climb, flow, help, 

그리고 walk가 있다. (역사의 과정 중에서 약 열 두 개의 약 [변화] 동사들이 

wear, spit, 그리고 dig를 포함하여 강 [변화 동사]로 됐다). 몇 몇의 예외와 더불

어 중세영어의 동사적 굴곡들은 현대영어의 그것들과 비슷하다. 그리고 초기 현

대영어에서는 심지어 이런 예외들조차 사라져간다. Chaucer는 일관되게 3인칭 현

재로 –(e)th를 사용했던 반면, Shakespeare는 doth와 hath를 예외로하면 –s를 선

호하면서 –s와 –(e)th 양자를 사용했다.// 

 

//4-4)구문론 

자신의 부유한 굴곡적인 체계

 

를 빼앗기면서, 영어는 크게 증가한 전치사 구들

과

문론에서 굴곡들의 일반적인 손실은 전치사들의 폭 넓은 사용과 보다 굳어진 

어순에 기인했다. 16세기와 17세기의 구문론은 여전히 비교적으로 자유로웠다. 그

리고 규정된 문법의 시작을, 곧 그 당시에 확립되었으면서 현재의 교과서들에서 

인정된 많은 관습(conventions, 慣習)들을 봤던 것은 18세기였다. 언어의 이런 공식

화는 어느 정도 계속됐으며, 그리고 예를들어 접속법을 복구하려는 경향으로 이

 완곡어법[periphrastic, 단어의 굴절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조동사등을 써

서 표현하는 우언법, 迂言法]적인 동사구문들을 지닌, 분석적인 언어로 됐다(Quirk 

et al. 1985). 비록 텅빈 조동사로서의 do가 중세영어 기간으로부터 포착됐긴 했지

만, 그것의 특징적인 현대영어 분포가 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문문과 부정문

(negatives, 否定文)들에서 도달된 것은 17세기 까지는 아니다. 비슷하게 초기 중세

영어에서 단지 드물게만 포착되던 진행형은 초기 현대영어 동안 강건하게 됐다. 

수동 진행형—whose upper grinder is being torn out—은  18세기 후반의 발전이다.// 

 

구

 58



끌었다. (I a was going, shall b 동사의 진행형들 ph Addison의 

에서 처음으로 충분하게 발견됐다. 그  의미의 그  다른 

한 뉘앙스(shades)들이 그것에  표현될 수  이 용법의 한 확장을 

기는 본다. 는 세기 동  get 수동태 ot hurt)와 그 예를들어 

 on, keep u  out, keep  같은) 동사  연결들의  팽창을 

. 

5)어휘 

대 동안의  아주 두드 힘은 인 재원들로  낱말들

의 유입이다. 이것은 라틴 차용어들의 전체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라틴 모델로 프

렌치어에

  

 

이 불구하

  

 20

 

 

.  

형성하  

m going, e going, 등) 은 Jose

저술들 발전 리고 렇게 많은

세세  의해  있는  급속

18세 잇따르 안에 (he g 리고 (

keep p, keep in 등과 -부사 아주 큰

본다

 

4-

현 어휘에 러진 덧붙 고전적 부터의

 

서-파생된 낱말들을 다시 개조하려는 경향—예를들어 descrive, perfit, verdit

가 describe, perfect, verdict 등으로 변형됐다—이 있었던 때인 16 세기 동안에 특히

두드러졌다. 차용어의 빈번함은 그러한 “inkhorn terms”(현학적인 용어들)의 사용에

대한 반동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럼에도 고 라틴어와 그리이스어로부터의 

차용함은 현대 내 내 계속됐다. 그리고 이 두 언어들은 현대의 기술적이고 과학

적인 용어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채석장이 됐다. 덧붙혀 세계 대부분의 언어들이 

현대 어휘에 기여했다. 프렌치어는 특별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세기 동안에 

프렌치어로부터의 빌려옴들은 계속됐다. 예를들어 garage, revue, fuselage, camouflage 

등. 음악과 그림과 건축의 기술적인 어휘들 중 많은 것이 이탈리아어로부터 왔다

( soprano, trombone, fiasco; studio, replica; baroque). 그리고 네델란드어의 기여는 상업

과 해양과 연관된 많은 낱말들을 포함한다(smack, sloop, cruise, taffrail; brandy, gin,

colza); 그리고 현대 독일어는 광물학적인 용어들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cobalt, 

shale, quartz, wolfram, nickel, loess). 저 멀리 떨어진 아랍어로부터는 loofah, divan 이 

주어졌고, 그리고 인도는 gymkhana, dinghy, loot, polo에 기여했다. 다른 낱말들이 터

어키(fez, bosh)와 일본(tycoon, ju-jitsu)과 Malay-Polynesia(raffia, gutta-percha, taboo,

tattoo, ukulele)와 남아메리카(quinine, sisal, tapioca)와 중국(ketchoup, kaolin kowtow)으

로부터 온다. 

이런 폭 넓게 퍼진 차용어들과 나란히 영어는 새로운 낱말들을 그것 자신의 재

원들로부터 주조해내는 힘을 보유했다 그것은 여전히 searchlight, aircrew,

Caterpillar tractor와 같은 그런 자기-설명하는 복합어들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것은 

거기에 의해 새로운 것들을 는 존재하는 낱말들에 친숙한 접두어들과 접미

어들을 연결시킨다. 예를들어 transformer, postgraduate, antenatal, superman.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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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름이든 장소이름이든 고유명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낱말들을 제공한다. 

mackintosh, bakelite, snadwich, dahlia 등. 특히 UNESCO, ASLIB, PEN 그리고 비슷하

게 TB, VD, GI 그리고 BBC와 같은 그런 첫 머리 문자 신조어들의 사용이 현대적

이다. 

 

//4-5-1)사전. 

중세 후기 동안에 영어는 주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대중적인 문어적 기능을 위

해 글로 쓰여졌다. 따라서 영어가 철학과 고학과 다른 학습영역에서 라틴어의 자

리를 차지했을 때인 학습의 르네상스 재흥 동안에 영어에는 사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 차용된 전형적인 낱말들은 (라틴어로부터 또는 라

틴어를 통한 그리이스어로부터 온) 명사들 allusion, anachronism, antipathy, antithesis, 

appendix, atomsphere, autograph, 그리고  axis; (때로 프렌치어를 통해 라틴어로부터 

온) 형용사들 abject, agile, appropriate, audible; 그리고 동사들 adapt, alienate, 

as

십칠만 표제어를 포

함하는 것으로 신뢰있게 평가됐다.// 

 

 

 

 

sassinate; 그리고 (그리이스어로부터 온) acme, anonymous, criterion, idiosyncrasy, 

lexion, ostracize, 그리고 tonic.  그러한 ‘현학적인’ 용어들 이라는 어떤 불쾌한 비판

에도 불구하고 오십여 언어들로부터의 만 여 개 낱말들 이상이 현대영어의 첫 

150 년 동안에 빌려와졌다(Baugh & Cable 1978). 

영어는 75 개 언어 이상의 언어로부터 빌려오고 있는 영어는 현재의 세기에 외

래어들에 대한 다시 새로워진 열려짐을 보여준다. 거의 항상 그렇듯이, 지금 주요

한 제공자는 프렌치어이다. 그러나 일본어와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와 라틴어와 

그리이스어와 독일어와 Yiddish와 러시아어와 중국어와 아랍어—대략 그 순서에 

따라(Cannon 1987을 참조하라)—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도 가치있는 기여들을 만

들었다. 낱말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국제적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접어들을 붙히고 

복합어들을 만드는 선호된 고대영어 실천들은 오늘날 영어 낱말 비축을 확장시키

는 애호된 방법으로서 차용어들을 대신하고 있다. 차용어들과 그리고 존재하는 

요소들로부터의 새로운 낱말들의 창조의 연결 결과로서의 오늘날의 사전은 (고유

명사들과 고도로 특수화되고 기술적인 용어들을 제외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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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방언 변동(Dialect variatio

지역마다 놀랍게 다양한, 말

British: England, Ireland, Wales, 

와 그리고 North Amercian: Ca

보다는 ‘Englisches’를 사람들

이 점차적으로 듣는다는 그런 

정도에서 패

n). 

해진(spoken) 방언들은 두 가지 주요한 가지들, 곧 

Scotland, Australia, New Zealand, 그리고 South Africa 

nada와 United States. 다양한 다른 지역들은 English 

턴들을 상호 뒤 

섞

한 말해진 

다양성이 주어지면, 글로쓰여

진  상대적으로 일정한 표준어를 유지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

 인종적인 귀속(affiliation, 歸屬)을 반영한다. 

인 (for 의

는다. English(영어)는 마찬가

지로 드넓은 세계의 많은 혼

성어(pidgins)들과 크리올어

(creoles, 유럽어와 유럽어가아

닌언어가 뒤 섞인 언어)를 위

한 토대이다. 그러

 영어는 지구 주위의

다. 

단일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인 그룹들을 가로지르는 언어학적인 변동은 공동

체 마다 놀라울정도로 비슷한 패턴들을 드러낸다. 그래서 Norwich와 England와 

New York City에서의 여러 음성학적인 변수(variable, 變數)들의 발음은 비슷한 길에

서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상호 관련된다(Labov 1972, Trudgill 1974). 단일한 예를 

인용하여보면, 양자 도시에서의 접미어 –ing로 끝나는(swimming, walking) 마지막 

[-n]과 [-]사이의 교대는 다음의 더 낮은 그룹보다는 더 많이 [-]을 발음하는 각

기 사회-경제적인 지위 그룹과의 상호패턴을 따른다. 비슷한 언어학적인 변동은 

성(gender, 性)과

 

 

4-6-1)사용역 변동(Register variation). 

쓰임새의 상황들을 가로지르는 변동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사회적인 그룹들

은 형식적  절차 mality)를 증가시키는 상황들에서 특별한 형식들  증가된 구

현들을 향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이것들은 상위 사회-경제적인 그룹들에 의

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형식들이다. 그래서 보다 더 공식적인(formal) 상황들에서 

[-]을 증가시키려는 보편적인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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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역사의 과정에서, 영어는 폭 넓은 사용역들을 가로지르는 표시된 언어 

다름들을 발전시켰다. 어떤 것들은 질적인 다름들인 반면, 구분된 사전적인 또는 

구

gen Corpus 

of

문론적인 특색들—은어(slang, 隱語) 또는 법률용어 또는 전화내용 또는 과학적

인 허구—을 지닌, 표준된 언어자료들과 함께하는 최근의 컴퓨터적(computational)

작업은 사전적이고 구문론적인 함께-발생하는 패턴들에서의 량적인 변동들이 특

별히 의의있다.(Francis & Kuc er 1982 on the Brown University Corpus of Present-Day 

Edited American English; Johansson & Hofland 1989 on the Lancaster-Oslo/Ber

 British English; and Svartvik & Quirk 1980 on the London-Lund Corpus of Spoken 

English; 마찬가지로 Biber 1988을 비교하라). 이런 측면에서 사용역 다름들과 한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인 그룹들을 가로지르는 다름들은 서로 비슷하며, 그리고 

우선적으로 질적인 것으로서 간주됐던 지역적인 다름들의 전통적인 해석들과 구

분된다. (Edward Fin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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