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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영어의 다양성

a. 역사적 변화 (통시적) 

ex. The lady is a nice person. (의미)

He is wise who looks ahead. 

Of thy sorrow, be not too sad; of thy joy, be not too glad.

b. 지역적, 계층적 변이 (공시적)

ex. I am sick. (일반미국영어, 미국흑인영어) → I be sick. (미국흑인영어)

▪ 세계공용어 “lingua franca”

▪ 가장많은시간을투자한외국어

영어ENGLISH   



◆ 영어의 역동성

어휘 수: 80만 ~ 100만 개 ↔ ex. 러시아어 단어 수 16만 ~ 20만 개

◆ 영어의 생산성

ex. I know the man who knows the writer who writes a novel in which

the alien brings a stuff which seems like a thing which...

ex. I think that the boy believes that the school master supposes that

students guess that ...



◆ 영어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 = 영어학

이론분야: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담화분석

응용분야: 사회언어학, 영어교육, 

영어습득, 심리언어학

음운론음성학

형태론 통사론화용론

의미론 담화분석영어교육

영어습득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1. 언어, 사고의 체계: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1. 언어, 사고의 체계: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 동 서 남 북 → North South East West

◆ 동북 아시아 → Northeast Asia

◆ 나는 학교에 간다. → I go to school. 

◆ 아침 일찍 그녀에게 전화해. → Be sure to call her early in the morning. 

◆ 신사 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2. 영어의 정체성: 비균일적 언어



2. 영어의 정체성: 비균일적 언어

◆ 일반 미국영어, 미국 남부영어, 영국영어, 호주영어, 인도영어 미국 흑인영어, 

코크니영어 등

◆ English 대 Englishes



3. 영어의 역사

And as an angel ladde hym up and doun,

To shewen hym the peynes that the were, 

(= And as an angel led him up and down, 

To show him the pains that were there)

-Geoffrey Chaucer, from The Summoner’s Tale of The Canterbury Tales



3. 영어의 역사
고대영어 중세영어 초기근대영어 근대영어 현대영어

a. 바이킹영향

• they와 thou

ex. Thou art young. 

(미국남부영어)

b. 토착어

• ye (복수형)

ex. Ye boys listen to 

this. 

a. 노르만프랑스어영향

• mutton vs sheep,  beef 

vs cow, pork vs pig

b. 의미축소

ex. deorum(‘animal’) 

→ deer

mete (‘food’) →meat

c. 복수형어미의단순

oxen, children

a. 모음대추이

Great Vowel Shift. 

• [i:] --> [aɪ]

ex. flee --> fly

(Turkish soldiers fly to 

Greece for asylum.)

• [u:] --> [aʊ]

ex. hūs, mūs

→ house, mouse 



4. 영어의 소리와 음운 체계



4. 영어의 소리와 음운 체계

◆ 변별성과 비변별성

▪ 영어

[thɑp] ‘top’ [stɑp] ‘stop’ [pɛɾɪ] ‘petty’ [wʌʔə] ‘water’

→ 영어에서는 이음[th] [t] [ɾ] [ʔ]은 서로 비변별적

한국어의 경우 /th/ 와 /t/는 서로 변별적

(탑(塔) : [tʰ]op  ≠  답(沓) : [t]op) 

음소
/t/

이음 이음 이음 이음

[t] [ɾ] [ʔ][th] 



4. 영어의 소리와 음운 체계

◆ 중층구조 (기저형과 표면형)

a. impossible 

b. intolerable

c. incomplete

◆ 영어에서 강세의 중요성

a. récord (명사) vs recórd (동사)

b. belów ‘아래에’ vs bíllow ‘부풀어오르다’

기저형

/in/

표면형

[in]

표면형

[iŋ]

표면형

[im]



4. 영어의 소리와 음운 체계
◆ 추상적 음운단위: 음절(두운, 각운)과 음보

▪ 음절

- 두운 : 

ex. Teaching of others teaches teachers. Liberty is not license.

- 각운: 

ex. Burn not your house to fright the mouse away. 

▪ 음보 : ex. Mississippi (Mìssi)(ssíppi) 

A Drinking Song
by W. B. Yeats

Wine comes in at the mouth
And love comes in at the eye;

That’s all we shall know for truth
Before we grow old and die
I lift the glass to my mouth

I look at you and sigh



5. 영어소리의 결합



5. 영어소리의 결합

◆ 영어 단어의 탄생

▪ 음의 결합

/ʌ/ + /n/ = /ʌn/  “un” 

/h/ + /æ/ + /p/ + /ɪ/ = /hæpɪ/ “happy”

◆ 영어 단어 형성 방법

▪ 절단(Clipping)

gym, ad, fan, cab, fax, condo, pub, bus, flu, lab, typo

▪ 역형성(Back-formation)

to televise, to ush, to burgle, to auth, to mix, 

to babysit, to beg, to burgle, to peddle, to swindle



5. 영어소리의 결합

▪ 차용어(Borrowing)

- 고대영어 시기 라틴어

altar, candle, offer, mass, priest, port, tower, cap, radish, school

- 고대영어 시기 북구어(스칸디나비아어)

nay, loan, bank (참고: 고유어 no, lend, bench)

-중세영어시기 프랑스어

court, duke, county, crown, trial, village, peace, enemy, arms,

battle, gown, robe, emerald, sapphire, feast, taste, cream, sugar



5. 영어소리의 결합

-초기근세영어고대희랍어와라틴어

a. 희랍어: tonic, catastrophe, anonymous, lexicon, skeleton

b. 라틴어: exterior, appendix, delirium, create, exterminate

-18세기이후여러언어

a. 미국인디언어: Michigan, Chicago, Manhattan moose, 

skunk, woodchuck 

b. 아프리카어: yam, gumbo, banana

c. 호주토착민어: kangaroo, koala, boomerang

d. 중국어: typhoon, kowtow



5. 영어소리의 결합
▪ 복합어형성(Compounding)

- 명사

bookstore (book+store), drugstore (drug+store), lifeguard (life+guard) 

fingerprint(finger+print), doorknob (door+knob), aircraft (air+craft)

- 동사

update (up+date), downsize (down+size), blackmail (black+mail)

- 형용사

childlike (child+like), easy-going (easy+going), low-paid (low+paid)

- 전치사

into (in+to), without (with+out), within (with+in)

- 접속사

however (how+ever), furthermore (further+more)



5. 영어소리의 결합
▪ 전환(Conversion)

- 명사 →동사

a. Who will referee the game?

b. Someone has to chair the meeting.

c. I will have to glue it together.

- 동사 → 명사

a. We had some doubts.

b. I need a handout.

c. We have two new hires.

- 형용사 → 동사

a. Who dirtied the water?

b. We have to empty the building. 

c. It totals 1,000 square feet. 



5. 영어소리의 결합

- 전치사 → 동사, 명사, 형용사

a. He downed the wine. 

b. She has a down on the teacher. 

c. A down train is coming. 

▪ 파생(Derivation)

- insane, unnatural, misfortune, prefix, discourage

helpful, greenish, idealism, greatness, voiceless 

- monocycle (mono+cycle) unicycle (uni+cycle)

- hyperthermophile



6. 영어문장의 구조



6. 영어문장의 구조

◆ 단어의 나열

영어 : an amusing story

(*a story amusing)

프랑스어: une histoire amusante

(*une amusante histoire)

◆ 구의 나열

I like an amusing story. (*I an amusing story like.)

: VP → NP (동사 → 목적어) 순



6. 영어문장의 구조

◆ 위계적 배열

▪ 어휘규칙 : 한정된 규칙 → 무한한 문장구조 생성

Noun → {boy, book, table, cat, dog,... }

Verb → {put, chases... }

Particle → {on, by... }

Determiner → {a, the, ... }

▪ The boy put a book on the table.



6. 영어문장의 구조

◆ 중층구조

▪ 심층구조: The dog chases the cat. 

▪ 표면구조: The cat is chased by the cat.

◆ Noam Chomsky의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 



7. 영어 문장의 의미



7. 영어 문장의 의미

◆ 문장 구조의 적형성과 문장 의미의 차이

▪ 의미자질 : [+human] [-human] 등

ex. The milk drank the gentleman.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 의미역할

a. The boy kicked the door. 

b. The girl caught the ball with a glove. 

c. The gentleman feels happy. 

d. John met the girl in the library. 

도구

행위자 대상

경험자

위치



7. 영어 문장의 의미

◆ 화용론 : 맥락적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

▪ 언어적 맥락

ex.   John: How are you going to pay for the ticket?

Jane: I have a credit card.     

Mike: I can lend you money for the ticket?

Mary: I have a credit card.

▪ 물리적 맥락

ex. It’s hot here. 

“Sale! Baby & Toddler”



7. 영어 문장의 의미

◆ 사전전제(Presupposition)

ex. Tom’s sister broke the vase.

Tom’s sister did not break the vase.

→사전전제: Tom has a sister.

◆ 추론(Inference)

ex. The king of France is sitting over there by the window. 

John: What are you reading now?

Mary: Well, I’m reading Shakespeare. 

John: Awesome. 



7. 영어 문장의 의미

◆ 대화함축 (Implicature)  

▪ Paul Grice의 협력의 원칙

a. 대화의 질 b. 대화의 양 c. 관련성 d. 태도

A: Chicago’s in Kansas, isn’t it?

B: Yes, and I suppose L.A.’s in Idaho as well .

A: Can you pick the kids up at school this afternoon?

B: I have piano lessons at 3 p.m.

Miss Singer produced a series of sounds corresponding closely to the 

score of Silent Night. 



7. 영어 문장의 의미

◆ 화행(Speech Act)

▪ 직접화행 : 문장구조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 반영: 평서문 (단언), 의문문 (질문)

ex. 직접화행 & 체면위협 행위

Close the door.

▪ 간접화행 : 문장구조와 그의 고유한 역할의 불일치: 평서문 (요청), 의문문 (요청

ex.간접화행 & 체면보호 행위

You left the door open. 

Would you please close the door? 



7. 영어 문장의 의미

◆ 담화분석 Discourse Analysis 

▪ 일관성(Coherence)

A: That’s the telephone. 

B: I’m in the bath.

A: OK.

▪ 대화순번(Turns)

A: Didn’t you [know wh-

B:                  [But he must’ve been there by two.

A: Yes, but you knew where he was going.



8. 영어변이와 사회언어학



8. 영어변이와 사회언어학

◆ 이슬레탄 영어(Isletan English)

She [ ] a Red Corn people. 

They [ ] just goin’ by the old ways, yet. 

◆ 라코타 영어(Lakota English)

I color [ ] this. (with 생략)

You wanna go [ ] bathroom? (to 생략)

◆ 럼비 영어(Lumbee English)

I’m been to the store.

I weren’t there. She weren’t there. 

◆ 시카고 영어(Chicago English)

We was there. 



9. 영어교육의 방향



9. 영어교육의 방향
◆ 규범주의자들의 언어 태도

▪ 미국적 영어(Americanism)

▪ a. I guess (I suppose 강요)

▪ b. I’ve gotten (I’ve got 강요)

▪ 적형성 강조

a. Whom do you trust? (Who do you trust?)

b. I done it. (I did it.)

c. My house needs cleaning. (My house needs to be cleaned)

d. be different than (be different from)

◆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

a. 소통적 언어교육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b. 언어학적 구조 중심 접근 (linguistic structure-centered approach)

◆ 실수를 용인하는 영어교육/학습

“He who makes no mistakes makes nothing .”

“By speaking, you learn to spe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