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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원 여러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각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시스템 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
기 속에서도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계신 회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는 2018년 봄 학회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국 영
미어문학 및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섯 분과에서 총 33 편의 논문이 발표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봄 학술발표대회는 한국영어학학회와 공동 주최함으로써 두 학회간의 교류와 발
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연구논문을 소개할 발표자님들, 건설적 비판과 제안을 통해
발표논문이 더욱 정제될 수 있도록 토론에 임하시는 선생님들, 비록 발표나 지정 토론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논문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해주실 회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
립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
들, 총무이사를 비롯한 모든 이사님들, 특히 이번 학술대회부터 각 분과별로 새로이 선임되
어 발표 논문 및 토론자 선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학술이사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학술발표대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소정의 학술대회 지원금 등
학술발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주신 충북대학교 윤흥섭,
나경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봄 학술발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회장 구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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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

봄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에서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화사하게 웃고 있는 꽃들이 반겨주는 봄날, 학
회 회원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개강을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 기간을 맞게 되었고 다음 달 5월 25일에는 청
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봄 학기에는 ‘The
Future of English Linguistics, Literature, and Education in Korea’라는 학술대회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한국에서의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의 미
래를 학문적으로 고민하는 논제들이 다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본학회와
격년제로 발표자를 교류하고 있는 저희 학회는 발표자로 요코하마 국립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하시는 Hideki Tanaka 학자를 모시게 되었으며 ‘On English Partitives that Express the
Type-Token Rel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의 경계
를 서로 뛰어넘어 여러 가지 면으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연구주제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
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문발표를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봄학술대회에서는 정기총회도 열리게 되어 있어 그만큼 학회 여러분들의 참
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문연구와 교육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다양한
역할을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하루쯤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5월의 풍경 속에서 학회 회원님들 간의 인간적 교류와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문운이 왕성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25일
한국영어학학회 회장 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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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ry Contemplation on A.I. as Nonhuman Entities

송 은 주(건국대)

The use of A.I.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and its influence extends across diverse fields. As a
consequence, the ethical aspect of A.I. has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To address it, several policies
are being discussed and implemented: the European Union’s legislation to grant A.I. the status of legal
residents and attempts to create guidelines for the ethical use of A.I. Most of them focus on how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A.I. or its manufactures will favor human interests. This reveals limitations in the reality
for A.I. to evolve into more autonomous and conscious beings. It leads to confusion about where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these human-like nonhuman entities is, and what moral stance we as
humans should take with regard to them.
In this study, I will explore a prospective new ethical attitude for coexistence with A.I. as described
in Ted Chiang’s The Lifecycle of Software Objects, using Luciano Floridi’s Information Ethics(IE). It is
an ontocentric, patient-oriented, ecological macroethics. It extends the scope of moral patients to nonhuman,
non-biological entities, because they share a common factor, their informational state. According to this
theory, every entity is an informational being as it can be interpreted as a pattern of information and has
its own intrinsic worthiness. If biocentric ethics endows any form of life with a moral standing based on
its intrinsic worthiness and suffering, IE claims life should be replaced with existence, and biocentrism with
ontocentrism. IE is the most radical form of ethics in that it expands the range of objects to be respected
to every instance of being understood informationally.
Chiang’s novella presents a suitable literary case study of IE because it centers on how we can broaden
our ethical consideration by accepting A.I. as a moral patient. While IE offers a wider ethical discourse,
its argument could be considered excessively universal or abstract. Chiang’s work imagines how IE can
be applied to real life. Digients, digital pets like Tamagotchi, are informational entities living in a virtual
space. They share many characteristics of life, ranging from emergent genetic properties to evolving
through learning and interacting with humans and their environment. They also have general intelligence
to feel, think, and make decisions autonomously. Some owners treat them as mere playthings to be
abandoned at any time, while others persist in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them, sometimes going to
the extent of making great personal sacrifices. Their owners may question themselves on whether it is
righteous to decide the destiny of these beings for human benefit only and how much respect should be
paid to humanlike nonhuman entities.
Chang’s novella suggests alternative solution for debates on these emotional artifacts. Many psychologists
warn against the human tendency of anthropomorphizing artificial beings by projecting human feelings onto
them. However, according to IE, it is not a central issue whether they have human-level consciousness or
emotion because every entity, as an expression of being, already has an equal right to exist and develop
and deserves to be respected. Humans have a duty to contribute to informational entities thriving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to their nature as moral agents. The ending of Chiang’s novella anticipates a future when
digients and humans coexist harmoniously. It is a future that can only be realized when humans accept
their stewardship position as demiurges to enable inforsphere to flou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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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킹솔버의 포이즌우드 바이블 연구

이 영 애(한라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생태주의 작가인 바바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 1955~ )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전 세계를 배경으로 폭넓은 주제를 제시한다. 특히 그녀는 “환경, 지방의
특징을 살리는 음식, 그리고 사회적 정의”(Wilkinson 39)의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아인식과 소속
의 문제, 자연과 문화 보존의 중요성, 사랑과 상실, 가족과 용서의 정치학”(Pate)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반복한다. 그녀의 초기 작품들인 콩나무(The Bean Trees 1988), 동물의 꿈(Animal Dreams 1990),
천국의 돼지(Pigs in Heaven 1993)에서 킹솔버는 “불의와 환경 문제에 관한한 양심있는 작가”(Pate)
로서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포이즌우드 바이블(The Poisonwood Bible 1998) 이후에 출판된
성하(Prodigal Summer 2000)에서도 킹솔버는 환경문제에 천착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된 주
제로 서술한다. 그녀의 작품들이 환경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작품인 포이즌우드 바이블에서 킹솔버는 환경의 문제보다 인간 개인에
게 초점을 두고 어린 시절 그녀가 잠시 살았던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여성의 목소리
를 빌려 그들 자신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콩고를 노래한다.1)
포이즌우드 바이블은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명목 하에 콩고의 정권교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1960년대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은 프라이스가의 가장이자 목사인 네이선
프라이스(Nathan Price)가 선교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콩고로 이주하게 된 1959년을 시작으로 1980
년대까지의 한 가족사를 콩고의 역사와 함께 다루고 있다. 킹솔버는 “콩고 독립의 전복에 대한 미국
의 권력 남용”(Koza 284)에 초점을 둠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영향력에 시달린 콩고의 역사와 가부장
적이고 이기적인 네이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의 아내 올리애나 프라이스(Orleanna Price)
와 네 명의 딸들의 이야기를 병치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콩고가 서구 열강 세력과 제국주의의 권력에
휘둘렸듯이 프라이스 가족은 네이선의 권력과 폭력에 갇혀있다. “전형적인 제국주의자”(Koza 285)이
자 “폭력적인 아버지”(Ognibene 21)인 네이선은 가족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할 킬랑가(Kilanga)
의 주민에게 신적인 존재처럼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국주의적 억압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언어의 통제”(Ashcroft, Griffiths, & Tiffin 7)에 있
다. 언어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전유물이며 언어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그 시대의 상황과 지배
계급에 의해 주어진다. 킹솔버는 제국주의를 전복시키고 남성중심적인 권력의 이양을 보여주기 위해
피지배계급이자 타자인 여성 등장인물들, 즉 올리애나와 딸들인 레이첼(Rachel), 리아(Leah), 에이다
(Adah), 그리고 루스 메이(Ruth May)로 시작하는 챕터를 구성하고 이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개시
킨다. 다섯 명의 목소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서로의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
는”(Ognibene 21) 효과를 준다. 다섯 개의 각기 다른 관점을 통해 독자들은 “각 등장인물들의 인식과
두려움”(Nevin 56)을 공감하게 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는 네이선의 목소
리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로서 “네이선 프라이스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중
요한 전략인 언어를 빼앗음”(Wagnier-Martin 103)으로써 그의 가부장적인 인식도, 종교적인 선교도,
1) 실제로 킹솔버는 의료봉사와 사회봉사를 위해 그녀의 부모와 함께 콩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가 보
냈던 시기와 포이즌우드 바이블의 시대적 배경이 거의 일치한다. 킹솔버의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과 역사
적, 인류학적, 그리고 생태학적인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공적이지 않은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Bell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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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에 대한 이해도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네이선은 “그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Neely 138) 무능한 존재로 “편협한 근본주의자이자 서구 문명의 열렬한 옹호
자”(Hunter 188)로 작품의 시작부터 재앙을 향해 달려간다.
“유일하게 주체적인 목소리가 허용되지 않은 인물”(Fox 406)인 네이선에 의해 이끌려 낯선 땅에
오게 된 다섯 명의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내에서의 희생자임과 동시에 백인인 것과 상관없이
서구 열강과 자원 쟁탈의 이권 분쟁으로 혼돈의 상태인 콩고에서 살아남고,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섯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부르고 있는 삶과 역사의 비가에 귀 기울임으로써 “기존의 역사적인
기록물에 대한 페미니스트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주의적인 소설의 관습에 도전하
는”(Austenfeld 293) 킹솔버만의 독특한 글쓰기 기법과 권력과 제도에 종속된 타자가 아닌 독립된 주
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라이스 가족을 이끌어가는 어머니이자 네이선의 아내인 올리애나는 “행동과 사건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미국과 콩고의 관습을 자세히 관찰하는 눈”(Austenfeld 295)으로 세상을 묘사한다. 올리
애나는 “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남자”(포이즌우드 바이블 9)2)이자 “하느님의 법칙으로 하루
를 사는 남자”(291)와 결혼하여 네 명의 딸을 두고 있다. 스스로를 “돈도, 영향력도 없고, 친구도, 우
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이길 방법도 없는 열등한 존재”(232)로 여기는 올리애나는 네이선의 결정에
따라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을 떠나 선교를 위해 콩고의 킬랑가로 오게 된다. “자신의 종교적
인 한계와 인종 차별 인식으로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White 134) 네이선과 달리 “그녀 자신을 식민
지배에 놓여있는 원주민과 동등한 존재”(Koza 285)로 여기는 올리애나는 미국과 콩고 역사의 살이있
는 목소리이자 “독자를 역사 속으로 이끄는 역할”(Austenfeld 299-300)을 한다. 콩고가 “강대국의 힘에
의해 점령당했듯이 네이선의 종교적 미션에 몸과 영혼까지 빼앗긴”(241) 그녀의 일관된 슬픈 어조는
“아버지의 빛을 따라 무거운 머리를 움직여야만 하는 해바라기처럼”(231) 한 가족의 중심인 네이선
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억압에 기인한다.
콩고에 도착한 순간부터 올리애나는 “킬랑가의 사람이자 네이선의 아내”(Ognibene 22)가 되고자
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결국 “네이선의 도구이자 네이선의 애완동물”(107)이고 그녀를 포함한 딸들도
“그의 연극 무대에 올려진 배우”(257)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성실한 아내였던 올리애
나는 결국 현실적”(Pate)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올리애나는 “포이즌우드 바이블에서 가장 많이 성숙
하고 안정을 찾는 인물”(Wagner-Martin 104)로 위기에 처한 나머지 가족들을 이끄는 중심점의 역할을
한다. 네이선과 달리 올리애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강인한 여성이다. 네이선이 편협한 남성중
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올리애나는 에이다와 리아의 영재성을 발견하고 이들
을 도서관으로 이끈다. 올리애나는 루스 메이가 죽었을 때에도 네이선과 대조적으로 담대하고 질서
가 있는 그녀 나름의 방식대로 의식을 치룸으로써 루스 메이를 마음 속에 담는다. 올리애나는 루스
메이의 머리를 땋아주고, 모기장을 겹쳐 수의를 만든다. 콩고가 루뭄바를 잃고 슬퍼할 때 프라이스
가족은 루스 메이의 죽음으로 슬퍼한다. 같은 공간, 같은 역사 속에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을 통해 킹솔버는 이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낯선 땅에서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세상을 떠난 자식에 대한 슬픔과 연민의
시선으로 아프리카를 노래한 올리애나와 달리, 레이첼은 “무미건조하고 물질중심적인 십대의
눈”(Austendfeld 295)으로 아프리카를 본다. 킬랑가에 도착한 레이첼은 “우리 가족은 우리 자신은 물
론이고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33)을 직감한다. 현실적인만큼 날카로운 시각

2) 이하 작품 인용 시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 표기함.

- 16 -

바바라 킹솔버의 포이즌우드 바이블 연구

을 가진 레이첼은 자매 중 첫째로서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다. “콩고에서의 가족의 위치뿐만 아니
라 네이선의 자리를 정확히 인식”(Ognibene 31)한 레이첼은 “가족을 이 무시무시하고 어두운 물가로
데려온 자의 죄를 원망하며 운다.”(35) 레이첼의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국에 두고 온 문명
에 대한 그리움이며, 문명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눈물이다. 자기애가 강하고, “미국의 물질중심적인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Ognibene 31)인 레이첼은 킬랑가 부족의 족장인 타타 은두의 청혼에
서 벗어나기 위해 프라이스 가족에게 식량을 배달해 주는 미국인인 액셀루트(Axelroot)와 약혼한다.
액셀루트와의 생활은 레이첼에게 잠재되어있던 그녀의 자아를 깨우는 계기가 되어, 그녀는 다른 자
매들과 달리 자신의 야심을 이곳 아프리카에서 실현한다. 그녀의 물질중심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성
격으로 액셀루트의 죽음 이후 외교관과의 결혼, 그 뒤 두 번의 결혼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브라자빌(Brazzaville)에 ‘적도호텔’(The Equatorial)을 세우고, 콩고를 오고가는
사업가들을 위한 최고의 호텔로 성공한다. 프랑스령 콩고와 독립한 콩고공화국으로 나누어진 곳에서
레이첼은 풍부한 자원을 외국에 팔아 돈을 버는 수많은 사업가와 관광객들을 상대로 결국 “서구의
착취자들과 함께함으로써 가족 중에서 가장 아프리카에 잘 적응한 사람”(Bell 425)이 된다.
“스스로 유배를 선택한”(119) 에이다는 리아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엄마의 자궁 속에서
리아에게 모든 영양분을 빼앗겨 “반신마비”(40)인 상태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에이다는 등
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뛰어난 언변으로 책의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침묵의
시인”(Bell 426)이다. 에이다는 “선택적으로 침묵하는”(Fox 407) 특징을 보이는데, 스스로가 아웃사이
더로 여겨질 때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아버지인 네이선의 계급 구조에서 “아프
리카 남성, 미국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 가장 낮은 사회 계급”(Fox 408)을 차지하는데, 에이다 역시
가족 구성원 중 제일 주목받지 못한 존재였음은 사실이다. 네 명의 자매들 중 언어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에이다는 글자를 뒤에서부터 읽거나 회문(回文)식 읽기(palindrome)를 즐겨하는데 이와 같은
인식으로 그녀는 “네이선의 세계관을 전복시키는”(White 137) 역할을 한다. 에이다는 아버지의 아프
리카 선교가 그의 말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녀는 아프리카 언어가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따라 “타타 은졸로(Tata Nzolo)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뜻할 수도 있고, 혹은
‘물고기 밥의 아버지’”(117)를 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킬랑가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네이선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에이다는 “아버지의 벌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에게 부족한 점은 단어를 실수한다는 점이다”(257)라고 생각함으로써 킬
랑가 사람들을 아버지의 설교로 구원할 수 없음을 예견한다. 다음은 네이선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타타 그리스도는 뱅갈라!”라고 매주 일요일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 마지막에 외친다. 통역하는 자
들이 못 미더워서 아버지는 점점 더 콩고어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 ‘뱅갈라’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발음하듯이 하면, 그 말은 독나무를 뜻한다. (331)

작품의 제목이 뜻하는 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포이즌우드 바이블이라는 제목은 “성
경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Wagner-Martin 105)인 어감으로 네이선의 잘못된 언어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의 언어 장벽은 “선교 활동의 어려움과 효과적인 선교가 불가능함”(Hunter 188)을 암시
한다. 원주민에 대한 불신과 타민족의 언어에 대한 얕은 지식으로 네이선은 “환영의 말이 아닌 저주
의 말”(Ognibene 32)인 “그 단어 하나로 그의 설교를 매번 무너뜨리는”(605) 실수를 저지른다. 킹솔버
는 “아프리카의 몰락은 네이선과 같은 백인”(White 141)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에이다를 통해 “아버
지의 관점으로 마을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는 실수”(Ognibene 28)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한다.
네이선의 가족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인물은 바로 리아 프라이스이다. 그녀의 이름이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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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으로 가면서 리아에서 리아 프라이스로, 그리고 리아 프라이스 응겜바(Leah Price Ngemba)로 바
뀌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점이다. 다른 자매들과 달리 유일하게 “아버지를 우
상화했었던”(Ognibene 26) 리아는 그들이 새로 머물게 된 곳에 대해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희망과
기대를 가진다. 개미의 습격과 홍수로 결국 어머니와 에이다는 콩고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리
아는 아버지의 통역을 맡았던 교사이자 지식인이며, 콩고의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아나톨(Anatole)
옆에 남기로 한다. 리아는 킬랑가 언어를 배우며“미국 문화와 콩고 문화 사이의 극명한 차
이”(Ognibene 25)를 인식하게 되고, 콩고의 문화를 이해하며 아나톨과 결혼하여 콩고의 역사와 함께
한다. 레이첼이 ‘적도 호텔’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쌍둥이 자매인 에이다는 미국에서 고
등교육을 받아 소아과 의사로 성공할 때 리아는 콩고에서 정치범의 아내로 늘 도망다녀야만 하는
아나톨과의 재회를 꿈꾸며 힘든 삶을 살아간다. 아나톨과의 사이에서 네 명의 아이를 둔 리아는 아프
리카에서 “정의, 용서, 구원과 같이 구할 수 없는 것들”(567)을 갈망한다. 리아는 “지적이고 융통성있
는 학습자로서 역사적, 문화적인 사실들을 자세하게 묘사”(Austenfeld 295)함으로써 “아프리카에 대
한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태도,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차별
적인 억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소외”(Fox 406)를 이야기한다. 콩고인과 결혼한 백인 여자로
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콩고의 돈이 무용지물이 되고, 서구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콩고에서
리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누가 정치 권력을 잡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부투(Mobutu)의 군인도 그
반대편인 심바스(Symbas)도 이들에게는 모두 무서운 존재들일 뿐이다. 킹솔버는 “실제 삶과 정치적
현실이 분리되어져 있음”(Douglas 35)을 포이즌우드 바이블을 통해 제시한다. 불안정한 콩고의 가
장 깊숙한 현실 속에서 리아는 아나톨을 지지하며, 자신의 고향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임
을 깨닫는다.
프라이스 가족들 중에서 가장 순수한 루스 메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정 아프리카와 하나가 된다.
첫째, 루스 메이는 “반두”라는 콩고어로 된 이름을 가진다.
반두는 내 이름이다. 노모 반두! 이 말은 바닥에 있는 가장 작은 아이를 뜻한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뜻하기도 한다. 넬슨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286)

콩고식 이름을 가짐으로써 루스 메이는 콩고의 일부가 되고, 그녀에게는 국경도, 나이도, 인종도
아무 의미 없이 모두 동일한 존재들로 여겨진다. 새롭고 낯선 환경을 아무 편견없이 수용하는 루스
메이의 순수성은 포이즌우드 바이블이라는 제목에서 암시되듯이 독에 의해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
한다. 루스 메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면에
서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루스 메이는 죽음을 통해 ‘문투 아프리카(muntu Africa),’ 즉 모든
존재의 영”(Strehle 424)이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며, 루스 메이의
영혼은 올리애나와 나머지 자매들 곁을 맴돈다.
루스 메이의 죽음은 포이즌우드 바이블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 “1961년 1월 17
일, 킬랑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389)이라는 소제목은 루스 메이의 죽음과 올리애나를 비롯한 딸들
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느꼈던 “텅 빈 진공 상태”(Wagner-Martin 111)를 뜻하며, 이는 역사적으
로 콩고인들의 지지자인 루뭄바의 암살로 인해 콩고인들이 느꼈을 공허함과 일치한다. 마음의 상처
를 안은 가족들은 “루스 메이의 죽음을 계기로 낯선 장소들로 흩어진다.”(Strehle 423) 인위적으로 구
성된 가족의 해체와 함께 레이첼, 에이다, 리아의 어조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들은 “전에는 부족
했었던 독립적인 면과 자아를 회복하는 모습”(Wagner-Martin 112)을 보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타자로
서가 아닌 주체로서의 삶을 실현한다. 이들은 네이선의 권력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색채가 담긴 목
소리로 ‘그들의 삶’을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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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문학작품에 나타난 비전통적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사 미 옥(충북대)

홀로코스트 문학작품의 눈에 뜨는 특징 중 하나는 부성(fatherhood)의 부재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성애가 보여주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한 책임감
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코스트 문학작품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굶주린 아이들
의 빵까지도 빼앗아 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성애가 결
여된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이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빵까지도 주며 부모를 돌보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와 부모간의 전통적인 경계가 모호해짐을 보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로
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고, 부모에 비해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나, 홀로코스트 문학작품에서 아이들은
나치에 의해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조숙하고(precocious) 어른스럽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
가 이기적이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다위드 시라
코위아크(Dawid Sierakowiak)의 다위드 시라코위아크의 일기(The Diary of Dawid Sierakowiak), 아이
다 핑크(Ida Fink)의 단편소설 ｢열쇠 게임｣(“The Key Game”), 이사야 슈피겔(Isaiah Spiegel)의 ｢빵｣
(“Bread”)에 나타난 부성애의 부재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어떻게 일기, 소설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
의 문학형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역할전이를 보여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위드 시라코위아크의 일기는 부성애의 부재를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이다. 다위
드는 그의 15살 생일이 있기 몇 주 전인 1939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3년, 즉, 그가
19살이 되기 몇 달 전에 일기를 중단했다. 로지 게토(Lodz Ghetto)에 사는 동안에 다위드는 매일 매일
굶주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유태인들의 고통과 삶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 이곳의 유태인들은 게토
에 갇혀서 매일 700-900 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의 음식을 배급받으며 나치에 의해 죽도록
일하도록 착취당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 때문에 이 게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어가고 질병에 시달
렸으며, 아이나 노인과 같은 노약자들은 매일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다위드는 일기에서 아버지가 부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한다. 다위드는 그와 아버지의
관계가 게토 생활 초기에는 여느 부자관계처럼 원만했다. 우리는 이를 1939년 7월 26일 일기에서 볼
수 있다. “도중에 나는 엄마를 만났다. 오, 신이시여! 너무 기뻤다. 집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나서
또한 기뻤다” (25). 다위드가 유대인 청소년 캠프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보여준다. 목숨을 위협하는 게토의 생활이 시작되기 전, 다위드는 다른 부자들과
같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부자관계는 게토의 삶이 살아있는 지
옥으로 변하면서 급격히 변화한다. 굶주림이 일상인 게토에 갖혀서 그들은 매일 삶을 유지해 나가려
투쟁한다. 그들의 배급된 식량이 줄어들자, 로즈 게토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위드의
가족은 배고픔에 고통당한다. 다위드의 아버지는 종종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의 빵을 훔친다.
우리는 이를 다위드의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내 빵이 다시없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번
우리의 빵을 훔치는 아버지의 탓으로 돌렸다. 매번 논쟁이 더욱 열띠고 가열되었다” (160).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는 자신이 굶주리더라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행동이다. 그러나, 다위드의 일기에
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아버지를 발견한다. 다위드의 아버지는 자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의 빵을 훔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먹을 감자를 혼자 먹기 위해서 직장에 가져간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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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 키로그램의 감자를 직장에 가져가서 혼자 드셨다. 그래서, 집에는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158).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족이나 아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를 발견한다. 즉, 다위드의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의 목숨
을 구하는 전통적인 아버지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기적인 아버지와는 반대로, 아이들은 그들이 굶주릴지라도 자신의 음식을 가족에게 줄 정도로
사려 깊고 조숙하다. 우리는 이를 다위드가 그녀의 여동생에 대해 언급한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엄마
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자신의 빵의 10 데카그램을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감사하는 법을
모르며, 나에게 그러하듯이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나쁘며, 지독한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94-95).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른인 부모보다 참을성이 덜하고, 쉽게 허기를 느낀다. 그러나, 이 예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위드의 여동생은 아버지보다 더 사려 깊다.
다위드의 일기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아버지와 상반되게 사려 깊고 성숙한 아이들의 태도를 또 다
른 예에서 볼 수 있다. 의사가 다위드의 어머니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게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허약하거나 병이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됨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다위드의 아버지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가장으로서
의 책임을 잊은 채 자기자신의 생존만 신경쓸 뿐이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가엾은 엄마가 의사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미친 듯이 집주변을
뛰어다닐 때, 아버지는 우리 집에 숨어사는 친척들이 먹다가 스토브에 남겨둔 스프를 드시고 계셨다.
…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찾아가지도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아버
지는 같이 있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부인을 제거하고 죽음으로 내몰게 되어 기뻤
던 것이다. (219)

자신의 부인이 사형선고를 받은 끔찍한 상황에서 단지 먹기만 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부성애 뿐만 아니라, 인간애도 상실한 것이다. 다위드가 말했듯이, 그는 “망가
진 사람”(broken man)인 것이다.
그의 약해진 아버지와는 달리, 다위드는 어머니가 직업을 잃었을 때, 어머니의 직장을 구해주려고
애쓴다. 나치는 직업이 없거나 일할 수 없는 유대인을 죽이기 때문에, 다위드는 어머니의 목숨을 구
하기 위해서 그녀의 직장을 구해주려 애쓰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역할 전환을
볼 수 있다. 다위드의 아버지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반면에 아들로서 다
위드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위드의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위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위드는 상존하는
죽음의 위협속에서 “망가진” 채로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동정심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나
의 불쌍하신, 예전엔 강인하셨던 아버지께서 오늘 오후 4시에 돌아가셨다” (252). 즉, 다위드는 아버
지를 미워하지 않으며, 그는 단지 아버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 끔찍한 나치지배의 상황을
미워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위드가 아버지를 “망가진” “가엾은”이라고 말한 이유인 것이다. 요약
하면, 다위드의 일기에서 보여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부자관계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부성애의 이미지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아버지상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을
돌보기보다는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성을 저버리는 부모와는 달리 자식
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를 돌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위드의 일기가 게토에 사는 유대인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실제적인 삶의 고통을 보여주
고, 이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를 상상하게 도와준다면, 아이다 핑크의
｢열쇠게임｣과 이사야 슈피겔(Isaiah Spiegel)의 ｢빵｣이라는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나치치하의 공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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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끔찍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위드의 일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스피겔의｢빵｣은 유
대인 게토를 지배한 역경과 굶주림이 어떻게 아버지가 부모로서 책임을 저버리게 만드는지 보여준
다. 그러나, 1인칭 시점으로 게토에서의 유대인들의 고통스런 삶과 그의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에 대
해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다위드의 일기와는 달리, 이사야의｢빵｣은 3인칭 전
지적 작가시점을 통해서 개인의 일기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서술자를 통해서 이 작
품은 유대인 희생자들이 직면한 총체적인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그 상황이 개개의 유대인 희생
자가 통제할 수 없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홀로코스트의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아우슈비츠에서 그의 가족을 잃은 로즈 게토의 생존자로서 슈피겔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참혹
한 삶과 부성의 붕괴를 그의 자서전적인 소설, ｢빵｣을 통해 보여준다. 이 작품에 나오는 가족은 독일
점령하에 있던 폴란드의 유대인 게토에 산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명의 어린아이로 구성된 가
족 전체가 작은 방에서 함께 산다. 나치가 게토에서 빵 배급을 시작한 이후로 이 가족에게 굶주림이
시작된다. 작품 초기에 이 가족은 여느 가족과 같은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배급받은 빵을 함께
나눠 먹는다: “처음에 엄마, 아빠, 아이들은 같이 나눠먹었다. 그들이 배급된 빵을 받아서 식탁위에
놓으면, 세심하고 행동이 민첩한 엄마가 축복기도를 하고, 떨면서 빵을 자를 때까지 오랫동안 식탁위
에 놓여 있었다” (252). 그러나, 견디기 힘든 굶주림이 지속되면서 아버지는 변한다. 어느날, 굶주림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어두운 방에서 몰래 아이들의 빵을 무의식적으로 먹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은 굶
주린다. “그 순간, 폭풍우가 그의 마음속에 몰아쳤다. 어두운 방안에서 아이들의 빵을 자신의 입안으
로 집어넣은 것이 그의 손일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253). 자제력을 잃은 아버지는 자신의 굶주리는 아이들의 빵을 훔쳐 먹는다. 이제 그는 아이들에 대
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어죽는 게토에
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나 환자와 같은 약자로부터 빵을 훔치는 것은 마치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다. 따라서, 아이들의 엄마가 이를 알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외친다. “아버지라고? 이 살인자야!”
(253). 굶주림이 가정에 닥쳤을 때, 그 고통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강인한 부성과 이성적인 사고,
인간성이 이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의 ｢빵｣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도 모르는, 즉, “정신적으로
죽은” 다위드의 아버지처럼 “죽은” 사람이 아니다. 즉, 그는 아버지로서 그가 아이들의 빵을 훔쳤다
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상당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수치심으로 인해 조그만 방에서
자신을 목을 매단다” (252). 즉, 그는 자신이 아이들의 빵을 훔쳐 먹은 후에 죄책감 때문에 바닥에
누어 하루 종일 울었다. 그리고, 벽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씩 서서 기도를 하면서 몇 일간을
보낸다: “그는 마지막 며칠 동안 텔리스(tallis)와 트필린(tfillin)으로 몸을 감싼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
고 벽 옆에서 서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 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잠시 죽었으며, 갑자기 그가
영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으며, 돌같이 굳은 차가운 죽은 사람이 되어 벽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그
곳에 서 있다고 상상한다” (252). 즉, 아버지는 자신이 잃어버린 부성애와 인간성을 되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면서 며칠 서서 기도를 하
면서 서 있는 이유인 것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나치에게 붙들려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엄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의식을 되찾는다. 그리고는 그녀의 남편이 갖
고 있던 빵이 생각났을 때 기뻐한다. 남편이 남긴 빵은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내와 아이들에게 마치
구세주처럼 느껴진다. 엄마가 남편이 남긴 빵 한 덩어리를 꺼내 식탁위에 올려놓자, “마치 태양이
지평선너머로 막 떠오른 것처럼 그 빵은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춘다” (256). 그들은 몇 달 동안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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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복하게 빵을 “마음껏” 먹는다 (256). 슈피겔의 ｢빵｣에서 우리는 가족의 비정상성을 목격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성의 모호성을 인지하게 한다. 어떻게 가족이 아버지가 죽음의 수용소로 끌
려간 직후에 아버지가 남긴 빵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가? 그러나, 슈피겔은 결코 이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을 통해 이러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든 끔찍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독자로 하
여금 희생자들에 대한 판단을 저지한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산지옥에서 전
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가족을 돌보는 부모의 의무는 그들에겐 누릴 수 없는 사치인 것이다.｢빵｣에서
우리는 나치치하에 희생자들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괴롭히는 굶주림과 역경 때문에 어떻게 부성애
가 상실되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총체성이 붕괴되는지 목격한다.
비록 아이다 핑크의 ｢열쇠게임｣이 다위드의 일기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포와 고난을 묘사하
지 않으나, 3인칭 전지적 시점을 통해서 수용소로의 강제이송을 피해 게토에 숨어 있는 유대인들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준다. 슈피겔의 작품처럼 아이다 핑크는 우리
로 하여금 희생자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의 총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돕는다.
슈피겔의 단편소설｢빵｣처럼 아이다 핑크의 ｢열쇠게임｣은 전통적인 부성의 붕괴를 제시한다. 즉,
이 작품에서 아이를 돌 볼 책임이 있는 아버지는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한다. 유대인인 아버지는 강제수용소에 끌려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끔찍한 죽음의 공
포에 사로잡힌다. 그 결과, 그는 세 살짜리 아들, 부인과 함께 몇 주 동안 매일 생존게임을 한다. 즉,
엄마가 초인종 벨소리를 흉내 내며 나치가 온 것처럼 행동하면, 세 살짜리 아들이 나치에게 자신이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어줄 때 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열쇠를 찾는 시늉을 한다. 아들이 열쇠를
찾는 듯 연극을 하면, 엄마는 집 어딘가로 가서 숨고, 아버지는 재빨리 욕실의 숨는 장소로 도망간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치 그녀가 갑작스런 심한 통증을 느낀 듯이 그녀의
눈을 질끈 감는다” (243).
그들이 이 열쇠 찾기 게임을 끝냈을 때,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은신처에서 나와서 그가 숨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가 열쇠 찾는 시늉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불평한다. “시간이
여전이 더 필요해. 얘가 더 시간을 더 끌면서 열쇠를 찾아야 해. … 좀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한다
구. … 얘가 발을 더 크게 굴러야 해” (243).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는 어느 때라도 그가
나치에게 발각되어 끌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세 살짜리 아들
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즉, 임박한 죽음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게임을 잘 수행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훈련시킨다. 만일, 그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숨을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을 지체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아들은 문 여는 것을 지체
하여 화가 난 나치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부모는 아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생존게임을 할 수 밖에 없다. 아버지의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아이다 핑크는 긴급하고
끔찍한 상황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 내내, 아버지는 “핏발이 선”눈으로 “우스운
방식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행동을 계속한다 (243). 그가 전쟁 이후로 이 세 번째 아파트에 도망한
후, 그는 계속 눈을 깜빡거린다. 즉, 이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는 언제 자신이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이 생존게임 중에
그의 부모에 대한 소재를 묻는 질문을 받고 망설였을 때, 아버지는 “공포감에 비명을 지른다” (the
man screamed in terror 243).
아이 아버지가 자신의 생사문제에만 신경 쓰고 있는 반면에, 아이 엄마는 아이를 위로해 주려고
애쓴다. 아이가 생존게임을 끝냈을 때, 엄마는 아이를 칭찬한다. “정말 완벽하게 잘 해냈어. 정말 잘
했어” (243). 또한, 아버지가 아이가 아버지가 숨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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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하자, 엄마는 그에게 아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계적으로 아이를 칭찬
할 뿐이다. 엄마의 아이를 위로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이다 핑크는 비록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녀 가족은 아이에게 생존게임을 하도록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엄마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아이에게 게임을 하도록 시키지만, 아이를 위험
에 노출시키는 게임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며, 엄마로서 아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위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들을 보호하지 않는 아버지와는 반대로, 세 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 아들은 자신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게임을 함으로써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스런 아이
러니를 볼 수 있다. 즉,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부성의 부재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
을 맡도록 강요되는 아이를 볼 수 있다. 이 소설 속에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아이는 더 이상 아이
가 아니다. 즉, 다위드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붕괴된 부성애와 부모와 자식간의 역할 전환
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아이다 핑크의 ｢열쇠게임｣은 우리에게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부성을 포기하고, 상존하
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신의 보호자로 만들도록 강요하
는 상황의 복잡성을 제시한다. 3인칭 관점을 통해서, 가족이 처한 위협적이고 임박한 상황의 복잡성
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다 핑크는 우리가 희생자들의 피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동정
심을 느끼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위드의 다위드 시라코위아크의 일기, 아이다 핑크(Ida Fink)의 단
편소설 ｢열쇠게임｣, 이사야 슈피겔(Isaiah Spiegel)의 ｢빵｣에서 부성의 부재와 자식과 부모간의 역할전
환을 볼 수 있다. 다위드의 일기에서 퇴락한 아버지에 대한 다위드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아이다 핑크와 슈피겔의 작품에서는 3인칭 시점을 통해서 아버지가 부성을 저버리고
아이들을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만드는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세 작품 모두 장르를 넘어서
서 독자에게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도덕적인 모호성과 상황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세
장르의 작품은 결코 희생자들의 도덕적 모호성에 대해 희생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희생자
들에게 정상적인 인간성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위협적이고 끔찍한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희생자들이 경험한 상상 불가능한, 말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조금이나
마 볼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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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와 가일스를 중심으로 -

사공 철(경운대)

Ⅰ. 서론
숲속의 사람들(The Woodlanders, 1887)은 하디(Thomas Hardy)의 “세 목가 소설” (Draper 36-49)
중의 한 작품이다.1) 이 작품은 위기에 놓인 당시의 농촌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강조하면서 젠더와
계급의 불안정한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작품의 주요 무대인 리틀 힌톡(Little Hintock)이
라는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 온 가일스 윈터본(Giles Winterborne) 같은 농촌 계층의 몰락이
뚜렷이 부각되면서 남녀관계의 삼각구도나 연인들의 신분의 차는 권력의 관계들로 재현되어 사회적
모순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에 의하면, 이 작품은 목가 양식을 사용하지만 목가 이데올로기로 담을
수 없는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며 전통 목가의 요소 외에 다양한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작품(94-95)
이라 하였다. 조지 윗튼(George Wotton)은 힌톡 공동체의 사회적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을 분
석하고 있다(52-58). 페니 부멜라(Peny Boumelha)는 힌톡 공동체의 유동성은 성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으
며, 불안정한 계급적 위치와 성적 욕망이 공동체의 지배적인 구조를 이룬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문제도 변형을 거듭하며 여주인공 그레이스 멜베리(Grace Melbury)의 불안정한 위치가 이를 반영해
준다(140). 반면에 남자 주인공 가일스 같은 인물은 농촌의 연인이자 철학자로서 목가 형식의 이상적이
고도 성실한 목동의 상을 구현하고 있다(Cecil 54, Drake 254, Millgate 1971 92, Stewart 7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작품 속의 남녀 주인공 가일스와 그레이스는 나름의 독특한 개성적인 성
향을 지닌 인물들로서, 힌톡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19세기 중반 농촌의 힌톡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상호 자아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고립되어 전통 목가에
서 보는 것과 같은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하디는 이들의 삶의 과정을 당대 농촌
공동체의 변화과정, 교육, 계층의 문제들과 연관시켜 이들 남녀 주인공들의 불안정한 자아를 작품
전반에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그레이스는 가일스에 대해 처음에는 애정을 가지고 그의 사회적인 결함들을
감싸 안으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두 남자, 가일스와 에드레드 피츠피어스(Edred Fitzpiers) 사이를 오
가며 최종적인 결단을 강요받으면서 파멸에 이른다. 남자 주인공 가일스는 그레이스와의 생활양식과
신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죽음을 맞는다.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지
적대로, 사회변화에서 초래되는 모든 현상이 개인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진정한 사랑의 성취를
힘들게 하고 비극을 맞게 되는 경우는 하디 소설에서 자주 발견된다(94).
따라서 필자는 인간관계의 공동체성과 개체성 사이의 화합할 수 없는 대립적 측면은 상이한 신분
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결혼과 성의 사회적 문제들에서 비롯되며 이는 등장인물들의 불안전한 자아
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소설적 성과를 전통적인 목가의 관점이
1) 하디의 ‘세 목가 소설’은 푸른 숲 나무 아래(Under the Greenwood Tree, 1872), 속된 무리를 떠나서(Far
from the Madding Crowd, 1874), 그리고 숲속의 사람들(The Woodlanders, 1887)이다. 하디는 숲속의 사람들
을 자신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소설”(Florence 151)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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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남녀주인공의 자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기에서 드러난 그레이스의 ‘자아분열’2)과 가일스
의 ‘자기희생’3)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그레이스의 자아분열
여주인공 그레이스는 두 남자, 가일스와 피츠피어스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 분열하는 가치관을 지
니고 있다. 그녀의 분극화하는 삶의 내면에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그녀
는 건강상태나 기분에 따라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답지 않기도 한”(33)4) 모습을 보인
다. 그녀가 가일스와 피츠피어스 사이에서 분열되는 모습의 배경에는 그녀가 태어나서 자란 힌톡의
농촌 세계와 도시의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익힌 교양과의 괴리에 있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이러한 양자의 상극에 번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는 양방의 세계를 알고 양자 중의 하나를 좇게
된다. 여기에 그녀의 고뇌가 깊다.
이 작품은 우선 그레이스의 아버지 멜베리(Melbury)의 자식 교육에 대한 속물근성이 그레이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는 그 옛날 가일스 아버지의 약혼녀를 빼앗은 일에 대해 몹시 죄스럽게 생각
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자식들이 성장하여 자기 딸 그레이스를 그의 아들 가일스와 결혼시켜 정성
을 다해 보상할 것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을 받은 자신의 외동딸 그레이스를 워낙 “가난
뱅이”(16)인 가일스와 결혼시킨다는 것이 아까워진 것이다. 그는 자신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교육을 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 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 생각하여 “딸에게는 가급적 최고의 교육
을 시켜 이 선물을 힘이 미치는 한 가장 값비싼 것으로 만들려고 결심 했었다.”(17) 그레이스를 차몬
드 부인(Mrs Charmond)과 가까이 지내게 하거나 가문이 좋은 피츠피어스와의 결혼을 강요하기도 한
것은 모두 이런 발상에 근거했다.
“그것은 그레이스와 같은 딸에게 적합한 생활은 아니오. 그 애가 새롭게 익숙해 진 생활의 다음 차례
로는 말이오. 가일스에게 훌륭한 짝이 되도록 그 애를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여행 등을 시킨 것이 실제
로는 그에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게 되어 버리리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소. 너무 유감이오!” (66)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훌륭한 집안으로 시집보낼 거야.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젊은 여자가 아무
리 훌륭해도 혼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널 훌륭한 집안으로 시집보낼 테다.” (73)

멜베리의 마음은 한 때 가일스 쪽으로 기운 적이 있었지만 딸을 교육시킨 후로는 훌륭한 집안으로
시집보내려 한다. 그레이스는 처음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문제”(73)라며 아버지

2) 자아분열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1911년 Blurer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 정신분열
증 보다 병적인 정도는 약하지만, 일이나 대인관계에 무관심하고 말이 없고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흥미가
없는 현상을 ‘자아분열’(schizoidness)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Millon, 2000). 본 논문에서는 “자의식의
과잉으로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필자는 여주인공 그레이스가 가일스와 피츠피어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이를 ‘자아분
열’(Self-Division)로 보고 논하는 것으로 한다.
3) ‘자기희생’은 원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신’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Carol
Giligan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다 버리는 것은 실패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손철우
161)라는 시각에서 영웅적인 ‘자기희생’과 다른 결로 보고 논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자기희
생’(Self-Sacrifice)은 옛 연인 그레이스와 지속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가일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4) Hardy, Thomas. The Woodlanders. London: Wordsworth Classics, 2004. 이하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은 괄호 속에
쪽수만 표기한다. 인용문의 인용은 홑따옴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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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속적인 희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중간이 되어서는 안
되게”(74) 하려는 아버지의 의도에 따라 “결코 그 사람(가일스)을 만나지 않겠다”(75)고 다짐한다. 이
후 그레이스는 가일스를 연인으로 대하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녀의 흥미
를 끌었던 ‘사과나무’에 대한 흥미로운 화제도 이제는 그녀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것
같았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나누었던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과거
의 약속은 지금의 그녀에게는 ‘어린아이의 잠꼬대’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자주 생각납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 당신이 20세가 되고 내가 25세가 되어도,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
“어린아이의 잠꼬대였어요.”
“그래요.”
가일스는 불쑥 반문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두 사람이 다 어렸었다는 거예요.” (36)

그레이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딴 데로 돌리려고만”(37) 하면서 차몬드 부인은 ‘아주 좋은 분’으
로 마음에 든다고 하며 그녀가 사는 저택을 가일스에게 열심히 이야기 한다. 그레이스는 가일스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나치게 길게”(57) 하며 서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대화만 나누고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옛사랑에 대한 감정은 희미하게 남아 있지만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차이에서는 오
는 갈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레이스와 가일스의 신분의 격차에서 오는 대화의 괴리
는 점차로 벌어지게 된다.(56) 그레이스는 고향에 있어서의 과거와 현재가 명확하게 단절되어 별개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마치 이 간격을 메우려는 것처럼 돌연히 나타난 가문이 좋은 한 신사가 피츠피
어스였다. 그는 “이탈리아에 귀화한 미국인”(127)으로 외과 의사였다. 그레이스의 아버지 멜베리는
서로 마음이 맞으면 당연히 결혼도 할 생각이라는 이 신사의 말에 목이메인 소리로 말을 잇는다.
“내 딸인 그레이스는 언젠가는 자기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그 애를 공부시켰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 주겠다’
고요.” (129)

그레이스는 가일스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버리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미묘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반면에 그녀에게 있어서 피츠피어스는 “한 잔의 술처럼 작용하여 그녀를 흥분시켜 그녀의
행동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132) 인물이었다. 멜베리에게는 “자기 딸의 구혼자(피츠피어스)가
조부의 시대에는 명문 중의 명문”(133)이어서, 그레이스는 “피츠피어스와 같은 남성의 아내라는 지위
가 갖은 기쁨”(136-137)과 자기를 데리러 집에 찾아 올 거라는 기대감에 젖어 있었다. 그레이스가 피
츠피어스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그녀의 내면에 도시의 학교생활에서 길러진 교양 있는 지적
인 부부 생활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결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그가 자기의 존재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남자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138) 그레이스가 피츠피어스
와 결혼해서 2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인 사파이어와 오팔 반지
를 손가락에 끼고 호텔의 테라스에서 가일스가 사과를 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그레이스는 가일스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였어. 나에게
는 너무 조잡한 생활이 되었을 거야”(147)라고 하며 의사인 피츠피어스와 결혼하라는 부친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레이스는 이런 자만심에 가득 찬 태도로 가일스에게 말을 건네지만, 이 대화에
서 가일스가 여전히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부득이한 사정이 두 사람의
젊은 날의 꿈을 파괴해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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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본 씨!”
…
“윈터본 씨! 어머나 내 목소리를 잊으셨군요?”
…
“왜 나를 부르는 겁니까?” (147)
…
“당신은 득의에 가득차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위해 뼈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옛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148)

그레이스는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안해하고 때로는 자기를 피하려고까지 한다는 낌새”(167)
를 처음으로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
다”(167)고 생각한다. 게다가 남편이 옛날의 애인인 차몬드 부인을 몰래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
자 피츠피어스와의 결혼이 실패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레이스는 결혼의 실패를 잊기 위
해 다시 자연 그대로의 삶, 힌톡의 ‘꾸밈이 없는 자연’의 삶에 동화되고 싶어 한다. 그레이스는 피츠
피어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가일스에 걸 맞는 ‘옛날 그대로의 본능을 간직한 소박
한 시골아가씨’가 되어 ‘순수한 남성미의 화신과 같은’ 가일스에게로 되돌아가려 한다. 그녀는 자연
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생명이 가일스의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음을 느낀다.
그녀의 마음은 최근의 슬픔에서 큰 나뭇가지가 반동해 되돌아오는 것처럼 퉁겨져 갑자기 모든 감
각이 꾸밈이 없는 자연으로 되돌아온 듯이 들떠있었다. 이 순간에 그녀는 남편의 직업에 맞추어 품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현대적인 학교에서 터득한 형식적인 절차 등을 버렸고 옛날
그대로의 본능을 간직한 소박한 시골아가씨가 되었다.
그녀는 자연은 아낌없이 베푼다고 생각했다. 에드레드 피츠피어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의협심이 풍부한 순수한 남성미의 화신과 같은 다른 남자가 대지에서 솟아 나와 자신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172)

하지만 그레이스는 교육으로 인한 가치관 때문에 다시 가일스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녀는 가
일스가 “마치 몽유병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172) 손을 내밀어 자기의 가슴에 달고
있는 꽃을 다정하게 쓰다듬을 때, 몸을 움츠리며 우리는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며 뒤로 물러선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그레이스의 움츠리며 물러서는 인위적인 행위와 가일스의 손을 내미는 진실한 행위
는 지속적으로 비교되고 대립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레이스는 “인생에서 무엇이 위대하
고 무엇이 하찮은가를 아는 식견이 넓어지게” (182-183) 되었다. 본래 그레이스의 내면에 피츠피어스
와 가일스가 구현하는 가치관이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의 이런 식견의
변모는 진정한 자아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일스의 “정직, 선량, 남자다움, 상냥함, 헌신 등이 그
녀의 눈에는 가식 없는 남자의 순수한 모습으로만 존재할 뿐”(183)이다. 그레이스의 마음이 가일스에
서 피츠피어스로 변할 때에도, 또 피츠피어스에서 가일스로 돌아올 때에도 다시 피츠피어스와 재결
합할 때에도 그녀의 본질적인 마음의 모순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녀는 교육을 통해 한번 몸에 익혀
진 교양은 마치 “사과 씨가 별 모양이 되어 하나 가득”(230) 그녀 마음의 밑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레이스는 아직도 가일스를 연모하고 있었지만 이미 피츠피어스를 선택했다. 가이라 스틸(Gayla R.
Steel)은 그레이스의 분열된 마음을 사과 씨에 비유하여 “갈색 씨는 원터본 위에서 더 크게 ‘뻥하고
터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레이스는 이미 피츠피어스를 선택했다(Steel 79)고 설명한다.
그레이스는 가일스를 “나 자신의, 자신의, 진정한 사랑 ― 소중하고 친절한 친구!”(256)로 부르짖으
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래서는 안 되지 ― 이래서는 안 된다!”(256)라며 분극화 된 마음을 보인다.
그레이스는 죽어가고 있는 가일스를 보는 순간에 마음의 고뇌는 극에 달한다. 그녀는 “그를 씻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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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에게 키스”(264)를 할 정도로 가일스에 대하여 깊은 동정과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녀는 가일
스가 죽자 마티(Marty)와 함께 그의 묘지를 찾아가게 된다. 그 때 피츠피어스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게 되자 그녀는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그녀의 지성은 이 재회에서 한편으로는 가일스에
대한 죄 의식을 가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얻는다. 그레이스는 가일스가 죽은 후 “나
의 마음은 가일스와 함께 무덤 안에 있다”(282)는 것을 피츠피어스에게 말하지만 가일즈에 대한 그녀
의 연민은 순간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고 만다. 그녀는 다시 피츠피어스에게로 돌아간다. 그레이스에
게 있어서 가일스에 대한 애도의 생각은 사라지고 그녀는 피츠피어스가 있는 곳으로 가던 중에 수렵
장의 침입자 방지용의 덫에 걸리게 된다. 그레이스가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 “조금도 부상을 당하지
않은”(295) 것을 알게 된 피츠피어스는 “그레이스,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여자!(296)라고 하며 정
열적인 포옹과 키스를 퍼붓는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이런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레이스
는 “타인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작고 조용한 여관으로 가자”(298)는 피츠피어스의 변덕
스러운 애정 행각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렇게 두 남자 사이의 편력은 그레이스의 내면생활을 본질적
으로는 하등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레이스는 그녀의 한 축의 인물인 가일스의 죽음으로 옛 연인을
잃었고 또 한 축의 인물인 피츠피어스와는 실패한 결혼으로서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보기 어렵다.
두 남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레이스의 분열된 삶은 연인과 사랑과 결혼 모두를 잃게 하였다.
요컨대 참된 자아에 기반을 두지 못한 삶의 세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된다. 진정한 자기의 정
체를 상실한 그레이스의 삶에서 목가의 조화로운 삶이나 사랑의 재생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이안 그레고(Ian Gregor)나 글렌 어바인(Glen Irvine) 같은 비평가들은 “인생의 결말에 당
위성이 없다”(Gregor 172, Irvine 79-90)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레이스의 삶에 대한 불행은 자아의 분
열에서 오는 속물적인 대가로 보아야 한다.

Ⅲ. 가일스의 자기희생
가일스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시종일관 “가식적이지 않고 온화한 태도”(20)를 보이는 인물이지만
“소극적인 성격의 독신자”(60)이다. 그는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사과주를 제조하는 숲속의 노동자로서
힌톡의 숲은 그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삶의 실제 현장이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을의 형제’처
럼 ‘햇볕에 그을어 검붉었고’, 손은 ‘달콤한 사과즙으로 끈적거렸으며’ ‘모자에는 사과 씨가 흩뿌려’
있었다. 가일스의 이러한 풍모는 자연의 왕성한 생명력과 융합하고 이는 숲속의 사람들에게는 지극
히 당연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레이스의 눈에 비친 가일스의 모습은 “풍모나 내음이 마치
가을의 형제인 것처럼 느껴졌다.”(171)
가일스는 신분상으로는 그레이스보다 하위에 있다(Conner 47). 이러한 가일스의 열등의식은 “크리
스마스 밤의 연회”(58)와 같은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 연회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는 그레이스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가 자기의 살림살이를 측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을 멸시한다고 느낄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다(61). 연회가 두 사람사이를 가까이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일스는 여러 ‘어색한 실수’(blunderings)를 범하게 되어 자신의 부주의와 무능력을 드러내 보일뿐이
다. 가구 닦는 ‘기름’(oil)이 그레이스의 옷에 묻는(62) 장면이라든지, 그녀의 음식 접시에 몸에 해로운
‘민달팽이’(slug)가 들어있는(67) 장면 등의 서투른 연회가 연출 된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연회 때문
에 가일스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다 끝장”(67)이라고 생각한다. 가일스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그레이스의 말을 듣고 자책의 한숨 섞인 말을 하면서 앞으로의 운명이 자기에게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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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딘가 다른 집에서 즐겁게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엄청난 교육은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독신자가 연회 같은 것을 열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연다고 해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야지요.” (67)

가일스가 열등의식을 느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가일스가 존 사우스(John South)를 괴롭히는 오
래된 느릅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장면이다. 그레이스가 집을 나와 저녁 산책을 잠깐 하는 중에는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멜베리, 나, 여기 있어요.’라며 말을 건넸지만 그레이스는 “대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79)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가일스는 느릅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세계와의 일체의 교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79) 되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포기하듯 자신을 내려놓는 가일스의 체념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가일스의 신분의 열등감과 현실에
대한 체념은 기묘하게 융합되어 그레이스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만큼 나약하게 만든다. 하디
는 이러한 나약함에 대해 한 노인의 입을 빌어 “생각의 오류”(189)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가일스는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
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열등의식으로 가일스는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소극적인 존재가 된다. 이는
내 딸을 원한다면 자네의 사람의 될 수 있다는 그레이스 아버지 멜베리의 말에도 가일스는 심하게
‘자신을 억제하고’ 살아가려는 데에서 확인된다. 그레이스를 바라만 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감
추는’ 가일스의 ‘소극적인’ 행위와 ‘융통성이 없는’ 성격은 사실상 자신을 볼모로 하는 자기희생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가슨(Marjorie Garson)은 “가일스는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어떤 수동성
에 의해서 다른 등장인물과 구별된다(82)는 것이다. 힐리스 밀러(Hillis Miller)는 가일스의 이러한 수
동성은 거의 자살적인 행위라고까지 설명한다(209). 프랭크 지오다노(Frank R. Giordano)는 하디 소설
의 죽음의 소원에 대한 연구에서 가일스의 죽음은 그레이스를 향한 사랑의 무의식적인 증오(157)에
기인한 것으로써 그의 죽음을 사실상의 자살로 보고 있다. 가일스는 피츠피어스가 펠리스 차몬드를
만나기 위해 떠나고 난 후 그레이스가 “아주 묘한 입장에 놓여”(231)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그녀에 대한 그의 반응은 마치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이 놀라움을 드러낸다. 가일스는 그레이스가
아가씨가 아니라 피츠피어스의 부인이 되어 ‘훨씬 더 성숙해 있었던’ 모습에 대해 새로움을 느끼며
‘대체적으로 흡족해’ 한다. (232)
가일스는 사회적인 현실로 인해 계속 움츠러들긴 하지만 그가 병이 날 때까지 그레이스에 대한
열망은 지우지 못한다. 여전히 가일스의 마음속에는 잠재적인 성적인 욕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레이스에 대한 성적인 욕망은 가일스가 그레이스에게 ‘식사가 좀 만족스럽지 않았지요?’라고
말을 건네며 호텔로 데리고 가려할 때 다시 상기된다. (236)
가일스는 그레이스가 어쩔 수 없이 피츠피어스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레이스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일스는 그레이스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상, 가일스는 오랫동안 사랑해 온 여자를 생애에 단 한 번의 포옹과
격렬한 키스를 한다. 이를 두고 휴턴(R. H. Hutton)은 가일스의 “남성다움, 그리고 사심 없는 순수
함”(Cox 143)이라고 말한다. 또한 에드먼드 고스(Edmond Gosse)는 가일스를 과시적이지 않고, 참을성
있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물로 논평했다(Cox 152). 피츠피어스의 간통행위처럼 가일스의 이러
한 행위에 대해 그리 심각한 잘못은 없어 보이지만, 그는 그레이스와 ‘만족스럽지 못하게 끝나버린
만남’과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237)
가일스는 그레이스의 “현재의 결혼이 사실상 소멸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또 다시 결혼할
수”(238) 있기를 바랐지만, 피츠피어스와의 “결혼이 어떻게 해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255)
나서 영원히 그레이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는 그레이스에 대한 가일스의 ‘종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슨은 이러한 것을 “가일스의 포기한 극기주의”(82)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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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그녀를 단념한다는 것 ― 그것은 결국 그에게 있어서 종말이었다. 이제는 서로 어울려야
할 필요도 없었고 사소한 일로 다툴 여지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커튼이 내려진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었다. (240)

가일스의 그레이스에 대한 사랑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그레이스에 대해 주도적인 신분상의 입
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의 비천한 신분으로 인한 열등의식과 그의 소극적인 성품으로 인한 열정의
나약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의 남성다움을 그만큼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아담스(Adams)는
19세기에 나타난 남성의 특질의 하나로서 남성의 “여성적인 자기부인은 외부적인 권위에 대한 순간
적인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적인 의지에 대한 굴복이다.”(9)라고 지적하면서 ‘도덕적인 양성성’(moral
androgyny)을 지닌 그리스도(Adams 8)와 같은 인물로 비유한다. 가일스는 충분히 그레이스와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취되지 못한 의도”(Unfulfilled Intention)는 숲속에
사는 주인공들의 편향되고 좌절된 계획과 열망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Fayen 90). 하디의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러한 의도는 “‘자연주의적인’(naturalistic) 이미저리를 통해 죽음으로 구현되고 있
다”(Casgrande 114).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력하게 언급되는 죽음의 상징은 존 사우스가 누워서 죽어가
고 있을 때 그에게 “귀신처럼 붙어 다니는 나무”(86)이다. 가슨은 가일스가 이러한 나무를 다루는 것
을 언급하면서 “가일스는 나무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의 주인이다.”(91)라고 주장한다. 가일스
가 피츠피어스의 말에 따라 나무를 자를 때 나무가 없어진 것은 사우스의 죽음을 의미한다(87). 이에
대해 조 피셔(Joe Fisher)는 “존 사우스의 나무가 가일스의 오두막집의 임차권을 결정하는 삶의 몰락
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나무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마지막이기 때문이다”(142)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일스가 죽어가게 되는 것은 그레이스의 “이기적”(259)인 마음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디는 여성들의 정결함을 우상숭배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린 가부장적인 체계를 지닌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제시한다. 가슨은 가일즈의 죽음에 대해 “순교”(martyrdom)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가일즈의 순교는 여성의 불가침권을 과대평가한 성적인 규범의 비인간성에 의해 여
성에 대한 안으로의 잠금이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잠금에 처한 상황이다”(Millgate 89)라고 주장한다.
가일즈가 그의 오두막을 그레이스를 위해 양보하고 죽음에 처했을 때 “아프로디테(사랑의 여신)보
다도 아르미테스(순결의 여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의 그에 대한 깊은 애정에 존경심이 더
해졌다.”(260) 가일스는 이렇게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시켰다(264). 가일스의 죽음에 대해 데버루(Joanna Devereux)는, 한 때 멜베리의 많
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예정이었던 가일스는 엄청난 죽음의 저택만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이다(80)
라고 언급했다. 한 여인을 향한 열망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자기부정은 공동체의 변화하는 당대의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즉 당대의 “남성다움은 … 자기절제와 양심에 대한 순종 특히 미덕의 억
제와 관련이 있다(Alderson 15).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른 모든 현상이 개인의 관계들에까지 영향을
미쳐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의 성취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원인이 가일스의 자기희생을 초래하였다
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에 따라 두 남녀 주인공의 파멸은 외적인 힌톡 공동체에 변화보다는 궁극
적으로 내적인 자아형성의 불안정에 있다고 보았다. 그레이스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양과
본능의 싸움과 두 남자 사이에서의 편력은 그녀의 내면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본질적으로는 가져다주
지는 못한다. 그레이스는 가일스의 죽음으로 인하여 원래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피츠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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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덕스러운 로맨티시즘으로 인하여 마침내는 그녀의 사랑에 대하여 배반당할 것은 명확하다. 결
국 그레이스는 자아의 분열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며 참된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사랑을 영원히
상실하였다. 또한 가일스는 동요하는 그레이스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는 냉담하지 않았지만 그의 소
극적인 삶은 완성된 삶과 사랑의 결실을 거두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는 소극적
인 태도와 열등의식 때문에 오히려 삶의 나약함마저 느끼게 한다. “자연”에서 살고 “자연”을 체험하
는 가일스는 “인위적”인 세계를 무너뜨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직 미덕에만 진력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까지 제3의 인물인 마티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작품 세계의 밖에 있고 거기
에서 그레이스의 동요하는 마음의 몰락과 가일스의 원인이 있는 죽음으로 두 남녀 주인공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목격한다. 작품 세계는 가일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녀의 독백으
로 끝이 난다. 그녀의 “당신은 나의 것, 나만의 것. 그런데 당신은 그녀를 위해 죽었는데 그녀는 당신
을 잊어버렸어요.”(304)라는 마지막 독백은 그레이스와 가일스의 인생 미완에 대한 깊은 고뇌의 일언
(一言)으로 읽힌다. 숲속에 사는 남녀 주인공 그레이스와 가일스는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
다. 아무리 무성한 “숲속의 사람들”일지라도 생각이 통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행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나무는 없었다. 이 작품에 나타난 그레이스와 가일스의 삶과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를 통해서
인간은 자아분열과 자기희생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 없는 보편적인 자아성찰과 더불어 서로 소통하며
주변의 자연환경과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평범한 삶의 진리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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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푸코를 통해 읽은 얼간이 윌슨 속 패싱과 생명 정치

김 대 중(강원대)

I. 얼간이 윌슨 속 비극적 세계관
마크 트웨인의 후기작 얼간이 윌슨은 트웨인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비관주의를 잘 드러낸 작
품이며 많은 비평가들이 이 비관주의와 비극의 의미를 작품 속 인종주의와 그 결과물인 잡혼
(miscegenation)과 패싱(passing)을 통해 파악해 왔다. 브로드윈(Stanley Brodwin)은 “얼간이 윌슨은
고전적으로 ‘비극’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소설 형식으로 현실에 대한 트웨인의 가장 결정론적인 관점
의 최상점을 보여준다”라고 평한다(312). 레슬리 피들러(Leslie Fiedler)는 플롯상의 문제에도 불구하
고 “마크 트웨인이 알았던 것 보다 그리고 그의 비평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책”이
라고 평한다(249). 피들러는 이 작품에서 유일한 유토피아는 “죽음” 밖에 없다는(250) 점에서 마크
트웨인의 멜랑꼴리가 담긴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이 멜랑꼴리가 잡혼으로 인한 “패싱”을 통해 재현된
다고 해석한다(254). 버나드 드 보토(Bernad de Voto)도 마크 트웨인의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이 작품
이 “미국문학에서 완전히 타부시 되어온 주제인 잡혼”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한다(247). 콕스(James
M. Cox) 역시 얼간이 윌슨이 작품 속 유아 바꿔치기로 백인으로 살게 된 톰(Tom)이라는 인물이
벌이는 “패싱”을 통해 미국 사회의 인종역사를 보여준다고 해석한다(279). 인종독재체제에 의해 흑인
여성들이 성노예로 대상화되면서 생겨난 잡혼과 이에 따른 혼혈아들의 패싱은 인종문제의 중심이면
서도 그 기반을 흔드는 담론이고 현상들이다.
얼간이 윌슨은 잡혼과 인종주의의 비극적 현실을 담으면서도 일종의 소극(farce)의 형식을 취한
다. 죠지 스팽글러(George M. Spangler)는 지금까지 얼간이 윌슨에 대한 비평 경향들이 주로 인종문
제를 강조하거나 “개인에 대한 훈육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더불어 노예제를 단순히 하나의
은유로 보는 환경 결정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요 경향이었다고 말한다. 아서 페팃(Arthur G. Pettit)
는 “The Black and White Curse: Puddln’head Wilson and Miscegention”에서 작품 속 잡혼에 대해 집중
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문헌학 조사를 통해 트웨인이 당초에 혼혈로서 32분의 1의 흑인피를 지닌
남자의 패싱과 그에 따른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 했다고 주장한다(323). 페팃은 작품에서 악의
화신으로 나오는 톰(Tom) 조차 비극적 말로를 통해 “더 나쁜 죄인은 [톰이라는] 혼혈 복수자가 아니
라 백인 중심의 남부”라고 본다(327). 이에 따라 페팃은 “모든 남부인들은 순수하거나 죄를 저질렀던
지 간에 노예제와 흑인여성의 성적 착취의 죄악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작품을 통해 논한다(328).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종문제에 대한 트웨인의 관점은 양가적이다. 마크 트웨인은 흑인이 백인으
로 인종뒤바꾸기를 하는 패싱을 다루면서 환경의 인간에 대한 영향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취한다. 트웨인은 인종간의 패싱을 인종문제의 궁극적 은유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소극의 웃
음거리로도 활용된다. 겉으로 보기에 트웨인은 선과 악을 백과 흑의 이분법에 따라 나누어 백인을
선으로 흑인을 악으로 구분 짓는다. 그러나 패싱등을 통해 드러내는 인종문제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관점은 보다 복잡하다. 얼간이 윌슨 속 패싱을 흑백의 구분에 작동하는 인종담론에 대한 마크 트웨
인의 풍자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크 트웨인 스스로가 인종담론을 도덕적 담론으로
환원시킨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흑인의 피를 지닌 작품 속 톰이 아무리 백인의 교육을 받아도 결국
삼보(Sambo, 무분별한 성격과 생활을 하는 흑인 남성을 일컫는 용어)로 묘사되는 것은 이러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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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인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이 무의식적으로 함유한 인종주의적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체
권력의 틀에서 싸워나가기 위해 백인의 피부를 지닌 흑인들은 자신의 인종을 계속 패싱하고 살아남
았어야 했다. 물론 그 투쟁이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패싱은 어쩌면 완고한 생체권력 속에서
의 생존방식이었다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미셀 푸코의 ‘생체 권력’등의 개념을 통해 얼간이 윌슨
속 패싱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려 한다.

II. 패싱과 생명정치
생체권력(biopower)과 생체정치(bio-politics)라는 개념들은 미셀 푸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푸코의
생체 권력에 대한 담론은 그의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의 인종과 생체정치에 대한 분석은 그의 1975년에서 1976년까지지 행했던 강연집인 사회는 반드
시 지켜져야 한다(Society Must Be Defended)에서 세밀하게 다루어진다. 이 책에서 푸코는 인종의
문제를 유럽 중세로까지 끌고 가서 사회 속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투쟁의 중심에 인종담론이 있었음
을 논증하고 어떻게 이러한 인종적 투쟁(racial struggle)이 사회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국가적 인종주
의(state racism)로 변질되는지를 계보학적으로 보여준다. 푸코에 따르면 초기의 인종적 투쟁과 다르
게 근대의 국가주도 인종주의는 내부의 단결을 위해 외부의 적을 상정해야 했고, 이러한 가운데 민족
담론은 인종담론과 공조를 맺으면서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적 대결을 불렀다고 본다. 푸코는 바로 이
러한 국가적 인종주의에서 생체권력이 나왔다고 본다. 이전의 국가의 주권(sovereignty)이 국민의 생
사를 결정하는 권한에서 나왔다면 생체권력 속에서의 인종담론은 민족-국가 내부의 하나의 단일민
족, 단일 인종으로 구성된 인구(population)의 생명을 어떻게 외부의 타인종, 타민족인 적과의 전쟁
속에서 지켜낼지가 근간을 이루는 생명(life)중심의 생명정치로 바뀌었다고 본다. 즉 근대 이전의 주
권이 가진 죽음의 권력(power of death)은 근대 이후에 생명의 권력(power of life)로 바뀌었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체권력 속의 인종담론은 생명,건강,순수한 인종 등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움
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권력에서 나온 생체정치는 인종적 타자들(가령 나치의 유대인이나 미국의 흑
인들)을 인종적, 민족적 건강과 이상실현(가령 나찌의 경우에는 순수한 유전자를 지닌 아리안민족)을
해치는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주도형 인종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나치즘은 인종적 순수함과 민족순
혈주의의 결합에서 발생하였다. 생체권력과 생체정치가 교묘한 이유는 이 담론들이 탄압과 생사여탈
권과 같은 부정적 이념이 아니라 ‘생명’과 ‘순수함’과 같은 긍정적 ‘생명에 대한 지식(knowledge)’으
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푸코의 이러한 분석은 토마스 렘케(Thomas Lemke)가 생체권력: 상급
개론서(Bi-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에서 논하듯 생체정치에 대한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권의 개념에 등장하기 시작한 생명에 대한 지식과 과학(특히 생물학과 분류
학)이 성과 인종과 같은 인간 몸과 생명에 대한 통제와 규율의 수단이 되어간 과정에 대한 그의 혜안
은 현대 인종학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경영 중심에 인종담론의 시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과학적 정책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근대이후에 대대적으로 일어난 인종청소나 인종
말살정책이 어떠한 담론으로 구성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생체정치의 관점에서 패싱은 인종담론 속 생체권력의 작동과 국가 인종주의에 대한 모호한 담론
의 세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은유로 작동한다. 인종혼혈은 세 가지 역사적 사건들의 교집합으로 일어
난다. 우선 식민주의와 서구제국주의가 있다. 근대 이후의 대부분의 인종혼혈은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 강대국들의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대한 정복과 토착민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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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에서 토착 여성들을 성노예화하는 잡혼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 또는 아프리카를 통해 노예로
데려온 흑인들에 대한 성착취로 백인과의 잡혼이나 토착인들과의 잡혼들로 혼혈들이 나타나게 되었
다. 잡혼은 사회 계급의 유지를 위해 이용된다. 잡혼으로 생긴 혼혈인들은 흑인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백인 옆에서 하인으로 중간관리자로 일을 한다.
잡혼과 패싱은 이러한 인종독재의 역사에서 비롯되며 혼혈과 패싱은 생체정치의 측면에서 혼종성
과 양가성을 지닌다. 생체 정치의 근본이 권력의 인간의 신체의 담론화와 그 담론을 통한 이데올로기
적 통제라고 할 때 인간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통제의 대상인지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우선 패싱은
인종의 생체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피부색의 담론을 해체한다. 피부색은 한 사람의 인
종을 결정하는 인지적이고 상징적이며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다. 검은색은 흑인의 상징이 된다. 그
러나 인종정치에서 검은색은 피부색으로 그치지 않으며 혼혈들이 패싱을 통해 그들의 하얀 피부색으
로 백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피부색을 통한 담론을 해체한다. 이러한 패싱에 대한 대응
으로 인종담론은 외면의 검은색을 내면화한다. 검은피부는 ‘검은피’와 ‘검은영혼’이라는 언어를 통해
피부 속으로 숨고 내면화된다. 인종성은 피의 담론으로 변환된다. 피의 담론은 양가적이다. 피의 색
깔로는 분명 인종을 구별할 수 없지만 흑인성이 핏속에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흑인 유전의 상징을
‘피’로 치환한다. 피의 정치학은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기원’의 담론과 맞물려 생명의
계급화를 이룬다. 흑인피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의 ‘기원’의 혼탁화와 혼종화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의 계급을 추락시킨다. ‘피’와 ‘기원’의 담론은 가족 체계를 기반으로 한 민족과 국가
체계의 근원이 된다. 순수혈통의 담론은 백인의 순수한 기원에 대한 집착으로 이끌어지고 타 인종이
나 혼혈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단 한 방울의 흑인피를 지녔다고 해도 흑인으로 인정
되는 ‘한 방울의 피 법칙’(One-drop rule)과 같은 담론이 구성된다. 피의 생체정치는 국가 인종주의의
근간이 된다. 가계도 속 누구라도 흑인피를 지녔다는 것은 국가나 민족의 순수함을 저해하는 기원을
지닌 인간임을 증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담론은 혼혈의 색출와 불관용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무수한 흑인들이 패싱을 하지만 그들의 패싱이 알려지는 순간 그 인물의 사회적
위상은 추락했다.
인종담론 속 피의 논리는 나중에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나 우생학과 연결이 된다. 피
의 논리가 피라는 상징을 기반으로 한 신체의 인종성을 결정하는 담론이라면 우생학은 사회적 다윈
주의의 영향 속에 흑인성의 이중성을 만들어낸다. 우생학은 흑인의 몸, 특히 흑인 남성의 몸을 순종
적이지만 사기를 잘 치고 유약한 흑인의 전형인 삼보와 성욕에 강하고 백인 여성을 위협하는 동물적
인 흑인의 몸이라는 양가적 담론을 만든다. 또한 우생학 관점에서 흑인 유전자는 우성이거나 열성으
로 기능하며 백인의 순수함을 위협하는 유전자로 인식된다. 우생학의 관점에서 볼 때 흑인 유전자가
백인의 유전자와 섞이면서 혼혈이 더 나아진다는 입장과 흑인성이 더욱 강한 우성으로 기능하면서
더 동물적이거나 더 유약하고 악한 흑인으로 더 나빠졌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피와 기원과 우
생학을 통한 흑인 신체의 담론화는 혼혈의 패싱에 양가성을 부여한다. 흑인의 백인으로의 패싱은 한
편으로 백인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 주류사회에서 패싱이 들킬 경우
발생할 혼란과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생학은 사회적 다윈주의와 충돌한다. 유전
자의 우성과 열성으로 판단하는 우생학과 반대로 사회적 다윈주의은 원래 인간 존재를 환경의 영향
을 받는 존재로 규정한다. 19세기와 20세기 자연주의 문학 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된 사회적 다윈주의
는 인간이 자연이나 사회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성격을 바꾸게 된다고 주장한다.
푸코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다윈주의와 우생학 속 담론들은 특정 인종의 신체에 대한 권력의
통제 수단이다. 이 담론은 계층을 지역화하고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욕망을 담론에 맞춰 추동하고
제어한다. 할렘을 동물적 욕구와 폭력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보고 이 곳에 사는 흑인들의 본성이 이

- 39 -

2018년 봄 공동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영문학 분과 1

지역에 의해 구성된다는 환경결정론적 담론은 국가 담론의 권력 작용으로 비롯된다. 반대로 흑인의
유전자를 위험하거나 유약한 우성 혹은 열성 유전자로 규정하는 우생학의 논의는 흑인들의 유전자가
할렘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게 할 필요성을 퍼트린다. 결국 국가와 과학 주도로 퍼트려진
환경결정론이나 사회적 다윈주의는 흑인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킴으로써 이 공간들에 대
한 통제를 강화하고 흑인들의 전복적 의지를 굴복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생체정치는 이러한 담
론화의 공간이며 흑인의 패싱은 양가성과 혼종성을 통해 전복이라는 겉면과 달리 주류 담론의 헤게
모니화를 공고하게 하기도 한다. 패싱하는 흑인이 백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흑인이
환경으로 변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흑인이 죄를 저질게 되면 그것은 그의 흑인성 때문이라
고 보는 것이 생체정치의 양가성에서 비롯된다. 지젝이 지적하듯 이념의 심급은 늘 믿음 아래에 ‘믿
음 이전의 믿음’을 두게 마련이다. 흑인 주체의 몸은 패싱을 한다고 해도 환경과 유전자 혹은 피의
생체 정치에 따라 형성되는 선한 백인성과 악한 흑인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마크
트웨인의 얼간이 윌슨은 이러한 양가성과 국가장치로서의 인종담론이나 과학담론의 작동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III. 얼간이 윌슨 속 인종담론과 생명정치
얼간이 윌슨은 풍자와 위트가 넘치는 작품이면서 트웨인의 세상에 대한 멜랑꼴리가 가득 담겨
진 소설이기도 하다. 작품의 매 장의 앞에 나오는 위트 넘치는 격언들이 트웨인의 세상에 대한 비관
적 시선을 잘 보여준다. 한 예로 작품에 나오는 한 경구에서 화자는 “All say, ‘How hard it is that
we have to die—a strange complaint to come from the mouth of people who have had to live”라고 밝힌다
(55). 죽음보다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화자의 어둡지만 위트 넘치는 인생관은 세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의 근원에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원이 갖는 모순과
인종문제가 있다. 격언들 중 하나에서 화자는 “It was wonderful to find America, but it would have
been more wonderful to miss it”이라고 한다(143). 트웨인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풍자의
대상이 된다. 미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세상을 보지만 그들이 저지르는 인종주의의 모순
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트웨인은 이러한 모순이 집약된 청맹과니의 세상을 도슨스 랜딩(Dawson’s
Landing)이라는 작은 마을을 통해 보여준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도슨스 랜딩은 “slaveholding town,
with a rich, slave-worked grain and pork country back of I. The town was sleepy and comfortable and
contented. It was fifty years old, and was growing slowly—very slowly, in fact, but still it is growing”이라
고 묘사된다(6). 한편으로 도슨스 랜딩은 “팽창하고 성숙해 가는 문명”(expanding and ripening
civilization)의 공간이다(Leavis 26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작품의 처음에 나오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시골마을은 사실 끔찍한 인격살인이 일어나는 남북전쟁 이전의 노예제로 유지되던 공간이며 “남부
내륙의 어둠으로 가는 길목”(passageway into the darkness of the deep South)이기도 하다(Fiedler 252).
도슨스 랜딩에서 순수한 백인 혈통을 자랑하며 살아온 신사이자 자유사상가인 요크 레체스터 드
리스콜(York Lecester Driscoll)판사와 그의 누이인 레이첼 프렛(Rachel Pratt)은 아직 자손이 없다. 판사
의 동생인 퍼시 드리스콜(Percy Driscoll)은 몇 명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잃지만 1830년에 두 명의 아이
들이 그의 집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 두 아이들 중 한명은 드레스콜판사의 부인이 낳았고 다른 한
명은 노예인 20살의 록산나(Roxana)가 낳았다. 퍼시의 아내는 죽게 되고 록산나는 이 두 아이를 모두
키우게 된다. 록시(Roxy)로 불리는 록산나는 백인으로 패싱할 정도로 흰 피부를 지니고 있다(12). 록
시는 흑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보기에는 백인으로 보이는 모순을 지닌” 혼혈여성(mulatta)이다(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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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포터에 의하면 록시는 흑인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욕이 넘치고 백인 남성을 유혹하는
제제벨(Jezebel)과 한없이 베풀고 온화한 성격의 모성애를 지닌 메미(Mammy)라는 두가지 모순된 흑
인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지니고 있다(399). 록시가 키우는 백인 아이의 이름은 토마스 베켓
드리스콜(Thomas a Becket Driscoll)이고 흑인 아이의 이름은 벨렛 드 챔버(Valet de Chambre)이다. 흑
인 아이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성도 없었다(13).
얼간이 윌슨의 중심에는 백인으로 착각될 만큼 피부색이 흰 혼혈노예(Mulatto)인 록시(Roxy)의
우발적인 ‘아이 바꾸기’(Changeling)가 있다. 이 아이 바꾸기를 통해 원래 록시의 아들이자 흑인피를
지닌 톰(Tom)은 백인으로 살게 되고, 원래 백인 아이로 태어났던 체임버즈(Chambers)는 흑인으로 패
싱하여 살아가게 된다. 드리스콜의 저택에서 절도가 연이어 일어나자 드리스콜씨는 절도한 흑인 하
인을 팔아버리겠다고 말한다. 사실 록시를 제외한 모든 하인들이 절도를 했지만 록시는 자신이 그럴
뻔했다가 종교의 힘으로 절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결국 절도자로 찍히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퍼시 드레스콜은 절도한 흑인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를 “강 하류로”(Down the river)팔아
버릴 것이라고 위협한다(16). ‘남부의 오지’(Deep South)에서 “죽음과 노예제는 거의 차이가 없
기”(Porter 401) 때문에 강 하류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흑인들에게 “condemning them to hell”과 유사하
다(Twain 16). 노예제 속에서 흑인의 생명은 주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흑인의 생명은 단
지 백인 주인의 판단에 달려 있을 뿐이다. 미시시피강을 따라 하류로 판다는 것은 남부의 혹독한 노
예제로 보내버린다는 것이며 인간이 아닌 동물로 취급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포터는 여기서 생체정
치 차원의 이상한 논리를 발견한다. 포터는 남부의 오지로 팔려나가는 것이 만일 실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한다면 “팔려나갈 수 있는”(alienable)한 신체의 상태는 오히려 죽음보다 나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남부 오지로 가는 것 보다 도슨스 랜딩에서 노예상태로 남는 것이 오히려 나은
상태가 된다.
죽음 같은 남부의 노예보다 도슨스 랜딩의 노예가 되기 위해 흑인 하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하게
되고 퍼시 드레스콜은 이들을 남부가 아닌 그들이 살고 있는 미쥬리주에서 팔기로 한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된 록시는 노예제에 대한 공포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며 “Dey sha’n’t, oh, dey sha’n’t!
yo’ po’ mammy will kill you furst!”라고 말한다(17). 록시에게 남부로 팔려간다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
만 못한 일이며 자신의 아이가 팔려나가느니 먼저 죽이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록시는 처음에 아이와
함께 죽을 생각을 하지만 두 아기를 뒤바꾸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며 록시
는 “’Taint no sin—white folks has done it! It ain’t no sin, glory to goodness it ain’t no sin!”이라고 소리친
다(19). 록시는 유아살해란 끔찍한 노예제로 인한 모성의 파괴임을 보여준다. 백인들의 흑인 여성의
성노예화는 유아살해보다 더 나쁜 범죄이다.
록시의 선택은 그녀의 혼혈로서의 삶과 연결된다. 록시는 백인의 피부색을 지녔으면서도 흑인 혈
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예로 살아간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록시는 다른 백인들처럼 하얗지
만 그녀의 16분의 일은 나머지 16분의 15를 압도할 만큼 검어서 그녀를 검둥이로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든 팔릴 수 있는 노예이다. 그녀의 아이는 32분의 31이 백인이지만 32분의 1이 흑인이기 때문에
법과 관습에 의해 검둥이 노예가 되어야 한다"(13)이라고 밝힌다. 단 한방울의 흑인피만 가져도 흑인
이라는 이러한 ‘한방울의 피 법칙’은 노예제가 얼마나 생체정치의 지배를 받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인종 담론 속 생체정치는 단순히 피부색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붉은 피를 검은피로
치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확립된다. 즉 피부색이 하얗다고 인종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록시
는 너무나 잘 알기에 그의 아이를 백인아이로 패싱시킨 것이다. 이 패싱 속에는 흑백문제의 아이러니
가 숨겨져 있다. 흑백을 나누는 피부색이 중심이라면 외모가 백인이라면 백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한
다. 그러나 ‘한방울의 피’라는 구분은 외모가 아닌 세포단위의 차이로까지 흑백을 나눈다. 물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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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생학적 사유는 근거가 없다. 흑인과 백인의 피가 서로 다를 수는 없으며 유전적 차이도 유의미
하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유에서 ‘피’는 인간의 본질이나 영적 의미를 획득해 왔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성체 의식은 ‘피’를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게 한다. ‘피’의 초월적 의미는
사실상 육적 ‘피’를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역설 속에 놓이고 생명 정치는 이러한 역설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록시의 16분의 1의 흑인피와 아들의 32분의 1의 흑인피는 그녀의 인종 뿐 아니라 계급과 계층과
문화적 자질 역시 결정하며 육체와 영적인 부분도 지배한다. 록시는 이에 대해 “Ain’t nigger enough
in him to show in his finger-nails, en dat takes mighty little—yit dey’s enough to paint his soul”이라고
말한다(89). 손톱만큼 작은 흑인 피는 록시의 아들인 톰의 영혼을 비도덕적인 흑인으로 만들었다고
록시는 생각한다. 윌슨 역시 ‘한방울의 피’의 논리를 믿는다. 지문을 더 이상 찍지 않겠다는 록시를
보며 윌슨은 “the drop of black blood in her is superstitious”라고 생각한다(29). 피의 논리는 환경 결정
론과 모순관계를 이룬다. 브로드윈은 작품 속 인물들이 “내면과 외면 동시에 있는 힘들의 희생자”가
된다고 본다(313). 톰이 악한 것은 그의 흑인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는 사회의 인종주의에 의
한 악의 영향도 크다. 트웨인의 패싱에 대한 묘사는 이 모순에 어떠한 해답도 내리지 않고 모순 자체
를 보여준다. 트웨인은 비록 흑인들이 인종간의 전쟁 속에서 흑인 노예들이 조금씩 좀도둑질 하고
닭서리까지 하는 모습을 희화해 보여준다. 트웨인은 이런 흑인들의 모습에 “unfair show in the battle
of life, and they held it no sin to take military advantage of the enemy”이라고 변호하면서도 흑인은
양심과 죄의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편견에 일조한다(15-6). 피들러 역시 그의 이러한 행태가 백인
문학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본다. 그는 작품에서 백과 흑이 빛과 어둠의 상징으로 나
타날 뿐 아니라 “검은색은 내면적 악의 외면적 기호”로 나타난다고 본다(255). 마크 트웨인은 ‘한 방
울의 피’라는 논리를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생명 정치의 역설에 빠져 있
다. 그는 락시와 그녀의 아들이 보여주는 악한 행동이 그들이 가진 흑인 피 때문이라는 결정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트웨인의 모호한 ‘피’와 인종에 대한 담론은 뒤 바뀐 아이들의 성향에 대한 묘사에서도 보인다.
노예에서 주인이 된 록시의 아들 톰은 태어나서부터 성질이 고약한 아이로 묘사된다(23). 톰은 소유
욕이 강하고 폭력적이다. 톰이 “’fractious,‘ as Roxy called it, and overbearing; Chambers was meek and
docile”하다(24). 인종 이데올로기의 작동은 주인과 노예의 분리를 이데올로기를 통해 각 주체 안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톰과 챔버스의 성격들은 인종담론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에게 기
대되는 성향을 내면화 한다. 그러나 본래 톰이 흑인이고 챔버스가 백인이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전이가 일어난다. 인종체계의 본질상 흑인인 톰은 사회 계층 구조를 통해 본질상 백인인 챔버스를
노예로 취급하고 학대한다. 트웨인의 이 패싱의 설정은 흑인과 백인의 계층이 전도되기 쉬운 이데올
로기에 불과함을 잘 보여준다. 챔버스는 백인임에도 흑인피를 지닌 백인피부색의 흑인으로 인정된
다. 챔버스는 톰의 충실한 부하이자 보디가드가 된다. 체격이 좋은 챔버스는 톰이 시키는대로 대신
싸우기도 하고 톰과의 게임에서 늘 지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보여주듯 톰과 챔버스의 이러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역
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톰이 지시이외에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아이가 되어가는 반면 챔버스
는 다양한 경험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을 더 가지게 된다. 가령 톰은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구하려 온 사람을 놀리는 장난을 친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챔버스는 충실한 하인으로 톰을 구하러 오고 이를 본 다른 아이들은 톰을 놀리며 챔버스를 톰의 “흑
인 아빠”(niggerpappy)라고 부르며 “signify that he had had a second birth into this life, and that
Chambers was the author of his new being”(27)이라고 본다. 이에 화가 난 톰은 챔버스에게 이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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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려달라고 하지만 챔버스는 상대가 너무 많다며 거절하고 톰은 칼로 챔버스를 몇차례 찌른다
(27). 이 장면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챔버스가 톰의 아버지로 보인다는 아이러니이다. 원래 백인
아버지의 사생아인 톰이 지금은 백인으로 패싱을 한다는 점에서 실제 백인인 챔버스가 ‘흑인 아빠’로
불린다는 것은 톰의 부계의 인종적 진실을 농담을 통해 모순적으로 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챔버스가 흑인 아빠가 된다는 것은 ‘흑인/백인,’ ‘아버지/아들’의 인종과 기원이 완전히 뒤
바꾼다는 점에서 이중적 아이러니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인중적 아이러니로 볼 때 톰은 “도슨스 랜
딩의 도덕적 수면 상태를 위협하는 악몽”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Cox 279). 톰은 도슨스 랜딩이
라는 인종독재 사회의 모순 그 자체일 뿐 아니라 “stands always in the foreground as the figure
embodying the long history of miscegenation in the background”(Cox 279). 톰은 흑인 여성 노예에 대한
성폭력으로 일관된 잡혼의 세계에서 태어난 인종담론의 모순 그 자체이다. 아무리 백인의 피가 섞였
다고 해도 그는 어디까지나 흑인으로 인정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록시의 ‘아기 바꾸기’로 백인으로
‘패싱’할 뿐이다.
록시는 톰과 챔버스의 모순된 인종관계를 부른 패싱의 진실을 톰에게 알리게 된다. 1845년에 퍼시
드레스콜은 록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톰을 아직 아이가 없는 자신의 동생인 드레스콜 판사에게 위
탁하고 죽는다(28). 그리고 2년 후에는 드레스콜 판사의 부인 역시 죽는다. 톰은 챔버스를 남부로 팔
아버리려 하지만 드레스콜 판사는 그를 계속 노예로 쓴다. 자유인이 된 록시는 증기선에서 잡역부로
일하게 된다. 예일대에서 2년을 보내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격이 좋은 젊은이로 보이지만 내면은
흉악한 위선자가 되어 돌아온 톰은 도박과 술에 빠진다. 반면 자유인이 된 이후 증기선에서 하녀로
일하며 하녀들의 수장까지 하게 된 록시의 행복한 시절은 그녀의 류마티즘이 심해지자 끝나게 된다.
록시는 매달 4달러씩 돈까지 모았지만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도슨스 랜딩으
로 돌아온다. 록시는 톰에게 의지할 생각을 한다. 외지에서 돌아온 록시는 마을 흑인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들려주며 환대를 받지만 챔버스를 통해 톰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으며 이것이 발각될 때에
는 드레스콜 판사로부터의 유산상속이 취소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톰의 신세를 말해주는 챔버
스에게 화가 난 록시가 챔버스를 “가짜 흑인”(Imitation nigger)“라고 부르자 챔버스는 ”Yah-yah-yah!
jest listen to dat! If I’m imitation, what is you? Before of us imitation white—dat’s what we is—en pow’ful
good imitation too—yah-yah-yah!--we don’t ‘mount to noth’n’ as imitation niggers; en as for-“이라고 말한
다(45). 챔버스의 말은 진실을 내포한다. 록시나 챔버스는 모두 가짜 흑인이자 가짜 백인이다.
자신을 찾아온 록시를 무시하던 톰은 결국 록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좌절한 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종문제에 대한 독백을 한다.
Why were niggers and white made? What crime did the uncreated first nigger commit that curse of birth
was decreed from him? And why is this awful difference made between white and black?...How hard the
nigger’s fate seems, this morning!--yet until last night such a thought never entered my head!....It was the
‘nigger’ in him asserting its humility, and he blushed and was abashed. And the ‘nigger’ in him was
surpirsed when the white friend put out his hand for a shake with him...When Rowena, the dearest thing
in his heart knew, the idol of his secret worship, invited him in, the ‘nigger’ in him made an embarrassed
excuse and was afraid to enter and sit with the dread white folks in equal terms. The ‘nigger’ in him went
shrinking and skulking here and there and yonder, and fancying it as suspicion and maybe detection in all
faces, tones and gestures”(56-57).

톰은 자신의 본질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것 때문에 늘 자신의 욕망
이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본다. 흑인성은 단순한 인종의 구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마저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한다. 톰이 보여주는 인종담론의 내면화는 미셀 푸코의 성의 담론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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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를 보인다. 성의 담론이 더 활발해지고 더 자유로운 성의 담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성의 자
유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성이 억압되었다고 믿어지던 빅토리아 시대에 성의 담론은 더욱 팽창했다.
새롭게 학문의 체계를 갖추게 된 생리학이나 정신분석은 성의 다양한 양태들에 대한 과학 담론들을
쏟아내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이 과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과도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
다. 빅토리아 인들은 성을 자신의 본질로 생각하고 이것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담론들을 생산해냈다.
이와 유사하게 인종담론은 자신의 성격이나 개별적 특성마저도 인종담론으로 이데올로기화하고 이
것을 내면화한다. 흑인들은 자신의 본성이 ‘흑인성’이라는 주류사회에서 무수히 내놓는 과학화된 담
론들을 흡수하고 이것을 내면화한다. 생체권력의 시작은 이러한 담론의 팽창을 통한 피부색과 같은
신체 요소의 이데올로기화에서 비롯된다. 즉 인종은 단순히 피부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까지 변화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은 하얀 피부 속에 숨겨진 검은
‘검둥이’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내화시키고 다시 그 이데올로기에 맞춘 행동으로 외화시킨다. 타
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면 톰은 마치 자신의 흑인성이 들킬것처럼 피하게 되고 마치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느낀다. 이러한 측면에서 톰은 “is the avenging agent who carries back across the
color line the repressed guilt which has gathered at the heart of slavery”라고 볼 수 있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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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영국 “전쟁시”의 스펙트럼
(The Spectrum of English Poetry During World War I)

권 영 탁(세명대)

전쟁은 그것이 가지는 극적인 요소로 인해 서구문학의 효시인 호머(Homer)의 서사시 이래로 지금
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시 속에 존재한다. 서사시의 주인공인 전사
(warrior)는 호머나 버질에 있어 거의 신격화 되면서 운명에 도전하는 영웅의 이미지를 탄생시켰고,
이는 중세의 낭만적인 기사의 이미지로, 또는 도전적이거나 이상적인 인간상의 전형으로 발전했다.
스칸디나비아의 영웅인 베오울프(Beowulf)나 앵글로색슨의 전사들, 그리고 중세 아서왕의 전설이나
십자군전쟁 등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면 전쟁이 분명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으
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전통은 19세기 테니슨(Tennyson)이나 휘트만
(Whitman), 키플링(Kipling), 심지어 20세기 루퍼트 부룩 (Rupert Brooke)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
지고 있다. 테니슨의 ｢경보병여단의 진격｣(“The Charge of the Light Brigade”)이나 휘트만의 ｢북소리
진군｣(“Drum Taps”), 키플링의 ｢자유를 위하여｣(“For Freedom's Brotherhood”) 등이 그 일례일 것이다.
(현대 영‧미 전쟁시의 이해, 6-7 참조)
그러나 전 유럽에 걸쳐 문명의 기초를 모두 파괴하고 모든 전통적 가치들을 송두리째 휩쓸어갔다
는 느낌을 가지게 한 제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시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78만명의 영국
인을 포함하여 총 8백 70만 명의 전사자를 낸 현대식 참호전, 솜므(Somme) 전투에서 영국군의 탱크
도입, 이프레(Ypres) 전투에서 독일군의 독가스 사용 등 난생 처음 겪는 끔직한 참상으로 종래의 이상
적이고 낭만적인 전쟁관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폭격을 맞아 부러진 나무와 도처에 튄 진흙탕,
반쯤 물이 찬 참호 속에 쥐가 들끓고 수십 마일 이어진 철책을 사이에 두고 자동소총과 중화기들이
불을 뿜는 전장의 모습은 가히 생지옥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제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전쟁에 대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즉 무의미한 희생과 살육, 무력감, 환멸, 냉소 등으
로 교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아름답다”(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
는 로마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의 늘상 회자되던 유명한 말은 오웬(Wilfred Owen)이나 파운드(Ezra
Pound)에 의해 서슴없이 “오래된 거짓말”(old lie)이라 비웃음을 산다. 이제 20세기 이후 세계 대전을
비롯해 한국 전쟁, 월남 전쟁, 이라크 전쟁, 최근 아프간 전쟁 등에 대한 시들을 살펴보면 전쟁에 대
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과거에 전쟁에서의 살육은 인간의 운명 내지 비극이란
이름으로 다루어졌지만, 20세기의 현실과 감수성은 더 이상 이런 고정관념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이
다.
세계 제1차 대전 중 쓰인 영국 “전쟁시”의 스펙트럼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
쟁의 초기에 끔찍한 참상을 직접 겪지 않은 민간인 시인들은 여전히 전쟁에 대해 이상적이고 애국적
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오래된 애국적 기치 아래 낡아빠진 낭만적 어휘로 전쟁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직접 참전하거나 전사한 시인들은 곧 그 처참한
진상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깨달음은 그들의 상상력과 기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그 전체
스펙트럼을 시인별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한 스펙트럼의 전개 과정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두 서정시인의 경우를 살펴보고 과연 서정시와 전쟁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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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개념의 낭만적 애국시: 브루크(Rupert Brooke)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내게 대해 이것만을 기억해주오.
한 이국땅의 모퉁이에 영원히 영국의 소유가 된
땅이 있다는 것을. 그 비옥한 땅에
한 줌의 더 비옥한 흙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영국이 낳았고, 길러 주었고, 철들게 해주었던,
한때 사랑할 만한 꽃들과 돌아다닐 길을 제공해 주었던 한줌의 흙이;
영국의 공기를 숨쉬고, 그 강물에 씻기고,
고향의 태양을 흠뻑 받았던 영국의 한 몸.
If I should die, think only this of me:
That there's some corner of a foreign field
That is for ever England. There shall be
In that rich earth a richer dust concealed;
A dust whom England bore, shaped, made aware,
Gave, once, her flowers to love, her ways to roam,
A body of England's, breathing English air,
Washed by the rivers, blest by suns of home.
｢병사｣(“The Soldier”)

2. 아이러니 가득한 반전 고발시: 써쑨(Siegfried Sassoon)
주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의(大義)를 위해
싸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들은 동료들의 피로
명예로운 후손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샀고,
그들은 사망에 도전했고 용감히 그 놈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대답한다.
“조오지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빌은 완전히 장님이 됐고;
불쌍한 짐은 양쪽 폐에 관통상을 입어 죽을 지경에 있고;
버트는 매독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군에 가고도 모종의 변화를 겪지 않은 친구를.”
그랬더니 주교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길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The Bishop tells us: “When the boys come back
They will not be the same; for they'll have fought
In a just cause: they lead the last attack
On Anti-Christ; their comrades’ blood has bought
New right to breed an honorable race,
They have challenged Death and dared him face to face.”
“We’re none of us the same!” the boys reply.
“For George lost both his legs; and Bill’s stone blind;
Poor Jim’s shot through the lungs and like to die;
And Bert’s gone syphilitic: you’ll not find
A chap who’s served that hasn’t found some change.”
And the Bishop said: “The ways of God are strange!”
｢그들｣(“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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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장에서의 느낌을 바탕으로 쓰는 감상시: 거니(Ivor Gurney)
그가 떠나버렸으니, 우리의 계획은
정녕 소용이 없다.
이제 우리는 양떼가 조용히 무심하게
풀을 뜯던
콧츠왈드 언덕 위를 더 이상 걷지 못하리라.
그리도 민첩하던 그의 육체는
이제 그대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라네,
세버언 강 위에서
푸르른 하늘 아래
우리의 작은 배를 노 저어 가던.
그대는 이제 그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그는 고결하게 죽었으니
세버언 강가의 보랏빛 나는
긍지의 제비꽃으로
그를 덮으라.
그를 덮으라, 그를 재빨리 덮으라!
그리고 두껍게 엮은
추억이 어린 무성한 꽃다발로
저 붉게 젖은 것을 덮어 가려라
여하간 내가 잊어야만 할 그것을.
He’s gone, and all our plans
Are useless indeed.
We’ll walk no more on Cotswold
Where the sheep feed
Quietly and take no heed.
His body that was so quick
Is not as you
Knew it, on Severn river
Under the blue
Driving our small boat through.
You would not know him now…
But still he died
Nobly, so cover him over
With violets of pride
Purple from Severn side.
Cover him, cover him soon!
And with thick-set
Masses of memoried flowers-Hide that red wet
Thing I must somehow forget.
｢내 사랑 그대에게｣(“To H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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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적 설정의 블랙 코미디와 끔찍한 진상을 전하는 사실주의 시
: 로젠버그(Isaac Rosenberg)
한 사람의 뇌수가
들것을 들고 가던 사람의 얼굴에 튀었다;
그의 흔들린 양 어깨가 들고 가던 짐을 떨어뜨렸지만,
허리를 굽혀 다시 보살피려고 했을 땐
가라앉던 영혼이 인간이 보살피기에는
너무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
그들은 죽은 자를 버려두고 떠났다
십자로에 널브러진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이상하게 썩어 검게 탄
불길한 낯짝들이 나뒹군다;
각 사람의 눈꺼풀과,
들판의 풀과, 피로 물든 진흙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움직임이 있다
거대하게 가라앉은 침묵에 합류한 그들보다.
A man's brains splattered on
A stretcher-bearer's face;
His shook shoulders slipped their load,
But when they bent to look again
The drowning soul was sunk too deep
For human tenderness.
They left this dead with the older dead,
Stretched at the crossroads.
Burnt black by strange decay
Their sinister faces lie;
The lid over each eye,
The grass and colored clay
More motion have than they,
Joined to the great sunk silences.
｢시체 더미｣(“Dead Man's Dump”)

5. 연민과 작품성이 결합된 완벽한 “전쟁시”: 오웬(Wilfred Owen)
그를 양지바른 햇빛 속으로 옮겨보아라-한 때 그 부드러운 손길이 그를 깨웠지,
고향에서, 반쯤 씨를 뿌린 밭 이야기를 속삭이며.
해는 항상 그를 깨웠지.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오늘 아침 이 눈이 오기 전까지도 계속 그랬어.
만일 무엇인가 지금 그를 깨울 수 있다면
저 다정한 늙은 태양이 알고 있을 거야.
그것이 어떻게 씨앗을 깨어나게 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한 때 비운의 흙덩어리를 깨웠던 것을 생각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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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도 잘 발달된 사지가, 신경이 고루 퍼지고
아직도 따스한 옆구리가, 흔들어 깨우기에는 너무 딱딱한가?
이 꼴을 보려고 그 흙덩어리가 저렇게 크게 자랐나?
--오 도대체 무엇이 얼빠진 햇빛으로 하여금
수고로이 대지의 잠을 깨우게 했단 말인가?
Move him into the sun-Gently its touch awoke him once,
At home, whispering of fields half-sown.
Always it woke him, even in France,
Until this morning and this snow.
If anything might rouse him now
The kind old sun will know.
Think how it wakes the seeds,-Woke, once, the clays of a cold star.
Are limbs, so dear achieved, are sides
Full-nerved, still warm, too hard to stir?
Was it for this the clay grew tall?
--O what made fatuous sunbeams toil
To break earth's sleep at all?
｢헛일｣(“Futility”)

※ 전쟁을 소재로 쓰는 애상적 서정시: 토마스(Edward Thomas)와 하디(Thomas Hardy)
바깥 눈밭 어둠 속에
다마사슴이 보이지 않게 지나간다
암 사슴과 함께:
그리고 바람이 분다
빨리, 별들은 느린데.
은밀히 어둠이 몰려온다
그리고, 등이 켜지면, 소리 없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냥개보다
한층 빠르게 펄쩍 뛰어
닥쳐온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가라앉는다;
.
.
.
.
.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가 저 빛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는,
사랑과 기쁨은,
당신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저 밤의 힘 앞에.
Out in the dark over the snow
The fallow fawns invisible go
With the fallow doe:
And the winds blow
Fast as the stars are slow.
Stealthily the dark haunts round
And, when a lamp goes, without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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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swifter bound
Than the swiftest hound,
Arrives, and all else is drowned;
.
.
.
.
.
How weak and little is the light,
All the universe of sight,
Love and delight,
Before the might,
If you love it not, of night.
｢바깥 어둠 속에｣(“Out in the Dark”)
누군가 밖에서 들여다본다 오-늘밤
커튼 틈 사이로
번들거리는 하얀 천 위에서;
누군가 밖에서 들여다본다 오-늘밤
우리가 난로망 가에
앉아 사색에 잠길 때.
우리는 그 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눈 속에서 보고 있는;
장밋빛 등불 아래서
우리는 그 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두리번거리며, 환하게 타오르고,
네 발 달린, 발끝으로 선.
One without looks in to-night
Through the curtain-chink
From the sheet of glistening white;
One without looks in to-night
As we sit and think
By the fender-brink.
We do not discern those eyes
Watching in the snow;
Lit by lamps of rosy dyes
We do not discern those eyes
Wondering, aglow,
Fourfooted, tiptoe.
｢외딴 집의 다마사슴｣(“The Fallow Deer at the Lonely House”)

작품에서 보는 대로 토마스와 하디는 외관상 전쟁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장치
와 방법을 통해 암시적으로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적으로 전쟁의 주제를 다
룰 때에도 언제나 전장의 외부적 상황묘사보다는 병사의 내면의 심리 속으로 곧장 들어간다. 이것은
실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골적으로 전쟁을 취급하는 여느 전쟁시인들
의 작품보다 더욱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다. 말하자면 두 시인은 세계 1차 대전이라는 특정한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상존하고 있는 전쟁 자체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삶의 일부로서의 죽음에 대해
명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시인의 “전쟁시”가 가지는 서정성과 명상성은 여타의 전쟁시가 가
지는 약점들로부터 그들의 시를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관념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애국시도 아니고, 현장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급급하는 르포도 아니며, 냉소적 비판이나
고발 일변도인 선동문도 아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시(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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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와
비파기(琵琶記)에 나타난 권력비판

류 영 일(한국외국어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뜻대로 하세요와 고명(高明)비파기는 희극 작품이지만, 두
작품 모두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잘 보여준다.
먼저 비파기는 채백개(蔡伯喈)를 주인공으로 그의 처 조오낭(趙五娘)과의 비환이합(悲歡離合)을
보여주는 42척5)(齣, scene)으로 된 작품이다. 비파기는 동양과 서양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 잘 부합하는 작품이며, 뜻대로 하세요처럼 희곡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동서양의 희곡 작품을 같은 주제 아래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뜻대로 하세요는 1599년경에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작품으로, 중국에서는 명대(1368-1644)에
해당된다. 비파기는 고명이 관직생활을 마친 후 쓴 작품으로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
명이 1345년 진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고명이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원대(1271-1368) 말기에 해당된다. 두 작품이 집필된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 모두 권력에 대
한 비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뜻대로 하세요의 전임 공작(Duke Senior)은 아든(Arden) 숲에서도 여전히 궁정의 질서를 찾으려
하고, 실제로 그러한 전임 공작의 힘과 질서는 아든 숲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우승상
(牛丞相)은 최고 권력자로서 전원과 그 전원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에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삶은 이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채백개를 궁정에
잡아 둠으로써 채백개의 부모가 죽고 조오낭이 고단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며, 관리들의 횡포도 눈
감아 주어서 전원과 그 백성들의 삶을 더욱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비파기에 나오는 리정(里
正)6), 수행원, 마부 등은 모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과 자신보다 더 낮은 하급관리들을 수탈
하고 갈취한다.
먼저 뜻대로 하세요의 전임 공작은 녹색 세계로 가정되어 있는 아든 숲에서 궁정 예절의 속박으
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동료들을 “형제들”(brothers, 2.1.1)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
같은 군주로서 존재한다. 전임 공작이 말하는 형제애의 정신은 그가 “신분에 따라 되돌아온 재산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Shall share the good of our returned fortun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ir states, 5.4.173-74)고 말할 때 드러나는데, 그는 여전히 재산을 계급적인 토대를 가지
고 분배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처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Erickson 158). 아든 숲에서
전임 공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전임 공작

지금, 추방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동료들과 형제들,
이런 생활도 점점 익숙하게 되면

5) 비파기 판본 중 수각비파기정본(繡刻琵琶記定本)에서는 scene을 척(齣)으로 표기해 놓았고, 원본비파기교
주(元本琵琶記校注)에서는 출(出)로 표기해 놓았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한 판본을 따라 그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6) 행정조직의 최말단인 이(里)를 통치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100호(戶)가 되면 이정을 두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조선시대까지 존재하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오늘날의 이장(里長)으로 바뀌게 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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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궁정의 부귀영화보다 낫지 않은가?
이 숲속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궁궐보다는
덜 위태롭지 않은가?
이곳에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아담의 형벌도
계절의 변화도 우리는 못 느끼지.
엄동설한의 겨울바람이 채찍되고
사나운 이빨되어 이 몸을 내리치고 물고 뜯어
추위 때문에 몸이 움츠러 들어도 나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
“이건 신하들의 아부가 아니야,
이러한 자연이야말로 신하들의 충정이며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고마움이야.”라고
고난이야 말로 우리를 깨우쳐 주는 참 스승이야.
그것은 흉측스럽고 독을 지녔지만
이마에 값진 보석을 박고 있는 두꺼비와 같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나무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바윗돌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밖에 모든 것을 통해 참다운 선을 발견하게 돼.
DUKE SENIOR

Now, my co-mates and brothers in exile,
Hath not old custom made this life more sweet
Than that of painted pomp? Are not these woods
More free from peril than the envious court?
Here feel we not the penalty of Adam,
The seasons' difference, as the icy fang
And churlish chiding of the winter's wind,
Which when it bites and blows upon my body
Even till I shrink with cold, I smile and say
"This is no flattery; these are counselors
That feelingly persuade me what I am."
Sweet are the uses of adversity,
Which, like the toad, ugly and venomous,
Wears yet a precious jewel in his head;
And this our life, exempt from public haunt,
Finds tongues in trees, books in the running brooks,
Sermons in stones, and good in everything. (2.1.1-17)

전임 공작은 “추방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동료들과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든 숲에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아든 숲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떠나서 홀로 유유자적하는 삶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지위 아래에서 사회적인 응집력을 유지하는 곳이다. 즉, 그의 아든 숲에 대한
칭찬은 홀로 즐기는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마련된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Chakravorty 29). 특히, 이 장면에서 전임 공작은 수사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이 자신에게 주는 깨달음
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는 나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흐르는 시냇물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숨겨진
화합의 이치를 발견한다. 이러한 화합의 이치는 “지금”이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듯이 일시적이기도 하
고, 그가 그의 추종자들과 신하들을 “동료들”과 “형제들”이라고 부르듯이 사회적이며, “이곳”이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듯이 물리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임 공작의 말은 이 극이 이미 구성해 놓은 도시와
궁정의 구분을 전복시킨다. 전임 공작은 엄동설한의 겨울바람이 전임 공작이 추방된 도시보다 더 좋
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자연의 불편함도 그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궁정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지를 깨닫게 해 준다고 역설한다. 자연은 신하들의 충정이 되어서 도시의

- 56 -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와 비파기(琵琶記)에 나타난 권력비판

아부보다 더한 가치를 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임 공작의 거친 자연에 대한 세련된 수사는 단지 궁정
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모순이 아든 숲에서 정치적인 재개를 이루려는 그의 희망에 대
한 믿음을 약화시킨다(Mentz 50).
아든 숲에서 모순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전임 공작은 그 숲을 침탈하고 착취한다. 그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는 프레데릭 공작(Duke Frederick)이 그
에게 행한 찬탈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전임 공작

귀족 1

DUKE SENIOR

FIRST LORD

자, 우리 사슴이나 잡으러 가지.
하지만 그 가엾은 얼룩빼기 바보들이,
자기네가 이 무인 지대의 원래 주인들이면서도, 자기들 영토 속에서
살찐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아야 하니 슬픈 일이로군.
사실은, 전하, 저 우울한 제이퀴즈도 그 일을 가슴아파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전하 자신이 더 가혹한 찬탈자라고 단정하고 있지요 전하를
추방한 아우님보다도 더한.
Come, shall we go and kill us vension?
And yet it irks me the poor dappled fools,
Being native burghers of this desert city,
Have their round haunches gored.
Indeed, my lord, the melancholy Jaques grieves at that,
And in that kind swears you do more usurp
Than doth your brother that hath banished you. (2.1.21-28)

전임 공작은 아든 숲에서 사슴 사냥을 다니고 있다. ‘아르카디아’의 전원에서 사냥은 무시되어지거
나 폭정의 표시로 노골적으로 비난받는다. 셰익스피어는 아든 숲에 사냥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원의
가치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전임 공작의 폭력에 주의를 집중시킨다(Jensen 44). 이처럼 동물들이 거주
하는 아든 숲은 인간의 출현으로 그 질서가 무너진다. 사슴을 죽이는 행위를 찬탈과 폭정에 연관 짓
는 제이퀴즈(Jaques)의 관점에서는, 아든 숲은 도시의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지는 않는다. 사
실 제이퀴즈는 전원의 숲, 도시와 궁정을 함께 연결시켜서 비판을 한다(McFarland 105). 이처럼 전임
공작은 자연을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참스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정복해야
할 혹은 자신이 다시 만들어야 할 질서가 필요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자연에서 “나무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바윗돌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통해 참다운 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을 단지
이용할 뿐이다.
자연에 대한 전임 공작의 생각은 제이퀴즈의 비판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단지 제이퀴즈의 비판을 “그 사람은 그럴 때가 가장 재미있지”(For then he's full of matter,
2.1.68)라면서 웃어넘기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
또한 궁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찬탈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전임 공작은 겉으
로는 자연을 찬미하고 교훈을 주는 참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가혹한 자연에 자신의
질서를 만들거나 또는 빨리 이 자연을 떠나고 싶은지도 모른다. 처음 아든 숲에서 “이런 생활이 궁정
의 부귀영화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전임 공작은 제이퀴즈 드 보이스(Jaques de Boys)의
프레데릭 공작이 다시 그에게 지위를 양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로 이 “되돌아온 재산에 대
한 기쁨”(the good of our returned fortune, 5.4.173)을 귀족들과 함께 나누자면서 기뻐한다. 이는 마치
조선 시대의 많은 선비 벼슬아치들이 정권 쟁탈과 유지에 실패할 때 전원을 마음의 위로로 삼는 것
과 같다. 이 경우 대부분의 선비 시인들은 현실로부터 떠나와 전원에 귀의하면서 현실에서 받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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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안 받으려 한다.
전임 공작이 살고 있는 아든 숲은 추위와 배고픔이 있는 자연이며 이 자연에서도 여전히 그의 힘
과 질서가 현실세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임 공작은 겉으로는 전원을 찬
양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지금 있는 아든 숲을 미련 없이 떠나서 궁정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임 공작은 마치 정치인이 자신의 정권을 놓친 이후에 ‘정권다툼에서 벗어나니 홀가분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때, 전임 공작은 정치적 관습
을 따라가는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제이퀴즈는 전임 공작이 아든 숲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다. 즉, 제이퀴즈
는 아든 숲에서 살고 있는 전임 공작과 귀족들 역시 현실 세계의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찬탈자이자
폭군이라고 이야기한다. 비록 전임 공작이 추방당해서 아든 숲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지위를
찬탈한 프레데릭 공작이나 자연의 영역을 침입한 전임 공작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전임
공작이 하는 사슴 사냥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폭군인 전임 공작이
자신의 여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근원적인 조화에 반하는 침범행위로 간주
된다. 자연의 찬탈자인 공작 일행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제이퀴즈는 셰익스피어 당대 농촌의 현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다. 숲에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원주민인 동물들을 내쫓고 급기야는 살
육하는 침입자로 그려진 공작 일행의 행태는, 목양의 공간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전의 거주자
인 소작인들을 축출하고 울타리 쳐서 목축지를 사유화한 일부에 의해 당대 농민들이 처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박우수 225).
뜻대로 하세요에 나오는 올리버 마르텍스트 목사(Sir Oliver) 역시 이 극의 권력 비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Mar-text’는 ‘얼간이같은 목사’(blundering preacher)를 의미한다. 터치스톤은 올리
버 마르텍스트를 비꼬고, 그는 터치스톤의 말에 기분이 상해서 이처럼 말한다.
터지스톤

그럼 또 뵙지요, 올리버 목사님. 아니지,
오, 다정한 올리버여,
오, 용감한 올리버여,
날 버리지 말아다오.
하지만 가 버려라.
없어져라.
네게 결혼을 부탁 않을 테니.
올리버 마르텍스트 아무 상관없어. 저런 미친 것들이 다 대들어서 나를 모욕한다 해서 내가
성직에서 쫓겨날라고.

TOUCHSTONE

SIR OLIVER

Farewell, good Master Oliver, not
O sweet Oliver,
O brave Oliver,
Leave me not behind thee,
Wind away
Begone, I say,
I will not to wedding with thee.
Tis no matter. Ne'er a fantastical knave of them all shall flout me out of
my calling. (3.3.89-99)

올리버 마르텍스트의 이름에서 ‘Mar’는 ‘망치다’는 의미로 시골 목사가 성경을 자기식대로 인용을
해서 성경의 원문인 ‘text’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이처럼 성직자의 권위도 땅에 떨
어졌으며, 올리버 마르텍스트는 성직을 오직 자신의 밥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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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파기는 기근으로 고통 받는 시골, 황제가 있는 궁궐, 우승상의 집을 넘나든다. 특히 이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는 대비의 수법으로 동시에 두 개의 장면이 전개되어 나가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부귀한 우승상의 저택과 채백개의 아버지인 채공(蔡公) 집의 처참한 정경을 상호 비교하
면서 서술하고 있어, 빈곤이 극심한 조오낭에게 동정을 집중시키는 구성을 구사한다. 작가는 배고픔
에 고통받는 조오낭과 채백개의 사치스러운 삶에 대한 두려움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이 당시의 빈부
격차 및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재조명하고 있다. 9출(出)에서 채백개는 황제가 베풀어준 연회에
참석하는 반면, 10출에서 그의 가족들은 기근에 굶주려 가고 있다. 18출에서 채백개는 우승상의 딸과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19출과 20출에서는 기근이 가장 격심해지고 채백개의 어머니가 죽게 된다.
이와 같은 수법은 극적 갈등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봉건도덕인 충효가 조오낭 등에게 가하는 비극적
정조(情調)를 더 짙게 해 주었으며, 그 비극의 토대 위에 세워진 부귀공명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
킨다(김정규 121).
비파기에는 부패한 하급관리들을 중심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다. 농민의 피폐한 삶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에 급급한 귀족들로 인한 것임을 나타냄으로써 권
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간다. 16출의 초반부에서 조오낭의 마을 지방관인 리정은 독백을 통해서 어
떻게 부정을 저질러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리정

저 위에 리정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아첨하고 궁정에 돈을
지불하지만.
마을에 돌아오면, 활기가 솟네.
나는 공물을 요구할 때 기준을 크게 잡지만,
양민들에 소금을 팔 때는 저울을 속여 조금만 줬지.
세금징수원을 선발할 때, 부자는 면제해주고 가난뱅이를
선발했지.
내가 세금을 많이 낼 집단을 결정할 때, 약한 자들에게
짐지우고,
강한 자 앞에서는 움츠렸지.

里正

到州縣百般下情, 下鄕村十分高興. 討官糧大大做個官升,
賣食鹽輕輕弄些喬秤. 點催首放富差貧, 保上戶欺軟怕硬.

이는 아첨을 하고 돈을 지불해서 지방관직을 산 뒤 이 지위를 이용해서 양민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관리들의 수탈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당시 세금 징수원은 그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정해진
돈을 거두어서 정부에 전달해야만 하는데,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 자신들의 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
문에 모두가 피하는 일이었다(Mulligan 128). 이러한 고충과 세금 부담 등을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짐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리정은 자기 또한 피해자인 것처럼 상급 관료들의 부정과 수탈행위를
고발한다.
또한 리정은 정부 관료들에게 주어야 할 뇌물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는 땅 한 뙈기도 남지 않으며,
제대로 된 옷가지 조차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탄한다. 아무도 자기와 같은 지방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또한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고위 관료가 하급 관료의 피를 빨아먹고 하급
관료는 다시 양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전형적인 수직적 수탈구조이다. 특히, 이 장면에서 고명은 그가
벼슬살이를 하는 십여 년 동안 관리 사회의 어두움과 타락을 보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파기
를 통해 관리들의 전횡과 수탈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다(候百朋, 64).
41출에서는 다시 한번 더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한다. 특히 이 장면은 우승상이 효성이 지극한 채백
개 가문을 표창하는 조서(詔書)를 전하기 위해 친히 말을 타고 채백개가 3년상을 치루고 있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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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인 진류 지방으로 가는 도중, 그의 수행원이 한 행위로서 더욱 더 그 나쁜 행실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수행원과 마부는 역관을 속여 공물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수행원과 마부는 역관
의 공물을 가로채고, 역관에게 죄를 물어 역관을 때린 후 다시 공물을 받아낸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
은 다시 한 번 더 공물을 가로채고 역관의 옷과 모자까지 빼앗아가 버린다.
수행원
마부

역관
우승상
마부
수행원

마부친구, 우리가 더 가져올 게 있나?
역관놈이 다시 공물을 주지 않았다고 말함세. 그리고 그 놈
옷과 모자를 벗기고 그를 패버리자구. (공물을 감춘 후)
네 놈이 아직도 공물을 내놓길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네 놈의 옷과 모자를
벗길 테다.
나으리,
이 가난한 역관은 옷까지 다 잃어버립니다요.
이 불한당들은 자기들 배때지만 생각하는군.
고관대작들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신경도 쓰지 않지.
고기를 싸기 위해 우리 찢어진 모자를 사용할 수 있지!

隨行員
馬夫

兀刺赤, 還有甚麽來將去?
只說道不與, 剝了衣裳, 捋了頭巾便打. (偸分例介)
好! 不與分例, 俺剝了衣裳, 捋了頭巾.
驛館官吏 告相公: 窮站官吃剝了衣服.
牛丞相
這潑祗候只爲口腹.
馬夫
大丞相不管是非.
隨行員
破頭巾且將來裹肉.

이 장면에서 우승상이 말하는 ‘이 불한당들’은 수행원과 마부를 뜻하는 것으로 그는 이러한 그들
의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부는 고관대작들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수행원이 말하는 ‘찢어진 모자’는 말단 관직을 비유
해서 쓴 표현으로 말단 관리조차 공물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낮은 관직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이 당시의 부정부패가 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뜻대로 하세요에서 전임 공작은 아든 숲을 계급적 질서가 존재하는 궁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
다. 전임 공작은, 비록 이 아든 숲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궁궐보다 더 좋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
만 그 곳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다. 또한 그는 그의 신하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계급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궁정에서 찬탈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든 숲에서도 전임 공작과 귀
족들의 사냥과 동물들 간의 약육강식이 존재한다. 그는 아든 숲에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슴
사냥을 하면서 숲을 침탈하고 착취한다. 비파기의 리정과 하급관리들은 모두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과 자기보다 더 낮은 하급관리를 수탈하기에 급급하다. 이로 인해서 진
류 지방을 비롯한 전원은 더욱 더 황폐해지고 이 곳에 사는 농민들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해지고 곤궁
해진다. 또한 리정은 의창에 보낸 곡식을 되돌려 받기 위해 공자와 박시라는 거지로 변장하는데, 이
를 통해서 이 당시 유교를 숭상하던 문인들의 하찮은 지위와 불교의 사치를 비판하고 있다. 뜻대로
하세요와 비파기에서는 이처럼 전임 공작과 우승상, 부패한 관리들에서 나타나는 권력에 대한 비
판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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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의 시각에서 본 베니스의 상인

한 광 석(강원대)

I
셰익스피어의 사후 4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제2의 르네상스라는 “글로벌 르네상스가 만개하고”
있다(주경철 35). 유럽은 르네상스를 거쳐 중세의 헤브라이즘을 헬레니즘과 융합시켜 계몽주의를 낳
아 근대를 열어왔다. 그러나 중세의 신을 이성으로 대치시켜 근대를 구축해온 서구의 계몽주의 역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을 근원적으로 탈피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성찰과 함께 오늘날 탈근대적
인 인문주의를 범 지구적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다. 르네상스가 고전을 부활시켜 새로운 인본정신을
구가한다는 점에서는 유럽의 르네상스와 글로벌 르네상스는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 그러나 전자가
그리스·로마 고전을 부활시켜 헤브라이즘을 비판하고 극복코자 하였다면, 후자는 주로 동방 그 중에
서도 동아시아의 고전을 부활시켜 서구의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문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방의 사유는 불교처럼 절대존재인 신을 “공”(空)으로
무화시키거나 유가나 도가사상에서처럼 천(天)의 인문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과 우
주에 대한 사유를 개진시켜 온 순수한 인문정신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르네상스를 개화시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명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의 당위적 요청이고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된다. 그것은 오늘날의 문명은 해결해야 할 매우 절실한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제는 인간과 자연이 화해해야 하는 생태적인 문제와, 분쟁
과 테러의 주범인 종교들 간의 화해의 문제, 그리고 더 이상 지식이 형이상학적인 폭력과 권력의 도
구가 아닌 삶의 “실천적인 지혜”(practical wisdom 아리스토텔레스 240)가 되어야 하는 문제로 압축된
다. 이러한 문제는 동·서 공히 인정하듯이 산업혁명의 낙관주의에 미망되어 발생한 계몽주의적 세계
관과 그와 맞물린 기술·과학문명이 자연과 인간에게 자행해온 폐해다. 따라서 동방인은 물론 서구인
들도 서구문명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성과 함께 동방의 인문주의 시각에서 문명의
폐해와 한계를 해결하고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의 과제들은 400년 전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정신을 구가하면서
그의 여러 작품에 매우 심층적으로 깔아 놓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나타난다.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의
문제는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며, 종교와 종
교 간의 화해는 당시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신·구교간의 첨예한 갈등과 관련하여 유대교와
기독교간의 갈등과 화해의 문제로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을 삶의 “실천적 지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그의 마지막 극 폭풍(The Tempest)에서 밀도 있게
다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베니스 상인은 종교 간의 갈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면서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삶과 지식의 융합을 함께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 베니스의 상
인에서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명의 문제들을 인본주의 시각에서 조망해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글로벌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동방의 인문주의 시각에서 다시 그의 작품을 재 조명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는 이 작품에 대한 서구적 또는 기독교 중심적
인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 그가 제시하는 인본주의적 비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별히 동방의 고전 중에서 “천하의 큰 근본”(大本)인 “중”(中)과 “천하가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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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도”(達道)인 “화”(和)의 사유를 근간으로 우주의 본질이자 실재(reality)인 “성”(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유가사상의 에센스이자 총결인 중용의 시각에서 이 작품을 천착해 보는 것은 종교 간의
화쟁(和爭)을 위한 서구적 사유의 한계를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먼저 셰익스피어의 여성 중에서 “살과 피를 가진 한 사람의 개인이자 여성으로 보자면” 그 첫 번째
로 꼽힐 뿐만 아니라 “재능, 감성, 지혜, 아름다움과 고상함까지 천상의 절묘함으로 한데 어우러진”
포오샤(Portia)(제임슨 35, 36)라는 여성이 중용이 지향하는 인간상인 군자(君子)와 어느 정도 유사
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녀가 중용적인 덕목과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덕목이 이 작품의 주요한 세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 ‘상자 고르기’ 장면(3.2)과 ‘재판’ 장면
(4.1), 그리고 ‘반지 에피소드’ 장면(5.1)에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자의 길’(君子之道)을 닦는 것으로 그것은 수신을 통해 끊임없는 주체의 심화과정을 밟는 것이다.
즉, “인간의 내면에 쌓이는 신독의 덕성이야말로 중용의 궁극적 주제”라고 말 할 수 있다(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351).7) 중용의 군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닦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자기
몸을 닦을 것을 생각하면 어버이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어버이를 섬길 것을 생각하면 사람을 알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알 것을 생각하면 하느님[하늘]을 알지 않을 수 없다”(思脩身, 不可以不事親;
思事親, 不可以不知人; 思知人, 不可以 不知天. 중용 20장). 나의 몸과 부모와 인간과 하늘은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 수신은 단지 한 개인의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인간, 더 나아가 보편적인
하늘을 발견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궁극적 의미를 발현하는” 군자(뚜 웨이밍
263)는 수신을 통해 나라는 개체적 자아(individual self)를 우주적 자아(cosmic self)로 확대시켜 궁극적
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적인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수신은 “세 가지 보편적인 덕”(三達德)을 함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간 세상에는 사람들
이 달성해야만 하는 “다섯 가지 보편적인 길”(五達道)이 있다. 그 다섯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길, 아
버지와 아들 사이의 길, 남편과 부인 사이의 길, 형과 동생 사이의 길, 붕우간의 사귐의 길이다(중용
 20장). 이 다섯 가지의 길을 행하게 만드는 내면의 덕성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知), 인
(仁), 용(勇), “삼달덕”(三達德)이다. 공자는 지·인·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知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인仁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勇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내 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된다. 타인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천하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好學近乎知, 力行近乎仁, 知恥近乎勇
知斯三者, 則知所以脩身; 知所以脩身, 則知所以治人;
知所以治人, 則知所以治天下國家矣. (중용 20장. 김용옥 역)

포오샤는 “삼달덕”인 지·인·용을 내면화 한 군자의 면모를 보인다. 우선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다른

7) 본 연구에서 베니스의 상인과 관련한 중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해석의 시각은 도올 김용옥의 중용
한글역주 (서울: 통나무, 2011)와 중용 인간의 맛(서울: 통나무, 2012)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
서 중용으로부터 인용한 인용문의 모든 한글번역 역시 상기한 두 권의 번역을 따랐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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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의 여주인공인 로잘린드(Rosalind), 베아트리스(Beatrice), 이사벨라(Isabella)와 마찬가지로 매우
지적인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여주인공들과는 달리 공자가 매우 중요하게 권면하는 덕성을
한 가지 더 갖추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부단히 공부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
녀는 바사니오(Bassanio)를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자신은 “배우지 못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
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지만, 다행인 것은 배우지 못할 정도로 늙지 않았고, 이 보다 더욱 다행인
것은 배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둔하게 키워지지 않았다”(3.2.159-62)고 말하면서 배움을 추구하는
강한 성향을 드러낸다. 재판장면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법률적 지식은 법학박사 벨라리오(Bellario)가
인정하고 추천한 대로 “젊고 학식이 깊어”(4.1.144) 그녀가 평상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호학”
(好學)의 여성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포오샤는 단순히 “호학”의 ‘지’(知)에만 머무르는 여성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움을 사
회적 실천으로 옮기는 “인”(仁)한 여성이다. 그녀가 남편에게 도움을 준 친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
다는 말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즉석에서 세운 계획이나 박사로 변장하여 법정에서 보여주는 행동
들은 그녀의 높은 결단력과 실천력을 드러낸다. 그녀는 자신이 축적시켜온 지식을 현실의 문제를 해
결하는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실천력은 “[그녀] 자신의 학
문”의 “심원함”(4.1.159)과 관계된다. 앎이란 진정으로 깊어지면 사회적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젊지만 학문적 지식이 깊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남성의 성역인 법정에 남자로 변장하여 들어가 보여주는 모험심과 결단력, 그리고 지성의
힘은 그녀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녀의 용기는 위기에 맞서는 일반적인 강함이 아
니라 갈등을 화해시키려는 중용의 성격을 내포하는 덕성이다. 중용에서 용기를 지닌 “군자는 화합
하면서도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한 강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君子和而不流, 强哉矯. 10장). 강
한 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 정체성을 잃고 휩쓸리는 경향이 있지만 군자의 강함은 화
(和)를 지향하는 발현이며 휩쓸림(流)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특성을 지닌다. 재판장면은 포오샤의 지
성의 힘과 종교적 감성, 고결한 신념을 밝게 드러내 주며 그녀의 이러한 품성은 우리를 감탄케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녀를 찬탄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품성은 재판과정 내내 견지하는 조용한
자기 절제력이다.
중용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한 예찬이다. 비근하고 범속한 삶 속에 진실함과 위대함, 신성
함이 있고 일상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미스테리움’(mysterium)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일상성 안에
는 항상 숨어있고(隱) 미세한(微)한 무언가가 내재한다. 그리고 “숨어있는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莫見乎隱, 莫顯乎微. 중용 1장). 포오샤는 이러한 일상
성 속의 은미(隱微)한 진실을 들여다보는 혜안을 지닌 여성이다. “그녀의 통찰력은 가장 평범한 존재
의 질서로부터, 삶의 일상적인 사건들로부터 길어 올려 진 것이다”(제임슨 55). 그녀는 일상생활의
현실적인 체험을 통해 삶에 대한 혜안을 얻는다. 그녀가 “선행이 이론처럼 쉽다면 조그마한 예배당
도 대교회당과 같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집도 왕들의 대궐이나 다름없을 것이야. 자기가
가르친 바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성직자인게지”(1.2.15-16)라고 말하는데서 잘 나타나듯이, 그
녀의 깊은 지혜와 통찰은 이러한 일상적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자각과 그에 따른 자기교육
(self-education)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녀는 비근한 일상에서 배워 높은 수준의 통찰과 이치에
이르는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논어 ｢헌문｣ 37)하는 여성이다.
포오샤의 이러한 혜안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도 하다. 생전에 “늘 높은 덕을 지녀 성인
같으셨던”(1.2.27) 포오샤의 아버지가 포오샤의 초상화를 금 상자나 은 상자가 아닌 납 상자에 넣어
두고 그녀의 미래 신랑이 이 납 상자를 고르게 한 것은 그 의도와 주는 교훈이 다분히 중용적이다.
상자 고르기는 세 상자 중에서 납 상자라는 가장 하잘 것 없고 평범한 것에 포오샤로 상징되는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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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실이 내재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제시한다. 납 상자에는 평범함 속에 삶의 위대함과 진정한
진리가 내재해 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젊은이가 딸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녀로 상징되는 진정한 가치는 납으로 상징되는 비근함과 범속함 속에 깃들어 있고 이렇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함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포오샤가 사는 낭만적인 벨몬트는 기독교와 유대교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베니스와는 달리
그러한 종교에 물들지 않은 일종의 고대 로마인들과 같은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다(블룸 37).
그리스·로마인들이 중시하는 덕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이
제시하는 중용적인 지혜다. 우리의 감정과 행위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상태가 있다. 윤리
적인 훌륭함은 이성적 판단의 도움으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그 중간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중용이란 “두 악덕, 즉 과도로 말미암는 악덕과 부족으로 말미암는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 82). 탁월함의 덕은 과도와 결핍을 피하고 중간의 것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벨몬트는 바로 이러한 중용적인 사유가 저변화 되어 있는 사회이며 이것은 “평범한 인물의 훌륭한
표본”인 시녀 네릿사(제임슨 67)가 처음 등장하면서 포오샤에게 “사람이 너무 행복이 넘치면 불행이
너무 심할 때와 마찬가지로 괴로워지는 게지요. … 중용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작은 행복이 아니
랍니다. 극단으로 흐르지 않는 적절함으로 살면 오래 장수한답니다”(1.2.3-9)라고 말하는 데서 잘 나
타난다.
네릿사가 말하는 중용의 심층에는 “절제”(moderation)가 놓여 있다. 포오샤가 상자 고르기 장면과
재판장면을 비롯해 이 극 전체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덕목도 바로 이러한 절제력이다. 그녀의 매력적
인 멋은 “감정의 주인”([Mistress] of passion 4.1.51)으로서 발하는 절제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포오
샤는 두 악덕인 과도함과 결핍의 양극단에서 중간치를 택하는 네릿사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배타
적인 중용을 취하지 않는다. 재판 장면이 보여주듯이, 그녀는 “양쪽 끝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중
간”(아리스토텔레스 80)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역동적으로 그 “중”을 판단하며 그것은
상황과 때에 맞추어 하는 결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녀의 중용관은 재판을 마치고 벨몬트의 집으
로 돌아오면서 멀리 집에서 어둠을 배경으로 비쳐오는 작은 촛불을 보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상
황 나름”(5.1.99)이며 “모든 것은 때와 장소가 갖추어져야만 제대로 칭찬받고, 진정으로 완벽해지는
것”임을 언급하는 데서 명료히 드러난다(5.1.102-108).
포오샤가 취하는 “중”은 결코 양 극단에서 중간인 중이 아니다. 그것은 “군자가 중용을 행함은 군
자답게 때에 맞추어 중을 실현한다”(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2장)고 할 때의 “시중”(時中)이다. 즉
“시중”이란 적절한 때와 상황에 따라 취해지는 ‘중’을 의미한다. 마치 까마귀 울음소리가 종달새 노
래 같이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것은 곁에 아무것도 없을 때이고 대낮에 거위 떼들이 떠드는 곳에선
소쩍새의 노래 소리도 굴뚝새보다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5.1.102-108).
포오샤의 이러한 ‘시중’의 사유는 그녀가 자신을 얽매고 있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을 중용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 준다. 즉, 죽은 부모가 살아 있는
자식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의 뜻을 헤아려 받드는 것을 서구의 윤리
적이고 종교적인 언어의 그물망에는 포착되기 어려운 중용의 “효”와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포오샤의 지혜로움으로 볼 때 그녀는 유대인인 아버지와 종교를 버리는 제시카(Jessica)처럼
가부장제의 부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여성이다.
그러한 그녀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는 것은 효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공자는 맹무백(孟
武伯)이 “효”가 무엇이냐고 묻자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걱정이다”(父母唯其疾之憂. 논어 ｢위
정｣ 6)라고만 대답한다. 공자는 효를 자식이 부모를 향한 상향의 마음이 아닌 자식을 향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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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적인 사랑으로 바라본다. “효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식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있기에 거기에 감응하여 발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인 것이다”(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224). 자식이 행여 병들까를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자신의 사후 딸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심 할 수밖에 없다. 그 고심의 결과가 상자 고르기라면 그의 고민과 고뇌가 매우 컸었으리라는 짐
작은 가능하다. 그 상자는 네릿사의 말대로 “그의 뜻”을 헤아려 “진정으로 [그의 딸]을 사랑하는 자만
이”(1.2.31-2) 고를 수 있게 한 것이다. 먼저 “그의 뜻을 헤아려 택하는 자가 [그의 딸]을 선택하게
끔”(1.2.30-31) 조처해 놓은 것이다. 포오샤는 아버지의 유언은 근원적으로 딸의 행복을 보장하려는
걱정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그의 뜻”을 헤아려 제시카처럼 아버지를 “배반”(3.1.34)하는 행동을 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오샤는 아버지의 유언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만은 아니다. 유언을 정
면으로 위배하지 않으면서 바사니오에게 대화나 노래를 통해 정답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여 그의 선
택을 돕는다. 중용에서는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이 보여준 “달효”(達孝)를 강조하며 중시한다:
“무왕과 주공은 달효를 구현하신 분들이다. 대저 효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잘 계승하며, 사람의 일을
잘 전술하는 것이다”(19장). 중용의 “효”는 단순히 혈연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혈연적인 부모
에 대해 복종을 요구하는 규범윤리가 아니다. 효란 반드시 복종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효자
는 아버지의 외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내심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 그러므로 효자는 아버지가 실제로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모두 책임져야한다”(뚜 웨이밍
286). 효란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계승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추구하는 이상적 자화상까지도 음미하는 것을 포함 한다”(뚜 웨이밍 287).
포오샤가 아버지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그의 뜻”을 헤아리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
여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용에서 말하는 “달효”를 구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녀
의 효는 단순히 혈연적인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넘어 상당 부분 아버지의 선지(善志)를 이행하는
중용적인 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그녀가 바사니오의 상자선택을 도와 자신
의 사랑을 성취한 이후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는 납 상자에 담긴 아버지의 선지를 사회적 실천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에서 해방된 후 곧 바로 베니스의 법정이라는 사회의
공적인 영역으로 뛰어든다. 그녀는 재판장면을 통해 구혼을 받던 여성의 수동적 모습에서 문제의 해
결사라는 능동적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Bate 414), “시대를 앞설 수 있는 완벽한 딸(이자
아내)의 이미지를 구현”한다(한도인 697).
법정장면을 “효”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은 아버지의 유지라 할 수 있는 납상자의 중용적 지혜
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기독교라는 신교나 유대교라는 구교는 모두 제도화 된
종교이다. 이들 두 종교를 전형적으로 대변하는 앤토니와 샤일록이 보여주듯이 교리화 되고 제도화
된 종교는 그 속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종교는 합리와 상식의 세계가 아니라 신념과 믿음체계
다. 그 신념은 “영혼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신념이다”(블룸 28). 따라서 종
교적인 인간은 신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독단적이고 배타적일 가능성이 크며 종교의 적대적 대
립은 논리와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제시카가 기독교인인 로렌조(Lorenzo)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
해 그녀의 종교인 유대교를 버려야 했듯이, 종교 간의 갈등은 한쪽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거나 버릴
때만이 그 화해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포오샤의 재판 과정은 두 종교가 서로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한다. 그녀의 유명한 “자비”에 대한 연설을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뿌리를 지니며
같은 신을 믿고 있다는 것에서 그녀의 설득을 진행시킨다. 포오샤는 그들의 법정 공방에는 오랜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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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어온 종교인들 간의 원한과 증오가 깔려 있고 샤일록은 법적 정의를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갈등의 문제는 이성적인 논리나 설득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다. 그녀는 지적인 설득과 함께 정서적 호소를 통해 샤일록에게 자비를 일깨우고자 한다.
그녀는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인 “정의”와 기독교의 가르침인 “자비”가 결합되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역설하며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그녀
는 샤일록이 법에 근거한 정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비 없는 정의만으
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설득한다. 정의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기능하
기 위해선 자비라는 덕목으로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녀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결국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같은 신을 공유하며 그들 모두 용서
와 자비를 기원하는 한, 어느 쪽도 종교적인 화해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버릴 필요가 없음을 주지시
킨다.
여기서 포오샤가 호소하는 “자비”는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도덕성의 발출이 아니라 그
도덕성을 포괄하는 심미적 감성의 발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가 “자비”연설의 핵심 메시지
로 자비를 가지고 정의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주장 할 때 동사로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그녀의
판단은 섬세한 감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비가 정의를 부드럽게 할 때”(When
mercy seasons justice, 4.1.197), 이 문구에서 동사는 “완화시킨다”(mitigate 4.1.203)는 뜻을 포함하여
“양념을 치다,” “맛을 내다”라는 맛과 관련된 다층적인 함의를 지니는 “시즌”(seas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공자는 중용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든 마시고 먹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나 맛을 제대로
아는 이는 없다”(人莫不飮食也, 鮮能知味也. 4장)고 지적하면서, 중용을 “맛을 아는 심미적 경지”로
본다(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117). 음식의 맛은 각종 재료와 양념의 균형 있는 배합이 있어야 하고
그 맛을 위한 배합엔 각종 양념의 과불급이 없는 절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맛은 적절한 때와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포오샤는 “많은 것들이 제철을 만나야 제대로 된 찬탄과 완벽의 맛을 내게 된
다”(Many things by season season'd are / To their right praise and true perfection(5.1.102-8)는 맛에 대한
심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반복하여 사용하는 “시즌”(season)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감성적
인 ‘시중’적 판단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포오샤에게 정의란 사회의 조화
로운 “맛”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간의 권력”(4.1.196)의 자제와 절제인 자비
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앤토니오와 샤일록을 통해 기독교인과 유대인간의 종교적 배타성에는 차이
가 없으며 심지어 샤일록 보다는 앤토니오가 타인과의 공감방식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두 종교 간의 증오를 더욱 뿌리 깊게 만든 것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한 모멸과 천대
로 나타난다. 앤토니오는 과거에 샤일록을 “사람을 죽이는 개”라 부르고, 개처럼 차고, 유대인들의
두루마기에 침을 뱉었었고, “지금도 똑 같이 부를 수 있고, 침도 뱉을 수 있고, 발길로 찰 수도 있
다”(1.3.106-114)며 여전히 경멸한다. 이러한 앤토니오가 법정에서 상황이 역전되어 샤일록에게 취하
는 태도는 “파괴적 잔인성”의 표출이며 “샤일록이 품었던 복수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Leggartt
95). 앤토니오가 샤일록을 살려주는 행위는 결코 포오샤가 샤일록에게 호소했던 기독교적인 자비행
이 아니다. 그가 샤일록의 개종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껏 유대인에게 행한 모멸과 천대 이상의 잔인함
과 이기심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만일 앤토니오가 샤일록의 개종을 원한다면, 그것은 앤토니오 역시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앤토니오는 상대방이 원한다 해도 본인은 결코
하지 않을 일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용에서는 타인과 나누는 공감을 “서”(恕)라고 한다. 인간을 감정이입하여 이해하고 사랑하는
“서”의 정신은 중용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보아 원하지 아니 하는 것은 또한 남에게도 베풀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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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13장)는 문구에 집약된다. 동방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는 이 “서”의
관점에서 보면 앤토니오가 샤일록의 개종을 전제로 베푸는 자비는 일종의 종교적인 폭력이다. “기독
교 사랑의 구현체”인 앤토니오(Marx 107)가 베푸는 자비의 배면에는 자기중심이 놓여있다. 그의 자
기중심적인 자비는 기독교인들의 황금률인 “너희가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바대로 너희는
그들에게 행하라”(｢마태｣ 7:12)는 구절에 심층적으로 내재된 판단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금률의 판단에서 그 기준은 타인이 바라는 바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가 중심이
다. 마찬가지로 앤토니오가 샤일록의 개종을 강제하는 것은 앤토니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남도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내 판단에 의한
것이지 상대방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좋은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일방적인 베품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내가 중심이 된 자비는 상황에 따라 강제와 강요가 뒤따르기
쉬운 것이다. “자비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4.1.187)이 되기 위해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는 아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 ｢안연｣ 2)이다.8)

III
포오샤는 극 전체를 통해 지금껏 때와 상황에 맞추어 “중”을 행하여 왔다. 그녀는 상자 고르기 장
면에서는 아버지의 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게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법
정장면에서는 남자의 세계인 법정에 남자로 변장하여 들어가 상황을 역전시켜 앤토니오의 목숨을
살려내었다. 물론 요시노의 주장대로, “포오샤의 작위적인 계약 해석은 그럴듯해 보일 뿐, 명백하게
틀린 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91). 그러나 그녀는 먼저 샤일록에게 그의 정의를 자비로 완화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었고, 그가 앤토니오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한 다음 그가 요구하는 법적
정의와 논리에 즉하여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앤토니오를 구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그녀의 판결은 “좀스러운 속임수”(요시노 90)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앤토니오의 생명은 물론 샤일록
의 생명까지 구해낸 최적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는 중용에서 말하는 군자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리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였을 뿐이다. 군자는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에 합당한 대로
도를 행하며, 빈천에 처해서는 빈천에 합당한 대로 도를 행하며, 이적에 처해서는 이적에 합당한 대
로 도를 행하며, 환난에 처해서는 환난에 합당한 대로 도를 행한다”(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
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14장). “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얻지 못함이 없
다”(君子無入而不自得焉. 14장). 포오샤는 주어지는 상황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적응에 머무르지 않는
다. 그녀는 상황 해결을 위해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변화한다. 그녀는 주어진 때와 상황마다 자득
(自得)하고 자족(自足)할 수 있을 만큼 “중”의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다.
이제 포오샤는 벨몬트로 돌아와 ‘부부지도’를 구현할 토대를 마련한다. 그녀는 부부관계의 가장

8) 도올 김용옥은 그의 저서 중용한글역주에서 서구의 ‘황금률’인 예수의 말씀과 동아시아의 황금률인 공자의
‘서(恕)’라는 동서 황금률의 근본적인 차이를 철학적으로 통찰하고 기독교의 황금률은 독단이나 독선, 강요,
지배의 논리로 함몰하기 쉽고 유교의 황금률이 인간세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료히 밝혀 놓고 있다
(355-363쪽). 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공자의 네가티브 포뮬레이션이야말로 인간
세의 정감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모든 보편성은 네가티브해야 한다. 그것은 최소한
의 규정성에 머물러야 한다. … 보편성의 확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공자는 최소
한의 형식적 규정성을 네가티브 포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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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인 앤토니오를 가장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그들 부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 포오샤가
남편인 바사니오가 결혼반지를 타인에게 주어 버린데 대해 심히 추궁하고 이에 대해 바사니오의 입
장이 심히 곤혹스럽게 되자 앤토니오는 몸을 저당 잡혔듯이, 영혼을 담보로 친구인 바사니오의 사랑
에 보증을 선다. 이 때 포오샤는 반지를 직접 남편에게 돌려 줄 수 있으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앤토니오를 보증으로 그에게 “요전 것 보다 좀 더 잘 간수하라고 일러 달라”(5.1.255)며 앤토니오에게
건네준다.
포오샤가 반지를 앤토니오를 통해 남편에게 전하는 것은 앤토니오로 하여금 그녀와 바사니오를
재결합시키는 결혼의례의 주례 역할을 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일단 앤토니오는 둘을 결합시키는 주
례 역할을 행한 이상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포오샤는 그들 사랑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앤토니오로 하여금 자신들 둘을 결합하게 하
고 법적인 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남녀의 부부관계를 친구간의 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로 만들
어 버린다. 포오샤는 앤토니오를 변함없는 남편의 친구이긴 하나 그들의 부부생활에 관여 할 수 없는
아웃사이더이고 후견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포오샤의 앤토니오를 통한 반지 건넴은 시기의 적절함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적인 성실함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 준다. 3막2장에서 포오샤는 납 상자를 선택한 바사니오에게 성혼의 약속으로 반지
를 건넨다. 이 반지는 포오샤로서는 “자기 자신”(3.2.170)과 재산 일체를 담아 내어주는 상징물로서
깨어 질 수 없는 성스러운 약속을 내포한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반지를 다시 남편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또 내어 줄
수 있는 게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녀가 반지를 직접 남편에게 다시 주지 않는 것은 바로 그녀의
내적인 성실성과 진실성을 견지하고자 함을 표방하는 것이다. 그녀는 일관되게 자신에게 진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러한 자기 일관성으로서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실천인 “능구”(能久 3장)인 것이다.
포오샤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자 함은 중용의 시각에서 보면 우주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중
용에서 도를 행하게 하는 지·인·용의 “삼달덕”은 천지의 지극한 덕성인 “성”(誠)으로 수렴된다(20
장). 수신은 결국 “자기 몸을 성실히 하는 것”(誠身 20장)이다.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성해지려
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20장). 인간은 하늘의 성실함을
구현함으로써 “천지의 화육을 돕고, 천지의 화육을 도움으로써 천지와 온전한 일체가 된다(可以贊天
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22장). 이 점에서 성실하고 진실하려는 노력은 우주
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자신에게 진실함은 우주 전체에 진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오샤가
남편인 바사니오가 반지를 주어 버렸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진실이
결여된 마음이다: “당신의 거짓된 가슴엔 진실이 텅 비어있군요”(5.1.200). 그녀가 반지를 다시 남편
에게 건네면서 정언명령처럼 하고 싶은 말은 “당신 자신에게 진실 하라. 그리하면 밤이 낮을 따르듯
이, 당신은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 없을 것이다”(Hamlet 1.3.78-80)라는 폴로니어스(Polonius)의 당부일
것이다. 자신에게 진실하면 그 진실이 우주전체로 확장되어 우주와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진실한 “성
이 없으면 우주만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不誠無物 25장).
포오샤는 남편을 앤토니오와의 “암울하고 정신적인 사랑”에서 부부의 “욕망스럽고 밝은 육체적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블룸 44) 앤토니오를 그들의 부부생활의 후견인 위치로 바꾸어 놓았다.
사실 이극에서 앤토니오는 샤일록과 마찬가지로 독신자로서 그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이미
지’(mirror image)이다. 샤일록이 이 극의 처음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듯이, 이 극 끝의 벨몬트에
서 앤토니오는 유일한 싱글로서 커플들로부터 소외된다. 더구나 그들 둘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만 둘 다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인물들이다. 샤일록은 유대인으로서 주변화 되어 있고 앤토니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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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할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인물이다(Marx 112). 그들은 둘 다 이 극
끝에 가면 벨몬트의 유쾌한 축제로부터 배제된다. 샤일록과 앤토니오가 배제되는 것은 벨몬트의 건
강하고 발랄한 축제적인 삶을 위해선 그들로 대변되는 종교적인 세계가 배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젊은 커플들은 기독교인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포오샤는 “이곳 저곳의 성 십자가 앞을 지나오
면서 무릎을 꿇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빈다”(5.1.30-32). 그러나 그녀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벨몬트에
서 보여주는 모습은 결코 종교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다. 그렇다고 신을 아예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모습도 아니다. 중용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매우 현명하게도 신과 거리를 두고 사는 모습이다.
신과 거리를 두고 살 줄 아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벨몬트는 건강한 인문주의의 사회로 다가
온다. 공자는 말한다: “백성의 마땅함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거리를 둘 줄 알면, 이를 일컬어
지혜롭다고 한다”(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논어 ｢옹야｣ 20). 진정한 인문주의는 종교를
포용한다. 인문주의적인 “지혜”(知)로 종교적 갈등이 없는 마땅한 사회를 이루며 살기 위해선 무엇보
다도 “신을 공경하되 거리를 두어야”한다. 포오샤가 벨몬트에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과 거리를 둔 건강하고 조화로운 “마땅한” 사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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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릿과 음악
- 음악을 통한 애도

이 수 진(한국외국어대)

햄릿은 그 스펙트럼의 광범위함과 셰익스피어가 제기하는 문제의식 또한 깊고도 넓어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걸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수없이 많은 논
문이나 저서들이 햄릿의 정신 상태와 복수의 관계 또는 햄릿의 성격적 결함이나 우유부단함으로 인
한 자기 부정과 복수의 지연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햄릿은 숙부의 권력욕
과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 거트루드(Gertrude) 왕비로 대표되는 여성의 정절 문제나 도덕적·윤리적
선택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주로 거대한 개념이나 구도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다보니
주로 남성들의 권력 투쟁과 음모, 그로 인한 필연적 폭력 구현의 과정에서 정작 여주인공인 오필리아
(Ophelia)가 겪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변화나 그것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룬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여성의 육체에 가해지는 성적인 것이든,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언어적 폭력이
든 남성폭력이 불러일으키는 난폭함에 대한 여성의 자기 방어적 행동과 그 좌절을 다루고 있는 여성
적 비극이라는 점에서 햄릿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오필리아에 대한 비평적 시각은 다양하지만 부서지거나 상처받기 쉬운 여성성의 구현이라는 시각
에서 19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미술사가인 안나 제임슨(Anna Jameson)은 셰익스피어의
여인들(Shakespeare’s Heroines) 이라는 저서에서 오필리아에 대해 극히 열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오필리아, 가련한 오필리아! 이 세속적인 세상의 장벽 속에 내던져지고, 인생의 차디찬 가시덤불에
찔려 피 흘리기에 그녀는 너무나 부드럽고, 선량하며, 순수하다. 그녀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 앞에서는 어떠한 달변의 입술도 침묵하게 되리라. 듣는다기 보다는 느낀다고 해야 할 밤과 침묵
의 날개 위로 떠가는 슬프고 감미로운 한 줄기의 선율, 그 매혹적인 향기로 감각을 마비시키는 제비
꽃의 숨결, 지상으로 내려앉기도 전에 허공으로 녹아 사라져버리는 눈가루, 산산이 부서지는 커다란
파도에서 떨어져 나온 작고 흰 포말. 그것이 오필리아다.(241)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작고 가냘픈 여성, 바로 깨지기 쉬운 오필리아의 이미지다. 이런 연약하고 섬세
한 오필리아가 남성 폭력에 대한 방어기제로써 갖고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오셀로에서 여성의
방어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데스데모나(Desdemona)에게 노래라는 도구를 쥐어 주었
듯이, 역시 노래라는 음악적 행위이다. 셰익스피어가 오필리아에게도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그녀의
적극적인 방어 행동에 목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필리아가 햄릿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한다 해도 내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숨기려는 의도에서 나
오는 듯하다(제임슨 245)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언하면, 말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말 대신에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때 노래가 좋은 대안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비극의 여주인공에게 노래와 음악을 통해 억압된 심리 상태와 거절당한 사
랑의 절규, 육친의 죽음에 대한 지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감정의 극한까지 토해낼
방법을 부여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역할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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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데스데모나와는 달리 오필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광기에 빠진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
로도 허물어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점은 곧 이어질 그녀의 비극적인 익사를 더욱 애수어린 장면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오필리아의 광기에 대해 제임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녀의 실성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회복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비참한 영혼!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풍경이다. 극단적인 열정으로 인해 유발되는 광란
상태가 존재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강박증으로 인해 미쳐버리거나 신경 이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필리아의 광기는 이들과는 다르다. 그녀의 광기는 일시적인 의식의 부유(浮
游) 상태가 아닌 사고능력의 완전한 파괴다. 그것은 완전한 백치 상태를 의미한다. (257)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광기에 사로잡히고 어떤 상황이 정상적인 한 사람을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비실체 또는 비인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자. 광인이 되기까지 개인마다 경험
의 깊이가 다를 뿐 최종 형태는 광인으로 불리고 정상인들이 그들과 마주 치기 꺼려하거나 수용소
또는 정신병원에 가두는 행태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왔음을 고려할 때, 대개는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
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 또는 그로 인한 지극한 슬픔이나 분노가 평소 억압되어 해소되지 못하고
남아 있던 마음의 복잡한 찌꺼기들과 결합하여 광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광기는 정상인으로부터 이성을 분할하여 동물에 가까운 상태로 전락시키며 이는 곧 광
인을 정상적인 이성을 지닌 인간과 구분되는 일종의 해체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광기의 역사(Madness and Civilization)에서 “광
인은 결코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81)고 말한다. 그리고 곧 “인간 속에 들어 있는 동물은 자기 자
신 이외의 어떤 다른 것과도 매개되지 않고 바로 광기로 변형된다....광기 속에서 날뛰고 있는 동물성
은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요소를 박탈한다”(81)라고 부기한 것에 주목해보자. 푸코는 광기의 비이성
과 동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광기는 그 자체의 폭발력과 저돌적인 속성을
지닌 멈출 수 없는 정신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광기가 “파멸이 재탄생의 씨앗을 제
공하는 풍요 마법의 첫 걸음”(Ronnberg 692)이라는 상징적인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을 잃거나 또는 강제로 빼앗기고 비정상성에 가까이 다가간 상태가 단순한 파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정상적일 때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모습의 재탄생일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광기
가 한 인간의 사회적 정상성은 박탈했을지언정 그 아래에 숨어 있던 또 하나의 자아를 드러내어 긍
정적으로 변모시켜 내면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추진력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라 해도 무방
하다. 이 추진력이 바로 오필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원동력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천천히 상처받고 찢겨져 내면이 무너져 내린 여성이 어떤 감당
못할 커다란 충격에 의해 마침내 광기에 사로잡혀 백치에 가까운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
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흔히 광인이 부르는 노래는 별 다른 의미가 없는 허공을 향한 절규이거나 혼
잣말 또는 한탄에 가까운 것이겠지만, 작품 속에서 오필리아가 부르는 노래들은 사랑의 허위를 노래
하는 것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비통하게 토로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비록 오필리아가 백치에
가까운 상태로 전락했다 해도 그녀가 부르는 노래들이 오직 애절할 것이라고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오필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들 중에 성적인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극한의 광기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평소에는 억압되어 있던 그녀의 여성적 욕망이 자연
스럽게 깨어나 발설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노래들은 대부분 “셰익스피어 시대에 유행한,
그래서 객석에 매우 귀에 익은 속요(俗謠)들이지만 그중에는 상스러운 것도 있어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공연 때에는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처녀의 입에 오르기 민망하다는 것이
이유였다”(여석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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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리아가 부르는 몇 곡의 노래 중에는 사랑의 허위성에 관한 가사를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첫 부분이 “내일은 밸런타인의 날이라네”(Tomorrow is Saint Valentine′s day)로 시작되는 노래가 가
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 첫 소절을 따서 ‘밸런타인 노래’(A Song of Valentine)라고 할 수 있을 이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처녀가 부르기에 부도덕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오필리
아가 햄릿으로 인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정신이 산란해진 상태에서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한
성 밸런타인 관련 노래를 부른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이것은 오필리아의 마음 한 구석에 햄릿과의
사랑에 대한 회한이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전통사회에서 남성의 적극적이고도 일방적인
구애에 대해 여성이기에 거부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초래한 현실 속 자신의 판단 착오와 그로
인한 상황의 급변을 부정하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필리아 (노래한다)
내일은 성 밸런타인 날,
아침 일찍,
나 이 처녀는 창가에서,
당신의 밸런타인이 되리.’
그러면 그는 일어나, 옷을 입고서,
방문의 빗장을 올렸지.
처녀를 들어오게 했고, 떠날 땐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네.
신께 맹세하건데,
아, 이런 창피해라!
사내들이란 그럴 것이라 해도,
신께 맹세코, 그들은 비난받아야 해.
그녀는 ‘당신이 나를 쓰러트리기 전,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요’라고 말했지.
‘저 태양에 두고 맹세하건데, 그렇게 했을 거야.
당신이 내 침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말이지.’
Ophelia (She sings)
‘Tomorrow is Saint Valentine’s day,
All in the morning betime,
And I a maid at your window,
To be your Valentine.’
Then up he rose, and donned his clothes,
And dupped the chamber door;
Let in the maid, that out a maid
Never departed more.
By Gis, and by Saint Charity,
Alack, and fie for shame!
Young men will do't, if they come to't,
By Cock, they are to blame.
Quoth she ‘Before you tumbled me,
you promised me to wed.’
‘So would I ha' done, by yonder sun,
And thou hadst not come to my bed.’
(4.5.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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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사랑을 이어주는 수호성인을 기념하는 발렌타인 날에 처녀가 순결을 잃고 남자를 원망하
는 노랫말인데, 결국 이 노래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햄릿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까지 비명횡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데스데모나의
‘버드나무 노래’와 통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오필리아가 부르는 노래에는 이외에도 아버지의 죽음과 상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딸의 애절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 다른 노래보다도 보편성을 획
득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오필리아 (노래한다)
어떻게 내가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알까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조가비 달린 모자와 지팡이,
그리고 샌들로 알 수 있네.
그 분은 죽어 사라졌어요, 아가씨,
그 분은 죽어 사라졌어요,
머리맡에 초록 잔디풀,
발치엔 돌 하나.
수의는 산의 눈처럼이나 하얗고
예쁜 꽃들로 가득 덮여져,
무덤가에서 눈물 흘렸지
진실한 사랑의 소나기와 함께.
그들은 그 분 얼굴을 드러낸 채 관에 얹었지,
헤이 난 나니, 나니, 헤이 나니,
그 분의 무덤 위론 많은 눈물이 흘러 내렸지
예쁘고 귀여운 울새는 내 모든 즐거움.
다시는 오지 않으시려나?
다시는 오지 않으시려나?
아니, 아니, 그 분은 돌아가셨어.
다시는 오지 않으실 거야.
그 분의 수염은 눈처럼 희고,
그 분 머리는 온통 아마(亞麻)였지.
이젠 떠나셨어, 이젠 떠나셨어.
그리고 우린 통곡한다네.
그 분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길.
Ophelia (sings)
How should I your true love know
From another one?
By his cockle hat and staff,
And his sandal shoon.
He is dead and gone, lady,
He is dead and gone,
At his head a grass-green turf,
At his heels a stone.
White his shroud as the mountain snow ―
Larded with sweet flowers,
Which bewept to the grave did not go
with true-love showers. (4.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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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bore him barefaced on the bier,
Hey non nony, nony, hey nony,
And on his grave rained many a tear ― (4.5.166-8)
For bonny sweet Robin is all my joy. (4.5.186)
And will he not come again?
And will he not come again?
No, no, he is dead,
He never will come again.
His beard as white as snow,
All flaxen was his poll.
He is gone, he is gone,
And we cast away moan.
God ha’ mercy on his soul. (4.5.190-9)

본 노래는 크게 독립된 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How
should I your true love know”에서 “with true-love showers”이지만, 엄밀히 말해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They bore him barefaced on the bier”부터 “And on his grave rained many a tear”까지를 첫 번째로 보아
야 한다. 왜냐하면 오필리아가 아버지를 애도하다 말고 갑자기 “Tomorrow is St. Valentine’s Day”라는
다소 외설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판단할 때 오필리아의 정신착란이 심각함을 알 수 있고, 다시
정신이 돌아온 오필리아가 정신을 가다듬고 아버지를 애도하는 노래를 이어서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분은 “For bonny sweet Robin is all my joy”인데, 이 부분에서 오필리아가 자신을 일반적
으로 로빈(Robin)으로 알려진 붉은가슴울새에 빗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사람이 어떤 상황
에서 자신을 새에 비유하여 그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단순히 현재의 정신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새에 관해 인간이 부여해온 의미를 떠올려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새
들이 하늘을 향해 상승하는 것을 보았던 그 순간부터 새의 비행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음에
틀림없다. 새는 우리들 인간이 묶여 있는 자연의 같은 법칙에 속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고의
가벼움과 함께 새는 중력을 무시하고,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동등하게 편안하
다”(Ronnberg 238). 오필리아 역시 붉은가슴울새를 노래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비극적 사건
만 아니었다면 새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웠을 시절을 떠올리며 그것으로 자기 치유와 햄릿에 대한 애
정 희구를 간접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마음의 치유는 요원하고, 클로디우스
(Claudius)의 말처럼 불행은 겹쳐서 오는 법이다.
세 번째 부분은 “And will he not come again?”부터 “God ha’ mercy on his soul”까지인데, 이 노랫말
이 담긴 곡 역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의 무대 상연에서 불렸던 노래들 대부
분과 마찬가지로 전통에 따라 보존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오필리아가 부르는 아름다우면서도 구슬픈
이 작은 규모의 멜로디는 오필리아의 그 어떤 노래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존하는 악보를 분석
해보아도 A단조의 못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8마디 곡에 불과하지만, 이 노래가 뿜어내는 슬픔과 애도
의 정서는 비록 거의 동일한 멜로디에 실려 전달되고 있다 해도 그 응축된 슬픔과 절제된 표현에서
셰익스피어 비극에 포함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래의 중반부에서 반음이 한 번 하강하고
뒤이어 반음이 두 번 상승하는데, 이것은 오필리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
는 불안감을 반음이라는 음악적 형식으로 극대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데스데모나가 노래만 부르는 것과는 달리 오필리아는 직접 류트(lute)를 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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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른다는 점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셰익스피어만이 비극에서 여성 주
인공에게 노래와 악기를 동시에 부여했는데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조치였고 어쩌면 전통을 무시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사실 남성에 비해 자신의 언어로 말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던 당시
여성들의 처지에서 비록 연극을 통해서라 해도, 게다가 미친 상태에서이긴 하지만, 여성에게 발언권
과 노래, 그리고 악기까지 부여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큰 업적이다.
따라서 오필리아가 데스데모나보다 더 많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오필리아의 경우 데스
데모나와는 달리 연인 햄릿에 의한 아버지의 우발적 살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큰 충격을
받아 실성을 했고 그로 인한 광기의 힘이 감정의 외적인 발현에 작용하여 더욱 자유롭게 맺힌 감정
의 토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오필리아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결국 아버지
의 비참하고도 갑작스러운 죽음과 햄릿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여성적 욕망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햄릿에 대한 논문들이 주로 거대 담론 위주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
논문은 규모를 축소하여 오필리아가 부르는 노래만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오필리아는 스스로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내면의 갈등 및 풀지 못한 고뇌를 노래와 음악으로 해소하거나 때로는
자신에게도 호소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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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회｣에 나타난 ‘대화치료’의 정신분석
Psychoanalysis From the ‘Talking Cure’ in The Family Reunion

이 수 영(한국영상대)

Abstract
This article aims that Eliot's Poetic drama The Family Reunion reveals narrative therapy through ‘Talking
Cure’. I purchase the protagonist Harry's consciousness process in the existentialism meaning with healing
analysis. I would like to use the therapeutic effect for human trauma by this therapy. In The Family
Reunion, the existential meaning analysis heals the human agony and his/ her life. In the procedure I use
types of love concepts and Satir's model.

Ⅰ. 서론
본 연구는 엘리엇 시극 ｢가족재회｣에 나타난 주인공 Harry의 정신적 고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랑과 갈등을 정신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대화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본다. 엘리엇
의｢가족재회｣에서 나타나 있듯이 메리와 에이미, 해리 등의 인물은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갈등과 대
립의 상태에 있다. ｢황무지｣(The Waste Land)의 시적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각인의 방에 갇혀’ 있
는 이기적 관계에 놓여 있다. 엘리엇이 보는 대로 필자도 현대인들이 심리적 갈등의 관계에서 해결되
어 정신적 승화의 과정에 들어서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엘리엇이 보여주는 기독교적인 신의사랑,
또는 아가페 사랑 등의 사랑의 유형과 갈등 관계에 놓여서 보이는 주인공의 문제를 보는 사티어의
시각적 구성원 유형을 비추어서 갈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티어의 모델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태를 대략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유형을 각각 분석한 것이다.
｢가족재회｣에 나타난 주인공들은 가족 간에 냉랭하며 억압된 분위기에서 권태롭고 우울하게 살아가
는 역기능적 가족 (고성혜 외 162)이다. 이런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은 첫째로 회유형, 둘째, 비난
형, 셋째 산만형이 있고 이와는 달리 건강한 의사소통의 유형에 일치형이 있다. 그 외에 초이성형
유형이 있다.

Ⅱ. ｢가족재회｣에 보이는 사티어 모델
｢가족재회｣에서 분석하여 볼 수 있는 사티어 모델에 비추어 보는 주인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시우드의 가장인 에이미가 회유형으로 보인다. 회유형은 위로자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
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만을 맞추려고 애쓰고, 사과하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은 에이미
가 해리와 메리를 결혼시키려고 많이 기다리고 참으며 가족재회를 계획하여 그녀의 생일잔치를 벌이
지만 불행하게도 생일날 질병으로 사망한다. 그녀는 시계가 멈추어 버린다고 언급함으로서 그녀의
두려움을 불안한 가운데 예감했다. 에이미가 ‘기대불안(anticipatory anxiety)’에 싸여 있음이 나타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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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형의 인물로는 존이 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남을 괴롭히고, 무시하며, 남의 결점을 캐
내는 경향이 있다. 즉, 그는 모친 생일에 귀가하는데 사고가 나서 변명을 하고 신문 기사를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메리는 초이성형으로 보인다. 감정을 억제하며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실수를 안하려고 노력하며 다
른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멀리하는 초이성형 유형의 사람은 감정보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시하
다보니 정보와 논리의 입장에서 말한다. 그런 까닭에 메리는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지성인 해리와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메리는 해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혼이 아니
라 속죄양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포기한다.
｢가족재회｣의 주인공 해리는 사티어의 모델에서 산만형의 인물로 분류된다. 혼란자인 산만형 사람
은 생각이 자주 바뀌고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말과 무관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아내의 죽음에 혼란
을 느끼며 위시우드 집에 돌아와 고독과 삶의 무의미함을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일치형 모델에 아가사가 있다. 일치형 모델은 균형자라고도 불리는 이성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일치되어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다. 아가사가 해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해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상황을 이야기하여 해
리가 죽을 뻔한 몬첸시경의 계획을 저지시켰다고 말해준다, 해리가 인생의 원죄의식을 깨닫도록 하
여 가문의 저주를 풀기위해 속죄양의 길을 가야 하는 이야기를 소통하고 있다.

Ⅲ. ｢가족재회｣에 보이는 사랑의 유형
｢가족재회｣에서 해리는 자기애(self-love)가 강한 아내와 이성애(Erotic love)관계를 맺고 해외여행
중 갑작스런 아내의 실종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어머니 에이미는 해리를 생일에 초대하여 위시
우드의 평온한 삶을 되찾아 해리가 아내 없음을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어머니로서 최선의 모성애로
유도한다. 메리는 해리와 이성애에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아가사와 더불어서 이웃사랑의 관계로서
해리가 신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돕는다. 즉, 해리가 해리 아버지와 동일한 죄의식을 갖는 것을 알고
그것이 원죄의식 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해리는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외디프스 콤플레스를 해결하는
신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 해리의 신의 사랑의 방법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속죄양의 헌신적
인 아가페(Agape) 신의 사랑이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유형은 그리이스의 다른 분류의 사랑의 종류와도 유사하다. 친구 간의 우정
을 의미하는 필레오(Phileo) 사랑은 이웃사랑과 비교되는 비슷한 사랑의 개념이다. 모성애는 골육의
정, 육친적인 사랑인 스트로게(storge)와 견주어질 수 있다. 이성애는 애로스(Eros)와 유사한 감각적
욕망, 동경이 있는 열성적인 사랑이다. 해리가 선택한 속죄양의 길은 애로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프롬의 신의 사랑인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신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
해리와 아가사가 이성애이라기보다는 이웃사랑을 통하여 해리가 에이미 어머니와의 모성애가 육
체적 관계라고 볼 만큼 물질적인 것이라면, 정신적인 아가사의 모성애가 나타나고 있다. 해리의 아내
와 몬첸시경과 아가사가 육체적 이성애를 나누었지만 해리와 메리의 사랑의 관계는 육체적이라기보
다 정신적인 이성애를 보인다. 작품에서 죽음을 보이는 가족을 떠나 해외에서 방랑한 몬첸시경이나
해리의 아내, 에이미 어머니는 자기애에 빠져 있음이 나타난다. 위시우드 가문의 죄를 속죄하기로
결정하여 몬첸시경의 대를 잇기를 포기하고 메리와 결혼을 하지 않으며 아프리카 선교사의 길을 가
는 주인공 해리는 신의 사랑을 선택함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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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갈등적 트라우마 극복과 정신적 승화
메리는 해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여 아가사와 이야기해보다 아가사가 해리가 메리와 결혼하기를 원
하지 않음을 메리에게 의사표시 하여 메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로서 아가사와 메리는 사랑의 갈등
을 겪는데 아가사가 이모로서 해리에게 육체적 모성애를 주는 관계가 아니듯이 메리도 해리와 육체
적 이성애를 나누지 못하고 해리와 아가사가 이웃사랑이라든지 정신적 모성애로 물질로 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정신의 갈등상태에서 상처를 받는 듯이 보인다. 메리가 정신적 갈등을 풀어주려고
할수록 메리가 해리와의 관계에서 육체적 이성애에 이르지 못하고 정신적 이성애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감에 따라 해리가 가도록 인생길을 결정한다. 이것을 이성애에서 한층 더 뛰어 올라 이웃사랑으
로 관계를 설정하여 메리는 아가사와 테네브레 기도를 같이 함으로서 이성애의 갈등은 표출되지 않
고 이웃사랑으로 정신적 승화를 이룬다.
에이미가 주인공 해리를 위시우드의 가장으로 이어가게 하려는데 아가사가 해리와 이야기를 나눈
다. 해리가 겪는 정신적 갈등의 문제를 아가사가 풀어 줌으로서 해리가 정신적으로 승화하는 데에
도와준다.

Ⅴ. 대화 치료적 라포 관계 양상
해리는 그가 대서양 한 복판에서 유람선 갑판에 있는 아내를 밀어뜨려 죽였다는 신경증에 사로잡
혀 어머니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귀가한다. 그는 삼촌들의 관찰자들의 보호아래 의사 워버튼과 이
야기를 나누며 치료적 접근을 하고 아가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몬첸시경, 해리의 아버지로 아내를 죽
이려고 했었다는 사실에 해리 자신이 원죄의식을 깨닫고 아버지와 동일시하여 가문의 저주를 풀기
위하여 아프리카 해외선교사로 속죄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여 그동안 있었던 육체적 이성애라든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신경증적 증세를 보이며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다가
속죄양의 길을 가기로 정한 그의 마음 상태는 아가사와의 대화로 치료되어 새로운 정신으로 가족
간의 라포를 형성한다.

Ⅵ. 결론
에이미가 주인공 해리를 가장으로 이어가게 하려는데 아가사가 해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해리의
문제를 아가사가 풀어 줌으로서 아가사와 에이미가 관계회복의 갈등에서 다투다가 결국 해리가 위시
우드에 돌아와서 에이미의 모성애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나 해리가 메리와 결혼하기를 결정하지 않
고 신의 사랑을 구하여 속죄양의 삶을 산다고 함에 따라 에이미가 아가사와 갈등지고 육체적 모성애
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계가 멈추듯 기대불안이 죽음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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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Partial Control

Kang, Nam-Kil(Far East University)

Abstract
PC (partial control) PRO is supposed to be a group consisting of a matrix controller(s) and a salient
individual(s). The ultimat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quire into the control behavior of PC PRO and to
propose that the semantics of the relevant predicates in the untensed clause, adverbs, and postpositions has
to do with the recoverability of PC PRO in Korean. In this article, we provide some cases where the
movement theory of control may face difficulties and demonstrate that control by implicit arguments, event
control, and partial control do not lend their support to the movement theory of control. One major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null comitative hypothesis that PC PRO is both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singular is misleading. Our claim lends its support to the hypothesis that PC PRO is syntactically singular
but semantically plural. A further point to note is that obligatorily controlled ECs in Korean are PRO under
the assumption that an interrogative word is not allowed in the position where PRO occurs. This leads
to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obligatory control constructions in which ordinary PRO and PC PRO are
obligatorily controlled by a matrix controller(s) and a salient individual(s). Finally, we hypothesize that
ordinary PRO in Korean is recovered from the semantics of the relevant predicates in the untensed clause,
whereas PC PRO in Korean is recovered from that of the relevant predicates in the untensed clause,
adverbs, and postpositions.
Key words: PRO, PC PRO, partial control, recoverability of PRO, movement theory of control

1. Introduction
PC (partial control) PRO is assumed to be a group consisting of a matrix controller(s) and a salient
individual(s). The ultimate goal of this article is to delve deeply into the control behavior of PC PRO and
to propose that PC PRO is recovered from the semantics of the relevant predicates in the untensed clause,
adverbs, and postpositions. The organizat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In section 2, we provide some
cases where the movement theory of control may face difficulties and demonstrate that control by implicit
arguments, event control, and partial control do not lend their support to the movement theory of control.
In section 3, we examine two approaches to PC PRO. More specifically, Pearson (2015) and Landau (2016)
contend that PC PRO is syntactically singular but semantically plural, whereas Hornstein (2003), Stodowics
(2008), and Boeckx, Hornstein, and Nunes (2010) maintain that PC PRO is both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singular (the so-called null comitative hypothesis). In this article, we argue for the hypothesis
that PC PRO is syntactically singular but semantically plural. Our claim does not back up the null
comitative hypothesis that PC PRO is both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singular. In section 4, we make
clear that obligatorily controlled ECs in Korean are PRO under the assumption that an interrogative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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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forbidden in the position where PRO occurs. In section 5, we propose that just as the semantics of the
relevant predicates in the untensed clause has to do with the recoverability of ordinary PRO in Korean,
that of the relevant predicates in the untensed clause, adverbs, and postpositions has to do with that of
PC PRO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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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matic Remnants

Doo-Won Le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I. Introduction
Fronting of a constituent of idioms gets rid of their idiomatic meaning in the discourse initial contexts.
However, when a relevant antecedent context is given, an idiomatic constituent of some idioms can undergo
movement to the sentence-initial position, keeping the idiomatic interpretation intac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aseless or case-marked. On this view, this present work raises an objection on the in-situ approach
to idiomatic fragments or idiomatic appendices in the repetitive right dislocation construction (RDC),
advocating the standard analysis for fragmentation along with Merchant’s (2004) approach that the relevant
remnants are derived through move-and-delete. The idiomatic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can keep its
figurative reading intact since its overt idiomatic correlate appears in the antecedent context. The idiomatic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must undergo focus movement to [Spec, CP] while the rest of the clause
can be elided under identity, working out perfectly in the bi-clausal fragment approach. Neither of the
pseudo-cleft analysis nor the copula structure anaylsis (i.e., limited ellipsis) can host an idiomatic
interpretation for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s.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 can be used with the
non-copula regular tag, while it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copula tag,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ontext free or not.

II. Analysis
When the contrastive marker -(n)un is attached onto a nominal extracted out of a verbal idiom, it
is assigned focus (i.e., identificational/presuppositional focus via syntactic movement in Ḗ Kiss’s (1998)
term), preserving its idiomatic interpretation. This is shown in the examples (1b), (16b), and (17b),
respectively, where the -(n)un-marked idiomatic nominal within the subsequent clause occupies the left
peripheral position of the structure. The corresponding contrastive nominal in the antecedent clause
induces its following -(n)un-marked nominal so as to preserve its intended idiomatic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the preceding -(n)un-marked nominals in (1b), (16b), and (17b) become a catalyst which
enables the following -(n)un-marked nominals to retain their idiomatic interpretations even after syntactic
movements are applied. In this regard, an overtly or tacitly preceding contrastive nominal in the
discourse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its following -(n)un-marked idiomatic nominal. This is
additionally testified by (un)acceptability of (18a) and (18bB). What is at stake here is that an idiomatic
nominal may undergo focus movement from the verbal complement position to the peripheral position
(i.e., Spec-C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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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Yenghi-ka aitie-lul nay-ss-ko Chelswu-ka katak-ul cap-ass-ta. (literal/idiomatic)
Y-NOM idea-ACC come.up-PST-COMP C-NOM strand-ACC catch-PST-DC
Literal interpretation: ‘Yengh came up with an idea and Chelswu caught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Yenghi came up with an idea and Chelswu got a clue.’
b. aitie-nun Yenghi-ka nay-ss-ko katak-un Chelswu-ka cap-ass-ta.. (still ambiguous)
idea-TOP Y-NOM come.up-PST-and strand-TOP C-NOM
catch-PST-DC
(17) a. Yenghi-ka son-i
khu-ko Chelswu-ka pal-i
nelp-ta. (literal/idiomatic)
Y-NOM hand-NOM big-and C-NOM foot-NOM wide-DC
Literal interpretation: ‘Yengh’s hands are big and Chelswu’s feet are wide.’
Idiomatic interpretation: ‘Yenghi is generous and Chelswu has a lot of human connections.’
b. son-un
Yenghi-ka khu-ko pal-un Chelswu-ka nelp-ta. (still ambiguous)
hand-TOP Y-NOM big-and foot-TOP C-NOM
wide-DC
(18) a. #katak-uli
Chelswu-ka ti cap-ass-e. (only literal)
strand-ACC C-NOM
catch-PST-DC
Literal interpretation: ‘As for a strand, Chelswu caught it.’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got a clue (to the solution).’
b. A: Chelswu-ka cengmal katak-ul
cap-ass-ni? (literal/idiomatic)
C-NOM
really strand-ACC catch-PST-Q
Literal interpretation: ‘Did Chelswu really catch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Did Chelswu really get a clue (to the solution)?’
B: Ung, katak-uli
Chelswu-ka ti cap-ass-e. (still ambiguous)
yes, strand(-ACC) C-NOM
catch-PST-DC
Literal interpretation: ‘Yes, Chelswu caught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Yes, Chelswu got the clue (to the solution).’

When an idiom is syntactically transformed through operations such as passivization in (19b) or
topicalization in (20b), the idiomatic interpretation remains intact (Nunberg et al. 1994).
(19) a.
b.
(20) a.
b.

Spill the beans. (verb-object idiom)
The beans are spilled. (verbal passive idiom)
Bob has most certainly spilled the beans. (verb-object idiom)
The beans, Bob has most certainly spilled. (Topicalisation)

The compositional idioms in Korean can also undergo verbal passive (Lee and Lee 2017).1) Note that the
idiom in (21a) can be morphologically passivized, keeping the idiomatic meaning intact, as shown in (21b).
(21) a. katak-ul
cap-ta (verb-object idiom)
strand-ACC catch-DC
‘to lay down a framework’
b. katak-i
cap-hi-ta (verbal passive idiom)
strand-NOM catch-PASS-DC
‘for the framework to be set’

In line with the discussion above, we argue that an idiomatic nominal within a verbal idiom may undergo
fragment answer or repetitive appendix to the focus position (i.e., Spec-CP, here) when its idiomatic
correlate appears in the preceding context.2) This is also what the answer in (22bB) shows. Thus, Kim’s
(2015, 2017) argument that no movement is involved in deriving idiomatic fragments and idiomatic
1) The idiomatic constituent in Korean can also undergo movement out of the verbal idiom when its idiomatic correlate
appears in the preceding context, as will be shown or the contrastive context is given, as shown in (1b, c).
2) The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is named the repetitive appendix,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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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in the repetitive RDCs in that fronting of a constituent of idioms gets rid of their idiomatic
meaning as in (18a) and (22a) isn’t always on the right track.
(22) a. #miyekkwuk-ul
Chelswu-ka ecey
mek-ess-e.
seaweed.soup-ACC C-NOM
yesterday eat-PST-D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ate seaweed soup yesterday.’ (only literal)
*Idiomatic/figurative interpretation: ‘Chelswu failed in the examination yesterday.’
b. A: Chelswu-ka cengmal miyekkwuk-ul
mek-ess-ni? (literal/idiomatic)
C-NOM
really
seaweed.soup-ACC eat-PST-Q
Literal interpretation: ‘Did Chelswu really eat seaweed soup?’
Idiomatic/figurative interpretation: ‘Did Chelswu really fail in the examination?’
B: Ung, miyekkwuk-ul
Chelswu-ka mek-ess-e. (still ambiguous)
yes seaweed.soup-ACC C-NOM
eat-PST-DC
Literal interpretation: ‘Yes, Chelswu ate seaweed soup (yesterday).’
(?)Idiomatic/figurative interpretation: ‘Yes, Chelswu failed in the examination.’

Ko (2016) argues that the repetitive appendix must be phonologically prominent or may constitute an
answer to a wh-phrase while receiving a focal stress and that it must undergo focus movement while the
rest of the clause can be elided under identity, working out perfectly in the bi-clausal fragment approach.
In this vein, we demonstrate that an idiomatic nominal may undergo a case-marked/caseless fragment in its
relevant context or case-marked/caseless appendix within the repetitive RDC, while its idiomatic meaning is
left unharmed.3) The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expresses information focus, whereas the contrastive
nominal conveys identificational focus. The former encodes new information with prosodic prominence
whereas the latter holds presuppositional focus via syntactic movement. What is crucial here is that the
idiomatic remnants with information or identificational focus are involved in focus movement to [Spec, CP].
This, in turn, suggests that case-marked and caseless idiomatic fragments or case-marked and caseless
appendices in Korean should both undergo focus movement to [Spec, CP] and be derived from a fully
clausal source via ellipsis, as illustrated in (23b) and (24b). Unlike in (23a) and (24a) where there is no
overt correlate for the idiomatic fragment or appendix (in the antecedent clause or context), the fragment
and appendix in (23b) and (24b) may both receive idiosyncratic (i.e., idiomatic) interpretations for their
idiomatic correlates appear in the preceding context. The idiomatic fragment or idiomatic appendix via
move-and-delete requires the presence of an idiomatic correlate in the antecedent clause, which forms an
identity/recoverability condition on the idiomatic fragment or appendix (cf. Hankamer & Sag 1976;
Merchant 2004).
(23) a. A: Chelswu-ka mwues-ul cap-ass-ni?
C-NOM
what-ACC catch-PST-Q
‘What did Chelswu catch?’
B: #Katak(-ul) (only literal)
strand-AC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caught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got a clue (to the solution).’

3) As pointed out in Park (2005), fragmentation in Korean shows the repair-by-ellipsis effect when they are extracted out
of an island (refer to Ko (2016) for the relevant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This is what the idiomatic fragments
and idiomatic appendices in the repetitive RDC show (see Lee and Lee (2018a) for empirical data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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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Chelswu-ka katak-ul
cap-ass-e. (literal/idiomatic)
C-NOM strand-ACC catch-PST-D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caught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got a clue (to the solution).’
B: Mwuel cap-ass-ta-ko?
what catch-PST-DC-Echo Q
‘What did he catch?’
A: [CP Katak(-ul)i [TP Chelswu-ka ti cap-ass-e]]. (literal/idiomatic)
strand-AC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caught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got a clue (to the solution).’
(24) a. #Chelswu-ka _____ cap-ass-e,
katak(-ul). [gapped RDC] (only literal)
C-NOM
catch-PST-DC strand-AC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caught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got a clue (to the solution).’
b. Chelswu-ka katak-ul
cap-ass-e,
C-NOM strand-ACC catch-PST-DC
katak(-ul)i [TP Chelswu-ka ti cap-ass-e]]. [repetitive RDC] (literal/idiomatic)
strand-AC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caught a strand.’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got a clue (to the solution).’

B. Park (2015) argues that the case(/postposition)-drop in fragment answers is clearly accounted for
under the ellipsis approach to fragments à la Kim (2010). In ellipsis fronting of the remnants can optionally
strand its case-marker (or postposition). When the case-marker (or postposition) is stranded, the subsequent
TP-ellipsis eliminates the stranded marker (or postposition), giving rise to a repair effect (Merchant 2001;
Lasnik 2001). The resulting construction is the caseless fragment. Without ellipsis, the case stranding results
in unacceptability which can eventually be repaired via PF-deletion (Merchant 2001). Park and Kim (2016)
further suggest that the appendix of the gapless RDC is derived on this view. If the given analyses are
on the right track, the caseless idiomatic remnant in (23b) is derived from a fully clausal source via ellipsis,
which gives rise to a repair effect, as shown in (25).4)
(25) kataki [TP Chelswu-ka ti-ul cap-ass-e]].

The idiomatic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in (7c) can be represented as three types of the following.
(26) a. Chelswu-ka ecey
miyekkwuk-ul
mek-ess-e, miyekkwuk-ul. (literal/idiomatic)
C-NOM yesterday seaweed.soup-ACC eat-PST-DC seaweed.soup-AC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ate seaweed soup yesterday.’
Idiomatic/figurative interpretation: ‘Chelswu failed in the examination yesterday.’
b. Chelswu-ka ecey miyekkwuk-ul mek-ess-e, miyekkwuk. (still idiomatic)
c. Chelswu-ka ecey miyekkwuk mek-ess-e, miyekkwuk(*-ul). (still idiomatic)

The idiomatic appendices in the repetitive RDC in (26) must undergo focus movement while the rest
of the clause can be elided under identity, working out perfectly in the bi-clausal fragment approa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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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in (27a, b, c), respectively. The caseless idiomatic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may hold a
caseless idiomatic correlate in the host clause, as shown in (26c). This is what the contrastive idiomatic
nominal in (1c) shows, although it receives a different focus. The contrastive nominal in (1c) receives
identificational focus, but the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26) information focus. For the sake of
convenience, their extraction or dislocation is expressed as focus movement here.
(27) a. miyekkwuk-uli, [TP Chelswu-ka ti mek-ess-e]].
b. miyekkwuki, [TP Chelswu-ka ti-ul mek-ess-e]].
c. miyekkwuki, [TP Chelswu-ka ti mek-ess-e]].

Within the elliptical site, the case-marker can be stranded as in (27b). Further, deleting a stranded
case-marker requires an overt presence of its corresponding case-marker in the antecedent clause to satisfy
the identity condition on ellipsis (Chung 2013; Park 2015). In the fragments or appendices, the antecedent
context must contain the identical case-marker (or postposition), and this allows TP-ellipsis under
identity/recoverability.
As mentioned above, an idiomatic nominal within a verbal idiom may undergo fragment answer or
repetitive appendix to the focus position (i.e., Spec-CP, here) when the idiomatic correlate appears overtly
or is presupposed tacitly in discourse. In the remnant in (23aB), the moved remnant only has a literal
meaning since the corresponding idiomatic correlate is absent in the antecedent context. The acceptability
of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 in (28) and (29)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idiomatic object can
optionally drop its accusative-marker even without ellipsis.5)
(28) A: Chelswu-ka (han yelum-ey)
tewuy(-lul)
mek-ess-e. (idiomatic)
C-NOM
(middle summer-in) hot weather(-ACC) eat-PST-DC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affected by hot weather in the middle of summer.’
B: Chelswu-ka (han yelum-ey)
mwue
mek-ess-ta-ko?
C-NOM
(middle summer-in) what(-ACC) eat-PST-DC-Echo Q
‘What did Chelswu eat in the summer?’
A’: tewuyi [TP Chelswu-ka (han yelum-ey) ti mek-ess-e]. (idiomatic)
hot weather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affected by hot weather in the middle of summer.’
(29) A: Chelswu-ka miyekkwuk(-ul) mek-ess-e. (literal/idiomatic)
C-NOM
seaweed.soup eat-PST-D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ate seaweed soup.’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failed an exam.’
B: Mwue mek-ess-ta-ko?
what eat-PST-DC-Echo Q
‘What did he eat?’
A’: [CP miyekkwuki [TP Chelswu-ka ti mek-ess-e]]. (literal/idiomatic) (Lee, 2016: 328, (2b))
seaweed.soup-ACC
Literal interpretation: ‘Chelswu ate seaweed soup.’
Idiomatic interpretation: ‘Chelswu failed an exam.’

5) The case stranding does not appear in this case. The case-marked fragment may also be allowed, as shown in
(2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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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caseless idiomatic object is assigned identificational focus, it can also be extracted to Spec-CP,
as shown in (1c), which shows that the bare idiomatic fragment can undergo movement. On this view,
we argue that the bare idiomatic fragment can also be derived along with Merchant’s (2004) standard
analysis for fragmentation that the relevant remnants are derived through move-and-delete.
However, neither of the pseudo-cleft approach nor the copula sentence anaylsis can host an idiomatic
interpretation for bare fragments. Yoon’s (2014) and M. Park’s (2014) pseudo-cleft appraoch that a caseless
fragment is derived from an elliptical topic phrase with a null copula is not available to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 since the pseudo-cleft sentence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idiomatic reading any
more, as shown in (8). As mentioned above, Ahn and Cho (2018) argue that an isomorphic copula tag
can be used with a caseless fragment since the caseless fragment is derived from a copula structure through
limited ellipsis, as shown in (14c). However, this is not on the right track, as far as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 is concerned. According to Ahn and Cho (2017c), the idiomatic meaning of caseless fragments
in (28A’) and (29A’) should still be available within the structures of (31a, b), which undergo
move-and-delete from the copula structure in (30), contrary to the fact. The caseless fragments should be
derived from the reduction of the copula verb (together with the force marker or sentence ending) à la
Ahn and Cho (2017c). Note that the examples in (30a, b) cannot have an idiomatic meaning, which cannot
induce the fragment in (31a, b) to be idiomatic.
(30) a. #(kuken/pro) tewuy-i-a.
(it/pro)
hot weather-copula-DC (“copula i + force marker a” is pronounced as ya)
Literal meaning: ‘It is hot weather.’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affected by hot weather in the middle of summer.
b. #(kuken/pro) miyekkwuk-i-a.
(it/pro)
seaweed soup-copula-DC
Literal meaning: ‘It is seaweed soup.’
*Idiomatic meaning: ‘It is flunking an exam.’
(31) a. *[CP tewuy [TP pro/kuken ti-i-a]].
hot weather
it
copula-DC
Literal meaning: ‘It is hot weather.’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affected by hot weather in the middle of summer.
b. *[CP miyekkwuk [TP pro/kuken ti-i-a]].
seaweed soup
it
copula-DC
Literal meaning: ‘It is seaweed soup.’
*Idiomatic meaning: ‘It is flunking an exam.’

Next, let’s consider how the tag question responds to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 Note that the
idiomatic meaning of caseless fragments in (28A’) and (29A’) disappears in the copula tag, as shown in (32).
(32) a. *tewuy [TP pro/kuken ti-i-a], ani-ni?
hot weather
NEG-Q
Literal meaning: ‘Hot weather, wasn't it?’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affected by hot weather, wasn't he?’
b. *[CP miyekkwuk [TP pro/kuken ti-i-a]], ani-ni?
seaweed soup
NEG-Q
Literal meaning: ‘Seaweed soup, wasn't it?’
*Idiomatic meaning: ‘Chelswu flunked an exam, wasn'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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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act, contra Ahn and Cho's (2018) prediction,6)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 is compatible with the
non-copula regular tag ques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case-marked or caseless fragment, as shown
in (33). This means that the case-marked or caseless idiomatic fragment is derived via the move-and-delete
analysis along with Merchant’s (2004) standard approach.
(33) a. tewuyi, [Chelswu-ka ti mek-ess-e] kule-ci-anh-ass-ni? (non-copula regular tag question)
weather
kule-ci-NEG-PST-Q
Literal meaning: ‘Hot weather, wasn't it?’
Idiomatic meaning: ‘Chelswu was affected by hot weather, wasn't he?’
b. miyekkwuki, [Chelswu-ka ti mek-ess-e] kule-ci-anh-ass-ni? (regular tag question)
seaweed
kule-ci-NEG-PST-Q
Literal meaning: ‘Seaweed, wasn't it?’
Idiomatic meaning: ‘Chelswu flunked an exam, wasn't he?’

III. Conclusion
The present work has observed that the fragment can keep its figurative (i.e., idiomatic) reading intact
when given its overt idiomatic correlate in the antecedent context even though fronting of a constituent
of idioms gets rid of their idiomatic meaning in the discourse initial contexts. The appendix in the repetitive
RDC must be phonologically prominent or may constitute an answer to a wh-phrase while receiving a focal
stress and that it must undergo focus movement to [Spec, CP] while the rest of the clause can be elided
under identity, working out perfectly in the bi-clausal fragment approach. In this vein, the present work
has shown that an idiomatic nominal may undergo a case-marked/caseless appendix within the repetitive
RDC, while its idiomatic meaning is left unharmed. In addition, the work has argued that neither of the
pseudo-cleft approach nor the copula sentence anaylsis can host an idiomatic interpretation for bare
fragments. The caseless idiomatic fragment is compatible with the non-copula regular tag ques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case-marked or caseless fragment, which means that the case-marked or
caseless idiomatic fragment is derived via the move-and-delete analysis along with Merchant’s (2004)
standar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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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 교육의 어제와 오늘
(Yesterday and Today of English Grammar Education)

양 용 준(제주대)

1. 서 론
영문법이라 하면 먼저 머리가 아파온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영문법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에
는 규칙과 체계가 있다. 그런 규칙과 체계를 우리는 문법이라고 한다. 한국어인 경우에는 한국어 문
법, 일본어인 경우는 일본어 문법, 중국어인 경우는 중국어 문법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문법인 것이다.
언어를 터득하는 것을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한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튼튼하고 멋진 집이 완성되
는 것처럼 언어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문법이 중요하
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숲만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길이라 하겠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회화보다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또한 이를 상대방에게 글로
이해시키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 왜냐하면 회화는 스마트폰에서 정확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전반적으로 문법교육
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영문법 교육
1) 영문법 교육의 현실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법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문법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예문 (1)을 보도록 하자.
(1) a. I am going to go out tonight.
b. I will go out tonight.
c. I’m going out tonight.

위 (1)에 쓰인 예문을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미래시제1)를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 표현이
며, 또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가르치고 있다. 사실 영어에는 미래시제가 없다. 왜냐
하면 미래를 나타내는 굴절형이 없기 때문에 미래시제는 없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만이 있는 것이
다. (1a)와 (1b)는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원어
1) Tense is a grammatical category that is realized by verb inflection. Since English has no future inflected form of
the verb, the threefold semantic opposition is reduced to two tenses: the PRESENT TENSE and the PAST TENSE,
which typically refer to present and past time respectively.(Greenbaum & Randolph Qui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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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1a)와 (1b)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1a)에서 쓰인 ‘be going to’는 이전
부터 예정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1a)
의 의미는 ‘진작부터 외출할 생각이었어.’의 의미가 된다. (1b)인 경우는 ‘will’이 쓰였는데 이것은 순
간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흥적이며 무계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
서 (1b)의 의미는 ‘그런 나 외출할 거야.’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a)와 (1b)는 다르게 쓰였지만 공통
점은 둘 다 주어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1c)의 경우는 ‘am going out’으로 진행형을 써서 미래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어의 의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까운 미래의 의미만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1c)의 의미는 ‘저 오늘밤 외출해요.’라는 의미로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가까
운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2) 영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
영문법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언어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 하겠다. 이런 경우는 공부로서 즉 학
습으로서의 영어 및 문법 공부인가 아니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공부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인 경우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영문법을 싫어도 공부하고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
다. 사실은 영문법을 습득한다는 것은 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 (2)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2) a. You work out?
b. Do you work out?

위 (2)의 예문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문법
에서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의 의문문은 조동사인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서 쓰여야 한다는 것으
로 알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1a)와 (1b)의 문장은 둘 다 가능한 의문문으로 받아들인다. 구체적
으로 영문법을 습득한 경우라면 (2a)와 (2b)의 쓰임이 다른 것임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2a)의 평서문
의 형태로 쓰인 의문문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묻는 질문’으로 ‘너 요즘 운동하나 보구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2b)인 경우는 완전한 형태의 의문문으로 ‘정말로 몰라서 묻는 질문’으로
‘너 요즘 운동하니?’정도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문장의 끝에 물음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의문문으로 쓰였고 이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습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법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a)와 (2b)는 아주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보다 고급스러운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재시제가 쓰인 다음 (3)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3) a. I go to school.
b. I go to work.
c. I’m going to school.

위 (3)의 예들은 현재시제를 사용해서 쓰인 문장들이다. 현재시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또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현재시제는 사실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버릇처럼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a)의 의미는 ‘나는 학생이다.’이

- 96 -

영문법 교육의 어제와 오늘

며 ‘I am a student.’와 같은 의미이다. 즉 (3a)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버릇처럼 또는 습관처럼 학교에 가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시제로 쓰였다. (3b)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다. 그래서 (3b)는 ‘나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3c)의 경우는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막 움직이면서 하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3c)는 현재진행형으
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런 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영문법에 대한 생각인 것이다.
다음 (4)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4) a. I’m losing you again.
b. I’m talking to her.

일반 학습자들은 (4)의 예문을 보고 이들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둘 다 현재 진행형
으로 쓰였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문법에 대한 인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경우에는 (4a)와 (4b)는 의미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4a)는 상태 동사인
lose가 진행형으로 쓰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현
실이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상태 동사도 진행형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상태 동사가 진행형에 쓰인
경우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의미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경우라 하겠다.
다음 예문 (5)를 보도록 하자.
(5) A: What do you do?
B: *I’m teaching English.
B’: I teach English.

위의 (5A)의 물음에 (5B)와 (5B’)처럼 대답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진행형이 쓰인 (5B)
의 경우는 (5A)의 물음에 옳은 대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5A)의 의미는 직업을 묻는 표현으로
현재 습관처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B’)처럼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시제와 현재진행형은 의미면에서 다르게 쓰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3.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1)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
분명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영문법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이라 하면 따분
하고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시제를 보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영어에는 두 개의 시
제 즉,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만이 있다. 미래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시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이것은 의미상의 편의에 의한 구분이지 결코 통용되는 영문법의 범주에는 속하
지 않는 것이다.
다음 예문 (6)을 보도록 하자.
(6) a.
b.
c.
d.
e.

I
I
I
I
I

went to school at that time.
go to school and study English hard.
will go to school next year.
am going to school to next year.
am going to go to school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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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6)의 예문에서 일반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서 (6a)는 과거시제, (6b)는
현재시제 그리고 (6c~e)는 미래시제라고 한다. 현재시제는 본래의 형태인 어휘 그 자체이고, 과거시제
는 또한 엄격한 굴절형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6c~e)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시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굴절형이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고, 영어에는 두 개의 시제 즉,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제에 대한 인식
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문법 교육에서 가르쳐 줘야 한다. 그저 쉽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편의상 시제를 3개의 시제로 구분하는 것은 엄연히 영문법을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교사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은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시제가 쓰였을 때의 의미와 현재
진행형이 쓰였을 때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듯이 인식해야 한다.
과거시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현재완료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오
늘날 학교 현장에서 영문법 교육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기 쉬운 방향으로만 수업을 진행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다.
다음 예문 (7)을 보도록 하자.
(7) a. Where were you last night?
b. I have changed a lot.
c. *I changed a lot.

과거시제라 함은 편의상 말하는 순간이 지금 이전의 시간은 말하는데 과거시제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과거 시점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 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 (8)을 보도록 하자.
(8) a. I’m trying to do something.
b. I was getting lost.

위 (8a)는 현재진행형을 사용하고 있고 (8b)는 과거진행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장이다. 현재시
제가 평상시에, 늘 상, 습관과 버릇처럼 하는 일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현재진행형은
동작으로 진행되는 일과 상대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과거진행형도 현재
진행형과 유사하게 쓰인다. 즉, 동작과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과거진행형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8a)와 (8b)는 현재와 과거의 차이는 있으나 내포하는 의미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 (9)의 예문에서 상태 동사인 ‘lose’의 쓰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9) A:
B:
A:
B:
A:
B:

Operator? Can you hear me?
Yes. Go ahead, please.
I’m calling from my car, and I appear to be stuck in a car wash.
A car wash?
Right. A car wash.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Sorry, sir, I’m losing you again.

위 (9)의 예문들에서 상황은 교환원과 자동차 세차장에 갇혀 있는 사람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전화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I’m losing you again.’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의역을 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 목소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다.’, ‘목소리가 또 안 들리네.’의 의미로 ‘또 전화
가 끊어지네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상태 동사도 충분히 의역을 할 수 있다면 진행형으
로 쓰인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동작 동사뿐만 아니라 상태 동사도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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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실용적인 영문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오로지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전통적인 영문법의 구조에만 한정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문 (10)을 보도록 하자.
(10) a. Will you just drive?
b. Are you going to drive?

위의 (10a)와 (10b)의 예문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실제 생활영어에서는
(10a)와 (10b)는 쓰임에 있어서 아주 다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will’과 ‘be going to’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경우라 하겠다.
둘째로 회화중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
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영문법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는 말하기’
이기 때문에 회화중심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이다. 물론 가능한 말이고 또한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임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특히 자신의 언어에 대한 문법에 적응해 있는 성인 학습자들인 경우는
힘이 들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인식 정도는 5~6세 정도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오늘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다행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가 세계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면서도 영어에 대해서 유창하지 못한 것은 회화중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을 효
과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 (11)을 보도록 하자.
(11) a. You should finish it by three.
b. It should be done by three.

위 (11)의 예문은 ‘태(voice)’에 대한 예문으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시킨다면 회화중심 교육만이 영
어를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사(verb)’ 부분이다. 동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제(tense)’와 ‘수동태(passive voice)’라 하겠다.2) 영어회화에서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Message 문법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즉, 문법의 의미, 내
용, 특징을 찾아내고 인지하는 것이 영어학습의 목표라 볼 수 있다.
셋째로 영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시험이나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심지어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영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 (12)를 보도록 하자.
(12) a.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 I have something to talk to you.
2) 한국어인 경우는 행동이나 동작을 행하는 사람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영어인 경우는 한국어와 달리 수동태 구조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습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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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의 예문에서 ‘tell’과 ‘talk’가 똑같은 의미인 ‘말하다’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12a)에 쓰인 ‘tell’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이다. 즉,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 쓴다는 것이다. 반면에 (12b)
에서 ‘talk’는 ‘서로 대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므로 ‘단순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 할 경
우’에 쓰는 동사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말하다, 이야기 하다’라고 가르치는 동사를 보면, ‘tell,
talk, say, speak’이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쓰임에 있어서 아주 다르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다’는 의미
로는 ‘tell’을 써야 하고, ‘대화하다’는 의미로는 ‘talk to somebody’를 써야 하고, ‘말하다’는 의미로는
‘say to somebody’를 써야 하고, ‘말하다, 대화하다’라는 의미로는 ‘speak to someone’를 써야 한다는
것을 구분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문법중심의 영어 교육이라 하겠다.
‘오로지 말하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회화중심 교육의 오류일 수가 있다.
다음 예문 (13)을 보도록 하자.
(13) a. Something smells good.
b. It smells good.
c. It smells bad.

위 (13)에 쓰인 ‘smell’은 ‘냄새’라는 명사의 의미만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보다 더 중요한 의미인
‘~의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가 있다. 동사로 쓰인 ‘smell’의 완전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되려면 다음에
형용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smell’은 자동사이므로 다음에 ‘형용사’를
보어로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영문법을 어렵고 기피하게 하는 것이다.
영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특히 Message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문법을 실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영어 공부의 왕도
라 하겠다.
회화중심 교육을 받은 학생과 문법중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차이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나타난
다. 실례로,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회화중심 교육으로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출발부터 문법이 아니라 회화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는
문법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그로인해 전공원서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영문과 영어교
육과 학생들이 번역서를 가지고 전공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화중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을 시기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회화중
심 교육으로 고등학교이상에서는 문법중심 교육으로 교과 내용을 바꾸고 또한 가르쳐야 한다. 그리
고 각종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영문법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법 및 회화, 독해 문제를 출
제해야 한다.

4. 결 론
영문법 교육은 튼튼하고 보기 좋은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견고한 상태로 있는 건축물을
만들려면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것에 영문법 교육을 비추어 살펴보았다.
첫째, 실용적인 영문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회화중심 교육과 문법중심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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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험이나 수능을 대비해서 오로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영문법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문법 공부를 수학공식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문법을 실제 생활에 적
용할 수 있도록 공부가 아닌 습관처럼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영문법 교육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인식하고
빨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영문법을 습득해야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문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통적인 문법에 의존해서 전혀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법은 피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영문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습득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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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fluences of Prescriptive Grammar on Present-day English
Shin, Sungkyun(Kangwon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In the following conservative English (New International Bibble Version),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who and whom are used following the rule of prescriptive grammar:
(1) Isaiah 6: 5. “Woe to me!” I cried.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6. Then
one of the seraphs flew to me with a live coal in his hand, which he had taken with tongs from the altar.
7. With it he touched my mouth and said,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8.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In a colloquial dialogue, no distinction is made as in the following sentence:
(2) Who are you waiting for?

It is the same case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lloquial it's me and the prescriptive grammarian
It is I as in the following NIV Bible.
(3) Matthew 14:22-27 NIV
Jesus Walks on the Water
22 Immediately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23. After he had dismissed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by
himself to pray. Later that night, he was there alone, 24 and the boat was already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land, buffeted by the wave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it. 25 Shortly before dawn Jesus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26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were terrified.
“It’s a ghost,” they said, and cried out in fear. 27 But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In this passage, the expression It is I is used instead of the colloquial It's me. These prescriptive
expressions indicate that in some registers1) there is a strong force to require prescriptive sentences despite
1) There are many registers, and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12), "A register is the variety of a language
used for a particular purpose: sermon language (which may have a distinctive rhythm and sentence melody and
include words like brethren and beloved), restaurant-menu language (which is full of “tasty adjectives” like
garden-fresh and succulent), telephone-conversation language(in which the speech of the secondary participant is full
of uh-huh, I see, yeah, and oh), postcard language (in which the subjects of sentences are frequently omitted:
“Having a wonderful time. Wish you were here.”), and e-mail and instant-messaginglanguage with abbreviations like
BTDT (been there, done that), CUL8ER (see you later), CYO (see you online), and LOL (laughing out loud).
Everyone uses several registers, and the more vari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we talk and write, the more
registers we use. The dialects we speak help to define who we are. They tell those who hear us where we come
from, our social or ethnic identification, and other such intimate facts about us. The registers we use reflect the
circumstances in which we are communicating. They indicate where we are speaking or writing, to whom, via what
medium, about what subject, and for what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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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tendency.
In this paper I will explore the origin of prescriptive grammar, the changes of the English language it
has affected, and its influences on present-day English (PE), especially between the colloquial and
conservative English based on the Bible versions.

II. Prescriptive Grammar and Its Influences
1. The Origin of Prescriptive Grammar
When English novelist Captain Frederick Marryat visited the United States in 1837–1838,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11), he thought it “remarkable how very debased the language has become in
a short period in America,” adding that “if their lower classes are more intelligible than ours, it is equally
true that the higher classes do not speak the language so purely or so classically as it is spoken among
the well-educated English.” The captain’s judgement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nglish language
had reached a stage of perfection at the time English pioneers first settled America and that, it had taken
a steadily degrading course, not knowing that in many respects the British English had changed as in ask
words, e.g., ask, after, dance, glass, path and the loss of r except when a vowel follows it (as in bird
and burr). Marryat's position is that any divergence from his speech was “debased”: “My speech is pure;
thine, wherein it differs from mine, is corrupt.”
A widely held notion concerning language change,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11), is that
there are ideal forms of languages, thought of as “pure,” and that existing languages represent worsened
forms of earlier ideal ones. Thus, the Greek spoken today is supposed to be a corrupted form of Classical
Greek rather than a change of it. Those who admire Latin literature suppose that a stage of perfection had
been reached in Classical Latin and that every subsequent change in Latin was an irreparable degradation.
Concerning English, according to Dinneen (1967:157-158), Dryden felt that the “pruity of the English
tongue” began with Chaucer, and he doubted that it had been going downhill as much as others suspected.
Swift's opinion was that English had begun to be a refined tongue with the beginning of Elizabeth's reign
and had ceased to be so “with the great rebellion in '42,” to which Samuel Johnson agreed, and in his
Dictionary he said: “I have studiously endeavored to collect examples from the writers before the
Restoration, whose works I regard as the wells of English undefiled, as the pure source of genuine diction.”
The purist attitude predominant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England was the manifestation of
an attitude toward language, who believe in an absolute and unwavering standard of “correctness.” The
“rules” supposed to govern English usage originated in England. Present-day notions of “correctness” are
to a large extent based on the notion, prominent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that language
starts from a pure state and hence was perfect in its beginnings but is constantly in danger of degradation
and decay unless it is diligently protected by those people who are able to get themselves accepted as
authorities, such as those who write dictionaries and grammars.
As Latin was regarded as having retained much of its original “perfection” and when English grammars
came to be written, even down to the terminology, they were based on Latin grammar.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171-174), the most influential of the eighteenth-century advocates of prescriptive
grammar was Robert Lowth (1710–87), who aimed at bringing English into a Latin-like state of 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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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th, in the preface to his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1762), agreed with Dean Swift’s
charge, made in 1712 in his Proposal for Correcting, Improving, and Ascertaining [that is, fixing or
making certain] the English Tongue, that “our language is extremely imperfect,” “that it offends against
every part of grammar,” and that most of the “best authors of our age” commit “many gross improprieties,
which … ought to be discarded.” Lowth was able to find many serious blunders in the works of our most
eminent writers; his footnotes are filled with them. Like most men of his time, he believed in universal
grammar. Consequently he believed that English was “easily reducible to a System of rules.” Among many
other achievements, he formulated the rules for shall and will that had been suggested by John Wallis in
his Grammatica Linguae Anglicanae.
Lindley Murra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of the late eighteenth-century grammarians, was motivated
by a wish to improve the study of the native language, as opposed to Latin, and by his religious conviction,
which “predisposed him to regard linguistic matters in terms of right and wrong.” Another of the
grammarians who proclaimed rules for language influenced by their age was Joseph Priestley, who wrote
Rudiments of English Grammar (1761). He recognized the superior force of usage like George Campbell,
who in his Philosophy of Rhetoric (1776) went so far as to call language “purely a species of fashion.”
Priestly also agreed to Campbell’s belief that there was need to control language in some way other than
by custom. Both had recourse to the principle of analogy to settle questions of divided usage, being
children of the Age of Reason, though admitting that it was not always possible to do so.
The precepts of prescriptive grammarians like Bishop Lowth and Lindley Murray were largely based on
reason and logic, for they believed that the laws of language were rooted in the natural order, and this
was of course “reasonable.” As an example, eighteenth-century grammarians rejected the emphatic double
negative construction for the reason stated by Lowth, that “two Negatives in English destroy one another,
or are equivalent to an Affirmative,” just as they do in mathematics.2) Nowadays, some handbooks of
English usage and schoolroom grammars continue to perpetuate the tradition of Bishop Lowth’s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So, the main task of grammar is to make the “proper” choice between
shall and will, different from and different than, who and whom, between and among, as well as the
avoidance of terminal prepositions, It’s me, and ain’t.

2. Debate on Pronoun Case Forms
In the usage of earlier times,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183-185)3), around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re arose the rise of a prescriptive attitude toward language. After a coordinating
conjunction, for example, the nominative form tended to occur invariably, whether the pronoun is object
of preposition or verb or second element of a compound subject. H. C. Wyld (332) cites “with you and
I” from a letter by Sir John Suckling, to which may be added Shakespeare’s “all debts are cleerd betweene
2)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174), many very reasonable people of earlier times produced sentences with
two or even more negatives, as many today still do. Chaucer has four in “Forwhy to tellen nas [ne was] nat his
entente / To nevere no man” (Troilus and Criseyde) and four in his description of the Knight in the General
Prologue to the Canterbury Tales: “He nevere yet no vileynye ne sayde / In al his lyf unto no maner wight.” It
certainly never occurred to him that these would cancel out and thus reverse his meaning. However, it might be
judged that the double negative is not part of formal standard English today as a result of the influence of
prescriptive grammar because people who use formal standard English don’t use it.
3) I adopt this section on pronoun case forms from Algeo and Butcher (2014: 183-185) with a littl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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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nd I” (Merchant of Venice). Prescriptive grammar requires the nominative form after as and than
in such sentences as “Is she as tall as me?” (Antony and Cleopatra).4) The essential question for
grammarians is whether as and than are to be regarded as prepositions, which would require the objective
form, or as subordinating conjunctions, after which the choice of case form should be determined by
expanding the construction, as in “I know him better than she (knows him)” or “I know him better than
(I know) her.” Present-day prescriptivists opt for the second analysis.
In early Modern English,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183-184), the nominative and objective
forms of the personal pronouns like I and me tend to occur more or less indiscriminately after the verb
be. In Twelfth Night, for example, Sir Andrew Aguecheek, who is yet a gentleman, though a fool, uses
both forms within a few lines: “That’s mee I warrant you. . .. I knew ’twas I.” The generally nonsystematic
state of things is exemplified by Shakespeare’s use of other pronouns as well: “I am not thee” (Timon
of Athens); “you are not he” (Love’s Labour’s Lost); “And damn’d be him, that first cries hold, enough”
(Macbeth); “you are she” (Twelfth Night). In “Here’s them” (Pericles), them is functionally the subject,
but the speaker is a fisherman.
Today also objective personal pronouns continue to occur after be, and there are many speakers of
standard English who say “It’s me” when there is occasion to do so, despite the prescriptive grammar that
“the verb to be can never take an object.” However, there is a rule. If a following relative clause has am,
“It is I” would be usual, as in “It is I who am responsible,” though “It is me” occurs before other relative
clauses, as in “It’s me who’s responsible” and “It is me that he’s hunting.” What has been said of me
after forms of be applies also to us, him, her, and them.
The “proper” choice between who and whom, whether interrogative or relative,
frequently has been a main concern from about 1500. The interrogative pronoun, coming as it usually
does before the verb, tended in early Modern English to be invariably who, as it still does in
unselfconscious speech as a result of the fixed word order SVO.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184), Otto Jespersen cites interrogative who as object before the verb from Marlowe, Greene, Ben Jonson,
the old Spectator of Addison and Steele, Goldsmith, and Sheridan, with later examples from Thackeray,
Mrs. Humphry Ward, and Shaw. Alexander Schmidt’s Shakespeare-Lexicon furnishes
fifteen quotations for interrogative who in this construction and then adds an
“etc.,” though, as Jespersen (Modern English Grammar 7:242) points out, “Most
modern editors and reprinters add the -m everywher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thodox’ grammar.”
Relative who as object of verb or preposition is also frequent.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184-185), for Shakespeare, Schmidt uses the label “etc.” after citing a dozen instances, and Jespersen cites
from a few other authors. The OED reports that whom as an object is “no longer current in natural
colloquial speech.” There are, however, a good many instances of whom for the nominative, especially as
a relative that may be taken as the object of the main-clause verb, as in Matthew 16: “Whom do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Shakespeare freely uses objective whom as in “Whom in constancie you

4)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183), Boswell, who wrote in a period when men of strong minds and
characters were attempting to “regularize” the English language, shows no particular pattern of consistency in this
construction. In the entry in his London Journal for June 5, 1763, he writes “I was much stronger than her,” but
elsewhere uses the nominative form in the sam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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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e stands so safe” (Cymbeline) and “Yong Ferdinand (whom they suppose is droun’d)” (Tempest).
However, Shakespeare, who is representative of early Modern English, uses such constructions alongside
others with the “approved” form of the construction, such as “I should do Brutus wrong, and Cassius
wrong: / who (you all know) are Honourable men” (Julius Caesar). The “incorrect” use of whom occurs
very frequently during the whole Modern English period. Jespersen, whose Modern English Grammar is
a storehouse of illustrative material, has many examples ranging from Chaucer to the present day (3:198–9),
and Sir Ernest Gowers cites instances from E. M. Forster, Lord David Cecil, the Times, and Somerset
Maugham, all of which might be presumed to be standard English.

3. British and American Prescriptive Grammar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204-205)5), since pronunciation is less important as a mark of
social status in America than in Britain, American attitudes put greater stress on grammatical “correctness,”
based on such matters as the “proper” position of only and other shibboleths. For some people it seems
to be practically a moral obligation to follow “good” grammar in choosing forms of personal pronouns
and who strictly by the proper case; eschewing can to ask for or give permission; shunning like as a
conjunction; referring to everybody, everyone, nobody, no one, somebody, and someone with singular he
or she. Counterexamples to these prescriptive rules of usage are easy enough to come by. “Who are you
with?” (that is, ‘What newspaper do you work for?’), asked Queen Elizabeth II of various newspapermen
at a reception given for her by the press in Washington, DC. For the permission can, in the novel The
Cambridge Murders, a titled academic writes to a young acquaintance, “Babs dear, can I see you for a
few moments, please?” Like has been used as a conjunction in self-assured, cultivated English since the
early sixteenth century—as in a comment by an English critic, Clive Barnes: “These Russians dance like
the Italians sing and the Spaniards fight bulls.” The choice of case for pronouns is governed by principle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prescriptive grammar; Winston Churchill quoted King George VI as observing
that “it would not be right for either you or I to be where we planned to be on D-Day,” and Somerset
Maugham was primly sic’ed by an American reviewer for writing “a good deal older than me.” The use
of they, them, and their with a singular antecedent has long been standard English; specimens of this usage
are found in Jane Austen, Thomas De Quincey, Lord Dunsany, Cardinal Newman, Samuel Butler, and
others. The OED cites Lord Chesterfield, who may be taken as a model of elegant eighteenth-century
usage, as having written, “If a person is born of a gloomy temper … they cannot help it.”

4. Prescriptive and Descriptive Grammar (Correctness and Acceptability)
The concept of an absolute standard of linguistic correctness is widespread among the common and the
educated. Those who subscribe to this notion become greatly exercised over such matters as split infinitives,
the “incorrect” position of only, and prepositions at the ends of sentences. There is a division between
prescriptive grammarians like Robert Lowth, who wrot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English grammars of the eighteenth century (A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1762), and was
praised by one of his admirers for showing “the grammatic inaccuracies that have escaped the pens of our
most distinguished writers.” Another is descriptive grammarians, who maintain that standards must be based

5) I adopt this section with a little modification from Algeo and Butcher (2014: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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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usage of speakers and writers of generally acknowledged excellence—quite a different thing from
the mandates of “authorities” who are guided by their own principles rather than by a study of the actual
usage of educated and accomplished speakers and writers.
To talk about “correctness” in language implies that there is some absolute standard by which words
and grammar can be judged; something is either “correct” or “incorrect”—and that’s all there is to that.
Instead, many students of usage today prefer to talk about acceptability, that is, the degree to which users
of a language will judge an expression as acceptable or will let its use pass without noticing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An acceptable expression is one that people do not object to, indeed do not even notice
unless it is called to their attention.
Acceptability, according to Algeo and Butcher (2014: 12-13) is not absolute, but is a matter of degree;
one expression may be more or less acceptable than another. “If I were in your shoes” may be judged
more acceptable than “If I was in your shoes,” but both are considerably more acceptable than “If we was
in your shoes.” Moreover, acceptability is related to some group of people whose response it reflects. Thus
most Americans pronounce the past-tense verb ate like eight and regard any other pronunciation as
unacceptable. Many Britons, on the other hand, pronounce it as “ett” and find the American preference
less acceptable. Acceptability is part of the convention of language use.

5. Conservative Language
As mentioned above,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who and whom are used according to the rule of
prescriptive grammar:
(1) Isaiah 6: 5. “Woe to me!” I cried.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6. Then one of the seraphs
flew to me with a live coal in his hand, which he had taken with tongs from the altar. 7. With it he touched
my mouth and said,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8.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Here,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follow the prescriptive grammar.
It is the same case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lloquial it's me and the prescriptive grammarian
It is I as in the following NIV version.
(3) Matthew 14:22-27 NIV
Jesus Walks on the Water
22 Immediately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23After he had dismissed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by himself
to pray. Later that night, he was there alone, 24 and the boat was already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land, buffeted by the wave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it. 25 Shortly before dawn Jesus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26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were terrified. “It’s
a ghost,” they said, and cried out in fear. 27 But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In this passage, the expression It is I is used instead of the colloquial It's me. These prescriptive expressions
indicate that in some registers there is a strong force to require prescriptive sentences despite general tendency.
In the standard language or conservative language in which good manners and authority are required,
prescriptive grammarian expressions are used. For another example, consider the following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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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aiah 52: 3.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were sold for nothing, and without money you
will be redeemed.” 4. For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At first my people went down to Egypt
to live; lately, Assyria has oppressed them.” 5. “And now what do I have here?” declares the LORD. “For
my people have been taken away for nothing, and those who rule them mock,” declares the LORD. “And
all day long my name is constantly blasphemed. 6. Therefore my people will know my name; therefore
in that day they will know that it is I who foretold it. Yes, it is I.” 7.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who proclaim peace, who bring good tidings, who proclaim
salvation, who say to Zion, “Your God reigns!”

In this Bible passage, if we change it is I who foretold it. Yes, it is I to it's me who foretold it. Yes,
it's me, the majesty and authority of the Almighty God just disappear and it sounds unserious and even
ridiculous.
As another example, consider the following Bible passage:
(5) a. Galatians 1: 10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e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e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e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b. Galatians 4: 14 14. Even though my illness was a trial to you, you did not treat me with contempt
or scorn. Instead, you welcomed me as if I were an angel of God, as if I were Christ Jesus himself.

In this Bible passage, the prescriptive expression I were … is used instead of the colloquial expression
I was … If the colloquial expression is used, the seriousness of the writer is decreased.6)
There are also popular expressions which educated native speakers regard as “bad English,” “incorrect
grammar,” “vulgar,” or “illiterate,” which are rarely if ever used by educated speakers being determined
by current educated usage. Yet, however, in the colloquial or slang language in which intimacy and
comradeship are emphasized, non-prescriptive forms are preferred. According to Norman Lewis (1978:
143-147), concerning certain controversial expressions,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questionnaire asking
a number of dictionary editors, authors, and professors of English, only expressions ii and vi are regarded
as wrong by a number of dictionary editors, authors, and professors of English. Not only does such use
of ii and vi violate a valid and useful grammatical principle, but, more important, it is rarely heard in
educated speech.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s equally clear no matter which form of the pronoun is
employed, of course, but the use of ii and vi, the less popular choice, may stigmatize the speaker as
uneducated.
(6) TEST YOURSELF (adopted from Lewis (1978: 147) with little modification)
i. Let's not walk any further right now.
ii. Some people admit that their principle
goal in life is to become wealthy.
iii. What a nice thing to say!
iv. He's pretty sick today.
v. I feel awfully sick.
vi. Are you going to invite Doris and I to
your party?

6) Concerning the difference between will and shall, the conservative Bible seems to follow the prescriptive rule as
in the following:
For even when we were with you, we gave you this rule: “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not eat.” II
Thessalonians 3: 10.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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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clusion
Prescriptive grammar based on universal grammar, logic, reason, and the “perfect” Latin grammar, has
been influencing present-day English for the worse and for the better. For the worse, it has been against
the rule of usage, for example, Robert Lowth' promulgation of the rules for shall and will that had been
formulated by John Wallis in his Grammatica Linguae Anglicanae, which are not generally obeyed
nowadays. However, prescriptive grammarians have influenced PE for the better, in that it has helped
establish standard and formal language to express authority, sincerity, and certainty, for a language requires
many registers. As an example, there is a sermon language, where serious issues are addressed, such as
death, eternal life, God's authority and majasty. In this register, the expressions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and it is I who foretold it. Yes, it is I are required definitely. If “Take courage! It's me.
Don’t be afraid.” and it's me who foretold it. Yes, it's me are used, it may sound not serious, even
ridiculous without authority and dignity.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re are popular expressions which educated native speakers regard as “bad
English,” “incorrect grammar,” “vulgar,” or “illiterate,” which are rarely if ever used by educated speakers
being determined by current educated usage. Prescriptive grammar provides a standard to make a
distinction. Yet, however, in the colloquial or slang language in which intimacy and comradeship are
emphasized, non-prescriptive forms are preferred and even encouraged. As discussed above, according to
Lewis (1978: 143-147), concerning certain controversial expressions,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questionnaire asking a number of dictionary editors, authors, and professors of English, the expressions ii.
Some people admit that their principle goal in life is to become wealthy and vi. Are you going to invite
Doris and I to your party? are regarded as wrong by a number of dictionary editors, authors, and professors
of English. Not only does such use of ii and vi violate a valid and useful grammatical principle, but, more
important, it is rarely heard in educated speech.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s equally clear no matter
which form of the adjective or the pronoun is employed, of course, but the use of ii and vi, the less popular
choice, may stigmatize the speaker as uneducated. Regarding this matter, prescriptive grammar provides
a kind of standard on which formal vs informal, standard vs nonstandard, educated vs uneducated
distinction ar made. Based on prescriptive grammar, popular expressions may be valued whether they
improve comradeship and intimacy, which are more natural in some situations.
A language exists in many varieties. For example, there are many dialects and a dialect is the variety
of a languag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social level or place. There are also many registers, and a register
is the variety of a language used for a particular purpose: telephone-conversation language, sermon
language, restaurant-menu language, postcard language and e-mail and instant-messaging language.
Everyone takes advantage of several registers depending on situations, and the more vari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we talk and write, the more registers we use. The dialects we speak help to
define our identity. They tell our listeners where we come from, our ethnic or social identification, and
other such intimate facts about us. The registers we use reflect the situations in which we are
communicating. They indicate to whom, where we are speaking or writing, about what subject, via what
medium, and for what purpose." Prescriptive grammar contributes a very significant factor to making
distinctions between dialects and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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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re exist about 7,000 different languages in the world. They look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seems too difficult for a person to speak several languages. Actually, it also looks impossible for an adult
to acquire a foreign language as naturally as a native speaker. So, it had been natural to insist that every
language has its own specific grammar before generative grammar was introduced by Chomsky in the late
1950s. Recently, Chomsky (2001, 2004, 2005) argues that the properties of generative grammar result from
Universal Grammar, which is innate to the human brain, rather than being learned from the environment.
In line with Universal Grammar(UG), there seem to be two ways of explaining complexities in different
languages.
(1) a.
INPUT
(1) b.
INPUT1
INPUT2
INPUT

PROCESS 1
PROCESS 2
PROCESS 3

OUTPUT 1
OUTPUT 2
OUTPUT 3

PROCESS

OUTPUT 1
OUTPUT 2
OUTPUT 3

First, putting same input into different processes leads to different outputs. It is the way known as
Principles & Parameters approach (P&P).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 principles and the parameters are
innate to humans, and the external stimuli trigger the parameters to be set in various ways. The linguistic
diversity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of the principles and the parameters settings. The P&P approach is
evolutionary implausible because the development of these complex structures would be too time-intensive.
Second, different inputs through the same process result in different outputs. The second idea is what I
want to pursue in this paper. Different inputs mean lexicon with different feature hierarchies. Lexicon has
been known to have various features. The features are also constructed into a feature hierarchy according
to feature types.
Tallerman (2009) proposes that a word-based lexicon evolved by building on ancient conceptual
categories which are likely shared by many primates. In addition to his argument, I propose that features
of a word in lexicon are not structured at once but are gradually mapped to a word, while affected by
surroundings. And I suppose that what makes this possible is the gene called FoxP2, which is called
language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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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nguage Gene
2.1. KE family
In 1990s, a British family, whose medical name is KE family, was brought to attention of many
neuroscientists. Over three generation of this family, about half the members of the family suffer from a
severe speech disorder called developmental verbal dyspraxia, children with which have problems saying
sounds, syllables and words. This is not because of paralysis and cognitive impairment but because the
brain has difficulty planning to move the body parts needed to speech. Lai, C.S.L, et al. (2001) studied
the family and identified that a gene may be related to our ability for acquiring language and that the
severe developmental disorder results from mutation of this gene, which was named FoxP2. FoxP2 is not
unique to the human brains. Mice also have a version of the gene that is 93.5% identical to the human
version, but any mouse has not been able to speak as far as I know. Then, how does the gene make only
human speak language? FoxP2 belongs to a group of genes making proteins that interact with the
regulatory regions of genes and modulate their transcription levels, thereby ultimately influencing the
relative abundances of other proteins in the cell. The gene act as if it were a chief executive officer. It
does not much work on its own, but it orders many subordinates to do their job. So the little difference
makes big difference. FoxP2 is expressed in defined regions of other tissues during embryo development,
including lung, gut, and heart, as well as in several tissues of adult organism. FoxP2 is also expressed
in restricted parts of the developing brain and might participate in generating neural substrates involved
in acquisition of spoken language. In short, it has multiple different jobs and speech and language may
be one of its jobs.

2.2. Mutated FoxP2 gene
In a recent study in MIT, Schreiweis (2014) has found that FoxP2 makes it easy to transform new
experience into routine procedures. In the study, mice were engineered to express humanized FoxP2 and
were introduced into a maze, in which they got food at the end of the maze. The mice learned to run
a maze much more quickly than normal mice. They found that the mice with humanized FoxP2 were better
at learning to run a T-shaped maze, in which the mice must decide whether to turn left or right at a
T-shaped junction, based on the texture of the maze floor, to earn a food reward. The frist phase of this
type of learning requires using declarative memory, or memory for events and places. Over time, these
memory cues become embedded as habits and are encoded through procedural memory - the type of
memory necessary for routine tasks, such as driving to work every day or hitting a tennis forehand after
thousands of practicing strokes. Using another type of maze called a cross-maze, they were able to test
the mice's ability in each of type of memory alone, as well as the interaction of the two types. They found
that the mice with humanized FoxP2 performed the same as normal mice when just one type of memory
was needed, but their performance was superior when the learning task required them to convert declarative
memories into habitual routines. The key finding was therefore that the humanized FoxP2 gene makes it
easier to turn mindful actions into behavioral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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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xP2 makes it easy for a human to memorize words
How these findings relate to the effect of humanized version of FoxP2 in shaping the development of
a human brain to enable traits such as language and speech acquisition is unknown. The relation between
declarative and procedural learning strategies and language learning is itself unclear. However, the findings
at least suggest that FoxP2 may help humans with a key component of learning language - transforming
experiences, such as hearing the word "glass" when we shown a glass of water, into a nearly automatic
association of that word with objects that look and function like glasses. One possibility I can propose
here raised by their findings is that efficient proceduralization might accelerate formation of lexicon.
It has long been known that our genomes are quite similar to those of our nearest non-talking neighbors,
chimpanzees. Why is it that we can talk and they cannot? Culture must play some role, but chimpanzees
that are raised in human environments do not acquire human linguistic competence, even with intensive
tuition. By contrast, groups of deaf children with restricted linguistic input can spontaneously create signing
systems that have many hallmarks of natural spoken language, with structure at both word and sentence
levels. Human infants learn vocabulary with ease, while in so-called ape language research, non-human
primates start to learn vocabulary items only with great difficulty. Premack (1990) reports that for
chimpanzees, more than three hundred trials may be needed with the first word to be added. Moreover,
chimpanzees manage to learn perhaps a few hundred items at most, over a long period of time, vocabulary
which mostly requires overt instruction rather than being acquired naturalistically. Compare this with
children, who are estimated to learn between six and ten new lexical items per day between the ages of
eighteen months and six years, by which time their vocabulary totals between 8,000 and 14,000 items,
generally acquired without explicit teaching.
A set of questions therefor arises. How could the lexicon (or rather, the human capacity to form it)
evolve, given that nothing analogous/homologous exists in other primates? How did it come to store so
much information (in phylogenesis) and how could it grow so large (in ontogenesis)? How are words
acquired so easily, at least by modern infants? Tallerman (2009) suggests that pre-linguistic infants and
non-human primates share many of the conceptual building blocks and learning biase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mental lexicon. But the fact remains that other primates do not construct a
lexicon, even after intensive training. I would like to suppose that FoxP2 makes humans associate items
much easier in the construction of a lexicon than other primates.

4. lexical features
4.1. lexical features in Minimalist Program and Survival Minimalism
In Chomsky's (1995, 2001, 2004, and 2005) Minimalist Program, the language faculty (FL) is composed
of at least two components: a cognitive component and a performance component. The cognitive component
consists of a lexicon and a computational system. Based on experience with a particular language, the
cognitive component can develop into a mature form, I-language, which can generate an infinite set of
syntactic descriptions. In Minimalist Program, every syntactic derivation begins with the formation of a
NUMeration - an array of lexical items (LIs) selected in pre-derivational blindness from the lexicon.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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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n NUM consists of a set of lexical features<f1, ... , fn>. These features are assumed to fall into three
subsets: a semantic-features set SEM, a phonological-features set PHON, and a syntactic-features set SYN.
The features in SEM and PHON are intrinsically compatible with the C-I and SM interfaces, respectively.
The features in SYN including the Case nouns are said to be formal features that don't have to be
compatible with either interface. To ensur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t the interfaces, these uninterpretable
formal features must be checked/valued and deleted before a derivation reaches the interfaces.
Stroik (2009b) disagrees this approach. He argues that although the lexicon participates in syntactic
derivation through the NUM, it appears to be extraneous to the interfaces. According to Stroik (2009a),
the computational system of Human Language does not function structurally license LIs and their features
for interface interpretation because these features are inherently interface features and, as such, don't need
to be licensed for interpretation: rather, the computational system uses the features of LIs, which are already
interface compatible, to derive interface-ready syntactic objects, which are called concatenated items(CIs).
From this perspective, the computational system builds concatenated structures by matching and merging
features and the interfaces interpret these concatenations. He requires a re-analysis of the survival approach
to lexical features, especially, SYN features. In Survival-minimalism, SYN features are not formal features
that could be deleted or obviated in some way. SYN features are rather concatenative (matching) features
that are instrumental in th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of CIs - consequently, these features must be
visible, and appropriately concatenated, at the interfaces. In fact, all SYN features must be intrinsically
interface-interpretable, as are all SEM and PHON features.

4.2. Lexical features as memories
Memory is the process of encoding, storing, and retrieving experiences and knowledge. There are several
types of memories. When we talk about memory or remembering things, we are referring to explicit
memory, which is consciously recalled. Explicit memories can be episodic, meaning that they related to
experiences or episodes in your life. They are also semantic, relating to facts or general knowledge. The
other kind of knowledge is implicit, or unconscious memory. These unconscious memories may be
procedural, involving learned motor skills - learning how to ride a bike and how to speak, for example.
The brain is activated by the stimuli. More specifically, different stimuli activate the specific set of
neurons. What makes something a memory is the specific set of neurons that are activated in association
with a particular activity. In the brain, any stimulus results in a particular pattern of neuronal activity certain neurons become active in a particular sequence. If you think of your cat or your house, different
groups neurons become active. However, your experience and memories can change the connections
between neurons. A five-year-old boy may imagine a toy house when given the word ‘house’, but as an
adult, you may picture your own house - a different response for the same input. Experiences in the world
are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a combination of senses: sight, touch, hearing, taste and smell.
The human mental lexicon is also the memory of many tens of thousands of distinct items, and of stored
information about their word classes and their selectional and subcategorization requirement. While it is
commonly assumed that LIs are composed of bundles of atomic features, it is often unclear what these
features look like and how detailed their composition is. However, it is certain that as memories can, the
connection between lexical entries and features can be changed by experience. Also, it does not seem that
all the features are connected to a lexicon item fully at once. According to Borer (2004), LIs in Lex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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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void of all but the bare essential information, with much "lexical information" stored "at the interfaces."
If, as we have argued, LIs and their features in the human brain are memories, it is much more plausible
to argue that an LI connects its relevant features bit by bit as we experience the real world. In other words,
a set of features of a LI of a child is different from that of an adult. Likewise, a set of features of an
LI of an adult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an adult in United States.
Given the connection between LIs and features can chang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re are
basic steps in building Lexicon. I propose that the basic steps in (2).
(2) Three basic steps of connecting features
a. individual step: phonetic, semantic features
b. group step: category features
c. environment step: selectional, concatenation features

Are all these steps unique to humans? Both infants and non-human primates are known to possess
significant conceptual ability. They are considered to reach the second step. However, the third step is
unique to human, which makes only human speak language.

5. Conclusion
What I discuss above suggests that such as human vocabulary is accumulated with age, the features of
LIs are also formed bit by bit with ag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Although non-human primates also
have such conceptual abilities as human, what makes human speak language is FoxP2, the language gene
which is not shared with other primates and transforms new experiences into routine procedures with easy.
It may seem implausible that one mutated gene is entirely responsible for the language. In general, the
way that new structures are built, however, is by small modifications of old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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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Hornstein, Nunes, and Grohmann (2005:7) argue that there are “big facts” regarding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human language that must be accounted for.
(1) F1:
F2:
F3:
F4:

Sentences are basic linguistic units.
Sentences are pairings of form (sound/signs) and meaning.
Sentences are composed of smaller expressions (words and morphemes).
These smaller units are composed into units with hierarchical structure, i.e. phrases, larger than
words and smaller than sentences.
F5: Sentences show displacement properties in the sense that expressions that appear in one position
are interpreted in another.
F6: Language is recursive, that is, there’s no upper bound on the length of sentences in any given
natural language.

It seems that these six big facts about structural properties fall naturally into two types. One type
involves constructive ones (F1-F4 and F6) and the other reconstructive (F5).
In Generative Grammar from Government and Binding model to Principle and Parameters model,
Chomsky uses PS-rules, including X-bar Theory to explain constructive facts and transformation and
movement operation to explain reconstructive facts. These models are top-down output models and they
are representational models.
In Minimalist Program, however, Chomsky supports a fundamental change from top-down
representational model to bottom-up computational and derivational model. Syntactic relations are
established via a binary concatenative operation Merge and Internal Merge used in place of Move is used
to explain displacement under Minimalist Program. Although a great improvement has been made in
explaining the six “ big facts”, Stroik and Putnam (2013:79) points out that the Minimalist Program does
have two substantial problems.
The first problem with Minimalism is a design problems. It quite successfully explains displacement
phenomena using Internal Merge, but it fails to explain the nature of displacement. In addition, Minimalist
Program has to create some sorts of filters and filter-sensitive domains such as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PIC) and phase so that displacement cannot be too powerful. Brody (1995, 2005) also argues
that any derivational syntactic model using look-back operations like Internal Merge is “weakly
representational” in that derivational move is similar to representational chain-forming which is also have
look-back operations.
The other is a construction problem. An SD in Minimalism starts by selecting lexical items (LIs) from
Lexicon and composing a numeration, and ends by merging all the LIs in Num into an SD. What is
complicated at this point is that since LI-selecting for Num is random, the eventual derivation cannot be
anticipated. Furthermore, since Num in Minimalism is composed all at once, if any Num has ten lex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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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hat would lead us to derive more than 3.6 million sentences. However, it’s possible that even any
one of them isn’t guaranteed to be a well-formed sentence.
Survive-minimalism model is first designed to resolve Brody’s dilemma. Brody, as mentioned above,
argues for the purely derivational and non-representational grammar. In the early versions of
Survive-minimalism, Stroik (2009a), in particular, only uses Merge and Remerge operations, both of which
map LIs from NUM into an SD. Therefore neither of them doesn’t involve a look-back operation.

2. Survive-minimalism
2.1 The architecture of FL in Survive-minimalism
Under Minimalist Program, FL has four independent but interconnected subsystem: a Lexicon (LEX),
a computational system (CS), a Sensorimotor (SM) system, and a Conceptual-Intentional (CI) system.
Sentences are derived as following: first, LIs selected from LEX are put into the Numeration (NUM). Next,
LIs in NUM are merged into CS and structurally put together via operations such as External Merge and
Internal Merge. These structures are then sent to the SM and CI (the external performance system) for
phonetic and semantic interpretation. The architecture for FL is as follows:
(2)

Stroik and Putnam (2013:12-13) points out three problems with the architecture (2). First, they argue
the architecture of FL is designed to meet the interface conditions set by the external system, which is
adaptationism. Second, if CS and the CI system are independent each other as is in (2), linguistic output
of syntax could not be used by the pre-linguistic C-I system. The last problem with the architecture (2)
is that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SM and the CI system. If this is the case, there is no way to
explain various animal communication systems. Therefore, Stroik and Putnam claim that the performance
systems are not independent but overlapping systems. In order to circumvent these problems, they suggest
LEX and the CS should be placed within the SM and the CI performance system as in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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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exicon and Numeration in Survive-minimalism
Once the architecture of FL such as (3) above is accepted, it seems natural to suppose that all the LIs
are intrinsically interpretable since LEX is placed within the performance system. This also means that all
LIs do not have any uninterpretable or unvalued variants which trigger operations in an SD. Then we are
left with the questions of, if uninterpretable or unvalued variants are not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s in
an SD, what drives them. Before getting straight into the answ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LIs
are decomposed.
Stroik and Putnam (2013:41) claims, “ ... the protolexicon contained LIs, each of which id defined ...
by a set of hierarchically structured features ( we call this structure a Feature Matrix (FM)).” These features
are divided into essential features and contingent features. The former is selected-features and the latter
selecting-features. Since contingent selecting-features depend on essential selected-features, the features are
naturally organized in a hierarchical way in an FM. They also assume it is the inclusion of lexical category
CAT and SUBCAT features to an FM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transformation of protolanguage into
modern human language. In this way, the final FM is established as follows, with the more embedded
features checked later than less-embedded features
(4) <SUBCAT <PSF-selecting <CAT <PSF-selected>>>>

Another question that arises at this point is that how NUM is compiled. In standard Minimalism, the
Numeration is composed of LIs selected blindly from the Lexicon before a syntactic derivation is derived
by CS. Besides, since these LIs do not have any look-ahead properties able to predict how a syntactic
derivation might proceed, this kind of blind selection process results in a mathematical complexity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chapter.
In Survive-minimalism, however, NUM is compiled one LI at a time and LIs are added if and only
if any features in SD require them. And there is one very special property the first LI in NUM must have
in a bottom-up derivation: this first LI must be most deeply embedded in the derivation, which means the
first LI cannot have any SUBCATegory features although it can have other features such as CATegory
features and PSFs. Stroik and Putnam (2013:84) list inventory of concatenative features as in (5).
(5) Inventory of Concatenative Features
SUBCATegorial features – Features of an LI (e.g., [+ V], [+ N], and [+P]) that identify the
CATegories of the LI’s co-occurring arguments; these features are checked, via the CoSD operation,
by the CAT features of the LI’s sisters.
PSFs – Morpho-syntactic and syntactico-semantic concatenative features, such as Topic features,
Focus features, property and agreement features, and wh-features, among others, that have developed
out of prelinguistic cognitive and perceptual features. These features need to be
exhaustively determined, but they may include reference features, quantity features, and temporality
features. We leave a precise determination of these features for future research.
CATegorial features – The unique lexical-class feature of an LI that identifies the LI’s syntactic
category (e.g., [+ V], [+ N], and [+ P]); this concatenative feature is checked in via the CoSD
operation with syntactic category X which has a matching SUBCAT feature.

As is seen above, syntactic relations are built through feature-concatenation and LIs are in essence
complex FMs each of enter into Merge relations in Survive-minim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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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let us turn to the question of what drives syntactic operations. Corballis (2010:121) notes,
“intentional communication began as a manual system” and what’s more interesting, he recognizes that
language grew out of a mirror system (a Copy-system).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humans could master
a Lexicon thanks to this ability to Copy. It is the Copy operations that play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syntactic structure building
(6) LEX

→ NUM(mirror domain of LEX)
Copy

→ SD
Copy

What we get from the Copy operation of Copy-to-Numeration in (6) above is just linearly produced
word-lists. If so, how does the second Copy operation of Copy-to-Syntactic Derivation work? In order to
generate any syntactic structures, words needs to be decomposed into hierarchically structured features,
which means that the SD also needs to be defined by FMs. A hierarchically highest feature in an FM of
the SD at each stage in the derivation plays a role as the edge feature (EF), which instructs the derivation
how to proceed. That is, what building a SD means is to satisfy the EF fi of the SD by copying a material
from NUM that is also defined by the EF fi. A subsequent SD will be derived by another EF through
this Copy operation. Stroik and Putnam (2013:76) formalize it as in (7)
(7) The Copy-to-Syntactic Derivation (CoSD) operation:
Copy {α <fi<fn . . . >>, [SD1 <fi <fm . . .>>]} → [SD2 α SD1] <fk . . .>,
where k = n or m (depending on which feature is higher ranked).

3. Control under the Survive-minimalism
With all the assumptions above in mind, now let us look at how the Survive-minimalism can explain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subject control sentence (8)1) below.
(8) John tried [to meet Mary].

As already mentioned in the previous chapter, how to begin, proceed, and terminate the derivation in
Survive-minimalism are dictated by the hierarchically organized FMs of LIs in Num. Furthermore, since
FM=<SUBCAT <PSF-selecting <CAT <PSF-selected>>>>

and these features must be checked in

sequence, the selecting features of an LI such as SUBCAT features and PSF-selecting features2) are
checked before the selected features. As a result, the first element in NUM must not have any SUBCAT
features.
If this is the case, the NUM for (8) should begin by selecting the LI Mary from LEX and copying it
into NUM. This LI in NUM is then copied again into the SD. Since the FM for the LI Mary is <CAT-D>
and the LI does not have any SUBCAT features, Mary is an appropriate choice to initiate a SD. When
Mary in NUM is copied into an SD, the SD project the highest feature in the FM of the LI, which is

1) Since the matrix clause of the sentence (8) is not of direct concern here, focus is mostly placed on the embedded
control clause.
2) Case features of the light verb Ʋ, Tense-head, or wh-features of a C-head are included in PSF-selecting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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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feature <CAT-D>. The projected feature then must be concatenated with a matching SUBCAT-D
feature to be interpreted structurally. What needs to be done next is to select an LI from LEX that
SUBCAT-D feature matches. The verb meet has an FM (<SUBCAT-D <SUBCAT-D <CAT-V>>>) and
has a suitable SUBCAT-D feature that matches the CAT-D feature of Mary, so it can be copied to NUM
and recopied into the SD as in (9)
(9)

SUBCAT-D

see
SUBCAT-D
SUBCAT-D
CAT-V

Mary
CAT-D

When the first feature concatenation of the derivation occurs, the D features of the LI Mary and the
LI see are matched and deactivated. However, since the verb see has two more active features to be
matched and the hierarchically highest feature is the second SUBCAT-D feature of see, this second
SUBCAT-D feature serves as an EF and is projected to be checked. Therefore, now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LI from LEX that also has the CAT-D feature and copy into NUM and into the SD. An LI
John is legitimate for the second feature concatenation as it has an FM <CAT-D <CASE>>.
(10)

CAT-V
John
CAT-D
CASE

see
SUBCAT-D
SUBCAT-D
CAT-V

By the second concatenation, the second SUBCAT-D feature of see and the CAT-D feature of John are
matched and deactivated as in (10) above. However, the CAT-V feature of the verb see and the CASE
feature of John are not checked, which makes these LIs survive in NUM. Although both the CAT-V feature
of the verb see and the CASE feature of John are active in NUM, it is the CAT-V feature of the verb
see that is projected because the selecting CAT-V feature is placed higher in an FM than the selected PSF
CASE feature. To check the CAT-V feature, a feature-matching LI must be selected and copied into NUM.
Infinitival

to

is such an LI

and is

copied

into NUM since its

FM is

<SBUCAT-V

<CASE-selecting<CAT-T>>>. The LI to in NUM is again copied into the SD as in (11) below.
(11)

CASE-selecting
to

SUBCAT-V
CASE-selecting
CAT-T

CAT-V
John
CAT-D
CASE-selected

see
SUBCAT-D
SUBCAT-D
C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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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0), the CAT-V feature of the verb see is matched with the SUBCAT-V feature of the infinitival
to, but John in NUM still survives since its CASE feature has not been checked yet. Furthermore, since
PSF-selecting features outrank CAT features or PSF-selected features, CASE-selecting feature of the
infinitival to is projected. This projected CASE-selecting feature have to be matched by an LI that has
CASE-selected feature. Given that any LI would have PSF-selected features means hierarchically higher
features in an FM such as SUBCAT and CAT features have been checked in the previous steps, this
appropriate LI must be already put and survive for recopying in NUM. The LI John has the requisite
feature and is recopied into the SD as in (12)
(12)

......
C

CAT-T

SUBCAT-T
John

CASE-selecting

CASE-selected
to
SUBCAT-V
CASE-seleting
CAT-T

.......

A very complicated problem arises at this point of the derivation. When the LI with CASE-selected
feature is concatenated with the canonical CASE-selecting features such as modals, these modals almost
always have CASE-NOM-selecting feature, making the LI with CASE-selected feature the subject of the
sentence.
However, what would happen to the LI with CASE-selected feature that feature matches with the
infinitival to? It is widely accepted that finite-T is different from non-finite T in that the former has tense
properties while the latter doesn’t. However, Martin (2001) argues control T behaves differently from
raising T. He claims that control infinitives have tense features, thus checking null case to PRO subject
of the embedded control clause. If we follow Martin’s argument, John3) with CASE-selected feature in (12)
must be PRO and check null-case from the infinitival to with its matching CASE-selecting feature.
However, since Kim(2010) advocates for getting rid of the grammatical formative PRO, the term PRO
won’t be used here. In addition, I argue that tense-heads4) sh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One is a strong
tense-head such as canonical finite T, another is a weak tense-head like control infinitival to and the last
is tenseless head like raising infinitival to. A a strong tense-head, when matched with the LI with
CASE-selected feature, checks the NOM case. Or,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say that a strong tense-head
has a CASE-NOM-selecting feature. Then what about non-finite tense-heads? It is pretty obvious that
raising or ECM infinitival to is tenseless since it is a defective T, so nominals that need to CASE-feature

3) Kim (2010, 2012) argues grammatical formative PRO, which is only placed in the subject of control clause, should
be abolished from the grammar. Kim also claims DP with its case feature not checked stays in the VP of the
embedded clause, not able to be interpreted in the PF interface due to its failure to check the case. Therefore John
in (12) is located in the place of PRO.
4) For the explanatory convenience, although the term tense-heads used in the standard Minimalism are used here,
they are actually CASE-selecting features of LIs in Survive-minim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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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with raising or ECM infinitival to get to survive in NUM. Control infinitival to, on the contrary,
is regarded as a weak tense-head, CASE-selecting feature being matched with the LIs with CASE-selected
feature but remaining silent since it is a weak CASE-selecting feature and cannot be fully but partly
matched with LIs with CASE-selected feature. Or, another way to analyze is to maintain null-case and
suppose that control infinitival to, a weak tense-head has a CASE-NULL-selecting feature. Either way, we
are left with the nominals in the subject position of the embedded control sentences not pronounced.
Returning to the question of what would happen to the LI John, I argue that John with CASE-selected
feature in (12) do check with its matching CASE-selecting feature that the infinitival to has, but it cannot
be pronounced either because its matching CASE-selecting feature is weak or because the infinitival to has
a CASE-NULL-selecting feature.
Finally, to complete the derivation of the embedded clause, the CAT-T feature of the infinitival to in
(12) is projected. One LI that has SUBCAT-T feature is C. When C is copied from LEX into NUM and
recopied into SD, its feature is matched with the CAT-T feature of the infinitival to and SD is now
completed. All the concatenative features in the FMs of all the LIs that are introduced into NUM have
been checked properly and the final SD can be interpreted by the CI and SM.

4. Conclusion
Survive-minimalism differs greatly from the standard Minimalism in two aspects. One difference lies in
the architecture of FL. Instead of locating the Lexicon, the Numeration, and the Computational System
outside of the CI and SM performance system in the standard Minimalism, the Narrow Syntax that includes
LEX, NUM, and CS is placed within the performance system in Survive-minimalism. Secondly, unlike the
standard Minimalism, Survive-minimalism only uses one operation-Copy operation in order to build a
syntactic structure. LIs are copied from the LEX into NUM in a piecemeal manner, and they are recopied
from NUM to SD. LIs are decomposed into the hierarchically organized FM, the highest feature of which
serves as EF and instructs how to proceed the derivation.
Accepting these assumptions in Survive-minimalism, embedded control infinitives are analyzed in
Chapter 3. Tense-head is somewhat problematic, since the subject of the control clause cannot be
interpretable at PF due to its failure to be matched with a CASE-selecting feature. By assuming that control
infinitival to has a weak CASE-selecting feature and it cannot be matched fully with a CASE-selected
feature, the problem could be circumvented. The other way to avoid the problem is to assume control
infinitival to to have a CASE-NULL-selecting feature, which leads to the same result. Which way is more
plausible is what needs to be studied mo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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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nd Korean Compounds (In)sensitive to Allomorphy

Soo-Hwan Lee(Sogang University)

I. Introduction
Many languages around the world make use of morphological inflections in order to indicate features
such as tense, number, and gender. Furthermore, morphological inflections may be realized in accordance
to phonological or syntactic conditioning. For instance, the plural morpheme, -s /z/, in English is realized
as [ɪz] in the word, foxes[fɔksɪz], due to phonological conditioning, whereas the gender-indicating
morpheme, /lə/, in French is realized as [la] in the phrase, la table, due to morphosyntactic conditioning.
However, it seems inevitable to point out that the paradigm of morphological inflections is not fully
explainable merely through phonological or morphosyntactic properties. In fact, semantic properties play
a vital role in presenting the missing puzzle within inflectional morphology. The relevant evidence for this
idea derives from the morphological inflections of compound words. According to Katamba and Stonham
(2006), a compound word consists of at least two words or, at any rate, two root morphemes. Good
examples of compound words are wisdom tooth and sabertooth in English. However, the plural forms of
these two compounds are realized as wisdom teeth(*wisdom tooths) and sabertooths(*saberteeth) which
indicate that the two are formed under separate and dissimilar rules. Since neither phonological nor
morphosyntactic conditioning can provide a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such mismatch, semantic
conditioning should be given consideration. Certainly, such consideration has been insightfully utilized in
previous research on semantic properties of compounds (see Plag et al. 2008). With the goal of further
extending its trace of footsteps, I suggest that the inflectional morphology of compounds is sensitive to
not only to phonological and morphosyntactic properties but also to semantic properties as well.
By adopting the general framework of Distributed Morphology (Halle & Marantz 1993), this work
demonstrates that Korean compound verbs (V1-V2 constructions) inducing idiomatic interpretations are
generated within the verbal root domain (√P) without an internal v1 element projected over the initial
verb, V1, as Park (2014) demonstrates.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research comes to light when
suppletive honorification is given consideration. In line with Choi and Harley (2017) that the honorific
feature, [+hon], in Korean may be realized within the small v projection, this work claims that [+hon] along
with its morphosyntactic effects on Korean verbal allomorphy (e.g. suppletion) presents crucial evidence
in determining whether the idiomatic domain of a given compound verb consists of no internal v1 element.
In accordance with such idea, the findings of this work provide additional discoveries to Park (2014) which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the single semantic unit search for idiomatic compound verbs in Korean during
the Conceptual Interface of Distributed Morphology.

II. The Irregular and Regular Plural Forms of English Compound Nouns
As it has been mentioned above, the cases of wisdom teeth(*wisdom tooths) and sabertooths(*saberteeth)
illustrate the asymmetricity of morphological inflection for indicating plurality. In fact, the search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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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ity of such inflection within English noun compounds paves way to a new approach of handling
plurality within compounds. Consider the examples provided below:
(1) English
Singular forms
fireman
wisdom tooth
flatfoot
wild goose
Walkman
saber tooth
big foot
silly goose

Noun compounds
Irregular plural forms
firemen
wisdom teeth
flatfeet
wild geese
*Walkmen
*saberteeth
*bigfeet
*silly geese

Regular plural forms
*firemans
*wisdom tooths
*flatfoots
*wild gooses
Walkmans
sabertooths
bigfoots
silly gooses

By observing data (1), we realize that English plural noun compounds can be subcategorized into two
different sets. One is the set of compounds which are realized with the irregular plural forms, whereas
the other is the set comprised of compounds which are realized as the regular plural forms using the plural
morpheme, -s /z/. Based on this type of categorization, the words such as tooth, foot, goose, and man are
realized as teeth or tooths, feet or foots, geese or gooses, and men or mans. In order to provide a plausible
mechanism appropriately explaining the predictability of irregular and regular plural forms within
compounds, I would like to first examine whether the rules based upon phonological conditioning or
morphosyntactic conditioning can best explain the examples given in data (1). The definitions of the
examples in data (1) are provided in Appendix A.
According to Bourque(2014), semantic transparency is generally a matter of compositionality in terms
of meaning. In other words, semantic transparency is seen when the meaning of the provided compound
shares a commonality with the meaning of its component(s). Furthermore, the meaning of a semantic head
component plays a vital role in shaping the meaning of its endocentric compound in the sense that the
latter concept is always a subset of the former concept. However, unlike endocentric compounds which
show semantic transparency through the existence of their semantic heads, exocentric compounds are
semantically opaque for they possess no overt semantic head component to determine the subset category
that they belong to. Apparently, based on what has been mentioned thus far, the distinction of endocentric
compounds and exocentric compounds comes to light when semantic consideration is given. In fact, it is
certainly possible to apply such idea to the examples listed in data (1) and tease them into two different
sets of categories. Consider the following data:
(2)
A
[compound components]
man
tooth
foot
goose

B
[endocentric compounds]
fireman
wisdom tooth
flatfoot
wild goose

C
[exocentric compounds]
Walkman
sabertooth
bigfoot
silly goose

According to data (2), the compounds mentioned in data (1) can be categorized into either B, the set
of endocentric compounds or C, the set of exocentric compounds. Now that we have a 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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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based on semantic subgroupings, let us further examine whether the categorization given in
data (2) can be of help in untying the problematic knot dealt so far. Taking into account the two dissimilar
ways that plural forms are realized for the components, man, tooth, foot, and goose, we postulate that the
compounds in B and the compounds in C will behave differently when pluralization takes place. The
outcome of what has been postulated is given below:
(3)
B
[endocentric compound]
fireman
firemen
*firemans
wisdom tooth
wisdom teeth
*wisdom tooths
flatfoot
flatfeet
*flatfoots
wild goose
wild geese
*wild gooses

C
[exocentric compound]
Walkman
*Walkmen
Walkmans
sabertooth
*saberteeth
sabertooths
bigfoot
*bigfeet
bigfoots
silly goose
*silly geese
silly gooses

As it is illustrated in data (3), the semantic classification of B and C clearly distinguishes the irregular
plural forms: men, teeth, feet, geese from the ‘-s /z/’-type plural forms: mans, tooths, foots, gooses. This,
in turn, captures the idea that the classification based on semantic conditioning can indeed be in line with
the patterns shown through the plural morphology provided in data (1).
In fact, this idea is not farfetched for Plag et al. (2008) has already argued that the stress assignment
for English compounds is sensitive to semantic considerations. Thus, figuring out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of the components within compounds become an essential criterion when
analyzing stress patterns in English.

III. Semantic Compositionality of Compound Verbs in Korean
According to Park (2014), there are two types of verb serialization in Korean: compound verb
constructions and serial verb constructions. Between the two, the type of serialization which convey
idiomatic interpretations are referred to as compound verbs. In this view, compound verbs show little or
no semantic compositionality as opposed to serial verbs:
(4) a. Cinha-ka
ppangcokak-ul
ttey(e)-mek-ess-ta
Cinha-NOM
piece.of.bread-ACC detach-eat-PST-DECL
‘Cinha detached and ate the piece of bread.’ (literal)
b. Cinha-ka
hoysadon-ul
ttey(e)-mek-ess-ta
Cinha-NOM
company.fund-ACC detach-eat-PST-DECL
‘Cinha embezzled the company fund.’ (idiomatic)

The compound verb construction, ttey(e)-mek- ‘(id.) to embezzle’, in (4b) conveys an idiomatic
interpretation which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ttey(e)-mek- ‘to detach and eat’,
in (4a) which can only convey a literal interpretation. This, in turn, captures the idea that the compound
verb in (4b) is semantically non-compositional whereas the serial verb in (4a) is semantically compos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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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semantic compositionality provides one of the many apparent motiva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verb serialization in Korean.

IV. Morphosyntactic compositionality of compound verbs in Korean
More significantly, the distinction between compound and serial verb constructions can be explained
through their dissimilar morphosyntactic compositionality. In fact, this work goes beyond Park (2014) and
suggests that morphosyntactic compositionality of verb serialization can be attested by utilizing the
honorific feature, [+hon], licensed within the Korean verbal domain via feature sharing (Kim & Chung
2015, Choi & Harley 2017). Furthermore, this honorific feature, licensed under the head of v through the
postsyntactic operation known as dissociated morpheme insertion (Halle & Marantz 1993), become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compound verb (V1-V2) inducing an idiomatic meaning is realized
with an internal v1 element or not.
As briefly mentioned above, there exist cases in Korean verbal morphology where suppletive allomorphy
is conditioned by the presence of the honorific morpheme, -si ([+hon]), such as mek(↔capswu) ‘to eat(↔to
eat.HON)’ (see Kim & Chung 2015).
(5) a.

√EAT

↔
↔

capswu
mek(u)

/
/

______ [+hon]v
elsewhere

While the suppletive rule in (5) is applicable to serial verb constructions showing apparent signs of
morphosyntactic compositionality, this is not the case for compound verb constructions showing little sign
of morphosyntactic compositionality. The following data illustrate the dissimilar morphosyntactic
realizations of serial verbs in (6a) and (7a) as well as compound verbs in (6b) and (7b):
(6)a. halapeci-kkeyse
ppangcokak-ul
ttey(e)-capswu-si-ess-ta
grandfather-HON.NOM
piece.of.bread-ACC rip-eat.HON-HON-PST-DECL
‘Grandfather ripped and ate the piece of bread.’ (literal)
b. halapeci-kkeyse
hoysadon-ul
ttey(e)-meku(*capswu)-si-ess-ta
grandfather-HON.NOM
company.fund-ACC rip-eat-HON-PST-DECL
‘Grandfather embezzled the company fund.’ (idiomatic)
(7)a. halapeci-kkeyse
kwukpap-ul
mal(a)-capswu-si-ess-ta
grandfather-HON.NOM
soup.rice-ACC
mix-eat-HON-PST-DECL
‘Cinha mixed and ate the rice soup.’ (literal)
b. halapeci-kkeyse
saep-ul
mal(a)-meku(*capswu)-si-ess-ta
grandfather-HON.NOM business-ACC mix-eat-HON-PST-DECL
‘Grandfather ruined the business.’ (idiomatic)

As it is shown in data (6) and (7), the morphological alternation of mek ↔ capswu is possible for serial
verb constructions which are sensitive to morphosyntactic compositionality, whereas it is not for compound
verb constructions. In this regard, the compound verbs such as ttey(e)-mek- ‘(id.) to embezzle something’
and mal(a)-mek- ‘(id.) to ruin something’ are cases of idioms in which the consecutive verbal root
components, √1 and √2, are strongly attached to each other without the presence of an internal v1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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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14). Thus, the inapplicability of suppletive honorification in (6b) and (7b) follows easily, since
the trigger, [+hon], in the external v2 head is unable to see the independent target, √EAT, for it only
has access to the components, √RIP- √EAT, as a whole.
(8)
(6a)
(7a)

The presence of v1
[v2[√2[v1[√1tteye] ]capswu] si]
[v2[√2[v1[√1mala] ]capswu] si]

(6b)
(7b)

The absence of v1
[v2[√2[√1tteye] meku] si]
[v2[√2[√1mala] meku] si]

V. Single Semantic Unit Search
During the stage of Conceptual Interface within Distributed Morphology, the single semantic unit search
paves way for the morphological forms to ultimately receive their idiomatic interpretations, if there is any.
Here, it is essential for the single semantic unit search to pick up the forms, [A] ttey(e)-meku-(si-) and
mal(a)-meku-(si-), instead of the forms, [B] ttey(e)-capswu-(si-) and mal(a)-capswu-(si-), since only the
former can host an idiomatic interpretation as in (6b) and (7b). With the attempt of untying this problematic
knot,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e (in)applicability of suppletion boils down
to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the internal v1 element. H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locality
conditioning is structurally satisfied or not by v1, the inapplicability of suppletive honorification can be
predicted. Up to this point, such analysis on Korean compound verbs remained untouched by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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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fireman
wisdom tooth
flatfoot
wild goose
Walkman
sabertooth
bigfoot
silly goose

Appendix A
Definition
A male firefighter
The third molar that is the last tooth to erupt on each side of the upper and lower jaws
in humans
A foot affected with a condition in which the arch of the instep is flattened
An undomesticated goose
A small portable audio player listened to by means of headphones or earphones
A saber-toothed cat; A large extinct carnivorous mammal of the cat family
A hairy creature like a human being reported to exist
in the northwestern U.S. and western Canada; Sasquatch
Someone who is being s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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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is of
Old English Compounds

Sujin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This paper1) aims at providing a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is of Old English (OE) nominal (N),
adjectival (A), and verbal (V) compounds. On the basis of the exhaustive data (9,875 in total) retrieved
from the OE (Online) dictionary, Bosworth and Toller, I attempt to analyze the morphological subtypes
and semantic subpatterns of OE N, A, and V compounds, and to provide the distribution of every
compound type.
The main results of this extensiv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 have found 42 morphological subtypes
and 100 semantic subpatterns in analyzing OE N, A, and V compounds. This result shows that OE
compounds can have much more varied subtypes and subpatterns than the typical ones that have been
proposed by earlier works (Quirk and Wrenn 1989, Marchand 1969, Lass 1994, Görlach 1997, Mitchell
and Robinson 2001, Baugh and Cable 2002, Hogg 2002, Kastovsky 1985, 1992, 2002, 2006, 2009, among
others). Second,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there are 9,875 OE compounds, of which 8,034
(81.35%) are N compounds, 1,674 (16.95%) are A compounds, and 167 (1.69%) are V compounds.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not only collects all of OE compounds and offers their distribution, but also
demonstrates the high productivity of OE compounds with statistics; so far, the productivity of OE
compounds has been only presumed by some previous descriptive studies.

2. Data
The data for this analysi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OE (Online) dictionary, Bosworth and Toller’s
(2010) An Anglo-Saxon Dictionary (BT).2) BT was used mainly for three purposes: i) to identify lexical
categories and genders of each compound; ii) to clarify morpheme boundaries between the elements; iii)
to interpret compounds' meanings. As a result of the selection of OE compounds, a total of 9,875
compounds3) were obtained.
As for the analysis of morphological subtypes and semantic subpatterns, the compounds selected were

1) This paper is a revised version of the article published in April 2018 in the journal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1, 17-56. This (published) article is again a revised version of part of 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 BT is short for Bosworth and Toller’s (2010) An Anglo-Saxon Dictionary. This is a record of Anglo-Saxons'
language used during about 700-1100 A.D. The online edition is based on the 1st edition (1898) of An Anglo-Saxon
Dictionary written by Bosworth, Joseph and on its supplement (1921) issued by Toller, Thomas Northcote.
3) Given that there were about 23,000~24,000 lexical items in OE (Kastovsky 1992:293), the total number of OE
compounds (9,875) is seen to be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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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classified largely into three morphological groups, ‘Nominal’, ‘Adjectival’, and ‘Verbal’. Secondly,
the meanings of the compounds in each group wer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semantic or grammat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elements. During the course of the semantic analysis, I consulted the typical
semantic patterns proposed particularly by Kastovsky (1992). In some cases, the categories of the typical
patterns were reclassified or reorganized because new patterns were discovered and added to them. Aftern
the analysis, 42 morphological and 100 semantic sub-types and -patterns have been found.
<Table 1> below presents both the overall distribution of OE N, A, and V compounds and the number
of their morphological and semantic sub-types and -patterns.
<Table 1> Overall Distribution of OE Nominal, Adjectival, and Verbal Compounds
OE Compounds Number of Compounds Proportion
N Compounds
8,034
81.35%
A Compounds
1,674
16.95%
V Compounds
167
1.69%
Total
9,875
100%

Morphological Subtypes
17
21
4
42

Semantic Subpatterns
53
40
7
100

In <Table 1>, nominal compounds are the most productive (8,034), accounting for 81.35%. This result
corresponds to the statement by Kastovsky (2009:334) that nominal compounds are the most dominant and
frequent in Germanic and Sanskrit word-formation. Meanwhile, adjectival (1,674) and verbal (167)
compounds are relatively much less productive than nominal compounds.
Of 42 morphological subtypes, 21 subtypes belong to adjectival compounds, 17 to nominal compounds,
and 4 to verbal compounds. In the terms of semantic subpatterns, nominal compounds own the largest number
of subpatterns (53), which is more than half the total number of subpatterns of OE compounds (100).

3. A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is of OE Compounds
In this section, I examine OE N, A, and V compounds respectively by offering their overall distribution,
various morphological subtypes, varied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3.1 Nominal Compounds
In the case of OE N compounds, I subclassified them into four groups, ‘Regular’ (REG), ‘Synthetic’
(SYN), ‘Copulative’ (COP), and ‘Bahuvrihi’ (BAH). The overall distribution of OE N compounds can be
seen in <Table 2>.
<Table 2> Overall Distribution of OE Nominal Compounds
Compound
Types
Regular
Synthetic
Copulative
Bahuvrihi
Total

Number of Morphological
Subtypes
8
5
1
3
17

Number of
Semantic Subpatterns
15
17
18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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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hows that the first group REG is predominant, accounting for 61.46%. The number of REG
nominal compounds (4,938) is more than half the total number of OE nominal compounds (8,034). The
group SYN is second most productive, holding 2,420 compounds (30.1%). The last two groups COP and
BAH take third (651/8.1%) and fourth (25/0.3%) place each. Of the four types, REG and SYN have the
largest number of morphological subtypes (8) and semantic subpatterns (17) respectively.
The following <Table 3>, <Table 4>, <Table 5>, and <Table 6> provide the distribution, morphological
and semantic sub-types and -patterns, and examples of the four types of OE N compounds, REG, SYN,
COP, and BAH.
<Table 3> Distribution of OE Regular Nomin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Morphological Subtypes

Number/
Proportion

[N N]

4,339/
87.86%

[A N]

[[Pure A] [N]]
[[Suffixal A] [N]]
[[Prs.P] [N]]
[[Pst.P] [N]]

[Adv N]

528/
10.69%

66/1.3%

[Prep/Pron N]

5/0.1%

Semantic
Subpatterns

Number/
Proportion

Example/Meaning

Primary
(RP1-RP5)

3,587/72.6%

sweord-freca ‘warrior who uses a sword’
(lit. sword-warrior)

Secondary
(RS1-RS5)

752/15.2%

āc-lēaf ‘oak-leaf’
(lit. oak-leaf)

Attributiveness

511/10.3%

gōd-līf ‘good life’
(lit. good-life)

Activity/
Passivity

17/0.3%

fæted4)-hlēor ‘ornamented cheek’
(lit. ornamented-cheek)

Adverbial Int.

18/0.36%

norþan-wind ‘wind from the north’
(lit. from the north-wind)

Adjectival Int.

39/0.78%

sundor-līf ‘private life’
(lit. separately-life)

Bound Int.

9/0.18%

sundor-seld ‘special seat, throne’
(lit. separately-seat)

Transparent Int.

5/0.1%

betweohs-fæc ‘interval’
(lit. between-space)

(*RP: Regular Primary; RS: Regular Secondary; Int.: Interpretation)
<Table 4> Distribution of OE Synthetic Nomin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M.S.
[N N]

S.S.
AGT, ACT,
O.F.R., LOC

Number/Proportion

Example/Meaning

Base Verb

2,070/85.5%

ceaster-būend ‘city-dweller’
(lit. city-dweller)

būan
‘to dwell’

[A N]

AGT, ACT,
O.F.R., LOC

271/11.19%

frēo-burh ‘free city’
(lit. free-city)

beorgan
‘to protect’

[Adv N]

AGT, ACT,
O.F.R.

58/2.39%

sundor-gifu ‘special gift’
(lit. separately-gift)

gifan
‘to give’

[Prep N]

ACT

13/0.5%

gēan-cyr ‘turning against’
(lit. against-turn)

cyrran
‘to turn’

[Pron N]

AGT, ACT

8/0.3%

self-sceaft ‘self-shaping’
(lit. self-creation)

sceafan
‘to scrape’

(*M.S.: ‘Morphological Subtypes’; S.S.: Semantic Subpatterns)

4) Fæted is a past participle form of the weak verb fǣtan ‘to o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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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OE Copulative Nomin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Compound Types
Semantic Subpatterns
Example/Meaning
aþum-swerian
Relationship (1)
‘son-in-law and father-in-law’
ADD (20/3.07%)
Coexistence (3)
(lit. [son-in-law]-[father-in-law])
Appositional (16)
(Relationship of Ingeld and Hrothgar)
Profession (53)
Gender/Sex - Typical (23)
hirde-mann
Gender/Sex - Variant (2)
ATT (218/33.48%)
‘herdsman, shepherd’
Age - Typical (14), Age - Variant (2)
(lit. herd-man)
Comparison (39), Function (55)
Others (30): Status, Condition, Quality, Value, State,
Shape, Spirit
Animate N (69)
[Subclass + Superclass] (44)
mann-cynn ‘mankind’
[Member + Group] (11)
(lit. man-kind)
Pleonastic [Syn. + Syn.] (14)
SUB (413/63.4%)
Inanimate N (344)
[Subclass + Superclass] (225)
[Member + Group] (13)
wīn-clyster ‘a bunch of grapes’
(lit. wine-bunch)
Pleonastic [Syn. + Syn.] - Typical (102)
Pleonastic [Syn. + Syn.] - Variant (4)
<Table 6> Distribution of OE Bahuvrihi Nomin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M.S.

S.S.

Number/Proportion

[1st + 2nd]

Compound’s Referent

[Numeral/Color
+
Object/Sense]

Animal,
Plant
Person

S.S. 2

[Numeral/Color/
Difficulty
+
Sense/Material/
Time/Place]

State,
Time

[Pst.P N]

S.S. 1

2/8%

[Passive State
+
Object]

Object

[N N]

S.S. 1

5/20%

[Object/Person/
Action
+
Object/State]

Object,
Person

S.S. 1
[A N]

18/72%

Example
hasu-pāda
‘one having a
grey garment’
(lit. grey-garment)
ān-mēde ‘unanimity’
(lit. one-mind)
brogden5)-mǣl
‘sword marked
by signs’
(lit. woven-sign)
hring-mǣl
‘sword with ring-shaped
markings’
(lit. ring-mark)

(*M.S.: ‘Morphological Subtypes’; S.S.: Semantic Subpatterns; S.S.1: Semantic Subpattern 1
‘One having [[A/N] [N]]’; S.S.2: Semantic Subpattern 2 ‘One featured with [A N]’)

3.2 Adjectival Compounds
<Table 7> offers the overall distribution of the three types of OE A compounds, REG, SYN, and BAH.
<Table 7> Overall Distribution of OE Adjectival Compounds
Compound Types
Regular
A
Synthetic
Bahuvrihi
Total

Number of M.S.
11
5
5
21

Number of S.S.
18
13
9
40

(*M.S.: ‘Morphological Subtypes’; S.S.: Semantic Subpatterns)

5) Brogden is the past participle of bregdan ‘to w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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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74 OE A compounds, the type SYN is most productive (725), accounting for 43.3%. The type
REG takes the second place, constituting 32.55%. Although BAH compounds take the third place,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REG (545) and BAH (404) is relatively small. The type REG has the largest number
of morphological subtypes (11) and semantic subpatterns (18).
Let us see the distribution, morphological and semantic sub-types and -patterns, and examples of the three
types of OE A compounds, REG, SYN, and BAH in the following <Table 8>, <Table 9>, and <Table 10>.
<Table 8> Distribution of OE Regular Adjectiv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M.S.

Number/Proportion
Primary
(211)

[N A]

398/73%
Secondary
(187)

Semantic Subpatterns
S-P (67)
P-O (49)
G.R.
P-C (95)
Compa-rison
(90)

[Cause + Effect] (75)
[Goal + Intention] (17)
[Result + Reason] (5)
Coexistence (2)

ADD
(11)

[A A]

Specifying(43)
Intensifying (47)

Mixture (9): Color (7),
Taste (1), State (1)
ATT (16)

109/20%
SUB
(17)

[Subclass + Superclass] (11)
Pleonastic (Tautologies) (6)
[Cause + Effect] (3)
Manner Adverbial (46)
Intensification (16)

[Adv A]

27/4.95%

P-C Relation (23), Intensification (4)

Others

11/2%

-

Example/Meaning
gūþ-rēow ‘fierce in fight’
(lit. fight/war-fierce)
cild-geong ‘young as a child’
(lit. child-young)
fȳr-sweart ‘blackened with fire’
(lit. fire-black)
earm-cearig ‘miserable and sad’
(lit. miserable-sorrowful)
hǣwen-grēne ‘bluish green’
(lit. blue-green)
med-rīce ‘of little power’
(lit. little-powerful)
hasu-fāg ‘grey-coloured’
(lit. grey-coloured)
mild-beorht ‘mildly bright’
(lit. mild-bright)
gearo-snotor ‘very wise’
(lit. entirely-wise)
-

(*M.S.: Morphological Subtypes; G.R.: Grammatical Relation)
<Table 9> Distribution of OE Synthetic Adjectiv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M.S.

S.S.

Number/Proportion

Example/Meaning

Base Verb
beran
‘to bear’

[N A]

ACT, PAS, RES

442/60.96%

līg-bǣre ‘flame-bearing’
(lit. flame-bearing)

[A A]

ACT, PAS, RES

188/25.93%

dēop-hydig
‘deeply meditating, thoughtful’
(lit. deep-considerate)

hycgan
‘to consider’

[Adv A]

ACT, PAS, RES

86/11.86%

wel-gelǣred ‘well-instructed’
(lit. well-learned)

gelǣran
‘to teach’

[Prep A]

ACT, PAS

7/0.96%

ongēan-hwirfende
‘returning’ (lit. against-turning)

hwerfan
‘to turn’

[Pron A]

ACT

2/0.27%

self-myrþe ‘self-destructive’
(lit. self-*murdering)

myrþrian
‘to murder’

Total 7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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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stribution of OE Bahuvrihi Adjectiv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Compound Types Number/Proportion

Typical

Extended

Reversed

S.S.

M.S.

Example/Meaning

1

‘Having
[[A/N] [N]]A’

[A N]A, [N N]A

rēad-lēaf
‘having red leaves’
(lit. red-leaf)

2

‘Featured with
[[A/N] [N]]A’

[A N]A, [N N]A

glæd-mód
‘glad-minded’
(lit. glad-mind)

1

‘Having
[[A/N N] Sfx]A’

[[[A]Num N] Sfx]A,
[[N N] Sfx]A

fēower-fōted
‘four-footed’
(lit. [four-foot]ed)

2

‘Featured with
[[A N] Sfx]A’

[[A N] Sfx]A,
[[Num N] Sfx]A

ēaþ-mōdig
‘humble’
(lit. [soft-mind]ed)

1

‘Having [N A]A’

2

‘Featured with
[N A]A’

211/
52.22%

181/
44.8%

12/
2.97%

[N A]A

feax-hār
‘hoary-haired’
(lit. hair-hoary)
mōd-glæd
‘of gladsome mind’
(lit. mind-glad)

Total 404/100%
(*S.S.: ‘Semantic Subpatterns’; M.S.: ‘Morphological Subtypes’; Num: Numeral)

3.3 Verbal Compounds
<Table 11> presents the overall distribution of OE verbal compounds.
<Table 11> Overall Distribution of OE Verbal Compounds
Compound Type
Regular

Number of M.S.
4

Number of S.S.
7

N. of Comp.
167

Proportion
100%

(*M.S.: ‘Morphological Subtypes’; S.S.: Semantic Subpatterns; N. of Comp.: Number of Compounds)

In <Table 11>, the total number of OE V compounds is 167, all of which are categorized as the type
REG. It is seen that the compounds have four morphological subtypes and seven semantic subpatterns.
Hence, this distribution shows that V compounds are the least productive in OE.
<Table 12> Distribution of OE Verbal Compounds, their Morphological Subtypes, Semantic Subpatterns, and Examples
M.S.

G.R./S.S.

Number/Proportion

[N V]

P-O, P-C

77/46.1%

[A V]

P-C

15/8.98%

[Adv V]

P-C

19/11.37%

[Prep V]

Transparent,
Opaque,
Unexpressed

56/33.5%

Example/Meaning
blōd-wanian ‘to diminish blood’
(lit. blood-to diminish)
hās-hrīmian ‘to cry hoarsely’
(lit. hoarse-to cry out)
agēan-fēran ‘to go again’
(lit. again-to go)
betwyx-sendan ‘to send between’
(lit. between-to send)

Total 167/100%
(*M.S.: Morphological Subtypes; G.R.: Grammatical Relations; S.S.: Semantic Sub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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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mmary
4.1 Classification of OE Compounds
A tree diagram of a classification of OE compounds is set up as shown in <Figure 1>.
<Figure 1> A Classification of Old English Compounds

Under the highest node of ‘OE Compounds’, there are three morphological subnodes ‘Nominal’,
‘Adjectival’, and ‘Verbal’. In the case of N compounds, they are subdivided into four subgroups of
compound types, REG (Regular), SYN (Synthetic), COP (Copulative), and BAH (Bahvrihi). Under the
node of OE A compounds, there are three nodes of REG, SYN, and BAH. OE V compounds have only
one node of REG. At the bottom of the tree, there are various morphological subtypes of OE N, A, and
V compounds. It is seen that the type REG has the most varied formal subtypes in OE compounds.

4.2 Summary of Main Findings
So far, I have provided a detailed description and a statistical analysis of OE N, A, and V compounds.
Let me summariz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ith the statistical figures given in <Table 13>.
<Table 13> Overall Distribution of OE Nominal, Adjectival, and Verbal Compounds
Compound Types
Regular
Synthetic
N
Copulative
Bahuvrihi
Regular
A
Synthetic
Bahuvrihi
V
Regular
Total

Number of M.S.
8
5
17
1
3
11
5
21
5
4
42

Number of S.S.
15
17
53
18
3
18
13
40
9
7
100

(*M.S.: ‘Morphological Subtypes’; S.S.: Semantic Sub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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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able 13> shows the number of the morphological subtypes, of the semantic subpatterns, and of
compounds of the three groups N, A, and V. One notable feature of OE N compounds is that they have
the most varied semantic subpatterns (53). This result might be related to the productivity of OE N
compounds (8,034/81.35%). Meanwhile, another interesting result found in OE N compounds is that the
type ‘Copulative’ holds the most semantic subpatterns (18) although COP compounds are relatively much
less productive (651/6.59%) than ‘Regular’ (4,938/50%) or ‘Synthetic’ (2,420/24.5%) compounds.
In this table, another striking feature can be seen in OE A compounds: they have the most varied
morphological subtypes (21).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the idiosyncratic group ‘Others’ in the type
‘Regular’, as the group has eight morphological subgroups. At the bottom of this table, it is seen that there
are a total of 9,875 OE compounds, where there are 42 morphological subtypes and 100 semantic
subpatterns.
With this in-depth and comprehensive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is, I hope it helps understan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O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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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negative expressions of English and Korean
with optimality theory
6)

Won, Hohyeuk* · Kim, Hyoungyoub**(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사전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단형부정을 어휘음운론의 관점에서 영어의 부정접두사와 비교하며 접
두사로 조망했으며 단형부정이 접두사로서 지니는 제약으로 파생어, 합생어, 긴 음절의 용언, 한자어,
관용표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형부정의 경우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범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연
구들에서는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제약에 중심을 둔 최적성 이론을 통
해 단형부정이 용언과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범하는 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Introduction
Korean language has two types of negations unlike other languages. Korean long-form negations (ci
ahnta, ci moshata, anita, malta…) are positioned behind predicates, and short-form negations (an, mos)
(short negations from now on) modify predicates in front of them. They both act as the head of negative
phrase (NegP), so sentences with long-form negations or short negations used with NPIs (Negative Polarity
Items) are grammatically correct like ‘amwuto oci ahnassta (Anybody did not come.).’ and ‘amwuto an
wassta (Nobody came.).’ Because short negations have the grammatical feature and modify predicates,
many researchers insist that short negations should be adverbs because some people insist that affixes could
not have a grammatical feature.
However, supposing short negations as adverbs, it is hard to explain grammatical errors caused by short
negations. This is because not all short negation sentences are grammatically correct. The previous
researches like Won (2017) and Won and Kim (2017) suggest that short negations could function as
prefixes and that short negations have a limitation to be used with derivatives, compound words,
long-syllable words, Sino-Korean words, and idiomatic expressions. However, people in these days start
to use short negations broadly with those limitations, and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an obstacle to
explain this phenomenon. In this research, we try to explain this symptom with Optimality Theory (OT
from now on) because OT allows obeyance of restrictions.

2. Negative Prefixes of English and Korean
Short negations show some traits that other adverbs do not have. First, short negations attach to
predicates tighter than other adverbs. Even though ‘not’ in English could be copied to other positions easily

* / ** Th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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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Not heaven itself upon the past has power. (Park, 1996: 129)”, ‘an’ and ‘mos’ could not move to
other positions freely, and sentences become ungrammatical if they move. Second, short negations could
not be used alone. Other adverbs could be used for answering alone by omitting other components, but
short negations could not do this. Answers with ‘an’ and ‘mos’ alone are grammatically incorrect, and they
must be used with predicates that they are modifying. Third, short negations could not be duplicated
although some adverbs could be used more than twice for emphasis. Because of this, expressions like ‘*an
an mekta (do not eat)’ and ‘*mos mos mekta (cannot eat)’ are ungrammatical. Fourth, short negations could
not be used with ‘-to’ which means negative article. However, ‘-to’ could have a possibility to deny short
negations because it could have negative feature itself. Lastly, short negations have a limitation with
derivatives, compound words, long-syllable words, Sino-Korean words, and Idiomatic expressions. Those
limitations are explainable supposing short negations as prefixes according to Won and Kim (2017). About
derivatives and compound words, adding affixes and root words eternally is a heavy burden for words.
This burden for words also could explain the limitation with long-syllable words. In addition, with
Sino-Korean words, Korean affixes have [-Chinese] feature with root words from Chinese, and short
negations are pure Korean words. Lastly, affixes take original meaning of words only, so they could not
take expressions with multiple meaning (or they just have to take basic meaning). For example, if the
expression ‘an sonkhuta (do not have a big hand or do not splurge money)’ is possible, it does not have
the meaning ‘do not splurge money’ because it is idiomatic expression.
If short negations act as prefixes, they might be situated in the higher position than original negative
prefixes like ‘pul (不)’, ‘pi (非)’, ‘mol (沒)’, and many others. This is because they could not precede
short negations like ‘*pul an wansenghata (*inunfinish)’. This kind of lexical hierarchy is suggested by
Siegel (1974), Mohanan (1982), and many others. Won and Kim (2017) suggest that English and Korean
negative prefixes (including short negations) could be matched through the hierarchy.
<Table 1> Hierarchy of negative prefixes (Won and Kim, 2017: 349)1)

English and Koran class Ⅰ affixes could not precede Class Ⅱ affixes of both. Class Ⅲ in <Table 1>
means sentential area of both negations. Some people might insi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lass
Ⅱ affixes because English affixes do not have a grammatical feature, the head of NegP. However, even
though English affixes do not have a negative head, they also have some grammatical roles. For example,
a verb ‘appear’ act as a unaccusative verb because it could be used with ‘there’ like ‘There appears an
angel.’ However, ‘disappear’ with a negative prefix ‘dis-’ becomes a unergative verb because it could not

1) The marking of Korean here follows ‘Romanization of Korean’ suggested b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Republic of Korea. The others follow Yale Romanization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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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used with ‘there’ like ‘There disappears an angel.’ Even though it is still hard to view innate logic
of prefixes influencing on argument structure (theta role), it is quite sure that affixes cause some influences
to syntactic boundary.2)
Here, we could check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negative expressions.
In the next chapter, we will apply OT to five limitations of short negations.

3. Optimality Theory with Survey
Optimality Theory is suggested by Prince and Smolensky (1993). Chomsky and Halle (1968)’s SP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s a focus on deep structure and surface structure. However, what OT mainly
has a focus on are restrictions. Even though OT has applied to phonological area, it could also be applied
to morphological, semantical, language acquisition, and various areas in Korean.
The first reason why this research will apply optimality to morphological area is that OT’s centrality
of restrictions are easy to be applied to the restrictions of short-form negations. The second reason is that
OT allows some violations. Won and Kim (2017) and Won (2017) could not explain some exceptions of
predicates obeying five limitations of short-form negations. However, OT allows the violation of weak
limitations. The third reason is that lexical phonology could not explain the limitations of short negations.
According to lexical phonology, attaching short negations to derivatives and compound words is allowed
because short negations have higher class insisted by Won and Kim (2017). Short negations are class Ⅱ
affixes but, it could not be allowed to used with ‘pulwancenhata (incomplete)’ which is a derivative word
with class Ⅰ prefix. This is because ‘pulwancenhata’ is obeying derivative and Sino-Korean word
limitation. For these reasons, we need to consider all limitations related to short negations with OT, and
have to reveal the hierarchy between them.
To reveal the hierarchy between five limitations, we investigate totally 69 students in ‘History of
Linguistics Theory’ class of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We exclude 11 students because they judge
more than two questions without problems as abnormal, so their sincerity is doubted. Below is th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in the survey. We do not consider major of them because we does not think
that majors have an influence on judging whether sentences with short negations are grammatical or
ungrammatical.
<Table 2> Participants in a survey
age

20

21

22

23

24

25

26

27

28

sum

32

7

5

3

2

3

2

1

2

total

57

sex

boy

girl

sum

36

21

total

57

2) There are some other examples that affixes have an influence on syntax boundary, and these might be positioned
between morphological and syntactical boundary. For example, Japanese prefixes ‘お-’ and ‘ご-’ have a meaning
of politeness. However, some researchers might view politeness as pragmatic boundary without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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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sk 48 questions to them. 24 questions include no limitation one limitation, and 24 questions include
more than two limitations. Examples of questions are below.
1. huyyengika aphase hakkyoey an kassta. (Heeyoung do not go to school because she is sick.)
① esaykhata (awkward) ② cayensulepta(natural)
2. hyengsaintey ettehkey ku sakenul an mulkonuleciseyyo? (Why do not take that case even though you
are an investigator.)
① esaykhata (awkward) ② cayensulepta(natural) (omit afterward)

Below is the result of questions with no limitation and one limitation. 4 questions each for no limitation,
with limitation of derivative, compound, long-syllable, Sino-Korean, and idiomatic expression. There are
57 students, so the sum of each limitation is 228. The result of this is below <Figure 1>.
<Figure 1> Judgement of naturalness with no and one limitation

People are judging derivative (awkward/natural) (22/206) and compound (121/107) sentences are not that
awkward, but they are feeling idiom (219/9) and Sino-Korean (172/56) sentences awkwardly. Some people
feel that sentences with no limitation are awkward (12/216), but this could be caused by Question 1
(“huyyengika aphase hakkyoey an kassta.” (Heeyoung do not go to school because she is sick.) (9/48))
that people might judge this sentence should use “mos”, the contextual impossibility.
Also, below <Figure 2> is the comparison between sentences with one limitation and two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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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ople's judgement of grammaticality

We could check that judgement of naturalness to sentences with two limitations drop sharply. We
random-sample 10 responses each and use statistical method, and they show difference in two-sampled
t-test (p-value=0.019, t=2.556, df=18). Through the survey, we could know three things. First, five
limitations of short-form negations function actually, and grammaticality with short-form negations is
weaker when more limitations are obeyed. However, some expressions that people frequently use could
neglect limitations like ‘kepnata (Sino-Korean and first type idiomatic expression)’, and ‘pisnakata
(compound and derivative). Second, limitations with derivatives and compounds3) are weak, and limitations
with Sino-Koreans and idiomatic expressions are strong.
Follow the survey, we could assume the model to judge grammaticality of sentences with short negations
like this.
(1) Short-form negation optimality model
Verbs

idiomatic

Sino-Korean

compound

derivative

long-syllable

☞

And, we could apply the model like this.

3) This could be caused because we regard combinations of nouns and verbs as incorporation words, so we exclud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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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odel applying to verbs with multiple limitations
☞

Verbs
kakkaptikakkapta
kongkwusangcasata
mwukwansimhata
kepnata
oycwulthakihata
cinthoyyangnanita

idiomatic

*!
**!
**!

Sino-Korean

compound
*

derivative

*
*
*

long-syllable
*
*

*
*

*

*

*
*

‘oycwulathakihata (56/1)’ and ‘cinthoyyangnanita (54/3)’ are not allowed by people. Even though
‘kepnata (8/49)’ is obeying critical limitation, and ‘mwukwansimhata (32/25)’ seems not to be allowed,
these expressions are allowed by people because ‘kepnata’ is accustomed to people. ‘kakkaptikakkapta
(52/5)’ and ‘kongkwusangcasata (56/1)’are more optimal choice here, but many people do not allow these
expressions because they are not generally used in communication.
Using the model, we could predict the grammaticality of Korean short-form negations better in some
degree. But, there also exist two problems. First, more people would be investigated because the survey
shows the different result with Won (2017). This is because people in Won (2017) judge that limitations
of derivatives and compounds are the strongest. Second, frequently used expressions might transgress or
neglect the limitations. As a result, we have to consider how to reflect this factor to the model and
investigate more people how do they react to short-form negations’ limitations.

4. Conclusion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short negations' obeyance of five limitations could be explained using OT.
Because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al method does not allow exceptions of limitations, OT is better
to explain the use of short negations with five limitations. However, usage of short negations shows quite
large difference between people, so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to survey more people and use scientific
methods like machine learning with corpus, fMRI,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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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going on in the syllable structure?

Ki-Suk Lee(Jeju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two glides of English /j/ and /w/ are in a midway position between consonants and vowels in many
ways. Such being the case, they may be called semivowels and also categorized as approximants, as used
by Ladefoged (2001). When defined as nonsyllabic vocoids, they are essentially characterized by their
phonological ambivalence. From a phonetic point of view, they are almost equivalent to vowels, /i/ and
/u/, respectively. From a phonological point of view, however, they behave like consonants in that they
cannot occupy the nucleus but rather the onset. This is clearly elucidated in a sharp grammatical contrast
in such examples as ‘a year’ vs. ‘*an year’, ‘a one’ vs. ‘*an one’, and ‘[ðə] USA’ vs. ‘*[ðɪ] USA,’ ‘[ðə]
One above’ vs. ‘*[ðɪ] One above.’ Acoustic data have shown that “the glides occupy a kind of midway
position between stops and vowel-vowel transitions” (Kent &Read, 1992). When it comes to the sonority
value, as suggested by many phonologists (Hooper, 1976; Hogg & McCully, 1987; Katamba, 1989), the
two glides are regarded as de facto the same as that of high vowels, /i/ and /w/. Additionally, it notes
that they are equally classified as [-consonantal] in the theory of distinctive feature.
Thus, it may be possible to assume that the two glides and their vowel counterparts are functional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Then it can be further assumed that the unspecified sound of [+high, +front]
can be functionally realized as either the glide /j/ or the vowel /i/, depending on its position in the syllable
structure in which it can be occupied. Namely, if an identical phonetic reality can functionally be occupied
in two different positions, then it should be proposed that a segment can move from one position to another
in a syllable structure.
Note also that no segment has its own intrinsic position in a syllable structure. A typical example of
this is the case of syllabic consonants, the nasals and liquids in English, as may be illustrated in the words
bottom, mutton, little, martyr, etc. In fact, these examples indicate that even consonants are available to
function as the nucleus when they are to be positioned in the node of syllable structure. If this is true,
then it is further possible to claim that vowel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n element of the nucleus, can
be realized as nonsyllabic in marginal positions of syllable structur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if the concept of segmental movement in a syllable structure can
be established as a part of phonological theory. In so doing, it will be claimed that both diphthongs and
long vowels, which have occupied two X-slots within the nucleus, need to be realized as a combination
of one X-slot in the nucleus for the onglide quality of the sound and another X-slot in the marginal position
for the offglide quality of the sound. This may give rise to a change in the component analysis of syllable
structure for the words, for example, house from [[h][[aU][s]]] to [[h][[a][ws]]], recognizing a postvocalic
var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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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glish glides in phonetics and phonology
(1) Transcription systems of vowel sounds (Ladefoged, 1982: 70)
beat
bit
bait
bet
bat
father
bother
bought
boat
put
boot
butt
bite
bout
boy
bird

Jones
i:
i
ei
e
ӕ
ɑ
ɔ
ɔ:
ou
u
u:
ə
ai
au
ɔi
ə:

K & K
i
ɪ
e
ɛ
ӕ
ɑ
ɑ
ɔ
o
U
u
ʌ
aɪ
aU
ɔɪ
ɝ

T & S
iy
i
ey
e
ӕ
a
a
ɔh
ow
u
uw
ə
ay
aw
ɔy
ər

P & R
iy
ɪ
ey
ɛ
ӕ
a
a
ɔ
ow
U
uw
ə
ay
aw
ɔy
ər

(2) Syllabic vocoids vs. nonsyllabic vocoids (Ladefoged, 2001: 215)

(3) Acoustic point of view: duration of formant transition (Kent & Read, 1992: 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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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gmental movements in a syllable structur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vowels as an obligatory component of a syllable are to occupy the nucleus
whereas consonants occupy the marginal positions, the onset or the coda. Note, however, that this is not
based on the inherent phonetic properties of a sound. Thus, such is not always the case. Both nasals and
liquids in English can become syllabic nuclei as in the second syllables of the words bottom [batm], cotton
[kɑtn], beetle [bitl], and martyr [mɑrtr]. Note further that not only these sonorant sounds but even true
consonants such as fricatives and stops may have a syllabic value. For example, there is the word [ʃx]
for ‘bed’ in Bella Coola, a language spoken in British Columbia (Clark & Yallop, 1990: 104). The
voiceless velar fricative [x] functions as a syllabic nucleus in this phonological context in which there is
no vocoid in the words. Another example is taken from Berber, spoken across North Africa. The word
[.tf.tkt.] ‘you suffered a strain’ allows a voiceless fricative and a voiceless stop as syllabic nuclei
(Davenport & Hannahs, 2010: 75)
(4) Segmental movement hypothesis
With no regard to its sonority value, any kind of consonants can move to the core of a syllable to function
as the syllabic nucleus whenever the position is not occupied by any type of vocoid.

Following this hypothesis, it is assumed that a segmental movement takes place in the syllable structure
to modify the position of a segment. Given below is a few examples of segmental movement.
(5)

The examples of segmental movement so far are the case in which one of the segments in the coda
moves to the position of nucleus, i.e. from outside to inside, so that the segmental movement of this
direction is called an incoming movement in a syllable. Then it is also possible to assume an outgoing
movement directing from inside to outside in a syllable structure, i.e. from the nucleus to the marginal
position, the onset or the coda.
(6) The /j/ in ‘new’ (Hogg & McCully, 1987: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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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Outgoing movement : The first element in the nucleus, the /i/ in (6a)
moves outward into the onset, resulting in the consonant cluster, the /nj/
in the onset and thereby leaving its original position empty as in (6b).
Hogg & McCully (1987) proposes Ingria’s (1980: 470) Empty Node
Convention to account for (6c).
b. Empty Node Convention
If some segment is moves leftward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onset, then
the empty node which remains in the nucleus is filled by a copy of the
segment which fills the sister node in the nucleus.
(8) Modifications of the /j/ sound (Bronstein, 1960: 123-124))
a. [ju:] (*[u:])
(i) after /p/, /b/, /f/, /v/, /m/, /k/, /h/
(ii) words: pure, beauty, few, view, music, cupid, human
b. [u:] (*[ju:])
(i) after /r/, /ʃ/, /ʧ/, /ʤ/
(ii) words: rumor, shoe, chew, June
c. [ju:], [u;], [iu:]
(i) after /t/, n/, /d/, /s/, /ɵ/
(ii) words: tune, dune, new, suit, enthuse
(9) Obligatory Contour Principle (McCarthy, 1986: 208)
At the melodic level, adjacent identical elements are prohibited
(10) (Abbreviations: P = Palatal, G= Grave)

4. Issues in diphthongs and long vow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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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ne X nucleus hypothesis
The syllabic peak should be formed in terms of one and only one X-slot in the nucleus.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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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 segmental movement in a syllable. As a way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segmental movement as part of the phonological theory, a few pieces of crucial evidence were presented.
The typical evidence among others is a case of the English syllabic consonants, which are recognized to
occupy the nucleus despite their being [+consonantal] in the distinctive feature theory. What makes it
possib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nsonant in question moves from the coda to the nucleus
when the obligatory nucleus is not occupied by any kind of vocoid. This paper attempts to expand the
concept of segmental movement to the two glides in English, /j/ and /w/, which are considered to be in
a midway position between consonants and vowels. Due to their phonetic and/or phonological ambivalence,
they are free to move between the adjacent nodes in a syllable only if they are not in violation of English
phonotactics. Finally, this paper particularly deals with the properties of both long vowels and diphthongs.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vowel quality, they are suggested to be equally treated by analyzing them as
composed of a vowel plus a glide. Based on the One-X nucleus hypothesis suggested in this paper, the
question of long vowels and diphthongs is partial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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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트위스터가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자신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ongue Twisters on Building Learners' Confidence to Speak English in College

김 병 선(가톨릭관동대)

7차 교육 과정 이후 영어 교과 과정이 의사소통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영어의 4가지 기능 중에서
말하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 외국인들
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영어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들조차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및 정
보 교환을 위해서 영어 말하기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한 영어
말하기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우선 교실 밖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교실 안에서도 영어 수업 시간이 대부분이 우리말로 진
행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200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교사들 역시 영어
말하기 대한 유창성이 부족하고(문영인 & 이규선, 2002), 설령 교사들이 영어로 말하기 수업을 진행
하려다가도 학습자들의 무반응 내지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 다시 우리말로 수업할 수밖에 없게 된
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영어 교실 활동에서 말하기를 극히 꺼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 영어 말하기가 발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영어 청자
(English listener)는 영어 화자(speaker)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발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Kelly, 2000). Morley(1994)는 영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외국어 악센트가 섞어 영어 발음 때문에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어 화자가 아무리 문법적인 완성도나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한 발음 혹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영어 말하기 능력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런 판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어로 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한국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영어 화자의 발음 능력(Pronunciation
Competence)이 영어 말하기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여긴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EBS(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얼굴을 보
여주지 않고 수락 연설을 하는 장면을 보게 한 후,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과 한국인들에게 그의
영어 유창성 정도를 인터뷰하였다. 먼저 원어민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기준을 두어
연설자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좋은 발음을 구사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설자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의 본질은 정보 제공이고, 이를 잘 전달하면 충분한 실용적 사고의 영어권 사람들과 달리
형식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이 발음을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발음이 성공적인 말
하기에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Lu(200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확한 발음
은 비록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더라도 의사소통의 저해(오해 misunderstandings, 혼선
mis-communication)와 화자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 발음에 대한 교육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영어 말하기 자신감이 좋은 발음으로 인해 촉진되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영어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해 좋은 영어 발음을 필요로 한다면 이에 대한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iss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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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2015)가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 발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설문 응답자의 80%가 영어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응답자(79.6%)가 원어민과 같은 발음처럼 되기를 원
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Greersen & Horwitz(2002)는 영어 학습자들이 불안감(Anxiety) 때문
에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발음 실수(Pronunciation
Mistakes)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영어 발음 연습을 통해 불안감의 요소를 제거하면
학습자들은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Heyde, 1979; Domyei, 2014). 영어
발음 향상에 대한 요구(need)와 그것이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영어 교실 현장에서 영어 발음 교육은 소홀히 여겨지거나 아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Kolokdaragh, 2009).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는 영어 수업이 초등학교 3학년부
터 고등학교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발음 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특수
목적의 학교를 제외하고 공교육 전 과정이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대학 수능 능력 시험(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에서 영어 시험은 28문항이 읽기 영역이고, 17문항은 듣기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대학 입학 점수가 학생들의 미래(입학, 취업, 부의 축적, 등)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영
어 교사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법, 어휘, 읽기, 쓰기, 듣기 영역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상
황에서 발음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대학영어 교육 현장은 입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발음 교육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의지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영어 교실 역시 문법 중심의 읽기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어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영어 교실이 침묵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Hilliard,
2014). 많은 대학 영어 교실 상황에서 보면 교수자들도 한국인들 간에 굳이 영어로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유창하지 않은 영어 발음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기가 꺼려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신감이 중요하고,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어 발음
연습이 진행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학습자들이 발음 때문에 겪는 좌절감
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로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아예 침묵해 버릴 수 있
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수많은 초급 학습자들의 경
우, 영어에 무관심한 것은 대부분의 수업이 흥미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
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수업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을 때에도 흥미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고, 적절한
난이도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영어 발음 훈련인 텅 트위스터(Tongue Twisters)를 적절하다고 하겠
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는 텅 트위스터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를 다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텅 트위스터를 활용한 영어 발음 훈련이 영어 말하기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1학년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텅 트위스터를 이용
한 영어 발음 연습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텅 트위
스터 발음 연습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자신감
이 텅 트위스터 연습 전, 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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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어 발음 교육
2.1 영어 발음 교육의 어려움
영어 발음에 대한 자신감은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Fraser,
1999). 여기서 언급하는 영어 발음에 대한 자신감이란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잘못된 발음(poor
pronunciation)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화자로 하여금 영어 말하기 상황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영어 교육에서 발음은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읽
기 중심의 문법 교육 일변도인 대학 영어 교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자들에게 발음 지도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발음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발음의 영역은 학습자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게 되고 수업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영어 발음 교육이 EFL 교실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는 발음을 구사하는 것이 어렵고 지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Fraser(1999)는
영어 발음 교육이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면
서 영어 발음 구사가 어려운 이유를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There is a significant skill component for learners. Pronunciation is not just a cognitive
‘knowing-that’, it is also a physical ‘knowing-how’, similar to playing a sport or musical instrument.
Learners need motivation and time to really practise pronunciation. It is very much worth spending class
time discussing with learners their own ideas about what is involved in learning pronunciation. They are
often surprised by the suggestion that they should practise speaking. Learners need help in overcoming both
their wishful idea that pronunciation is a subject like, say, history, which can be learned merely by listening
to a teacher, and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barrie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practise effectively.”
2) “This skill component however is only that: a component. There is also a significant cognitive
component in pronunciation learning, which is much less often acknowledged. Indeed I believe it is useful
to think of learning to pronounce a new language as involving a kind of concept formation, about which
there is a large literature in psychology and education, rather than as a purely physical skill. Both teachers
and learners themselves generally assume it is the latter, and can benefit greatly from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ual aspects of pronouncing a new language. For example, very often a sound that causes
great difficulty to a learner is one that they can produce quite acceptably in a different context. As just
one example: a student who mispronounces ‘j’ in ‘jam, fridge’ etc, might use this very ‘j’ sound as a
mispronunciation of the ‘z’ in ‘zoo’ or ‘freeze’. Helping them to realise this, and to reallocate the sounds
to more appropriate phonemes might well be more use than instruction in the articulation of the
palato-alveolar affricate.”
3) “Another area in which mis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is evident is in discussion
of syllables and word stress. The number of syllables people think they are producing can be quite different
from the phonetic reality. For example, the same sequence of sounds, say ‘sport’, which to English speakers
has one syllable, when borrowed into Japanese is interpreted as having three syl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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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and Lee(2015)는 영어 발음 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1)
2)
3)
4)
5)
6)
7)

Native language is the first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ge; critical period hypothesis
exposure
innate phonetic ability
identity
agency
motivation and concern for good pronunciation

2.2 영어 발음 교육과 흥미
흥미가 최고의 교사라는 말이 있다. 학습자들이 얼마나 흥미를 가지느냐가 학습 성취를 높이는 요
인이라는 말일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배우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
려운 장벽을 만나면 쉽게 좌절을 겪기도 하는데, 이것이 결국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Zhao, 2014).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영
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흥미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나 한국어와 영어 발음의 큰 차이로 인하여
영어 발음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수자가 흥미를 제공하지 않고 가르친다면 학습자
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격이다.
흥미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직접 흥미(direct interest)는 교수자가 교수 방법에 의해
학습자들의 주의를 자극하는 것인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간접 흥미(indirect
interest)은 학습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능동적인 학습을 돕는다. 마지막
으로 안정 흥미(stable interest)는 내적 동기가 발동되어 탐구하려는 욕구가 동원된다. 그러므로 교수
자는 학습자들에게 간접 흥미에서 안정 흥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3 영어 발음 향상을 위한 텅 트위스터 훈련
본 연구에서는 텅 트위스터라는 직접 흥미를 유발하는 발음 연습 제공을 통해 학습자들이 간접
흥미 더 나아가 안정 흥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고자 한다. 텅 트위스터는 빠르게 자주 반복
하면서 말하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단어 혹은 구, 문장을 말한다. 텅 트위스터 연습은 어린
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활동이다. 과거에는 텅 트위스터가 이상적인 발음 연습으
로 인식되었지만 현대에는 텅 트위스터를 가르치되 특별히 원어민들을 위한 스피치 훈련 기술로 사
용된다고 하였다. 과거나 현대나 할 것 없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텅 트위스
터 연습은 수업 집중력에도 좋다. 여기서 관건은 난이도 조절이다. 수준 높은 학습자들은 텅 트위스
터를 유치하다고 여기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선택된 자료들은 대학생 수준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학습자 연령, 성별, 수준에 맞추어서 텅 트위스터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텅 트위스터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Sentence type
Can you can a can as a canner can a can?
Six sleek swans swam swiftly southwards.
2) Re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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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na leads, Sheila needs
World Wide Web
Eleven benevolent elephants
Crash Quiche Course
3) Story
When you write copy you have the right to copyright the copy you write. You can write good and copyright
but copyright doesn't mean copy good - it might not be right good copy, right?

텅 트위스터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Dictogloss
2) Chain Reading
3) Whisper Tongue Twister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대상은 가톨릭관동대학교 1학년 교양 필수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300명 학생들을 절
반으로 나누어 A그룹은 텅 트위스터를 연습을 하게 하였고, B그룹은 텅 트위스터 연습을 생략하
여 텅 트위스터 연습이 전과 후로 나누어 말하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하였다.

3.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사전에 전체를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자신감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고, 3주 동안 교
실 안과 밖에서 텅 트위스터를 연습한 그룹과 연습을 하지 않은 그룹 간 2차 설문을 하여 영어 말하
기 자신감에 대한 인식 내지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3.3 조사도구 및 분석 방법

4. 연구 결과

5. 결과 및 제안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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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imalist Approach to Binding Conditions A and B

Kwang-sup Kim(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Binding Conditions A and B have been continuously modified since they were first proposed in
Chomsky (1980, 1981), as illustrated in (1-3). For example, the notion ‘governing category’ was replaced
by ‘a local domain’ or ‘D’ in later frameworks. However, they are basically the same: the conditions in
(1-3) all state that anaphors and pronominals are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within a local domain.
(1) a.
b.
(2) a.
b.
(3) a.
b.

Principle A: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Chomsky 1981)
Principle B: 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if is an anaphor, it must be bound within a local domain D.
(Chomsky 1986)
If is a pronominal, it must be free within a local domain D.
if is an anaphor, interpret it as coreferential with a c-commanding phrase in D.
If is a pronominal, interpret it as disjoint from every c-commanding phrase in D.
(Chomsky 1993, Chomsky and Lasnik 1993)

There are many issues revolving around Binding Conditions A and B. First of all,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onditions in (1-3) can achieve descriptive adequacy: that is,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anaphors and pronominals are really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in a certain domain. There are many
examples that pose a threat to the generalization in (1-3), as illustrated in (4-5).
(4) a.
b.
(5) a.
b.

Lucie saw a picture of herself.
Lucie saw a picture of her.
(Reinhart and Reuland 1993)
Max saw a gun near himself/him.
Lucie counted five tourists in the room apart from herself/her.

Let us say that they are only apparent counterexamples. If so, the fundamental questions are why they are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and how we can define ‘a local domain’. While assuming that the Binding
Conditions in (3) are basically correct,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a principled account
for the descriptive generalization made in (3)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alism. In this paper I show that
Binding Conditions A and B follow from a version of phase theory, along with the operation ‘Agree’.

2 A Phase-Based Approach
Chomsky (2008, 2013) proposes that CP and vP are phases because they are propositional. It would be
conceptually appealing if anaphors must be bound within the same phase; if so, extraction and binding can
be handled in the same way. Not surprisingly,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derive the notion ‘local
domain’ from phase. This section introduces two representative previous phase-based approaches, point out
their empirical problems, and then propose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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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uicoli's (2008) Approach
Quicoli (2008) proposes that binding is phase-bound: that is, an anaphor must be bound within the
minimal phase, and a pronominal must be free within the minimal phase. Let us illustrate his proposal
by deriving (6). In (7a) John and himself belong to the same phase. So they are interpreted as co-referential,
and the information on the antecedent of himself is sent to the C-I interface when VP is transferred.
(6) John respects himself.
(7) a. [vP John [v [VP respect himself]]]: Co-indexing and Spell-Out
b. [vP Johni [v [VP respect himselfi]]]

By contrast, in (10) himself cannot find its antecedent within the vP phase. Once VP is transferred,
himself is not visible at the narrow syntax. Therefore, there is no chance for it to be co-indexed with John
in (8).
(8) John thinks that Mary respects himself.
(9) a. [vP Mary [v [VP respect himself]]]: Spell-out
b. [vP Mary [v [VP respect himself]]]

This approach can deal with the basic data like (6) and (8), as shown above. If, however, a wider set
of data is considered, it encounters some problems, as Saito (2018) points out. For example, it cannot
account for the contrast between finite clauses and non-finite clauses. More specifically, it cannot explain
the contrast in (10a-b). In Quicoli's approach, (10a) is correctly ruled out. The anaphor himself cannot find
its antecedent within the embedded CP phase in (11a), and so (10a) is ill-formed. However, (10b) is also
excluded although it is grammatical. If CP is a phase, himself cannot find a DP c-commanding it within
the CP phase in (11b). Therefore (10b) is ruled out, contrary to fact.
(10) a.
b.
(11) a.
b.

*John believes that himself will be elected.
John prefers for himself to be elected.
[CP that [himself will be elected]]
[CP for [himself to be elected]]

The contrast in (10a-b) suggests that either the attempt to derive the notion ‘a local domain’ from phase
is wrong, or the version of the phase theory adopted above is incorrect.

2.2 Saito's (2018) Approach
While assuming that the phase-based approach is on the right track, Saito (2018) attempts to provide
a reason why finite CP and infintival CP are different. Saito propos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re is agreement in phi-features between C and T in finite clauses, unlike in
non-finite clauses. He proposes that (i) the complement of a phase head inherits phasehood when it inherits
agreement features, and (ii) a phase is transferred when the next phase is completed.
(12) a. T inherits phasehood from C along with phi-features.
b. A phase HP is transferred upon the completion of the next phase up.

In (13) T inherits phasehood as well as phi-features. So TP is a phase and when the next pha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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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TP undergoes transfer: TP is transferred as soon as CP is made. In (12b) himself cannot be
bound within the same phaseTP. So an ill-formed string is generated.
(13) a. [CP that [TP himself will be elected]]: Transfer
b. [CP that [TP himself will be elected]]

In this approach, phasehood cannot be inherited unless phi-features are inherited. In (14a) phi-features
are not inherited, so that phasehood is not inherited either. Accordingly, in (14b) the CP phase is not
transferred to the C-I interface until the next phase vP is completed. Therefore, himself can take John as
its antecedent.
(14) a. [CP for [TP himself to be elected]]: Merge with prefer, v, and John
b. [vP John v [VP prefer [CP for [TP himself to be elected]]: Co-indexing and Spell-Out
c. [vP Johni v [VP prefer [CP for [TP himselfi to be elected]]

In short, if the non-finite CP is distinguished from the finite CP in that its phasehood is not inherited
down to T, the contrast between finite clauses and non-finite clauses can be accounted for.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ata left unexplained. For example, Saito's proposal cannot explain why
(15a) is grammatical whereas (15b) is not. Let us try to explain the contrast in (15a-b) while assuming
that DP is a phase and (12a-b) are correct. If so, we have to say that in (15b) the complement of D
undergoes transfer as soon as DP is made, whereas in (15a) that of D does not.
(15) a.Lucie liked [(a) picture of herself].
b.*/?Lucie liked [your picture of herself]. (Reinhart and Reuland 1993)

The problem is that we cannot resort to the notion ‘phi-feature agreement’ in accounting for the
difference between (15a) and (15b); if there is phi-feature agreement between D and N in (15b), then we
have to say that there is also agreement between them in (15a). This leads us to conclude that Saito's
approach is still incomplete.

2.3 Strong Phase vs. Weak Phase
There are two types of light verbs: the one that assigns an external theta role and the one that does
not. Legate (2003) and Bokovi (2016) propose that both types of vP can be a phase. They provide evidence
for the claim that when movement out of vP takes place, there is need for dropping by the edge of vP
in the syntactic deriva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v assigns an external theta role. Chomsky (2008)
proposes that vP is a weak phase when the light verb does not assign an external theta role. Chomsky
does not specify how a weak phase differs from a strong phase. A phase head has two properties: (i) it
has an edge feature, and (ii) its complement undergoes transfer. I propose that both strong and weak phase
heads have an edge feature, but only the complement of a strong phase head undergoes transfer.
(16) a. Both strong and weak phase heads have an edge feature.
b. The complement of a strong phase head undergoes transfer, whereas that of a weak phase head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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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define a strong phase head as ‘a phase head that has all the features that it can have’. The
light verb v can have the feature [+external theta role]. So v is a strong phase head if it has the feature,
and otherwise, it is weak.
Just as there are two types of vP phasea strong vP and a weak vP, there are two types of CP phase:
a strong CP and a weak CP. Finite C carries two pieces of information: ‘finiteness’ and ‘force’, whereas
non-finite C carries ‘finiteness’, but not ‘force’. The finite head must co-occur with the force head: either
its projection is selected by Force or it is syncretized with Force (Rizzi 1997). By contrast, the non-finite
head does not co-occur with the force head.
(17) Finite CP
a. [ForceP that [FiniteP [TP
b. [Force/FiniteP that [TP
(18) Non-finite CP
[FiniteP for [TP
]]

]]]
]]]

In short, the finite C has all the features that C is supposed to have, whereas the non-finite C does
not. This amounts to saying that the finite C is a strong phase head, whereas the non-finite C is a weak
phase head.4) With this in mind, let us turn to the contrast between finite clauses and non-finite clauses.
In (19a) the embedded CP is a strong phase, so that TP must be transferred while the antecedent of himself
cannot be determined. Therefore, (10a) is ill-formed. On the other hand, in (20a) the embedded CP is a
weak phase, and so it is not transferred until vP is completed. Therefore, himself can take John as its
antecedent.
(19) a. [CP that [TP himself will be elected]]: Transfer
b. [CP that [TP himself will be elected]]
(20) a. [CP for [TP himself to be elected]]: Merge with prefer, v, and John
b. [vP John v [VP prefer [CP for [TP himself to be elected]]: Co-indexing and Spell-Out
c. [vP Johni v [VP prefer [CP for [TP himselfi to be elected]]

Let us now return to (15a-b). In (15b) D is a strong phase head because it has all the features that
D is supposed to have: that is, it has the external argument. By contrast, in (15a) D is a weak phase head
because it has no external argument. In (21) DP is a weak phase and so NP is not transferred until vP
is completed. Therefore, herself can be co-referential with Lucie.
(21) [vP Lucie v like [DP a [NP picture of herself]]]

On the other hand, the DP in (22) is a strong phase and hence picture of herself is transferred upon
the completion of DP. Therefore, herself cannot find its antecedent within the same phase.
(22) [DP your D [NP picture of herself]]

This line of approach sheds light on the contrast between (4a) and (4b), repeated here as (23a) and (23b).
Sentences (23a-b) appear to run counter to the generalization that anaphors and pronominals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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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distribution.
(23) a. Lucie saw a picture of herself.
b. Lucie saw a picture of her.
(Reinhart and Reuland 1993)

However, the contrast can be handled if we slightly revise Chomsky's (1986) claim that the external
argument of a nominal can be realized in the form of PRO. Nominals, just like verbals, can be divided
into active nominals and passive nominals.
(24) a. John's love of himself
b. love of John by himself

The nominal in (24b) shows that the Theme argument can be a binder for the Agent argument. This
suggests that if the Agent argument is implicit, there are two possible positions for the implicit Agent
argument: the position c-commanding the Theme and the one c-commanded by the Theme, as illustrated
in (26-27).
(25) love of Mary
(26) Active Nominal (Strong Phase): [PROAgent D love [love of John]]
(27) Passive Nominal (Weak Phase)
a. [D love [NP [N' [N' love John] PROAgent]]]: Raising to SPEC-N and love-to-D Movement
b. [D love [NP John [N' [N' love John] PROAgent]]]: Of-insertion
c. [D love [NP of John [N' [N' love John] PROAgent]]]

If PRO occurs in SPEC-D, the whole nominal is a strong phrase. Otherwise, it is not. If there is no
external argument in SPEC-D, as in (28a-b), NP is not transferred until vP is completed. Therefore, Lucie
can be an antecedent of herself. If,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external argument in SPEC-D, NP is
transferred while her is interpreted as disjoint from PRO, as shown in (29).
(28) a.
b.
(29) a.
b.

[vP Lucie v [VP see [DP a picture of herself]]]: Co-indexing and Transfer of VP
[vP Luciei v [VP see [DP a picture of herselfi]]]
[DP PRO a picture of her]: Transfer of picture of her
[DP PRO a picture of her]:

To recapitulate, the local domain D can be replaced by a strong phase as follows:
(30) a. If is an anaphor, interpret it as coreferential with a c-commanding phrase in the same strong phase.
b. If is a pronominal, interpret it as disjoint from every c-commanding phrase in the same strong phase.

The remaining question is now how we can provide an account for the descriptive generalization in
(30a-b). The remainder of this paper is devoted to this issue.

3 Binding as Agree
This section shows that (i) both anaphors and pronominals have an unvalued referential index, (ii) the
unvalued referential index is valued via Agree, and (iii) if there is no goal available, they are val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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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phorically. This approach is shown to shed light on th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Binding
Conditions A and B.

3.1 Movement Approaches?
There are two types of each: determiner each and binominal each. Binominal each requires two
nominals. For example, in (32b) each takes three apples as its first argument and they as its second
argument (Lasnik, Heim, and May 1991)
(31) a.
b.
(32) a.
b.

Each
They
Each
They

of them likes the other.
like each other
of them ate three apples.
ate three apples each.

In fact, -self also seems to be binominal in that it denotes a relation between him and John in (33):
it denotes that John and him refer to the same person.
(33) John likes him-self.

There are several ways to capture this relation. Chomsky (1995) proposes that -self undergoes head
movement to the verb like. Hornstein (2001) proposes that John undergoes movement from a thematic
position to another thematic position, and the anaphor is a residue of movement.
(34) a. Jon T like him-self: Movement of -self
b. Jon T self-like him-self
(35) a. v like John-self: Movement of John
b. John v like John-self: Merge with T, Raising, and Phonetic Realization
c. John T John v like himself

The two approaches can capture the fact that the anaphor must find its antecedent within the same phase;
movement takes place within the same phase. However, there is a serious problem with the movement
approaches: anaphors can be licensed in a position out of which movement is prohibited. For example,
in (36a) Tom and himself can be co-indexed. However, movement of the head -self must be blocked by
the head for in accordance with the Head Movement Constraint (Travis 1984).
(36) a. Tom prefers for himself to be elected.
b. Tom self-prefers for himself to be elected.
*

Furthermore, DP-movement out of a non-finite CP must also be blocked, considering that wh-movement
of the embedded subject is not permitted.
(37) a. *Who does Tom prefer for t to be elected?
b. Who does Tom prefer for t to be elected?
*

These consideration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movement approaches cannot be a viabl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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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gree
Nominal expressions like John enter the derivation with their phi-features valued, whereas finite T enters
the derivation with their phi-features unvalued. Finite T needs to be valued. So it, as a probe, searches
for a goal with phi-features. When T locates John in (38), an agreement is established between the probe
T and the goal John. This operation is called AGREE.
(38) a. T[Present][u Person][u Number] [John[3rd Person][Pl-Number][u Case] love Mary]: AGREE
b. T[Present][3rd Person][Pl Number] [John[3rd Person][Pl-Number][u Case] love Mary]

This section provides an Agree-based account for Binding Conditions A and B.
3.2.1 Binding Condition A
I propose that -self takes two referential indices, denoting that the referential index of its sister is
identical with [uIndex]. In (39) -self denotes that the reference of him is identical with [uIndex].
(39) [himi]-selfi/[uIndex]: ‘i’ is identical with [uIndex].

The unvalued feature [uIndex] searches for its goal within the same phase, and when it finds its goal,
the unvalued features get valued via AGREE. As a consequence, him is identified as John.
(40) John respects himself.
(41) a. [vP Johnj v respect himi-selfi/[uIndex]: AGREE
b. [vP Johnj v respect himi-selfi/j

This is upward AGREE. I assume that AGREE can be upward as well as downward (Zeijlstra 2012).
Let us consider what happens when [uIndex] fails to find the goal. In (42) -self cannot take Mary as
its goal because there is no matching in phi-features between him and Mary.
(42) *John thinks that Mary respects himself.
(43) [vP Maryj v respect himi-selfi/[uIndex]]

Mary could be a goal for -self, but it cannot. In this context ungrammaticality results. Let us now
consider the context in which there is no potential antecedent at all. In (43a) and (44a) the [u Index] of
-self cannot locate its goal. Interestingly, these sentences are grammatical.
(44) a.
b.
(45) a.
b.

Physicists like yourself are a godsend. (Ross 1970)
*A famous physicist has just looked for yourself.
She gave both Brenda and myself a dirty look. (actual discourse, quoted in Zribi-Hertz 1989)
*She gave myself a dirty look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if we slightly revise Reinhart and Reuland's (1993) proposal.
Reinhart and Reuland propose that anaphors can be interpreted logophorically if the predicate is not
reflexive. They propose that what distinguishes the ungrammatical sentences in (44b) and (45b) from the
grammatical sentences in (44a) and (45a) is whether or not the anaphors are the arguments of the
predicates. This can be reanalyzed as follows. If the [uIndex] feature can locate its goal within the same
phase, it must be valued via Agree. Otherwise, it is valued pragmatically as a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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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 The unvalued index feature of -self is valued via Agree.
b. If there is no potential goal within the same strong phase, the unvalued index feature is determined
pragmatically as a last resort.

In (42), (44b), and (45b) there is a potential goal but it is not qualified as a goal. In this context the
[u Index] cannot be valued, which results in ungrammaticality. On the other hand, in (44a) and (45a) there
is no chance at all for the [u Index] feature to be valued because there is no potential goal. In this context
it is valued as a last resort. The ungrammaticality of (47a) provides evidence that the approach proposed
in (46a-b) is empirically more adequate than Reinhart and Reuland's proposal.
(47) a. *John wanted very much for myself to be nominated.
b. [vP John v [VP want very much [CP for [myself to be nominated]]]]
weak phase

In (47a) myself is not an argument of want: that is, want cannot be a reflexive predicate. However, the
unvalued feature of myself could be valued via Agree, because myself and John belong to the same strong
phase. If Agree could take place, the unvalued index of self must be determined via Agree. Therefore, (47a)
is ungrammatical.
3.2.1 Binding Condition B
I propose that pronominals are quite analogous to anaphors in that they have a null D that corresponds
to -self. The null D, just like self, has two indexes, denoting that they are different.
(48) [himi

[Di/u Index]]:

x is different from [uIndex]

The unvalued Index feature searches for the goal, and when it gets valued as ‘j’, we get the reading
that the referential index of him is disjoint from ‘j’.
(49) John respects him.
(50) a. [vP Johnj v respect himi/u Index]: AGREE
b. [vP Johnj v respect himi/i Index]

Let us now turn to the case in which the feature [u Index] fails to find the goal. In this case it is valued
pragmatically, just as the [u Index] feature of anaphors is determined pragmatically.
(51) He respects John.
(52) a. [vP He[3rd Person][-Pl Number][i Index] Di/[u Index] v respect John: Pragmatic Valuation as a Last Resort
b. [vP He[3rd Person][-Pl Number][i Index] Di/[j Index] v respect John

We are now in a position to explain the complementary distribution in (53).
(53) a. Max criticized himself/*him.
b. Max speaks with himself/*him.
c. Lucie's joke about herself/*her

In (53a-c) the anaphors and the pronominals can find their goals within the same phase. If so, the
referential index of himself must be identical with that of its goal, whereas that of him must be dis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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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at of its goal. The gist of the claim is that -self of an anaphor denotes ‘same’, whereas the null
D of a pronominal denotes ‘different’, which gives rise to the complementary distribution.
3.2.3 Apparent Counterexamples
There are some contexts in which anaphors and pronominals are not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First,
they are not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when [u Ind] fails to find its goal, as mentioned above. In
(54a-b) the unvalued Index feature of -self or the null D cannot be determined within the same strong
phase. In this case it is valued pragmatically: it is valued as the speaker, hearer, or the matrix subject.
(54) a.
b.
(55) a.
b.

Physicists like yourself/you are a godsend.
She gave both Brenda and myself/me a dirty look.
[CP C [TP [physicists like yourself[u Index]] are a godsend]]: Valuation as a Last Resort
[CP C [TP [physicists like yourself[the Index of Hearer]] are a godsend

Second, we have seen that anaphors are not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with pronominals when they
occur within DP.
(56) a. Lucie saw a picture of herself.
b. Lucie saw a picture of her.

As claimed in section 2, this is not a counterexample because DP with no overt external argument can
be either a strong phase or a weak phase. If PRO occurs in SPEC-D, DP is a strong phase, and otherwise,
it is not. Therefore, herself can take Lucie as its antecedent, and her can be co-referential with Lucie. In
short, a pictures of XP is structurally ambiguous.
(57) a. [DP a picture of herself]]]: weak phase
b. [DP PRO D a picture of her]: strong phase

Third, the complementarity disappears when anaphors and pronominals are within PP. In (5a-b), rewritten
here as (58a-b), anaphors and pronominals appear to occur in the same position.
(58) a. Max saw a gun near himself/him.
b. Lucie counted five tourists in the room apart from herself/her.

However, they are not, as Hornstein (2001) proposes: that is, they are also structurally ambiguous. The
adjunct PP is adjoined to either VP or vP. If it is adjoined to vP, -self cannot find the goal within the
vP phase. In fact, the vP-adjoined PP is an island, and hence -self fails to find its goal before PP is
transferred to the C-I interface. Therefore, (59a) leads to an ill-formed structure, whereas (59b) does not.
If, on the other hand, near himself is adjoined to VP, as in (60), -self can take Mary as its goal.
(59) a. *[vP [vP Mary see a gun] near himself]
b. [vP [vP Mary see a gun] near him]
(60) [vP Mary v [VP [VP see a gun] near himself]]

Fourth, as is well-known, focused DPs are exceptions to Conditions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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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 * Johni loves himi.
b As for Johni, everyone loves him even Johni loves himi.

I assume that focused DPs have two referential indexes. One is its own referential index and the other
is a presupposed variable x, which is introduced by Focus (Rooth 1992). As shown in (62), a focused
phrase consists of a null head and its content, and the null head is interpreted as a presupposed variable.
(62) [FocP Focusx [Johni]]
(63) a. JOHN likes Mary.
b. [x likes Mary] and [x = John]

So even Johni loves himj is represented as (64a), where him is disjoint from the focused DP. In (64b)
the referential index ‘j’ is different from x, which does not mean that him and unfocused John cannot be
co-referential.
(64) a. [FocP Focusx [Johni]] v love himj/u Index: AGREE
b. [FocP Focusx [Johni]] v love himj/x Index
(65) There is an x such that x loves himj and x is Johni

4 Summary and Conclusion
Anaphors basically denote that their reference is identical to its antecedent that is within a local domain,
whereas pronominals denote that their reference is distinguished from the references of the other nominals
that are within a local domain. This paper has claimed that this contrast can be formalized as follows:
they have the opposite feature: anaphors have the feature [+same], whereas pronominals have [-same], and
the features [+same] require two nominals: the first nominal is its sister and the second nominal is
determined via a Probe-Goal relation.
(66) a. [XPi [himx -self[+same[uI]]]
b. [XPi [himx D[-same[uI]]]

If the unvalued feature [uI] fails to find its goal, its value is determined pragmatically as a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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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nglish Partitives that Express the Type-Token Relation

Hideki TANAKA(Yokohama National University)

Partitives express the so-called part-whole relation. According to Tanaka (2016), English partitives
express at least three distinct part-whole relations. The following phrases exemplify each kind:
(1) a. two of the books
b. two pages of the book
c. two copies of the book
A group-member relation holds between N1(N before of) and NP2(NP after of) in(1a) .More specifically,
two denotes a subset of the main set denoted by the books. In(1b), NP1(two pages) is an inalienable part
of NP2(the book). NP1 and NP2 in(1c) are in a type-token relation: two copies denotes tokens of the type
denoted by the book. For the sake of reference, let us call partitives like(1a) the M(ember)-type or
M-partitives, those like(1b) the I(nalienable-part)-type or I-partitives, and those like(1c) the T(oken)-type
or T-partitive. In this paper, we discuss some semantic properties of T-partitives.
T-partitives and M-partitives are crucially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referential level of N(P)1 and NP2.
The referential level of N1 is equivalent to that of NP2 in the M-type, whereas the referential level of NP1
is different from that of NP2 in the T-type. For instance, the N1 and the NP2 in(1a) both denote a set of
books(the token level). In(1c), on the other hand, the referential level of NP2 is semantically higher than
that of NP1: NP2 denotes a particular book title(the type level), whereas NP1 denotes two copies of the
book(the token level).
With respect to the referential level, I-partitives may have some similarities with the T-type. In (1b),
for instance, the referent of NP2(the book) may be either a token-level referent(a particular physical book)
or a type-level referent(a particular book title). However, even in the latter case NP1 and NP2 cannot be
in a type-token relation because NP1 is not an instance of NP2; therefore, I-type and T-type should be
distinguished.
T-partitives have at least two subtypes, depending on whether NP1 contains a classifier. The T-partitive
in(1c) contains copy, which associates the type level represented by NP2 with the token level represented
by NP1. This idea is supported by the behavior of the classifier in relative clauses(RCs). Tanaka(2000,
2016) observed that when T-partitives occur in RCs, the classifier can be omitted.
(2) the book that Mary bought two (copies) of(Tanaka 2016: 149)
In this phrase, a type-token relation holds between NP2(the book), which is the head NP, and NP1(two
copies). Given that T-partitives cannot occur without a classifier in an ordinary environmen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RC in(2) plays the role of the classifier, that is, it adjusts the referential levels of NP1 and
NP2. This is possible because quantifiers in the RC cannot quantify the type-referent of the head NP but
quantify its token-referents(cf. Kaga 1991).
Interestingly, I-partitives cannot occur without a classifier in th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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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ook that Mary read two *(pages) of (Tanaka 2016: 154)
The contrastive behavior of the classifiers between (2) and (3) indicates a crucial difference between
copy and page. Since page, unlike copy, is not associated with the type-token relation, the RC cannot
supplement its function.
Let us now examine another kind of T-partitive, those that do not contain a classifier. They may occur
as the logical subject in the existential-there construction, as demonstrated by the following dialog between
Temperance and Angela:
(4) T: Are there many of those machines? Because the autistic boy had one.
A: I think around 20,000 were made. And there are probably about 1,500 that are still in existence.
(Tanaka 2012: 167)
Although the partitive (underlined part) looks like an M-type at first glance, there are some reasons why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T-type. First,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M-partitives cannot occur in the
existential-there construction.
(5) *There are two of the cows in the stable.(Diesing 1992: 72)
The Partitive Constraint requires that the main set denoted by NP2 be previously introduced in the
discourse. In the existential-there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the logical subject should be
non-presuppositional. These requirements cannot be satisfied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partitive in(4)
cannot be an M-type.
Second, the demonstrative determiner those is not anaphoric. In the scene depicted in(4), Temperance
noticed that the boy had a game machine and asked Angela how many similar machines existed.
Essentially, the partitive in(4) is intended to express a type-token relation.
There is another variant of T-partitives without classifiers. It contains a pronoun, them, like the one in
the following dialogue:
(6) A: You have a cute cat.
B: Thanks. I have two of them.
It is obvious that this partitive is not an M-type. This study claims that the pronoun them denotes
type-level referents(cf. Carlson 1977).
The two variants of T-partitives are akin to the M-type in form; however, they are distinct from the
M-type with respect to the referent of NP2. If NP2 denotes abounded set, the partitive is the M-type. If
it does not, it is the T-type. The following table shows possible interpretations of partitives with a plural
NP2.

Interpretation

M-type
(group-member)

T-type
(type-token)

two of the apples

OK

*

two of those apples

OK

OK

two of them

OK

OK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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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hy partitives cannot be the T-type when the NP2 is a definite plural NP is that definite
plural NPs do not have a generic interpretation(The beaver builds a dam vs. The beavers build a dam).
In contrast, both an NP2 that contains the demonstrative determiner those, and the pronoun them may have
a generic interpretation.
According to MaClaran(1980), NPs that contain those are equivalent to bare plural NPs.
(7) Those/Ø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work by the seventh semester are eligible for
reduced tuition.(MaClaran 1980: 816)
Carlson (1977) pointed out that the pronoun them(and they) may have a generic interpretation. The
following sentence is ambiguous in terms of an M-partitive interpretation and a T-partitive one:
(8) Mark knows ten linguists, and Freddie knows six of them.(Carlson 1977: 433)
This ambiguity comes from the fact that them refers not only to ten linguists but also to its subpart,
linguists. In the latter case, them is regarded as a generic N.
Before concluding our discussion, let us briefly consider why the same form can be employed for
M-partitives and T-partitives. A primary reason (among others) may be the shortage of classifiers for
T-partitives. Since the English language has a limited number of classifiers, it borrows the form of
M-partitives for the T-type instead of introducing an abundant series of classifiers.
This study investigated English partitives. Based on Tanaka’s (2016) classification of partitives, we
compared the T-type to the M-type and the I-type. It was argued that T-partitives have some variants: one
contains a classifier and others do not. In the latter type, either the pronoun them or a demonstrative
determiner like those occur in N(P)2. These T-type variants resemble the M-type in form, but are distinct
in terms of the referential properties of N(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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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motivation in language learning have already been emphasized by many researchers.
Gardner (1985) pointed out that intention is required for motivation concerning people’s aim or target. And
in language learning, we can consider the intention as students’ desir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to a
certain level (Ellis 1994, p. 715). Cook (2000) suggested that there are three essential elemen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ge, personality and motivation. He also emphasized that motiv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ich affects language acquisition. Furthermore, Ng (2015) showed a firm faith that no
one can cultivate good students beyond motivation no matter how talented s/he is and what kind of
fabulous resources s/he uses. So, in this research,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motivation is discussed.
In the last three decades, two powerful motivation theories played a central role in language learning.
Gardner (1985) divided motivation goals into instrumental goals which focus on the practical value when
people learn the target language and integrated goals which aim for blending in the target language culture
through language learning. Deci and Ryan (1985), in their Self-determination Theory, split motivation
actuator into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motivation. These two parts will be the main topic in this
paper. In language learning, intrinsic motivation concentrates on learners’ interior enjoyment while extrinsic
motivation values the outcome brought out by learning language. Whether these two kinds of motivation
play an equal role in students’ language learning will be the key point in this research. Do they influence
each other? What kind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ill be brought out by their interaction? What
kind of strategies do students and teachers use in promoting motivation? These questions will be probed
in this research.
After the 1980s, there has been a massive trend in expanding English teaching in China. This atmosphere
increased the need to hire Native English Teachers (NETs) among Chinese universities, especially for
English major students. There is a general understanding among headmasters, parents and students that
NETs will teach better than Non-native English teachers (NNETs) or local teachers. However, are NETs
really better teachers than NNETs?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NETs and
NNETs when they teach English as the second language for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is research was operated in Shangqiu Normal University, Henan Province, China. This university
represents the third-degree university in China; most of Chinese students are recruited by this kind of
university. 108 English major stude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Only 10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ecause two of them answered less than 90% of the questions. Since the data was collected
in the Fall semester, which is the first semester in Chinese university, I only recruited sophomore and
junior students. Because this was the first semester for freshmen, they could not have a fully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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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ir NETs and NNETs. Senior students were completely occupied with job hunting and dissertation
writing, not actively participating in classes any more. Among the 106 English major students, there were
59 females and 44 males, and 87 sophomores and 16 juniors. Their average age was 20.
The motivation part of the questionnaire contained 36 questions probing the participants’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demotivation, importance of motivation, NETs and NNETs fostering
students’ motivation and culture backgrounds affecting students’ motivation. Some open-ended questions
were also included.
The first notable trend in the research is English major students have high intrinsic motivation for
learning English. Although students’ enthusiasm for NNETs’ class is a bit lower than NETs’ class, the
mean value is still high (Table 1). Interestingly, English major students thought they learned more
knowledge and received higher scores in NETs’ class than NNETs’ class (Table 2). It suggests that intrinsic
motiv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students’ language proficiency. Excluding the teacher
influencing that I will mention later, the expectation from parents which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extrinsic motivation proves its dominance among Chinese students (Table 3). A very noticeable fact is
that Chinese students do not consider English proficiency as tool to gain popularity among their classmates
(Table 3).
Table 1. Scores for some questions probing intrinsic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Mean
I want to be good at English.

4.78

I want to learn a lot from my NETs’ class.

4.32

I want to learn a lot from my NNETs’ class.

3.95

I read English articles for pleasure.

3.64

Table 2. Scores for some questions probing learning outcome
Learning Outcome
Mean
I learn a lot from my NETs’ class.

4.03

I learn a lot from my NNETs’ class.

3.74

I get good grades in my NETs’ class.

4

I get good grades in my NNETs’ class.

3.49

Table 3. Scores for some questions probing ex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Mean
If I am good at English, I will be popular among my classmates.

3.57

My parents want me to get a good grade in English.

4.58

There are many aspects of NETs and NNETs arousing students’ motivation. This research chose
students’ attitude towards teachers’ classes, teachers holding activities, teachers’ preparation for their
classes, helping students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students and teachers relationship, teacher giving
punishment, feedback and scores, the course book the teachers choose to show comparison between NETs
and NNETs’ classes. Generally, students prefer NETs classes more than NNETs’ (Table 4). Among these
ten elements, seven item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ETs and NNETs. Especially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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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ttitude towards NETs and NNETs, there is a large gap in the mean value; NETs’ class scored
4.06, but NNETs’ mean value for this item is only 2.85. And interest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arousing students’ motivation in language learning. The reason for this situation can vary, but we can sum
this conclusion through other elements. For example, the NETs class activity score is higher than that of
NNETs’, NETs help students more than NNETs in the classroom, NETs give less punishment than NNETs,
and NETs give better scores than NNETs. There are still some notable things to appear. Both NETs and
NNETs show serious attitude towards their class preparation. But these two kinds of English teachers in
this university simultaneously showed less interests in helping students outside the classroom.
Table 4. Scores for some questions comparing NETs and NNETs
NETs
NNETs
Mean

Mean

P value

Students’ attitude

4.06

2.85

2.2E-16

Activity

4.13

3.33

1.54E-11

Preparation

4.19

4.12

0.44

Help students outside the classroom

3.36

3.45

0.39

Help students in the classroom

4.42

3.75

7.94E-09

Good relationship with students

3.7

3.52

0.01058

Punishment

4.16

3.64

2.96E-06

Feedback

4.15

4.03

0.2278

4

3.49

1.18E-06

3.57

3.17

0.0001681

Score
Cours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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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student outcomes through peer learning: The case study
of an ESL job interview class

Lee Young-Eun(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ESL learners can effectively improve their English speaking
skills through a peer learning approach. Drawing from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of Vygostsky,
Bigg’s 3p model and content-based teaching approach, this author for the past four years has effectively
designed and taught a course named “English Job Interview Class” at Seowon University in South Korea,
aimed at training beginner ESL learners enhance their English speaking skills. The course has consistently
been recommended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effective classes by students, earning top evaluation
marks consistently for 4 years and most importantly, landing students jobs.
Key words: peer learning, feedback, English, role play, job interview

Introduction:
Korean University classrooms that teach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have relied heavily on
rote memorization of grammar and vocabulary. However in the quest for the students to become globally
competitive there is a heavier demand on both teachers and students to enhance their English speaking
skills.
This author created and designed a unique ESL Job Interview class since 2014 and this class still
continues until now. Each semester, the goal of each class is for students with very limited proficient
English levels to prepare answers to the top 10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 an interview. The class
is conducted for 2 hours weekly, for 16 weeks each semester.

Methodology:
At the first class of the semester, each student is asked to reflect on their dreams and choose a career
that they are most likely going to go on to. The goal of the class is for each individual to arrive at the
most unique, enriching response for each of these questions. Almost like creating an advertisement for
oneself, students work in pairs and small groups to discuss, challenge and offer constructive feedback on
each other’s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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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it may look like the content of the course and goals are very narrow and limited but given
that each response is revised on average more than 5-7 times through an intense peer learning process,
class time is, in fact, insufficient and students have to actually think of their preliminary answers at home.
Given that this author is working with students with very limited English fluency levels, depending on
the peer groups English fluency level, a mix of Korean and English is allowed in the discussion stage.
The peer group size ranges from 2 to 4 students and include students from sophomore to senior class from
all majors. However, after sound vetting and many revisions, on a peer level, the facilitator, will then help
to polish up and correct their grammar. Students then go home and verbally memorize the answers to these
ten questions and when they return to class, they role play with a peer, as both interviewer and interviewee
many times and provide each other feedback on tone, gesture, pronunciation and pace. The facilitator does
take a role and guides the entire process but tries minimally to intervene unless the peer work is not
performed.
This author has found that through the feedback process within their small groups, regardless of one’s
English proficiency level, it really help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responses. Students learn from each
other, see what others are doing and they are motivated to produce unique meaningful answers when they
see their peers perform. (Appendix 1- Examples of student answers)

Literature review:
Social learning theories can assist us in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people learn in social contexts
(for example, how they can learn from each other) as well as informing how teachers construct active
learning communities in their classrooms. One notable Russian teacher and psychologist, Lev Vygotsky first
contended in 1962 that humans learn through the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that they have with
others.
Peer learning is when students learn with and from each other as fellow learners without any understood
power to any individual, based on the notion that “Students learn a great deal by explaining their ideas
to others and by participating in activities in which they can learn from their peers” (Boud, 2001).
Reliance on traditional lectures as the main approach of student learning has been criticised as
transforming students into passive recipients of information that is being communicated by the teacher and
that they will be highly dependent on teachers for most of their learning needs; A paradigm shift from
highly teacher-centred to learner-centred education (e.g. peer learning) is becoming more and more apparent
in which there is the expectation that students will take more initiative and responsibility in their learning
educational/personal development.
During peer learning, students construct their own meaning and understanding of what they need to
learn. Fundamentally, students will have involvement in searching for, collecting, analysing, eval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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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and applying information that they acquire in order to complete an assignment or in problem
solving. Therefore, students will absorb themselves intellectually, emotionally and socially in “constructive
conversation” and advance their learning by conversing and questioning the views of their peers and others
and reaching a consensus or dissent (Boud, 2001).

Bigg’s 3P Model of Teaching and Learning

When discussing the notion of the approaches students have to learning, Biggs et al. have used the 3P
model in order to describe the factors which have an impact whether a student will take a deep or a surface
approach to their own learning. The model demonstrates how student factors can interact with the teaching
context during the learning activities and as a result, lead to learning outcomes being attained or not.
Biggs et al. contend instructors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sign and structure of learning
environments and that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appropriately engaging themselves with the activities.
In peer activities, the structure provided for students seemed to encourage the types of cognitive skills
which are required for critical thinking. Biggs et al. (2014) refer to this notion as “constructive alignment”
and are of the contention that if the expectations of students are that they take a deep attitude to their
learning and demonstrate they are critically thinking, as a result, assessments employed in a course should
be structured so that they are aligned with the goal being stated.
‘Constructive alignment’ (John Biggs) refers to the notion that creating a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means learning outcomes, 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 are aligned.

Constructive alignment
Constructive alignment involves the learning professional going through the following four-step process.
Students often gain more from providing than receiving peer feedback (Nicol et al.,2014). Here is how
I have applied Bigg’s constructive alignment in my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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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e Alignment (applied in my classroom)
Learning Performance
Outcome

Learning Activity

Assessment

1. Discuss the assessment process
2. Provide good example of
Lay out in detail the goals
feedback
of the semester and the
3. Practice and engage in feed
reveal the top ten questions
back for each of their prepared
answers

Final Result

Grade is awarded on a
Assessment is conducted 2 times
scale from A-F on the
per semester.
basis of
1) Mid Term- Oral Exam for
1) Script memorization,
Question 1~5
Enthusiasm, Poise and
2) Final Exam- Question 1~10
Delivery

The goal of the class was to stray away from the traditional form of English learning which include
rote memorization and grammar, and efficiently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Ultimately, this author
would like to create a learning model in which Korean students can enhance their speaking and interview
taking skills by developing a curriculum.
This author feels the success of this course is owed to the fact that students have not previously been
fully exposed to an intensive semester long method of peer learning, nor were they ever in an English
class where the content of the material studied was actually themselves. Also Content-Based Instruction
(CBI) is “an approach to second language teaching in which teaching is organized around the content or
information that students will acquire, rather than around a linguistic or other type of syllabus” (Richards
& Rodgers, 2001, p.204). In other words, CBI involves integrating the learning of language with the
learning of content simultaneously; here, content typically means academic subject matter such as math,
science, or social studies but in this case, it is the student themselves.
All my students who were looking to graduate in the coming years were all equally worried about
getting a job. Therefore, the class was met with a grand welcome when there was practical use to the
content being taught as they felt that it was a practical class. As a result, many students who were actually
searching for jobs and did job interviews enrolled in the class an could not contain their joy when the
same questions were actually asked at their real job interview.

Effective peer learning strategies
One of the main issues associated with peer learning, is ensuring that students are working together,
and not letting the people who understand the material, do all the work. Incorporating peer learning
effectively is a very difficult task; it must be strategically planned to optimize student learning for everyone
in the group, and differentiate between what is being taught and what is being learned (Cooper, 2002).
Group work must be designed to encourage student learning, and in depth thinking, instead of using it
as a time to relax and just communicate. In the article “Productive Helping in Cooperative Groups,” Webb
states that there are four areas where teachers can help encourage the productivity and learning of everyone
in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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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area is to establish positive norms for group work. Webb suggests that teachers create positive
group atmospheres that students feel comfortable contributing to by providing elaborated help instead of
just answers, and focusing on understanding concepts instead of memorizing procedures (Webb, 2002). In
this author’s case what this author did primarily was to create a proper atmosphere for small peer groups.
This author made sure to give lavish praises and also pointed out what the students did well before
commenting on what they could improve on. This author also gave the students a lot of trust and conveyed
again and again the author’s high expectations from the students.
This author also helped guide the group by making sure that each of the students were participating
in discussion, challenging peer opinions without causing confrontation, and keeping students on track.
Having these learning coaches actually increased the student’s confidence which resulted in higher grades
in class, and on exams. (Popejoy & Asala, 2013).
Second, was to structure the tasks in ways that supported learning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do
this, Webb suggested that teachers provide fewer problems and allow more time to complete the given
assignment. That is why this author limited the 16 week coursework to just barely 10 questions. This author
thought it was better to have quality answers to few questions and give ample time for the memorization
of the limited content. And this author was right; students felt a sense of satisfaction because they never
believed they were capable of memorizing one sentence let alone a whole paragraph in English.
This prevented student groups from feeling rushed during the assignment, allowing them to actively work
through getting quality answers instead of grabbing something off the Internet and making it their own.
Teachers also should avoid giving rewards, based on group performance, because they only encourage
students who do not understand the material to copy off of others who do (Webb, 2002). There was never
a group reward system. Instead, this author made sure each student received lavish compliments on their
effort and ability to create excellent answers in a group.
The third area is to model desired behaviors by helping the students understand their misconceptions
about the problem; teachers should try to discover the root of their misconception, and then provide
explanations to address it (Webb, 2002). In this case, this author as a facilitator, tried as much as possible
to make sure the answers are stemming from their experiences. This author, as a mediator probed students
with questions when they were stuck deriving at answers but never wrote or gave them their answers.
Finally, the fourth area is to monitor group work by making sure that the students are not excluding
anyone and are working together actively. (Webb, 2002). This author made sure to rotate around the groups
and monitor their group work. If observations were made that the groups were silent for an extended
amount of time, the facilitator intervened to inquire about their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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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Peer learning is an effective tool that can help ensure the success of all students in the classroom, boost
their confidence, and encourage them to become independent learners. Activities involving group work must
be carefully designed, to enhance learning, and must not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relax. Teachers must
play an active role to help maintain the students learning by creating a positive work environment,
structuring activities to enhance learning, model desired behaviors, and monitoring group work.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very limited English language proficient speakers gained immense
confidence and felt great satisfaction after they memorized their 10 answers. Students, as example answers
shown, (Appedix 1) developed high quality answers that were both creative and meaningful through peer
discussion. They were able to reflect, express themselves, and find better ways to describe themselves
through intense peer group discussions. It proved that they are their best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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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한국교원대학교)

I. 초등영어 교과교육 회고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경은
국가발전에 따른 사회 경제 규모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영어교과 도입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그에 따라 6차 영어과 교육과정기(1992.11-1997.12)에 재량 혹은 특별활동으로 초등영어 교과교육의
시범적 운영이 바탕이 되었다. 마침내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도 3~4학년(주당 1시간)
과 5~6학년(주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운영되었고 2007학년도에는 영어과 내용개정과 2008학년도
에는 초등영어 시수 확대 개정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3~4학년(주당 2시간)과 5~6학년(주
당 3시간)의 초등영어 교과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 초등영어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
6차 영어과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1995년에 초등영어 교육과정이 공고되었다<표 1>.
<표 1> 초등영어 교과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 시기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특징

교과서

연도

6차 총론 개정
(1992.11-1997.12)

초등영어교과
도입 시기

교과서

1995.11-1997.12

7차 총론 개정

초등영어교과
운영 시기

국정교과서

1997.12-2006.11

7
차
수
시
개
정

2007

초등교과 내용개정

2008

초등교과 시수개정

2009

영어과 총론 개정

2011

초등교과 내용개정

2015

영어과 총론 개정

2016

초등교과 내용개정

2017

초등1~2학년 교육과정
운영 시기

2018

초등영어교과

검정교과서
검정교과서

2007
2008-2009
2009-2014

검정교과서
2015-2018
초등 3~4학년군
검정교과서

2. 제6차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영어 교육과정은 1995년에 공고되었는데 이들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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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초중등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중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가. 언어기능
(1) 듣기
(2) 읽기
(3) 말하기
(4) 쓰기
(5) 의사소통
나. 언어 재료
(1) 소재
(2) 언어
(3) 어휘
(4) 단일문장의 길이

가. 언어기능
(1) 이해 기능 (2) 표현 기능
나. 의사소통 기능
다. 언어 재료
(1) 소재
(2) 발음
(3) 문자
(4) 어휘

3. 제7차 초등영어 교육과정 회고1)
제 7차 초등영어 교육과정은 2007내용개정, 2008시수개정, 2009총론개정, 2011내용개정, 2015총론개
정, 2016내용개정을 하였는데 각 개정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은 개정 때마다 초등영어교육에 적지않
은 영향을 주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학급체제나 학년체제에 따른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
고 지식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추구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체제가 아닌 학년제
(10년제)를 내세워 학교급별 목표보다는 학년급별 목표를 세워서 학교급별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들의
학교급별 전문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일으켰다.
회고해보면, 2007개정 때만큼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많
이한 때가 없었던 것 같다. 그간 교육과정 수시개정 정책은 현장 영어교육 시스템에 안정적이면서 단
계적인 변화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성과지향적 영어교육 정책의 효과에 중점을 둔 것 아닌지 반성해본
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시대에 가까운 미래 10년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도한 교육과정 개정
은 현장에 피로도를 더할 뿐이므로 국가에서는 10년 단위의 교육과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세부 목표를 두어 실천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안정적 프레임에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4.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에서는 배운 영어를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인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바탕을 마
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언어 습득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중심의 영어 수업
이 되도록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시간 운영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과제 혹은 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으
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어 교과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
이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하므로, 건전한 도덕관과 자주적 시민 정신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또한,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국제적 안목과 세계인으로서의 협동심과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영어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나. 영어를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가진다.
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습관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1) 이 부분은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2017.8.2)에서 발표한 원고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258 -

교과교육으로서 초등영어교육 회고와 전망

5.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과 교육과정 내용 적정화 및 연계성 강화를 골자로 하여 필수 학습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적정화하도록 조정하고 초･중･고교 간, 또 학년 간의 교육 연계성
을 강화하고, 학습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더나아가서 실제적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영어
교육을 화하여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단계 및 언어 기능별로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학생들의 말하기,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예시를 개발 제시하였으
며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제적 영어 사용능력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공통교육과정은 초등학교1∼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의 9년간의 교육과정을 가리키며, 선택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3학년의 3년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초등학교에서는 교과(군)별 20% 범위 내
수업시수 자율 증감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 취지에 부합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이 시대적 요구였다고 볼 수 있다.

6.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핵심개념은 <그림 1>와 같다.

영어과 초중등 영어교과 내용체계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

언어재료

핵 심 개 념
소리
어휘
및
문장
세부정보

소리
담
화

의미
전달
의미
교환

철자

철자
어휘 및 문장

어휘
및 어구
문장

세부정보

중심내용

중심내용

맥락

맥락

작문

문화의
다양성

소재
의사소통
기능예시 문
어휘
언어형식
텍스트

함축적 의미
<그림 1> 2015 개정 영어과 내용체계

듣기의 핵심 개념으로는 소리, 어휘 및 문장, 세부 정보, 중심 내용, 맥락, 말하기의 핵심 개념으로
는 소리, 의미전달, 의미 교환, 읽기 핵심 개념으로는 철자, 어휘 및 문장, 세부정보, 중심내용, 맥락,
함축적 의미로 쓰기에서는 철자, 어휘 및 어구, 문장 작문을 문화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그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역량, 지식
정보처리역량, 공동체역량의 네가지 영어교과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작금에 이르렀고 미래의
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의 원대한 목표는 직무역량(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강화와 새로
운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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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초등영어 교과교육 전망2)
10여년전만해도 정부의 영어교육의 활성화 정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에 영어교과 도입을 위한
현장연구들이나 English Town조성이나 교사해외연수 등의 영어교육사업이 활발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했지만 영
어교육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지속적
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은 많지만 이러한 문제인식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10여년전과 달리, 현재의 영어교육은 공교육 대 사교육이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 속에서 정책적
선택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 놓인 영어교육 정책을 탈피하여 공교육으로
서의 영어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헌법정신에 맞도록 교육평등
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도 복지혜택임은 분명하다. 사교육의 혜택으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영어교육은 초중등학교에서만이라도 누구다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기라는 국제적인 문명의 전환점에 이르러 2010년대 하반기 대한민국의 현
실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모토에 걸맞는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은 이전보다 더욱더 적극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들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
량 함양의 차원에서 세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1) AI활용 교실미래화 사업 측면
2) 글로벌 생활 역량 강화 측면
3) 초등영어 교과교육 정책 측면
우선, 초중등학교에는 이미 잘 구축된 ICT 활용 영어교육의 각종 자료들을 활용할 영어체험실
(English Zone)들이 있어 증강현실교실(AR class)이나 가상현실교실(VR class)을 새로 도입하는 신교
단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교실혁신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영어교육 정책으로 차세대에서
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초등영어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첨단기술을 탑재하여 AR기법을
도입하도록 하여 이 분야의 산업을 일으키고 또 적어도 교과서 한단원마다 전자평가지로 모바일 앱
으로 자동채점화를 시도하여 기술기반 영어교육을 시도해보자.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자동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용 영어의사소
통 교실을 마련하여 시도해보면 획기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활동하게 될 국제사회는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보다 책
임감있는 국제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과 리더쉽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핵심 역량
(key competence) 중심의 2015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기존에는 의사소통능
력이나 의사소통활동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면 향후 영어 교과에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국가정책적 목표가 교과에서 달성해야 될 사안으로
정해졌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영어교과는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1~2학년에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만 있을 뿐 글로벌 생활은 도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정규교과로서 초등영어 교과 도입
(1997. 12)이 선포된 이후, 20여년간 지속되어온 기존의 3~4학년과 5~6학년 위주의 시스템으로부터

2) 이 부분은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성과와 전망(김경한 외, 2018)에서 발췌된 원고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 260 -

교과교육으로서 초등영어교육 회고와 전망

초등 1~2학년도 포함한 전학년 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간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국제교류의 규모가 더욱 커졌고 민간 교류가 해외여행 등으로 가속
화되어 영어에 대한 요구가 과거와 다르게 일상적으로 더 많아졌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는 현재 어린이 놀이방이나 유치원 등에서 이미 영어에 노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
어 있어 어린이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드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
지 영어교육은 사교육 확대의 근원으로 지목되어 매우 위축되어 버렸다. 공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을
더욱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정책보다는 사교육 억제 정책으로 정부 예산 축소 내지는 동결 현상으로
급기야는 초등학교에 영어전담 교사가 타교과 전담을 하는 사태로 비화되었고 교사 해외연수도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될 영어교사교육 정책들이 고사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교육복지 서비스 정책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초중등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공교육 대 사교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공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균형적 교육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하고 더나아가 국민들에게 더많은 교육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평하게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 도입은 사교육 확대가 아닌 공교육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교육복지혜
택을 누리는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교육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하는 영어교육 정책을 펴서 ‘공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이라는 교육복
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놀이방,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
영어교육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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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분석을 통한 관광영어 교과목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사례 연구

방 상 옥(장안대학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의 대학의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 구
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과 이와 연계한 NCS 학습모듈을 국정과제의 일환 으로 2013
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NCS 기반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직업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표방하고 있으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정책의 핵심을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NCS의 도입은 완벽하게 능력 중심 체계로 변할 것
으로 예측해 왔다.
또 2018년부터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
된 NCS 기반 교육과정은 기존의 5개 개열이 17개 교과군으로 변경되었고, 62개 기준학과가 47개 기
준학과로 재구조화되었으며, 교육내용 또한 기존의 학문적 체계 중심에서 산업체 현장의 실무수행
중심으로 대폭 변경이 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서는 NCS 기반의
직업교육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NCS 기반 교육품질의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직무능력성취도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환류
(feedback) 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5).
2년제 대학은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산학협력 확대,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
정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제 강화 등 산업체 연계를 통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결국, 대･내외
적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내용(subject)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competency)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주도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NCS)이 모든 직무에 대해 연차적으로 진행･추진되고 있다. NCS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이 되어 만든 직무표준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제
NCS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직업 교육현장에서 역량 교육의 전면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
수일 수밖에 없다.
NCS는 개발자들이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매뉴얼에 의해 개발 절차 및 방법을 표준
화하여 설계한 가이드이므로 기업체, 훈련기관,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들의 NCS 활용도
는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NCS 활용을 위해 기업 또는 교육 및 훈련기관은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맞춤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NCS 기반 교육과정은 일과 수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직무 중심의 모듈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 방법, 방법론 등 활용에 대한 홍보를 하고는 있으나 여
전히 전문대학 현장에서 NCS 능력단위의 통합 및 분배, 활용 목적 및 학습자 특성에 따른 수행준거
의 구체화 작업, 연계 교과목 도출 등 적용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학과와 전공에 따라
NCS 분류체계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이 용이한 학과가 있기도 하고 NCS가 미개발 또는 개발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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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러개의 세분류와 능력단위를 고려해서 교육과정개발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분야별로 다양한
현장 사례가 요구된다.
NCS 기반 교육과정에는 학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인력양성 유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평가(Competency Assessment)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은 산업체 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에 의해 정
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반영
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과정에 관련된 증빙자료와 교육품질 개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NCS는 근본적으로 산업계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만들어 진 것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끊임없는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NCS 기반의 관광계열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개발단계 -운영단계-평가단계의 종합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교육과정 개발단계로만 제한하였다. NCS에서 제시된 세 분류를 조합하여 각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
소를 검토･선별해서 학과의 교과목으로 도출하기까지의 교육과정개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전문대
학 현장에서 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NCS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가
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2년제 관광계열 교과목의 효과적인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실제 NCS 교육
과정 적용전과 적용 후 산업체 인사가 생각하고 있는 만족도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산업체가 요구
하는 과정은 무엇인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직무 외에도 다양한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광영어
관련 교과목의 NCS 기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동안 개발된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고 앞으로 개발될 교육과정을 다양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Ⅱ. 국내외 선행연구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
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며, 자격체계는 NCS를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로 정부는 NCS를 바탕으로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6조). 따라서 NCS는 국가자격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
이며,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침서라고 할수 있다. NCS를 활용한 직업교육체계 개편 방향
은 <그림 1>와 같다.
<그림 1> NCS기반 교육과정 조직 및 개념도

- 264 -

산업체 분석을 통한 관광영어 교과목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사례 연구

NCS의 체계는 분류체계와 수준체계로 구분된다. 먼저 분류체계의 경우 한국고용 직업분류
(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중심으로 한국표준 직업분류, 한국표준산
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대분류24) → 중분류(80)→ 소분류(238)
→ 세분류(887개)’의 순으로 구성 되었다 NCS의 세분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능력 단위이다. 능
력단위는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 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 능력으로 구성되어있다. 훈련과정 에서의 직종은 NCS 분류 체계 상
원칙적으로 세분류를 의미하며 NCS는 세분류 단위로 개발된다. NCS 수준체계는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 연계평생학습능력 성취 단계 제시, 자격의 수준체
계 구성에서 활용된다. NCS 개발 시 8단계의 수준 체계에 따라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한다. NCS 수준별로 정의, 지식·기술 역량 경력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져 있으며
NCS 수준별 정의는<표 2>과 같다 (http://www.ncs.go.kr).
<표 2> NCS 수준별정의
수준

정의

8수준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환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7수준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6수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 할 수 있는 수준

5수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4수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3수준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2수준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
는 수준

1수준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2. NCS 활용과 관련 연구
주인기 등(2008)의 연구에서는 단편적 이론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실무
에서 요구하는 회계학 지식 수준과 내용이 변화해야 하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대학의 교육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차별적으로 운영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환경과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방법 개선, 기
업실무를 반영한 회계교육,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회계실무교육의 강화, 관련과목과 관련된 사
례중심의 교육 등 산업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지현미 2011;
김도형 등 2001; 정건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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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영과 정원일(2017)의 연구에서는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2017)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
련 학과 교수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수
자 입장에서 성과는 첫째, 산업체 수요 파악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식위주의 교육
에서 직무능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둘째,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해당 교과목의 명확한 목표, 성취
수준 및 성취기준 설정, 수행준거,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제시를 통해 체계적인 수업설계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셋째, 학습자의 사전자가진단 등을 통해 학습자의 성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직무능
력성취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및 직무수행평가의 적용, 넷째, 수업설계, 운영 및 평
가, 질 관리에 이르는 수업과정 내에서 산업체 인사가 포함된 CQI 활동의 정착과 이러한 활동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 개선, 다섯째,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산업체 인사의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SME: Subject Matter Expert, 이하 SME) 참여,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 평가, 질 관리 과정에 산업체
인사 참여, 직무별 현장실습의 강화 등을 통한 산학협력의 구체화와 내실화를 통해 직무중심 교육의
현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성과는 첫째,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기술서인 능력단위명
세서 기반의 수업운영으로 불필요한 이론학습 제거, 둘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의 명확한 정의
로 학습동기가 강화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향상 및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사전에 설정한
학습목표 달성 학습자 수의 증가 등 수업의 효과성 증가, 셋째, 직무 또는 능력단위 중심의 현장실습
및 다양한 비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체 현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이 있다.
윤우영 외(2015) 연구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의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을 운영하여 산업체 인력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들은 학습모듈을 참조하여 교수ㆍ학습지침서 개발, NCS 기반 교육여건 개선, 기자재 확충, 산
학연계 활동 강화, 다양한 직무능력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실시 등을 포함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NCS 기반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첫째, 산업체 현장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NCS 기반 교
육과정 편성 및 운영결과 평가를 통한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방안, 둘째, NCS 활용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CS 활용 교과목에 대해서는 30명의 수업정원을 설정하고,
NCS 기반 체계적 수업설계과정 등의 교수연수 실시, 기자재 및 실습실 환경개선, 산업별인적자원개
발협의체(SC: Sector Council)를 활용한 산학연계 강화 등의 교육여건 개선, 셋째, NCS 활용교과목에
대해서 인지적 영역(이론), 심동적 영역(실기), 정의적 영역(직업기초능력)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NCS의 수행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 넷째, 현장중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무별 현장실습 및 질 관리 방안 마련과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의 개발 및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김영락 외(2015) 연구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NCS 교과목 적용 관련 학과의
경우 CQI를 통한 교육품질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NCS 활용 교과목을 중심으
로 사전에 수립된 수업설계에 맞추어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여 환류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학과 차원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환류방안을 K대학 세무회계정보과의 사
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로 인해 NCS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NCS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학과의 CQI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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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광영어 계열 학과 능력단위 활용 실태
1. 비서 직무
본 연구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보고서를 확보 및 분석할 수 있는 경기도내 J대학의 관광계열
4개학과를 중심으로 관관영어 관련 직무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5년 2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NCS 기반 교육과정 중 관광영어 관련 과목
을 지도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관광영어 관련 직무 활용 및 운영 상태
직무명
(세분류)

능력단위(수준)
(능력단위코드)

A

B

C

D

NCS활용 교과목명칭

비서영어 회화업무(5)
0202030112_16v2

○

○

○

○

사무영어회화, 관광산업영어, 관광영어
회화, 기초호텔영어
호텔실무영어, 기내방송실무
항공객실영어

영문서 지원업무(6)
0202030113_16v2

○

○

○

○

비즈니스영문서 작성
시청각영어, 항공발권실무
사무관리영어, 영어통번역

비서

비서 직무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현황 파악 결과 2개의 능력단위 중 비서영어 회화업
무, 영문서 지원업무는 4개의 학과에서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목에서 중복 활용하고 있
다. 소수의 능력단위가 많은 교과목에 중복 활용되는 이유는 현재 관광영어 ESP 교과목에 대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관광영어 관련 NCS 기반 교육과정 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능력단위 중 활용도가 높은 능력
단위를 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비서직무 뿐만 아니라 관광영어 교과목을 다양한 직무에
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 평가형 자격의 필수능력단위와 선택능력단위에 대한 산업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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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L 학습자의 오류분석 기반 영어쓰기 지도 방안 모색
- 동사의 시제와 형태를 중심으로 -

백지연(서원대), 나경희(충북대)

I. 서론
영어쓰기 활동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로 하여금 학습자
들 느끼는 어려움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목표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미정,
2001; 박영예, 1999; 전지현, 2013; Cho & Yoo, 2012).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 영어 학
습자들은 글쓰기에서 명사 및 동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정
(2001)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총 1,642개의 오류 중 동
사관련 오류가 703개(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부사(13.3%), 관사(10.2%)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전지현(2013)의 연구에서도 동사형태 오류와 한정사 생략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EFL 학습자들의 영어쓰기에 나타난 동사의 시제와 형
태 중심의 오류를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별 EFL 학습자들의 영어쓰기에서 어떠한
종류의 오류가 나타나는가? 둘째, 수준별 EFL 학습자들이 영어쓰기에서 어떠한 종류의 동사 시제와
형태에 관한 오류를 범하며, 그 오류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수준별
EFL 학습자들의 영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영어쓰기 지도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오류의 정의
Ellis(1994)는 오류를 목표언어 규칙으로부터의 이탈(devi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Corder(1967)는 오류(error)와 실수(mistake)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류는 학습자들의
목표언어에 대한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서 발생하는 잘못이고, 실수는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잘못이라고 정의하였다. Brown(1994)도 올바르게 학습자의 오류
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류와 실수를 구분하고 있다. 오류는 학습자가 어느 시점에서 그 당시 형성하고
있는 언어 체계를 말로 표현 할 때 나타내는 중간언어의 특이성이고, 실수는 무작위의 추측(random
guess)이나 실언(slip of the tongue)에서 오는 언어 수행상의 오류라고 하였다.

2. 오류분석 이론
외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어 습득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에 관한 오류분석 이론은 1970년대에 두드
러지게 나타난 이론으로, 1960년대 초반에는 대조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이, 후반부
터는 오류분석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이 주를 이루었다. 대조분석가설은 행동주의 학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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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ist learning theory)과 구조주의 언어학(structuralist linguistics)에 근거한 이론으로, 외국어 학
습자들의 목표언어의 습득과정에서 범하는 오류의 주원인을 모국어의 간섭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
시 말해, 모국어 습득과정에서 형성된 습관이 목표언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습관의 형성에 장애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조분석가설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외국어 습득
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두 언어 간의 상이점 또는 간섭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또한, Long(2015)는
목표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
른 맞춤형 교수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Corder(1967)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유형이 그들의 모국어와
는 상관없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에게서 모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류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연구자들은 오류분석가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류분석이란 학습
자가 목표언어를 학습하면서 발생하는 언어 체계 내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관찰, 수집, 분석, 분류하
고, 오류의 빈도에 따라 난이도를 측정하는 일이다(Corder, 1981).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범하
는 오류를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언어능력에 맞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Ellis(1985)는 오류분석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오류의 언어학적 형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오류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외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Selinker(1972)는 학습자의 오류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오류는 모국어 전이, 목표언어의 연습과정에
서 오는 연습 전이, 목표언어에 대한 학습전략 및 의사소통전략, 그리고 목표언어 규칙을 확대 적용
하는 과잉일반화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Brown(2000)은 학습자 오류는 모국어의 간섭
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와 목표언어 자체 내의 간섭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가 그 주요 원인이며, 교사나 교육 자료, 또는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유도
되는 학습맥락(context of learning),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사소
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ies)이 학습자의 오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tenson(1974)는 학습자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교재의 오류 또는 교사의 부정확한 설명 등을 오류의
발생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Corder(1981)는 학습자의 오류는 교사들에게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여 앞으로 더 가르쳐
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외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습득 과정과 그들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을 이해하는 지표가 되고, 학습자가 목표언어의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치로서 학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William(2005)은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는 자신의 능력
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harma(1981)는 오류 분석이 교사, 교육
과정 고안자 또는 교과서 편찬자에게 학습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알려주어 수업시간의 배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외국어 학습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바탕으로 교수 설계 및 계획의 수립에 있어
서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어 학습자들의 오류 분석은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학습과
정을 이해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중부 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영어과에 재학 중인 4학년 8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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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영어쓰기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시제와 형태 관련 오류를 분석하였다. 8명의 학생들은 토
익점수를 토대로 하여 700점 이상은 집단 A(상위 집단)로, 700점미만은 집단 B(중,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자 중 한명의 지도학생들로 졸업시험을 위한 영어 프레
젠테이션의 영어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다. 연구자의 지도학생들 중 총 8명의 소수 학생들을
최종 참여 학생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영어 대본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까지 여러 차례의
쓰기 과제를 모두 제출하고, 사전 및 사후 심층면담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로 구성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였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사전 면담
참여 학생들의 간략한 인적 정보와, 영어 학습 및 쓰기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 및 그들이
느끼는 영어쓰기 학습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은 총 8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인적 정보, 영어능력(어학점수), 영어 및 영어쓰기에 대한 흥미 정도와 학습 현황,
영어쓰기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또한, 쓰기 과제 및
심층면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쓰기 과제
참여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과 영어 전공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유영작을 하되, 서론, 본론, 결
론을 포함하여 총 4-5분 정도의 분량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초고부터 결과물의 제출
까지 연구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주 1회, 총 5회의 수정본을 제출하였다. 본 연구의 쓰기 과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대본 작성을 위한 자유영작문으로, 다양한 유형의 글을 여러 편 제출받고
1회의 피드백을 제공한 뒤 수정본을 제출하는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1편의 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
여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제출한 5편의 과제에서 수준별 영어 학습자들이
범한 동사 시제 및 형태에 관한 오류의 종류 및 변화를 심층 분석할 수 있었다.
3) 심층면담
본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영어 및 영어쓰기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참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8명의 참여 학생들과 영어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사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습자 별
로 30분간 학습자들의 지도했던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고, 질문의 형식은 단답형과 개방형으
로 구성하였다. 질문은 주로 본 활동을 통해 영어 및 영어쓰기에 흥미 또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연구
자의 지도 방법 중 수준별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교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수준별 EFL 대학생들의 영어쓰기에서 어떠한 종류의 오류가 나타나는지, 특히, 학습자
들이 자주 범하는 동사 시제와 형태에 관한 오류는 무엇인지 조사 및 분석해 보고, 수준별 학습자들
에게 효율적인 영어쓰기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수준별 EFL 학습자들이 영어쓰기에서 범하는 오류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8명의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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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5편의 과제 중 각 3편의 과제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총 24개의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Ferris(2002)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수준별 EFL 대학생들의 영어쓰기에서 어떠한
종류의 동사 시제 및 형태 관련 오류가 나타나는지, 그 오류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 위하여 8명의 학생이 제출한 5편의 과제, 총 40개의 영작문에서 나타난 동사 시
제 및 형태 관련 오류를 Brwon(1980)이 제시한 생략, 첨가, 대치, 재배열의 4가지로 분류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셋째, 수준별 EFL 학습자들의 영어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영어쓰기 지도 방안
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별 학습자들과 실시한 사후 심층면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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