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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체계
Writing Systems

이 장에서 알아야 할 것

1. 문자는 언어에 대한 시각적 해석이다. 문자가 시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중국어 문자 체계는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오래 사용되어 왔다. 중국어 문자 체계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3. 음절문자원리란 무엇인가?

4. 많은 언어학자가 영어 철자법의 비일관성이라 여기는 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5. 의사소통 체계로서 문자와 말은 어떻게 다른가?

6. 문자의 기원에 대한 견해에는 무엇이 있는가?

7. 자극 확산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문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writing)는 언어의 시각적 표현이다. 처음에는 단지 소수의 필사자만이 문자

를 사용하였다. 1400년경에 이동식 활자가 발명되면서 문서의 량 생산이 가

능해졌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시 가 되었

다. 당신은 이러한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의 량 확산이 미래의 문화적 발전에 끼치

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람들이 처음으로 관습적인 표지를 사용하여 지식과 새로운 발견을 표현하게 

되면서 인류 문화 발달의 새로운 시 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정보의 전이는 의

사소통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물리적인 제약과 그들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는 시간적 제약에서 해방된 것이다. 음성언어나 수화와는 달리 글로 표현된 

메시지는 급속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문자(writing)　언어단위인 음소, 음

절, 형태소 등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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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음성언어와 수화에 대해 이차적이다

문자는 다른 언어 전달 체계, 즉 음성언어나 수화에 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이차적

이다. 문자는 음성언어와 수화를 기초로 한다. 음성언어나 수화가 문자에 기초한다고

는 생각할 수 없다. 수화에 기초한 문자는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음성언어에 기초한 문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문자를 통해 언어를 표현하는 세 가

지 방법을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문자는 인간이 쓰기를 한 시간보다 말하기를 한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음성언어에 하여 이차적이다. 정확한 시점에 한 학자 간의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두뇌 

영역의 진화가 200만 년 전 고  인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이들의 두개골에

서 이런 두뇌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선택은 언어 능력의 진화를 부추겼는데, 

이십만 년 전의 인류는 오늘날과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한 의미의 문자 체계는 약 5,2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언어보다 훨씬 최근에 발

생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선천적인 쓰기나 읽기 기술을 가능하게 한 

자연선택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 진화한 인간의 언어는 인간에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척적인 능력을 주었다(제8장 참조). 그러나 문자는 반드시 부모나 학교에서 공식

적·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이유 외에도, 모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거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자연스럽고 빠르게 동일한 

습득단계를 거쳐 언어를 습득한다는 사실이 문자가 언어에 하여 이차적이라 여기

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인간이 문자를 습득하는 방식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 많은 아동이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데 어려워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습

득하는 방식 또한 서로 다르다. 게다가 많은 음성언어는 심지어 문자를 보유하고 있

지 않다. 한편 문자가 있지만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문화는 문맹률이 높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문자

동굴이나 도시 담장에 그려진 그림은 그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문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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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그리기는 사물과 사건을 표현하는 반면에, 진정한 문자는 음성언어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로 다른 문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이나 언어의 원리를 반영한다. 문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말을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표의문자(logographic writing/word-writing)로, 사용된 기호가 단어나 형태소 

전부를 상징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음절문자(syllabic writing)로, 각각의 문자는 하나의 

음절을 상징한다. 세 번째 유형은 알파벳문자(alphabetic writing)라고 불리는데, 각각

의 기호는 이상적으로 음소를 상징한다. 각각의 문자는 이 유형 중 하나를 지배적 방

식으로 택하지만, 사실 각 문자는 이런 유형을 다소 혼합한다. 

영어는 알파벳문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유형 모두를 사용한다. 예를 들

어, 문자 P는 알파벳기호로서 음소적으로 /p/로 표현되는 소리의 집합을 표현한다. 

음소 /p/는 [p]와 [ph]를 포함한 다양한 이음을 말한다. 반면에, 어떤 영어문자는 표의

적이다. 예를 들어, 타자기나 컴퓨터 키보드의 한 열에서 볼 수 있는 기호들은 표의문

자(logogram)이다. 아라비아숫자 1, 2, 3, 등과 같은 키가 이에 해당한다. 숫자 3은 영

어에 사용되는 three라는 전체로서의 한 단어, 또는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이탈

리아어, 일본어 등 수많은 언어의 문자 체계에서 동일한 개념을 상징한다. 각각의 언

어에서 3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소리의 단어로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3이라는 기

호는 특정한 음소적 가치 또는 발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 @, 

#, $, %, ?, &, *, 5 등은 모두 표의적 기호이고, ♀(여성), ♂(남성)처럼 더 전문적인 

기호들 역시 모두 표의문자이다. 이런 기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

람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기본 개념을 형성시킬 것이다. 

또한 영어에는 음절기호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은 barbecue를 축약된 

형태의 bar-b-q로 표기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b는 (/bi/로 발음되기도 하는) 음절 

/bə/를 상징하고, q는 음절 /kyu/를 상징한다. 개별적인 자음을 상징하는 OK(okay), 

PJs(pajamas)나 FBI, CPA, TNT와 같은 두문자어에 사용되는 기호가 어떻게 음절을 표

현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표의문자

표의문자(logographic writing)　해

당 상징기호가 전체 단어나 형태소

를 나타낸다. word-writing이라고

도 한다.

음절문자(syllabic writing)　각 기호

는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

알파벳문자(alphabetic writing)　각

기호는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특정

한 음소를 나타낸다.

표의문자(logogram)　발음을 나타

내지 않은 채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

는 문자기호를 말한다. ideograms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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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는 묘사된 이미지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말한다. 사슴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는 한 남자를 그린 그림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그 남자는 사슴을 죽인

다.” 그러나 이 그림은 어떤 형태의 언어적 단위도 반영하지 않으며, 또한 단어나 음

절 및 음소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그림은 그려진 내용 전체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남자(man), 죽이다(kill), 사슴(deer)’을 각각 상징하

는 Ω, Θ, ξ라는 약속된 기호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

을 것이다. 신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 기호들로 구성된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Ω Θ ξ는 ‘남자가 사슴을 죽인다’를 의미한다.

표의문자가 그것이 상징하는 상과 시각적으로 닮았을 때, 그것을 상형문자(pictogram) 

또는 그림문자(pictograph)라고 부른다.

동굴 벽이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표의문자와 

다르다.

• 표의문자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비슷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약속된 기호를 사용한다.

• 이러한 기호는 단어나 개별 형태소와 같은 언어단위를 상징한다.

• 표의문자기호가 배열된 순서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어순을 반영한다.

완전한 표의문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호와 기호의 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언어에 존재하는 각각의 단어를 기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문자를 습득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알려진 로 완

전한 표의문자는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에 현 나 고 의 모

든 표의문자는 음절 및 알파벳기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표의문자가 지배적

인 문자 체계를 표의음성문자(logophonetic writing)라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부분의 표의음성문자는 표의기호와 음절기호를 병용하기 때문에 표의음절(logo-

syllabic)문자라고 불린다. 이집트어문자는 표의문자기호와 모음을 제외한 자음기호

를 결합한다.

음절문자원리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약속된 의미를 지닌 기호를 발명한 것이었

다. 아마도 두 번째로 중요했던 단계는 이런 기호들이 단어가 아닌 소리를 상징하게 

상형문자(pictogram)　단순화된 그

림처럼 보이는 문자로 그것이 나타

내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pictograph라고도 한다.

표의음성문자(logophonetic writing)

주로 표의문자기호를 사용하는 문

자로서, 음을 나타내는 기호 또는 

표의문자기호의 구성 요소를 포함

하기도 한다.

표의음절적(logo-syllabic)　표의문

자와 음절문자를 모두 포함하는 표

의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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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ead

beeline

beliefs

behold

beehive

betray

befall

그림 10-1  음절문자의 원리

지금은 [bi]라는 소리와 연관된 시각적 기호 와 또 다른 특정 소리와 연관된 다른 시각적 기호를 함께 사용하

면, before 이 외에도  기호를 사용하여 수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단어에는 위 단어들이 포함될 것이다.

된 단계였을 것이다. 이런 기호의 음성화(phonetization)가 일어나면서부터 그 기호는 

그것이 상징하는 소리가 포함된 모든 단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표의문자기호인 ‘ <<<< ’가 원래 ‘four’를 의미하고, 표의문자기호 는 원래 ‘bee’

음성화(phonetization)　 표의문자

기호가 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

뀌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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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체계 지역 대략적 기원 해독 여부

수메르어

이집트어 

초기 엘람어

초기 인도어

크레타어

선형문자 A

히타이트어

중국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엘람(서남 페르시아)

인도(인더스 강 유역) 

크레타, 그리스

크레타 

터키, 시리아 

중국

5100 BP

5000 BP

4500 BP

4200 BP

4000 BP

3800 BP

3500 BP

3300 BP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시초문자 제외

예

BP는 ‘before the present’를 뜻한다.

표 10-1  표의음절문자 체계

를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 ’가 음절 /fɔr/를 상징하고 이 음절 /bi/를 

상징했다면,  <<<<의 조합은 ‘bee four’ 또는 ‘before’를 의미했을 것이다(그림 10-1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before에 사용된 기호들이 원래의 표의문자 또는 단어의 

뜻을 상징하던 기호로서 가졌던 의미와는 아무 관련 없이 음절기호로 쓰인다는 것

이다.

모든 일음절 단어를 상징했던 기호들을 단어가 아닌 음절로서 사용하는 것을 음

절문자원리(rebus principle)라고 부른다. 음절문자원리는 표의문자원리를 보완하여 완

전한 문자 체계가 발전하도록 하였다. 알파벳문자원리가 발명되기 전까지 표의문자 

기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비록 표면적으로 표의문자기호는 음절문자원리에 의

해 완전히 체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표의문자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음절

문자는 부분의 언어에서 비효율적이다. 왜 비효율적이라 말하는지 음절문자 체계

를 다룬 절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중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서로 다르고 완전히 발달된 표의음

절문자 8개가 존재하였다. 이 8개의 문자에는 문자 형태를 갖춘 고  수메르어와 이

집트어의 문자가 포함된다(표 10-1 참조). 신 륙 문자 체계는 이 8개 구 륙 문자 체

계의 음성화 발달 정도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다(글상자 10-4 참조). 마야문자, 아즈텍 

문자나 다른 신 륙의 문자는 완전한 표의음절문자가 아니다.

음절문자원리(rebus principle)　하

나의 음절 단어를 상징했던 기호가 

그것이 나타냈던 단어가 아니라 음

절을 나타내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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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표의문자와 음절문자원리

 1. 음절문자로 된 아래의 문장이나 구를 번역하여라.

a.

b.

c.

d.

e.

 2. 각자 발명한 음절문자의 다섯 가지 예를 적어라.

a.   

b.   

c.   

d.   

e.   

중국어 문자：표의음절문자의 예

중국문자는 현 의 문자 체계 중 가장 표의문자적이다. 그러나 중국어 문자 역시 음

절기호를 사용하며, 최근에는 알파벳기호를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중국어 문자 체계

의 표의문자적 속성만을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표의문자는 하나의 단어나 개념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기호 또는 철자 

의 뜻은 moon, 의 뜻은 child, 는 big을 의미한다. to move를 의미하는 과 

같은 의미는 기호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부분의 조합기호는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good이란 개념은 표의기호인 (woman)와 (child)를 

결합함으로써 표현된다. 중국인 및 다른 많은 민족에게 여자와 아이는 다산을 상징하

고, 다산은 좋은 것(to be good )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중국어 기호는 하나의 

표의문자적 요소와 발음의 단서를 제공하는 또 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발

음의 단서를 제공하는 요소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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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중국어 문자의 예

처음 사용된 이래로 발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1990년에 발행된 한 중국어사전에는 비

록 부분의 문자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56,000개 이상의 기호와 기호 조합이 열

거되어 있다. 한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 간주되기 위해서는 약 2,000∼3,000개

의 기호를 알아야 하고, 중국 학생이라면 5,000개 정도의 중국어 문자를 알고 있을 

것이다(그림 10-2 참조).

현존하는 표의문자가 아주 드물다는 사실은 확실히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음성

언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기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런 문자의 주요한 

단점이다. 읽고 쓰기 위해 2,000∼5,000개 기호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어 문자

가 어렵고 시간 소모적임을 뜻한다. 특히 26개의 알파벳기호만을 습득해도 되는 영어

와 비교할 때 이런 단점은 더 분명해진다. 

과거에는 중국어 문자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이 권력자들에게 이롭게 

작용하였다. 고위층 사람들은 중국어 문자를 습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하

위층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정보에 한 하위층의 접근을 제약하는 것은 고위층이 

지배구조를 더욱 쉽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문자 체계를 배

우기 쉽게 하려는 시도가 2,2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무렵부터 나타났다. 당시 한 중

국어학자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획수를 줄임으로써 약 3,000개의 중국어 문자

를 개정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국어 문자를 단순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있었다. 1958년 중국 정부가 로마자 알파벳기호를 채택하고 이를 표의문자와 연계하

여 사용함으로써 아동이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또 다른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런 음소적 기호들은 새로운 외래어를 음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짚고 넘

어갈 것은 이 새로운 알파벳문자 체계가 궁극적으로 표의문자 체계를 체할 것이라

는 점이다. 그러나 표의문자는 중국 문화의 커다란 부분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

런 교체는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로마자기호를 추가한 지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중

국문자는 여전히 구어체 중국어를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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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외에도 중국어 문자가 고집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실 중국어는 한족 

언어라 호칭되는 여러 개의 연관된 언어들이다. 약 93%의 중국인이 방언이라고도 불

리는 7개의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가 포함된다. 

이 7개의 중국어는 각각 수많은 하위 유형을 지니고 있다. 중국어의 한 변형을 사용하

는 사람은 또 다른 변형을 사용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분의 표의문자기호는 발음이 아니라 개념을 지칭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중국인은 어떤 중국어 변형을 말하든 간에 수많은 중국어기호가 지닌 표의문자

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3이라

는 기호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 비유할 수 있다. 알파벳 상징화가 영어, 독

일어, 에스파냐어에서 각각 three /θri/, drei /dray/, tres /trɛs/와 같은 발음을 상징하는 

것과는 달리, 기호 3은 하나의 개념을 상징한다. 중국인들에게 그들의 문자는 비록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통합된 하나의 문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글상자 10-1 참조).

음절문자

bar-b-q라는 철자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의 영어문자는 종종 음절원리를 사용한다. 

표의문자와는 달리 음절문자의 각 기호는 하나의 특정한 음소적 가치를 지닌다. 

bar-b-q에서 두 번째 b는 /bi/라는 음소적 가치를 지니며, 만일 영어가 음절 지배적 

체계라면 기호 b는 문자 체계 전반에 걸쳐 /bi/를 상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의문자적 기호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려 주지 않지만, 음절기호는 알

려 준다. 한 언어에 사용되는 음절의 수는 언제나 단어나 형태소의 수보다 적기 때문

에, 음절문자는 표의문자보다 더 적은 수의 기호를 사용할 것이다. 

일본어는 음절문자를 사용하는 현 어이다. 사실 일본어는 표의문자기호, 음절

기호, 그리고 알파벳기호를 모두 사용하는 혼합문자이다. 그러나 중국어 문자는 표의

문자가 지배적인 반면에, 일본어 문자는 음절문자가 지배적이다. 

일본인은 중국문자를 ‘차용하여’ 칸지(kanji)라 불렀는데, 이 문자가 자신들의 언

어와 항상 잘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어는 비굴절어(noninflecting 

language)로, 동사 및 명사의 변화에 따른 문법적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어는 예를 들어 시제 표지를 사용하는 복잡하게 굴절되는 언어이다. 일본인은 중

국어에서 나타나는 표지의 부재를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가지 음절 표기법으

로 극복하였는데, 각각의 표기법에는 일본어의 음절을 상징하는 46개 기본적 기호가 

사용된다. 일본어의 어떤 단어라도 이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그럼에

비굴절어(noninflecting language)

굴절형태소가 없는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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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0-1  여성의 문자

전통적인 중국 문화는 상당히 남성 지향적이었다. 여성은 어떤 공식 교육도 받지 않았고 

쓰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다. 약 천 년 전, 송나라 황제의 한 첩이 자매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비  서체를 발명하였다. 이 비  코드가 표의음절문자에 상반되는 음성에 기초한 첫 

번째 중국어 문자였다. 이 문자는 누슈라 불린다. 여기에 쓰인 단어 nu(女)와 shu(書)는 ‘여

성의 문자’를 의미한다. 이 문자는 후난 성 장융에서 유래하고 발전하였다. 일부 누슈문자

는 ‘남성문자’에 기초하였고 다른 문자들은 창조되었다. 이 문자는 일반적인 중국문자에 비

해 더 둥그스레하고 흘림이 강했다(아래 그림 참조).

후난 성 여성의 관습 중 하나는 여성 사이에서 매우 강한 결속력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자매’는 결혼하여 남편이 사는 동네로 떠나면서 언젠가는 이별하기 마련이었다.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기 같은 것을 쓰는 것이었다. 결혼한 지 3일 

째 되는 날, 신부의 친척들이 방문하고 신부는 삼일서라 불리는 책을 받는데, 이 책에는 

의자매들이 전하는 시와 함께 행운과 희망이 기록되어 있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일기장

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졌다. 

중국어학자들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 문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2003

년에 누슈문자사전이 발행되었지만, 실존한 문자의 일부만이 수록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누슈문자를 아는 마지막 여성이 2004년에 작고하였다.

19세기 후난 성 여성의 삶과 누슈문자에 한 소설인 리사 시(Lisa See)의 Snow 

Flower and the Secret Fan이 2005년 랜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누슈문자         전통적인 중국어 문자

source：Damien EcElroy, “Race against Time to Save Ancient Chinese Language,” Scotland on Sunday, 

April 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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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AI

세계, 사회, 우주

HIJOO

비상, 특이한, 주도로

UNNUN

기타 등등

DANJO

남녀

JUUDAI

중요한, 심각한

KOOHEI

정의, 공평

그림 10-3  일본어 문자의 예

도, 일본인은 약 1,850개의 표의문자적 기호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 기호들은 일부 원

형형태소를 표현하거나 (영어의 to, two, too처럼 의미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뜻하는) 동음어(homophone)를 구별할 때 사용한다. 현 일본어는 로만지라 

불리는 일부 로마자 알파벳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어는 음절문자의 이상적인 언어이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일본어 단어는 

CV(단일자음 뒤에 단일모음이 뒤따름.) 유형을 취하는 일련의 음절로 구성된다. 한 

가지 예외는 일부 일본어 단어가 단일모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과 Pokemon 

[pokiman]에서 볼 수 있듯이 /n/ 소리가 단어의 끝에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적인 일본어 유형의 예를 영어에서 찾아보면, papa(CVCV)와 macaroni(CVCVCVCV)와 

같은 단어가 있다. 그러나 영어에는 다른 형태의 음절 형식도 많다. 예를 들어, crash, 

thought, string은 단음절 단어이다. 이 단어들은 각각 CCVC, CVC, CCCVC의 음절 구

조를 가진다. 영어에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과 다른 수많은 음절적 가능성은 일본어 

문자에서는 별도의 음절기호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어에서 사용

되는 제한된 수에 비해 훨씬 많은 음절기호가 필요할 것이다. 음절문자는 일본어처럼 

자음군이 별로 없는 언어에 가장 적합하다. CV 음절 순서가 지배적인 일본어 표현을 

위해서는 음절문자 체계가 알파벳문자 체계보다 훨씬 축약적이고, 표의문자 체계보다

는 덜 성가시다(그림 10-3 참조). 글상자 10-2는 고 에 많이 사용되던 음절문자를 어

떻게 해독하는가를 다룬 내용이다. 

동음어(homophone)　소리는 동일

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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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0-2  고대 음절문자：선형문자 B

고 의 많은 문자가 여전히 해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선형문자 A라고 알려

진 약 3,800년 전에 크레타 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문자가 포함된다. 이 문자가 상징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의 상태이다. 그리스 본토에서도 발견된 또 다른 크레타의 문자는 선형문

자 B로 언급되는데, 약 3,500년 전에 사용되었다. 이 필사본은 상형문자 필사본 및 선형문자 

A와 함께 고고학자 아더 에반스 경(Sir Arthur Evans, 1851∼1941)에 의해 1900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에반스를 놀라게 한 사실은 1939년에 선형문자 B가 새겨진 점토판이 그리스 

본토에서 발견된 것이다. 에반스는 선형문자 B가 크레타 섬에서만 사용되었다고 여겼다. 

에반스가 선형문자 B에 한 일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없었다. 그 후,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건축가이자 고전어학자인 마이클 벤트리스

(Michael Ventris, 1922∼1956)와 언어학자인 존 채드윅(John Chadwick, 1920∼1998)이 이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그 초기 결과를 1953년에 발표하였다. 

에반스는 선형문자 B가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에 의해 사용된 고  언어를 상징하는 

것으로 확신했고, 그 언어를 미노아어라 호칭하였다. 미노아어는 그리스어와 관련이 없다. 

벤트리스가 14세 때 학교의 현장답사로 미노아 문화 전시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에반스

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미노아 문화와 에반스의 강의에 매료되었고, 궁극적으로 채드윅의 

도움에 힘입어 선형문자 B가 그리스어의 초기 형태를 상징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표의문자가 지배적인 선형문자 A와는 달리, 선형문자 B는 음절 지배적이었으나 많은 수의 

표의문자기호와 기초 십진법 숫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벤트리스와 채드윅이 선형문자 B에 

한 결정적인 업적을 발표한 직후인 1956년, 벤트리스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벤트리스

와 채드윅이 선형문자 B를 해독한 방법과 이 문자에 사용된 기호들을 보려면 아래의 자료

들을 참고하여라.

Chadwick, John, The Decipherment of Linear B,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Ancient Scripts.com: www.ancientscripts.com/linearb.html

연습문제 2：음절문자원리와 음절문자

 1. 다음 문장을 번역하여라.

a. I C Y 

b. V W 4 K 

c. C A B? 

d. U R O 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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