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학 :
언어의 연구

제1장

언어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말과 음성을, 우리의 

감정에 표현을 제공한다. 그것은 풍부하고 다양한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Language fi les, 2016



●	언어와	언어학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

●	언어학의	하위	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	언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	진정한	언어의	속성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언어란	무엇인가?

2.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3.	언어학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

4.	언어학을	구성하는	주요한	하위	분야는?

5.	우리는	언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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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그리고 문화

전 세계에는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인종의 수만큼이나 그들

의 언어와 문화 또한 가지각색의 다채로운 색깔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

학자들은 인종, 언어, 문화라는 세 가지 척도로 인간을 연구한다. 인류언어학자 사피

어(Edward Sapir, 1884~1939)는 그의 저서 언어(Language, 1921)를 통해 이들 세 가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언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닌 신체적 특징으로 구별되는 집단인 인종과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관습과 신념의 집합인 문화와 더불어 함께 공존한다.” 

사피어는 언어와 인종 그리고 문화는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언어는 일정한 환경을 가지며,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한 집

단 또는 여러 집단의 종족에 속하며,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관습이나 믿음을 사회적

으로 전승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문화를 지닌다고 하였다. 

언어란 좁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

타내는 일종의 체계이다.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동작을 사용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언어는 개개인, 

지역사회, 국가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문화는 역동적인 사

회제도와 행동, 믿음, 지식, 태도와 가치의 공유된 양식이다. 문화는 언어가 발전되

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해석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유럽이나 아시아 문화에서 ‘좋은 날(good day)’은 ‘화창하게 햇볕이 있는 날”

을 말하지만, 아프리카 문화에서 ‘좋은 날’은 ‘비오는 날’을 지칭한다. 동일한 ‘좋은

(good)’이라는 단어지만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문화와 인종을 이해할 수 있다. 

현존하는 언어는 대략 7,000개

국제 언어기구인 SIL에 따르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언어는 약 7,117개라고 한다(2021

년 1월 발췌). ‘SIL’이란 말은 원래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을 가리켰으나, 현

재는 ‘SIL International’로 사용되는 국제 언어기구를 의미한다(www.sil.org).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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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생겨나거나 사멸함에 따라 언어의 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SIL은 각 언

어에 해당하는 이름과 언어 정보 그리고 어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는 어떤 언어들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세계 지도

(그림 1－1)로 보여주며, 언어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 

SIL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100개 정도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반면, 나머지 10%만이 6,00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중국어처럼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말하는 언어도 있지만, 맹크스어처럼 단 몇 사람만이 사용하는 언

어도 존재한다. 언어 전문가들은 전체 언어의 절반 이상이 금세기를 지나면서 사라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음성언어 vs. 문자언어

보통 ‘언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음성으로 표현되는 음성언어 또는 구어(spoken 

language)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7,000여 개에 달하는 언어는 모두 구어를 가리키

며, 그중에서 약 3,900개(56%) 정도는 문자가 없이 구어만을 가진다. 문자를 사용하

는 문화에서조차도 자신들의 문자 체계(writing system)를 배우지 못한 문맹(illiterate)

이 있으며, 말은 할 줄 알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다. 구어는 문자로 표현되

는 문자언어 또는 문어(written language)와 구분된다. 말은 글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

터 존재했으며, 글이 없이 말만 있는 언어는 있지만, 말 없이 글만 사용하는 언어는 

그림 1－1 세계 지역별 언어：현존하는 언어(흰색 점)와 사라질 위험에 처한 언어(검은색 점)

출처：www.sil.org/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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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일례로 일찍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 고유한 우리 문자 없이 한국

어를 사용했다.

모국어 vs. 외국어 

인간은 타고나면서 누구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

난 후 자신의 부모로부터 습득한 언어를 제1언어(first language) 또는 모국어(native 

language, mother tongue)라고 한다. 이외에도 학습을 통해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foreign language)로서 제2언어(second language) 또는 제3언어(third language)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화자(speaker)를 지닌 언어는 10억 명이 넘는 중국어이다. 중국어 

다음으로 8억 명의 화자를 가진 영어이다. 8억 명 중 70%가 넘는 5억 이상이 제2언

어 화자에 속한다. 이런 숫자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영어가 모국어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임을 시사한다. 수천 개 언어들 중에서 인간이 평생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는 고작해야 한두 개에 불과하다. 그 언어가 바로 모국어와 영어인 셈이다. 놀라운 

사실은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언어들이 언어학이란 커다란 하나의 범주에서 포괄적

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언어의 정의 

언어를 간단히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언어의 사전적 정의는 “음성 또는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체계”이

다. 언어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또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오하이

오주립대학교에서 발간한 언어파일(Language Files, 2016)에서는 “언어란 인간에게만 

허용되며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발화를 구사하고 이해하게 하는 추상적인 인지

체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언어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의

견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단어 ‘language’의 어원

언어라는 의미인 영어 단어 ‘language’의 어원을 살펴보자. 언어는 본래 ‘혀, 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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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는 의미인 인도 게르만 공통 조어(Proto－Indo－European)인 *dngweh에서 파생

되어, 라틴어 ‘lingua’를 거쳐, 프랑스 고어인 ‘langue’라는 말에서 차용되어, 현재 

‘language’라는 단어로 정착되었다. 언어는 말(speech)이란 단어와 흔히 바꿔 쓰기도 

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말은 소리를 내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언어에 국한되지

만, ‘language’는 음성 대신 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화언어(sign language)까지 포

함한다. 

언어는 한편으로 추상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언어

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때 언어는 어떤 개별 언어 능력을 말하지 않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언어 능력을 지칭한다. 이때 언어는 영어로 ‘language’라고 하

며 문법적으로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이므로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Language touches every part of our lives.

하지만 한국어나 영어 그리고 중국어 등 어떤 개별적인 언어를 지칭하여 구체적으

로 사용될 때는 가산명사로 관사 ‘a language’와 복수형 ‘languages’의 사용이 가능하다.

I can speak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인간에게 고유한 의사소통 수단

언어는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

장류인 침팬지를 비롯해서 원숭이나 개 등을 대상으로 언어를 학습시킨 많은 실험결

과에 의해서도 언어 능력은 오로지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이 증명

되었다. 개들이 서로를 향해 짓는 모습을 보고 개가 말을 한다거나 언어를 사용한다

고 하지 않는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을 가리켜 

‘언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체계는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동물들의 의사소통 체계는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에 비해 훨씬 더 단순하다. 인간에게는 배우지 않은 표현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

는 생산성(창조성)과 시공간을 초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의 언어 체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

을 만큼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인지 체계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로 생성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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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거나 소멸하는 특성을 가진다.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수히 많은 새로운 단

어가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 자음이나 모음이 변화하기도 하고, 화자의 수가 급격

하게 줄어듦에 따라 언어가 사멸하기도 한다. 시대별로 언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나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많은 단어나 문장들을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요즈음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힘들다고 한다. 

너무 많은 줄임말과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신조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 서

로 다른 언어의 사용은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언어학이란

언어는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체계이다. 언어학(linguistics 또는 

philology)은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언어와 관련된 현상은 물론 언어가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변화하며 쓰이는지를 연구한다. 언어학은 일반적으로 인문학

의 범주에 속하지만, 과학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어왔다. 실제 언어학의 일

부 분야는 연구하는 내용이 관찰이나 실험을 요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유사성도 

수학이나 자연과학 또는 신경과학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언어학을 ‘언어를 과학적

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언어

를 구사할 수 있는지, 언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즉 인간이 소유한 ‘언어 능

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찰, 가설 설정 및 수정, 설명으로 구

성된 언어학의 방법론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매우 유사하다. 

언어와 관련된 어떤 연구 분야이든지 간에 이들을 언어학이란 큰 범주에 포함하

고, 언어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언어의 구조와 사용을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언어학자(linguist 또는 philologist)라고 한다. 언어학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

과 본질을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법과 같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지식을 체계화·규칙화하는 것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언어학의 목표

언어학은 인간 언어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삼는다. 단순히 말하거나 쓰는 것 

이상으로, 언어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한 지식을 깨닫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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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정작 해당 언어나 언어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언어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동안 깨닫지 못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학의 구체적인 목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언어적인 믿음과 태도를 갖게 한다. 많은 사람이 언어적이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글이 말보다 더 완벽하다’라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말을 잘 

한다’라고 믿는다. 모두 언어적이지 못한 잘못된 믿음이다. 

● 언어 체계가 지닌 다양성은 물론 근본적인 유사성을 깨달을 수 있다. 동일한 언

어를 말하면서도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차이들에서 유사

점을 찾을 수 있다. 

● 언어가 지닌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어 말소리나 단어, 문장, 그리고 의미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

들이다. 

● 언어학적 분석을 위한 도구나 기술을 이해하고, 언어의 구성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 언어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친해질 수 있다. 

일반언어학과 개별언어학

언어학과 관련된 또 다른 오해는 언어학과 별개로 영어학 또는 국어학이라는 독립

적인 학문의 범주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

다. 언어학이란 언어 자체에 대한 학문이며, 인간의 언어에 보편적인 사실들을 다루

는 것을 일반언어학(general linguistics)이라고 한다. 보통 언어학이라고 할 때 일반언

어학을 의미한다. 일반언어학의 탄생과 발전은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

다. 개별언어학(particular linguistics)이란 흔히 국어학, 영어학, 중국어학, 프랑스어학 

등으로 불리며, 특정 언어에 해당하는 언어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때 부르는 명

칭이다. 개별언어학은 언어학의 하위 학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언어학 연구

를 위한 자료의 토대가 된다. 어떤 언어이든지 모두 언어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연

구하고 논의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언어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범주에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경이롭다. 이런 이유로 언어학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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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모킬리즈어(Mokilese), 신디어(Sindhi), 토토낙어

(Totonac) 등 다양한 언어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모든 언어 자료는 해당 언어를 모르

더라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기호와 의미가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한국어

를 모르는 미국인 언어학자도 한국어를 연구할 수 있다. 

언어학자 vs. 다중 언어화자

언어학을 공부한다거나 언어학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언어를 

몇 개나 말할 수 있으세요?”이다. 언어학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언어학자가 무엇을 

연구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비언어적 태도가 담긴 질문이다. 여러 개의 언어를 유창

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다중 언어화자(polyglot)라고 하기 때문

이다. 다만 언어학자는 7,000여 개에 달하는 언어 중 무언이든지 연구할 수 있다. 일

반인에게는 놀랍겠지만 여러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중 언어화자이면서 동시에 

언어학자인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언어학을 전공하려면

또 다른 질문은 “언어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이다. 언어학자

가 되기 위해서 언어학의 모든 분야나 이론을 깊이 있게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언어학에는 아주 많은 분야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학부에서 이수하는 언어학 개

론을 통해 언어학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와 관련 연계 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전공을 할 경우에는 배운 여러 분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필자는 학부 시절에 언어학 개론을 처음 접했다. 새롭고 흥미로운 학문인지라 아

주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했다. 비록 개론이지만 언어학의 기초적인 하위 분야를 공

부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분야가 재미있어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

학하는 것이다. 석사나 박사를 할 때는 이들 분야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된다. 이해를 돕자면, 필자는 학부에서 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통사론

을 공부하는 동안 평면적인 문장을 위계적인 수형도(tree diagram)로 그려내는 통사

론의 매력에 푹 빠져서 공부를 계속 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석사를 할 때는 몬

테규의 형식 의미론(Montague’s Formal Semantics)에 매력을 느꼈고, 박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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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소리 생성과 인지(speech production and perception)에 호감을 가져 실험음성학

(experimental phonetics)을 전공하고 그 분야로 박사논문을 제출했다. 필자처럼 언어

학의 여러 분야를 두루 전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언어학 중 하나의 분

야만을 학부에서 택하고, 동일한 분야로 석사와 박사과정도 공부하기 마련이다. 결

론적으로 언어학자라고 해서 이 책에서 소개되는 언어학의 모든 분야를 전문가처럼 

다 잘할 필요는 없다. 필자의 언어학에 대한 관심과 언어학자가 되기까지의 짧은 경

험담이 언어학 공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국내 vs. 국외 언어학과

언어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언어학’이란 명칭을 가진 독립

적인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주된 이유는 취업률이다. 언어학은 

인문학에 속하는 기초적인 학문으로 언어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직종으로 취업해

야 할지 정해지지 않는다. 다행히 과거에 비해 언어와 관련된 직업에 응용할 수 있어 

취업문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학과 어학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영어영문학 또는 국어

국문학 전공처럼, 먼저 목표 언어를 선정해놓고, 동일한 학과 내에서 어학과 문학을 

함께 다루고 있다. 대학원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대학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 대학에서는 문학과 어학이 철저히 독립된 학과

로 존재한다. 특히 어학의 경우 분석하려는 언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언어학’이

라는 전공에서 다룬다. 즉, 한국에서처럼 국어학, 영어학과의 구분이 없다. 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할 경우,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이루어져 국제

적이다. 필자가 미시간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재학시절에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힌디어, 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일본어, 브라질어 등의 모국어 화자

들이었다. 그들로부터 직접 모국어를 접할 수 있어서 해당 언어를 더 재미있게 공부

할 수 있었다. 필자는 할 수만 있다면 언어학은 개별 언어학과로 분리되기보다는 언

어학과에서 서로 다른 언어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 언어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필자는 대학에서 수십 년간 언어학을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로부터 “언어학을 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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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해야 하는지?”, “공부하면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언어

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언어학은 인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다.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

각을 문장으로 바꿔, 목소리로 전달하고, 우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언어

이다. 언어는 우리 삶과 함께 한다. 하지만 매일같이 사용하면서도 언어에 대해 구체

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정작 한국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언어학은 모국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언어학은 다양한 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이론의 기초를 제공한다. 예

를 들어, 언어 장애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연구하는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언어재

활사가 되거나 언어 청각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청능사가 되기 위해서 언어학의 

핵심 분야인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요구한다. 

셋째 언어학은 학제 간 연구 분야이다.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을 

비롯해 인간의 심리, 뇌, 언어인지, 컴퓨터, 문화, 언어변화 등과 연계하는 또 다른 

학문 분야를 생성해낸다. 그 외 분야들로 한국어 교육, 언어공학, 음성공학, 의사소

통, 외국어 학습, 작문, 인류학, 민담, 외국어, 문학 등을 공부하는 데 언어학적 지식

은 매우 유용하다(제10장 참조).

마지막으로, 언어학은 모국어 습득뿐 아니라 외국어 학습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

다.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 또는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언어(즉, 모국

어)를 습득하기 마련이다. 인간에게 모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타고난 인간의 능력

으로 해당 언어에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완전한 언어 습득이 

가능하게 된다(Chomsky, 1957). 인간에게 모국어로만 의사소통했던 과거와는 달리, 

모국어 외에 제2외국어 또는 제3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 언어학은 모

국어 습득은 물론 외국어 습득을 수월하게 돕는다.

지금은 인터넷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무엇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전 세계인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바

로 영어이다. 영어는 모국어 화자(약 3억 4,000명)보다는 외국인 화자(약 5~10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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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더 많이 사용되어 소위 국제어(international or global language)로 통한다. 언

어는 힘이다. 영어는 이제 영어권 화자들만의 언어가 아닌 전 세계인들의 언어로 굳

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식 영어(Konglish), 중국식 영어(Chinglish), 

일본식 영어(Janglish), 인도식 영어(Hinglish) 등의 용어도 존재한다. 영어의 강력한 

힘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벌 언어인 영어로 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모국어 외 영어가 필수적인 언어로 자리 잡으면서 영어와 모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s)나 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언어를 동시에 구

사할 수 있는 삼중(trilinguals) 또는 다중 언어 사용자들(multilinguals)이 필요한 세상

이 되었다. 이런 세상에서 언어학은 필수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어학은 모국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영어와 다른 언어를 학습하고 가르치는 데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1음절인 

‘strike’를 5음절인 ‘스트라이크’로 발음을 한다. 왜 그럴까? 한국어 음절에는 영어처

럼 ‘str－’라는 3개의 자음 연속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으’를 넣어 한국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학을 공부하면 이러한 발음 

오류나 또는 문법 오류들을 줄일 수 있다. 

언어학은 또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자에게도 유익하다.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 

또는 문법적인 차이를 이해하여 쉽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학적 지식으로 

언어 간 차이를 알게 되면 어떤 언어를 가르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대별 언어학과 언어학자

언어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와 이

론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시대별로 중요한 공헌을 한 언어학자와 언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자. 

시대별로 살펴본 언어학의 흐름

먼저, 기원전 4세기경에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법을 정리하고 완성한 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니니(Pāņini)를 들 수 있다. 당시 문법은 19세기 유럽의 학자들이 

차용했을 정도로 문법의 간결성과 섬세함이 매우 탁월했다. 고대 시대의 언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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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를 중심으로 주로 철학자들에 의해 언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목적과 외국어의 습득을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이루

어졌다.

중세 시대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고대 로마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라틴어 문법

을 교육의 도구로 중시하였고, 13세기와 14세기에는 언어에 대한 정신적인 호기심

을 바탕으로 하는 내성문법(speculative grammar)이 출현하였다. 이때부터 문법은 언

어를 인간의 정신과 연결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모든 언어들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과 언어 보편소(linguistic universals)에 관한 이론을 

추구하였다. 이런 스토아학파와 내성문법으로 이어지는 언어 연구의 전통은 이후 촘

스키(Noam Chomsky)로부터 출발한 현대 언어학이 이어받았다. 중세에서 르네상스

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여러 언어들이 유럽에 알려짐에 따라 19세기에는 언어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언어 유형론(language typology)이 등장하였다.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를 비롯한 독일의 언어학자들이 세계의 여러 언어들을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의 세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지금까지도 유효

하다(제4장 형태론 참조). 

르네상스 이후 18세기 말부터 역사비교언어학 또는 비교언어학 연구가 시작되었

다.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은 같은 기원을 가진 언어들의 관련성과 더불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언어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역사언어학의 한 

분야이며,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역사언어학에서는 공통의 조어에서 갈라진 

여러 언어의 계통을 연구하여, 고대 조어를 재구성하기도 하는 데 같은 조어에서 갈

라진 여러 언어들을 통틀어 한 어족(language family)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인도와 

유럽의 여러 언어들 사이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그 언어들의 조상의 형식을 추정하

여 재구성(reconstruction)하고자 하는 연구가 바로 비교언어학이다. 역사비교언어학

은 언어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고, 19세기 전반에 걸쳐 왕성하

게 이루어졌다.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에 의해 시작되어 20세기 전반에 걸쳐 언어학계를 지배했던 언어 철학 및 언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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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말한다. 귀납적이고 객관적인 발견의 절차에 따라서 언어 현상의 배후에서 

구조를 발견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는 언어학이다. 소쉬르는 근대 언어학

의 태두로 촘스키와 더불어 언어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언어의 연구 대

상을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언어 데이터에 한정하여 객관주의의 입장을 취하며, 

주관적인 의미 기준에 입각한 실리주의의 방법론을 적극 배제한다. 귀납적인 발견의 

절차에 입각하여, 먼저 음성에서 음소를 추출하고, 이에 입각해서 형태소, 다음에 구 

구조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법을 추출한다는 보텀업(bottom－up)의 분석 방법을 취한

다. 과거에 중요시된 언어 기술보다 언어 구조를 중시함으로써 20세기 언어학을 구

조주의 언어학이라 부른다.

랑그 vs. 파롤

소쉬르가 현대 언어학에 미친 중요한 공헌들 중의 하나

는 최초로 언어를 두 가지 측면인 랑그(langue)와 파롤

(parole)로 구분한 것이다. 언어를 인간이 가지는 하나

의 거대한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보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 체계는 랑그로, 언어를 개개인이 지닌 

사적인 체계로 보고, 개인의 구체적인 발화 양상을 파

악하는 언어 체계는 파롤로 정의하였다. 그는 언어학에

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파롤이 아니라 랑

그라고 하였다. 랑그와 파롤의 구분은 이후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의 구분과 일맥상

통한다. 소쉬르는 언어를 음성과 의미가 결합된 기호의 체계로 파악하였다. 어떤 단

어든 형태(form)와 의미(meaning)로 구성된다. 그는 언어는 ‘기호의 체계’라고 정의

하였다. 특정 언어의 음의 형태들은 특정한 의미를 대신하는 일종의 기호로 사용되

기 때문이다. 

기호(sign)：음의 형태(significant)＋의미(signifié)

통시적 vs. 공시적 

소쉬르는 또한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을 크게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하고 공시적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일정한 시기의 언어의 상태를 연구하

페르디낭	드	소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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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공시언어학(synchronic linguistics)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

는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 통시언어학(diachronic linguistics)이다. 19세기의 언어 연구

가 통시적, 즉 역사적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20세기의 언어 연구는 공시적 연구가 중

심이었다. 이는 통시언어학과 공시언어학이란 중요한 구분을 낳았다. 우리가 공부하

는 언어학의 이론과 방법 대부분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전통과 촘스키의 생

성문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쉬르 외에 경험주의적, 관찰주의적, 형식주의적인 기술을 추구하고 미국 구조주

의 언어학을 대표하는 블룸필드(Leonardo Bloomfield, 1887~1949)가 있다. 그의 저

서 언어(Language, 1933)는 당시 미국 언어학의 성경일 정도로 대표적이다. 

(변형)생성문법

미국 구조주의 기술 중심의 연구 방법을 비판하고, 내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언어를 

연구할 것을 주장한 학자는 촘스키(Noam Chomsky, 1928~)이다. 1957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s)에서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그가 주장한 생성문법에서 생성이란 일정한 수의 규

칙으로 무한한 결과를 산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유한한 수의 단어를 사용하여 무

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창조적인 언어 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그의 생성문법은 아이의 언어 습득을 잘 설명한다.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일정한 수의 단어와 규칙을 학습한 후,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내

기 때문이다. 

오늘날 촘스키가 언어학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현대 언어학 내에서만 특출난 것이 

아니라, 언어학의 전 역사를 통틀어 그 유래가 없을 정도이다.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

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인물인 촘스키는 언어를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가 지닌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언어 능

력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언어 수행으로 정의하였

다. 그는 언어 연구의 대상은 언어 수행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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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정상적인 언어 환경에 노출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모국어가 어떤 언어

든지 간에 화자는 해당 언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한국인 화자라면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를 보고 읽고, 

어떤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판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무의식적이고 내재화된 지식을 가진

다. 이런 지식을 가리켜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

이라고 한다. 하지만 화자가 지니고 있는 언어 능력은 밖으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즉, 화자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했을 때, 비로소 이들 지식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알고 있는 지식이 밖으로 표출된 언어적인 행동을 가리켜  언어 

수행(linguistic performance)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김새가 미국인처럼 생

겼을 때, 그 사람이 영어를 구사하리라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영어로 말하기 

전까지 영어를 잘하는 화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반대로 한국인처럼 생겼더라

도, 미국인처럼 영어는 유창하지만 한국어는 못한다면 그 화자의 모국어는 바로 영

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처럼 언어 수행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외적인 판단인 셈이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설명한 소

쉬르의 랑그와 파롤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엄	촘스키

그림 1－2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언어 능력

무의식적이고	숨겨진	언어	지식

마음속에 내재됨

언어 수행

화자가	실제가	말하는	언어	행위

말에 드러남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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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언어적 지식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란다면 

한국어가 모국어가 될 것이다. 자신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모

국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모국어 화자라도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모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줄 안다고 대답할 수 

있으나, 정작 그런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 반드

시 언어학이 필요하다. 표 1－1은 영어나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언어 능력을 각각의 언어적 지식으로 보여주었다(마지막 

줄에 중략은 언어적인 지식의 일부 예시를 보여주었음을 의미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화자는 표 1－1에서처럼 ‘언어적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으

며, 언어학은 이들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상기

한 언어적 지식은 이후 설명하는 언어학의 주요 핵심 근간을 이룬다. 

언어학의 하위 분야

언어학은 연구 대상에 따라 하위 분야가 달라진다. 다음에서 소개할 각 분야는 언

표 1－1 모국어 화자의 언어적 지식의 예

예시 언어 능력 언어적 지식

bin vs. pin
달 vs. 딸 

자음(b－p와 ㄷ－ㄸ)을 다르게 발음하고 인지한다. 음성학적 지식

pin vs. spin 
바보 vs. 밥

각 언어에서 /p/와 /ㅂ/이 동일한 음이라고 말한

다.
음운론적 지식

unhappy 
언어학

‘un－’과 ‘－happy’ 그리고 ‘언어－’와 ‘－학’을 분리

한다.
형태론적 지식

*home go I 
*좋아요 집에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안다. 통사론적 지식

Studying Linguistics is fun. 
언어학 공부가 재밌다.

문장의 의미를 안다. 의미론적 지식

It’s very hot here. 
너무 더워요.

더우니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안다. 화용론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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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인간이 지닌 언어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핵

심 분야들이다. 실제적으로 발화되는 말소리를 연구하는 음성학(phonetics), 말소리

의 체계와 기능을 연구하는 음운론(phonology), 단어의 구조와 형성을 연구하는 형

태론(morphology), 구, 절 또는 문장의 구조와 형성을 연구하는 통사론(syntax), 언어

적 의미(즉, 기호와 의미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미론(semantics), 그리고 대화상 의

미를 연구하는 화용론(pragmatics) 등이다. 이들을 한데 묶어 이론 언어학(theoretical 

linguistics)이라고 한다(그림 1－3). 이 책은 이들 언어학의 핵심 분야를 다룬다. 

학제 간 연계 분야

이들 분야 외에도 언어는 인간 정신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언어 자체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언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여러 인접 학문과 밀접하게 연

계함으로써 학제 간 분야를 형성한다. 다음에서 각 분야를 간략히 소개하였고, 논의

가 필요한 몇몇 분야는 제10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언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인간이 언어(모국어와 외국어)를 어떻게 습득

하는지에 관해 연구한다.

●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언어 습득과 언어 사용 시 작용하는 인간의 내재

적·정신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 신경언어학(Neurolinguistics)：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로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언어 발화와 이해 그리고 습득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한다.

●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언어와 사회 구조, 언어적 변이와 언어에 대한 태도

그림 1－3 언어학의 하위 분야

음성학 화용론통사론 의미론형태론음운론

말소리 발화의미문장 문장의미단어음체계

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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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언어가 시간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 언어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전산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언어학과 컴퓨터 간에 상관관계를 연구

하는 학문이다(＝컴퓨터 언어학).

●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언어 교수(language teaching), 번역, 정치에서 

사용하는 언어, 광고나 법정 등과 같은 영역에서 언어학적 방법이나 결과를 응

용하는 학문이다.

● 인류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말의 형식과 담론의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 언어병리학(Speech－Language Pathology)：언어의 이해 및 산출과 관련된 장애를 

예방, 진단 및 치료하는 법을 연구한다.

● 청각학(Audiology)：청각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된 이론 및 임상에 대하

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언어 코퍼스(말뭉치)는 자료 분석, 훈련, 시험

과 같은 특정 목적의 연구에 적합한 언어 자료로 말이나 글의 집합체를 말한다. 

코퍼스 언어학은 코퍼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언어에 관해 연구하는 학

문이다. 말뭉치언어학이라고도 한다. 

● 법 언어학(Forensic Linguistics)：언어와 법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한다. 연구 대상

으로는 법정 담화의 유형을 분석하거나, 법정에서의 통역과 번역, 재판과 관련

한 어린아이와의 인터뷰, 문서 작성자에 대한 추정,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증거 등이 해당된다.

● 음성공학(Speech Engineering)：인간과 컴퓨터가 음성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

화하게 하며, 음성학과 공학과의 융합으로 말소리를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다.

상기한 분야들 외에도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통계언어학

(statistical linguistics),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언어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분야들이 있다. 이들을 공부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학문이 바로 언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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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글보다 1차적인 증거

언어는 말(speech)로 또는 글(writing)로 표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은 말

보다 더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말은 일단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한다. 자칫 부주의하

게 나오기도 하고, 와전되기도 하고 쉽게 변화하기도 한다. 반면에 글은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정확하며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말은 글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차적이고 부수적

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잘못된 편견이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살펴보자.

● 글은 말보다 더 나중에 발달된 역사적 소산물이다. 인류학자들은 구어는 수십만 

년 전에 사용된 데 반해, 글은 최초 슈메르인들에 의해 약 6,000년 전부터 사용

하기 시작하였음을 밝혔다.

● 글이 있는 언어(3,000개)는 말이 있는 언어(7,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글 없이 말만 사용하는 인류는 존재하지만 말 없이 글만 사용하는 인종은 존재

하지 않는다. 

● 말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습득되지만, 글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난 환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터득한

다. 하지만 문자 체계는 복잡해서 일부러 배우지 않으면 터득할 수 없다.

● 신경언어학적 증거는 뇌에서 문자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이 구어를 처리하는 영

역에 포함됨을 보여준다. 이는 구어는 뇌의 독립적 영역을 점유하고 있으나, 글

은 그렇지 못한 증거이다.

이들 증거는 “말이 1차적이고 글은 2차적이다”임을 잘 보여준다. 언어를 대변하는 

가장 직접적인 산물은 말이다. 글은 말을 대변하는 또 다른 물리적 매개체일 뿐이다. 

말은 생각을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이지만, 글은 구어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형

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