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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역사-비교언어학은 18세기 말에 유럽에 팽배했던 민족의 뿌리를 찾으

려는 낭만주의이념과 인도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는 지라적 발견과 식민지확장의 결과 인구어 외의 언어권과 접한 데

에있다고할수있다.
역사-비 교언어 학은 8opp(1816) 가 정 립 하고 Schleicher (1861) 가 체 계

화하였고 젊은이문법학화시대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역사-비교언어학
의 주요 연구대상은 음성학과 형태론 동 언어의 형식적인 변인데 그 이유
는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의 수용으로 언어의 형식적인 면을 비교의 대상
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80때 역시 언어의 내용

보다 형태연구에 치중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현상에서 규칙성을 추출해 내
기 위해서였다(R. J;없tkowsky， 1972: 짧) . 한편 역사-비교언어학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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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비교의 토대가 되는 제 3의 기준을 통하여 둘 또는 다수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인데， 그 목적은 언어의 모든 체계를 비교뼈
기술하는 데 있지만(실제로는 언어의 부분적인 영역만을 비교하게 된다) 그
근본목적은 인간사고의 원형을 탐구하는 데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전제로 하는데 인구어

개별어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의 정도는 역사 비교언어학의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다. 비교언어학(비교문법) 이라는 용어는 언어체계를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Schlegel (1808) 이 처음사용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고도의 개
연성을 지닌 가셜로서 비교를 통해서 가상의 공통조어를 재구한 다음 다
시 재구된 공통조어에서 서로 다른 개별어가 어떻게 분기되고 발전하였는
가를 규명한다. 이런 역사 비교언어학의 이중적인 목표설정은 P1aton의
이데아( (국가) : 504d)와 유사성이 있다.

인구어 비교-언어학:J.}들은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잊혀진 것으로 여겨
졌던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다시 찾았다. 고고학자들이 삽과 곡팽이로 문
화유적을 발굴해내듯이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단편적인 문헌을 토대로
하여 오천여 년 전 인구어 공통조어시대의 어형과 사회상을 재구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가장 큰 특정은 언어를 역사적 창조물로， 즉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통일체로 여기고 현재의 어형을 토대로 과거나 미
래의 어형을 셜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당시 사상가
들인

Hegel. Marx,

버win 둥은 모든 사물의 진화에 관한 역사를 모르면

그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19세기 언어연구방법의 특정은 역사적 연구방법， 실증주의적 연구방

법， 즉 자연과학의 범주와 방법론의 수용， 진화로서 언어변화의 목적론
적 의의로 요약된다.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는 현상
의 관찰， 연구와 셜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으로 이루
어진다.

Cuvier (1812) 의

해부학의 경우 비교해부학이론이 그 당시 언어학자들

의 언어구조에 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Lyell의 〈지질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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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전 단계의 언어변화를 현
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요인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적 원칙을 언어
학자들에게 제공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을 정확혀 이해하
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철학적 사조는 물론이지만 그 발전과정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과정은 1) Bopp, Rask,

Grimm 둥이 대표하면서 낭만주의 철학과 부분적으로는 Humb이dt 의 언
어철학에 토대를 둔 초기단계，

2) 19세기 중엽 Schleicher 에 의해서 절정

을 이루며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확립단계， 잉 역사 비
교언어학 발전의 절정기로 취약점을 극복하고 극단의 자연주의 언어이론
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젊은이문법학파 시기， 즉 심리적

연구방법이 도입된 3단계로 구분된다.
본 논문의 집필목적은 1)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과 발전과정을 약술
하고， 2) 그 연구방법인 비교방법에 관해서 기술하고， 3) 비교방법으로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었다. 필자는 특히 언어학을 정
밀과학으로 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비교방법의 발전과정올 분석
하고 기술하는 데 역정올 두었다.

2.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과 발전

고대 인도인이냐 회랍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언어의 역사적 발전에 관
해서는 연구를 둥한시했다.

17,

18채기의 언어학자들 역시 Aristoteles나

P없ini시대와 같이 언어의 역사적 변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컨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 단계의 언어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

지 않고 관념에 의거하여 선험적으로 고찰했다. Port-Royal의 문법학파

와 Condillac의 문법이론과 같이 문법은 형식논리학의 일부분이었다.
역사 비교언어학에 관한 연구는

Dante , Scaliger, Ludolf 등이 시도하

였다. SCaI땅er (1540-1609) 는 유럽의 모든 언어를 4개의 큰 어족과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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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어족으로 분류하고 이 언어들간의 신， 즉 ‘Gott’를 뭇하는 단어를 수
집 하여 음운대웅관계를 비교했다 (Rob띠s， 1967: 166f.). 음운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어휘목록은 18세기에 언어의 역사적 비교연구의 필수적
인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반하여

Ludolf (1624-1704) 는 어휘의 유사

성은 친족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차용으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법체계를 비교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Adelung(1784-1832) 은 언어관계의 친족관계 정도를 이미 구분

하였고(Jankow없，

1972: 23f. , 2服. ), Kate (181 9-1889) 는 그 당시 지식수

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한 방법으로 어원과 음성에 관한 연

구를 했으며 Rask와 Grimm의 선구자가 되었다. 산스크리트， 회랍어， 라
틴어， 게르만어의 규칙적인 음운대웅관계가 밝혀지자 인도어와 유럽 언
어들간의 친족관계를 가정하게 되었다.

Coeurdoux(1767) 는 Aca dénúe

des lnscriptions에 보낸 보고서에서， ]ones(1786) 는 Royal Calcutta Society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리고 이 무렵 없뼈lo1omeo 역시 이들 언어간
의 친족관계를 주장했다 (Meillet-안intz， 1909: 274).

그러나 Scal땅er， Lud빠" Adelung, Kate 둥 선구자들의 연구와 관심 이
Rask와 Bopp 이후로 언어학자의 큰 흐름을 이룬 역사-비교언어학 발전
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었다.

19세기 자연과-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모든 연구의 일부분으
로서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은 다른 요인으로 이룩되었다. 르네상스 이

후 학문은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학문적인 명제는 신학적 존재론
대신에 이성적인 추론에 따라 유도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시민
층이 승리한 결과 한 민족 한 국가라는 낭만척 정치이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형성에는 언어학자들의 공헌이 컸다. 역사 비교언어학자
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당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을 맺고 있었는
데， 예컨대， Grimm은 1847년 게르만 학자대회에서 한 민족은 같은 언어

를 사용핸 사랍들의 총체라고 했다(Maas， 1973: 32κ ) .
그러면 역사{비교언어학 즉 통시언어학이 정립되는 데 직접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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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것은 무엇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Boretzky.

1977: 18f.; Me i11et-Printz.

1 9C깨:

27 4f.).

1) 지리적 발견과 식민지화 정책을 통하여 유럽 언어 외의 다른 언어
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산스크리트의 발전은 역사 비교언어

학 발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Jones (174&-1794) 는 산스크리트와 희

랍어， 라틴어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고트어， 캘트어간의 친족관계를 인
지하고(1 786) 이 언어들이 하나의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산스크리트에 관한 언어학적인 관심은 Schlegel의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lndier(l뼈)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산스크리트는 인구어 공

통조어와 형태론에서 매우 오래된 유형이라는 닮은 점이 있고 자음체계
도 유사하기 때문에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1)
물론 Jones가 비교한 언어간의 친족관계는 그 당시 로만스어와 슬라브

어같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든 언어가 어떤 하나의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언어간

의 구체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다는 확증은 역사
비교언어학의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Pedersen，

1965: 24lf.).

문헌학은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는 못했다
(Mei11앉- Pri ntz, 1909: 209f.). 그러나 문헌학자들이 고전어를 자세히 연구
함으로써 새로 발견된 인구어를 확실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고전어와 비

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역사-비교언어학자들에게 제시했다. 역사 비교언
어학이 }+실상 인도-게르만어학 (Indo양rma띠빼)이 된 것도 이러한 이유

에서이다. 인구어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풍부한 문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인구어족이 세계의 학문을 지배했으며 인구어 학자들이 모국어의 역
사적 연구에 한충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명백한 일이다.

1) 산스크리트가 없다변 인구어 공통조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산스
크리트는 공통조어의 음운론과 형태론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서 실제적인 언어자료의 고찰올 통해 공통조어의 문법적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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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그 당시

Herder, Goethe

둥이 주도한 낭만주의의 팽배로 해서 민족

의 뿌리를 찾으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공통조어의 재구와 자기 민족의 역
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올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민족국가와 문화

의 형성과 발전과정， 역사의 원동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인
간 정신활동의 발전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
므로 가장 오래된 문헌과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던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낭만주의자들에게 한 민족의 언어는 곧 그 민족정신
의 발로로 여겨졌던 것이다. 언어， 시， 민족과 역사 둥에 관한 낭만주의
사상은 초창기의 역사 비교언어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 후에는
종교적， 역사철학적， 민족적 동기에서 유발된 관심의 바탕 위에서 언어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 연구대상으로 주목하였다. 인구어의
가장 오래된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중심과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친족관계의 해명， 공통조어의 재구， 언어변화 현상과

발음기관의 역할， 언어발전의 실체， 언어변화와 다른 영역의 변화와 비
교， 언어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둥 일련의 일반적인 문제가 언어연구에

서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주로 독일과 덴마크 학자들이 인구어 역사
비교언어학을 정립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Jones가 직관보다는 언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으로 언어
의 친족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물론 Jones의 이론은 다소나마 직감
적이면서도 그의 견해 자체가 정확하므로 오늘날의 엄밀한 과학적인 연
구결과와다를 바 없다.

Schlegel (1808) 은 산스크리트는 게르만어， 이란어， 희랍어， 라틴어 둥
과 친족관계에 있으며 이 언어들간의 유사성은 어근은 물론 언어의 내적

문법구조에서도 냐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일치는 언어차용 둥 인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한
다.2) 그런데 언어비교 방법에 관한 엄격한 기준은 Schlegel이 처음 제시

2) Schlegel의 친족관계에 관한 견해는 Jones의 것과 비슷하지만. Jones 와는 달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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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어형이 세부적인 점에서까지 동일해야만 동일어형으로 간
주하였으므로 어형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들이 원래 통일어형이었다는 사
실이 확증되어야 하고 그 변화를 야기시킨 조건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

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언어를 비교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휘는 물
론 언어체계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비교언어학의 정립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Schlegel은 언어의 체계를 비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교문법이라는
용어를처음으로사용했다.3) 비교언어학의 초창기에는산스크리트에 관
한 지식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나 산스크리트를 과대평가하

는 경향이 있었다.Sc비egel도 Jones처럼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인구어의
친족관계를 실제로 확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근은 물론 언어의 내적

구조를 토대로 하여 인구어의 친족관계를 입증하려는 그의 첫 시도는
Jones를 능가하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Schlegel의 언어변화에 관한 이론
과 언어의 분류방법은 새로운 것은 아니나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언어이
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개별적인 어휘를 비교하기 위하여 Schlegel이 제시한 조건은 Rask가
수정 • 보완하였는데， 그의 이1앤suchung über den Urs，αWJg der aJten
nordi낯hen oder ísJändi농hen 생7lche(1814) 에서 보면， 수사， 대명사， 친

족관계를 나타내는 명칭과 인체 각 부분의 명칭 동 잘 사용되지 않는 소

위 기본 어휘가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어， 비교되는 언어의 문법체계의 토

대 위에서 어휘가 비교되었다. Rask는 이러한 비교방법을 통하여 그린랜
드어 (Grön빠n벼sch) ，

바스크어 (Baskisch) , 핀랜드어 (Fi띠sch) 와 랍랜드어

(Lappisch) 는 서로 친족판계가 성립되지 않는 반면에 슬라브어와 려투아
니아어 (Litauisch) 는 친족관계에 있음을 입증했다.

스크리트가 인구어 공통조어라는 그의 주장은 진부하다.

3) 언어비교 방법은 문헌학자들이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그 기본 원려는 텍스트 비판
의 원칙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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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언어에서 특정음은 다른 언어얘서， 즉 그와 대웅관계에 있는

음은 원래 그와 동일한 음이었지만 다른 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Rask
가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언어학에서 방법론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난다. 이러한 대웅관계는 언제나 규칙적이므로 규칙적인 대웅
은 완전히 통일하다는 말과 같다. Rask의 음운대용관계에 관한 이론의
정립과 함껴 언어비교 방법의 제 2단계가 전개되었다. 언어학자로서 Ra sk
의 취약점은 Bopp와는 달리 산스크리트에 관한 지식이 없이 언어비교를
시도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Ra와는 이 모든 언어가 원래 하나의 공통조

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 즉 원래는 동일한 언어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상
의 공통조어 재구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슬랜드어의 어미가 회랍어나 라
틴어의 것과 일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확증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연구방법은 Bopp의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인상을
준다 (Meillet-안mα， 1909: 277f.).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비교 방법은 Bopp

가 정 립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4) 그는 Uber
SanskrilSjαëlche

en,

in

VergJeichul핑

das Con뼈ationssystem der

mit jenem der griechischen, Jateinisch-

persl，능chen 때dgem뻐æhen 없ache(1816) 에서 처음으로 이 언어

들의 동사 형태구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이 언어들이 서로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동사형태의 형태론 분석만으로도 확증되었기

때문에 읍운대웅관계는 문제시되지 않을 정도였다. 예컨대， 형태로는 서
로 유사한 어휘가 동일한 어휘에 속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 음운의 유사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형태구조의 일치 즉 본질적인 동
일성이 확증되어야 한다.5)

4) Meillet는 Colurnbus가 인도에 가는 항로를 찾으려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듯이
Bopp은 인구어를 셜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비교언어학을 정립했다고 했다(I bid. ,
276).
5) Bopp의 형태구조 비교를 토대로 Jones 가 친족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언어들은 어휘
는 물론 의미와 형태구조에서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비교언어학자들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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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p는 개별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고대 인도어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
했는데 이러한 비교는 그에게는 수단에 불과했고 그 주목적은 가장 오래

며 적게 변화한 단순한 형태를 규정함으로써 언어형태의 본질을 설명하
는 데 있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그의 저서에서

도어의 미래형을 동사어근에

ai. as

sya- 로 끝나는 고대 인

‘sein’을 첨가해서 형성된 교착동사 6)

로 간주했다. Bopp (l 833-52: i) 는 언어를 유기체적 관점에서는 물론 물리

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언어의 유기적인 체계를 기술하고 물리적 • 기
계적인 언어법칙을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Bopp는 거의 모든 인구어의 동사체계를 비교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문법적 영역까지도 비교 • 연구하여 비교언어학의 완전한 기틀을 마
련했다. 그의 모든 연구의 결과는 세 권의 방대한 저서인

VergJeichende

Grammatik der Sanskrit, Zend, Griechischen, La teinischen, Litaui
schen,

AltsJa 띠'schen，

Gottischen und

L농utschen (1833-52) 에 집대성되었

다. 이외에도 그는 Berliner Akademie-AbhandJw쟁에서 켈트어가 인구어
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는 주로 형태론， 특히 어미분석에 치중

하여 음성학과 통사론에 관한 연구를 등한시했다. 한편 그는 말레이시아
-폴리네시아어와 남코카시아어를 인구어족에 포함시킨 과오를 범하기도
하는 한편， 공통조어시대 이래 계속되는 언어변화를 언어 본래의 형태의
파괴로보았다.

언어비교 방법은 Rask 7) 가 끼친 영향은 물론 게르만어에 관한 집중적
인 연구경향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8) 그 당시까

6) Bopp가 교착현상의 개념을 처음으로 동사에 적용했는데， 이 개념은 그의 후기 저
작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당시 동사를 계사 Koppula 와 술어
Prädikat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그가 ai. tap-sya-ti ‘er

\\’

ird brennen ’

을 ‘er 씨rd sein brennend’로 분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I bid .•

7)

275).

Rask는 1811 년에 아이슬랜드어 문법서의 서문에서 문법이란 어휘를 어떻게 형성
해야 하는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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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언어비교 방법을 토대로 하여 Grinun은 게르만어 즉 고트어， 독일

어， 영어， 스칸디나비아어를 비교한 저서 Deutsche

Grammatik 1(1819) 9)

을 출판했다. 그러나 그는 1818년에 발표된 Rask의 고대 북유럽어에 관
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즉시 Deutsche Grammatik의 작업을 중단

하고 1822년에 이미 출판된 재판의 개정판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Grinun
은 Ra않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또 그의 이론을 확대 • 보완하였으며， 한
언어의 음운체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했다. Grinun은 처

음으로 음운법칙을 공식화(도식화) 했는데， 현대 역사언어학은 그의 이론
에 바탕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의 연구결과는 언어자료의 정
확한 관찰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 Grinun은 조직적이고 완벽한 비교를
통하여 음운대웅관계를 발견했으며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 어군에 속하는
모든 방언을 가장 오래된 형태부터 차례로 기술했다.
언어를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통일체로 간주하고 현재의 어형을 토대
로 해서 과거나 미래의 어형을 파악할 수 있고 문법을 언어사로 정립한
것은 Grinun의 가장 큰 업적이다. 즉 언어의 역사적 요인이 처음으로 언

어연구에 도입한 사랍은 G디nun이란 돗이다. Grinun의 언어비교 방법은
전래된 언어단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의 비교를 가장 중시하며 이러한 단계

의 비교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언어비교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언어비교
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Grinun에 따르면 언어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규칙적인 차이점을 내포해야 하므

로 형태상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통일한 어형으로 볼 수는 없다. 방법론으
로 Grinun의 방법론은 Rask의 그것을 능가하며 비교언어학사상 또 하나
의 결정적인 단계를 이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hlegel 은 완전히

8)

Diez의 Grammafik der romannischen Sprachen

H Il (1 836-1843) ,

Zeuss의

Grammatica CeJtica (1 853) , Miklosich의 Vergleichende Grammafik der slavischen Sprachen

HV (1852-1875)

둥의 게르만어가 아닌 언어에 관한 연구도 점차

활발히 진행되었다.

9) Deutsche Grammatik 1 의 초판에는 음운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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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어

p (ndt.
(eng.
t (eng.
k (eng.

peerd)
hope)
ten. hate)
com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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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독일어

어두

어중

pf (pferd)

ff (hoffen)

ts (zehn)
ch (chumme)

ss (hassen)
ch (machen)

일치하는 어휘만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 Rask는 어휘가 서로 일정하게
다르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Grinnn은 어휘가 오직 일정하게 다

르기 때문에 동일한 어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Pott는 그의 선배 학자들의 이론올 바탕으로 어원연구를 하나의 학문
으로 체계화했다.

그의 저서인 많끼1010gische ForschU1쟁en auf dem

Ge biete der indogennanischen Sprachen (1833-1836) 은 이 방면의 표준서
가 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언어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
다.Pott의 이론에 따르면 해당 언어의 음운대웅관계에 관한 정확한 규칙

을 셜정할 수 없다면 어원연구의 결과률 입증할 수 없을 뿐더러 연구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는 어원연구에서 모호한 단어의 의미보다는 철자
를 중시하고 Grirnm의 게르만어에 관한 음운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그

자체만도 언어에 관한 많은 철학적 고찰보다 더 가치가 었다고 역설했다.

즉 Pott는 어원론과 인구어 비교음운론을 동시에 정립한 셈이다.
비교언어학의 발전과 더불어 문헌학， 특히 산스크리트， 고대 슬라브

어， 게르만어 둥 개별어에 관한 문헌학이 새로운 언어이론의 연구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 한편 문헌학이 비교언어학
의 발전에 기여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비교언어학이
정립되었을 때 고전문헌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Wolf가

문헌학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문헌
학의 거장인 Hermann, 고고학파의 창시자이자 비문 수집가인 Boeckh
둥은 새로 정립된 비교언어학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 그 당시 문헌학

20

인문

· 사회과학의 비교연구방법

자들이 비교언어학자들이 해당 언어에 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문헌학

자들이 확증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방법에 의거하여 그 언어에 관하여 언
급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Meil1et- Printz，

1909: 긴9f.).

10)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문헌학과 비교언어학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고 문헌학
이 비교언어학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Schleicher는 19세기 중반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교언어학자 중에 한 사
람이며 읍운론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역사 비교언어학에 관한 많은 저술
을 남겼다. 그의 저서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은

Compendium df'r

I,'f'-

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nnanischen S]αë1chen (1861 -6:낀 이 다.
젊을 때 이미 유럽제국의 언어에 능통했던 Schleicher는 현장실습을
통해 리투아니아어 11) 문법서를 집펼하여 주목을 끌었는데， 리투아니아
어의 고대 텍스트에 의거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직접 연구

•분

석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언어를 기술하였다.12) 특히 이 문법
서는그가 1857년에 리투아니아어의 민담， 노래， 수수께끼， 속담등을수
집하여 어휘집과 함께 발간한 책의 자료를 토대로 집필하였는데， 특히 통

사론에 관한 세밀한 연구를 이 문법서의 특성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
문법서는 연구목적， 연구대상의 선정면에서도 기념비적인 저술로서 오늘
날에도 리투아니아어의 체계적인 문법서로 간주된다.

Schleicher의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

ennanischen Sprachen 이 출판된 이 래 공통조어 재구방법 이 확정되고 나
서 Fick은 1874-76'년 에

Vergleichendes 뼈rlerbuch der indogennanisch

10) 비교언어학자들은 문헌학자들이 대단히 중시하는 통사론을 둥한시했다， Kuhn에
의하여 1852년에 창간된 Zeits마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 (원래 신
화 비교연구가 옥적이었음)의 창간호부터 차례로 읽어본다면 비교언어학의 이론
이 얼마나 불확실했던가를 알 수 있다.

11) 현재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가장 고용의 언어가 리투아니아어이다.
12) Schleicher는 리투아니아 문법서에서 음성학을 그 조어론 및 형태론과 동일하게
취급했는데， 이 사실은 음성학 연구방법론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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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Sprachen 을 출판했다. Fick은 이 책에서 인구어 공통조어 즉 원형을
토대로 하여 이미 대응관계가 분명히 밝혀진 어휘를 규정했다. 그 결과
인구어의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그가 수집한 언어자료는 정확하여 인구

어 비교언어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교문법의 발전에 따라 그 방법론도 향상되어 외형으로는 불규칙적인
언어변화가 음운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규칙적인 변화라는 사실도 밝혀졌

다. Grassmann (1 863) 은 인구어 공통조어에서 모든 유기음이 연속되는 두
음절에 동시에 나타났으나 희랍어와 고대 인도어에서는 두 유기음 중 하

나는 이화작용에 따라 단순한 파열음으로 되었다는 사실 즉 Grassmann의
법칙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ai. dh =gr. 8 =없m. d =gerrn. d (got. d.

ahd. (), ai. bh = gr. ph =따m. b = gerrn. b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
Verner (1 876) 는 인구어의 무성파열음 p , t , k는 규칙적으로 제 1 차 음
운추이에 따라 무성마찰음 v (f), p, x로 되었는데 그것들이 유성음과 결

합되고 주 액센트가 그 바로 앞 음절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유성마찰음

b, d, g로 되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Verner의 법칙을 통해서 제 1 차 음
운추이의 예외현상의 원인이 규명되었는데 이 법칙은 원시 게르만어에
인구어의 액센트 관계가 존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게르

만어 문법 에 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Verner는 Leskien이 그의 저
서

Declination im Slavisch-Litauischen und Germanischen (1 876) 에셔 주

장한 논제 즉 전수된 어떤 격의 형태도 음운법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
다는 것， 소위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 13) 을 실제로 언어자료에

의거해서 입증한 셈이다. 음운법칙에 예외가 없다는 논제는 O엄lOff와
Bn핑mann 5끽

MOl찌1010gische Untersu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78) 의 첫 호의 서 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
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어느 한 언어공동체내에서 기계적으로 일어나

13)

음운변화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은 Sch1eicher나 Curtius의 이론에 내포되었으며
1875년에 Scherer가 이미 이에 관하여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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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음운변화는 방언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그 결과가 동일하며 예

외는 있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일어났는데 음운변화의 본
질과 원인이 완전히 밝혀져야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Meillet에 의하면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은 현대 언어의 발전
과정에서도 관찰되는 사실과 일치할 뿐 아니라 방법론의 규칙으로도 적

합하다. 이 원칙이 그 이후의 모든 언어연구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러한 원

칙의 이론상 유효한 영역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Schuchardt 자신도 사실상
이 이론에 의거뼈 언어에 관한 고찰을 했다 (Mei1l얹-Printz. 1909: 286).
조음과정의 음성생리학적 측면에 관한 본질적인 연구는 Sievers의

Grundziige der Lautphy:냉이앵ie.

Zur

Einführur，핑 in das Studium der

La utlehre der indogel711anisε'hen ψãchen (1 876) 에서 이룩되었고 그 이래
로 음성학은 체계적이고 매우 엄격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음성학
은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기본원칙 14) 이 확정된 후부터 인구어 역

사-비교언어학은 많은 발전을 했는데 이 원칙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한다(lbid. : 잃3f.) .
첫번째， 음운법칙의 예외현상을 셜명하기 위하여 심리학의 개념인 유

추현상을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유추작용에 따른 언어변화가 인정은 되
지만 유추작용으로 셜명할 수 없는 개별적인 언어변화가 존재하는 한 유

추현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Pa띠 (1쨌) 은 유추작용의 심리적 이
론을 정 립 했고 Os야10ft와 Brugmann (1878) 은 유추작용에 따른 언어변화
의 많은 실례를 제시했다. 15) 물론 유추현상으로써 음운변화의 모든 모순

14) 이 원칙이 확정된 후 인구어 음운체계 특히 모음체계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자세한 것은 Ibid.• pp. 286-짧9률 참조할 것.
15) 이 외에도 Osthoff의 논문 “ Zur Geschichte der Perfekts" (1 884) 와 V. Henry의
Etude sur ranaI ogie en géneral et sur les formations analogiques de la Ia ngue
grecque" (1 883) 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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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해명할 수는 없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언어자료가 통일성이 없

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모든 방언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언어변화를
한다. 따라서 근원이 서로 다른 언어형태를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언
어변화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셜명하기 위해서는 언어 상호간의 영

향에 관한 정확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라틴어에
다수의 희랍어가 차용되었고 게르만어에 수많은 라틴어의 어휘가 포함되

어 있다는 동의 사실이 밝혀졌다. Hübsdunann은 이 방면에 관한 연구에
큰 공헌을 했는데 그는 1876년에 이란어에서 차용된 어휘를 제거함으로

써 아르메니아어 (Arme피sch) 가 인도 이 란어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고
유의 언어임을 입증하여 아르메니아어 비교언어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두번째， 언어변화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 유추작용， 방언， 차용과
모음체계에 관한 철저한 연구결과에서 모든 개별어의 비교문법이나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수정 •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언급

한 학자 외에도 Mahlow는 인구어에 관해서，Ba빠lo1omeo는 인도 이란어
에 관해서，

Wackernagel , Solmsen, Sch띠ze는 회 랍어 에 관해서， Stokes,

πmrneyses，

Wi ndisch, Zimmer는 켈트어에 관해서，

Kl uge , Paul ,

Sievers는 게르만어에 관해서， Bezzenberger는 리투아니아어에 관해서，
Courtenay는 슬라브어에 관해서，

Leskien은 발트-슬라브어에 관해서，

Havets는 라틴어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 16)

독일 학자들과 소수의 덴마크 학자들이 했던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

에 관한 연구가 점차척으로 전유럽에 확산되었다. Brl없l은 Bopp의 방대
한 문법서를 1866-1872년에 프랑스어로 번역했으며 1866년에는 또한

Societé de linguistique de p，따lS가 창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역사 비교언
어학은 새로운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언어학자들은 가장 오
래된 고전이나 비문은 물론 그 당시 사용되었던 방언까지도 연구의 대상

16) 이들 외에도

Pedersen

Kretschmer, Meriager,

Sσaitberg，

Hirt,

둥도 비교언어학에 판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

Johanssen,

u1’j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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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였다. 특기할만한사실은개별어에 관한비교연구가활발히 진행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비교언어학의 중심과제는 본
래의 목적이었던 공통조어의 재구에서 모든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로 전환되었다. 또 한편 비교방법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재구된 인구어 공통조어에 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1875년부터 1880년 사이에 비교언어학은 절정기를 맞이 하였다.

년에 Schleicher의

1874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의 4판이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매
우 유익한 참고서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880년경에는 새로 출판된 Bopp
나 Schleicher의 비교문법서는 역사적 가치만을 지니게 되었다.
Meyer의 Griechischen Grammatik(1880) 은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여
집필한 비교문법의 참고서로는 첫번째다. Meyer와 Hübschmann 의 연구
결과로 알바니아어 (외banesisch) 와 아르메니아어는 처음으로 인구어 비

교문법서에 포함되었다. 1897년부터 Brugmann과 Delbrück의 Grund

n ï3 der F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이 출
판되기 시작했다.Brugmann은 여기에서 음운론과 형태론만을 취급했으

나 Delb띠ck는 Bopp와 sc비eicher가 취급하지 않았던 통사론을 집필하였
다 17) 한편 B뼈1은 일련의 논문 ‘않ai de sérnantique" (1880) 에서 문법적

형태는 물론 어휘의 어미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당시 둥한시되었
던 의미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구어 역사 비교언어학사상 초기의 특징은 인구어의 개념규정 및 친
족관계의 규명과 풍부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공통조어의 재구방법

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심과

제는 언어변화와 개별어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로 전환되었다.

17) Oelbrück은 통사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으며 역사-비교통사론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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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여 러 현상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체계화하며 한걸읍 더 나아

가서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경험을 통일된 원리에 따라 체계화
하는 언어이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어학의 연구대상， 연구방향， 연
구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언어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은 복잡한 언
어현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며， 언어학의 급속한 발전
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역사 비교언어학의 목적은 항상 진화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당시의 역사주의이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비교언어학 연구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특정은 역사적 연구방법， 즉 언어의 통시적 연구방법이다.
Schleicher가 어느 사물에 관해서 그 진화의 역사를 모르면 그것에 관해
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고， Paul이 역사언어학 외에 또 다른

과학적인 언어고찰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만 보아도 그 당시
역사주의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역사 비교언어학자들은

문헌에서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 비슷한 형태를 찾아 비교하여 귀납적으
로 언어변화의 규칙성을 유도한 다음 공통조어의 재구를 가능하게 하는
음운법칙을 공식화하였고 또한 언어간의 친족관계의 정도를 규명했다.
비교와 역사는 서로 다른 개체들의 종합을 전제로 하며 언어자료의 비

교는 비교만을 위한 비교가 아니었고 사실에 대한 설명과 보편화를 위한
것으로 유형학의 근본이 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비교의 기준은 보편문

법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이상화된 의미장(意味場)의 불변형과 변이형의
목록이다. 이 목록을 근거로 해서 여러 언어에는 변이형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한다 18) 물론 언어간의 의미나 음운상의 절대적 대응

18) 보펀문법은 언어바교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한다. 예컨대 보편문법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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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계는 체계적으로 연관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확정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해당언어의 어휘， 의미， 문법 등의 체계비교를 통해

서 확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음성적인 면의 대옹관계를 가정한 후에 의

미쪽의 대응관계를 해명하거나 그 반대다. 예를 들면 친족관계가 불분명
한 두 언어의 음성적인 면， 즉 표현체계만이 알려져 있을 때 이들 음성적

으로 유사한 어휘간의 의미면에서 대웅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서 확정할 수 있다(Amirova et al., 1975: übersetzt

von Meier, 1980: 266f.).

1) 두 음성형태의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로 소급될 때
이 두 형태는 의미면에서 서로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찌 음성적으로 유사한 두 형태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두 언
어의 어형들이 한 언어형태의 의미가 비교의 대상인 다른 언어형태
의 의미와 동일함이 확증된다면 이러한 어형들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본다.

3) 음성적으로 유사한 두 형태의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두 언어의 어형들이 서로 다른 의미가 이러한 다른 유사한 어형들

과 동일한 의미에서 생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러한 어형들은 서
로 대웅관계가 었다고 여겨진다.

언어형태의 비교를 통해서 의미의 대웅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
한 작업이 바로 어원론19) 이며 이것은 대웅판계에 있는 언어형태를 총괄하

하는 의미목록(내용)올 토대로 해서 개별어간의 변이형올 비교하여 친족관계를

규명한다.

19) 어원론은 의미장내에서 체계척인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의 총체에 기초하며 둘 또
는 그 아상 언어체계의 비교흘 통해서 이 요소들간의 의미관계를 분석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토대로 비교된 상이한 체계에 속하는 요소들간의 의미상의 연관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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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이 되는 의미체계로 성립된다. Pott의 Etymologísche ForschUl쟁

en auf dem Gebiete der indogennanischen ψ-achen (1883-36) 에서 체계
화된 어원론은 의미형성과 의미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다.
어원론에 바탕을 둔 연구결과는 보편문법에 의한 것과 다음과 같은 점에
서 본질적으로다르다.

1) 어원론에서 의미체계 비교를 통해서 해당언어간의 형태상의 연관
성이 제시되지만 보편문법은 그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낀 어원론의 연구대상이 되는 언어단위 즉 어휘는 문헌에 기록된 언어
체계에서 선정되는 데 반해서 보편문법은 이러한 단위를 실존하는
언어체계가 아니고 이상화된 의미나 개념의 체계에서 선택한다.

어원론을 통해서 체계의 비교가 가능해졌으며， 또 한편 상이한 언어

간의 의미론적 연관관계를 개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어원론 연구방
법의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른 두 고찰방법 이 가능하다 (Amirova et

al., 1975:

디bersetzt

von Meier, 1980: 268-276

참조) .

1) 언어간의 유사성 정도는 당해 언어의 내적 변화의 특성과 물질적
요소의 변화로써가아니라그언어를사용하는민족의 문화적 공통
성의 정도나 영토의 접근거리 둥에 따라서 확정된다. 따라서 유사
성 정도의 차이는 영향을 주는 요인의 양적인 관계로 결정되는데
언어연합이나 언어체계간의 간섭현상 둥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러

한 양적인 요인과 어훤적으로 관련되는 언어요소의 특성은 일련의
특정언어내에서 간섭현상의 관계와 그 특성에 관한 중요성의 순위
를 확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2) 당해 언어의 물질적 요소의 내적 변화의 특성이 중시되는데 이 경
우에는 실체적인 친족성에 관한 탐구가 주목적이 된다. 이러한 실

체적인 친족성은 친족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공동체를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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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기본요인이 된다.20) 실체적인 친족성의 유사성은 당해 언어

간의 계보적 분류와 재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차용된 어
휘를 제외한 본래의 순수한 어휘만의 비교에 따라 결정된다.

또 한펀 실체적인 친족성의 정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귀납적

관계에 있는

1) 비교될 언어체계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되지

않은 본래의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 목록의 대응관계를 확립하고，

2)

비교될 언어간의 문법체계의 대웅관계를 연구하고， 3) 비교될 언어에 나
타나는 음운법칙에 관해서 고찰하는 등의 방법이 적용한다.

공통조어를 재구한다는 것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러 언어가 파생된 어
떤 특정의 언어체계 (또는 그 일부분)의 이론적 기술을 뜻하는데 이러한 공
통조어는 다음에 열거한 어휘론， 형태론， 문법론과 음운론 등 여러 하위
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재구된다.

어휘론 차용어를 배제한 후 유사한 언어의 서로 대응하는 문화적 발전단
계에서 전형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어휘의 의미장을 확정한다. 이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어휘는 1) 친족관계를 표시하는 용어， 2) 신체
의 부분을 지칭하는 어휘， 3) 신의 명칭， 4) 지방의 개념이나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어휘，

5) 가축이나 들짐승 둥의 명칭， 에 식물의 명칭， 끼 가구

나 건물 둥의 명칭 퉁이다. 이외에도 대상과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
수한 동사나 형용사 등이 있는데 관능적인 지각， 운동과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나 단순한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기본어휘에 속한다.21) 여러 다

른 언어의 어휘의미장을 연대순으로 비교하면 언어분기의 특성을 개괄하
고 그 언어들간의 친족관계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22)

20)

이 경우 양적 대응관계는 친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중시되지 않는다.

21) 어떤 관계를 나타내거나 복합적으로 구성된 형용사나 행위의 미세한 차이를 표현
하는 통사는 발전된 문명단계에 형성된 어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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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론 위에서 언급된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가셜은 비교대상이 될 공
통어휘 (동계어) 뿐만 아니라 형태소의 유사성에 관한 영역까지 확대되어

한층 더 신벙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당해 언어의 친족관계 정
도는 공통적인 형태소집합의 공통어휘집합에 대한 비례관계로 확정된다.
예컨대 계통론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형태소의 수가 공통어휘의 수에 비
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친족관계 정도는 멸어지고 이와 반대로 공통어
휘의 수가 많을수록 공통적인 형태소의 수에 비례해서 많으면 정도가 커
진다. 언어분기 시기의 확정과 공통조어체계의 재구는 문법형태소와 어

근형태소체계를 취급함으로써 한충 더 구체화된다.
다음과 같은 4개의 체계가 있다고 가정하자(Ar띠rova et al.,

1975;

übersetzt von l\leier , 1980: 270).

A

B

C

D

va

、ra

ýc

ýc

{b

{b

、{d

、{d

ý길

ýf

ýf

V겉

ý[

fi

ý3

{4

이 경우에 체계 AB와 CD는 공통어근， 다시 말해서 AB는 갑와 매，

CD는 ￡와 써를 공유한다. 공통어근은 위에서 언급한 체계의 평균집합
을 나타낸다(예컨대 AnB = {갑，/b}， AnD= /ë 동) . 또 한편 모든 집

합， 모든 체계는 피 EA 등과 같이 다른 집합이 소유하지 않은 요소분배

22)

친족관계를 지칭하는 용어， 신체부위의 영칭， 신의 명칭이나 지명 등은 수를 표시

하는 낱말보다 먼저 그리고 수사는 곡물이나 가구의 명칭보다 훨씬 이전에 형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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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분배할 수 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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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행렬에서 체계 A는 B와， 체계 C는 D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웅하여 그것들은 두 개의 재구형으로 분류
된다. 그 반면에 체계 BC와 마찬가지로 체계 AD는 어근형태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한충 더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네

체계는 두 단계로 재구되는데 이 경우에 어근형태소 ￡와 자는 네 체계의
원형을 나타낸다. 위의 사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싸nirova et al..

1975; übersetzt von Meier. 1980: 271).23)

A

Rl

B

C

[휩

D

[흙

[뀐
23)

이 도식은 역사 비교언어학척 분석방법을 나타나는데 실제의 연구에서는 몇십 개

의 언어에서 수백 개의 어근형태소를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의 정도

를 규명하는 방법은 집합이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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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desh (1948) 의 연대언어학

과 Schrader(l883) 의 어문화사적 방법이 적용된다. 전자의 이론적 근거는
언어변화율이고 후자는 어휘가 존재하면 반드시 그 어휘가 표상하는 사
물이 존재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영어와 독일어 기본어휘 다섯 개를 비교하면(뻐i때， fo따，

head, !,

sun-ηer， 띠er， Kopf, ich , So nne) 동계어휘의 보존율은 60% 이다.24)

log C ,_ ____ ,_ _ 60%
"r- n/
logr= log 쁘4요 log85% =
L

=2뿔느

__

0511

<)~~~~l''l

2xO.163

= 1561

어문화사적 방법론의 테두리 안에서 금속명칭에 관해서 고찰을 해보

면 비교적 통일된 인구어 공통조어가 언제까지 사용되었는가를 어느 정
도 추정할 수 있다.

대다수의 개별어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금

(*gher-) 과 은 (*arg-) 이라는 두 귀금속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두 귀금속

의 명칭이 대부분의 인구어 개별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구어 공통조
어시대에 이미 그들이 두 귀금속을 알고 있었음을 뭇한다. 그 반면에 귀

금속이 아닌 구리， 청동， 철 동의 명칭은 모든 개별어에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지 않다. 위의 두 사실을 비교해 보변 인구어 민족이 공통조어를 사
용했던 시대는 실제로 금속기시대 이전이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인구어 공통조어는 늦어도

B. C. 2000년경 금속기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개별어로 분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윤한，

1988: 13lf.).

문법론 문법형태소는 모든 언어에서 하나의 완성된 목록으로 존재한다.
언어분기의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문법형태소뿐만 아니라

24)

소수의 동계어휘 비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

를 줄이기 위해서 정선된 다수의 기본어휘를 비교하여야 한다.

*

‘ * ’ 표시는 공통조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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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범주의 목록과 체계에 관한 고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문법범주
는 어미변화체계(곡용과 활용)와 조어법으로 세분된다.25) 어미변화 체계
는 당해 언어에서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서 나타나는데 어떤 언어의 곡용
과 활용체계 중 어느 것이 존재하는가는 친족관계의 정도를 확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예를 들면 곡용체계가 라틴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
에는 존재하는데 프랑스어에는 없다) . 다시 말해 이 가운데 어느 범주의 존

재여부는 일정한 연대순으로 당해 언어의 배열을 가능하게 한다.26) 이로

써 순수한 문법체계만을 바탕으로 당해 언어를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어휘적 가설과 문법적 가설은 상호
간의 비교를 통해서 결함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확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물론 문법형태소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문법적 가설 그
자체만으로도 정확도를 높이고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
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짜띠rova et a1., 1975: 272).

1) 어미변화체계가 의미목록뿐만 아니라 형태소목록과 일치할 경우
2) 어미변화체계가 형태소목록과 일치하지만 의미목록과 일치하지 않
을경우

3) 어미변화체계가 의미목록과 일치하지만 형태소목록과 일치하지 않
을경우

4) 어미변화체계가 의미목록이나 형태소목록과도 일치하지 않지만 어
느 한 언어의 어미나 어근이 다른 언어의 어미변화목록과 일치할
경우

5) 어떤 문법적인 일치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25)

언어의 친족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대체로 개별어의 조어방법은 산만하고 불명료
하기 때문에 어미변화체계의 비교가 중요시된다. 또한 조어법의 비교는 원칙적으

로 어근비교의 방법과 유사하다.

2fi) 어휘론의 경우 특정 어휘의 존재여부가 의미장의 연대순 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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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의 정도를 입증할
수었다.

1) 1 의 경우는 2의 경우보다 더 밀접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2) 2의 경우는 4의 경우보다 더 밀접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3) 4의 경우는 5와 3의 경우에서 문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일치가
없지만 어휘적인 면에서 친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언어간
의 친족관계가 입증되면 문법적인 형태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
별한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1) 의 경우와 같이 두 목록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문볍체계를 가

진 언어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언어체계내에서 서로 다르지만 부분적인
어근목록의 일치가 입증된다면 이러한 목록은 일반적으로 언어체계의 동

일성을 입증하는 내적인 척도로 사용되지만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어근형태소의 비교에 의해서 확정된 친족관계의 정도는 문법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한충 더 명료해진다. 그러나 문법체계의 비교 그 자체는
완전한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며 다만 어근형태소의 비교에 의한 결과가

분명하지 못할 경우에만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법적인 대응관계
는 해당 언어간의 오랜 친족관계와 언어체계의 통일성의 정도를 확증하
는 수단이며 또한 어근형태소의 분석에 의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한충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방법이다.

음운론 언어의 계통적 분류와 공통조어의 재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

준이 되는 것은 음운대응관계인데 이것을 토대로 읍운법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음운법칙 27) 은 단어는 물론 형태소에 적용되며 유사한 단어， 어

27) 현재 음운법칙의 기술， 원인 둥에 관해서 완벽하게 기술된 어족은 없다. 음운법칙
그 자체는 원래 Pott와 Bopp의 어원연구에서 발견된 부수현상인데 역사~비교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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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첨사의 목록의 분석

• 비교를 통해서 유도된다. 이 경우에 차용어를

제거한 조어에서 전숭된 어휘와 이것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형
태소만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어휘나 형태소의 부류와 하위부류

의 알파뱃순의 배열을 바탕으로 두 비교된 언어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언
어단위의 표현수단인 읍소목록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단위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서 당혜 언어의 음소체계

를 재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표현체계 즉 음소체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추론은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서 단어의 첫 음이 유성파열음이면 그것은 다른 언어의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장소가 동일한 유성파열음으로 나타난다는 형식을
취한다(Amirova et 때.，

1975: 273). 음운법칙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되며

언제나 논리적으로 “wenn ...... so ......끼라는 복잡한 판단형식을 취한다.28)

음운법칙은 내용상으로

1) 음운이나 음운군에 관한 정보， 2) 언어， 형

태소 또는 음절내에서 이러한 음운이나 음운군의 위치에 관한 정보， 3)
당해 음운이나 음운군이 나타나는 어느 한 언어나 여러 언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29)

음운법칙의 도움으로 비교되는 두 언어 또는 다수의 언어에 관한 음운

학의 기본과제가 되었다. 음운법칙의 이론도 최근 변형생성문법의 이론발전과 같
이 여러 단계의 수정 • 보완을 거쳐 정립되었다. 그 훤인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
로 언어 그 자체애 내재되어 있는 모순성에 있겠지만 연구방법론과도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방법론의 개선에 따라 언어학.7.]-들이 언어자료를 한충 더 비판적으로 분

석하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언어사실과 더욱 접근하는 이론을 세울 수가 있었

다. 음성생리학척， 심리적， 자연적， 역사척， 사회적 요인 동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인을 토대로 음운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철파는 얻지 못했고 결국 언어에 고유한 법칙이라는 막연한 철론에 이르고
말았다.

28) 따라서 음운법칙은 논리적으로 존재양화사(“és gibt ...... ")로 간주되는 음운대웅
과구분된다.

29) 이에 반해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지 않은 유사한 형태의 어근이나 접사의 음운형
태는 예외현상에 속하거나 차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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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기술할 수 있는데 음운법칙에 관한 기술은 예외현상 때문에 대단
히 복잡한 양상을띤다. 음운법칙은어원의 체계적 분류를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기준인 동시에 또한 의미변화의 형식적 한계를 제시한다. 어근이
나 접사의 형식적 변화가 일련의 문법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음운변
화는 문법적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컨대 음운법칙은 형태체계
변화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친족어에서 어원상으로 관련있는 동계어휘의 어근과 접사의 음운형태
를 분석해 보면 이것들이 모두 특정의 음운법칙의 작용결과로 공통조어

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어원론에서 어근이나 접사의
음운형태가 규칙적인 발전， 차용 또는 예외현상의 결과인지는 당해 어휘
의미의 변천사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음운

법칙은 모든 어근의 정확한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의미의 변천사
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적 기준이 된다.

음운법칙이 문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중요하다. 접사와 어근의 형
식적 변화는 일련의 문법현상의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특히 다음 사항은
형태론체계의 변화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Amirova 앉 al.. 1975: 275).

1) 음소 또는 음소군은 강조되지 않는 위치에서 소멸될 수 있다. 어느
한 단어의 접사가 소멸되었다면 당해 언어의 형태론체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a 접사를 형성하는 음소 또는 읍소군은 음운법칙에 따라 그 음운형태
가 변화되어 특정의 접사는 통합되든지 이와 반대로 형식상으로 서
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결과 당해 언어의 형태체계에 변화가 일어

난다.

3) 음소는 음운법칙에 따라 단어내에서 형태소나 음절의 위치를 전환
시키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나 단순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형태

론체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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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형태는 음운법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음운법칙은 형태

론체계 변화의 시기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위에서 논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음운법칙의 도움으로 비교되는 두 언어 또는 다수의 언어에 관한 음운
체계를 기술할 수 있는데 음운법칙에 관한 기술은 예외현상 때문에 대단
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음운법칙은 어원의 체계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기준인 동시에 의미변화의 형식적 한계를 제시한다. 어근이나 접
사의 형식적 변화가 일련의 문법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음운변화는
문법적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컨대 음운법칙은 형태체계 변화

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운법칙은 현재 언어간의 친족관계 규명에 관한 최상의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기 때문에 역사-비교언어학적 분석과 기술을 평가하는 형식적

척도로허용되는방법론적 마지막단계로서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의
절정을 이룬다.30)

지금까지 논술한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의 발전단계를 1) 어원론
•

2)

어휘적 대웅 •

5) 음운대웅 •

4.

3)

어근과 접사의 대응 •

4)

문법체계의 대웅 •

6) 음운법칙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비교방법과 공통조어의 재구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비교의 방법도

발전하여 비교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자 인구어 친족어
간의 유사 이전의 공통적인 역사， 즉 인구어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관

30)

언어비교의 이론으로서 음운법칙은 이것을 실제로 언어비교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험과학으로서 언어학의 연

구대상인 언어에 관한 모든 경험적인 연구가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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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이 더욱 높아졌다. 공통조어를 재구하려는 시도는 Schleicher에서 비롯
되었는데 그의 재구방법은 과학적이었고 취급된 자료도 광범위했다. 그
는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용망manischen

Sprachen (1861 -62) 에서 공통조어 재구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는데 그가
제시한 이론은 현재에도 그 분야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의 형태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
상이 된 두 언어의 분기 이전의 가상적인 기본형태를 찾거나 시대상으로

동일한 발전단계에 속하는 두 언어의 음운형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현
재 알려진 다수의 언어는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언
어를 비교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Kr ahe. 1970: 37).
Schleicher는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 만들고 역사 비교언어학의 테두
리에서 언어자료의 변별적 자료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특히 객관적으로 고찰이 가능한 음운변화의 법칙성을 발
견하려고 시도했으며 또한 공통조어 재구의 엄격한 과정을 언어진화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했다.

그는 재구된 공통조어를

Grundsprache 조어 라고 칭 했다.3 1)
Schleicher가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이론
및 방법은 현재에도 그 분야에서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의 형태비교에서 가장중요한것은비교의 대상이 된 두언어의 분기

이전의 가상적인 기본형태를 찾거나 시대상으로 동일한 발전단계에 속하
는 두 언어의 음운형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현재 알려진 다수의 언어는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를 비교하기 이전에 가

능한 한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Krahe. 1970: 37).

Schleicher(1861-62: 8) 에 따르면 공통조어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31) 그에 따르면 이 조어는 다시 개별어로 분기되었고 개별어는 다시 방언 (Dialekt) 으
로， 방언은 다시 지역방언 (Mundart) 으로 분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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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언어정선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졌고 그 음운체계는 개
별어의 것보다 단순하나 체계적이면서 다음과 같이 15개의 자음과 9개의
모음으로 성 립되었다.32)

모

자음

kgghjsv

a

1

U

t d dh n m r

aa al au

p b bh

ââ âi âu

Schleicher는 공통조어의 어형을 재구할 때 주로 산스크리트에 의존했

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다른 모든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가 다
른 인구어에 비해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공통조어는 체계적이고 굴절어이며 33) 9개의 격， 3개의 수， 3개의 성과
다양한 동사변화체계를.소유하고 있었다.
Schleicher는 그가 재구한 인구어 공통조어를 실제로 존재했던 어형으
로 간주했고 다음과 같이 공통조어로 우화를 번역했다.

(Das)

Sch따

und (die)

Ros않

(Ein) Schaf, welchem Wolle nicht war (ein geschorenes Sc haf). sah
Ros뚱，

32)

das (einen) schweren Wagen fahrend , das (eine) grosse Last.

Schleicher에 따르면 공통조어의 음운체계는 공통조어가 어군으로 분기될 시기에
15개의 자음(회랍어와 유사함)과 왜(산스크리트와 유사함)의 모음으로 생립되

었으며 초기에는 한충 더 단순하여 기식음， 장모음， 이중모음 퉁은 폰재하지 않았
다.

33)

Schleicher는 굴절어의 생성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Bopp의 이론을 수용했다.

Bopp에 따르면 인구어 어근은 한 음절이고 인구어에는 연결의 기능을 가진 어근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어는 유기적이고 문법을 소유한다. 이러한 유형에서 조
어법의 기본원칙은 통사와 대명사 어근의 결합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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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einen) Menschen sc삐ell σ'agend. (Das) Schaf sprach (zu den)
Ros않n.

(Das) Herz wi띠 빠때t (i n) mir (es tut mir herz1ich leid) ,

sehend 어en) Menschen (die) Rosse treibend.
(Die) Rosse sprachen: Höre, Schaf, (das) Herz wird beengt (i n den)
gesehen-Habenden(es tut mir herzlich leid , da wir wissen): (der)
Mensch , (der) Heπ macht (die) Wolle (der) Schafe (zu einem)
\vatmen Kleide (떠r) sich und den Schafen ist nicht Wolle (die Schafe
aber haben keine Wolle mehr, sie werden geschoren: es geht ihnen
noch schlechter als den Rossen.
Dies gehört habend bog (entwich)

(das) Sc haf Cauf das) Feld (es

machte sich aus dem Staube).
Schleicher의 재구 (1868) :

Schleicher의 번역은 고대 인도어의 모음체계가 원래 인구어 공통조어
의 모음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규명되기 이전에 재구된 것이다.

avis, jasmin varnil na ã ast, dadarka

빼vams，

따m，

vaghantam , tam, bhãram magham, tam, manum
avis akvabhjams ã

vav따‘at:

짧u

vagham

g따um

bharantam.

kard aghnutai mai vidanti manum akvams

agantam.
Akvilsas ã vavakant: krudhi avai , kard aghuntai vividvant-svas: manus

patis
ka

v따nam a띠영ms

때rnã

karnauti svabhjam

맨따n뻐n

vastram avibhjams

na asti.

Tat kukruvants avis agram ã bhugat.
공통조어를 재구하려면 개별어의 정확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역사， 즉 발전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자료

(문헌)를 수집 · 정리하고 이것을 토대로 비교방법 (외적 재구방법)과 내적
재구방법을 적용하여 공통조어를 재구했으며 개별어를 고찰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음운변화현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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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방법은 음운변화를 확인하고 전 단계의 어형을 재구하는 방법인

데 친족관계의 가절과 규칙성의 가셜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이 방법은
동일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추정되는 언어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를 비교 · 분석하여 음운대응관계를 발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공
통조어를 재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내적 재구는 언어의

공시적 기술에 필요한 자료에서 언어역사의 일부분을 추론하는 방법이

다. 비교방법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변이형
을 토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형태론으로는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나 형태
음운론으로는 서로 다른 변이형이 내적 재구의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비교방법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형태소의 변이형은 한 형태소에서
파생되었고 변이형의 서로 다른 형태는 그 언어에 고유한 언어변화의 산
물이라고 가정하는 데 반해서 내적 재구방법에서는 변이형태소는 원래의

형태가 아니며 대체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음운변화를 통해서 생성된
역사적 변천의 결과라고 추정한다. 비교언어학자들은 내적 재구를 통해
서 전 단계 어형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변이형을 야기시킨 특수한 언어
변화도 재구하려고 시도한다.

내적 재구방법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정하는 작업이므로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는 물론 비교방법으로 얻은 것과는 상당히 다
르다. 비교방법의 목적은 이상적으로 완전한 공시체계를， 현실적으로는
음소재고목록이나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 이전 언어단계의 어형
변화표 둥과 같은 공시체계의 하위부분을 재구하는 데 있다. 언어의 역사

적 발전단계는 비교방법으로 재구되는 데 반하여 내적 재구방법을 통해

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언어변화나 개별적인 어형변화를 발견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비교방법에서는 친족어의 형태소나 음운체계를 비교하여
공통조어의 음운체계나 형태소 목록을 재구한다. 그 반면에 내적 재구방

법에서는 개별어의 특수한 음운형태를 야기시킨 음운변화를 추정한다. 그
러나 내적 재구방법은 언어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체계보다도 상위체계에
속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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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비교방법의 간단한 실례를 열거하겠다.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인구어 개별어를 동시
에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할 때 개별어에 나타나는 이차적인 모든 요소(규
칙적인 음운법칙으로 야기된 음운변화)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의 예에

서 알 수 있다(Krahe. 1966: 1. 35f. ) . 어휘 lat lücus <alat luocos ‘Hain’,

skt lök삶1 (=}ôkás) ‘freier Raum, Platz’. lit la띠‘as ‘Feld, das Freie’와
ahd. lóh ‘ bewachsene Lichtung’는 모두 통일한 어원에 속한다. 모든 어휘
에 자음 1 과 k(음운법칙에 의해서 뻐d. h<k) 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어
말의

s는 게르만어에서는 음운법칙에 따라서(중간단계를 거쳐서) 소멸되

었다 (ahd. fisk / lat. piscis. ahd. gast / lat. hostis). 고대 인도어， 라틴어와
리투아니아어에서는마지막음절모음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게르만어

에서는 마지막 음절모음은 말음법칙에 따라 일찍이 소멸되었다. 고대 인
도어와 리투아니아어에서 마지막 음절모음 a는 서로 일치하나 그 출처는
분명 하지 않다. skta는 a , e 또는 o로 소급되나 lit a는 a 또는 o로만 그
출처가 소급되므로 e는 이들 어휘의 인구어 공통조어의 재구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a

와 o의 두 모음 중에서 공통조어의 말음절

모음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웅하는 라틴어의 모음은 o(후에 u로 변함)

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의 공통조어에서 모음 o가 마지막 음절모음으
로 선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어근모음의 재구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skt ô는 au, eu 또는 ou에서， 1κaû도 skt. ô와 같이 세 이중모음에서 유
래되었기 때문에 공통조어에서 어근모음을 결정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
다. 그러나 latou는 이중모음 eu와 ou로만 소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 au
는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서는 제외된다. 그 반면에 ahd.ô는 au와 ou

에서 파생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u는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
로서는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어에서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 적합

한 모음은 ou인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조어는*loukso로 재구
되면 원래의 뜻은 ‘Lichtung, Waldbloβe’이다.
위에서 논술한 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Krahe. 1970: 41). 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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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달리 인구어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은 인구어를 재
구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chle빼， 19겸: 6).

ala t. loucos ‘ Hain’
skt. lokás ‘freier Ra um, Platz’
Iit. la피‘as ‘ Feld, das Freie’
ahd. loh ‘ bewachsene Lichtung’

eu, ou
1 au, eu , ou
1 au, eu , ou
1 au ,
ou

k k
kW k
k

ou

k

idg. .1oukos ‘freie Feld ,
bewachsene Lichtung‘

k
W

0

a, 0 , e
a, 0

s
s
s

0

s

1) 인구어 개별어는 서로 너무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재구
는 높은 언어사적 공신력을 갖는다.

2) 인구어 개별어는 최초의 문헌이 나타난 시기에는 그 형태가 서로
비슷하므로 언어요소나 문법규칙을 완벽하게 재구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재구된 요소나 규칙을 공시적으로 배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3) 인구어 개벌어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재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아나토리아어 (특히 히타이트어) , 인도어， 이란어， 회랍어，

이태 리어 둥은 서로 언어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구
하는 데 적어도 언어간섭현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인구어는 이러한 좋은 재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분에 비교
적 정확하게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고 많은 학À}들이 재구한 공통조어
가 실제로 셔로 일치됨을 볼 수 있다. 공통조어의 재구는 개별어에 현존
하는 인구어 모체가 되는 언어에서 계숭된 언어상의 특성에 기반을 두며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별어의 음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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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다. 음운법칙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서로 다른 언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유도해 낼 수 있는데 문헌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문헌 이전
의 음운법칙은 개별어간의 음운차이를 비교 • 분석하여 재구된다.
재구의 방법이 아무리 정확하고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재구된 어형은

실제로 사용되었던 언어 그 자체는 아니고 완전히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
며 원칙적으로 한정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어떤

언어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언어의 음소목록(음소의 실현이 아
님)과 형태소목록을 재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언어의 하위단위인 음
소와 형태소로부터 어휘나 문법상의 형태가 생성할 수 있는 규칙을 재구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통사론상의 원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형태소

*kleu -'hören,

접미사 -OS- , 그리고

강세된 e- 계제의 어근에 접미사 -OS-가 첨가되면 중성명사가 된다는 규

칙을 재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된 규칙을 적용해서 재구된 어
형 *Kléuos- 는 gr. kléos와 skt. 할avas- 와 같은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재구된 언어요소에 기초를 둔 하나의 가상적인 어형에 불과하다
(Sc비erath，

1973: 5). 그리고 또 이러한 규칙에는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

데， 재구된 언어규칙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규칙적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는 확증하기가 어렵다.

5.

결론

학자들은 그 시대의 철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히여 그들에게 관심이 있

고 또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방법론을 적용
하여 선택된 연구대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 비판하여 학문의 이론을 정립
한다. 18세기 말에 이미 비교의 개념이 언어학에 도입되었으며 언어학자

들은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순수한 언어자료만을 토대로 해서 언어를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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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역사주의 원칙이 언어학
에 수용되어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비교에 적용되고， 생성과 발전의 관점
에서 언어의 유형분류에 적용되었다.
역사 비교언어학은 언어철학과 언어의 발전이론， 또 한편 구체적인
언어기술을 포함하는 방대한 언어이론으로서 인도-게르만어학에서 비롯
되어 점차로 다른 어족에 적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과정은 지속되

고 있다. 비교방법을 통해 친족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서 공통조어를
재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는 인구어의 가장 오
래된 문헌， 즉 산스크리트， 고대 회랍어와 라틴어， 게르만어， 고대 교회
슬라브어 둥이다.

Bopp와 바로 그의 후계자들은 공통조어를 재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언어비교를 통해서 순수하고 완벽한 인구어의 원시적 형태의 존재를 인
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를 찾아내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결과

인구어 개별어의 변화에 관한 고찰이 중시되었다. 공통조어의 재구를 처
음으로 시도한 언어학자는 Schleicher인데 그는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
해서 현존하는 언어자료에 의존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역사 비교언어학

자들의 연구방법론과 낭만주의 철학의 언어관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들의 비교방법 34) 은 언어가 유기체이고 문헌에 나타나는 퇴화된 어형에

순수한 원형의 유사성이 약간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한

다. 그 이유는 가장 적게 파괴된 어형 즉 가장 오래된 어형간의 비교에서
공통조어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언어형태의 비교만을

통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통조

34) 비교방법은 19세기 초기에 언어학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특히 비교해부학에서
사용되었는데 비교해부학이 언어학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Bopp와 Sc hlegel 이 파리에서 산스크리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 CuvÎer의

이론을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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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재구를 위해서는 동계어 문법적 구조의 형식적 유사성보다는 어근
의 유사성， 즉 어근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 따라서 그들은 어근의 변화를 야기시킨 음운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
작했다. 동계어간 음운변화의 규칙성은 1818년 Rask가 처음으로 발견하

였는데 Grimm이 이것을 1822년에 하나의 법칙 (Grimm의 법칙)으로 체계
화했다. 그 결과 음성학이 비교언어학의 핵심적 연구분야로 부상했으며

1976년 Winter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음운법칙이 발견되었다.

음운법칙은 형태에 관한 비교를 한층 더 확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의 토대가 되었다. 음운법칙의 발견과 더불어 공통조어의
음운체계와 어근의 재구가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연구대상이

형태론에서 어원론까지 확대되었다. 음운법칙은 형태적 유사성과 같이
비교의 기준을 제공했고 공통조어 재구의 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 역

사-비교언어학자들은 음운법칙의 규칙성에 관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
었다.
sc비eicher와 @디us 둥 제 2세대의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연구
방법은 음운변화의 규칙성에 관한 가정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설명하

지 않으면 안 되었다. Schleicher는 음운변화는 조음작용을 쉽게 하기 위

해서 일어나지만 인구어 초기단계에서는 강력한 언어감각 때문에 음운변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후반기에 젊은이문법학파가 형성되었고 그들의 이론을 그들의
학술지 인 Morphologisεl1e Untersuchul땅en

auf dem

GelsÍ4αe

der indog-

ermanischen Sprachen (1878-1910 =6Bde. ) 에 주로 발표했다. Osthoff와
Bru웰lann (1878: iiiκ) 이 그첫 호에서 음운법칙에는예외가없고음운은
동일한 환경에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변화하며 어휘 또는 문법상의 실체

로서 특수한 단어들의 유추적인 창조나 변화는 인구어의 유사 또는 유사
이전의 모든 시대에 균일하게 존재하는 언어변화의 보편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어느 한 음운법칙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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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다른 음운법칙이 이미 작용을 했거나 유추작용 때문이다.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음운법칙과 유추작용의 두 원칙으로 모든 언어변
화를 셜명하려고 시도했고 불규칙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유추작용을 대

단히 중요시했다. 그러나 방법론에 관한 한 유추작용은 부가적인 설명원
칙에 불과했다. 예컨대 그들은 예외적인 변화를 셜명하기 위해서 유추작

용을 적용했다. 그들과 그들의 선임자 사이에 방법론적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변화(언어의 퇴화) 의 법칙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상정했고 언어가 변화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순수한 어근의 형태와 의미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예외
적인 변화를 인정했다. 젊은이문법학자들의 목적은 변화 이전의 가상적
인 원시상태의 공통조어가 아니고 개별어의 문헌을 근간으로 하여 입증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인구어를 재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는 공통조어의 원형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문헌을 토대로 재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공통조어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유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적용면에서 가장 진보되고 완벽한 언어연

구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언어변화에 관한 많은 문제들
이 해결되었고 공통조어의 재구와 언어의 계통적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
다. 음운법칙 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언어학의 비과학적 마지막 단계가 극

복되었고 비교언어학이 현대 언어학 정립의 초석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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