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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언어학 교육 

李 廷 IX 

「한국에서의 언어학 교육」이라는 큰 제목의 주제발표가 제게 안겨 졌읍니다만， 제가 감당 

할 수 있는 주제가 못되고， 다만 토론하시는 분틀과 이 연구회에 나와주신 모든 선생넘들 

의 귀한 의견을 듣기 위 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화제를 들추어내는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다 

연 다행으로 알겠읍니다. 제목에 언어학 교육이라 되어 있읍니다만 대부분의 선생념들이 

언어학과보다는 국어국문학， 외국어문학과 등의 학과에 소속되어 계신 한국의 실정에 비추 

어 이러한 어문학과의 개별언어학 교육이 특히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고 혹시 필요에 

따라서는 언어교육 일반도 논의가 될 수 있겠읍니다. 

그럼 먼저 한국에서 언어학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참시 생각해 보겠읍 

니다. 

1. <왜 ?> 한국에서의 언어학 교육의 필요성 

a. 언어는 인간이 강청과 의사를 소통하는데 가장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언어의 청체를 

알기 위해서， 또 이 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언어학의 교육이 각급학교에서 필요합니다. 

b. 모든 학문분야에서 탑구하는 진리의 발견과정과 진리자체의 표기가 분야에 따라 차이 
가 있읍니다만 궁극적으로 언어에 의존하며， 특히 생각하고 이를 나타내는 인식주체 

로서의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기초과목으로서의 언어학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의 형식언어죠차 자연언어의 성질 

에 서 추출하는 것 이 드로 ambiguity를 제 거 한 형 식 언 어 와 ambiguity를 항시 지 니 는 자 

연언어 사이의 관계도 연구돼야 하겠고， 최근 발달하고 있는 인지과학 (cognitive sci

ence)은 심 리학， 논리학， 언어학， 천산과학의 협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언 

어학의 위치는 대단히 종요시되고 있융니다. 

c. 국어와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의 효과적인 실시 

를 위한 이론적 뒷받챔은 응용언어학의 발전에서 가능하고 나아가 응용언어학은 이론 

언어학의 발전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언어학 교육이 펼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듯 하지만 각급학교 및 학과에서 이를 

소홀히 하거나 외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문법으로서 

의 국문볍 • 영문법의 수엽이 있지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언어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학 1학년 교양과정에서부터라고 봉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으로서의 국 

어교육의 시작이 되는 국민학교 1학년의 교재를 다루는 데서부터도 언어학의 도움을 필요 

로 함을 엿볼 수가 있읍니다. 현재 쓰고 있는 국민학교 l학년생의 「바른생활」을 들여다 보 

면 「나는 삼촌하고 포도밭에 갔읍니다」로 시작되어 책의 끝까지 격식을 차리는 「합니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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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국민학교 1학년생의 실제 언어현실과 동떨어져 ， 자연스럽지도 못 

하고 효과적이지도 옷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과정에 있는 이 연령충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녀오겠읍니다」하는 형식화한 인사말 이외에는 「합니다」체를 쓰는 예가 없읍니다. 

그리고 구체성을 앞세운 이데올로기도 좋지만 「나는」의 「나」와 「합니다」체는 어울리지 않 

고， 포도밭에 갔다 와서 하는 말로는 「갔읍니다」는 부적절합니 다. r갔다 왔읍니 다」 또는 

「갔었읍니 다」라야겠읍니 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얻어학 교육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논의하기로 하 

겠음니다. 

언어학 개론이나 언어학의 하위분야에서는 적어도 다음 것들이 다루어져야 하겠읍니다. 

2. (무엇을 1> 언어학 교육의 내용 

a. 언어기호의 성질， 의미내용과 소리 (또는 문차) 사이의 자의적 (쩡、意的) 및 유연적 (有

緣的) 관계， 문볍의 조직 . 

b. 음성에 대한 기초와 음운규칙의 원리. 
C. 통사구조와 의미구죠 사이의 관계，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합성적 구조의 원리와 

이의 예외적 현상으로서의 관용구적 및 비유적 표현의 성질. 

d. 언어표현의 사용이 맥 락과 관계되는 화용론상의 원리. 
e. 통시적 분야 및 방언학을 포함한 유형흔적 비교 분야. 

등이 되겠음니다. 

국어학， 영어학， 독어학， 불어학 등 개별언어학에서는 개별언어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들 

이 다루어지겠으며， 이밖에도 인접학문과 결치는 분야로서 「언어와 문화j， r언어와 문학j ， 

「언어와 심리 j ， r언어와 논리」 등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언어학 및 개별언어학 교육내용 

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언어학 교육의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들추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3. <어떻게 1> 언어학 교육의 방법 

a. 수준의 문제 : 각급학교， 각급학년의 수준에 맞게 쉬운 데서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야 하겠읍니 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들이 유의돼야 하겠읍니다. 

첫째， 중고등학교의 우리말 학교문법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겠읍니다. 현재 

학교문법은 지나치게 구태의연하여 ， 이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데도 이 를 수용하여 개 

선할 용의를 보이지 뭇하고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형펀입니다. 물흔 수학분야에 있어서도 

집합론이 구미 (歐美)의 하급학교에서 교육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나서야 우리의 하급학 

교 수학교육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언어학에 있에서 문법이론이 커다란 전기 

(轉機)를 겪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넘도록 그 영향이 국문법， 영문법 및 국 

어 • 외국어의 교육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학계와 관계당국의 타성 때문이라고 생각합 

니다. 

둘째， 대학학부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세분된 특수분야의 난해한 연구서적을 안기기보다 

는 좀 더 일반적이고 명이하면서도 흥미를 느끼며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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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년간， 대학원 석사과청 2년간， 박사과청 2년간을 거치는 동안 단계적으로 적정히 

수준을 높여가며 가르칠 수 있게 돼야 하겠응니다. 변형생성문법이라 할지라도 Chomsky카 

쓴 책을 그대로 학부에서부터 얽힌다거나， 어느 분야의 성경처럼 중요한 책이라 할지라도 

학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치 천펀일률로 똑같은 그 책만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 

거리라고 봅니다. 교과서라고 할 만한 것이 개발되지 않은， 과학성의 척도상 미발전의 분 

야에 서나 학부 때부터 큰 학자의 원전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과학사학자 Kuhn은 규청 

하고 있읍니다. 언어학의 통사폰， 생성음운론 등의 분야에서는 좋은 학자들에 의해 교과서 

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장 나은 교과서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선택 

해 가르쳐 주는 것이 좋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선택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적절 

한 연습문제가 주어진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기초개념과 원려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확실하게 터득하고 응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 

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Kuhn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언어학 분 

야의 주요 교과서들은 연습문제를 담고 있읍니다. 

교재선택에 있어 또 한가지 부딪히는 점은 국어로 된 것과 외국어로 된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쓰느냐 하는 문제업 니 다. 이 점은 학생들이 외국어 전공자이냐의 여부와 많이 관련되 

리라고 보며， 특히 분야에 따라 우리말 교재가 개발되치 않은 경우에는 외국어로 쓰인 교 

재의 사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외국어로 된 교재는 언어학 내용과 외국어를 통시에 공부 

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진도상의 분량이 제한되고 학생들의 개념파악이 늦고 불확실 

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난점이 있읍니다. 어려운 내용과 구문을 잘 풀어 주면서 지도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학위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입시， 

석사논문 제출 자격시험， 박사과정 입시， 박사논문 제출 자격시험 등의 평가를 받게 마련 

인데 각 단계의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석사과정 입시에 낸 문제를 그 다음 모든 단계의 

시험에서 똑같이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안이한 태도는 시급히 시정돼야 하겠읍니다. 

이 즐 뒤집어 말하연， 그 청도 밖에는 가르칠 내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 

고 대학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고 혹시 과에 따라서도 사정이 다르겠읍나다만， ‘내일까지 

내달라’면서 하풋만에 출제할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하풋만에 좋은 

문제를 낼 수 있으려면 최소한 학사력에 시험날자가 박혀 있어야 하고 자기가 어느 과갱， 

어느 분야의 시험문제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학과(學科)에 따라 사정이 약간 다르겠읍니다만， 언어학사， 국어학사 등 학사(學 

史)과목은 되도록 학부보다는 대학원 과목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 

은 언어자료를 실제로 다루고 언어현상을 지배하는 원리들을 찾아내는 발전된 현대적 방법 

과 이론의 터득이 더 급하기 때문엽니다. ‘학부에서는 학사를 조감할 안목이 아직 서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학사는 해당분야를 끝까지 천공할 사람들에게 주로 펼요하 

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야에 어느 갱도 공통된 현상업니다만， 

현재 눈 앞에 보이는 해당분야의 현상과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다루는 것을 회피하 

고 치나간 학자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려는 경향을 조장하기 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통시언어학을 위해 개별언어사를 학부 높은 - 학년에서 약 

간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통시언어학도 그 언어사실은 역사적인 것이지 만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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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방법과 이론초차 옛 것이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학부에서의 비중이 지나쳐 

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b. 이론과 자료의 문제 : 항시 언어자료를 다루도록 하며， 자료를 관찰 • 분석하는 과갱에 

서 이론적 개념과 원리가 터득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업니다. 물론 이론의 플로서는 현대의 

패러다엄 (paradigm)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를 부지런히 익 

혀야 할 것입니다. 각급 교재， 강의， 시험과 보고서， 논문지도 둥에서도 자료를 통한 이흔 

의 이해와 전개에 유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시키지 않는 경우， 예컨대 

학생자신이 선택한 ‘전제 (前提， presupposition) 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학기말 논문에 전제 

가 들어 있는 예문은 고사하고 자료로서의 문장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감탄한 일 

이 오래 전에 있었읍니다. 시험문제에 있어서도 예컨대 ‘읍운(흡題)의 청의를 쓰라’든가， 

‘음운 정의의 역사적 변화를 쓰라’ 고 하는 것보다는， 다만 한줌이라도 잘 선택된 언어자료 

를 주고， 기저음운표시 (underIying phonological representation)를 설정하고 주어진 표면의 

음성적 자료가 나오기까지의 과청이 어떠한 원리 즉 규칙에 의한 것인가 그 규칙을 찾아 

써 보게 하는 것이 바랑직한 출제라고 보며， 이것이야말로 자료에 대해 이론적 개념과 원 

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보는 명가가 되며 그러한 훈련이 쌓여 장차 쓸만한 논문도 쓸 수 있 

게 돼 간다고 봅니다. 갱의를 그대로 외워 옮겨 쓰게 하는 문제는 가장 안이하고도 구태의 

연한 출제형식이라고 봅니다. 이론적 개념들이란 낱개의 정의를 외우게 해서 습득되는 것 

이 아니고 그 개념들이 이론체계 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질제자료로 구성된 문제를 

풀고 -다품으로써 제대로 습득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청의는 따로 외우연서도 자료를 주연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은 논문지도에 있어서도 유의돼야 할 것입 니다. 자료에 대한 어떠한 좋은 

관찰을 했는가， 기존연구에 대해 얼마만큼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가， 자료를 얼마만큼 이 

론상 타당하게 잘 분석했는가， 그 영역에서 얼마만큼 어떠한 새로운 공헌을 했는가 둥을 

잘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좋은 점이 많은 논문을 쓰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쓴 논 

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논명이든 논명을 가해 주는 것을 가르치는 이의 원칙으로 삼 

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연 학생들은 자신이 촬 논문의 분야 둥 여러모로 잘 생각해 지 

도교수를 청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지나친 행정적 안배주의와 간섭은 배제되어 

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사 이상의 논문심사의 경우 심사일 바로 전날 또는 이플 

전에야 논문이 심사위원 손에 닿게 되는 일이 얼어나지 않도록 마감일을 정해 제출토록 하 

고 심사위원 손에 최소한 열흘 전에 닿도록 해야 제대로 읽고 심사에 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논문의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일단 정해지연 교수(와 학생 ) 본인들에게 명시적 

으로 통보되어야 적절히 지도하고 대처할수 있으리라고 붕니다‘ 심사위원으로 통보해 놓고 

그 뒤 아무런 통지 없이 임의로 빼버리고 딴 사랑올 앉히는 둥의 행위는 학문의 권위와 수 

준 향상을 위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차가 중요시되고 제도적으로나 운용변 

에서 훌륭히 수행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소홀히 되고 임기 웅변적인 대학과 학 

과들이 있는 것이 현실엽니다. 이러한 정들을 소흘히 하는 행숨은 연구와 교육의 질을 옐 

어뜨리고 그러한 행승 자체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적 영향을 줄 리가 없읍니다. 연구와 

교육의 행청은 특히 졸속(抽速)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내용과 질을 중시하면서 효율올 올리 

도록 배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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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논리나 수학과 달리 언어학은 경험적 자료인 언어를 다루는 경험과학입 니 다. 경험과 

학에서 자료와 이 론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은 불가결합니다. 자료 없는 이론은 불가능하고 

이흔 없는 자료의 칩성은 무가치합니다. 

C. 과목 조화 : 언어학 전공학과가 아닌 어문학과의 언어학 계통의 과목과 문학 과목 사 

이의 조화가 필요합니 다. 문학은 그 내용이 삶에 있어서의 미와 진실 등 정신적 가치 를 추 

구하는 분야이으로 작풍을 많이 원을수록 좋을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언어를 매 

체로 하면서 동시에 언어구조에 매이는 분야이므로 해당언어의 구조를 잘 이해할수록 그 

언어로 된 문학을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팝니다. 그러므로 문학연구와 언어학은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A나， 양쪽의 전문화가 심화해가면서 두 분야의 성격이 

그리 잘 화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한펀， 우리 나라의 외국어문학과가 반드시 

순수한 문학연구자의 대량생산만을 목표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면 (실제로 문학연구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의 비율도 낮지만)， 외국어문학과에서(특히 학부에서) 번역본 작품이 

나 번역 본 해설서를 읽고 문학론을 하다가 그치게 하기 보다는 실질적 인 외국어능력 향상 

(특히 작문등)에 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실용론이 대두되게 마련입 니 다. 

문학과 언어학 전문가의 양 진영이 한 어문학과에 공존하고 있는 현 실청에서 교과내용과 

과목변에 서 초화를 모색 해야 할 것이며， 대체로 어문학과의 개별언어학의 분야가 대학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현재보다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 다. 

d. 전문가 양성 : 위에 서 우리나라 어문학과의 문학 대 개별언어학의 조화문제를 거론했 

읍니다만， 국내외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흡수하여 언어학 교육을 담당할 여러 대 

학의 언어학과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학문분야을 가운데에서 언어학이 차지화는 비 

중으로 보나， 한국의 언어학 종사자들의 국제경쟁력으로 보나， 셰종때부터 내려오는 언어 

연구의 전통으로보나， 사회생활과 국제관계의 다양화에 따른 언어문제 연구의 시 대 적 요청 

으로 보아 몇 대학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언어학과의 개설을 문교부는 충분히 검토 

하여 송인해 주고 언어학 교육에 대해 새로이 이해해 주어 야 한다고 봉니다. 

언어학과 관련있는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후배 

들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드 부단히 연구에 힘써야 할 것입 니 다. 다행히 우리나라 언어 

학계는 유달리 극성스러운 학계라서 언어학 종사자들이 연구와 공부를 늘 부치런히 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자질향상 문제는 대체로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언어이론 연구의 중심지가 전과같이 유럽이거나 현재와 같이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되는 날이 멀지 않기 를 바라겠읍니다. 

제 이야기는 짧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선생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기로 하겠응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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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eaching Linguistics in Korea 

Chungmin Lee 

This is an occasion on which " we can discuss the necessity , content and method of 

teaching linguistics in Korea. Teaching linguistics is necessary to make understand the 

nature of language a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not only in every day 

life but also in all areas of sciences. Natural language serves even as the basis of all sorts 

of formal languages. 

The content of linguistics to teach must include the nature of linguistic signs as arbit

rary relations between sounds and meanings, subfields such as phonology, syntax, seman

tics and pragmatics, together with diachronic and typological principles. 1nterdisciplinary 

areas such as ‘language and culture,’ ‘language and psychology,' ‘language and logic' are 

also recommended to be taugh t. 

For an effective teaching, there must be gradation in difficulty levels. 1t is not wise to 

introduce specialized original writings such as Chomsky and Montague at the undergradu

ate level. Well developed textbooks with exercises are recommended. There must be close 

inter-aétÏ‘'on between data and theory. A theory without data is impossible and accumulated 

data without any theory do not count. This point must be reflected in all aspects of 

education: classroom instruction, assignments, tests and all sorts of papers . 1n departments 

of language and literature, more linguistically-oriented courses must be offered, and more 

linguistics departments must be opened to raise linguists. Seoul National Universi ty alone 

has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in Kùrea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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