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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언어학자 George Lakoff가 동료와 함께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것은 

“우리 는 비 유로써 산다"(We Live by Metaphor) 라는 제 목의 책 입 니 다. 저 도 

오늘의 주제와 다소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면서 언어 

학에서의 이론과 자료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우주가 우 

리 안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핍니다. 학문하는 우리들은 거대한 우주 속 

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학 

문의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우리 속에， 우리 머리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업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체계가 

우리의 정신 속에 포착되기 때문업니다. 언어는 방대하고 각양각색의 우주 

만상을 우리의 제한된 정신 속에 잡아줍니다. 언어가 없￡면 우리 정신 속 

에 포착된 우주가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언어학자는 이러한 언 

어를， 우주를 정신 속에 잡아둘 뿐 아니라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는 이러한 

언어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장하려는 것은 이러한 언어에 대한 

연구에 이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언어가 없이는 우주의 질서가 

청신 속에 포착될 수，없듯이 이론이 없이는 언어의 실제가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인 것업니다. 

언어에 대한 이론의 추구는 우리말을 다루었던 우리들의 대선배， 선각자 

틀 사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읍니다. 주 시경 선생이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의 학문적 업척에 대해서 지난 20여년 동안 많이 연구되 

어 왔는데 모두들 국어학 체계의 정랩에 미천 그의 이론적 공헌을 높이 평 

가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국어를 다루었다든가， 문법책을 썼다면 그것이 자 

료의 수칩이나 정리， 또는 분류에 그치는 것으로들 더러 생각해 왔는데 주 

시경 선생이야말로 결코 자료의 분류나 청리 청도로 만족치 않고 국어， 더 

나아가서 언어 일반에 대한 이론을 추구한 대이론가였읍니다. 그래서 그는 

‘전셰계에 두루 쓰이는 문법a로 둠을 삼아 꿈엄이라 그러하나 우리나라 말 

에 맞게 하노라 함이라”하고 언어연구에 대한 포부를 피력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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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가의 두드러진 특정은 독창성인데 주 시경 션생이야말로 독창적인 

견지에서 국어를 연구한 학자었읍니다. 그는 외래의 어떠한 이론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볍적인 개념들과 분석 방법들을 고안하여 

국어의 분석에 적용하고 국어에 대한 이흔체계를 정렵하려고 노력하였읍니 

다. 주 시경 선쟁의 국어연구는 1908년에 간행된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즙 

學)J에서부터 시작하여 연이어 출판된 1910년의 「국어문법(國語文法)J ， 1914 
년의 「말의 소리」 릉의 셰 저서에 나타나 있읍니다. 이러한 저서의 간행시 

기로 보아， 주 시경 선생이 활동하던 때는 서구에서 현대언어학이 태동하던 

때와 거의 맞먹습니다. 언어학의 비조라 일컬어지는 Ferdinand de Saussure 

의 Coιrs de ling씨stique générale이 간행 된 것 이 1915년 이 고 미 국 언 어 학 

의 시조인 Edward Sapir가 쓴 Language가 1921년， Leonard B100mfìeld의 

Language가 1933년에 출간되 었￡므로 주 시 경 선생 의 연구는 이 을보다 앞 

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 시경 선생의 선구자적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시경 선생의 독특한 용어들을 몇몇 소개하여 그의 이론가적 취향을 다 

소 생각해 보겠읍니다. 그는 음소(phoneme) 에 해당하는 ‘고나’ 라든가 형태 

소(morpheme)의 개념으로 ‘싸’， 그리고 단어와 구와 문장과 발화에 해당하 

는 개념으로 각각 ‘기’， ‘모’， ‘드’， ‘미’라는 새로운 용어를 생각해냈￡며 

‘모’와 ‘도’와 ‘미’를 포괄하는 ‘다’라는 특이한 용어를 만들어냈읍니다. 

그리고 ‘말듬’이라든가 ‘듬난’ 등을 통해서 구문의 구조를 표시하고 분석하 

는 일，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한힌샘 주 시경 선생 

의 이러한 학문적 엽적에 대하여 이 병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 

니다. 

“한힌샘의 언어이론은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이기에 그의 학문은 논리로서 

의 과학으로 받아들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기술상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이와같이 철저한 원소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꾀하여 독창적인 학문 

의 경치에 이른 결과 국어학의 역사에 있어서 여전히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시경 선생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비해서 비극적으로 외롭게 일생을 마 

천 국어학자가 있융니다. 1935년에 법학도로서 변호사로서 「조선어학(朝蘇 

語學)J이라는 책을 내신 박 승먼 선생업니다. 학범(學凡) 박 송반 선생은 

「조선어학(朝蘇語學)J의 서언에서 우리말의 쓰엄에 대한 치식은 누구나 갖 

고 있는 평법한 지식이지만 이러한 지식에 대한 이론척 측면을 치식인들이 

무시하고 있음을 안다깡게 여긴다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조선어를 효해(曉解)하는 사람은 다 조선어 문법을 효해하는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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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의 연구에 속한 분류， 분석， 명명， 설명 둥 여러가지의 고찰은 전문 

연구자의 임무에 속한 것이지마는 언어가 문법에 맞았￡며， 틀렸..2..며의 결 

과는 상식적 직판(直判)으로 보통사람도 다 인식하는 바이라 고로 조선언이 

조선어 문법의 설명을 듣는 것은 얄지 못하는 새 사물을 배우는 것이 아니 

요， 이며 그 결과는 알아 있는 사물에 당하야 그 이유에 당한 문법학상의 

설명을 들음에 그치는 바이지 결코 특이한 난해(難解)의 사물이 아니라 또 

진실르 지식계급에 있는 조선인으로서는비록 조선어의 문법학에는 통효(通 

曉)하지 못할지라도 조선어의 문법 자체에 몽매(驗味)할 수는 없는 바이오， 

언어와 그 기사(記寫)에 당하여 직판적 (直判的)으로 그 정사(正那)를 구별 

할 지능을 구비하여 있음이라. 그러한데 근래에 조선어의 문법에 관한 이론 

(理論)에 대하여 지식계급에 있는 다수의 인사가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로써 

알지 못한다고 자처(自處)함은 전연(全然) 오류의 관념이로다 

박 송빈 선생은 문법에 관한 이흔을 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뿐 아니라 정 

서볍이라든가 그 밖의 부수적인 것을 논하는 데에도 이론의 중요성과 체계 

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읍니다. 

그리고 국어학자 중에서 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이론가가 최 현배 선생 

엽 니 다. 그도 「우리 말본」 서 론에 서 다을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 다. 

“조선말의 말본을 닦아서 그 이치를 밝히며， 그 법칙을 들어내며 그 온전 

한 체계를 세우는 것은 앞사람의 끼천 엽척을 받아 이음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계계승승(繼繼承承)할 뒷사람의 영원한 창조활동의 바른 길을 닦음 

이 되며， 찬란한 문화 건설의 터전을 마련함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어의 학문을 이룩한 주 시경 선생， 박 승빈 선생， 최 현배 

선생， 이들 대학자들이 국어학 연구의 이흔적 측면을 누누히 강조한 것을 

우리는 오늘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며칠 전에 이 청민 교수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있었읍니다. 용건인즉， 

이번 어학연구회의 공동로론의 주제가 “언어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자료j언 

데 이론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라는 것이었읍니다. 몇 번을 거절하다 일 

을 떠맡고 보니 별 생각없이 늘 쓰던 이 ‘이론 (theory)’이란 말이 갑자기 

생소하다는 생각이 떠올랐읍니다. 그래서 이 말의 뭇에 대한 좋은 질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Webster 영어 

사전을 봤더니 theory에 대한 정의가 다섯 개 정도 나와 있었읍니다. 그 중 

에서 오늘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골랐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란 유인물에 있는 정의입니다. 

THEORY: a formulation of apparent relationships and/or under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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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certain observed phenomena which has been verified to some 

degree 

이 청의는 그 안에 포함된 어휘 하나하나가 명료한 설명을 펄요로 할 만 

큼 많은 의마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론’의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의에 들어 있는 주요 어휘를 풀이함으로 

써 이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토론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취하려는 입장은， 언어학에서 추구하 

는 것은 이론이며， 또한 이론 없이는 언어학이 학문으로 청렵훨 수 없다는 

것업니다. 

이론은 첫째로 원칙 (principle)들로 구성됩니다. 관찰된 현상이 어떤 것이 

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냐는지를 말하려면 여기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말해 주는 것이 원칙들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문제 또는 주제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체계적연 기술과 설명이 가능 

하게 됩니다. 

현상 자체가 설명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었지만 아무 생각없이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넙니 

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야만 체계적인 관찰이 가능합니다. 보는 데도 초 

점이 맞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만잡것이 눈에 들어 올 것입니다. 초점 

을 장아주는 것이 곧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언어현상을 포함한 많은 현상들 

이 표면상￡로는 뒤죽박죽업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진을 찍듯이 현상 그대 

로를 기술해서 정리해 놓았다고 해서 학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 

업니다. 현상의 표면을 뚫어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원리를 포착할 때 

바로소 학문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론은 ‘관찰된 현상 

의 기저가 되는 원칙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업니다. 

둘째로 이론은 법칙 (law)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칙은 이론의 일부일 뿐 

입니다. 이론은 법칙보다 관찰의 영역에서 더 떨어져 있읍니다. 볍칙은 관 

찰될 수 있거나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어떤 현상을 진 

술합니다. 예컨대， 물체의 속도라든가 공기의 압력과 같은 용어를 기초로 

하여 자연의 물리적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칙이라 할 수 있읍 

니다. 그러나 이론은 자연 현상을 더 깊은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관찰 

의 대 상이 될 수 없는 전자(electron) , 음파(sound wave) , 또는 자장(magnetic 

field) 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 론적 구조물 (theoretical construct) 을 기 초로 하 

기 혜문에 법칙보다 그 표현력이 더 강하고 풍부합니다. 

셰쩨로 이론은 법칙보다 그 표현력이 더 풍부하커 때문에 많은 것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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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기술해 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오류의 가능성도 릅니다. 법칙이란 그 

진리치가 변치 않지만 이론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이론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론가들의 작업을 불신하거나 무가치한 것￡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 

종 있는데 이것은 이론의 본질과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것이라 

생각휩니다. 물흔 아무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을 이혼이라고 내세운다 

면 그것은 이론일 수 없읍니다. 어떠한 원칙이 이론의 일부가 되려면 적어 

도 주어진 얼차적 자료가 제시하는 근거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원 

칙이 일차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을 것 

업니다. 따라서 이론은 그 본질이 오류일 수 있는 가능성 (falsifiability) 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업증된 것이라야만 합니다. 

네째로 이론은 일차적 자료와 맞아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현상 또는 자 

료에 대 한 설 명 력 (explanatory power) 과 예 측성 (predictability) 이 있 어 야 합 

니다. 이론의 역할은 무엇엽니까? 우리가 이론을 정렵하는 이유는 어떤 관 

찰된 현상이냐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러이러 

한 사실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업니다. 관찰된 현상 

에 대한 단순한 기술은 그것의 설명이 될 수 없읍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진술 또는 일련의 진술들이 설명력을 가지려면 예측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 

로이 관찰되는 새로운 현상과도 부합되는 진술들이어야 그 타당성이 유지되 

고 하나의 원칙A로서 또는 하나의 이론A로서 정랩되는 것입니다. 

과학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이론이 입증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 

던 예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물리학에는-빛에 대한 이론 o 로 어떤 차 

원에서는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이론， 즉 업자이론 (particle theory) 

과 파장이론(wave theory) 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장이론이 업종되기에는 그 

것이 주장된 이후 2001건이 걸렸다고 합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바 

로소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에서도 종종 과거에 

주장되었던 이론을 내세우는 예가 있읍니다. Chomsky가 그의 언어이론에서 

Descartes의 합리주의를 청당화하려 했던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읍니다. 

끝으로 이론을 정렴하는 례 있어서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잊기 쉽습니다. 하나는 이론을 어떻게 형식화(formulation) 할 것인가 혹 

은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 

(justification) 하느냐 하는 문제 엽 니 다. 형 식 화(formulation) 나 표시 (represen

tation)의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의 완전한 이론을 청렵 

하기 위해서는 형식화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정당화의 차원에서도 완전해야 

합니 다. 그래 서 저 는 다음￡로 이 론의 충족성 (adequacy) 에 대 해 서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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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합니다. 표시의 측면에서는 흔히 엄멀성 (rigor) , 명료성 (explicitness) , 

우아성 (elegance)과 수학적 또는 형식적 충족성 (mathematical or formal 

adequacy)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정당화의 측면에서는 경험적 준거 

(empirical evidence) 를 제 시 해 야 할 것 입 니 다. 그런데 우리 는 이 두 측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음￡로써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읍니다. 

언어학자들 중에.는 이 두 측면 중에서 어느 한 측면에 펀중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언어학을 심리학a로 볼 것이냐 또는 수학￡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달라칩니다. 언어학을 심리학의 일부로 보는 업장에서는 표시의 

측면보다는 정당화의 측면， 즉 경험적 증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을 하나의 순수한 

경험과학￡로 보려고 합니다. 수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표시의 측 

면， 특히 형식적 충족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론의 일관성이 

라든지， 엄밀성， 명시성에 더 역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것이 

정반대가 될 때도 있읍니다. 그래서 언어학을 심리학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경험과학으로 보는 언어학자들도 흔히 문창구조의 분석과 표시에 만족하는 

경 우가 있다고 생 각됩 니 다. 변형 생 성 문법 에 서 말하는 논리 형 식 (Logical Form) 

의 정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supporting evidence)는 단순히 제시된 자료 (data) 

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료 자체는 이론을 물리칠 힘도 없고 뒷받침할 힘도 

없읍니다. 자료가 어떤 사실 (fact)로 해석될 때 바로소 그런 힘이 생겁니다. 

저는 어떤 자료를 사실로 해석하는 데에도 어떤 이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 

다. 물론 이 이론은 증명하려는 이론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 

면 우리는 순환논리의 모순에 빠질 테니까 말입니다. 순환논리에 빠지지 않 

고 어떤 일관성 있는 업장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이 자료 

들은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론에 대한 준거 또는 반증 차료 

로 쓰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에 대한 제 소견을 끝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cCawley 교수가 1982년에 출간한 Thirty Million Theories of 

Grammar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읍니다. 그 책 안에서 제기된 운제가 대략 

40여 가지 펀다는데 그 중에서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찬반 이론의 수를 계산하면 3천만이 념는다는 것이 Mc 

Cawley교수의 주장업니다. 어떤 식￡로 계산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방 

금 Keenan 선생께서 직정 계산하셨는데 과연 3천 3백만 청도가 된랍니다. 

3천 3백만에서 3백만을 에누리하더라도 3천만이 되겠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 

랑 한사람 한사랑이 제각기 자기의 이론을 갖고 있을 만큼 그렇게 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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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어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엽니다. 그런데 흑자는 

말하기를， “하나의 조그만 땅 덩어려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많은 이론 

을 갖고 왈가불가해서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학문에 대한 회의를 표 

명 할지 도 모르겠읍니 다. 말하자면 3천만의 이 론이 란 있어 야 소용이 없으묘 

로 그것이 이흔일 수 없다는 것엽니다. 만일 그런 것이 다 이폰ξ로 간주 

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McCawley는 결코 그러한 부정적 의마에서 3천만의 이론을 거흔한 것이 아 
니고 40개의 문제를 중심￡로 하여 그 많은 수의 각기 다른 이론이 계산상 

ξ로 가능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다는 공청적인 

측면에서 책의 제목을 Thirty Million Theories of Grammar로 정했다고 서 
론에서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겨우 3천만개의 이론￡로 놀랄 일은 아넙니다. 결론A로 40여 가지 

의 문제， 사실은 40여 가지의 문제만S로 언어에 대한 문제가 국한되는 것 

은 아니죠. 언어에 관한 문제는 백 가지， 아니 천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언어에 대한 이론은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세계 인 

구의 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언어 이론이 그렇게 많더라 

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간이 광활한 우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우주를 우리 머리 속에 사로장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업니다. 나는 이 능력의 바탕이 이론이라고 믿숨니다. 

우주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책략(strategy) 이 곧 이론의 일부입니다. 따라 

서 언어학을 비릇한 모든 학문에셔 이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만 

자료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 자료에 예속될 뿐， 여기서 언어 사실을 포 

착하고 언어학이라는 학문체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저 는 오늘의 주제 발표를 비 유로써 시 작하였으므로 또 하나의 비 유로써 

끝맺 을까 생 각합니 다. 이 론은 우주를 사로잡는 총업 니 다. 그렇 다면 자료는 

그 총알이 되겠지요. 총알 없는 총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그렌나 

총 없는 총알은 그 소용을 논하기에 앞서 그 존재 가치마저 없을 것업니다. 

언어가 자료가 아넙니다. 자료는 언어 사실을 포착하기 위한 총알， 또는 미 

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언어 이론이 언어 또는 언어 사실인 것도 아닙 

니다. 이론이 자료보다 학문하는 사람에게 가깡다면 그것은 포수가 총을 아 

끼는 것과 같다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언어학자에게는 그의 활동이 자료없 

이는 시작될 수 없겠지만 이론의 도구가 없다면 전혀 전개될 수 없을 것업 

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주제 발표에서 결론￡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 

려들 언어학자에게는 다른 영역의 학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도 그렇겠지만 이론이 학문의 도구로서뿐 아니라 그 목표로서 절대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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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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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y in Linguistics 

Kiyong Lee 

In this talk 1 describe some aspects of theories and repeat the obvious 

claim that theories as opposed to data are essential to linguistic science as 

both its aims and means. 1 first point out that earlier Korean linguists Chu 

Sigyong, Pak Sungbin and Choi Hyonbae were not data-bound, but that 

they all emphasized theoretical or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study of 

Korean. 1 then explicate Webster’s definition of ‘theory’, “a formulation 

of apparent relationships andjor underlying principles of certain observed 

phenomena which has been verified to some degree." Unlike laws, theories 

may contain theoretical construct (e.g. categories, structure, transformation) 

and have greater expressive power. Theories, however, may easily change 

and their validity must be subject to falsifiability tests. They must also 

satisfy conditions of adequacy at both the representational and the justificatory 

levels. At the first level of adequacy we talk about rigor, explicitness, 
elegance, and other mathematical or formal adequacy. At the second level. 

we require theories to be supported by empirical eγidence. 1 claim that, if 

linguistics is to be an empirical science, it should meet with all these 

conditions of adequacy. The variety and diversity of theories should not 

discourage theoretical work, but rather encourage creative human interest in 
studying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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