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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Humboldt의 ‘언 어 형 식 ’ (Sprachform) 특히 ‘내 부 언 어 형 식 ’ (innere Sprach

form)에 대한 약간의 학자들의 연구가 있으나 그 연구들 중에서도 Eugenio 

Coseriu의 연 구가 가장 잘 된 것 으로 생 각된 다. Coseriu는 Humboldt의 ‘형 식 ’ 

을 세 가지로 해석했는데 필자는 그 해석을 Humboldt의 원전에서 확증해 볼 

려 고 했다. 이 글에 서 인용된 Humboldt의 글들은 Humboldt의 (1876.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Berlin)에 서 인용된 것 

이다. 

2. 언 어 형 식 (Form der Sprache) 

Humboldt의 형식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관점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언어일반 및 언어외의 현 

실에 대한 언어일반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언어일반은 

현실인식의 형식 즉 세계관의 형식이고 인간에게 세계체험의 형성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이 첫째 관점을 Humboldt의 글에서 찾아 보기로 한다. 

Das in dieser Arbeit des Geistes den articulierten Laut zum Gedankenaus

druck zu erheben, liegende Beständige und Gleichförmige, so vollständig, 

als möglich, in seinem Zusammenhange auffasst, und systematisch dargestellt, 

macht die Form des Sprache ~us. (Humboldt, 1876, p. 57) 

‘정신은 분절화된 음성을 +고의 표현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인데 정신 

이 하는 이러한 일속에 있는 항상적인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가 

능한 한 완전히 그 관련성 속페서 파악하고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 바로 그것이 언어의 형식이다.’ 

둘째로 이 형식이라는 개념은 개별언어에 뿐만 아니라 언어외의 현실얘 

대한 개별언어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관점도 Humboldt의 글에서 찾아 보겠다. 

Da aber dieser Ausdruck der Form in Sprachuntersuchungen in mehr

facher Beziehung gebraucht wird, so glaube ich ausführlicher entwick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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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müssen, in welchem Sinne ich ihn hier genommen wünsche. Dies erscheint 

um 50 notwendiger, als wir hier nicht von der Sprache überhaupt, sondern 

von den einzelnen verschiedener 、Töll‘schaften reden, ... (ib. p. 55) 

‘이 형식이라는 표현은 언어플 조사연구하는 경우에 여러가지의 관련성에 

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내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 

는 것이 언어일반이 아니고 개개의 상이한 민족들의 언어라는 것을 생각한 

다면 형식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게 펀다.’ 

마지막으로 이 형식이라는 개념은 각기개별언어의 개개의 현상과 그러한 

현상의 근저에 있는 제원리와의 사이에 있는 내부언어적인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셋째번 개념을 Humboldt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Die charakterische Form der Sprachen hängt an jedem einzelnen ihrer 

kleinster Elemente; jedes wird durch sie, wie unerklärlich es im Einzelnen 

sei, auf irgend eine Weise bestimmt. (ib. p.58) 

‘개개의 언어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형식은 그 얀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요소에 걸려있다. 그 작은 모든 요소는 

개별적으로 본다면 알아 차렬 수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러한 형식의 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형식이라는 개념은 언어의 외적인 것에 대한 관계 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Humboldt의 말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Der Form steht freilich ein Stoff gegenüber; um aber den Stoff der Sprach

form zu fìnden, muss man über die Gränzen der Sprache hinausgehen,. 

(ib. pp. 59-60) 

Der wirkliche Stoff der Sprache ist auf der einen Seite 1. der Laut 

überhaupt, auf der andren 2. die Gesamtheit der sinnlichen Eindrücke 

und selbsttätigen Geitesbewegungen, welche der Bildung des Begriffs mit 

Hülfe der sprache vorausgehen. (ib. p. 60) 

‘두말할 것 없이 형식에는 소재가 대응한다. 언어형식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 . 

언어의 설제의 소재는 요컨대 한편￡로는 음성일반이고 다른 한연으로 

는 강성적인 인상 및 자발적인 갱신운동의 총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 

및 정신의 운통은 언어의 힘을 일려서 이 루어지는 개념의 형성에 선행하는 

것이다.’ 

Ferdinand de Saussure가 signifìant뿐 만 아니 라 signifìé에 도 형 식 과 (실 질 소 

재)의 대랩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언어는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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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 다’ 라는 Saussure의 유명한 말이 있다. 이 실질 

에 대 한 형식의 관계를 짜임새 있게 연구한 학자는 Louis Hjelmslev이다. 이 

점 에 대 해 서 더 욱 더 알고 싶 은 분은 Hjelmslev의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상솔한 Saussure의 말은 실 제 로는 Hum

boldt에 되 돌아 가야 될 말이 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형식은 언어 일반뿐만 아니라 개 별언어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 

했지만 상술한 셋째번 개념에서부터 본다면 Humboldt의 언어 형식은 각개별 

언어의 형성원리이고 각 개별언어는 일정의 형식 즉 개 별언어 에 독자적 인 

생성의 원리를 내포하는 것이 된 다. 상솔한 셋째 번 개념이 개별어와 관계가 

있 다는 것 을 증명 해 주는 것 은 ‘Die charakterische Form der Sprachen, 
에 있어서 der Sprachen .... 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Humboldt가 언어 

의 형 식 중에 서 개 별 어 의 형 식 을 중요시 한 것 은 그의 저 서 의 표제 (Über die 

Kawi-Sprache auf der Insel Java, nebst einer Einleitung über die Verschie

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에 의 해서 도 알 수 있다. 

3. 내 적 언 어 형 식 (innere Sprachform) 

그의 ‘Kawi말 서 설 ’의 2 1장의 표제가 ‘내적언어형식 ’ 이라고 되 어 있지마 

는 내적 언어형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내적언어형식의 

게냄은 21장의 내용전체에 의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1장의 글 중 

에서 Humboldt의 ‘내적언어형식’ 의 정의에 가까운 글은 다음과 같을 것 

이다. 

Dieser ihr ganz innerer und rein intellectueller Theil macht eigentlich die 

Sprache aus; (ib. p. 104) 

‘(언어에는 음성 이라고 하는 감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것과는 달리 지적 • 

정신적부분도 있지마는) 실제로 언어 를 구성하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적드로 내연적이고 철저하게 지적인 부분이다.’ 

Humboldt에 의 하변 언어 익 지 적 인 부분섹 맥 응하는 7 .1 0 ..,1l,::l ô l 二L 1J .... 1 
Ä l- " '1'0 -1 I ~ d- I 

다. 개녕의 구성이라는 것은 특정의 순간에 언어가 생산되는 경우에 그 대 

상을 어떻게 파악했느냐라는 파악의 방법 이다. 언어와 파악의 방법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결코 대 상 자체 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 

고 언어를 생산하는 경우에 정신이 자발적으로 대 상에 관해서 구축한 개념 

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내 적언어형식’이라는 갓 이 개별언어의 의미의 형 

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Kawi말 연구서설 ’ 1 2징 ‘음성과 내적언어 형식과의 

결합’ 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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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bindung der Lautforrn rnit der inneren Sprachgesetzen bildet die 

Vo11endung der Sprachen; ( ib. p.115) 

‘음성형식과 내면적인 언어법칙이 결합될 때 언어기- 완성펀다. ’ 

그의 저서속에서 만번히 쓰이는 ‘개념형성’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 ’ ‘내 

면적인 형성작용’ ‘외면적으로는 음성형식 내면적으로는 이념적인 파악의 

방법’과 갚은 말에 의해서 그가 내부언어형식을 활동으로 보았다는 것은 의 

심 할 여 지 가 없 다. 영 국의 안 어 학자 R. H. Robins는 innere Sprachforrn을 다 

음과 같이 해석했다. 

“ Humboldt’s innere Sprachform is the semantic and grarnrnatical structure 

of a language, embodying elements, patterns and rules imposed on the raw 

rnaterial of speech. In part it is common to all men, being involved in 

rnan’s inte11ectual equipment; but in part also the separate Sprachform of 

each language constitutes its forrnal identity and difference frorn a11 other 

languages (thus it rnay he likened in some degree to the langue of de 

Saussure’ s later langue-parole dichotomy).>> (Robins,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1967: 175) 

상솔한 Robins의 해석에는 ‘내적언어 형식 ’이 활동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데 미 흡한 점 이 없지 않다_ (Thus it may be likened in sorne 

degree to langue of de Saussure’ s later langue-parole dichotomy) 이 라는 말의 

뭇은 애 매하다. 

4, 언어의 형식과 언어으I Energeia (활동) 

‘Kawi말 연구서 설’의 ‘언어의 형식’이라는 장애는다음과 같은 세개의 글 

이 있다. 

Man mms die Sprache nicht sowohl wie ein totes Erzeugtes, sondern 

weit mehr wie eine Erzeugung ansehen, ... (ib. p. 54) 

‘우리는 언어를 생명을 잃은 직풍으로 보이-서는 인되고 오히려 만들어내 

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 

Hierin aber liegt gerade sowohl die Ursache der Verschicdenheit des 

rnenschlichen Sprachbaues, als ihr Einfluss auf den Entwicklungsgang des 

Geistes, also der ganze uns hier beschäftigende Gegenstand. (ib. p. 54) 

‘언어생산이라는 이 결음 속에는 인간의 언어구조의 상이성이 일아나는 원 

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이성이 정신의 전개과정에 끼친 영향까지도 존 

재하고 있는 것 이다. 요컨대 우리가 현재 여기서 대결해야 된 대 상도 그 걸 

음속에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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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selbst ist kein Werk (Ergon) , sondern eine T ätigkeit (Energeia) . 

Ihre wahre Definition kann daher nur eine Genetische sein, Sie ist die sich 

ewig wiederholende Arbeit des Geistes, den articulierten Laut zum Ausdruck 

des Gedanken fähig zu machen. (ib. p. 56) 

“언어’ 그 자체는 만들어진 작풍이 아니고 활동성이다. 그러으로 언어의 

진정한 정의는 생성적인 정의밖에 있을 수 없다. 즉 언어라는 것은 분절음 

성이 사고의 표현이 되기 위한 정신의 영원히 계속되는 활동이 다 .’ 

위 의 글속에 있는 Energeia이 라는 말의 출처 는 Aristotle에 거 슬러 올라간 

다. Aristotle의 ‘형이상학’ 에 있어서의 Energeia는 현재 작용하고 있는 힘이 

다. 그것은 단지 기-능성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화되지 않은 힘 (dynamis)에 

대 렵 되 는 개 념 이 다. 그래 서 생 겨 나는 모든 것 은 Dynamics부터 Energeia로 

옮겨 기 는 것 이 된 다. Humboldt가 언 어 를 Energeia이 라고 말했 을 때 이 

Energeia이 라고 불리 우는 활동성 은 그리 이 스의 경 우에 있어 서 처 럼 활동성 

일반이 아니고 정신의 활동성이 라고 한정되어 있다. Humboldt에 있어서는 

언어의 형식은 완성되고 고정화된 형식이 이-니고 오히려 생동하는 힘이 어 

떻게 작용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Humboldt의 글 

에 의해서 언어의 형식은 단순한 활동성이 아니고 창조적인 활동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Man muss durch die Darstellung der Form den specifischen Weg erkennen, 
welchen die Sprache und mit ihr die Nation, der sie angehört, zum Gedan

kenausdruck einschlägt. ( ib. p.61) 

‘얀어형식의 표출에 의해서 어떤 언어가 그리고 그 언어와 더불어 그 언 

어가 속해 있는 민족이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수한 걸을 밟고 

있느냐를 우리는 인식할 펄요기- 있다.’ 

1n der That ist sie vielmehr der durchaus individuelle Drang, vermittelst 

dessen eine Nation dem Gedanken und der Empfindung Geltung in der 

Sprache verschafft. (ib. p. 57) 

‘실제로 언어형식은 오히려 철두철미 개성적인 충동이다. 이 개성적인 충 

동에 의해서 민족은 스스로 생각한 것， 느낀 것에 언어에 있어서의 다당성 

을 마련해준다.’ 

Humboldt는 언 어 야말로 민족이 만들어 낸 가장 위 대 한 창조라고 생 각 

했다. 

5. 언어유형론 

Humboldt의 언 어 유형 콘은 Homboldt의 일 반적 언 어 관과 일 치 한다. 앞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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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boldt의 형 식의 개념에는 세기지의 용법 이 있다고 했는데 그의 언어유 

형은 그 셋중의 하나인 어떤 언어의 형성원리 (Gestaltungprinzi p) .E-로서 의 

형식이다. 

Humboldt는 범 어 를 굴절어의 전형적인 것 ， 중국어 를 고렵어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보고 모든 다른 언어들을 법어와 중국어라는 양극점의 중간에 위 

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밥 아 외 중국 1갈은 양극단이지마는 정신발전에 대한 

적합성 이라는 점 에 서가 아니고 그 체계의 수미 일관성과 완결성 이라는 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중국말은 수미일관하여 굴절을 단념하고 있다는 점 

에서 완결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Humboldt의 생각에 의하면 양 

극점의 중간에 놓이는 언어들은 중국어처럼 단어를 문법관계에서부터 떼어 

놓은 방식에 가까와지든지 아니면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음성을 단어에 밀접 

하게 결합시키는 방식얘 기-까위지지 않으띤 안되기 때문이다. Mexico 말과 

같은 포합어마저 이 경우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포합은 모든 관계를 암시 할 

수가 없어서 포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접합하는 또는 분리해서 두는 소사 

(Particles)가 필요하기 폐문이다. 포합어에 있어서는 문장의 통일은 쉽게 이 

루어진다. 즉 문장은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항상 가지면서도 얼마간의 단어 

들로서 된 전체로서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의 개별의 단어로서’ 다루어진 

다. 문장은 이 방식에 있어서는 조렴되지 않고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 

로 싸 올려지는 것도 없이 통일체의 표지가 찍힌 형식으로서 주어져 있다. 

양극단 사이 에 놓이 는 또 하나의 다른 유형 은 교착이 다. 교착은 Humboldt 

에 있어서는 협의의 굴절(부착현상과 내적변화)에 이 르는 걸의 첫걸음을 나 

타내는데 지 나지 않는다. Humbold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경험 에 의하연 철두철미 교착적인 언어는 없다. 일견해서 접미사라고 

생각되는 것에 얼마만큼 많은 또는 얼마만름 적은 굴철강각이 부착되어 있 

는지는 개개의 경우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음성융합성의 경향을 실 

제로 나타내고 있는 언어 또는 적 어 도 음성융합을 거부하지 않는 모든 언어 

에는 굴절으로의 노력이 인정된다. ’ 상술한 Humboldt의 말속에서도 그가 언 

어를 창조적인 활동으로 본다는 언어관을 엿볼 수 있다. 굴절과 교착에 대 

한 Humboldt의 평 가는 Schlegel의 평 가와 다르다. 왜 냐하연 Humboldt는 굴 

질을 사용하는 언어와 정사를 사용하는 언어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지 않 

았기 때문이다. Humboldt는 문법체계의 짜업세를 관찰한다면 전형적 인 고 

립 어 인 중국어도 ‘완전성 ’ 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굴절어와 고랩 어 의 

둘중에서 Humboldt기 우선권을 준 언어는 굴절어 이다. Humboldt는 제민족 

의 언어를 특정지우는 것을 다른 정신적 제능력을 특징지우는 것과 연결시 

키려고 했다. 그는 중국어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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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어 를 아무리 단호하게 옹호하고 싶은 사람일지 라도 이 언어 가 정 신 

활동을 이 끌어서 시와 칠학 학문연구와 웅띤이 함께 피 어냐오는 진정한 중 

싱점에 이 르게 한다고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 다" Humboldt는 굴절을 언어 

의 원리 그 지체이라고 또는 이 원리에 일치하는 망볍 이 라고 생각했다. 그 

의 판단기준은 사고와 언어와의 병렵관계이 다. 굴절에 의한 표현이 가장 잘 

사고에 일치한다. 왜냐하면 사고속에 포함된 제관계는 굴절방식 에 있어서는 

동-일의 계충관계를 가진채로 음성에 표현되기 때문이다. 

Humboldt에 의하면 굴절만이 단어에 진정한 의미 에 있어서의 내적 긴밀성 

을 부여하고 동시에 문장의 부분부분을 필연적인 사고의 얽힘 에 어울리게 

확실히 분리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굴절만이 언어 구조의 순수한 원리 

를 그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그에 의하면 추상적 

인 언어 형식중에서 굴절 형식이 올바른 유일한 것이 다. 

상솔한 Humbold t의 유형 론은 다른 학자들의 유형 론과 그다지 다른 것 이 

없다. 특정 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사기능이라는 기준에 의 해 서 동 

일의 질서 단계에 속하는 제언어를 더욱 구분한 것이다. Humboldt는 이 기 

준을 명사와 동사 사이를 구벨하지 않은 소사언어 (Particle language)에 적용 

했다. 그는 이러한 언어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했다. 이 언어 들 

중에는 동사에 “문장결합”이라는 기 능을 특징 지우는 표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언어들이 있는 반연에 단축된 또는 변화된 형태로써 동사에 접합된 대 

명사에 의해서 문장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들이 있다. 

Humboldt에 의하면 중간단계에 속하는 소사언어가 다시 두개의 유(Klasse) 

로 나누어진다. 그의 단계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 ----------------------------------------- -4 

중국말 그외 의 언어들 인도유럽말 • 셉말 

소사언어 
~\\ 

명사와 동사를 전혀 대맹사 

구별하지 않는다 언어 

6. Humboldt의 언 어 형 식 과 Chomsky의 초 기 이 론 

앞에서 Humbold t의 언어형식의 개념에는 세가지 용법 이 있다고 했다. 세 

가지 용볍 애 공통된 개 념 은 형 식 은 무엇보다도 형 성 (Gestaltung) 또는 생 성 

(Erzeugung) 이 라는 것 이 다. Chomsky의 초기 이 론에 있 어 서 는 Humboldt의 

‘언 어 형 식 ’ 이 라는 개 념 은 그의 생 성 규칙 (generative rules)과 같은 것 이 다. 

Coseriu의 말을 벨 리 면 Chomsky는 Humboldt의 형 식 과 생 성 규칙 의 대 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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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진혀 다른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깃에 유의하지 않고 숭어의 약 

간의 우연적인 유사에서부터 출발했다. 

예를 들면， Erzeugung (생성 )-generative process (생성과정) . 

Humboldt의 언어의 형식은 활동(Energeia) 이 다. 더욱 나아가서 그 활동 

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Humboldt의 형식의 개 

념중의 어느 것도 Chomsky의 생성규척과 일치하지 않는다. Humboldt가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미리 주어진 언어규칙에 따라서의 운장의 

생성이 아니고 개별언어의 생성(창조적인 활동) 그 자체이다. Chomsky는 

상솔한 바와 같이 Erzeugung과 generative process플 동일시했음에도 불구 

한고(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Den Haag, 1964) 22페 이 지 에 서 

Humboldt는 ‘규칙 에 의 해 서 지 배 된 창조성 ’ ( rule-governed creativity)과 ‘규 

칙 을 바꾸는 칭 조성 ’ ( rule-changing creativity)를 구별 못했 다고 말했 다. 우 

리는 이 주장을 진지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왜냐하면 띤 옛날에 

Aristotle가 미 리 주어 진 힘 (Dynamis)의 적 용에 지 나 지 않는 바 창조행 위 외

그 힘에 선행하는 창조적활동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Humboldt기 이 Aristotle 

의 구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Humboldt가 “규칙 에 

의해서 지배된 창조성”과 “규칙을 바꾸는 창조성 ”을 뚜렷 이 구별 못했다고 

한다연 그것은 그가 “규칙에 의해서 지배펀 창조성 n을 창조라고 인정하지 

않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Chomsky의 생성규칙은 Humboldt에 있어서는 

Ergon에 속하는 것이지 Energeia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상솔한 바와 같이 Humboldt의 “내부언어형식”이라는 개념은 개별언어의 

독자적 인 내 용형 성 (inhaltliche Gestaltung) 즉 문법 적 의 미 및 어 휘 적 의 미 

를 포함하는 개 별언어 의 의미의 형성을 뜻한다. 

이 “내부언어 형식”이라는 개념이 십충구조라는 개념과 대 응될 수 있는 것 

인가 ? Chomsky의 초기 이 론에 서 는 심 충구조를 문장의 의 미 (meaning)와 동 
일시히는 경 향이 뚜렷 이 확인펠 수 있다. 그렇게 펀다맨 삼충구조는 Hum

boldt의 ‘내부형식’에 해멍하는 것이 될 것이다 Humboldt의 ‘내 부형식 ’ 은 

게벨언어의 독자적인 내용형성이지 결코 심충구조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예 

를 들띤 Caesar Pompeium vicit. ‘카에사르는 폼페 이우스에게 이겼다’ 

- Pompeius a Caesar victus est. 

‘폼페 이우스는 카에사료에게 패했다’ 라는 두 문장을 Chomsky의 초기 이 론 

은 같은 심충구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은 지시 (Bezeichn ung)이지 개 별언어의 의미가 아니다. 위에서 예로 든 

두 개의 문장은 지시가 같을 뿐이지 언어적 의미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Humboldt에 의하면 이 두 문장의 “내적언어형식”은 같지 않다. Chom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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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이론은 언어적인 것과 언어외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 Saussure의 

Cours에는 언어적인 것과 언어외적인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다음과 같은 유 

명한 말이 있다. “언어는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실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Chomsky의 심 총구조 • 표연 구조와 비 슷한 개 념 이 Humboldt의 글속에 잘 

나타나 있다. 

Es wird daher sehr erklärbar, dass die Lautform hauptsächlich diejenige 

ist, wodurch der Unterschied der Sprache begründet wird. Es liegt dies an 

sich in ihrer Natur, da der körperliche, wirklich gestaltete Laut allein in 

Wahrheit die Sprache ausmacht, der Laut auch eine weit grössere Mannig

faltigkeit der Unterschiede erlaubt, als bei der inneren Sprachform, die not

wendig mehr Gleichheit mit sich führt, statt finden kann.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음성형식은 언어의 구별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형 

식이라는 것이 매우 명백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음성형식의 

본성속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연 물체적인 실제로 형성된 음성만이 실은 언 

어를 결정하고 음성은 필연적3로 더욱 유사하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적언 

어형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다양한 구별을 허용하기 때문 

이다. ’ 

Humboldt는 언어에 있어서의 비교적 강한 통일성 이 언어의 지적부분(내 

적언어형식)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바는， 이 지적부분에 있어 

서도 실제로는 언어의 중요한 상이성 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Chomsky의 초 

기이론은 상이한 언어들 사이의 의미구조의 차이는 고려대상으로 삼지도 않 

고， 모든 언어에 공통펀 의미만을 찾아 내려고 했다. Chomsky가 의미의 동 

일성이라고 주장한 것들 중에는 실은 언어의미의 동일성이 아니라， 지시의 

동일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Chomsky는 변형 규칙 을 유한수단(fìn i te means) 이 라고 하고 변형 규칙 의 적 

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무한한 문장들은 무한한 사용(infinite uses)이 라고 해 

석 했는데 , Chomsky의 이 와 같은 해 석 은 다음과 같은 Humboldt의 글의 내 

용과 거의 일치한다. 

Denn die Sprache ... muss als sich ewig erzeugender ansehen ￦erden， wo die 

Gesetze der Erzeugung bestimmt sind, aber der Umfang und gewissermassen 

auch die Art des Erzeugnisses gänzlich unbestimmt bleiben, (ib. p.70) 

‘생성의 규칙이 한정되어 있으나 생성의 범위와 어느 정도까지는 생성의 

종류까지도 철두철미 한정 안펀 채로 있다면 언어는 영원히 생성되는 것드 

로서 생각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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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문볍의 심충구조는 의미해석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추성구조인데 

반하여 Humboldt의 내 부형 식 은 실 제 하는 현 실 (Wirklichkeit) 이 다. 

변형이 론에 있어서의 관점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씨의 말행위라고 하는 관 

점， 파라서 언어핵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논리학적인 관점이다. 따 

라서 섬총구조와 표연구조사이의 조착적인 것도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루 

어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형문법은 개별언어의 본질 즉 자연언어의 본 

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변형문엽은 이들 언어의 본질 

또는 특성 즉 각기 언어의 기능형성의 차이정을 전혀 탐구하지 않기 때문 

이다. 

ABSTRACT 

On Humboldt’s Concept of ‘Form’ 

Ik Sung Shin 

Humboldt’s concept of ‘Form’ is to be in terpreted from three ‘ viewpoints 

as Eugenio Coseriu pointed out. 

Firstly his concept of ‘Form’ is to be applied to language and to the 

relation of language to extralinguistic reality in the most general meaning 

of the ‘Form’. 

Secondly, the concept of ‘Form’ is to be applied to an individual language 

as well as to the relation of an individuallanguage to extralinguistic reality. 

In this respect, every individual language is a ‘Form’ . 

Finally, his concept of ‘Form’ is to be applied to the intralinguistic 

reality between individual language and the principles which are on the 

basis of the phenomena. 

My aim is to verify the above-mentioned three viewpoints through the 

quotations from his book ‘Einleitung zum Kawi-Wer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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