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어음운론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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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세기의 1/5이 지났습니다. 과연 21세기에 이루어진 한국어
음운론 연구도 20세기의 연구를 뛰어넘어 1/5만큼 더 성장했는지는 한국어 음운론을 계속
공부해 온 저 스스로도 자신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연구 성과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반추해 보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은 연구를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배주채 선생님은 현대 한국어 음운론에서 큰 업적을 남기셨기에,
오늘의 발표 역시 다른 어떤 발표보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21세기 들어서 중요한 연구의 흐름으로 대조 음운론을 거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21세기에서도 이 방면으로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현대 한국어 음운론은 20세기를 거치며 완숙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제 그 영역을 대조 음운론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조 음운론(대조 음성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더 듣고
싶은 사항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우선, 21세기 들어 한국어 음운론 연구가 대조 음운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논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내국인 중에는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한국어 음운론을 지속해 온 연구자들 중에는 대조 음운론을
다룬 경우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해당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한 양적 결과물이 아닌 다른 측면을 고려할 때 21세기
초반의 한국어 음운론이 대조 음운론 중심이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더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조 음운론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대조 음운론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대조
대상이 되는 언어들의 음운론을 모두 깊게 이해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여러 언어의 음운론을 두루 섭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연구자가 서로 다른
언어들과 한국어를 대조하고, 그 결과를 계속 축적하면서 대조 음운론 연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한국어 음운론 연구자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도 다양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수준 높은 대조 연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조 음운론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발표에서 선생님께서는 주로 현대 한국어의 음운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음운사를 고려하면 대조 음운론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방향이
더 있을 듯합니다. 그중 하나는 음운 변화의 원리와 과정 등을 현대 한국어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음운 변화는 어쩔 수 없이 문헌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어 변화를 구어에서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한 음운 변화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론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조 음운론 못지않게 규모가 큰
주제이자 연구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육진 방언을 통한 일부 논의가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오늘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주제나 연구 방향을 더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국어 음운론
연구의 의무를 지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대조 음운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사소한 말씀을 한 가지만 덧보태겠습니다. 한글
표기법의 제정이 20세기 초기 한국어 음운론의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과도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대 표기법의 뼈대는 이미 주시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김두봉이나 최현배 등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음운론 연구가 이어지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가 한글 표기법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초 한국어 음운론의 연구 성과를 표기법 제정과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약간
뒤이기는 하지만 표기법 문제와 무관하게 순수 음운론 연구를 추구한 이숭녕, 小倉進平,
河野六郞 등의 연구는 실제로 한국어 음운론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표기법을
중심으로 음운론의 연구 성과를 평가한다면 이들의 연구가 너무 쉽게 배제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