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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어의 굴절” – 한국어 용언 활용의 유형론적 기술
“Inflection of agglutinative language” - Typological description for Korean verb conju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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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형태 범주로서의 굴절

• 굴절(屈折, inflection)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어의 문법적 현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 교착어인 한국어에 대해 굴절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
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고, 일반언어학적인 관점에서

• 한국어에 대한 굴절 개념 적용 비판
- 굴절을 가진 언어는 굴절어이다. 한국어는 (굴절어가 아니
라) 교착어이다. → 한국어에는 굴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굴절어’의 굴절과 ‘범주’로서의 굴절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

굴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 검토
•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들이 보이는 굴절 현상과 관
련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살펴봄.
• 굴절의 기준 및 척도를 한국어 용언 활용 기술에 적용
• 굴절의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공평하고 타당한 유
형론적 연구의 틀을 제공

• ‘형태 범주’로서의 굴절
- ‘파생(derivation)’ 범주와 대립함.
- 문법적 환경에 규칙적으로 대응되는 형태 범주. 문법적 환
경(문법범주)에 따라 언어 형식이 달라지는 현상
-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언어마다(또는 언어 내
부문마다) 형태 변화 및 대응 양상이 다름.

굴절의 기준과 척도
•

굴절 범주의 유형론과 관련되는 매개변항(Bickel & Nichols
2007)

1) 융합(fusion): 음운론적 의존성 및 분절 가능성
- 고립적(isolating)-연쇄적(concatenative)-비선형적(nonlinear)

2) 변동성(flexivity): 굴절 형식의 이형태 교체 여부
- 변동적(flexive)-고정적(nonflexive)

3) 구현(exponence): 하나의 형식에서 실현되는 범주의 개수
- 누적적(cumulative)-분리적(separative)

4) 통합성(synthesis): 단어 당 굴절 형식의 개수
- 분석적(analytic)-통합적(synthetic)-다통합적(polysynthetic)

한국어 용언 활용의 유형론적 기술
1) 융합: 연쇄적 패턴

3) 구현: 분리적 패턴

- 선어말어미 및 어말어미들이 어간에 대해 음운론적으로

-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식이 하나의 굴절 범주 값에 대응됨.

의존적임.
- 굴절 형식과 어기, 굴절형식들 간의 경계가 분명한 편임.

- 종결어미의 경우 상대높임법과 문장유형(문장종결법)의 두
가지 범주를 동시에 나타낸다는 점에서 누적적 구현 패턴
을 보임

2) 변동성: 변동적 패턴
- 굴절 형식들 대부분 이형태 교체를 보임.

4) 통합성: 통합적 패턴

- 이형태 교체를 하지 않는 고정적인 형식들도 존재하기

- 통합성 지수 측정(최형용 2011): 2.73 / 6-7개 범주

는 하지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고정적 패턴: 주로 이형태 교체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 대응됨.

- 분석적 언어(ex.베트남어)에 비해 많은 범주/형식 실현
- 다통합적 언어(ex.에스키모어)에 비해 적은 범주/형식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