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 개념의 비판적 검토와 한국어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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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언어학에서 사용되어 온 ‘굴절(屈折, inflection)’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어의 문
법적 현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굴절’이라는 용어는 여러 층위에서 발견된다. 첫째, 서로 관련된 두 단어형(word-form) 사이의 관계 즉 형태론
적 패턴을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파생(派生, derivation)’과 짝을 이룬다. 둘째, 어떤 단어에 대하여 특정한 문법 범
주 값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과정이 동사에서 실현되느냐 아니면 명사에서 실현되느냐에 따라 각각 ‘활용
(活用, conjugation)’과 ‘곡용(曲用, declension)’으로 나뉜다. 셋째, 세계 여러 언어가 보이는 형태론적 특성에 기반
한 분류 중 하나로, 이 경우에는 ‘고립(어), 교착(어), 포합(어)’ 등과 함께 집합을 이룬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 층위에서의 ‘굴절’ 개념 및 용어는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현배(1930) 등을 기점으로 하여 학교 문법 등에서 한국어 용언에서 나타나는 꼴바꿈 현상은 ‘활용’으로 기술
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둘째 층위의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임홍빈(1997), 송철의(2006), 최형용(2013), 최정
진(2014) 등에서는 교착어적 특성을 띠는 한국어에 대해 굴절의 하위 부류인 활용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조사, 어미 등의 요소에 대하여 ‘교착소(膠着素)’라는 단위를 설정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는 단순히 선행하는 형태론적 단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동사구나 절, 나아가서는 문장 전체를 작용역으로 한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강
력히 지지해 준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삼단논법에 근거한다. 1) 굴절을 가진 언어는 굴절어이다. 2) 한국어는 (굴절어가 아닌)
교착어이다. 3)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굴절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과연 1)에서 첫 번째 ‘굴절’과 두
번째 ‘굴절’이 같은 층위의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인가에 대한 전제적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어
떤 언어가 보이는 형태론적 현상으로서의 ‘굴절’은 세계 여러 언어들의 형태론적 특성에 기반하여 구분한 부류로
서의 ‘굴절’과는 지시 대상과 층위가 다른 일종의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언어학에서 ‘굴절(inflection)’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여 다루어
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어에서의 관련 현상인 이른바 용언 활용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타당
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태 범주·패턴으로서의 굴절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굴절을 연속적이고 입체적인 개념으로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어 용언 활용 현상을 굴절적 현상으로 적절히 기술하기 위해 형태론적 기본 단위인 ‘형성소(formative)’
의 설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어미가 지닌 형태론적 분포와 통사론적 기능 범위 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포괄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포착한 굴절 개념의 해체와 연속적·입체적 관점으로의 전환, 그리고 활용 패턴 기술을 위한 새로운
단위의 설정 등은 한국어 문법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오해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충분한
설명력을 갖춘 기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유의
미한 유형론적 논의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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