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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문장구조가 같은 언어와 그 분포*1)

강 경 원**2)

<요
SOV

약>

언어, 내포절 선행언어, 부사적 종속접속사 후행언어,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어와 문장구조가 같은 언어를 분

류하고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알려진 언어 중

21

개가 이에 해당하였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나 주로 아시아 대륙에 집

중해 있다. 이들 언어가 역사시대에 와서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어의 문법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언어는

SOV

계통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조어에서부터 매우 이른 선사시대에 분지한 후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

전한 언어들로 추론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 한국어와 문장구조가 같은 언어들 중 우선적으로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할 중요한 몇 개의 그룹을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알타이어 가설에서 지목한 일본어, 할하 몽골어, 다고르어, 추바슈어, 몽
구오르어를 포함하는 그룹, 둘째는 라후어, 라왕어, 마루어, 아파타니어, 아트파레어 등 티베토-버마어족의 언어들, 셋째는 인도
남부의 쿠비어, 코르쿠어, 라마니어 등이다. 이들 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이 무엇에서 비롯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언어를 쓰는 인구집단에 대해 고고학적, 역사학적, 생물 유전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장구조, 언어 분포도, 알타이어, 티베토-버마어, 인도 남부 언어

Ⅰ. 서 론
이 연구는 한국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같은 계통의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어
휘의 유사성도 고려되어야 하나 어법의 유사성이 더 중요하다. 실제 한국어가 속한다고 보았던 알타이어에 대
해서는 그 존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고, 독립어족에 대한 가설도 존재한다. 또 일본어, 몽골어, 튀르크
와 같은 인근의 다른 언어들과 공유하는 어휘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비교언어학적 방법의 적용과 조어의 재
구도 쉽지 않다(강경원,

2006).

이에 본 연구는 개개 언어들의 표면적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문장구조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어와
같은 문장구조를 가지는 언어들을 추출하고, 그 언어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과 같은 문장구조를 가진 언어집단
을 찾는다면 민족형성과 언어전파의 과정을 밝히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또한 국내 지리학계의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언어지리학의 연구방법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비교언어학적인 연구방법에 거의 획일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방법의 한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연구방법이 지닌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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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새로운 연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지리학계의 언어지리학의 연구
는 매우 미미하다. 그 결과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각종 교재 편찬 시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어와 같은 문장구조를 지닌 언어를 탐색하기 위해 우리말의 문장구조를 먼저 분석하기로 한
다. 가장 큰 특징은 주어, 목적어, 동사 순(SOV)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종속절이 명사구 내에서
체언에 선행하는 점이고, 세 번째는 부사적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의 끝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닌 언어를 선별해내고, 끝으로 그 분포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Ⅱ. 언어 유형의 분류 기준과 한국어의 문장구조
언어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 문법형태소는 가장 효과적인 기준이 된다. 그것은 어떤 언어의 고유성이고 긴
세월에 걸쳐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문법체계가 좀처럼 변치 않아서 가
장 안정성이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음운체계가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나, 어휘는 가장 불안전하며 대량의 차
용이 가능한 부분이다(강길운,

1988, 18).

실제로 어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쉽게 차용된 사례가 허다하다. 가장 가까운 예로 중국어와 한국어는 매우
이질적인 언어이지만 국어 속의 한자어는 약 절반이나 된다. 반면, 일본어는 한국어와 공유하는 어휘가 극히
적지만 문법체계는 유사하다. 일본인의 선조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유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어휘의 변화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랄 만큼 크다.
언어들 간의 문법체계의 유사성은 문장 구성소의 순서(word

order)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문장을 이루는

구성소의 순서는 가장 고정적이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변화의 사례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문장 구성소의 순서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와 같은 유형의 언어를 고르고자 했다. 주절의 문장
구조도 중요하지만 유사성이 큰 언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복문에서의 문장 결합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
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세 가지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문장 주절의 구조가 주어, 목적어, 술어 순으로 된 언어를 탐색한다. 언어 유형 체계(Typological
systems)는

주어(Subject

or Agent),

목적어(Object), 술어(Verb)의 결합방식에 의해 우선 결정되며, 이에는

SOV, SVO, VSO, VOS, OSV, OVS와

같이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 주어(S), 목적어(O), 술어(V)로 구성된 어순

은 어휘처럼 잘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고 긴 세월에 걸쳐 매우 고정적이다. 일상에서도 어순이 같은
외국어를 쉽게 터득하는 것도 유형적으로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순은 언어 유형을 가르는 가
장 중요한 기준이다(강경원,

2008, 2).

문장구성소의 순서(constituent

다. “내가 그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처럼 그 배열이

order)로

보면 한국어는

SOV(주어+목적어+술어)의

SOV

언어에 속한

순서로 되어 있으면 대체로 한

국어와 같은 문장구조를 가진 언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언어가

SOV

SVO

언어로 변화하는 것처럼 가변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긴 어렵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암하라(Amharic)어처럼 예외적으로
여

SOV가

되었다(Blake,

SOV로

2001, 1011-1012).

회귀하는 형태도 있다. 인근의 쿠시트(Cushitic)어와의 접촉을 통하

이와 같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장구조는 거의 불변이다.

둘째, 내포절이 핵-선행인지, 핵-후행인지도 구분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에서는 관계절을 포함하는 내

體言

포절은 체언(

; Nominal)을

수식하는 기능으로 보면 마치 형용사와 같다. “내가 어제 읽었던 책...”과 같은

문장에서는 “내가 어제 읽었던...”이라는 내포절이 ‘책’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는 이처럼 핵후행 내포절 언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내포절을 포함하는 보문소도 핵에 선행하는 수식어처럼 쓰
인다. 대부분의 유럽어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나 국어에서는 보문절, 불완전명사, 관계절,
내재적 핵어 관계절, 의사관계절 등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포절 전체를 가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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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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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복,

수’,

‘-한’, ‘-은’, ‘-것’

등의 보문소가 피수식어인 명사에 선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강경원,

2004, 250).

2008, 3;

김종

副詞的 從屬接續詞 와 절의 순서

셋째, 문법상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요소는 부사적 종속접속사(
(order of adverbial subordinator and clause)이다.

)

국어에서는 부사적 종속접속사를 포함하는 절이 주문장에

선행하며 종속접속사는 종속절의 끝에 온다. 예를 들어,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라는 문장에서 ‘때문에’가 종속절의 말미에 위치한다.

Ⅲ. 분류의 실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한국어의 문장구조가 지닌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추출하여 다
른 언어와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기법은 연구자가 한국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적용한 것이며 기준들의 적용 순서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각 언어의 문장구조를 분석하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S, O, V의

순서상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언어 유형을 나누는 우선적인 것으로 선정함은 유효하며, 그것들의 순서가 같음은 근본적으로 동일 유형의 언
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아닌 것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채택될

SOV

수 있는 분류기준은 내포절이 핵-후행인지의 여부이다. 즉

SOV

언어 중에서 내포절이 체언을 수식하여 복합

명사구를 이루는 언어들을 추출하였다. 실제 언어 구사에서 부사적 종속 접속사의 사용보다 관계절을 포함하
는 내포절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할 순서는 부사적 종속접속사의
위치이다. 아래에 그 기준들을 순서대로 열거하고 약어로 표시하였다.

① 주어 목적어 술어 순서의 언어
② 내포절 핵 후행 언어
③ 부사적 종속접속사 후행언어
,

,

: SOV

-

: RelN

: AdvsC

Ethnologue(http://www.ethnologue.com/)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7,105

개로 집계되

었다. 교통의 발달과 활발해지는 교류로 인하여 사실상 사라져가는 언어가 생기는 언어보다 많으므로 언어 수
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마다 새로 등록되는 언어가 더 많으므로 그 수효가 증가하고 있다.
7,105

개의 언어에 대해 연구자는 정확한 지식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자료수집여건과 시간의 제약으로

모두 검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가

각 항목별로 분석한

WALS(The World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1)

파일을 한

때 제공하였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연구자의 기준에 맞게 분류하였다.
1. SOV

언어의 분포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SOV

언어로 분류한다.

SOV가

예외 없이 하나의 조어에서 나누어졌다는 추측은 가능

하지만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어순이 매우 고정적임을 인정한다면, 그 동일성은 동계 언어가 갖추어
야 할 필요조건이다. 대략 세계 언어의 약

40%

WALS의

496개(40.4%)가 SOV로

SOV는

자료에 수록된

1,228개의

언어 중

정도는

SOV

언어이다. 연구자가 모두를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분류되었다(강경원,

2008, 6).

아시아 대륙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데, 특히 코카사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대상으로 나타나고

인도지역과 뉴기니 섬에서는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북극해연안과
1)

연구자는 이 파일을

2008년에

구득하였으나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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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산포된 형태를 보이지만, 미국의 인디언 언어는 밀도가 더 높고 그 수효도 많다. 그 밖에 오스트
레일리아, 안데스의 산지, 아마존 분지에서도 집중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들

SOV

언어들 중 많은 언어들은 특

정 지역에 고립어의 형태로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제외하면
SVO에

비해 열세이고,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드물며, 태평양지역에는 전혀 분포하지 않는 특징

을 보인다.
2.

내포절이 명사에 선행하는 언어(RelN)
내포절을 포함하는 한국어 문장의 구조는

N(NV)NV이다.

예를 들어 “나(N)는 아름다운 사진이 많이 실려

있는(NV) 그 책(N)을 갖고 싶다(V).” 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내포절이 뒤에 오는 명사(책)를 수식한다.
<표 1> SOV

구분

언어 중 내포절 선행언어의 지역별 분포

SOV

동부아시아

언어 중 내포절 선행언어(RelN)

Korean, Japanese, Khalkha-Mongolian, Ainu,

시베리아

Mansi, Yukaghir-Kolyma, Yakut, Evenki

중국 내륙

Mangghuer(Monguor), Uyghur, Tibetan

동남아시아

Burmese, Lahu, Rawang, Maru

언어 수효
Dagur

Khowar, Marathi, Lamani, Burushaski, Kolami, Koya, Kuvi, Telugu,

아시아

남부아시아

Tamil,

Korku,

Mundari,

Newari(Kathmandu),

Newari(Dolakha),

Tamang, Gurung, Purki, Balti, Kham, Hayu, Chepang, Camling,

58

Thulung, Athpare, Naga, Jingpho, Gallong, Mising, Apatani, Digaro

중앙아시아

Uzbek, Turkmen, Karakalpak

서남아시아

Turkish

코카서스
아프리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Ubykh, Abkhaz, Kabardian, Tsova-Tush, Chechen, Ingush, Hunzib,
Lezgian, Karachay-Balkar

Ijo, Amharic, Zayse, Kemant, Tigrinya, Qafar, Chaha, Gamo,

8

Basque, Chuvash, Tatar

3

Maidu, Tlingit

2

Quechua(Imbabura), Quechua(Huallaga), Huitoto

3

Awa, Hua, Yagaria, Asmat, Kobon, Ruma, Yale, Una, Awtuw, Kwoma, Hanga

뉴기니

Hundi, Ambulas, Sare, Alamblak

계
주:

1)

14
88

아시아의 여러 지역은 연구자가 편의상 임의로 구분한 것임.

2) Asmat는

인도네시아 영토인 이리안자야(Irian

Jaya)에

속하지만 뉴기니에 포함시킴.
<표 1>은 SOV
SOV

언어 중

88

중 이처럼 내포절이 명사에 선행하는 언어들을 대륙과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496

개의

개 언어(17.7%)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로써 한국어와 유사성이 보다 큰 언어들을 압축하여

추출하였다. 분포 상의 특징을 보면, 주로 아시아 대륙에서 전역에 걸쳐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인도와 네팔을
아우르는 히말라야 산맥 지역과 코카사스 산맥 부근에서 높은 밀도를 보인다. 반면,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우
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족이 거주하는 중국의 주요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뉴기니와 동아프리카의 에티
오피아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분포를 보임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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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포절 선행언어 중 부사적 종속접속사 후행언어

구분

SOV

동부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뉴기니

언어(AdvsC)

언어 수효

Korean, Japanese, Khalkha-Mongolian, Ainu, Dagur

시베리아

Yukaghir-Kolyma

중국 내륙

Mangghuer(Monguor)

동남아시아

Lahu, Rawang, Maru

남부아시아

Lamani, Kuvi, Korku, Apatani, Athpare

15

Amharic

1

Basque, Chuvash

2

Tlingit

1

Huitoto

1

Asmat, Awtuw

2

계
주:

1)

22

아시아의 여러 지역은 연구자가 편의상 임의로 구분한 것임.

2) Asmat는

인도네시아 영토인 이리안자야(Irian

Jaya)에

속하지만 뉴기니에 포함시킴.

3.

부사적 종속접속사 후행 유형(AdvsC)
<표 2>에서

제시한 내포절 선행언어 중 부사적 종속접속사 후행언어는 총

22

개로 나타났다. 대체로 아시아

대륙에 많으며 집중적이라기보다 널리 분산된 분포패턴을 보인다. 그들 언어 중 유럽에도 두 개 언어가 있으
나 이들 언어는 인도-유럽어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스크(Basque)어는 그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추바슈
(Chuvash)어는

아시아에서 이동한 유목민 집단의 언어임을 감안하면 유럽에 기원을 둔 언어는 없기 때문이다.

뉴기니를 제외한 오세아니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아프리카, 북미, 남미에는 각각 하나씩만 고립하여
분포한다.

Ⅳ. 분포지역과 언어들의 세부적 특징
최종적으로 추출한, 한국어와 문장구조가 가장 가까운

21

개 언어들은 대체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의 고립된 지역에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언어는 분화된 지 오래된 언어로서 이후에 큰 변화
없이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아래에서는 한국어와 문장구조가 같은 개별 언어들이 사용되는 지역과 부가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언
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는 주로
Haspelmath, M.(2013)을

1.

Wikipedia

인터넷사전과

Ethnologue

인터넷사이트와

Dryer, M. S. &

참조하였다.

일본어(Japanese)
한국어와 같은 어휘는 많지 않으나 문장구조뿐만 아니라 문법 전반에 걸쳐 한국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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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apanese 2.Khalkha-Mongolian 3.Ainu 4.Dagur 5.Yukaghir-Kolyma 6.Mangghuer 7.Lahu 8.Rawang 9.Maru 10.
Lamani 11. Kuvi 12.Korku 13.Apatani

14.Athpare 15.Amharic 16.Basque 17.Chuvash 18.Tlingit 19.Huitoto

20.Asmat 21.Awtuw
[그림 1]

한국어와 문장구조가 같은 언어의 분포

일본어에서는 형용사가 문장 끝에서 술어로 쓰일 때 원형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이 한국어와는 다를 뿐
문법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언어이다.
명사구의 구조도 동일하며 격조사의 형태가 같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시제 및 양상 접어가 후행하는 점도 한
국어와 같다. 또 ‘매우’와 같은 정도 표시어가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일
본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문법적으로 한국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이다.

할하 몽골어(Khalkha-Mongolian)

2.

할하(Khalkha)는 표준 몽골어의 모태가 되는 언어로서 몽골의 수도를 중심으로 널리 쓰인다. 몽골어도 명사
구의 구조가 한국어와 같고, 동사의 시제 및 양상 접어 후행언어이다. 또 정도 표시어가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
하는 언어이다.

膠着語 이며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어미변화를 중심으로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교착어(

)

,

하나의 접미사가 하

나의 기능과 의미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한국어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어미변화의 방식에서는 공통점이
현저히 드러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몽골어는 시제, 격, 동사의 종류 등에 따라 어간에 붙는 어미와 문장의
종결어미가 변화한다.
몽골어는 주어가 되는 낱말 뒤에

inu, anu, ber

등을 붙여 그 앞에 있는 낱말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즉 주격조

사의 기능을 가진 낱말이 여러 개이고 복잡하다. 또 명사와 형용사가 형태상 구별되지 않고, 명사가 형용사의 기
능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형용사가 따로 있고 마치 동사처럼 활용된다.
몽골어의 동사형은 기원적으로 동사의 어간에 명사를 형성하는 접미사가 붙은 동명사이고 여기에 인칭어미가 붙

屬格 의 인칭대명사를 동반할 수 있다 김방

는다. 또 몽골어는 많은 후치사가 격을 지배하는데 후치사 뒤에 속격(
한,

1983, 68).

이처럼 몽골어에서는 소유 어미가 격 어미(case

suffixes)

)

뒤에 오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알

타이어족의 언어로 분류되는 터키어(Turkish)에서는 소유 어미가 격 어미의 앞에 온다(Guntsets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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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누어(Ainu)

3.

아이누어는 고 아시아어로서 일본의 홋카이도의 북부에 사는 아이누족이 말하는 고립어이다. 명사구의 구조
가 한국어와 동일하고 동사의 시제 및 양상 접어 후행언어인 점도 같다.

20세기까지

아이누어는 사할린 남부

와 쿠릴 열도에서도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으며 홋카이도에서도 거의 소멸상태에 있으므로 일본에서
는 재생과 보존에 힘쓰고 있다. 다른 언어와의 계보관계(genealogical

relationship)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어이

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을 보면, 우리말과의 친연성이 잘 드러나 보인다. 과거형을 나타내기 위해 접미어 대신에
접두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어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문장의 구조와 명사구의 구조와 계사(copula)의 사
용방법이 똑 같다.
Otta

a-nuye-p

in there

PASS-write-thing

거기

(과거)-쓴-것

anak

aynu-itak ne.

TOP

(Shibatani, 1990, 38)

Ainu-speak be.

은(주제격)

아이누-말 이다(계사).

다고르어(Dagur)

4.

알타이어에 속하는 몽골계의 언어로서
약

96,100명이다.

Daur, Daguor, Dawar, Tahur어라고도

불리는 이 언어의 사용자는

거란족의 잔재를 지닌 몽골어의 방언으로서 내몽골, 만주 북부 지역, 몽골, 신장 등지에서 쓰

인다. 명사구의 구조가 한국어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사의 시제 및 양상 접어가 후행하는 공통점도 있다. 또
구개음화와 모음조화 같은 문법도 현재의 한국어와 일치한다. 중국어, 만주어, 에벤키(Evenki)어 등의 영향을
받은 차용어가 많다.
5.

유카기르어(Yukaghir-Kolyma)
Yukaghir어에

속하는

Yukaghir-Kolyma어는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고립어이다. 우랄어에 속한다는 학설도

있으나 대부분의 우랄어 학자에게는 이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다. 명사구의 구조가 한국어와 동일하고 동사의
시제 및 양상 접어 후행언어인 점도 같다.
17세기에도

레나(Lena) 강에서 야쿠티아(Yakutia)를 거쳐 추코타(Chukotka)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에 유

카기르족이 거주했으나 러시아의 식민화에 의해 위축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파괴되었다. 지금은 다언어지
역이 되었고 노인들만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Maslova,
6.

몽구오르어(Mangghuer;
Mangghuer(Monguor)어는

Qinghai-Gansu

2003, 21).

Monguor)

알타이어족의 몽골어계에 속하며, 중국에서는

西宁

지역의 언어이며, 시닝(

; Xining)이

土族语

토족어(

그 중심이다. 언어의 사용자는 약

명사구의 구조가 한국어와 같고, 동사에 붙는 접미어의 형태가
모음조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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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후어(Lahu)
라후어(Lahu;

拉祜语 는 중국
)

,

타이, 버마, 라오스에 사는 라후족이 쓰는 언어이다. 중국의 윈난성을 중심으

로 라후족과 소수민족이 널리 쓰는 일종의 상업언어(lingua

franca)이다.

타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으며 버마

에서 유입한 라후족 불법난민이 사용하는 정도이다.
김병호는 한국어 계통에 대한 일련의 연구(1997;

2003)에서

한국어, 라후어, 일본어, 미얀마(버마)어, 아카어,

드라비다어, 벵골어, 아삼어를 포함하는 한국어족의 창설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들 언어가 부분적으로 어휘와
조사의 유사성은 있다할지라도 명사구의 구조가 한국어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어 계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라후어는 명사구에서 형용사, 수사, 지시어가 명사에 후행한다. 그가 주장하는 동남아시아의 언어들
은 티베토-버마어(Tibeto-Burman)어에 속한다(Dryer,
8.

2008

참조).

라왕어(Rawang)
버마 북부, 인도와 중국의 접경 산악 지역(Kachin)에 사는 라왕족의 언어로서 중국-티벳어(Sino-Tibetan) 중

티베토-버마(Tibeto-Burman)어에 속한다. 총

63,000명

중

62,000명이

버마에 거주한다. 중국에도 리수(Lisu)족과

섞여 사는 라왕족이 약

20,000명

(Nung-Rawang)이라고도

불리는데 라왕족은 원래 몽골의 스텝 지역에서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점차 남하하여

삼강(Mekong,

정도라고 하는 보고도 있다. 이 언어가 눙(Nung)어계에 속하므로 눙-라왕

Yangtze, Salween)지역에

이르게 되었다. 라왕어에서는 수사와 형용사가 명사에 후행하므로 한

국어와는 역의 순서이다.
9.

마루어(Maru)
Mro, Mrung, Murung이라고도

불린다. 방글라데시의

Bandarban

지역, 이에 인접한 버마의 중부, 인도의 아

삼지방에서 쓰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언어이다. 크게는 중국-티벳(Sino-Tibetan)어이고 버마-롤로
(Burmese-Lolo)계

언어이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사와 형용사가 명사에 후행하는 티베토-버마어의

특성을 공유한다. 대략
10.

50,000명이

사용하는데 그중 방글라데시의 사용인구가

30,000명

정도로 가장 많다.

라마니어(Lamani)

이 언어를 지칭하는 명칭이

Bangala, Banjara, Banjari, Banjori, Banjuri, Brinjari, Gohar-Herkeri, Goola,

Gormati, Gurmarti, Kora, Labhani, Labhani Muka, Lambadi, Lamani, Lambani, Lambara, Lavani, Lemadi,
Lumadale, Singali, Sugali, Sukali, Tanda, Vanjari, Wanji

등 매우 다양하다. 인도-유럽어 중 인도어에 속하지

만 명사구의 구조까지도 우리와 같다. 인도의 남부 지역의 언어로서 사용자는
Andhra Pradesh주

11.

4,150,000명이다.

정확히는

하이데라바드의 동쪽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쿠비어(Kuvi)

드라비다어(Dravidian) 중 중남부 드라비다어(South-Central
같다.

Dravidian)인데

Jatapu, Khondh, Khondi, Kond, Kuvi Kond, Kuvinga, Kuwi라고도

정도인데

Orissa

주의 남부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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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르쿠어(Korku)

Bondeya, Bopchi, Korki, Kuri, Kurku, Kurku-Ruma, Ramekhera
Pradesh

주의 남부,

Betul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Madhya

시를 중심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이다. 중부 인디아의 코르쿠족이 쓰는 언어로서 다

른 문다(Munda)어의 분포를 보면 서부벵골과 오리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드라비다어를 쓰는 집단 속에
둘러싸여 홀로 고립된 형태를 보인다. 현재는 약

574,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으나 쓰는 마을이 점차 줄어들

면서 힌디어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오스트로-아시아어(Austro-Asiatic)에 속하는 문다어의 일종이지만 명사구의 구조가 한국어와 동일하고 동사
의 시제 표시도 접미어를 붙이는 점에서 우리와 같다. 그러나 명사에 남성, 중성, 여성의 세 가지 성을 부여
하는 점이 다르다.
13.

아파타니어(Apatani)

Apatani (Apa Tani, Tanii)어는
(Tani)어이다.

사용인구는 약

중국-티벳(Sino-Tibetan) 중 티베토-버마(Tibeto-Burman) 어족이 쓰는 타니

28,400명이고,

인도 동부

Arunachal Pradesh

주의

Itanagar

북쪽의 산악지대에서

주로 사용된다. 정서법이 없이 구어의 형태로 전승되었으므로 지금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14.

아트파레어(Athpare)

중국-티벳(Sino-Tibetan)어 중 티베토-버마(Tibeto-Burman)어의 하나이다.
Athpre, Arthare, Arthare-Khesang, Jamindar Rai, Sanango Ring

팔의 단쿠타(Dhankuta) 지역에 사는 약
(Tibeto-Burman)어의

2,000명만이

Athpare는 Athapre, Athpariya,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동부 네

이 언어를 사용한다. 명사구의 구조에서 티베토-버마

일반적 특징과는 달리 핵-후행언어이므로 한국어와 같다. 그러나 동사의 접미어를 통해

주어를 지시하는 언어인 점에서 한국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15.

암하라어(Amharic)

암하라어는

Afro-Asiatic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에티오피아에서 쓰이는 셈어의 하나이다. 아랍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셈어이므로 에티오피아의 공용어가 되었다.
Ethiopian이라고도

Abyssinian,

불리는 이 언어의 사용자는 에티오피아에서만

Amarigna,

21,600,000명이다.

Amarinya,

Amhara,

즉 대부분의 에티오피아인

은 암하라어를 쓴다. 문장구조는 한국어와 같으나 명사에 성이 있음이 뚜렷한 차이점이다.
16.

바스크어(Basque)

스페인 북동부에 약

660,000명,

Euskera, Vascuense라고도

Á

lava의

일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남서부에 약

불린다. 스페인에서는

éé

51,000명이

ú

사용하는 바스크족의 언어로서

Guip zcoa, Vizcaya (Biscay)의

Pyr n es-Atlantiques에서

일부,

Euskara,

Navarra (Navarre),

사용된다.

유럽의 언어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언어이고, 세계의 다른 지역 언어와도 근친성을 확인하지 못한 고
립어이다. 문법적으로는 주어를 지시하는 능격(Ergative)을 사용하는 점이 한국어와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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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추바슈어(Chuvash)

추바슈(Chuvash)어는 타타르의 수도 카잔에서 가까운 추바슈 공화국과 그 인근에서 쓰이는 언어이다. 지리적
으로는 우랄산맥의 서부이어서 유럽에 위치하지만 추바슈어는 오구르(Ogur)어로 분류되는 아시아 튀르크어의 일
종이다. 그러므로 터키어를 비롯한 튀르크어와는 상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튀르크어의 한 가지이다.
현대 추바슈어는 페르시아어, 아랍어, 초기 러시아어, 타타르어, 몽골어 등으로부터 수용한 차용어가 많긴 하
나, 다른 튀르크어들에 비해 튀르크 조어(Proto-Turkic)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따라서 알타이어

ó

를 재구하고 다른 어족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언어이다(R

na-Tas, 2008).

정도 표시어가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언어이고 명사구의 구조도 한국어와 같다. 또 동사의 시제 및 양상
접어 후행언어인 점도 한국어와 통한다. 튀르크 언어에는 한국어의 ‘이’처럼 고유한 주격어미가 없다. 추바슈
어에는 동사에 동작의 정도를 나타내는 접미어를 붙이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18.

트링깃어(Tlingit)

é

트링깃어는 알래스카 남동부와 캐나다 서부의 국경지대에서 쓰이는데 나데네(Na-Den )어족의 언어이다.
Kolosch, Kolosh, Thlinget, Tlinkit

기호(2004;

2005)가

등으로도 부르는 고립어이며 현재는 약

제안한 ‘동북아시아어족’(North-East

500명의

사용자가 생존해 있다. 최

Asian language family)의

가설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북미의 언어이다. 한 때 러시아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키릴문자로 이 언어를 표기했으며 나중에는 미국 선교
사들이 로마자로 나타내었다. 거의 사라져가는 이 언어와 트링깃족의 문화를 재생하는 데 알래스카에서는 각
별히 힘을 쏟고 있다.
19.

위토토어(Huitoto)

페루의 북부와 콜롬비아 남서부의 국경지대에서 쓰이는 언어이다.
Minica, Muinane
Murui어의

Huitoto (Bue, Witoto)

등 세 가지 방언이 있으나 문법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그 중 약

사례를 살펴보면, 콜롬비아에서는

1,900명

언어에는

2,900명

Murui,

정도가 쓰는

정도가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나 페루에서는

1,000명

정

도가 대개 스페인어와 더불어 사용한다. 한 때 브라질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사라졌다.
20.

아스맛어(Asmat)

Trans–New Guinea

어족에 속하는 이 언어는 인도네시아 영토인 이리안자야 주에서 쓰이고 있으며 파푸아

방언 중의 하나이다. 이에는
지 방언이 있고, 인근의

Asmat Yaosakor, Asmat Central, Asmat North, Asmat Casuarina Coast의

Citak어도 Asmat Darat으로

2,000명, 1,000명, 7,000명, 9,000명, 8,290명

21.

네 가

불리는 방언 중의 하나이다. 순서대로 사용자 수는 각각

정도이다.

아우투어(Awtuw)

Sepik

에서

어족에 분류되는 파푸아뉴기니의 언어이다.

510명(2003년)

Awtuw(Autu)는 Kamnum이라고도

불리는데

Sandaun

주

정도가 사용하는 소멸위기의 언어이다. 이 언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접사(接辭)가 결합되어

한 단어가 한 문장과 같은 형태를 지니는 포합어(抱合語)2)의 특징을 가지는 점이 한국어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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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SOV

언어, 내포절 선행언어, 부사적 종속접속사 후행언어,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어와 문장구조

가 같은 언어를 분류하고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알려진 언어 중

21

개가 이에 해당하였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나 주로 아시아 대륙에 집중해 있다.
이들 언어가 역사시대에 와서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어의 문법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언어는

SOV

계통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조어에서부터 매우 이른 선사시대에 분지한 후 고립

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언어들로 추론할 수 있다. 아시아 대륙의 동부와 남부에서 비교적 많은 분포
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인구이동의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인구집단이 분리했음을 엿보게 한다.
연구의 결과 한국어와 유사성을 지니는 언어들 중 상호관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중요한 몇
개의 그룹을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알타이어 가설에서 지목한 일본어, 할하-몽골어, 다고르어, 추바슈어,
몽구오르어를 포함하는 그룹, 둘째는 히말라야와 이에 연속된 동남아 산지에서 쓰이는 라후어, 라왕어, 마루어,
아파타니어, 아트파레어 등 티베토-버마어족에 속하는 언어집단, 셋째는 드라비다 어족과 여러 어족이 섞인 인
도 남부의 쿠비어, 코르쿠어, 라마니어 등이다.
이들 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이 무엇에서 비롯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무엇보다도 이
들 언어를 쓰는 인구집단에 대해 고고학적, 역사학적, 생물 유전적 접근방법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 논문 접수：2014년 2월

2)

20일 /

수정본 접수：2014년 4월

22일 /

게재 승인：2014년

4

월

25

일

언어를 형태론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그 앞뒤에 인칭이나 목적어를 나타내는 접사(接辭)가 결합되어 한 단어
가 한 문장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어, 아이누어, 퉁구스어 계통의 여러 언어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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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Distribution of Close Languages with focus on Korean Sentence Structure

Kyoungwon Kang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paper purposes to find out what languages are close to Korean and where they are used. For this
purpose, I have made clear how to categorize many languages and sorted out some languages showing
common features so close to Korean sentence structure. Considering the whole language map, 21 languages
are structurally similar to Korean: 1.Japanese 2.Khalkha-Mongolian 3.Ainu 4.Dagur 5.Yukaghir-Kolyma
6.Mangghuer 7.Lahu 8.Rawang 9.Maru 10. Lamani 11. Kuvi 12.Korku 13.Apatani

14.Athpare 15.Amharic

16.Basque 17.Chuvash 18.Tlingit 19.Huitoto 20.Asmat 21.Awtuw. I suggest, we have to study three group of
languages to know the origin of Korean language first of all : Altai language family such as Japanese,
Khalkha-Mongolian, Dagur, Mangghuer, Chuvash, some languages in Himalaya and Southeast Asia i.e the
Tibeto-Burma language, including Apatani, Athpare, Lahu, Rawang and Maru, and some languages in
Southern India, like Lamani, Kuvi, and Korku.

key words： sentence structure, language map, Altai language, Tibeto-Burma language, languages in
Sout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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