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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馬氏文通부터 5⋅4운동까지 출간된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문법체계, 

문법관의 특징을 밝히고 그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馬氏文通, 漢文

典,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文法 通, 國文典, 文法要略⋅修辭篇; 文典篇, 

文法要略, 新體國文典講義, 9종의 문법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중국 언

어학사, 문법학사에서는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에 해당하는 馬氏文通만을 중요시 

여기고 기타 문법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시기는 공백기로 남아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통 언어학과 현대 중국어 문법학의 단절을 야기한다. 본고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를 중국 언어학사의 ‘근대’로 간주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밝혔다. 

제2장에서는 문법서의 출현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에 의한 문법서가 출현

하기 이전에 이미 서양인, 일본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서가 있었다. 서양의 중국어 문

법연구는 최초로 중국어에 문법 이론을 적용시킨 것으로 의의가 있지만 대개 서양의 

언어를 기준으로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법 요소를 설명하며 중국어 자체의 문법체

계를 정립시키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음운, 문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까지도 다

루어 문법전문서보다는 개론서적 성격을 띤다. 한편, 일본의 중국어 문법 연구는 서

양의 중국어 문법서에 표점을 찍거나 주석을 다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독자적인 

중국어 문법연구 체계를 확립하며 이는 중국의 문법 연구에 직접적인 향을 미쳤

다. 또한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학습,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법을 우선 경험했다. 서양

의 문법개념, 이론을 중국어에 적용시켜 번역, 설명함으로써 문법, 외국어에 대한 이

해를 도왔으며 이는 중국어 문법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다. 

제3장에서는 문법서의 문법체계를 문법단위, 품사, 문장성분, 3가지 측면을 통해 

분석했다. 문법단위에 있어서는 ‘字’, ‘詞’, ‘句’, ‘讀’와 같은 전통적 개념들이 형태소

와 단어,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는 단위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초기 문법서에서는 

품사론을 통해 중국어 어휘 분류체계를 확립했다. 각 문법서의 품사체계는 통일된 

양상을 보이며 품사론은 당시 이미 안정된 체계를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품사

의 하위분류에 있어서는 문법서간에 차이를 보이며 이를 통해 문법서간의 계승 관계

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각 문법서에서는 문장이 문법단위로 확립되면서 문장성분, 

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통사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이론체계를 확

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문법체계는 문법서

별로, 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통 중국 언어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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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며 현대의 중국어 문법체계 양상을 갖추어 갔다. 문법체계 형성의 초보적 단계

로 문법용어가 통일되지 않거나 문법개념이 구분되지 않거나 혹은 서양언어의 특징

에 부합하는 문법요소를 중국어에 억지 대입하는 등 미흡한 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결점 역시 역동적, 창조적인 변화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당시 문법관을 밝히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했다. 첫째, 초기 문법서는 

당대의 특수한 문법관을 반 한다. 5⋅4운동 이전의 문법서는 고대 중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현대적 문법개념에 해당하는 형태, 통사뿐만 아니라 수사까지도 포괄

하여 광범위한 역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당시 문법관이 서양의 ‘grammar’와 전통적 

작문법 ‘文法’의 향을 모두 받은 것에서 기인한다. 각 문법서의 문법은 ‘grammar’

의 향을 받은 경우는 언어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기

준으로 기능하며 전통적 작문법 ‘文法’을 계승한 경우는 文을 연구대상으로 아름다

운 글을 쓰기 위한 방법, 규칙에 해당한다. 이처럼 당시 문법개념은 그 연원관계에 

따라 특징이 상이하며 이는 ‘grammar’와 ‘文法’이 경쟁, 충돌하면서 현재의 문법개념

을 확립해 가는 양상을 반 한다. 둘째,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중국의 서양문법 수용

양상을 반 한다. 문법 연구자들의 문법 수용, 연구태도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문법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이므로 서양의 문법이론을 적용해서 중국어를 설명하

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 중서의 언어가 상이하므로 그 특수성에 근거하여 중국어 

문법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각 문법의 상이한 특징에 의거하여 상이한 

문법 연구태도를 보 다. 또한 중서의 언어차이에 대한 중서 문법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학자들이 서양 문법의 향 아래 중국어 문법체계를 확립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서의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어에 부합하지 

않는 서양의 문법요소까지도 수용하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형태변

화가 없는 중국어의 특징에 부합하게 품사 활용론, 통사적 격 개념을 확립하기도 했

다. 이는 초기 문법 연구자들이 서양의 문법 이론을 중국어의 실재에 맞게 응용, 변

용해서 독자적 중국어 문법을 구축하고자 했음을 반 한다. 또한 문법서를 통해 당

시 중국사회의 언어관을 살펴볼 수 있다. 문법서의 문제의식, 연구목표에 근거하면 

당시 언어는 다양한 지식의 매개체이며 문법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언어를 효율적으

로 습득,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중국의 언어 연구가 경학 부속적 지위에서 

탈피하고 실용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당시 각 학문 역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문법서 안에서 文學, 修辭, 名學이 함께 논의된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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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국의 문법 연구는 당시 교과체제의 정립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띤다. 문법은 국

문교육에 적극 활용되면서 다양한 학교 문법서들이 출현했고 이는 중국어 문법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문법 연구자들도 당시 중국사회의 언어문제를 인식하고 있었

으며 문법을 통해 높은 문맹률, 언문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다만 초기 문

법서는 문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언문불일치에 있어서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본고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문법체계와 그 역사적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이는 단

순히 서양의 문법이나 馬氏文通의 모방에 그친 것이 아니며 서양의 문법을 주체적

으로 수용해서 중국어 문법체계를 확립하고 문법학의 역을 형성해 가는 과정임을 

밝혔다. 또한 초기 문법서에서 나타나는 현대 중국어 문법체계와의 ‘차이점’은 단순

히 ‘잘못’으로 간주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이해, 

해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서양 언어학의 융합, 전통에서 현대 문법학으로의 전환 과

정을 밝힐 수 있음을 보 다. 

주요어 : 馬氏文通, 漢文典,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文法 通, 國文典, 

文法要略⋅修辭篇; 文典篇, 文法要略, 新體國文典講義, 중국 언어학

사, 문언문법 

학  번 : 2008-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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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본고는 1898년 馬氏文通의 출간부터 5⋅4운동 이전까지 출현한 9가지 문법서의 

문법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시 문법관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 언어학에

서의 서양 언어학의 수용, 중국 문법학의 성립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1) 

중국의 문법연구는 1898년, 馬氏文通의 출간을 기점으로 여러 문법서들이 잇따

라 출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의 문법연구는 중국 언어학사에서 전통

적 언어 연구가 현대 언어학으로 전환하는 근대시기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양언어학의 향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신구의 전환, 동서 조우의 징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기존의 중국 언어학사 혹은 문법학사에서는 중국어 문법연구

의 발단 과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 馬氏文通의 경우 중

국인이 최초로 서양의 문법 이론을 적용해서 중국어를 분석한 것으로 중국 문법학사

에서, 더 나아가 중국 언어학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받아 왔다.2) 물론 문언

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양언어에만 부합하는 문법적 특징을 중국어에 억지로 적용시

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한편 馬氏文通 출간 이후부터 5⋅4운동 이전까지 다양한 문법연구서가 출현했

지만 이와 같은 문법서들은 연구대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 예로 龔千炎(1997), 

邵敬敏(2006), 陳望道(1932, 1997)은 馬氏文通을 중국 문법연구의 시발점으로 삼고 

1) 문법이란, 말의 구성이나 운용상의 규칙을 일컫는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를 ‘語法’라 칭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초기 문법서에서는 문법 개념을 대개 ‘文法’, ‘文典’이

라 칭한다. ‘文法’, ‘文典’은 고전 중국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수사, 작문법에 관련한 

것까지 포괄하여 그 논의범위도 현대 중국 언어학의 어법 개념과 상이하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문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 

2) 李開(1993)는 馬氏文通이 출현한 1898부터 건국 초기까지를 근현대 언어학의 도입, 흥성

기로 간주하여 馬氏文通을 고대 언어학과 근현대 언어학의 분기점으로 삼았다. 그 밖에 

맹주억(2004), 허벽(1982, 1992), 張紅(2011)의 논문에서도 馬氏文通을 기준으로 중국 언어

학사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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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잇는 문법연구로는 黎錦熙의 新著國語文法(1924)을 다루었다. 龔千炎(1997)은 

고대 중국어의 문법연구에 대해 논의하면서 章士釗의 中等國文典(1907), 楊樹達의 

高等國文法(1930), 陳承澤의 國文法草創(1931), 金兆梓의 國文法之硏究(1931) 등

에 대해 설명했다.3) 하지만 中等國文典을 제외하고는 역시 모두 1930년대에 출간

된 연구서에 해당한다. 그 결과 중국 언어학사에는 馬氏文通 이후부터 약 20여 년

간의 공백기가 생긴다.4) 이는 중국 언어학사의 근대 시기 부재, 전통 언어학과 현대 

언어학의 단절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馬氏文通 이후에 출간된 일부 문법서는 언어학사에서도 배제되어 실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병관

(2008)은 1898~1935년을 모방기라 명명하고 이 시기는 馬氏文通의 아류가 많이 출

현한 시기로 馬氏文通의 모방 혹은 서양 문법이론의 모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벽(1993) 역시 이 시기에 출간된 대부분의 연구서는 고대 중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馬氏文通의 체계를 전적으로 모방하여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

다. 김현철(1996)에서도 馬氏文通 이후부터 1950년 이전까지는 주로 서양의 전통 

문법에 따라 중국 문법을 분석하 으며 이전의 연구 성과를 계승만 했을 뿐 더욱 발

전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920년대 이전의 문법서는 기존의 언어학사, 문법학사에서 조차도 거론되

지 못했지만 이들은 서양의 문법을 혹은 馬氏文通을 단순히 모방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와 같은 평가는 해당 문법서들에 대한 선입견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으로 채

택되는 데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98년 馬氏文通에서부

터 5⋅4운동 이전까지의 초기 중국 문법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언어학사적 의

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 검토

초기 중국어 문법서 가운데 馬氏文通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되었

3) 龔千炎(1997)에서는 馬氏文通 이후의 문법서를 馬氏文通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 세

부적인 내용을 수정한 수정파와 이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낸 혁명파로 분류하고 

수정파로 章士釗의 中等國文典(1907), 陳承澤 國文法草創(1931), 黎錦熙의 新著國語文

法(1924), 楊樹達의 高等國文法(1930)을 들었다. 

4) 袁広泉(2011) 역시 중국 문법학사에서의 이와 같은 공백기에 대해 지적했으며 그는 이를 

일본의 중국어 문법 연구가 향을 미친 시기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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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馬氏文通에 관련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학위 논문으로 김류(2000)의 박

사학위 논문 ｢≪馬氏文通≫과 ≪大韓文典≫ 比  硏究｣가 있다. 이는 중국, 한국 각

각에서 문법연구의 형성시기에 출현한 문법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연원 관계 및 

문법관을 밝혔다. 그 밖에도 석사학위 논문으로 박용수(1994)의 ｢馬氏文通 硏究 : 

品詞論을 中心으로｣, 신계윤(2009)의 ｢≪文通≫의 품사체계에 대한 연구｣, 김수현

(2012)의 ｢馬氏文通의 品詞分類 硏究｣, 장선주(1998)의 ｢馬氏文通中의 虛字에 關

한 硏究｣가 있다. 일반 논문에서도 馬氏文通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예로 許璧(1992)의 ｢馬建忠과 <馬氏文通>｣에서는 馬氏文通의 품사 분류를 현대 중

국어의 품사 분류와 비교, 대조하고 詞와 次, 句와 讀의 개념을 분석했다. 또한 馬
氏文通의 저자문제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더했다. 이는 馬
氏文通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어 馬氏文通을 이해하는 데에 초석이 

된다. 정인숙(1985; 2006)은 馬氏文通의 指名代字, 狀字章에 대해 분석했으며, 이강

재(1996)는 王海棻(1991)의 马氏文通 中國语法学에 수록된 ｢马通簡明詞典｣을 번

역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 밖에도 김남희(1987), 김성중(2009)은 각

각 馬氏文通의 參合助字, 靜字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馬氏文

通에 대한 단행본 연구서가 없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馬氏

文通 이후부터 5⋅4운동 이전까지의 문법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중국에서도 馬氏文通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단행본 연구서만 약 15권에 

달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馬氏文通의 체재에 의거해 그 문법체계를 분석한 

경우로 楊樹達(1929, 1962)의 馬氏文通刊誤, 章锡琛(1954)의 马氏文通校注, 吕叔

湘(1986, 2005)의 马氏文通读本을 들 수 있다. 馬氏文通刊誤에서는 馬氏文通
의 문법 설명과 일부 예문 분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马氏文通校注는 고대 주

석서나 經傳釋詞 등에서의 해석에 근거하여 馬建忠의 문법 설명의 타당성을 논하

거나 예문의 오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马氏文通读本 역시 馬氏文通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 ｣, 주석에서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문법 개념을 보충설명하

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원문의 가독성이 높고 현대 언어학 관점에서의 해

석을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王海棻(1991) 马氏文通 中國语法学, 侯

精一(2000) 马氏文通 汉语语法学, 宋绍年(2004) 马氏文通研究, 邵霭吉(2005) 

马氏文通句法理论研究, 唐子恒(2005) 马氏文通研究, 刘永华(2008) 马氏文通研

究, 白兆麟(2011) 马氏文通综论 등의 연구서에서는 그 문법 체계에 대한 분석이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馬氏文通과 관련한 자료집, 논문집으로는 張萬起(1987)의 马氏文通研究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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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 平編(2003) 马氏文通 中國语 学史가 있다. 전자는 제1부에서는 1910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馬氏文通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했다. 제2부에서는 역대로 馬氏文

通에 대해 논의한 글을 선문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중국에서의 馬氏文通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후자는 ‘제1회 중국 언어학사 연구회의’의 논문

집으로 언어학사적 관점에서 馬氏文通을 분석한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

면 姚 平의 ｢马氏文通来源 ｣에서는 馬氏文通의 언어이론, 연구방법의 연원에 

대해 고찰했고 李娟의 ｢马氏文通 中西语 研究传统的关联｣에서는 전통 언어학을 

계승하거나 혹은 서양 언어학의 향을 받은 요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밖에도 다수의 학위 논문, 일반 논문이 있다. 馬氏文通의 품사론, 句讀론 혹

은 그 안에서 사용된 특정 문법개념을 통해 그 문법체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

다. 혹은 특정 글자에 대한 馬建忠의 해석을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언어학사, 중국문법학사에서 馬氏文通의 의의를 고찰하고 그 

공헌 및 한계점을 평가한 연구도 있다. 텍스트 외적으로 저자, 판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馬氏文通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도 馬氏文通 이후에 출현한 문법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中
等國文典의 경우, 관련한 논문이 3편으로 기타 연구서보다 나은 실정이다. 郭雙林

(2000)의 ｢章士钊 中國近代文法體系｣, 朱铭(2001)의 ｢章士钊的中等國文典｣, 李日, 

郭春香(2002)의 ｢试论章士钊中等國文典对汉语语法学的贡献｣이 이것이다. 텍스트의 

형성 배경 및 그 문법 체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가치, 의의도 논의되었

다. 漢文典과 中華中學 文法要略에 대한 연구 논문도 각각 한 편이 있다. 方春

(2004)의 ｢一部颇具价值的写作学理论著作——汉文典⋅文章典评介｣, 王梦曾(1998)의 

｢现代修辭学萌芽时期的重要著作——中华中学要略⋅修辭編｣이다. 하지만 두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漢文典, 中華中學 文法要略의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漢文典의 ｢文字典｣과 ｢文章典｣ 가운데 ｢文章典｣, 中華中學 文法要略
의 ｢文典編｣과 ｢修辭編｣ 가운데 ｢修辭編｣ 만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문법과 관련한 

내용은 배제했다. 그리고 이를 작문 이론서 혹은 수사학 관련 저서로 간주하여 해당 

연구서가 중국 언어학에 미친 향력, 문법서로서의 의의를 고찰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기타 해외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何群雄(2000)의 中國語文法学事始: 

馬氏文通にいたるまでの在華宣教師の著書を中心に, Pellin, Tommaso(2008)의 

｢Inventing a modern lexicon for grammar in Chinese: the experience of Wang Fengzao, 

Ma Jianzhong and Yan Fu｣이 있다. 何群雄(2000)은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 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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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馬氏文通이 출현하기까지의 중국 문법연구의 형성 및 향, 계승 관계를 

밝혔다. Tommaso(2008)은 馬氏文通과 어 문법서 英文擧隅, 英文漢詁에서 사

용된 문법용어 분석을 통해 각 문법서의 특징을 밝히고 근대시기 문법용어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들은 馬氏文通 출현 이전의 서양의 문법연구, 외국어 문법서에 

대해서 다루어 중국어 문법의 형성에 미친 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새로

운 관점에서 중국어 문법학의 형성과정을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역시 

馬氏文通 이후의 중국 문법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중국어 초기 문법서 가운데 馬氏文通을 제외한 기타 연구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각 문법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각 문법서의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관의 

특징 중국 언어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본고는 馬氏文通이 출간된 1898년부터 5⋅4운동까지의 문법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서양 문법의 인식, 수용뿐만 아니라 문법개념이 전통 

언어학의 개념과 경쟁, 충돌하며 현대 중국어 문법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중국 문법학 형성의 초보적 단계로 중서 언어학의 

조우, 중국 언어학의 전통에서 현대로의 전환 과정을 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5⋅4운동 이후에는 신문화, 백화운동의 향으로 중국인들

의 언어관이 크게 변화했다. 그 예로 黎錦熙의 新著國語文法(1924)과 같이 백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문법연구가 출현하며 이는 1920년대 이전에 출간된 문법서가 고

전 중국어를 연구대상로 한 것과 판이하다. 또한 劉復의 中國文法通論(1920), 金兆

梓의 國文法之硏究(1922), 陳承澤의 國文法草創(1922)의 경우 고전 중국어를 연

구대상으로 하지만 문법서의 구성이나 연구목표가 이전의 문법서와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5)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법계통의 수립시기를 보다 세분화하고 5⋅4운동을 기

5) 우선 그 구성에 있어서 3권의 문법서는 1920년대 이전의 문법서가 수사적 내용을 담고 있

었던 것과 달리 현대적 개념의 문법, 즉 형태, 통사만을 다룬다. 또한 문법 연구의 범위, 

방법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며 문법을 하나의 학문,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 역시 이전의 문법서가 학교문법의 특징을 띤 것과 상이하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각각 

4.3.1장과 4.3.2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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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그 이전의 초기 문법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문법학 형성의 초보적 단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시기는 문법연구가 시작되어 하나의 학문 역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그 문법개

념은 현대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고 당시 각 문법서간의 문법개념 역시 통일되지 않

았다. 이는 기존 언어학사, 문법연구에서 해당 문법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았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즉 현재의 문법관에 의거하여 이를 연구대상에

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법서의 범위를 폭넓

게 설정함으로써 당시의 문법관을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문법과 관련한 서적을 연

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현대적 개념의 작문이론서 혹은 당시의 교과서도 포함된

다.6) 이 시기의 문법서 색출을 위해 기존 언어학사, 문법학사 연구서 및 CNKI 공구

서, 商務印書館의 출판서 목록을 참고했다. 그 밖에 당시 문법, 문법서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文法’, ‘文典’을 키워드로 中國國家圖書館, 中國首都圖書館의 자료를 검색

함으로써 문법서를 색출했다. 

본고는 1898년부터 1920년대 이전까지의 9가지의 문법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그 저본 및 저자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① 馬建忠, 1898, 馬氏文通 (㉮ 中華民國12년(1923), 제6판, 商務印書館, ㉯ 呂叔

湘 編, 2000, 馬氏文通讀本, 上海敎育出版社) 이하 ‘文通’으로 약칭한다.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중국어 문법서를 저술한 馬建忠(1845―1899)은 字는 眉叔으

로 江  丹徒 사람이다.7) 그는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上海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설립한 徐匯公學(College of Saint Ignace)에서 수학했다. 1876년 당시 외교관이었던 

郭嵩燾(1818―1891)를 따라 국에 갔다가 프랑스에 머무르며 프랑스 파리 정치학원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프랑스 대사관에서 번역을 맡았다. 1880년 귀국 후, 李鴻

章(1823―1901)을 도와 洋務運動에 힘썼으며 이후 그와 의견이 갈리면서 저술, 번역 

활동에 매진했다. 기타 저서로는  可齋記 記行, 富民說, 鐵道論 등이 있다. 

그는 서양의 문물, 사상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며 이를 수용하여 중국의 부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지금의 시급함은 서양의 언어 문자이다.”고 하며 서양언어의 

6) 内田慶 (2008:5)에서도 교과서류를 문법서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7) 馬氏文通의 저자와 관련해서 이는 馬建忠의 형 馬相伯(1840―1939)이 저술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呂叔湘編(2000:3)에서는 이 설을 반박하고 馬氏文通은 馬建忠이 

저술한 것이며 다만 형 馬相伯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허벽(1992:20~26)에서는 

馬氏文通의 저자와 관련하여 馬建忠이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 馬建忠과 馬相伯의 공저라

는 주장, 馬建忠을 저자로 인정하는 주장을 소개했으며 역시 馬建忠의 저술이라는 呂叔湘

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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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그리고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文通은 그의 임종 1년 전에 商務引書館에

서 출간되었다. 이는 일생동안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고 교육, 번역에 힘썼던 馬建忠

의 언어관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來裕恂, 1906, 漢文典, 商務印書館 (㉮宣統元년[1909], 제4판, 商務印書館, ㉯ 
高維國, 張格注釋, 1993, 漢文典注釋, 南開大學出版社)

來裕恂(1873―1962)의 字는 雨生, 號는 匏園으로 浙江省 杭州  蕭山 長河鎭 출신

이다. 兪越의 제자로 杭州西湖詁經精 에서 수학했으며 “許愼, 鄭玄의 학문에 통달하

다.”고 호평을 받았다. 190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弘文書院 師範科에서 교육을 전공

했으며 귀국 후에 光復 에서 활동하며 교육활동에 힘썼다. 기타 저서로는 匏园詩

集, 中國文學史, 春秋通義, 易学通论, 姓氏源流  등이 있다. 漢文典은 

1902년에 저술하여 1906년에 출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清)商務印書館編譯所編纂, 1906, 中國文典, 上海商務印書館, 中國國家圖書館 

소장본

저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商務印書館에서 편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④ 章士釗, 1907, 中等國文典, 商務印書館 (民國叢書編輯委員  編, 1990, 民國

叢書 第二編 54 中等國文典, 上海書店)

章士釗(1881―1973)는 字는 行嚴, 湖南 長沙 사람이다. 1902년 南京陆师学 에 입

학했으나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上海爱國学社, 上海建立爱國协会에서 활동하고 上海 

苏报의 主笔을 담당하며 혁명사상 전파에 힘썼다. 그는 1905년 일본으로 건너가 

東京正則學校에서 어를 배우며 학업에 매진했으며 中等國文典의 서문에 의하면 

당시 그는 实践女子大学에서 어, 국어를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王有爲(1984:55)에 

의하면 그는 일본에서 章太炎과 교류했으며 章太炎은 그를 제자 가운데 국문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1908년 무렵에는 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법률, 정치, 논리학를 공부했다. 기타 저서로는 逻辑指要, 名家 说, 柳文指要
등이 있으며 楊樹達 高等國文法의 편집을 맡기도 했다. 中等國文典은 그가 일본

에서 저술한 것으로 이는 初等國文典이라는 서명으로 1907년 일본의 多文社에서 

먼저 출판되었다. 같은 해에 商務印書館에서 이를 中等國文典으로 개명하여 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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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劉金第, 1909, 文法 通, 中國圖書公司 (中國首都圖書館 소장본, 이하 ‘ 通’으

로 약칭한다.)

 通을 저술한 劉金第(1878―1952)는 字는 東侯이며 山东省 濰县 城里安樂街 출

신이다. 1903년에 擧人이 된다. 그는 新學교육과 계몽활동에 힘쓰며 志群學社, 智群

學, 山左公學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의 제자 丁叔 (1888―1946)은 그를 “설명을 

중시하고 암송을 중시하지 않았고, 깨달음을 중시하고 억지로 외우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문법을 가르치며 지리 등 여러 과목을 교수했다.”고 회상했다.8) 기타 저서

로는 释仁, 聊斋志異仁人传, 中华民族之精神, 国学约粹이 있다.

⑥ 戴克敦, 1912, 國文典, 商務印書館 (民國叢書 編輯委員  編, 1990, 民國叢書 

第二編 54 國文典, 上海書店, )

戴克敦(1872―1925)의 字는 懋哉이다. 浙江 杭州 출신이다. 清의 秀才로 杭州에 소

재한 求是书院9)의 教席에 위임했고 商務引書館에서 國文部 편집을 담당했다. 1912

年，陆费逵(1886―1941)과 함께 中華書局을 창립했으며 1916년에는 편집장을 맡았다. 

新編中华國文教科书, 商务女子國文教科书, 中华國文教科书, 訂正簡明國文教科

書, 教育史讲义 등 다수의 교과서 편찬에 참여했으며 이어서 논의할 文法要略;

文典篇의 교정을 맡기도 했다.

⑦ 王梦曾, 1915, 文法要略⋅修辭篇, 中華書局 (中國首都圖書館 소장본, 이하 ‘要

略修辭’로 약칭한다.)

吴明浩, 1917, 文法要略⋅文典篇, 中華書局 (中國首都圖書館 소장본, 이하 ‘要略

文典’으로 약칭한다. 2편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에는 ‘要略修文’이라 한다.) 

中華中學 시리즈 구성의 하나로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는 修辭篇, 文典編

으로 나뉘며 각각 저자, 출판 년도가 상이하다. 要略修辭는 王梦曾 저술, 劉法曾 

교정으로 1915년에 출간되었으며 要略文典은 吴明浩 저술, 戴克敦, 毓恩 교정으

로 1917년에 발행했다. 편집, 교정자의 생존 년대, 출신은 미상이다. 다만 王梦曾의 

이름은 商務印書館에서 출간한 共和國教科书의 中國文学史(1914)의 저자로도 기록

되어 있다. 修辭篇, 文典編은 본래 한 권의 문법서로 기획되었으므로 함께 논하기로 

한다. 

8) 이는 劉金第의 제자인 丁叔 의 아들이 저술한 그의 부친의 전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http://blog.sina.com.cn/s/blog_7d1886f70100ygdj.html 

9) 이는 浙江大學의 전신으로 1897년에 건립되었다. 중국 근대사에서 서양의 교육 체제를 모

방하여 설립한 최초의 신식 고등 교육 기관 중의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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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莊慶祥, 1916, 文法要略, 商務印書館 (文法要略⋅上編;下編, 2004, 全国图书

馆文献缩微中心, 이하 ‘要略’으로 약칭한다.)

莊慶祥의 생존 년대, 출신은 미상이다. 要略은 共和國敎科書 시리즈의 하나로 

莊慶祥은 이 외에도 張之純과 함께 共和國敎科書 시리즈의 文字源流를 저술하고, 

教授法⋅高 部分을 편찬했다. 그 밖에 기타 저술, 업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⑨ 兪明謙, 1918, 新體國文典講義, 商務印書館 (民国图书选萃 电子版, 이하 ‘新

講義’로 약칭한다.)

兪明謙의 생존 년대, 출신은 미상이다. 다만 그의 이름 앞에 師範講習社라 기록되

어 있다. 師範講習社는 1910년 商務印書館의 张元济(1867―1959) 등이 설립한 것으로 

수학, 역사, 경학, 논리학, 심리학 등의 13종의 新體師範講義를 편찬했으며 新講義
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제2장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서가 출현하기까지의 문법학사적 출현 배

경을 짚어보기로 한다. 1절에서는 서양의 중국어 문법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양

의 선교사들은 중국인과의 의사소통과 이후 선교사들의 중국어 교육을 위해 최초로 

문법이론을 중국어에 적용시켰다. 이는 최초의 중국어 문법연구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 중국의 중국어 문법서 저술에 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

가 있다. 한편, 근대시기 일본은 중국에 앞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여 중국의 근대화

에 향을 미쳤으며 이는 언어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서양의 중국어 문법서

를 수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본식 중국어 문법연구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밝

히고 이것이 중국에 미친 향력을 고찰할 것이다. 3절에서는 중국의 외국어 문법연

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중국에서는 대외적 교류가 늘면서 외국어 교육이 시급

해졌다.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법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며 또

한 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법연구를 시작했다. 외국어를 대상으로 한 문법연구는 

중국인에 의한 최초의 문법연구 으며 이는 중국어 문법연구의 기반이 된다. 

제3장에서는 초기 문법서를 통해 중국어 문법이론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

다. 1절에서는 각 문법서의 문법단위 체계를 통해 언어를 어떠한 단위로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 가운데에서도 字와 詞, 讀와 句를 중심으로 각 요소의 개념 정

의상의 특징, 전통적 개념과의 차이점을 고찰할 것이다. 2절에서는 문법서의 품사체

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 품사개념의 용어 및 이에 대한 정의를 

통해 품사론에 대한 인식양상을 살펴본다. 다음은 각 문법서의 품사체계를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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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기로 한다. 품사 종류와 각각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품사 하위부류의 분

류 기준, 하위항목까지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각 문법서의 품사론의 특징을 밝힌다. 

또한 중국 문법연구자들이 형태변화가 없고 한 글자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한자에 

적합한 품사론을 정립하기 위해 정립한 품사 활용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3절에서는 

각 문법서의 句, 즉 문장의 구조 및 그 구성성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문장성분

과 격을 통해 문장을 어떠한 구성 요소로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어 문법의 

통사론의 발단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문법서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 3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 문법서는 당대의 문법관을 반 한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 각 문법개념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문법관의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우선 문법서의 구성을 통해 

각 문법서의 연구 범위, 대상을 살펴본다. 다음은 각 문법서의 문법개념 정의와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문법관의 차이를 밝히고 이와 같은 차이점

의 원인으로 각 문법개념의 연원관계를 밝힌다. 둘째, 문법서는 중국에서의 서양 언

어학의 수용 양상을 반 한다. 우선 문법의 보편성, 특수성을 주장한 경우를 비교, 

대조하고 각각에 근거한 문법 수용, 연구 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중서 언어 차이에 

대한 서양, 중국 문법연구자들의 문법 설명의 특징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셋째, 당

시 중국사회의 언어관을 배경으로 현대 중국 문법학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

다. 우선 문법서의 문제의식, 연구목표를 통해 당시 중국에서의 언어의 의의 및 그에 

따른 언어학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학과, 교육체제의 정립이 중국의 

문법연구에 미친 향력을 고찰한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언

어문제에 대한 문법 연구자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문법 연구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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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서 출현의 배경

2.1 서양 선교사에 의한 중국어 문법연구

중국 문법연구의 발단은 서양 문법의 향을 받은 것이다.10) 본 절에서는 서양의 

문법이 중국에 전해지기까지의 하나의 교량으로 서양인들의 중국어 문법연구를 살펴

본다. 

서양인들의 문법연구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서양의 중국어 연구의 전반적 발전 양상

을 살펴보기로 한다.11) 서양의 중국어 연구는 선교 활동을 위해 중국에 온 선교사들

에 의해 대략 16C 무렵에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중국인과 의사소통 하고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임 선교사들에게 중국어 학습의 방도를 전수하기 위해 

중국어를 연구했다. 선교사들은 마카오, 필리핀 등지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중

국의 廣東지역을 거쳐 上海, 天津, 北京 등지로 그 활동 역을 넓혀갔다. 초기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했으며 이 후, 유럽 국가 및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의 활동 무대를 넓혀갔다. 선교사들은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18세기 초, 전례문제로 인한 百年禁敎로 선교활동이 금지

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지만 곧 이은 재개방으로 열기는 더해갔다. 이후 선

교사에 의한 중국어 연구는 서양 현지의 언어학자들에도 전해지면서 당대 서양 언어

학의 학문적 토대 위에서 중국어 연구가 진행되며 이는 서양 언어학의 발전에도 기

10) 중국의 언어, 문법학사에서는 대개 서양의 문법이 유입되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도 문법 

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春秋公羊傳의 자동사, 사동사 

개념의 구분, 詞源의 實字, 虛字, 說文句讀의 動字, 靜字의 용례를 제시한다. 이는 문

법적 사유를 반 하는 것이며 중국어 초기 문법서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이나 용어가 사

용된 점을 미루어 그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문법연구의 발단에 

중국 전통 언어학의 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들이 주석서

나 작문 이론서에서 단편적, 분산적으로 출현하며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전통 중국 언어학의 문법 관념 및 그 향력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김혜

(2011) 참조.

11)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그리고 중국어 문법 연구에 대한 개괄은 肖應云(2010), Mungello, 

David E(1989), 何群雄(2000)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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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중국어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서양인들은 중국어는 그저 단순하고, 원시적인 언어

라고 인식했다. 음성, 음운 측면에서 중국어는 사용 발음 수가 적고 동음어가 많기 

때문에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성조가 있지만 역시 구분이 어렵다

고 여겼다. 문자적 측면에서 한자는 서양 연구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으며 한편

으로는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자를 말, 소리에 관계없이 사

물, 개념을 직접 표상하는 문자로 간주하고 이를 바벨탑 이전의 보편 언어의 이상 

형태, 근원 언어로 해석하거나 혹은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연계했다. 문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에는 명사의 격, 수, 성, 동사의 시제, 법 등의 형태적 변화가 없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등의 품사 간에 구분이 없고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하여 중국어는 문법적 요소가 결핍되어 역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겼다. 

이처럼 중국어에 대한 서양인의 이해는 피상적이며 편벽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자

신의 언어와 중국어를 비교, 대조 후, 중국어의 결핍 요소를 지적하며 이를 열등하다

고 간주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이상 추구를 위해 이를 왜곡했다. 이는 중국어의 본질

과는 거리가 먼, 근거 없는 추측, 억단에 지나지 않았다.

서양인들의 중국어 연구가 증가하면서 그 질도 향상되어 중국어에 대한 서양 연구

자들의 초보적 인식이 변화하고 중국어의 본질에 점차 접근해 갔다. 서양의 중국어 

연구는 중국어의 소리, 발음을 스스로의 문자 기호,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서양 어휘와 대응하는 한자와 그 발음을 기록한 어휘집, 사전류가 

출현한다. 문법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늦게 시작된다. 문법연구의 시작

으로 중국어는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한 비이성적 언어가 아니었다. 서양 연구자들은 

점차 중국어를 고유의 특징을 가진 언어로 인정하고 비로소 그 속에서 나름의 규칙, 

원리를 찾기 시작한다. 그들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여러 방언까지 포섭하며 연구 범

위가 확대되었으며 연구 방법 역시 체계성을 갖추어 갔다.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서는 그 양이 방대하다.12)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서양

의 문법연구의 발단에서부터 19세기까지, 서양의 중국어 연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

는 시기에 초점을 두었다. 서양인에 의한 문법서 가운데 Arte de la Lengua 

Mandarina(1703), Notitia Linguae Sinicae(1728),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12) Henri Cordier의 도서 목록 통계에 근거하면, 1921년까지 중국의 언어에 관한 서양의 서적

은 1228부가 있다. 런던도서관의 1500-1800 서양의 중국에 관한 책(西方关于中國的书)의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에 중국의 언어와 관계된 책은 92부가 있다. Aloys Pfiste 통계에 

근거하면,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원의 중국 언어와 관계된 원고와 저작은 몇 십 부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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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1857)을 살펴보기로 한다.13) 저자와 저서의 출판과정, 문법서의 구성, 그리

고 문법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초기 선교사들이 저술한 중국어 문법서는 대개 필사본으로 전수되었다.14) Francisco 

Varo(1627―1687)15)의 Arte de la Lengua Mandarina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문법서 가

운데 중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문법연구서에 해당한다. Varo는 1682년에 책을 완성했

으며 이는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그의 사후에 1703년 廣州에서 출판되었다. 

Varo는 서문에서 중국어 문법에 대해 기존의 2가지 보편된 견해를 지적했다.

(1) 일부 선교사들은 일반 중국어는 문법이 없고, 규칙이 없으며 그 문체는 정교

한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라 여겼으며 이는 지금도 그렇다. 실제 중국어가 

규칙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비웃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고 여긴다. …… 다른 선교사들은 중국인을 말하기와 쓰기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문법과 수사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인의 문법

을 우리의 것으로 번역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16) 

Varo는 중국어는 문법이 없다, 중국어 문법은 너무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중

국어도 문법이 존재하며 이를 번역,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는 중국에 온 선교사가 중국어를 배운 옛 선교사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방법을 묻는데, 그러한 방법은 없다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 근심하며 문법연구서의 

부재로 인한 선교사들의 중국어 교육, 학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문법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분산되어 있던 기존 선교사들의 문법 연구 노

13)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지리적 제한으로 열람이 어렵고, 일부는 필자의 언어 

능력의 제한으로 독해가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문법서 중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 문법서를 선택했다.

14) 일부는 현재 그 서명은 전해지지만 원본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Miguel de Benavides(1552―1605), Juan Cobo(1546―1592)의 Arte de la Lengua China 

Chiochi, Juan Cobo(1546―1592))의 Arte de la Lengua China, Melcior De Mancano의 Arte de 

la Lengua Chichiu 등이 있다. Martino Martini의 Grammatica Sinica는 Melchiesedeck 

Thevenot(1620―1692)에 의해 그 문집 뒤에 수록되어 출판되었지만 단독으로 출판된 바는 

없다. 

15) 중국어 이름은 萬濟國 瓦羅, 字는 道津, 萬方濟各이다. 스페인 세비아에서 태어나 1643년 

도미니크회 수사가 된다. 1648년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1649년에 중국 福建에 들어왔다. 

1669년에 중국에서 추방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중국에 돌아가 선교활동을 이었다. 기타 

저서로 포르투갈⋅스페인어 중국어 사전인 Vocabulary of the Mandarin Language이 있다.

16) Varo(1703, 20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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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수집하고 자신의 연구도 보충하여 20년의 시간을 들여 본 연구서를 편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국어를 배우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고대

했다.

Varo(1703)은 총 16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중국어의 특징을 개괄하여 표의문

자, 문어와 구어의 차이, 하나의 한자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와 그 용법 등에 대해 논

한다. 2장에서는 중국어의 발음, 성조, 방언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장 ~ 13장에서는 

품사, 문장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14장, 15장, 16장은 공손 표현, 중국 사람의 호칭, 

초대, 방문시의 예절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문화적인 요소까지 포괄하고 있다. 중국어 

예문은 모두 음역으로 표기하여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품사론을 살펴보면, 품사를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parts of sentence)’이라 정의했으

며 명사, 대명사, 감탄사, 접속사, 동사, 전치사, 부사에 대해 논했다. 그의 품사체계

는 네브리하(Nebrija) 문법17)에 근거하며 다만 품사 종류의 순서에 있어서는 초급자

들이 익히기 쉽도록 위의 순서로 구성했음을 밝혔다. Varo의 문법 설명은 대개 서양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 예로 품사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명사는 격을 가지고 시제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18) 

(3) 동사는 문장의 한 구성성분으로 법(mode), 시제를 가지며 격이 없다.19) 

이처럼 Varo의 명사, 동사의 정의는 서양언어의 형태변화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중국어의 경우, 음절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명사는 형태변화가 없고, 동사도 활용

이 없으며 대개 허사(particle)20)가 이러한 기능을 대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서양의 형태변화에 근거해서 품사를 정의 내렸으며 이에 근거해서는 중국어의 명사, 

동사를 구분할 수 없다. 

17) Antonio de Nebrija(1441―1522)는 Grammatica Antonii Nebrissensis를 저술하여 1492년에 출

간했다. 이는 최초로 스페인어 문법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현대 유럽언어를 대상으로 한 

문법서로 의의가 있다. 그는 문법을 최상위의 과학이라 간주했으며 이를 ‘Orthography’, 

‘Prose’, ‘Etymology’, ‘Syntax’로 세분했다. 

18) Varo(1703, 2000:69) 참조.

19) Varo(1703, 2000:113) 참조.

20) 서양의 중국어 문법서에서는 ‘particle’, ‘article‘의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중국어의 

허사에 해당하는 조사, 후치 개사, 부정부사 등의 다양한 요소를 지칭한다. 각 문법서에서 

기타 품사와의 관계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허사로 통칭한다. J. A. 

G. Roberts(1992)는 Medhurst는 “중국 저자들에게 주요 목적은 허사를 올바르게 두는 것으

로 이에 능하면 저명한 학자라 불린다.”고도 하며 소학이 허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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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사의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해당 품사에 속하는 중국어 단어가 아니다. 서양 

언어에서 해당 품사에 속하는 성분의 수, 격, 시제의 형태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대체 요소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면, 명사, 동사 장에서는 서양언어

의 명사의 격, 동사의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어 허사[particle]를 설명하는 것 위

주이다. 예를 들면, ｢8장 동사와 동사 활용｣에서는 서양언어에서 동사의 형태변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제, 법을 중국어에서는 ‘時’, ‘方’, ‘了’, ‘ ’, ‘ ’, ‘巴不得’, 

‘願’ 등과 같은 단어가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요소는 중국어의 동사 

성분이 아니며 실제 중국어 동사에 대한 설명은 적다. 이처럼 서양언어를 기준으로 

그 형태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어 요소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서양의 중국

어 학습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서는 중국어 품사체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Varo(1703)은 중국어 문법 성립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서양의 품사 이론을 적용하

여 중국어를 설명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중국어 문법연구의 시발점

으로 다양한 문법서의 출간을 야기한다. 다만 본 문법서는 중국의 역법, 호칭, 공손 

표현, 초대, 방문 시의 예의범절 등 언어 이외 문화적 요소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문법에 관한 전문 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Varo를 비롯하여 초기에 중국

에서 문법서를 저술했던 서양인들은 대개 선교사들로 언어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

지 않았고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 얕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법 분석, 설명에 

있어서 서양언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며 중국어의 본질을 체계적

으로 탐구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중국어 자체에 대한 이해, 

분석보다는 선교사들에게 중국어를 쉽게 가르치기 위한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

문이다.

Joseph de Prémare(馬若瑟, 1666―1736)21)는 18세기 가장 뛰어난 문법가로 평가되는

가 하면 그가 저술한 Notitia Linguae Sinicae(1728)는 유럽 중국학의 근본이 된 연구 

성과로 칭송된다.22) 그는 廣州에서 Notitia Linguae Sinicae의 원고를 1728년에 완성했

고 이는 약 100년 후, 1831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출판되었으며, 1847년 다시 라틴어에

21) 프랑스 셰르부르에서 태어났으며 예수회 선교사로 1698년 江西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시

작했다. 그는 언어, 문자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관한 다양한 역에 관심을 가지

고 있었으며 趙氏孤兒를 번역하기도 했다. 

22) Joseph Needham(1998:16)은 일반 선교사들이 중국어 문법을 라틴어 문법에 근거하여 기계

적으로 규칙화시켜 축약하려고 한 것과 달리 Prémare는 중국어 고유의 문법을 규칙화하

고 다수의 예문으로 그 규칙을 증명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최고의 문법가로 평가했다. 张

西平(2005:207)은 Notitia Linguae Sinicae(1728)를 유럽 중국학의 근본이 된 연구 성과로 칭

송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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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로 번역되어 廣州에서 재출간되었다. 본 저서는 서양의 중국어 문법연구, 중

국학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학자 Etienne Fourmont( 1683―1745)의 

漢語文典(1742)은 이 저서를 베낀 것으로 의심 받았으며 프랑스 학원에서 중국어 

과정을 개설한 Jean Pierre Abel Rémusat(1788―1832)도 이 저서의 향을 받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국외 학자들은 Prémare의 저작이 文通에 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3) 

Notitia Linguae Sinicae는 총 350여 쪽의 방대한 양의 문법서이다. 그 서문에서는 

중국의 典籍, 어휘, 문자, 성조, 음운 등 중국어 전반에 대해 다루었다. 본문은 구어

와 서면어 2부분으로 구성된다. 구어 파트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며 품사와 통사

에 대해 논하고 다음은 중국어의 특징으로 ‘得’, ‘把’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하는 특정 글자 및 허사에 대해 다루었다. 세 번째로는 수사적 특징 및 속담, 격언 

등을 언급했다. 다음 서면어는 5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앞의 3부분은 구어 파트의 구

성과 유사하며 서면어를 구어와 비교, 대조하여 특징을 밝히는 것에 중점이 있다. 네 

번째는 대조, 반복, 클라이맥스, 논박, 묘사, 비교 표현 등의 수사적 특징을 설명한다. 

다섯 번째는 1자 ~ 5자로 구성된 고상한 구문을 수록했다. 구어 파트와 달리 서면어 

파트에서는 문체, 수사적 특징을 보다 상세히 논의한 점이 특징이다.

각종 문헌에서 다량의 예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백화문 예문은 대개 元人百種曲, 

水滸傳, 醒風流, 好求傳, 玉嬌梨 등의 작품24)에서 취했고 서면어의 예문은 

孟子, 莊子와 같은 선진 문헌에서 취했다고 밝혔다. 예문은 발음을 먼저 표기하

고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어의 구어와 서면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들을 구분해

서 논의한 점이다. 구어와 서면어 각각의 품사, 통사를 구분해서 다루었으며 구어에

23) 贝罗贝(1998)는 이를 马建忠이 上海의 徐匯公學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처음 접촉한 문법 

저작 중 하나 을 것으로 추측한다. 당시 이 교회 학교의 예수회 신부가 바로 이 저작을 

문법 참고서로 삼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두 저작에서 특히 조직 구조 방면에 공통

점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张西平(2005)도 Prémare 의 책과 马氏文通 간의 모종의 연

계를 설명했다.

24) 각 작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元人百種曲은 明代의 원곡 작품집으로 元曲選이라

고도 한다. 臧懋循(1550―1620)이 편찬하여 1616년에 간행했다. 水滸傳은 중국 최초의 

백화 소설로 중국 4대 기서 중의 하나이다. 저자는 보편적으로 施耐庵(1296~약1371)으로 

알려져 있다. 醒風流는 明末, 淸初의 재자가인소설로, 醒風流傳記라고도 한다. 작자는 

미상이다. 南宋의 才子 梅傲雪과 佳人 冯闺英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好逑傳과도 다소 

유사한 구조를 띤다. 好逑傳은 明末 淸代의 구어소설로 俠義風月傳이라고도 한다. 작

자는 미상이다. 玉嬌梨 淸代 문인 張勻이 지은 염정소설로 이는 이후 雙美奇緣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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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 품사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서면어에서는 대개 구어와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예를 들면 구어와 서면어에서 대사 사용은 차이가 크며 구어에서

는 ‘我’, ‘你’ ‘您’, ‘他’, 서면어에서는 ‘朕’, ‘我’, ‘吾’, ‘予’, ‘爾’, ‘如’, ‘若’, ‘是(時)’, 

‘斯’, ‘之’, ‘玆’, ‘厥’을 사용함을 지적했다. 서면어에서 ‘之’는 구어에서는 ‘的’에 해당

한다고 설명하며 각 요소를 대응시켜 설명했다. ‘則’, ‘且’와 같이 구어, 서면어에서 

모두 상용되는 경우는 각각에서 상이한 예문을 취하여 설명했다.

본 문법서는 서양의 문법연구가 서양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문법요소를 중국어에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중국어 고유의 규칙을 모색하고자 한 점

에서 의의가 있다. Prémare(1728:178)는 “나는 중국 언어를 외국어 문법에 순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교사들이 빨리 중국인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버리고 순수하게 중국어로 옷을 입히는 것을 소망한

다.”고 했다. 그는 기존 문법학자들이 라틴문법에 근거해서 중국어의 허사를 연결사

(copulative), 분리사(disjunctive), 확대사(argumentive), 지소사(diminutive)등으로 분류한 

점을 비판하며 스스로는 실제 중국어의 단어 사용에 근거하여 각 성분을 분석하고 

고유의 특징을 증명하고 규칙화 하고자 했다. 예로, 중국어 구어에서 상용되는 ‘把’

자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기준으로 ① ‘손으로 잡다’, ② ‘잡다’의 뜻

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어지는 동사의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③ ‘~으로 여기

다.’, ‘간주하다’, ④ 손으로 잡는 물건의 양사, ⑤ 발음이 유사한 ‘巴’와 호용되는 경

우의 총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62개의 예문을 통해 ‘把’자와 기타 요소와의 결

합 양식,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 이는 서양언어학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중

국어에서의 실제 용례분석을 토대로 그 의미적 특징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

지만 품사설명에 있어서 여전히 서양언어의 형태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어 요소를 설

명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본서는 통사 부분을 보충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aro의 경우 특정 어

휘를 설명하면서 구문, 문장에서의 용법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에 장절을 할

애하며 상세히 논의하지 않았다. 본 문법서에서는 구어의 통사파트에서 명사와 형용

사, 동사의 어순 관계,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 관계대명사 ‘所’의 용법, 질문과 대답 

양식 등에 대해 다루었다. 어순 및 특수 구문 설명을 위주로 구성된다. 서면어에서는 

통사라 했으나 실제 문체(style)에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본 연구서는 서양문법의 틀로 중국어 문법을 논의하는 것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

를 극복하고자 실질적 중국어 분석에 근거해 중국어 문법 체계화에 주력한 점이 특

징이다. 또한 중국어의 구어, 서면어가 상이하며 각각의 문법적 특징을 밝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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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구분하여 논의한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19세기 서양의 중국어 문법서로는 대표적인 예로 Joshua Marshman(1768―1837)의 

Clavis Sinica(1814), Robert Morrison(1782―1834)의 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1815), Georg von der Gabelentz(1840―1893)의 Chinesische Grammatik(1881)이 

있다. 본고에서는 Josep Edkins(艾約瑟, 1823―1905)25)의 저서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1857)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기존 서양 학자들의 중국

어 연구에 대해 일종의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다. 

Edkins는 서문에서 Morrison, Marshman의 연구는 예문 제시에만 그치고 중국어 고

유의 문법을 체계화시키지 못한 점, Prémare의 경우,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고 언

어적 감각도 뛰어났지만 현대의 언어학자들의 연구를 수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결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본 문법서를 저술한다고 했다. 그는 서양 중심적 

관점에서 중국어를 ‘비정상[abnormal]’ 혹은 ‘기형[misshapen]’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

양하고 중국어와 서양어의 근본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특색을 모색하고자 했다. 예

를 들면, 그는 중국어는 단음절어로서 나름의 발전의 원리를 갖추고 있으며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엄격한 규칙 아래 ‘보조사의 부속[the appendage of auxiliary words]’

만을 허용하며 따라서 중국어는 최고 형태의 언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문법가는 언어의 규칙을 찾고 이를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배열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교육에 있어서 문법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이것이 학생들

에게 잘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본서는 소리, 품사, 통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리파트에서는 중국어 발음 표기

의 알파벳, 관화와 방언, 성조, 초성, 종성, 중국 고유의 소리 표기 방법, 통시적 중국

어 발음 변화 등을 다루었다. 품사파트는 단어, 중국어의 품사 결정, 명사, 명사 보조

사와 수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전치사와 후치사, 부사, 접속사, 허사와 감탄사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통사파트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사이의 지배 관계 및 문

장에서의 위치에 따른 품사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서면어와 구어의 차이를 언급하기

도 했다. 그 예로 동일한 내용을 서면어에서는 1음절 어휘로 표현하고, 구어에서는 

합성어로 표현하는 것을 비교, 대조했다. 단어, 구의 확장 규칙, 문장에서 주제부, 진

25) 1847년 목사가 되어 1848년 上海로 들어가 墨海書館(London Missionary Press)에서 감리조

수를 맡았다. A Grammar of Colloquial Chinese as exhibited in the Shanghai Dialect(1852), 

A grammar of the chinese colloquial language(1857), A Vocabulary of Shanghai Dialect(1869), 

China's Place in Philology(1871),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Chinese Characters(1876), 

Progressive Lesson in the Chinese Spoken language(1887) 등 다수의 중국어 연구서를 저술

했다. 그 밖에도 格致西學提要, 光學, 重學 등의 과학서적을 중국 사람과 함께 번

역했으며 인문, 사회 과학 분야 관련해서도 논문을 저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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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의 확장, 문장 간의 연결 관계 및 생략, 운율 등에 대해서도 논했다. 예문은 서

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어 중심이며 중국인의 실제 말이나 紅樓夢과 같은 구

어체 중국어 서적에서 취했다. 한자를 먼저 쓰고 발음을 표기하는 형식으로 기록했

다.

본 저서는 중국어는 본질적으로 서양의 언어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어 자

체의 문법적 체계를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중국어는 단음절어가 서로 결합

하여 합성어를 구성하는 형식을 취하며 단어의 위치, 즉 기타 단어와의 어순 관계에 

의해서 품사가 결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기존의 중국어 문법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현대 언어학 개념들을 적용해서 중국어 문법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했다. 예

를 들면, 통사 부분에서 지배(Government) 개념을 통해 문장 구성 성분의 관계를 설

명했으며 문장의 층차를 외부, 내부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Edkins가 

당시의 유럽 언어학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었던 점을 반 한다. 또한 그의 중국어 연

구는 당시 서양의 언어학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는 당시 서양의 비교 언어학자

들에게 단음절어로서의 중국어를 소개함으로써 어원학의 체계를 변화시켰다.26) 저자

는 이전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후임 선교사들의 중국어 학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어를 연구한다고 했지만 그 성과, 향력은 기존 선교사들의 연구와 구분된다. 

그의 연구는 서양언어학과 중국 문법학을 접목하는 교량 역할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양방면에 모두 나타났다. 즉 현대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양의 중국어 문법연

구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유럽의 언어학에 본

격적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되어 역사 비교 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처럼 서양

인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중국어 문법연구의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교학의 편의를 위한 실용성에 중점이 있었지만 점차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 문법서는 중국어에는 문법이 부재하다는 인식을 부정하고 중국어

의 문법체계를 밝히고자 출간한 것이다. 하지만 그 문법서에서도 중국어 문법은 난

해하다, 혹은 중국어 문법의 성립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Prémare, Marshman이 중국어 교수, 학습 방법으로 예를 중시한 점도 중국어의 문법

26) 당시 유럽에서는 William Jones, Franz Bopp, Max Muller, Alfred Weber 등 비교 언어학의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산스크리트어와 그리스어, 라틴어, 고트어, 켈트어 등과 인

구어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Edkins은 그의 저서 China’s Place in Philology: An 

Attempt to Show That the Languages of Europe and Asia Have a Common Origin(1871)를 통

해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소개하고 인구어와 아시아 언어의 관계, 어족 관계상에서 중국

어 위치를 설명하며 당시 유럽의 비교 언어학자들의 중국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20   초기 중국어 문법서 연구

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rémare(1728, 1847:33, 40)는 

“예를 통한 것 외에 중국어를 가르치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

인다.”고 하며 어떠한 규칙, 원칙으로 귀납되지 않는 구(pharse)를 길게 설명하는 것

보다 예를 제시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여겼다. Marshman(1814) 역시 그 서문에서 중

국어에는 서양식 문법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좋은 방

법은 중국의 전적에서 예문을 취해 각각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

칙화, 규범화의 어려움을 예문 제시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어 문법의 존

재는 긍정했지만 이를 법칙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 또한 서양인

에 의한 중국어 연구는 통사 부분에서 대개 비교문, 관계대명사와 같은 특수 구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중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 형식을 논의하지 않는다. 이는 4.2.2장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둘째, 중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음운, 문자 그 외에 중국문화에 대해서도 다루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론서적 특징을 띤다. Varo의 문법서는 중국어의 공손 표현, 호

칭, 초대 시의 예절 등에 관해서도 다루었으며 Edkins의 문법 개념 역시 음운, 소리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양인의 문법서는 중국어를 제2의 언어로 하는 중

국에 온 선교사나 중국을 접해보지 못한 서양인들을 예상 독자로 한다. 따라서 중국

어 문법뿐만 중국어, 중국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다.

셋째, 설명 방법은 대개 서양언어를 기준으로 서양언어의 문법요소에 대응하는 중

국어 요소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서양의 중국어 문법서의 목차 역시 중

국어가 아닌 서양의 언어에 의거해서 구성되며 것으로 해당하는 서양언어의 문법 요

소에 대응하는 중국어 요소를 설명한다. 이는 중국어 문법체계를 밝히는 것보다는 

서양인들에게 중국어 학습, 교수 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로, 품사 설

명에서 Varo, Prémare, Marshman, Morrison은 모두 특정 품사 장에서 해당하는 중국

어의 품사를 논하지 않고 서양언어의 품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설명한다. 즉 

외국어의 명사, 대명사의 성, 수, 격 및 동사의 시제, 법 등의 어형 변화를 담당하는 

중국어의 허사에 대한 설명에 중점이 있다. Edkins에 이르러서야 중국어 품사 자체에 

대한 특징이 논의되며 그 하위부류를 분류함으로써 중국어 품사체계의 본질에 가까

워진다.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연구는 중국어의 문법 성립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중국

인들의 문법연구서의 출현을 야기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물론 서양의 언어에 근

거한 문법 설명이 문제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중국인들이 서양의 문법을 억지로 적

용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중국어에 부합하는 문법 체계를 정립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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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했다. 또한 서양인들의 중국어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당시의 중국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들에 

의한 상이한 관점에서의 중국어 문법 분석은 중국인의 분석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4.2.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2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의 연원과 발전

일본은 중국에 앞서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 으며 이는 중국으로 

전파되어 그 근대화에 큰 향을 미쳤다. 이는 언어학 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와 관련하여 Federico Masini(1993), 沈國 (2010)는 근대 시기 신조어와 어휘 교류 양

상에 있어서의 중국, 서양, 일본의 향관계를 고찰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의 연원과 발전과정을 밝히고 중국에 미친 향력을 살펴보기로 한

다. 

牛島德次(1989:20, 22)는 일본의 중국어 연구는 1868년 막부시대 말기까지 중국에

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어의 助字, 虛字 연구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청대 소학

의 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은 한자권에 속해 있었으므로 고

대 중국어, 한문을 특별히 외국어로 인식하지 않았다. 중국어 연구도 중국의 고문을 

읽거나 한문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면서 일본의 중국어 연구도 크게 변화한다. 일본은 서양의 언어학을 적

극 도입하면서 기존의 중국어 연구 방법을 변혁한다. 

일본의 서양의 언어학과의 접촉, 수용은 중국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중국어 연구는 중국에서 출간된 서양 연구자에 의한 중국어 문법서의 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의 초기 문법연구는 중국에서 출간된 서양인들의 어, 중국어 연구서를 

저본으로 이에 표점을 찍거나 주석을 다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 예로 文學書官

話는 일본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중국어 문법서 저술의 기초가 되었다. 

文學書官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27) 이는 Crawford, Tarleton Perry (高

27) 이는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서로 응당 2.1장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는 일

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의 바탕이 된 저서로 일본에서 출간된 문법서와의 비교, 대조를 위

해 본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의 서양의 중국어 문법연구 수용과 이후

의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文學書官話은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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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丕, 1821―1902), 張儒珍이 공동 저술한 것으로 1869년에 출판되었다. 이는 외국인

이 서술하고 중국인이 이를 중국어로 번역, 기록하는 방식으로 저술되었다. 그 서문

에서 “본고는 북경 중국어 방언을 서양언어의 문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논의하기 위

한 것이다. 이는 선교사 학교와 성경 수업, 중국어가 외국어인 학생 및 교사들을 위

한 교과서이다.”고 했다. 

文學書官話는 21장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1장 ｢論音｣, 2장 ｢論字｣에서는 중

국어의 음, 자에 대해 총괄하고 3장부터 17장까지는 ｢論名頭｣, ｢論替名｣ ｢論形容 ｣, 

｢論指名｣, ｢論數目 ｣, ｢論分品 ｣, ｢論加重 ｣, ｢論靠託 ｣, ｢論幫助 ｣, ｢論隨從 ｣, 

｢論折服 ｣, ｢論接連 ｣, ｢論示處 ｣, ｢論問語 ｣, ｢論語助 ｣로 15가지 품사를 설명

한다. 18장 ｢論字換類｣에서는 품사 전환, 19장 ｢論總講話樣｣에서는 문단에서의 품사 

분석, 20장 ｢論句連讀｣에서는 문장의 종류, 21장 ｢論話色｣에서는 비유, 과장 등의 수

사법을 논했다. 중국어 발음에서부터 품사, 문장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설명했으며 각 

장마다 연습 문제도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저본으로 한 중국어 문법서가 다수 출현했다. 大槻文彦(1847―
1928, おおつき　ふみひこ)는 이에 주석을 달아 支那文典을 편찬하여 1877년에 

林新兵衛에서 출판한다. 金谷昭(미상, かなや　あきら)는 이에 표점을 찍어 같은 해에 

大淸文典을 靑山淸吉에서 출판한다. 村上秀吉(미상, むらかみ　ひできち)는 1893년 

2월에 文學書官話를 저본으로 이에 자신의 해석을 더해 支那文典을 간행한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文學書官話의 수용 양상을 통해 초기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

의 발단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文學書官話와 일본인에 의한 중국어 연구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우선 그 

제목에서 나타난다. 일본인에 의한 3권의 문법서는 모두 그 서명을 文學書官話라 

하지 않고 大淸文典, 支那文典으로 개명했다. ‘文學書’를 모두 ‘文典’으로 대체했

으며 ‘官話’ 대신에 ‘支那’, ‘大淸’의 나라 이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大槻文彦는 例

에서 “다만 그 제목이 조금 부합하지 않아 지금 支那文典으로 바꾼다.”고 했으며 

본문에서도 ‘文法’이라고 칭하며 ‘文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官話’에 대

해서는 “관화는 土話의 반대로 중국 관부의 통용어를 뜻하고 이는 중국 현재의 보통

어이다.”고 했다. 金谷昭 역시 “大淸文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동학들에게 바친다.”

라고만 개칭에 대해 언급했으며 개명방법은 支那文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村上秀吉도 支那文典으로 개칭했으며 원서의 ｢文學解｣ 부분을 ｢文典ノ 定義｣로 대

체했다. ｢文學解｣, ｢文典ノ定義｣에서 ‘文學書’, ‘文典’에 대한 정의내용을 비교해 보

活字本을 저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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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자는 “文學書는 話, 字의 용법을 논하는 것이다.”고 했고 후자는 “文典은 언어 

문자의 용법을 논하는 것이다.”라 하여 그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文學書’를 ‘文典’

이라 한 것 외에도 ‘話’를 ‘언어’, ‘字’를 ‘文字’로 바꾸어 그 용어를 달리한 점을 알 

수 있다. 

文學書官話와 일본에서 출간된 3권의 중국어 문법서의 전체 구성을 비교, 대조

해 본 결과, 그 전체 구성, 목차가 완전히 일치한다. 모두 21장으로 그 세부 항목, 예

문도 대부분 원서와 일치한다. 다만 각 문법서의 품사체계가 다소 상이하며 이를 통

해 文學書官話의 수용 양상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일본 출간 중국어 문법서의 품사종류 (1)

문법서 품사종류

文學書官話
名頭, 替名, 形容 , 指名, 數目 , 分品 , 加重 , 靠託 , 幫

助 , 隨從 , 折服 , 接連 , 示處 , 問語 , 語助

(大槻)支那文典

名頭(名詞), 替名(代名詞), 指名(指示代名詞), 形容 (形容詞), 

數目 (數詞), 分品 , 加重 (副詞), 靠託 (動詞), 幫助 (助動

詞), 隨從 (副詞), 折服 (非否), 接連 (接續詞), 示處 (副詞), 

問語 (疑問詞), 語助 (感詞)

(金)大淸文典
名頭, 替名, 形容 , 指名, 數目 , 分品 , 加重 , 靠託 , 幫

助 , 隨從 , 折服 , 接連 , 示處 , 問語 , 語助

(村上)支那文典
名詞, 代名詞, 指名詞, 形容詞, 數目詞, 分品詞, 加重詞, 動詞, 

助動詞, 副詞, 折服詞, 接續詞, 示處詞, 疑問詞, 間投詞

文學書官話에서 품사를 15가지로 분류하고 일본의 3권의 문법서 역시 이를 수

용하여 15가지 품사를 제시했다. 3권의 문법서의 전체 품사체계는 일치하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大槻文彦의 支那文典은 원문에서 제시한 품사의 명칭 아래 

주석 형식으로 별도의 품사 명칭을 추가했으며 이는 <표 1>에서 괄호 안의 명칭에 

해당한다. 을 단위로 하는 품사 명칭을 詞로 변경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加重 , 

隨從 , 示處 의 부류는 부사에 속하는 것이라 했다. 金谷昭의 大淸文典은 文學

書官話의 품사 명칭을 그대로 따랐으며 옆에 일본어 발음을 기록했다. 村上秀吉의 

支那文典에서는 大槻文彦의 支那文典에서 별도로 제시한 품사 명칭을 계승했다. 

그리고 품사 하위분류의 명칭 및 기타 문법 개념의 용어를 변경했다. 본서의 ‘品詞’, 

‘人稱’, ‘格’, ‘固有名詞’, ‘普通名詞’, ‘抽象名詞’ 등의 명칭, 문법 설명 역시 저자의 문

법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현대 중국 언어학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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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村上秀吉이 支那文典의 서문에서 이는 文學書官話를 기초로 해서 편찬한 것

으로 감히 自著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의견을 더한 부분도 적지 않음을 강조한 

바와 같이 필자가 원서를 수정, 보충한 것이다. 

3권의 문법서는 모두 文學書官話를 저본으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

만 문법서 간에 문법 개념어에 접근하는 태도가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金谷昭

는 文學書官話의 문법 개념어를 일본어로 읽는 방법만을 제시했으며 大槻文彦의 

경우 文學書官話의 문법용어 아래에 신조어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는 원서에서 제

시한 문법용어에 기반하고 다만 그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한 것이다. 반면 村

上秀吉은 해당 문법 개념을 어로 제시하고 이를 직접 번역했다. 즉 이는 文學書

官話의 번역을 거치지 않고 서양의 문법개념을 번역하여 스스로 창안한 문법용어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일본인 문법연구자들이 서양의 중국어 문법서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문법개념을 이해, 번역하고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수준

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기 일본의 중국어 연구는 중국에서 출간된 서양의 중국어 문법서의 향

을 많이 받았으며 이를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후 일본의 중

국어 연구는 서양의 문법서에 대한 훈고, 주석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문법관에 

입각한 중국어 문법서를 저술하게 된다. 이로써 진정한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의 

틀을 정립하게 된다. 그 예로 아래의 문법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漢文典, 1891, 岡三慶, 出雲寺高 

② 漢文典, 1898, 猪狩幸之助, 金港

③ 漢文典, 1902, 児島献吉郎

④ 支那文典, 1905, 廣池千九郞, 早稻田大學出版部

岡三慶(미상, おか　さんけい)28)는 1887년 岡氏之支那文典을 晩成 에서 출판했으

며 1891년에 이를 漢文典으로 개명하여 出雲寺高에서 출판했다. 그는 본서는 日根

尾 선생의 英文典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이지만 “ 어는 어의 문법이 있고 중국

어는 중국어의 문법이 있으며 양자는 크게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文典은 ｢字
學｣, ｢韻學｣, ｢辭學｣, ｢文學｣ 4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본서에서는 ｢辭學｣만을 논

28) 일본의 한학자로, 近世漢學 著述目 大成에서는 그가 天保(1830―1843), 弘化(1844―
1847)에 태어났을 것이라 추측했다. 南総에서 태어났으며 본성이 松崎씨이다. 文法學講

義上下(1891), 初学文法図解(1878),  学雅文纂  : 頭書文詞伊呂波字引(1879), 晩成

文話, 大学講義, 孟子講義, 唐宋八大家文講義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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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고 이를 10段으로 구성했다. 1~9段에서는 각각 9가지 품사에 대해서, 10段

에서는 품사의 성질에 대해 논했다.

猪狩幸之助(미상, いかり　こうのすけ)의 漢文典은 ｢品詞篇｣, ｢單文篇｣, ｢複文篇｣, 

｢多義文字篇｣, ｢同議文字篇｣, ｢同音相通｣, ｢用語 譯表｣로 구성되며 중국어의 품사, 

문장의 종류 및 문자적 특징을 아울렀다. 기존의 伊藤東涯 操觚字訣, 新刊用字格, 

東條一  助辭新譯 및 서양인의 문법연구서로는 Gabelentz의 Chinesische Grammatik, 

Watter Essays on the Chinese Language를 참고로 했음을 밝혔다. 품사는 10가지로 

분류하고 각 품사의 종류를 조직, 성질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나누고 각 품사

의 문장에서의 위치,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児島献吉郎(1866―1931, こじま　けんきちろう)29)는 Nesfield의 英文典과 大槻文彦

의 廣日本文典(1897)을 읽고 ‘漢文典’ 저술에 뜻을 갖게 되었고, 文通 및 猪氏의 

漢文典에 미흡한 점을 수정, 보충하고자 본서를 저술한다고 했다. 그는 본서를 ｢文
字典｣, ｢文辭典｣, ｢文章典｣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했으나 ｢文字典｣, ｢文辭典｣으로만 구

성했다. 1편 ｢文字典｣은 ‘문자의 구조 및 음운, 훈독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하고 

1장 문자, 언어, 생각의 관계, 2장 자형, 자음, 자의의 관계, 3장 문자의 창작, 4장 문

자의 구조, 5장 글자체의 변천, 6장 자음의 전이, 7장 음운학, 8장 훈고학으로 구성한

다. ｢文辭典｣은 ‘여러 단어의 관계 및 그 위치, 종류 등을 설명하는 것’이라 했으며 

1장 총설 및 2장부터 11장까지의 10 품사로 구성된다. 문법 설명에서의 특징은 중국

어 문법을 설명하면서 일본어와 비교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30)

廣池千九郞(1866―1938, ひろいけ　ちくろう　)의 支那文典은 早稲田大学 출판부에

서 1904년에 출판했으며 이후 이를 수정, 보완하여 增訂支那文典(1915)을 출간했

다. 본 문법서는 400여 쪽으로 크게 ｢總論｣, ｢詞論｣, ｢文章論｣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總論｣에서는 중국어와 한문, 중국 문전의 정의와 그 범위 등에 대해서 논한다. ｢詞
論｣은 ‘말의 성질, 용법을 설명하는 것’이라 하고 8가지 품사에 대해 설명했다. ｢文
章論｣은 ‘각 품사를 그 임무에 따라서 병렬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라 했다. 중국어에 대한 개괄적 논의에서부터 품사, 문장의 구성까지 매우 상세

히 논의했다. 

29) 일본의 중국문학자이다. 1866년 지금의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나 1888년, 제국대학 문과대

학 고전과를 졸업했다. 경성제국 대학교수, 이송학사 학장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支那大

文学史, 支那文学史鋼 등이 있다. 

30) 예를 들면 본서에서는 賓詞의 종류를 ‘타동사에 속해 그 목적을 나타내는 賓詞’와 ‘자동

사에 속해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賓詞’로 분류하고 전자는 ‘훈독상 を의 오쿠리가나를 필

요로 하는 것’, 후자는 ‘に 혹은 より의 오쿠리가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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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권의 문법서에서의 품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일본 출간 중국어 문법서의 품사종류 (2)

문법서 품사 종류

(岡)漢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前後置詞, 接轉詞, 歇止詞, 

感詞

(猪)漢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前置詞, 後置詞, 接續詞, 終

詞, 感動詞

(兒)漢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前置詞, 助動詞, 轉接詞, 歇

尾詞, 感應詞 

(廣)支那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前置詞, 接續詞, 感詞

각 문법서의 품사종류는 9품사, 10품사, 8품사로 차이가 난다. 이는 前置詞와 後置

詞를 하나의 품사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각각을 하나의 품사로 독립시키는가, 조동사

를 동사에 포함시키는가 아니면 하나의 품사로 독립시키는가, 혹은 종결조사를 하나

의 품사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는 <표 1>의 15가지 품사체계에 비해

서 부사가 하나의 품사로 정립되는 등 보다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문법

서간에 접속사, 종결조사, 감탄사를 제외한 품사명칭이 일치하며 이는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의 품사명칭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현대 중

국어 문법 체계와 유사한 품사체계를 정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본은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저술, 출간한 중국어 문법서를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어 문법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국어 문법 체

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서 일본인에 의해 저술된 다양한 문법서들이 출간되면서 

일본 고유의 중국어 문법연구 체계를 확립했으며 이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 직접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來裕恂의 漢文典에서는 위의 4권 문법

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漢文典 저술 이전에 일본의 문법서를 접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일부 내용이 岡三慶의 漢文典과 유사한 점을 통해 

그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児島献吉郎의 漢文典은 中國文典의 

저본이 되었으며 要略文典 역시 그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장의 

문법체계 분석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그 발전 과정에서 연구대상이 변화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중국어 연구가 서양문법의 향으로 변혁하기 이전에는 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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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의 향력 아래, 고전 중국어를 연구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서양언어학의 향으

로 그 연구 방법이 변화하면서 그 연구대상도 변화해서 현대 중국어, 官話, 구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일본의 초기 중국어 문법연구의 저본이 되었던 文學書

官話는 중국어의 구어에 대한 문법서이며 따라서 이를 저본으로 한 일본의 중국어 

문법서도 구어를 대상으로 했다. 大槻의 支那文典 例 에서는 “(이는) 관화의 문법

서로 고아한 문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문법은 문과 언에 있어서 크게 구별되

지 않는다.”, “文學書官話에서 속체, 속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31) 

한편, 일본의 자체적 중국어 문법 체계가 확립되면서 그 연구대상은 다시 고대 중

국어, 문언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岡三慶의 漢文典에서는 중국의 언어와 문

장이 서로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춘추전국 이전의 책이므로 그 가운데에서도 論語
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고대 문언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猪狩幸

之助의 漢文典에서도 “일본사람이 한문을 쓰고 또 책을 읽는 것은 주로 고문에 있

다. 따라서 본서는 고문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하여 고문

을 연구대상으로 한 점을 강조했다. 예문은 대개 史記, 漢書 이전의 책에서 취했

다. 이처럼 서양인의 중국어 문법서의 향력에서 벗어나 일본인의 관점에서 저술된 

문법서가 출현하면서 그 연구대상은 문언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중일 전쟁 이후 중국에서의 실용적인 필요가 늘면서 다시 현대 중국어, 구어에 관한 

연구가 중시된다. 

셋째,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일본어 문법연구, 국어학 정립에도 향을 미친

다. 大槻文彦은 支那文典 저술 후, 語法指南(1890), 廣日本文典(1897)을 저술했

으며 이는 일본 근대 문법 성립의 상징으로 일컬어진다. 袁広泉(2011:125~126)에서는 

그가 文學書官話를 비판 없이 이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체계

적인 일본어 문법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 으며 文學書官話는 일본 문법학이 품

사론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로 가는 출발점이었다고도 평가했다. 支那文典은 새로

운 문법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는 일본어 문법 구축의 근거가 된다. 

일본의 근대화는 중국에 머무른 선교사들이 저술, 번역한 서적을 통해 서양의 지

식을 접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사람들은 중국에서 서양의 

지식을 수용하여 이를 일본으로 전파했고 이는 다시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일본에

서 중국으로 재수용 되었다. 이와 같은 패턴은 Federico Masini(1993), 沈國 (2010)가 

근대시기 서양, 중국, 일본의 신조어, 번역어 등의 어휘 교류사를 통해 이미 밝힌 바

31) 牛島德次(1989:38~39)는 大槻의 支那文典은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文學書官話을 주석

하여 이를 고문을 연구하는 책으로 삼으려 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일본의 ‘한문전’과 ‘중

국어문법서’의 특징을 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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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다. 그 향, 계승관계는 문법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서양인들의 중국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발전한 것으로 이는 중국인에 의한 문법연구 

발단에 향을 미쳤다. 

2.3 외국어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문법연구 시도

제2언어와의 접촉, 학습은 중국인들이 중국의 언어, 문자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익히거나 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법을 경험하고 연구

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에서의 외국어 문법연구 과정을 밝히기로 한다.

중국인들이 외국어를 접한 시기는 물론 청말 시기보다 훨씬 앞선다. 하지만 그 이

전의 중국은 중화주의 세계관에 젖어 다른 나라에서 중화의 언어를 익히는 것을 당

연시 여기고 이방 언어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초기 중국의 외국어 교육

은 서양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馮樂璋(2002:7)은 선교사 Morrison은 1818년 말라

카에 英華書院을 설립했으며 이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 선교사에게는 중국어를, 

중국인에게는 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Morrison의 華英字典의 

제3부 英漢字典에서 어의 표음자, 단어 구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며 이는 

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국인에 의한 외국어 연구는 외국인 선교사, 상인들과의 접촉이 잦았던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부터 어휘집, 사전류가 출현하면서 시작된다. 그 예로 子卿의 華英通

語, 馮澤夫 等의 英話注解(1864)를 살펴보기로 한다. 

華英通語의 원본은 이미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를 저본으로 일본인 

福澤諭吉(1835―1901, ふくざわゆきち)32)가 저술한 (增訂)華英通語을 통해 그 면모

를 살펴볼 수 있다. 그 서문에 의하면 그는 186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청

나라 상인으로부터 子卿이 저술한 어 어휘집 華英通語을 접했으며 중국의 음을 

모르는 일본인 하층민을 위해 가타가나로 발음을 첨가해 (增訂)華英通語을 출간했

다. 그 안에는 何紫庭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1855년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華英通語은 1850년대 무렵에 저술된 것으로 저자 子卿은 廣東 출신으

로 국 사람에게 어를 배웠으며 그 실력이 뛰어났다던 것으로 추측된다. 

32) 1858년 에도에 네덜란드 어학교인 蘭學塾을 열고, 메이지유신 후 1873년 明六社를 창설했

다. 동인으로 확약하며 실학, 부국강병을 주장하고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

했다. 기타 저서로는 시사신보, 학문의 권유, 문명론의 개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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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英通語는 단어의 의미, 형식에 의거하여 총 46類로 구성된다. 1類부터 37類까

지는 ｢天文類｣, ｢地理類｣, ｢刑法類｣, ｢茶葉類｣, ｢酒名類｣, ｢身體類｣, ｢草木類｣ 등으로 

다양한 주제에 의거하여 단어를 분류했다. 38類부터 45類까지는 ｢單字類｣, ｢二字類｣, 

｢三字類｣, ｢四字類｣, ｢五字類｣, ｢六字類｣, ｢七字類｣, ｢長句類｣로 구성되며, 이는 한자

의 수에 근거하여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단어, 즉 사물명사 이외의 인칭대사, 동

사, 형용사, 부사 혹은 간단한 구문을 수록했다. 長句類에서는 7자 이상의 한자로 구

성되는 구문의 어 표현을 제시한다. 46類의 單式類는 본문에서는 單格式類라 했으

며 서수, 문자부호, 날짜 표현 등에 대해 논한다. 표기 형식은 오른쪽에 중국어 표현

을 한자로 기록하고 그에 대응하는 어 표현과 그 발음을 왼쪽에 제시한다. 예를 

들면, “呢的都係 貨啫(네 것은 모두 오래된 물건이다.)”의 중국어 구문은 모두 7글자

이므로 七字類에 속하고,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그림 1> 華英通語⋅七字類의 예 

다양한 역의 어휘를 섭렵하고 있으며 어 발음을 중국어로 표기하는데 심혈을 

기울 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들과의 접촉, 교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上海, 南京, 北京 지역에서도 외국

어 학습,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어휘집은 남방 지역의 방언에 근거

한 것으로 기타 지역에서의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방언에 근거한 어휘집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일례로, 英話注解는 馮澤

夫 외에 여러 상업, 무역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자금을 모아 함께 저술한 것으로 

1860년에 출간되다. 馮澤夫는 서문에서 초기 통상, 무역이 廣東의 홍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842년에 5개의 항구가 개방되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上海가 

중심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어에 능통한 사람이 많지 않아 경

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어를 배우려고 해도 이전의 

연구서는 廣音(광동어)에 근거하여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서를 저술하

며 이는 寧波의 음(지금의 오방언)에 근거하며 외국 상인들이 사용하는 대략적인 내

용을 수록하고 있다고 했다. 英話注解는 앞서 언급한 華英通語와 체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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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하다. 총 39門으로, 1門부터 33門까지는 단어의 의미에 의거해서 각 주제별로 

분류했고 34門에서 39門까지는 1字語門에서 5字語門, 그리고 長句語門으로 단어, 구

문을 그 글자 수에 의거하여 분류, 설명한다. 

초기 중국의 외국어 연구서는 항구 개방으로 일찍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지역에

서 어휘집 형식으로 출현했다. 대개 상업, 교역에서 상용되는 단어, 구문으로 사물 

명사 위주이고 어 구문, 문장을 제시한 경우 중국어 문장에 어 어휘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어순이 올바르지 않는 비문도 종종 보인다. 이와 같은 어휘집은 음운, 문

자,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학술

적 가치가 낮다.

1840년 아편전쟁 발생 후, 중국에서의 외국어 인재 배양, 외국어 교육은 시급한 사

안이 된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1858년, 국과 天津條約을 맺는

데 그 조항 가운데 ‘ 국과 관련한 문서는 모두 문으로 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33) 즉 어가 외교 문서 작성의 준거가 되고 서양 사람들과의 교류, 무역

도 점차 증가하여 외국어에 능한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魏源

(1794―1857), 奕訢(1833―1898), 馮桂芬(1809―1874) 등의 여러 지식인들은 외국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촉구했고34), 이에 京師同文館이 설립된다.35) 정부에 의해 

외국어 학습 기구가 설립되고 보다 체계적인 외국어 학습, 교육이 진행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외국어에 능한 인재들이 속속히 배출되고 이들에 의한 외국어 연구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연구 성과물의 예는 아래와 같다. 

① 英字入門, 1874, 曹驤 

33)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는 국의 문서는 모두 문으로 쓰며, 잠시 동안은 한문

도 함께 쓴다. 중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여 파견하여 문을 익히게 하는 것을 기다려, 

(학생들이) 어를 잘 습득하게 되면 한문을 함께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후에 文詞가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문을 바른 뜻으로 삼는다.” 

34) 그 예로 奕訢은 1861년에 “각국의 정황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선 그 나라의 언어 문

자를 알아야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각 나라에서는 자금을 들여 중국인을 불러 

청하여 문의를 풀게 하나 중국에서는 외국 언어 문자에 능통한 사람이 없으니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馮樂璋(2002:5) 재인용.

35) 1862년 북경에 同文館이 설립되어 문반이 개설된다. 이후에는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

어 수업이 추가로 개설된다. 청일 전쟁 패배 후, 1897년에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천문, 수

학 수업도 개설되어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 과학 지식도 교육하는 서학 중

심지로 발전한다. 이어서 1863년에는 上海廣方 館, 1864년에는 廣州廣方 館이 설립된다. 

이외에도 1893년 武昌에 설립된 自强學 과 같이 개인이 설립한 학당에서도 외국어 교육

이 실시되며 교육열은 보다 확산되어 갔다. Federico Masini(1993:8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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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英文擧隅, 1879, 汪鳳藻

③ 英字指南, 1879, 楊勛

④ 法字入門, 1887, 龔渭琳 

⑤ 英文話規, 1895, 張得彝

위의 저서는 모두 동문관 출신의 인재들이 출간한 외국어 학습서, 연구서에 해당

한다. 曹驤(1844―1923)36), 龔渭琳, 楊勛은 上海廣方 館, 汪鳳藻(1851―1918), 張得彝

은 京師同文館 출신이다. 중국에서 외국어 학습, 연구는 오랑캐의 말을 배우는 것으

로 경시되었으며 이는 동문관 설립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점차 외국 

언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위의 연구서 가운데 英字入門, 法字入門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외국어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英字入門은 1874년에 曹驤이 저술했다. 그는 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

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양국은 동일한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중국은 그렇

지 못하니 이들과의 무역, 교류를 위해서 우선 英字, 英語를 익히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英字를 익힘으로써 문인은 서양 사람의 정치, 풍속의 장단점을 헤아

릴 수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상업을 운 하거나 외국어 교사가 될 수 있으며 西

語, 西文을 몰라서 서양 사람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희롱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서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다

수의 어 학습서를 출간했지만 上海음으로 주를 단 저서가 없어 본 지역의 사람들

은 여전히 어를 배울 수 있는 방도가 없음을 걱정하여 이를 저술한다고 밝혔다. 

英字入門는 ｢論英字源委｣, ｢單字門｣, ｢二字拼法門｣, ｢摘 四五六字拼門法｣, ｢摘
七字以外拼門法｣, ｢數目字門｣, ｢點句勾股及異體字 ｣, ｢學語要訣｣로 구성된다. 그는 

서문에서 어를 배우기 위한 방도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 국은 字와 語가 같다. 語를 배우려면 반드시 먼저 字를 배우는 것을 근본으

로 해야 한다. 字를 배우는 것은 반드시 字의 근본을 우선으로 한다. 어떻게 體를 

변별하고, 音을 찾는가를 곡절 없이 분명히 해야 한다.37) 

36) 曹驤의 호는 潤甫이며, 廣方 館에서 수학하 으며 이후 上海道署, 국계工部局, 洋務局

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했다. 동문관에서 서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37) 竊思英國字 語同, 學語必先以學字爲本, 而學字之法, 必先於字之源委, 如何辨體, 如何審音, 

無不曲折詳明。英字入門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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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字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字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근본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字의 근본에 대한 논의가 바로 ｢論英字源委｣으
로 알파벳, 문 글자체, 알파벳이 병합하여 음을 이루는 원리, 이음 현상에 대해 설

명한다. 어는 표음문자로 字에 대한 설명은 소리에 대한 내용도 포괄한다. 그는 이

를 기반으로 삼아 자획의 수, 성운의 차이, 구어(句語)의 장단을 구분할 수 있고 단

어의 분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單字門｣에서 부터 ｢摘 七字以外拼門法｣까지

는 해당 숫자의 알파벳으로 구성되는 어 단어를 나열하고 그 의미를 ‘X也’의 형식

으로 표기했다. 각 3장의 끝에는 부록 형식으로 < 語附>를 추가하여 앞에서 언급한 

단어가 인용된 구, 문장을 제시했다. 구성상에서 글자의 수에 근거한 어휘 분류 형식

은 기존의 어휘집과 유사하지만 기존의 어휘집이 중국어, 한자 수에 근거한 것이라

면 본 저서에서는 어를 기준으로 알파벳의 수에 근거하여 이를 분류했다는 점이 

상이하다.38) 다음 ｢數目字門｣에서는 숫자 표현, ｢點句勾股及異體字 ｣에서는 문장부

호, 줄임말 등에 대해 설명한다. ｢學語要訣｣에서는 어문법을 개괄하며 문법을 아래

와 같이 정의한다. 

(5) 英國은 語를 배우는 방법으로 Grammar라는 책이 있다. (Grammar는) 文法의 

미묘함과 句語의 올바름을 배우는 것이다.39) 

서양의 Grammar를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9가지 품사, 즉 명

사(實字, Noun substantive), 형용사(加實字, Adjective), 대명사(稱呼字, Pronoun), 허사

(綱目字, Articles), 동사(動作字, Verbs), 부사(加動作字, Adverbs), 전치사(位置字, 

Prepositions), 접속사(相連字, Conjuncution) 감탄사(呼聲字, Interjections)를 정의하고 설

명했다. 그 밖에 어두와 어미의 결합, 용법, 시제의 변화, 연음 탈락, 철자가 같은데 

음, 의미가 다른 단어, 외래어, 고유명사 표기 등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했다. 

英字入門이 기존 어휘집과 구분되는 특징은 ｢論英字源委｣, ｢學語要訣｣에 있다. 

각각은 알파벳의 조합 원칙,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해 논했으며 단어 구성에 대한 체

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어휘를 학습하고 문법을 통해 구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각국의 언어, 문자를 익힘에 있어서 “그 요체를 먼저 배울 따름이다.”고 

38) 표기 형식에 있어서도 중국어, 어 모두 가로쓰기를 한다. 다만 중국어는 오른쪽에서 왼

쪽, 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발음을 표기한 한자도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39) 英國學語之法, 別有一書名Grammar(搿拉圓), 所以學文法之巧妙及句語之 合也。英字入門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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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요체’를 중시한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본 문법서는 실용적인 차원에

서 어휘만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어, 문장의 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법칙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문법서의 구성과 설명 체계는 기타 외국어의 학습서에도 향을 미쳤

다. 1887년 龔渭琳은 法字入門을 저술한 바 있는데, 이는 曹驤의 英字入門의 체

계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어 입문서이다. 馬建忠은 본 저서의 서문을 작성했으며 

어와 같이 프랑스어도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 역시 어휘를 수집, 분류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論法字源委｣, ｢初學文法門｣을 두어 단어 조합, 문법에 관한 설명을 보충했

다. ｢初學文法門｣에서는 명사(實字, Le Nom on Substatif), 허사(綱目字, l'article), 형용

사(加實字, l'adjectif), 대명사(稱呼字, le pronom), 동사(動作字, le verbe), 조사(分作字, 

le participe), 전치사(位置字, la préposition), 부사(加動作字, l'adverbe), 접속사(相連字, 

la conjonction), 감탄사(呼聲字, la interjection)의 10개의 품사에 대해 다루었다. 

이처럼 각 지역의 동문관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배출되면

서 중국의 외국어 연구서는 단순히 어휘를 모아 병렬, 나열하는 어휘집 수준에서 점

차 발음 및 단어, 문장 구성 방법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론서, 연구서로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문법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英字入

門의 저자 스스로도 이는 학생들을 위해 간략히 다룬 것이며 깊게 알고자 하면 

문 서적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그 역시도 당시까지 중국에는 어를 학습하기 

위한 온전한 문법서가 부재하다고 간주한 것이다. 

嚴復(1854―1921)40)의 英文漢詁는 중국인에 의한 완전한 외국어 문법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嚴復는 번역의 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저술했으며 이는 1904년 5월, 商務印書館에서 출간된다. 英文漢詁는 곧 英文을 漢

文으로 훈고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文字語 는 學術, 文辭의 돈이다.”, “서학, 서양 역사를 익히기 위한 방법으

로 간단한 지름길은 먼저 語 文字에 통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타국의 學

術을 배우고, 文辭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文字語 를 익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 역시 외국의 언어 문자를 익히고 

서학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했다. 동시에 中學의 진정한 발현은 새로운 西學의 유

입과 동조하는 것이라 여겼다. 

40) 福建省 侯官(현재의 台江) 출신으로, 본래 이름은 傳初, 후에 宗光으로 바꿨다. 字는 又陵, 

幾道이다. 그 역시 관료가 되고자 이후 福州船定學 에 입학하게 된다. 1877년 약 2년간 

국에서 유학하고 귀국 후 北洋水師學 의 總敎習을 맡기도 했다. 天演論(1898), 群學

肄 (1903), 羣己權界論(1903) 등의 번역서를 출간하며 근대 사상의 소개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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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에서 각 1의 제목은 어, 중국어를 병기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① Introduction發凡 ② Orthography正書 ③ Etymology字論 ④ Nouns名物部 ⑤ 
Adjectives區別部 ⑥ Pronouns稱代部 ⑦ Verbs云 部 ⑧ Adverbs疏狀部 ⑨ Preposition

介繫部 ⑩ Conjunction挈合部 ⑪ Interjection嗟嘆部 ⑫ Word-making制字 ⑬ Syntax句法 

⑭ Subject a1nd Predicate句主 語 ⑮ Classification of Sentence句法分類 ⑯ Summary 

of rules of Syntax造句集例 ⑰ Analysis of Sentence析辭 ⑱ Punctuation句讀點

위와 같이 英文漢詁는 총 18장으로 구성되며 1장 서론에서는 언어, 문자의 기능, 

자의 구성, 그리고 문법의 정의와 그 연구 범위 등에 대해 논한다. 그는 “辭의 이치

를 연구하고 그 법칙을 서술하여 文 , 字가 통하게 하는 것을 文譜라 한다.”고 하고 

문의 한 글자가 소리(音), 의미(義), 기능(職)으로 성립되는 것에 의거하여 본 문법

서를 크게 3부분으로 구성했다. ｢Orthography正書｣에서는 음, 자모를 설명하고, 3장에

서 12장까지는 ｢Etymology字論｣으로 자의 분류, 변형에 대해 다룬다. 13장부터는 ｢
Syntax成文｣41)으로 字와 字, 句와 句의 연결을 규칙화 했다.

英文漢詁의 특징은 어문법 개념을 전통적 중국 언어학의 특정 개념과 대응시

켜 설명함으로써 중국인 독자들이 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게 한 점이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42) 

(6) 英字에는 意Compound, 轉注Derivatives가 있으며 모두 다른 글자나 편방을 

합해서 이룬 것이다.43) 

(7) 중국의 글자는 虛, 實 두 부류로 나뉘며 이는 실로 옳다. 서양 문자도 그렇다. 

名物, 稱代는 實이고 Substantives라 한다.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 實字이

다. 虛字는 語助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虛字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云 部Verbs만

한 것이 없다. 이것(동사)가 있어야 이로써 사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고로 句主는 

항상 實字, 語는 항상 虛字이니 이것이 핵심이다.44) 

41) 목차에서는 syntax를 ‘句法’으로 번역하고 서론에서는 이를 정의하면서 ‘成文’이라고 번역

했다.

42) 英文漢詁은 문법 설명에서 대부분의 문법개념을 중국어, 어로 병기한다. 이는 목차를 

어, 중국어로 병기한 것과 표기순서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원문의 병기방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英字有 意Compound, 轉注Derivatives, 皆合異字或偏旁而成之。英文漢詁 132쪽.

44) 中國字分虛實兩大類, 此實不差, 西字亦然, 名物稱代二部皆實, 之Substantives, 人意所欲

, 實字也, 至於虛字, 非語助之 , 虛字 要 , 莫若云 部Verbs, 得此而後有以 物也。故

句主常實, 而語常虛, 此其大經也。英文漢詁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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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의 字가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 合Composition’과 ‘轉成Derivation’을 설

명했다. 전자는 독립된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 후자는 어근의 어형변화에 

의한 파생어에 해당한다. 嚴復은 이를 중국의 六書와 비교, 대조하여 서양의 표음문

자는 象形, 指事, 諧聲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意, 轉注, 假借 3가지만이 중국 문자

의 형성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6)에서는 ‘Compound’를 ‘ 意’, ‘Derivatives’를 ‘轉注’

라 지칭하고 각각을 六書의 개념에 대응시켰다. (7)에서는 명사[名物], 대사[稱代]는 

實字이며 주어[句主]로 기능하고, 동사[云 部]는 虛字이며 술어[ 語]로 기능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 전통언어학에서 상용되던 기존 개념을 서양의 문법개념에 대응시킨 

것이다. 

예문 제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 예문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해당 문법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에서 예문을 

별도로 취하여 문법 개념을 설명했다. 

(8) 間接之受事Indirect Object는 일은 다른 것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것을 動因으로 

삼아 일을 당하는 것[受事]이 된다. 이는 문에서 대개 그 자의 앞에 for, to의 두 

介系字를 붙이며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Give Peter his book.”은 “Give 

to Peter his book”와 같고 “Build me a house”는 “Build for me a house”와 같은 것과 

같다. 이는 중문에서 “投其璧於河”, “贈季子金”과 같다. 璧는 直接受事 이고 河는 

間接受事 이다. 金은 直接受事 이고 季子는 間接受事 이다.45) 英文漢詁

어 예문 “Give Peter his book.”을 중문으로 번역해서 예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春秋左傳과 같은 고전 문헌의 구문46)을 취하여 중국인들이 간접, 직접목적어

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어 문법 요소를 중국 전통 언어학의 개념과 대응시켜 논의한 점, 혹은 

어 문법 개념을 실제 중국어 문장에 적용시킨 점은 외국어의 학습, 연구가 곧 국

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과도 연관된다. 그는 외국어의 학습은 國文

에 반하거나 이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국학, 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47) 그는 본 문법서를 통해 문을 익힐 수 있을 뿐만 

45) 有間接之受事Indirect Object, 事爲彼而有作, 動因之而受事。此在英文, 大抵其字之前可加for

to兩介系字, 而義不變;如云“Give Peter his book.”此同“Give to Peter his book”; “Build me 

a house”此同於“Build for me a house.”。在中文, 如云 “投其璧於河”, 璧, 直接受事 也, 何, 

間接受事 也;又如云 “贈季子金”, 金, 直接受事 也, 季子, 間接受事 也。英文漢詁 25

쪽.

46) 公子曰, 所不 氏同心 , 有如白水, 投其璧于河。春秋左傳⋅僖公二十五年
47) 英文漢詁⋅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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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중국의 문자, 언어에도 밝아질 수 있다고 했다. 즉 외국어의 교육, 연구가 중

국 언어학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英文漢詁는 어 문법서로서의 체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어, 프랑스

어 등에서 어의 기원을 찾는 등 심화되고 전문적인 내용도 다루었다. 이는 기존 

문법서들이 어휘집, 개론서 수준에서 머무른 것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시기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법을 접했다. 타자의 언어를 

그들의 방식으로 습득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문법을 자연스럽게 수용했

다. 외국어를 대상으로 한 문법연구는 중국어 문법연구에 앞서며 이는 중국어 문법

연구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며 중국어 문법학 형성에도 향을 미쳤다. 실제 외국

어 학습서, 연구서에서 번역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가 중국어 문법연구서에서

도 사용, 응용되기도 한다. 다만 그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밝히기에는 근거가 부족하

다. 하지만 초기 중국어 문법연구서를 저술한 이들은 대개 浙江, 江 와 같이 일찍이 

서양의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지역의 출신이고 또한 프랑스, 국, 일본 등 외국에

서 거주하거나 유학한 경험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중국어 문법 연구자들 역시 외국의 언어, 문자를 습득, 탐구하

는 과정에서 중국어, 그리고 그 연구, 교육 방법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중국어 문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된다. 

2.4 소결

최근 文通을 중국어 문법연구의 최초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

다. 이와 같은 논의는 중국인에 의한 문법서 이전에 서양인에 의한 문법연구가 중국 

문법학에 미친 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부흥하여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서가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관

점에서 중국인에 의한 문법서 논의에 앞서 문법서가 출현하기까지의 당시의 중국어 

문법연구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중국인의 문법연구에 향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짚어보았다. 본고에서는 서양의 중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어 연구 그리고 중국인에 의한 외국어 문법연구까지 살펴보았다.

서양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중국어에 최초로 문법연구를 적용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서양언어와 중국어는 굴절어와 고립어로 그 문법적 차이가 크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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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문법연구자들은 대개 선교사로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얕아 서양의 언어를 기

준으로 하는 문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예로 서양 문법 연구자들의 중국어 

품사 설명은 서양언어의 형태적 특징에 의거하여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법 요소를 

나열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는 중국어의 품사체계,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문법연구서의 향으로 발단한

다. 하지만 일본의 문법연구자들은 서양의 학자들과 달리 한자, 한문을 오랫동안 접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따라서 서양의 문법론을 기

반으로 중국어의 특징에 부합하는 문법 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

본의 문법연구자들은 기존의 서양 문법연구의 바탕 위에 일본식 중국어 문법연구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보다 쉽게 중국으로 전파, 유입되었다. 漢文典, 中國文典과 

같은 중국의 문법서가 일본의 漢文典을 저본으로 하는가 하면, 서양인에 의해 번

역되거나 만들어진 문법 용어보다는 일본인들이 구상한 용어들이 중국인들에게 보다 

쉽게 수용되었다. 이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를 저술한 이들이 일본으로 망명가거나 

그곳에서 유학한 점 외에도 Federico Masini (1993:142~175)에서 밝힌 것처럼 근대 시

기 중국이 서양 문물을 수용한 경로는 대개 일본을 거친 점에서 말미암는다. 즉 중

국에서 서양인 번역자와 중국인 동료가 함께 창안, 번역한 어휘가 일본으로 전파되

고 이에 근거하여 일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가 중국으로 역수입, 유통되면서 

중국 어휘에 보다 직접적으로 향력을 미친 것과 같다. 중국의 서양언어학의 수용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는 중국의 문법연

구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쳤다. 

기존의 중국 언어학사에서는 文通 이후의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서양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상 서양의 중국어 연구는 일본의 

중국어 연구를 매개로 간접적인 향력을 미친것에 그치며 오히려 일본의 중국어 문

법연구가 보다 큰 향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漢文典, 中國文典의 체

제 및 일부 내용이 일본의 중국어 문법서와 일치하며 그 밖에도 여러 문법개념의 용

어가 유사성을 띠는 것에 근거한다.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 역시 서양 문법서들의 

향을 받은 것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하여 발전시켰으므로 이

를 서양의 문법연구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중국인에 의한 문법연구는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기에 앞서 외국어를 대상으로 우

선 진행되었다.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법을 경험하고 외국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법을 연구하고 문법서를 저술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문법 

이론, 개념을 확립하고 외국어와 중국어를 비교 대조하면서 중국어 문법연구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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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했다. 초기 중국의 문법 연구자들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어 문법

서의 저술 계기, 문법이론의 바탕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법연구사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국 문법학의 연원, 계승관계 및 출

현 계기를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인 문법서 출현의 배경으로서 의의를 지닐 뿐만 아

니라 당시 중국인들의 언어 인식, 문법관을 탐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

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 즉 서양, 일본인에 의한 중국어 분석은 타자, 즉 다른 언어

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들의 

문법분석과 비교, 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각각의 모국어에 근거한 

언어 인식, 문법관이 중국어 문법 분석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4장에서 보다 상

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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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서에서 나타난 중국어 문법체계

서양의 ‘grammar’는 문장의 법규를 말한다. 이는 문장이라는 연속 구조체를 구성하

는 하나의 단위요소를 추출 분리하며 문법적 분석을 가하여 규칙을 작성하고 그 체

계를 수립하는 방법론이다.48) 본 장에서는 각 문법서의 문법단위, 품사, 문장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법서에서 grammar의 수용으로 어떠한 규칙, 체계를 갖추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1 문법단위의 분석

문법단위란, 문법에서 설정한 언어 단위를 일컫는다. 중국의 전통적 언어 연구는 

그 구성단위로 字, 句, 讀( ) 등에 대해 논하며 문언을 대상으로 章, 節, 篇이 언급

되기도 한다.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 그 문법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로는 형태소[语素], 

단어[词], 구[词組/短语], 문장[句子]이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글

의 구성단위와 현대 문법학의 문법단위 체계는 상이하며 초기 문법서는 그 변화과정

을 반 한다. 따라서 문법서의 문법단위 체계 분석을 통해 전통적 문법단위 체계에

서 현대 문법의 체계로의 변화 양상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의 문법단위에 대한 논의 양상을 살펴보면, 문법단위를 체계화

해서 명확히 제시하는 문법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법단위에 

의거하여 그 체계를 명확히 제시한 문법서로는 文通, 中等國文典, 國文典, 要
略, 新講義가 있다. 이와 같은 문법서에서는 각 문법단위를 정의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며 단위 간의 상호관계에 의거하여 하나의 구조를 조직한다. 특히 新講義는 

문법단위를 세분화하고 각 단위를 상하구조로 조직적으로 제시했다. 이외의 문법서

에서는 문법단위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漢文典, 中國文典,  通, 要
略修文에서는 몇 가지 문법단위를 언급하고 문법 설명에서 그 개념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문법단위 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이로 구성되는 전체적인 체계를 

48) 이정민 등 (1982, 2000:3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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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필자가 문법서 안에서 사용된 문법단위를 찾고 

그 용례에 근거해 각각의 특징을 밝히고 하나의 문법단위 체계로 조직하여 제시했

다. 

각 문법서의 문법단위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문법서의 문법단위 체계

문법서 문법단위

文通 字 讀 句

漢文典 字 句 章 篇 字句

中國文典 字 詞, 語 成句 句
字句, 

語句

中等國 字 詞 句

通 字 詞 句

國文典 字 詞 讀 句 節 章 篇

要略修文 字 詞 讀 句 章 篇

成句, 

成語, 

字句, 

語句

要略 字 詞 讀 句 字句

新講義 字 詞 短語 片句 讀 句 節 章 篇 字句

각 문법서의 문법단위 체계를 살펴보면, 字, 句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字의 

경우 이를 하나의 문법단위로 명확히 상정하고 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설명한 문

법서가 있는가 하면, 이를 다만 언어, 글의 기본 단위로 상용한 예도 보인다. 句 역

시 모든 문법서에서 문법단위로 설정했지만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는 상이하다. 

그 밖에 詞, 讀 및 句의 상위 개념의 단위 설정 여부에 있어서는 문법서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詞를 살펴보면, 文通, 漢文典, 要略修文에서는 문법단위로서의 

詞를 설정하지 않았다.49) 文通, 國文典, 要文, 要略, 新講義에서 讀를 하나

의 문법단위로 설정했다. 句의 상위단위에 대한 논의 양상을 살펴보면, 文通, 中
國文典, 中等國文典,  通, 要略에서는 句의 상위단위를 설정하지 않는다.50) 

49) 3권의 문법서에서도 詞가 사용되며 다만 문법단위로 기능하지 않는다. 文通에서는 詞를 

문장성분의 단위로 활용했다. 漢文典, 要略修文에서는 詞가 전통적 언어학에서와 같

이 辭, 즉 언어의 의미로 기능한다. 이는 3.1.1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0)  通, 要略에서는 句이상의 문법단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전자는 ｢論積句｣, ｢論 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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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漢文典, 國文典, 要略修文, 新講義에서는 句이상의 단위에 대해서도 상

세히 분석했다 漢文典에서 章, 篇, 國文典에서는 節, 章, 篇, 要略修文은 章, 

篇, 新講義에서는 章, 節, 篇을 다루었다. 문법서에서 句의 상위단위에 대한 논의에

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節의 유무이다. 句에 대해 논의한 경우는 드물며 中國文典
의 成句, 新講義에서는 短語, 片句를 설명한 것에 그친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그 밖에도 字句, 語句 등의 단위를 사용했다. 字句는 漢文典, 

中國文典, 要略文典, 要略修辭, 要略, 新講義 등의 여러 문법서에서 사용

되며 특히 접속사나 조사 설명에서 자주 언급된다. 다만 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이것이 字와 句 각각을 지칭하는지, 혹은 字, 句를 포함하는 문법단위를 총칭하

는지 분명하지 않다. 要略修辭, 中國文典에서는 語句라는 용어도 보이며 역시 그 

개념이 모호하다. 이와 같이 문법단위의 개념이 불분명한 용어가 많이 사용된 漢文

典, 中國文典, 要略修文은 문법단위가 체계적이지 않고 다소 혼란한 양상을 보

인다.

다음은 각 문법서에서 차이를 보이며 쟁점이 되었던 字와 詞 그리고 句와 讀에 대

한 논의를 중심으로 초기 문법서의 문법단위 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 문

법서의 문법단위에 대해 정의는 ｢부록1｣을 참고하기 바란다.

3.1.1 단어 개념의 탄생과 字와의 구분

우선 字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모든 문법서에서 字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 정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각 문법서에서의 字에 대한 논의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字가 전통적 의미 그대로 사용된 경우이다. 

(1) 대개 종류에 의거하여서 형태를 본뜨는 것을 가리켜서 文이라 하고, 형태와 

소리를 서로 더하는 것을 字라고 한다.51) 

(2) 字는 부호일 따름이다.52) 

(3) 사람은 반드시 辭를 빌려 생각을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을 그리면 字

라 한다.53)

후자는 ｢文章之構造｣, ｢文章之體例｣ 등에서 문장의 배치, 글의 구성에 대해 논했다. 이는 

4.1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51) 夫依類象形之 文, 形聲相益之 字也。馬氏文通⋅序
52) 字 符號而已。漢文典 21쪽.

53) 人必借辭以表思想, 思想之可以達 , 畵之而爲字。漢文典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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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文通은 說文解字의 해석54)을 빌어 文, 字의 비교를 통해 字는 文에서 

파생한 것이라 정의했다. 이 때 字는 그림, 무늬에서 형, 음, 의를 갖춘 문자를 의미

한다. 漢文典에서는 字를 부호, 혹은 언어[辭]를 기록하는 문자로 간주했다. 또한 

文, 句를 설명하면서 이는 字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字에 대한 인식은 기존 

전통 언어학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둘째, 단어의 구성성분, 즉 형태소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단어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체 문법단위 체계가 변화한다. 전통적으로 단어, 형태소

는 구분 없이 字로 통용되었지만 단어의 개념이 별도의 문법단위로 설정되면서 字는 

단어의 구성성분으로 기능하게 된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문법서 가운데 단어와 유사

한 개념은 中國文典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國文典에
서는 각 문법단위에 대해 상세히 정의하거나 규명하지 않았지만 字와 구분되는 문법

단위를 사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國文典에서 字는 문자 단위로, 대개 글

자 수를 언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와 구분하여 ‘語’라는 단위를 제시하고 이를 

그 형식에 따라 1字로 구성되는 ‘單語’, 2字로 구성되는 ‘複語’, 2字가 연결하여 하나

의 의미를 나타내는 ‘熟語’, 그리고 같은 성질의 문자를 연용하거나 같은 문자를 중

복하는 ‘疊語’로 분류했다. 이때 字는 語의 하위범주이며 특히 ‘熟語’를 구성하는 2

字는 각각의 의미를 잃고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字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中等國文典은 孟子⋅梁惠王下의 “齊宣王見孟子於雪宮”을 예문으로 취해 이는 

모두 9字이며 文法 상에서 보면, ‘孟子’, ‘齊宣王’, ‘雪宮’은 모두 명사이고 ‘見’은 동

사, ‘於’는 전치의 개사로 모두 5개의 詞이다고 했다. 또한 字와 詞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4) 1字가 1詞가 될 수 있지만 1詞는 반드시 1字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논하

면 字가 되고 文法 규정대로 논하면 詞가 되니 이것이 字와 詞의 구별이다.55) 

中等國文典에서는 詞는 字와 상이한 개념으로 문법적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라 여겼다. 字를 詞의 구성요소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字는 1詞가 될 

수 있지만 1詞는 1字이외에도 2字 이상으로 구성되는 요소도 포함하는 단위라는 점

54) 葢依類象形, 故 之文, 其後形聲相益, 即 之字. 文 , 物象之本, 字 , 孶乳而浸多也. 

說文解字⋅敍
55) 是一字可爲一詞, 而一詞不必爲一字, 泛論之則爲字, 而以法規定之則爲詞, 此字 詞之區別也。

中等國文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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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했다. 즉 詞는 字와 동일한 단위가 아니며 詞는 字의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위의 단위임을 인식한 것이다. 

 通에서는 文과 字의 상관관계를 개체(么匿, unit), 총체(拓都, total)로 설명하고 

字는 文의 구성 요소임을 지적했다. 또한 字를 모아 句를 이루고 句를 모아 章을 이

룬다는 것에 의거하면 “字는 文의 바탕[質點]이 된다.”고 했다. 이는 文通, 漢文典
과 같이 전통적 字의 의미기능에 대해 논한 것이다. 하지만  通에서는 이에 그치

지 않고 字와 詞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文을 떠나 字의 體를 논하는 것은 字라 명명하고 文에 붙어서 字의 용법을 

논하는 것은 응당 詞라 명명해야 한다.56)

字와 詞를 字의 ‘본체[體]’와 ‘쓰임[用]’의 개념으로 구분했다. 이는 文通에서 詞

를 문장성분의 단위로 삼은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通에서는 詞는 다시 字라 논

해서는 안 되며 詞와 字는 각각의 구분이 있으니 절대 섞어서 하나로 간주할 수 없

다고 하고 詞를 字와 상이한 하나의 문법단위로 설정했다. 또한 字, 詞 개념을 그 구

성요소에 근거하여 비교, 대조하기를, 중국의 字는 1字가 다만 하나의 음, 하나의 의

미를 지니는 것도 있고, 1字가 하나의 음, 의미를 지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음과 의미를 지니는 것도 있지만 詞는 여러 字로 구성될 수 있으나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 했다. 

國文典에서는 字는 의미를 지니는 독립적 단위, 詞는 1字나 2字로 구성되며 하

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위로 정의했다. 詞를 구성하는 형태소로서의 字는 단어로서의 

字가 독립적으로 본의를 지니는 것과 상이하게 다만 단어의 구성 성분으로서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단어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要略에서는 특별히 ｢詞 字之區別｣이라는 장을 마련하여 그 개념 구분에 주력

했다. 기존의 문법서와의 차이점은 要略에서는 字類, 詞類를 구분하고 字와 詞 각

각의 품사분류 상의 특징을 논의한 점이다. 字, 詞 각각의 품사 분류상의 특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6) 변통은 1字가 하나의 뜻에 그치지 않아서 1字가 귀속되는 것이 하나에 그치

지 않는다. …… 각각 그 의미에 따라서 변통하는 것이다.57)

56) 離乎文而 字之體, 則名之曰字, 麗乎文而 字之用, 則當名之曰詞。 通 5쪽.

57) 所 變通, 一字不止一義, 卽一字之所歸, 不止一類, …… 各隨其義而變通 也。要略上編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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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詞의 성립은 여러 字를 집합한 것도 있고 1字를 사용한 것도 있다. 이미 詞를 

이루면 여러 字이던지, 1字이던지 각각의 詞는 하나의 類로 귀결되며 다른 類를 겸

할 수 없다. 이는 詞와 字의 차이이다.58) 

우선 字는 반드시 하나의 품사에 귀속되지만 字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므로 그 의

미에 따라서 字가 귀속되는 품사도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字類의 變通

이 성립하는 것이다. 반면 詞는 여러 字, 혹은 1字로 구성되며 字와 달리 하나의 類

로 귀결되어 다른 類를 겸할 수 없으며 즉 詞類의 變通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것이 詞와 字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즉 품사 분류에 있어서 變通이 가능한가의 여

부가 문법단위 字, 詞의 구분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形式, 聲音, 意義 3가지 기준

에 의거하여 字, 詞를 구분한다. 우선, 形式에서 1形 혹은 많은 形이 1詞가 되고 字

는 오직 1形으로 구성되며 많은 形이 字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때 形은 곧 字의 

수를 가리킨다. 또한 聲音, 意義에서는 詞를 구성하는 字는 하나의 독음으로만 읽을 

수 있고, 다른 의미를 겸할 수 없으며 字가 다양한 독음, 의미를 지니는 것과 상이함

을 설명했다. 

이처럼 要略에서는 字와 詞를 그 품사 및 형, 음, 의의 특징에 의거하여 구분했

다. 한편 詞를 “사람의 의도로 집합된 字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詞라 한다.”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는 文通에서 문장성분의 단위로서 詞를 정의한 

것과 유사하며 실제 詞를 문장성분의 단위로 사용하기도 했다.

新講義 總略에서는 字, 詞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8) 獨音, 獨形으로 단순한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字라 한다.59)

(9) 2字 이상을 합쳐서 단순 또는 복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詞라 한다.60)

新講義에서는 字, 詞의 구분에서 字는 1음, 1형으로 단순한 의미를 나타내고, 詞

는 형식상 2자 이상으로 구성되고 단순,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차이를 지

적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일부 문법서에서 문법단위로서의 字는 전통적 字의 개념과 상이하다. 

이는 문자 단위와 상이하게 그 의미기능에 의거한 최소 언어 단위, 단어의 개념이 

형성되고 이것이 전통적 字의 개념과 구분되는 과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58) 詞之成立, 有集合多字 , 有單用一字 , 惟旣已成詞, 無論爲多字, 爲一字, 每詞祗歸一類, 不得

兼屬他類, 是 詞 字之區別。要略下編 1쪽.

59) 以獨音、獨形、表示單純之意思 , 曰字。新講義 1쪽.

60) 合二字以上, 以表示單純或複雜之意思 , 曰詞。新講義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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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는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혹은 1字로 구성되는 단어를 지칭하고, 형식상 2字 이

상으로 구성되는 것은 字로 지칭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일부 문법서에서 字의 개

념은 전통적으로 字가 형태소,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칭하는 것에서 변화했

으며 이는 보다 체계적인 문법구조 형성에 기반이 된다.

반면, 文通, 漢文典에서 단어 개념을 별도의 문법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字로 

통칭하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즉 두 문법서의 字는 지시범위가 상대

적으로 넓고 2字 이상으로 구성되는 어휘 역시 字라 칭한다. 그 예로 文通에서는 

조사[助字]에서 ‘合助助字’로 雙合字, 參合字를 설명하며 “합쳐진 助字의 글자는 각각 

그 본의를 가지며 이로써 문장 중에 담긴 어기를 나타낼 따름이다.”라 했다. 여러 字

로 구성되는 경우도 역시 字라 칭하며 글자가 각각 본의를 잃지 않는다는 점도 단어 

개념과 상이하다. 漢文典의 ‘複雜字’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漢文典에서는 

複雜名字를 “하나의 名字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字가 하나의 名字를 구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2字, 3字, 4~5字로 상이하다.”고 정의했다. 동사[動字]도 ‘複雜字’가 있

으며 ‘來往’, ‘運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複雜名字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名字’가 아닌 그 이상의 ‘여러 字’가 複雜名字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러 字는 名字로 

제한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복잡한 名字와 이를 구성하는 名字 개념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단어와 그 구성성분의 단위가 구분되지 않은 것에서 말미암는다. 하지

만 이후 문법서에서는 단어 개념의 등장으로 전자는 字, 후자는 詞의 개념으로 구분

되고 양자의 구분 과정에서 字의 형, 음, 의 및 그 품사 분류 상의 특징이 명백히 밝

혀졌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문법구조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된다.

다음은 단어에 해당하는 문법단위의 출현 과정을 살펴본다. 文通, 漢文典에서

는 단어 개념에 해당하는 단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문법서는 모두 단어 

개념을 하나의 문법단위로 설정했다. 다만 각 문법서에서 단어에 대한 개념정의, 특

징에 대한 설명은 차이를 보인다. 中國文典, 中等國文典에서는 단어 개념을 언급

하고 이를 기존의 字와 구분했지만 단어를 하나의 문법단위로 정의 내리지 못했다. 

다만 문법 설명을 위해서 문자의 형에 구속되지 않고 그 의미에 의거한 새로운 언어 

단위를 정립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이후의 문법서에서는 

형, 음, 의, 품사분류와 같은 다양한 특징에 의거해 詞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字와 

구분했다. 특히  通, 國文典 要略에서 논의한 詞의 개념은 현대 문법의 단어 

개념과도 일치한다. 이는 중국 문법학에서 단어 개념이 하나의 문법단위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반 한다. 

한편, 단어는 초기 문법서에서도 신개념으로 그 개념 정의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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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권의 문법서 안에서 단어 개념을 지

칭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다. 中國文典에서는 ‘詞’, ‘語’가 문법단위로 상용되며 

그 용례에 의거하면 양자는 모두 단어와 유사한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각각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詞’와 ‘語’의 차이를 알 수 없다. 

또한 각 품사에서 언급되는 ‘語’의 종류가 상이하다. 中國文典에서는 그 구성형식

에 따라 ‘語’를 ‘單語’, ‘複語’, ‘熟語’, ‘疊語’로 분류했으며 각각의 품사에서 논의되는 

‘語’의 종류가 상이하다. 즉 명사에서 ‘複語’, 동사에서 ‘熟語’, 형용사, 부사에서 ‘疊

語’를 설명한다. 각 품사에서 특정 단어 형식만이 출현한다는 점은 실제 언어 현실

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모든 품사의 어휘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의 형식이 정립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國文典에서는 詞와 品詞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

다. 그 용례로, “두 品詞나 두 문장[句]이 서로 연결되는 곳에서 상하 요소가 병렬하

고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은 그 사이에 항상 等立接續詞로 연결한다.”고 했다. 이때 

두 品詞는 상이한 2가지 품사가 아닌 2개의 단어를 의미한다.61) 品詞가 詞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詞는 문장성분의 단위로 사용되어 문법단위로 기능하는 詞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즉 주어, 술어 성분은 단어만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장성분의 단위로 단어의 문법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혼돈의 여지가 있다.

단어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는 각 문법서에서 구[詞組/短语]가 하

나의 문법단위로 정립되지 않은 것과도 연관된다. 예를 들면 中國文典에서는 ‘複

語’와 ‘熟語’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양자는 2字로 연결되는 점은 같으나 후자는 하나

의 의미를 나타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다면 ‘複語’는 하나의 의미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글자가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新講義에서

도 詞는 2字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뜻은 단순하거나 복잡하다고 했다. 뜻이 복잡한 

경우는 2字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생략한 경우로 2字가 모두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

다고 했다.  通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複詞의 개념을 언급했으며 각 품사에서 複

詞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동사, 형용사는 대개 2자를 넘지 않고 부사는 대개 3자를 

넘지 않으나 명사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고 2, 3자에서 5, 6자가 보통이고 10, 20여 

자로 구성되는 예도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다수의 글자로 구성되는 명사의 複詞 

역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3권의 문법서의 

‘詞’, ‘語’ 개념은 현대 중국어 문법의 단어 개념과 일치하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단어의 조합에 해당하는 구의 개념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61) 이는 等立接續詞의 관련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品詞를 잇는 경우로, 孟子의 

“今王 百姓同樂”을 예로 들고 ‘ ’가 ‘今王’, ‘百姓’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하며 이는 상하, 

두 개의 병렬하는 詞를 잇는 형식이라고 했다. 國文典 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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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의 문자, 한자는 표어, 단어문자로 한 문자가 하나의 단어를 가리키는 문자

라 일컬어진다. 이는 최소의 의미 단위를 하나의 문자에 대응시킨 것이다. 단어가 주

로 1음절로 구성된 시기에는 문자가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므로 이와 같은 설명에 부

합한다. 그러나 2음절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 기능의 단위와 문자 단위가 

상이해지고 따라서 의미 기능에 의거한 단위가 필요했다. 중국에서는 중국어의 2음

절 단어에 대해서는 일찍 인식했지만 이 역시 字라 칭하며 별도의 단위로 정립시키

지 못했다. 文通, 漢文典에서도 단어 개념을 문자 단위인 字로 통칭했으며 따라

서 字는 단어와 이를 구성하는 형태소로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合字, 複雜字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한편 2권의 문법서 이후의 모든 문법서에서는 단어[詞, 語]의 개

념이 등장하면서 2음절로 구성되는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명명하게 되었다. 字는 독

립된 의미를 지니는 단위 이외에도 본의를 지니지 않고 詞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단

위로도 사용되게 되었다. 각 문법서에서의 형, 음, 의, 품사 분류에 의거한 字와 詞의 

단위 구분은 字, 詞 각각의 특징을 밝힘으로서 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

며 이는 체계적 문법구조를 정립하는 데에 기여했다.

3.1.2 句讀의 구성 성분 분석

다음은 讀, 句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讀, 句는 본래 문장을 

낭독할 때, 짧게 끊느냐, 길게 끊느냐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다. 文通에서

부터 그 이후의 문법서에서는 讀, 句를 상이한 방식으로 분석하며 이에 새로운 의미, 

의의를 부여한다. 특히 文通에서는 句讀를 본 저서의 본지라 일컬을 만큼 중시했

으며 각각을 기존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우선 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0) 字가 서로 조합하여 말의 의미가 완전한 것을 句라고 한다.62)

(11) 起詞, 語詞가 있으면서 말의 의미가 완전한 경우를 句라고 한다.63) 

文通에서는 句에 대해 2차례 정의 내렸으며 그 내용은 상이하다. 句는 말의 의

미가 완전한 단위라는 점은 동일하나 그 구성 성분이 상이하다. (10)의 ｢正名｣편에서

는 字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11)의 ｢句讀｣편에서는 주어와 술어로 설명한다. (10)과 

같이 句를 字의 조합으로 정의한 예는 漢文典에서도 보인다. 漢文典은 ‘句는 字

62) 凡字相配而辭意已全 , 曰句。文通 55쪽.

63) 凡有起詞、語詞而辭意已全 , 曰句。文通 7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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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아 그 용법을 펼치는 것’이라 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句의 설명 방법과 동일하

다. 한편, 要略文典에서는 (11)과 같이 句를 ‘起詞, 語詞가 있고 辭意가 이미 완전

한 것’이라 정의했으며 역시 “문장은 句讀를 모아 이루어지므로 문을 이루고자 하면 

응당 句讀에 우선 밝아야 한다.”며 句讀를 중시했다.

國文典에서도 句에 대해 두 차례 정의했다. 

(12) 여러 字가 연결되어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句라 한다.64)

(13) 여러 종류의 品詞를 결합하여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句라 한다.65)

역시 句를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로 정의한 점은 동일하나 그 구성 성분에

서 차이를 보인다. (12)에서는 다만 ‘여러 字의 연결’이라 했으며 (13)에서는 ‘여러 

가지 品詞의 결합’이라 했다. 한편 句의 조직에서 반드시 주어[主語], 술어[說明語], 

양자가 완비되어야 비로소 句를 이룬다고 하며 주어, 술어 개념을 그 구성성분으로 

언급했다.

要略에서는 “끊어지고 이어짐[斷續]은 句讀가 기원하는 바이다.”고 하며 句를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14) 主語, 說明이 있고 문의가 이미 완전한 것을 長句, …… 起詞, 語詞가 있고 

문의가 이미 완전한 것을 短句라 한다.66)

句의 장단에 따라 長句와 短句로 분류했으며 각각은 그 구성성분도 상이하다. 즉 

長句는 主語와 說明, 短句는 起詞, 語詞로 구성된다.

新講義에서는 句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5) 句는 字나 詞, 혹은 短語, 片句, 讀 등을 임으로 배합하여 완전한 의미를 나

타내는 것을 句라 한다.67)

句의 하위 문법단위가 임의로 배합되는 것을 句라 정의했으며 또한 句는 주어[主

部], 술어[從部] 2부분으로 조직된다고 설명했다.

각 문법서에서 논의되는 句의 공통된 특징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64) 數字相聯而含有完全之意義 , 曰句。國文典 1쪽.

65) 聯合諸種品詞, 以表明完全之意義 曰句。國文典 163쪽.

66) 凡有主語、說明而文意已全 曰, 長句, ……凡有起詞語詞而文意已全 曰, 短句。要略 27쪽.

67) 以字或詞或任 短語片句讀等參合, 表示完全之意思 , 曰句。新講義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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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구성 요소가 다소 상이하다. 대개는 주어, 술어 성분을 句의 구성요소로 언

급한다. 文通에서 句의 구성 성분으로 ‘起詞’, ‘語詞’, 즉 주어와 술어 성분을 지적

한 이래로 이는 이후의 문법서에서 계승되었다. 中等國文典에서는 ‘主格’, ‘賓辭’, 

 通에서는 ‘主詞’, ‘說明’, 國文典에서는 ‘主語’, ‘說明語’, 要略文典에서는 ‘起

詞’, ‘語詞’, 要略에서는 그 장단의 차이에 따라 ‘主語’와 ‘說明’, ‘起詞’와 ‘語詞’, 

新講義에서는 ‘主部’, ‘從部’로 句를 설명했으며 그 용어가 상이할 뿐 모두 주어, 

술어 개념에 해당한다.68) 그 밖에도 句를 字, 여러 종류의 品詞, 혹은 하위 문법단위

에 해당하는 字, 詞, 短語, 片句, 讀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讀에 대해 언급한 문법서는 文通, 國文典, 

要略文典, 要略, 新講義에 해당한다. 

(16) 起詞, 語詞가 있고 어기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讀라 한다.69) 

文通에서 讀를 句와 구성성분은 같으나 어기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했으

며 要略文典, 要略에서도 讀를 위와 같이 정의했다. 다만 要略에서는 句에서

와 같이 그 장단에 의거하여 主語, 說明으로 구성되는 ‘長讀’, 起詞, 語詞로 구성되는 

‘短讀’로 분류한 점이 특징이다. 각 문법서에서의 讀는 句와 같이 주어, 술어 성분으

로 구성되나 어기[辭氣], 의미[辭意]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그 밖에 國文典, 新講義에서 讀의 개념은 이와 상이하다. 

 

(17) 두 가지 이상의 品詞를 합친 것으로 句를 이룬다. 형식상으로는 대략 갖추었

다 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것을 讀라 일컫는다. 세간에서는 

半成語라 일컫는다. 1句를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의 앞부분은 항상 독립할 

수 없고 다만 句의 일부분임을 뜻하며 고로 讀라 한다. 반드시 상하, 두 부분을 합

쳐야 비로소 句가 되는 것이다.70) 

(18) 字, 詞, 短語, 片句 등을 독립적으로 혹은 섞어서 완전한 句의 주요 부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을 讀라 한다.71)

(17)의 國文典에서는 句에서와 같이 讀도 2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品詞로 구성

68) 각 개념의 특징에 대해서는 3.3.1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69) 凡有起詞、語詞而辭氣未全 , 曰讀。文通 676쪽.

70) 聯合二類以上之品詞而成爲句, 然形式雖已粗具而意義尙未完全 , 曰讀, 世亦稱爲半成語, 

一句之中可分兩截, 其上截恒不能獨立, 祗得句之一半, 故稱爲讀, 必合上下兩截而始成爲句

也。國文典 163쪽.

71) 以字、詞、短語、片句等, 或獨立, 或參合, 構成完全句中主要部之一 曰, 讀。新講義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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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형식은 이미 갖추어 졌으나 의미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정의했다. 이어서 구

의 2부분 가운데 앞부분은 독립할 수 없으며 이 역시 讀라고 했다. 이는 주어 부분

을 의미한다. (18)의 新講義에서는 讀는 그 이하의 문법단위가 독립적으로 혹은 조

합해서 句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정의했다. 주요 부분의 하나를 구성한다는 것

은 讀가 주어, 술어 가운데 하나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新講義에서

는 讀는 句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으며 句에서 하나의 소절이 된다고 했다. 讀

는 문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되는 경우는 2가지 의미 기능

을 함을 지적했다. 즉 간단한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끌어내어 讀로 독립시

키는 경우, 의미가 복잡한 句에서 句法이 길어지고 文意가 명확하지 않는 것을 면하

기 위해 문장 중의 어느 부분을 나누어 讀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두 문법

서에서의 讀는 기타 문법서에서 讀가 주어, 술어로 구성되는 것과 상이하며 讀의 독

립여부, 句에서의 기능 등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다. 

각 문법서의 句讀의 개념은 그 구성성분상의 차이 이외에도 전통적 끊어 읽기 개

념과의 연관 관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文通에서는 句讀論을 성립시키면서 

이를 전통적 끊어 읽기 개념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다. 그는 을 “여러 字가 모

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起詞, 止詞, 司詞가 길면, 중간에 끊어서 읽을 때에 氣가 촉박

해지지 않게 한다.”72)고 정의하며 끊어 읽기의 단위로 설정했다. 讀는 전통적 끊어 

읽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부 문법서의 讀, 句

는 여전히 전통적 끊어 읽기와 연관된다.  通, 要略文典, 新講義가 이에 해당

한다. 

(19) 한문의 句法은 일정한 예, 동일한 법식이 없다. 혹은 1句가 되거나 2, 3句가 

되어 같지 않다. 대개 句를 끊는 법식은 句의 장단으로 읽기에 편한 것을 법칙으로 

한다.73)

(20) 의미가 완전하지 않아서 어기가 잠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讀이다.74)

(21) 文句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의미가 완전하지 않다. 讀는 반드시 조금 쉬어

야 하는 것으로 고로 讀라 한다.75)

72) , 集數字而成 也, 蓋起詞、止詞、司詞之冗長 , 因其冗長, 文中必點斷, 使讀時不至氣

促。 文通 83쪽.

73) 漢文句法無一定之例,同一式也。或爲一句,或爲二句三句不等,大抵斷句之例,以句之長短,便於誦

讀爲則。 通 13쪽.

74) 意未完而語氣略可停 ,故爲讀。要略文典 3쪽.

75) 凡爲文句組織中之一部分,而詞意未完全,讀之 稍爲 挫 ,是 之讀。新講義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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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通에서는 文通의 句讀論을 언급하며 자신의 句는 文通과 상이하며 

오히려 옛 습관에 의거했으며 이는 일정한 법식이 없고 句의 장단을 통해 읽기에 편

한 것을 법칙으로 한다고 했다. 要略文典에서는 文通에서와 같이 讀를 주어[起

詞], 술어[語詞]가 있고 辭意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정의하고 註에서는 (20)과 같이 

보충 설명했다. 讀는 語氣의 정지로 구분되며 이 역시 끊어 읽기의 단위와 유사하다. 

(21)의 新講義에서는 讀를 ‘꺾임, 멈춤[ 挫]’으로 정의했으며 다른 책에서는 과 

讀를 2가지로 나누는데 실제 경계가 모호하여 본서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한다

고 했다. 그 밖에도 讀의 조직에서는 字가 讀가 되는 경우, 詞가 讀가 되는 경우 등

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讀는 字, 詞와 같은 문법단위와 같이 문법단위 체계의 구성 

성분이 아니며 主部, 從部로 구성되는 성분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법서

에서는 句, 讀를 주어, 술어로 정의하는 한편, 이를 여전히 끊어 읽기와 연관된 개념

으로 간주했다. 

그 밖에 漢文典, 中國文典에서는 句의 정의에서 주어, 술어 개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讀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中等國文典,  通의 경우, 句를 주어, 

술어의 2가지 구성 성분으로 언급했지만 讀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句의 정의

에서 의미의 완전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 문법서에서 논의되는 句, 讀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개 句는 주어, 술어로 구

성되며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讀는 이와 구성 성분이 동일하나 의미가 완

전하지 않은 것이다. 句, 讀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서양 문법의 문장(sentence), 절

(clause) 개념의 향을 받은 것이다. 전통적 句, 讀 개념이 의미에만 의거해 구분되

고 그저 다독, 암송을 통해 그 구분 기준,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에 비해 문법서에

서 제시한 句, 讀 개념은 그 구성 성분과 의미적 특징에 근거해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분석적,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句의 개념은 초

기 문법서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현대 중국어 문법의 문장[句子]으로 계승되었다. 

讀의 경우 당시 문법서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용, 정착되지 못했으며 결국 현대 중국

어 문법에 이르기까지 문법단위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초기 중국어 문법

서의 句, 讀 개념은 서양 문법체계의 문법단위가 전통 언어학의 개념과 융합하는 양

상을 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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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사론에 의한 어휘 분류 체계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는 모두 품사론을 다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문법서에

서의 품사체계를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품사 개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각 품사 

종류에 대한 정의 및 하위 항목의 분류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 품사론의 특

징에 해당하는 품사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양 품사론의 중국어 적용 양상을 살

펴보기로 한다. 

3.2.1 품사 개념의 도입

품사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로, 현대 중국어에서는 품사를 

‘词类’, ‘词性’이라 명명한다. 그 사전적 의미는 ‘词类’는 중국어 문법 연구의 편의를 

위한 단어 분류, ‘词性’은 단어의 부류를 나누는 근거로서의 단어의 특징이다. 현대 

중국어의 품사는 명사, 대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개사, 접속사, 조사, 의

성사, 감탄사 12가지로 분류한다. 전통 중국 언어학에서는 字를 획수, 독음, 혹은 그 

의미기능에 의해 분류했다. 爾雅에서는 字가 지시하는 사물에 의거하여 이를 분류

했으며 助字辨略, 經傳釋詞는 虛字를 분류하면서 그 음, 의미 관계에 근거했다. 

전통적 어휘 분류 항목 가운데 ‘虛字’, ‘實字’, ‘動字’, ‘靜字’, ‘死字’, ‘活字’는 문법 

개념과 관련한 것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虛字’는 실재의 의미가 없는 字, ‘實字’는 

이에 대조하여 실재 의미가 있는 字, ‘動字’는 움직임이 있는 字, ‘靜字’는 이와 반대

로 움직임이 없는 字이며 ‘活字’와 ‘死字’ 역시 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

념어는 주석서나 작문의 설명에서 단편적, 분산적으로 출현하며 그 개념 구분이 세

밀하지 못하고 또한 일부 어휘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처럼 전통 

중국 언어학에서는 모든 어휘를 아우를 수 있는 완전한 어휘 분류체계는 갖추지 못

했다. 중국어 어휘 분류 체계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 서양의 문법을 수용하여 새

로운 어휘 분류 방법으로서의 품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변화했다. 초기 중국어 문법

서는 중국의 품사 개념 수용 및 중국어 품사 체계의 정립과정을 반 한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의 품사 논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대상으

로 삼은 문법서는 모두 품사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문법서에서 이에 부여한 

의의가 상이하다. 文通, 中等國文典, 要略文典은 전체 문법서에서 품사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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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文通에서는 字類에 대한 논의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본 저서의 본지인 句讀를 논하기 위한 기반으로 字類가 중요한 의

의를 지님을 강조했다. 中等國文典은 전체 문법서가 품사 설명으로 구성되며 要
略文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新講義에서는 각 장에서 해당 문법단위의 품사 

기능을 상세히 논의했다. 한편 漢文典에서의 품사 설명은 전체의 20% 정도에 그

친다.  通에서는 논리학[名學]과 연결 지어 명사에 대해서만 상세히 다루고 기타 

품사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이처럼 각 문법서가 품사 설명에 부여한 의의

가 상이하다. 

각 문법서에서의 품사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文通에서는 일관성 있

게 ‘字類’라고 명명했다. 文通에서는 본서에서 논의하는 바는 곧 字類, 句讀로 이

는 옛 서적에서는 논하지 않은 것이라 했다. 字를 9가지 종류로 나누고 이는 모든 

字를 분류하기에 충분하며 속할 종류가 없는 字가 없고 9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字가 

없다고 했다. 즉 이 품사체계를 통해 중국어의 모든 어휘를 분류할 수 있음을 지적

한 것이다. 또한 의미가 다르면 그 부류가 다르니 “字類는 곧 그 의미를 분류하는 

것일 뿐이다.”고 했다. 다만 1字에 여러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장에서의 위치에 

의해 字類가 정해진다고 했다. 

漢文典에서는 ｢文字典｣에서 품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편명을 ‘字品’이라 

했다. 이는 字의 品性을 뜻하며 文의 부류에 해당하는 ‘文品’과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 밖에도 ‘品詞’, ‘詞性’의 용례도 보인다. 漢文典에서도 본래 중국은 品詞의 도리

를 알지 못했으며 기존의 한 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은 정립된 학설, 이론

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字에 대한 논의는 분명하지 

않고 또한 문장에서 字를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하다76)고 했으며 품사체

계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中國文典에서는 품사 개념을 ‘品詞’라 하고 ｢十品詞｣를 편명으로 삼았다. 品詞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다만 10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논했으며 이를 體詞, 用詞, 狀

詞, 助詞로 재분류했다.

中等國文典에서는 품사 개념을 ‘字類’, ‘詞性’이라 일컬었다. 특징은 字類에 대한 

분석은 學과 구분되는 별도의 분야로 간주하고 응당 字類 분석이 우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通에서는 옛날에 중국에서 字를 의미에 근거해서 ‘虛’, ‘實’ 2부류로 나누었는

데 文通의 출현 이후에 9가지로 나누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通에서는 字, 詞 

76) 漢文典 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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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법단위 별로 품사 종류를 언급한 점이 특징이다. “文의 조직에 밝고자 하면 반

드시 우선 字의 부류에 밝아야 한다.”, “문장[句]은 단어[詞]에서 비롯된다. 詞의 부류

에 대해 알면 句의 결합에 대해 논할 수 있다.”고 했다. 품사 개념을 각각 ‘字의 부

류[類別]’, ‘詞의 부류[類別]’라고 하며 이에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문의 

조직, 句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

했다. 要略에서도 ‘字類’, ‘詞類’를 독립된 것으로 구분해서 논하고 각 품사의 명칭

도 字, 詞를 단위로 각각 부여했다. 

國文典에서는 품사 개념을 ‘詞性’, ‘品詞’로 칭한다. 詞性은 ‘文字의 品性을 구분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 종류를 설명하면서는 “品詞의 종류로 9가지가 있으니 실

제 문자의 기원[文字之發源]이다.”고 했다. 要略文典에서는 ‘詞性’, ‘詞品’이 언급되

며 詞性은 실사, 허사의 구분을 가리키고 詞品은 품사 분류에 해당한다. 

新講義에서는 품사 개념을 ‘字類’라 했다. 대개 문법서에서는 字, 詞를 단위로 

품사 종류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그쳤으나 新講義에서는 그 외 短語, 片句, 讀 등

의 문법단위도 그 의미기능에 의거하여 명사성[名性], 형용사성[靜性], 부사성[狀性] 

등으로 분류했다. 

초기 문법서에서의 품사 개념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품사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字類’, ‘品詞’, ‘詞性’, ‘詞品’, ‘字品’ 등이 사용된다. 품사가 주어지는 단위

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字의 단위를 분류하는가, 詞의 단위를 분류하는가의 이견이 

있다.

문법연구자들은 품사 개념, 그리고 이에 의한 분류 체계는 전통 언어학에서는 다

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이를 學과 명확히 구분하고 이는 새로운 

어휘 분류 체계임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문법연구자들은 기존의 虛, 實의 개념을 품

사체계에 접목시키기도 했다. 文通에서는 9가지의 품사를 實字, 虛字로 구분했으며 

 通, 要略에서도 이와 같다. 要略文典에서는 품사 분류인 詞品과 실사, 허사

를 구분하는 詞性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처럼 품사체계와 전통 언어

학의 연결점을 마련해 두었으며 이는 현대 중국 문법의 품사체계에서도 계승되어 명

사, 대사, 수사, 양사, 형용사, 동사는 실사, 개사, 부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 의성사

는 허사로 분류한다.

각 문법서에서의 품사 종류 및 그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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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법서의 품사 종류

문법서 품사

文通 名字 代字 動字 靜字 狀字 介字 聯字 助字 歎字

漢文典 名字 代字 動字 靜字 狀字 介字 聯字 助字 嘆字

中國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前置詞 轉接詞 助動詞 歇尾詞 感歎詞

中等國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

通
名字 代字 動字 靜字 狀字 介字 連字 助字 歎字

名詞 代名詞 動詞 靜詞 狀詞 介詞 連詞 助詞 歎詞

國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狀詞 介詞 接續詞 助詞 嘆詞

要略修文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介詞 轉接詞 助動詞 助詞 感應詞

要略
名字 代字 動字 靜字 狀字 介字 連字 助字 嘆字

名詞 代詞 動詞 靜詞 狀詞 介詞 連詞 助詞 嘆詞

新講義
名字 代字 動字 靜字 狀字 介字 聯字 助字 嘆字

名性詞 代性詞 動性詞 靜性詞 狀性詞 聯性詞 助性詞 嘆性詞

품사의 종류는 대개 9가지로, 현대 중국어 문법의 명사, 대사, 형용사, 동사, 부사, 

개사, 접속사, 조사, 감탄사와 유사하다. 中國文典, 要略文典에서는 조동사를 동

사의 한 종류로 간주하지 않고 별개의 품사로 간주하여 10품사의 체계를 이룬다.

품사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그 문법단위가 字, 詞로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이 

품사 종류의 명칭도 字를 단위로 하는 것과 詞를 단위로 하는 것이 있다. 文通, 

漢文典에서는 字를 사용했으며 이는 두 문법서에서는 단어 개념이 출현하지 않았

던 것과도 연관된다. 中等國文典, 中國文典, 國文典에서는 품사 명칭을 詞를 

단위로 했다. 그리고  通, 要略에서는 字, 詞를 단위로 각각 품사 명칭을 부여

했다. 다만 본문에서는  通에서는 詞를 단위로 하는 품사 명칭, 要略에서는 字

를 단위로 하는 품사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新講義에서는 각각의 문법단위가 품

사를 가진다고 간주하여 字와 詞이외에도 短語, 讀에서도 명사성[名性], 형용사성[靜

性], 부사성[狀性] 등의 품사 종류를 언급했다. 다만 <표 4>에서는 字와 詞의 품사종

류에 대해서만 제시했다.

문법서간에 품사 명칭은 ‘代字와 代名詞’, ‘靜字와 形容詞’, ‘接續詞와 聯字/連字’가 

상이하다. 각 문법서의 품사명칭은 단위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문법서간에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字를 단위로 사용하는 문법서에서는 ‘代字, 靜字, 聯字/連

字’를 사용하며, 詞를 단위로 하는 문법서에서는 ‘代名詞, 形容詞, 接續詞’로 칭한다. 

즉 ‘代名字, 形容字, 接續字’와 같은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도 ‘副詞’, ‘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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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 ‘感歎詞’, ‘感應詞’, ‘歇尾詞’ 등이 기타 문법서와 상이하다. 

각 문법서의 품사 개념 및 그 종류를 통해 품사체계의 전체 양상을 살펴보았다. 

품사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는 상이하나 그 개념 정의는 대개 일치한다. 품사종류에 

있어서는 대개 9가지의 품사로 분류했으며 일부 문법서에서는 조동사를 독립된 품사

로 간주하여 10가지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각 문법서의 전체적 품사체계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각의 품사체계를 보다 세밀히 살펴

보기로 한다.

3.2.2 품사 정의  하 분류

각 문법서의 품사체계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각 문법서에서 9가지 품사

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각 품사의 재분류 기준, 하위 항목의 특징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 품사 정의에 사용되는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그 의미적, 통사

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77)

각 문법서의 명사, 대사, 동사, 부사, 감탄사에 대한 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사

하다. 이에 대한 정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명사는 ‘實’(實字, 實義), ‘事物’, ‘名’

을 대상으로 ‘指’, ‘指示’, ‘指稱’한다고 했다. 즉 실재, 사물, 명칭을 지시, 지칭하는 

것이다. 대사는 ‘代字’, ‘代名詞’로 문법서별로 그 명칭이 상이하나 정의 내용은 동일

하다. ‘名字’, ‘本名’, ‘名稱’ 혹은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이를 ‘指’, ‘代’, ‘替代’, ‘代

表’하는 것이다. ‘代字’라고 지칭하는 경우 역시 명사, 명칭을 대신하는 것으로 현대 

중국어의 대사와 같이 명사 이외의 동사, 형용사, 수량사를 대신하는 성분이 아니다. 

동사는 ‘行’, ‘行爲’, ‘所行’, ‘動象’, ‘動作’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주체는 대개 사물, 

사람이 언급되며 國文典, 新講義에서는 동작의 주체를 명사, 대사라고 해서 한 

문장의 구조 안에서 그 관계를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부사 정의에서는 대개 ‘貌’, 

‘形容’, ‘狀’을 서술어로 채택했다. ‘貌(묘사하다)’, ‘形容(형용하다)’는 부사의 의미적 

기능을 가리킨다면 ‘狀’은 ‘형상하다’는 의미적 기능 이외에 ‘수식하다’, ‘한정하다’로 

그 통사적 기능을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실제 國文典에서는 ‘狀’은 두 

가지의 의미로 모두 사용된다. 부사가 묘사하는 대상은 동작이나 정태(情態) 혹은 품

사 개념으로 동사나 형용사로 설명된다. 國文典에서는 동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기

77) 각 문법서의 품사종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고의 ｢부록1｣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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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사도 부사의 수식 대상으로 언급했다. 감탄사는 실제적인 의미가 없고, 여러 가

지 감정으로 말미암은 소리라 정의했다. 이와 같은 품사 종류는 문법서 간에 용어 

사용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개념상의 차이는 없으며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의 

품사 정의와도 유사하다. 

형용사, 개사, 조사, 접속사에 관한 정의는 문법서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아래에

서는 해당 품사의 개념 정의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법서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차이점

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형용사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문법서에서는 형용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2) 靜字는 동사[動字]에 대비하여 말한 것이다. 동사[動字]는 고정되지 않은 형

상을, 靜字는 이미 고정된 형상을 묘사한다.78)

(23) 천지인물이 각각 이미 그러한 정황을 지니며 이미 그러한 정황을 언급하는 

것을 靜字라 한다.79)

(24) 명사[名字], 대사[代字]를 구별하여 사물의 정지한 형상[靜象]을 나타내는 것

을 靜字라 한다.80)

(25) 형용사는 명사, 대사의 앞에서 사물의 상태, 성질을 형용한다.81) 

형용사는 보편적으로 ‘形’, ‘象’, ‘狀態와 性質’, ‘聲色, 形狀, 數目, 方向, 性情, 體

格’, ‘情境, 靜象’을 대상으로 ‘肖’, ‘狀’, ‘形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의 (22), (23), 

(24)의 형용사 정의에서는 형용되는 대상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의 漢
文典에서는 ‘이미 고정되다’, (23)의 要略에서는 ‘이미 그러한 정황’, (24)의 新講

義에서는 ‘정지한 형상’으로 특징지었다. 이는 세 문법서 모두 형용사 개념을 ‘靜

字’라 칭한 것과도 연관된다. 이는 ‘動字’와 대응하여 움직임이 이미 멈추어 고정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며 이는 전통 언어학에서도 논의되던 ‘動字’, ‘靜字’의 개념과 

유사하다. (25)의 中國文典에서는 형용사를 정의하면서 형용사의 위치를 명사, 대

사의 앞으로 제한했다. 이는 형용사의 수식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형용사가 술어로 기능하는 것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中國文典
에서도 실제 본문에서는 형용사가 주어[主詞]기능을 하는 명사, 대사에 후치해서 설

명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설명했다. 

78) 靜字, 動字而 。動字狀不定之象, 靜字狀已定之象。漢文典 103쪽.

79) 天地人物, 各有已然之情境, 凡 其已然之情境 , 之靜字。要略 31쪽.

80) 凡區別名字或代字, 以表示事物之靜象 , 統 之靜字。新講義 4쪽.

81) 形容詞, 冠於名詞代名詞之上, 以形容事物之狀態及性質 也。中國文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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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서에서 개사는 대개 특정 대상의 사이에서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로 정

의된다. 그 대상은 實字라 하기도 하고 명사나 대사를 동사나 형용사에 잇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다. 中國文典에서는 이를 ‘前置詞’라 명명한 것

과 같이 그 정의 내용도 기타 문법서의 개사 개념과 상이하다.

(26) 前置詞는 명사, 대사의 앞에서 동사, 형용사 등과 文辭 상에 관계가 있다.82) 

(27) 개사는 통칭 前置詞라 한다. 개사의 용법은 항상 명사, 대사 등 여러 품사 

앞에 오기 때문이다.83)

(26)의 中國文典에서는 ‘전치사’라는 명칭에서와 같이 명사, 대사의 앞에만 위치

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27)의 國文典에서도 개사는 명사, 대사의 앞에 놓이며 따

라서 역시 ‘전치사’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기타 문법서에서는 개사를 정의하면서 

그 위치를 한정하지 않으며 中等國文典, 新講義에서는 명사, 대사에 후치하는 개

사를 설명하기도 했다. 

접속사는 품사 정의에서 문법서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 꼽을 수 있

다. 다음은 각 문법서에서의 접속사 정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8) 虛字 중에서 字句를 提承展轉하는 것을 連字라고 한다.84)

(29) 字로 관통하여 提承展轉을 다하는 것은 聯字이다.85) 

(30)轉接詞는 字句에서는 피차 2詞를 결합한다. 文章에서는 그것에서 이것으로 전

환할 때 사용하는 詞이다.86)

(31) 接續詞는 문에서 피차 상등하는 詞, 句를 잇는 詞이다.87)

(32) 文에서 대응하는 字, 句 혹은 위를 잇고 아래를 여는 句가 있는데 스스로 연

결 될 수 없고 1자로 관통하여 提承轉合의 미묘함을 다하는 것을 接續詞라 한다.88)

(33) 허자가 字句를 提承推轉한다.89)

(34) 字句를 모아 文法을 말함에 提筆, 承筆, 轉筆, 推筆이 있다. 連字는 提承轉推

하는 글자이다.90)

82) 前置詞 , 冠於名詞代名詞之上, 而 動詞形容詞等, 於文辭上有關係 也。中國文典 32쪽.

83) 介詞通稱前置詞, 因介詞之用, 恒置於名詞、代名詞、諸品詞之前也。國文典 77쪽.

84) 凡虛字用以爲提承展轉字句 , 通曰連字。文通 464쪽.

85) 故語中用字貫串, 以盡其提承展轉之致 , 聯字之 也。漢文典 121쪽.

86) 轉接詞 , 在字句上, 結合彼此二詞, 在文章上, 由彼轉此時, 所用之詞也。中國文典 37쪽.

87) 接續詞 , 文中有彼此之詞 句, 從而接之之詞也。中等國文典 12쪽.

88) 凡文中有 待之字, 或 待之句, 或承上啓下之句, 不能自爲銜接, 可以一字貫串之, 以盡其提

承轉合之妙 , 是 接續詞。國文典 3쪽. 

89) 凡虛字用以提承推轉字句 曰, 轉接詞。要略文典 83쪽.

90) 積字句而 文法有提筆, 承筆, 轉筆, 推筆, 連字 , 所以提承轉推之字也。要略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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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字句의 처음이나 字句의 사이에 연결되어 전후 사물을 연합하여 각종 관계

를 나타내는 것을 聯字라 한다.91)

접속사에 대한 정의는 提承展轉/轉合을 언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28), (29), (32), (33), (34)에서는 접속사를 정의하면서 提承展轉/轉合의 의미적 기능에 

주목했다. 그 밖에 (30)의 中國文典에서는 ‘轉接詞’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환과 결

합을 특징으로 지적했고 그 외 (31), (35)에서는 잇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는 문

법서 간에 품사의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의 내용도 유사하나 접속사에

서는 이와 상이하다. 예를 들면, 中等國文典, 國文典는 ‘接續詞’로 명칭이 동일하

나 그 정의 내용이 상이하며 漢文典, 國文典에서는 이를 각각 ‘聯字’, ‘接續詞’로 

명명했으나 그 정의 내용이 유사하다. 

접속사의 위치나 그 연결 대상에 대한 설명도 차이를 보인다. 中國文典에서는 

字句에서는 단어를 결합하고 文章에서는 전환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접속사가 사용

되는 위치에 따라 연결대상 및 기능이 상이함을 지적했다. 中等國文典에서는 상등

하는 단어, 문장을 연결한다고 했으며 新講義에서는 ‘字句’의 처음이나 사이에 위

치함을 지적했다. 

조사의 정의에서는 모두 ‘돕는다’, ‘보조하다’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 위

치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36) 助字는 句語의 시작, 끝을 돕는다.92)

(37) 字句의 끝에서 사물을 논술하는 어기를 보충하는 것을 助字라 한다.93) 新講

義

(36)의 漢文典에서는 조사를 句語의 시작, 끝을 돕는다고 하고 1句의 말을 시작

하는 ‘起語助字’, 1句의 말을 다하여 쉬는 ‘歇語助字’로 분류했다. 한편 (37)의 新講

義에서는 조사는 字句의 끝에 위치한다고 간주했다. 文通, 中國文典, 要略文典
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는 끝에 오는 성분만을 포함한다.

조사가 돕는 대상으로는 字와 句讀, 句語, 語句, 實字와 句讀, 語氣 등 다양한 요소

가 언급되었으며 동사와 형용사의 어기[虛信]를 전달한다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 밖

에도 文通에서는 조사가 句, 讀, 實字를 돕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했으며 

新講義에서도 조사가 돕는 단위를 문법단위 별로 字, 詞, 短語, 句로 구분했다. 다

91) 凡冠於字句之首, 或續於字句之間, 以連合前後事物之各種關係 , 統 之聯字。新講義 6쪽.

92) 助字 , 所以助句語之起訖。漢文典 124쪽.

93) 凡綴於字句之尾, 以補足論述事物之語氣 , 統 之助字。新講義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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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新講義에서는 조사가 돕는 단위가 字, 詞, 短語, 句가 되던지 무관하게 실제는 

동사, 형용사의 의미를 단정,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초기 문법서에서의 품사 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명사, 대사, 동사, 부사, 

감탄사와 같은 품사는 그 정의 내용이 유사하나 형용사, 개사, 접속사에 있어서는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품사의 명칭과 정의상에서 나타나는 유사성

에 근거하면 문법서 간에 연관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각 품사의 하위 항목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문법서에서 각 품사의 하위분류 양상 및 그 항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

로 한다. 각 품사의 하위 항목 분류는 문법서 별로 차이를 보이며 한 권의 문법서 

안에서도 품사별로 상이하다. 우선 하위항목의 분류 기준에 있어서 단일 기준을 적

용하는가, 혹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가의 차이가 있다. 각 문법서에서 명사의 하

위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 문법서의 명사 종류

문법서 명사 종류

文通 公名(群名 通名), 本名

漢文典 有形名字, 無形名字, 普通名字, 特別名字, 指示名字, 複雜名字

中國文典 

性質 : 有形名詞, 無形名詞

種類 : 特名, 通名

成立 : 單語, 複語

中等國文典 

種類1 : 固有名詞, 普通名詞, 集合名詞, 物質名詞, 抽象名詞

種類2 : 單字名詞, 合字名詞(雙字同義名詞 雙字相待名詞 連字名詞 

名詞短語)

國文典 

種類1 : 固有名詞, 普通名詞, 集合名詞, 物質名詞, 抽象名詞

種類2 : 單字名詞, 合字名詞

種類3 : 陽類, 陰類, 可陰可陽類, 非陰非陽類

通 

제1部類 : 名, 合名, 公名 

제2部類 : 實名, 虛名 

제3部類 : 有涵, 無涵 

제4部類 : 陰, 陽 

제5部類 : 待, 獨立 

要略修文 有形名詞, 無形名詞, 公用名詞, 有名詞, 假借名詞, 集成名詞

要略 公名, 本名

新講義 名字, 公名字, 群名字, 質名字, 虛名字

각 하위항목의 개념을 살펴보면, 公名, 普通名詞, 公用名詞는 보통명사, 本名,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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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서 부사 종류

文通

狀字諸用 : 狀動字, 狀靜字, 自狀, 狀名字, 狀代字, 狀 , 狀讀

狀字假借 : 名字假借, 靜字假借, 動字假借 

狀字諸式 : 雙聲, 疊韻, 重 , 重 +‘然’, ‘如’, ‘乎’, 

‘然’, ‘焉’, ‘如’, ‘乎’, ‘爾’, ‘若’, ‘斯’를 붙인 경우 

앞에 ‘若’, ‘如’를 붙이고 끝에는 ‘若’을 붙인 경우

狀字別義 : 以指事成之處 , 以指事成之時 , 以 事之如何成 , 以

事成之有如許 , 以決事之然 不然 , 以傳疑難不定之狀

漢文典
狀時狀字, 狀地狀字, 狀象狀字, 狀量狀字, 別狀字, 和同狀字, 斷制

狀字, 約度狀字, 詰難狀字

中國文典
動詞附屬, 形容詞附屬, 助動詞連絡, 轉接詞連絡, 기타副詞附屬

成就 : 單語副詞, 疊語副詞, 成句副詞

名字, 固有名詞, 特別名詞, 有名詞는 이에 대조되는 고유명사이다. 群名字, 集合

名詞, 合名은 집합명사이다. 無形, 抽象, 虛名, 虛名字는 추상명사이고 文通의 通名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有形名詞는 이에 대조되는 것이다. 物質名詞, 質名字는 

셈할 수 없는 물질명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명사의 하위항목은 그 의미상에서 특

징을 달리한다. 

대개 문법서에서는 명사의 종류를 의미에 근거해 분류한다. 文通, 要略에서는 

의미에 의거하여 명사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한 점이 같다.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國文典에서는 명사의 종류를 다양한 층위에서 분류한 점이 특징이다. 中國文典
에서는 성질, 종류, 성립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했으며 中等國文典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미와 형식에 의거하여 제1종류, 제2종류로 분류했다. 國
文典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명사를 분류했으며 다만 명사의 性에 근거한 제3

의 명사부류를 추가했다. 세 권의 문법서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성형식, 性 등 여러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명사를 분류하고 각 기준에 의거한 명사의 종류를 층위를 구

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通에서는 논리학[名學]에 근거하여 명

사를 5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분류했으며 기타 품사는 하위항목을 구분하지 않았다.

다음은 부사의 분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94)

<표 6> 문법서의 부사 종류

94) 일부 문법서에서는 부사의 수식성분, 문장에서의 위치도 부사의 종류로 간주되기도 한다. 

각 문법서에서의 논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소 역시 부사의 하위부

류로 간주하고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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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詞假借, 動詞假借, 形容詞假借

成立 : 動作之時 , 動作時見其方向 , 動作時見其性質及狀態 , 

動作時見其範圍程度理勢度數

用法 : 冠蓋用法, 說明用法, 轉接用法, 獨立用法

中等國文典

狀動詞, 狀形容詞, 狀副詞 

種類1 : 普通副詞, 代名副詞 

種類2 : 單字副詞, 合字副詞(雙字副詞, 連字副詞, 綴字副詞)

假名詞, 形容詞, 動詞爲副詞

國文典

種類1 : 狀動詞, 狀形容詞, 狀他狀詞 

普通狀詞(以狀時, 以狀地, 以狀情態及程度)

種類2 : 單字狀詞, 合字狀詞(雙字狀詞, 綴字狀詞)

假名詞, 形容詞, 動詞爲成

要略修文

加字副詞 : 加 ‘然’, ‘乎’, ‘焉’, ‘爾’, ‘如’, ‘兮’字之例

假借副詞 : 假借名詞, 動詞, 形容詞

成立 : 單語副詞, 疊語副詞

性質 : 以記動作之時 , 以指動作之地 , 以狀動作之性質狀態 , 以

狀動作之範圍程度勢理度數 , 以傳疑難不定之狀

用法 : 冠蓋用法, 說明用法, 轉接用法

要略
揣摹狀字, 指定狀字, 計論狀字, 比方狀字, 記地狀字, 記時狀字, 擬議

狀字, 疑難狀字, 斷制狀字, 禁止狀字

新講義 狀字, 狀字, 代狀字, 變狀字 

각 문법서에서 부사의 하위항목은 기타 품사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띠며 문법서 

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부사의 경우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다양한 기준에 근거

하여 부사를 분류한다. 의미 이외에도 수식대상, 구성형식, 본래의 품사, 문장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분류된다. 文通, 中等國文典, 國文典에서는 수식 대상, 본래의 

품사, 형식, 의미에 따른 부사의 종류를 논했으며 中國文典, 要略修文에서 문장

에서 부사의 위치에 근거하여 이를 용법별로 분류하기도 했다. 漢文典, 要略에서

는 의미에만 근거해서 부사를 분류했다. 시간, 장소, 비교, 단정, 금지, 힐난 등의 의

미를 나타낸다고 했으며 다만 일부 부사의 하위항목은 그 개념 정의에서 부사가 아

닌 동사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95) 新講義에서는 4가지 

95) 예를 들면, 漢文典에서 別狀字를 “그 동사[動字]에 구별, 비교의 의미가 있다.”, 斷制

狀字를 “그 동사[動字]에 단정[斷制]의 힘이 있는 것이다.”, 約度狀字를 “동사[動字]에 대

략 추측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고 정의한 것과 같다. 漢文典 111~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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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종류 가운데 ‘ 狀字’, ‘ 狀字’는 의미, ‘代狀字’, ‘變狀字’는 본래의 품사의 유

래에 따른 부류에 해당한다. 

문법서 간에 부사의 수식 대상에 대한 논의가 차이를 보인다. 부사의 수식 성분에 

대해 언급한 문법서는 文通,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國文典, 要略修文이 있

다. 中等國文典, 國文典에서는 부사가 수식하는 성분으로 동사, 형용사, 기타 부

사를 언급했다. 文通에서는 3가지 요소 이외에도 부사가 명사, 대사, 혹은 , 讀의 

단위를 수식하는 경우를 언급했다. 中國文典, 要略修文에서는 조동사, 접속사[轉

接詞]를 언급했다. 부사가 동사, 형용사, 기타 부사를 수식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나 

명사, 대사, 혹은 조동사, 접속사를 수식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법서간에 설명

이 상이하다. 文通에서는 부사가 명사, 대사도 수식할 수 있다고 간주한 것에 반해 

中國文典, 要略修文에서는 부사는 명사, 대사에 부속하지 않으며 이는 형용사가 

동사, 조동사 등에 부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다. 두 문법서에서는 형용사, 부사 

각각의 수식성분을 구분한 것이다. 中國文典, 要略修文에서는 부사가 조동사, 접

속사의 앞에서 이를 수식하는 것은 실상 아래 이어지는 동작이나 전체 문의를 형용

하는 것으로 다만 조동사, 접속사만을 형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즉, 부사가 특

정 성분의 앞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그 성분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

었으며 이는 부사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에는 ‘附屬’하고, 조동사, 접속사에는 ‘連

絡’한다고 구분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부사는 그 형식도 기타 품사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띠며 이는 부사 자체의 형식상

의 특징에 기인한다. 文通에서는 쌍성, 첩운, 중첩에 의한 부사를 비롯하여 기타 

품사에 ‘然’, ‘如’, ‘乎’ 등의 접미사를 붙이거나 접두사 ‘如’, ‘若’을 첨가한 부사의 형

식에 대해 논했다. 기타 문법서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을 ‘合字副詞’, ‘綴字狀詞’, ‘加

字副詞’라고 명명했다. 또한 각 문법서에서는 기타 품사를 가차해서 부사로 삼은 경

우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文通,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國文典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新講義에서는 이

를 ‘變狀字’라는 개념으로 정립했다. 

명사의 하위분류에서와 같이 中等國文典, 國文典은 부사를 4가지 기준에 근거

하여 분류하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中國文典, 要略文典의 경우, 각각 분류기

준의 명칭은 상이하나 실질적 기준과 그것에 의거한 하위부류가 일치한다. 中國文

典, 要略文典에서는 기타 문법서와 달리 그 용법을 기준으로 부사를 분류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른 부사의 기능으로 中國文典에서는 ‘冠蓋用

法’, ‘說明用法’, ‘轉接用法’, ‘獨立用法’, 要略文典에서는 ‘獨立用法’을 제외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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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을 설명했다. 두 문법서에서는 부사 이외 형용사도 용법에 의거하여 분류했다. 

부사의 하위항목은 하나의 개념어로 정립되지 못하고 서술식으로 제시하는 항목이 

많으며 특히 文通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부사의 여러 형식을 나

열했으며 의미에 따른 부사분류도 그 의미적 특징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시간부사를 ‘以指事成之時 (사건이 이루어진 시간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후의 문법서에서는 부사의 형식에 의거해서 ‘綴字狀詞’, ‘加字副詞’

의 개념을 정립했으며 시간부사 역시 ‘記時狀字’, ‘狀時狀字’로 하나의 문법용어로 

제시했다.

접속사는 각 문법서에서의 명칭이 상이하고 개념 정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이 하위분류, 그 종류에 있어서도 문법서 간에 이견을 보인다. 각 문법서의 접속사

의 하위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7> 문법서의 접속사 종류

문법서 접속사 종류

文通 提起連字, 承接連字, 轉捩連字, 推展連字

漢文典
類辭聯字, 析辭聯字, 轉辭聯字, 原辭聯字, 竟辭聯字, 設辭聯字, 例辭

聯字, 關辭聯字

中國文典

性質 : 轉詞, 接詞 

種類 : 語와 語의 관계, 句와 句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用法 : 立, 陪從, 過遞, 反捩, 開展

中等國文典 
種類1 : 等立接續詞, 陪從接續詞, 關聯接續詞 

種類2 : 單字, 合字

國文典
種類1 : 等立接續詞, 陪從接續詞, 關聯接續詞 

種類2 : 單字, 合字

要略修文
性質 : 轉詞, 接詞 

用法 : 立, 陪從, 過遞, 反捩, 開展, 量, 說明

要略 提筆, 承筆, 轉筆, 推筆

新講義 提接聯字, 中讀聯字, 旁轉聯字, 互應聯字 

文通, 要略은 접속사의 정의에서와 같이 그 하위부류도 의미기능에 의거하여 

‘提’, ‘承’, ‘轉’, ‘推’ 4가지로 분류했다. 漢文典에서도 提承展轉으로 접속사를 정의 

내렸지만 그 하위 부류는 의미 기능에 근거해 8가지로 세분했다. 

中國文典, 要略修文의 접속사[轉接詞]의 하위분류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두 문법서에서는 우선 성질에 의거하여 ‘轉詞’, ‘接詞’ 2가지로 분류했다. 그리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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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하여 中國文典에서는 ‘ 立’, ‘陪從’, ‘過遞’, ‘反捩’, ‘開展’ 5가지로 나누

고 要略修文에서는 이에 ‘ 量’, ‘說明’을 추가하여 7가지로 분류했다. 이는 児島献

吉郎의 漢文典의 설명과 일치한다.96) 要略修文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동

일하게 서술하고 中國文典에서는 이를 5가지로 변경한 것이다. 두 문법서는 일본

의 중국어 문법연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 밖에 中國文典은 접속사의 연결 

대상에 따라 語를 잇는 경우, 句를 잇는 경우로 분류했다.

中等國文典에서는 접속사를 ‘等立接續詞’, ‘陪從接續詞’, ‘關聯接續詞’로 분류하고 

그 형식에 의거하여 單字, 合字로 분류했다. 國文典은 (32)에서와 같이 접속사를 

提承轉合의 개념에 의거해 정의했지만 그 하위항목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의미기능

에 근거하지 않고 中等國文典과 동일하게 3가지 개념으로 분류했다. ‘等立接續詞’

는 상등하는 2가지 단어나 문장을 잇는 것, ‘陪從接續詞’는 附屬詞와 主詞, 附屬句와 

主句를 연결하는 것, ‘關聯接續詞’는 2개의 접속사가 서로 호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각각 문법의 등위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 종속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 

상관접속사(correlative conjunction)와 유사한 개념이다. 

新講義에서는 접속사를 ‘提接聯字’, ‘中讀聯字’, ‘旁轉聯字’, ‘互應聯字’ 4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문장의 처음에서 위 문장을 잇는 提接聯字, 문장의 처음에 위치

하여 앞 문장을 이어 다른 의미로 전환하는 旁轉聯字는 그 의미 기능이 각각 文通
과 要略에서의 ‘提起連字’와 ‘提筆’, ‘轉捩’과 ‘轉筆’과 유사하다. 한편, 문장 가운데

에서 상하의 두 항목을 연결하는 中續聯字, 2개의 접속사 혹은 접속사와 부사, 개사

가 호응하는 互應聯字는 각각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의 ‘等立接續詞’, ‘關聯接續

詞’와 유사하다. 즉 新講義는 기존 문법서의 접속사의 하위항목을 종합적으로 참

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 문법서의 품사체계는 대개 9품사, 10품사로 그 큰 틀은 유사하나 각 품사의 정의 

및 그 하위항목의 분류는 문법서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에 근거해서 문법서 간

에 연관, 계승관계도 밝힐 수 있다. 즉 文通과 要略, 中國文典과 要略修文,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이 이에 해당한다.97) 要略은 명사, 형용사, 접속사, 조사

의 분류 양상이 文通과 유사하며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中等國文典, 國
文典은 품사의 하위항목을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양상이 유사하며 

특히 명사, 대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조사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 中國文典, 

96) 児島献吉郎(1903:199‑203)의 漢文典에서는 접속사 개념을 轉接詞라 명하고 그 용법에 

의거하여 이를 ‘ 立’, ‘陪從’, ‘過遞’, ‘反捩’, ‘開展’, ‘ 量’, ‘說明’의 7가지로 분류했다.

97) 文通과 要略,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은 문장 성분 체계에 있어서도 연관성을 보인

다. 3.3.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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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略修文은 대사, 부사, 접속사, 조사의 설명이 유사하며 일부분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보인다. 또한 두 문법서의 형식, 설명 방법은 児島献吉郎의 漢文典
의 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新講義는 기존의 여러 문법서의 품사체계를 종합적

으로 참고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킨 경향을 보인다. 

또한 中國文典과 要略修文,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

여 품사의 종류를 나누고 그 층위를 구분했다. 예를 들면 구성형식에 의거한 분류를 

의미 기준에 의거해 분류한 항목들과 구분했다. 그리고 이를 각 품사에 통일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품사체계를 정연하게 했다.98) 한편 기타 문법서에서는 품사의 종류

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분류하면서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층위에서 언급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 예로 漢文典의 ‘複雜名字’, 要略修文의 

‘集成名詞’를 살펴보기로 한다. 

(38) 複雜名字는 하나의 名字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자가 하나의 名字를 

구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혹은 2자, 3자, 4~5자로 같지 않으며 그 종류는 2가지이

다.99)

(39) 集成名詞는 複名詞라고도 한다. 각종 품사가 모두 집합해서 이룰 수 있

다.100)

(38), (39)에 의하면 ‘複雜名字’, ‘集成名詞’는 명사의 구성 형식에 근거한 명사 종

류이다. 漢文典의 ‘複雜名字’는 여러 글자로 구성된 것, 要略文典의 ‘集成名詞’는 

각종 품사가 집합하여 이룬 것이다. 

두 문법서에서는 형식상의 특징에 근거한 명사 종류가 의미적 특징에 의거한 명사 

종류와 함께 논의된다. 이처럼 품사 하위 항목을 그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하지 않

고 함께 논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그 명칭만 보면 ‘複雜名

字’, ‘集成名詞’는 다수, 무리를 지시하는 집합명사와도 유사하다. 즉 기타 문법서의 

‘群名字’, ‘集合名詞’, ‘合名’과 동일한 개념으로도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漢文典
에서는 ‘複雜名字’를 ‘複雜公名字’, ‘複雜私名字’ 2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때 公名字, 私

98) 다만 품사 하위분류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中國文典에서는 각 품사

에서 동일한 기준을 상이하게 명명했다. 즉 단어의 구성 형식에 근거한 분류를 명사에서

는 성립, 동사에서는 형식, 부사에서는 성취 상의 분류라 했다. 中等國文典, 國文典에
서도 제2의 종류라고만 언급할 뿐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분류한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99) 複雜名字 , 不止一名字, 而有數字成一名字之 。或二字, 或三字、四五字不等, 其類二。
漢文典 79쪽.

100) 集成名詞亦稱複名詞, 凡各種品詞皆可集合而成。要略文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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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字는 의미에 따른 명사 종류로 각각 보통명사, 고유명사에 해당한다. 이는 漢文典
에서의 ‘普通名字’, ‘特別名字’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들은 형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음에도 별도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품사체계에서 유사 개념이 

중복되는 현상을 야기했다. 이는 의미, 형식에 따른 명사의 종류가 구분되지 않은 것

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또한 두 문법서에서는 기타 품사에서는 ‘複雜’, ‘集成’의 종

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 각 품사에 통일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했다. 

그 밖의 기타 문법서에서도 형식에 근거해서 품사 종류를 세분한 예가 보이지만 

이를 여러 품사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했다. 文通에서는 조사[助字]를 그 구

성 형식에 의거하여 ‘雙合字’, ‘參合字’로 분류했다. 이는 여러 조사[助字]가 합쳐서 

구성된 것이지만 각각의 조사[助字]가 여전히 본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文通에서는 기타 품사의 경우, 2字 이상으로 구성되는 요소를 언급하면서도 이에 

‘合字’의 개념을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감탄사에서 2字로 구성되는 요소를 언

급하면서도 이를 ‘合字’라 명명하지 않았다. 한편, 要略은 감탄사를 그 구성 형식

에 근거해 ‘單歎字’, ‘雙歎字’로 분류했지만 역시 기타 품사는 이와 같은 개념을 적

용하여 분류하지 않았다. 이처럼 文通, 要略에서도 그 구성 형식에 의거해서 2字

로 구성되는 요소를 언급했지만 이는 기타 품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中國文典과 要略修文,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에서 다양한 기준을 적

용하여 품사의 하위부류를 분류하고 각 기준에 의거한 품사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다양한 품사에 적용시킨 점은 기타 문법서에 비해 보

다 발전된 품사체계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문법서의 품사 체계

는 각각 상이한 발전 양상을 보이며 일부 문법서간에는 계승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

다. 즉 초기 문법서가 단순히 서양의 문법을 모방하거나 文通의 체제를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2.3 국어 품사 체계의 특수성

문법서에서는 중국어 품사의 활용 개념을 정립했다. 즉 본래의 특정 품사에 귀속

하는 단어가 간혹 기타 품사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

와 같은 품사 활용의 개념은 중국어는 한 글자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지

만 형태 변화가 없어 품사를 달리해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는 중국어 

문법 이론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다음은 각 문법서에의 품사 활용에 대한 논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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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로 한다. 

文通에서는 ‘가차하다[假借]’, ‘~와 같이 사용되다[用如, 用若]’의 개념으로 각 품

사에서 기타 품사를 활용한 경우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형용사, 동사, 부사를 가차하여 추상명사[通名]로 사용한 경우

② 명사, 대사, 형용사, 부사를 가차하여 동사로 사용한 경우

③ 명사, 형용사, 동사를 가차하여 부사로 삼은 경우

④ 동사, 부사를 가차하여 접속사로 삼은 경우

⑤ 보통명사, 고유명사, 대사, 동사, 부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경우

그 외에도 讀와 같은 문법단위가 특정 품사로 기능하는 것, 특정 품사가 주어[起

詞], 술어[表詞]의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도 가차, 활용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나의 품사 안에서 자동사가 타동사로 기능하는 경우나 타동사가 개사, 

개사가 타동사로 기능하는 경우 역시 이로서 묘사했다.101) 

漢文典에서는 ｢文章典⋅文法⋅字法⋅分析法｣에서 “중국의 글자는 같은 글자가 

다른 용법으로 기능하는 것[同字異用]이 매우 많다. 같은 글자가 용법이 다르다는 것

은 體는 같은데 性이 다른 것이다.”고 했다. 그 예로 ‘死活’, ‘精粗’, ‘眞假’, ‘動靜’, 

‘輕重’, ‘虛實’에 대해 논했다.102) 이 가운데 ‘死活’, ‘動靜’, ‘虛實’은 중국 전통 언어

학에서도 논의되던 개념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품사의 활용과 관계되지만 

기타 문법서에서처럼 그 품사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中國文典에서는 ‘바꾸어 이루다[轉成]’, ‘가차하다[假借]’의 개념을 통해 품사 활

용에 대해 설명했다. 동사, 형용사, 부사가 명사로 바뀐 경우, 명사, 대사, 형용사나 

부사가 동사로 바뀐 경우, 명사,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경우, 명사, 동사, 형용사를 

가차해서 부사로 사용한 경우를 설명했다. 中等國文典은 ‘빌려 사용하다[假用]’로 

품사활용을 설명했다.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기타 품사 성분에서 유래한 동사를 

‘假用動詞’라고 하고 부사에서도 명사, 형용사, 동사가 부사로 사용된 경우로 ‘假用副

詞’라 했다. 형용사에서는 명사, 동사가 성상형용사[示象形容詞]가 되는 경우를 언급

했으며 이 경우에는 假用動詞, 假用副詞와 같이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다. 國

101) 文通 564, 631, 302쪽 참조. 

102) 각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死活’은 본의, 인신의의 구분이다. ‘精粗’는 그 문맥에 

따라 글자가 단순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 엄중한 어조를 포함하는 것을 구분한다. ‘眞假’

는 글자가 본의로 사용된 경우, 비유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구분한다. ‘動靜’은 동일한 

글자가 동사, 명사로 사용되어 품성(품사)를 달리한 경우이다. ‘輕重’은 그 어기가 상이

한 것이다. ‘虛實’은 글자가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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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典에서는 中等國文典과 마찬가지로 ‘假用動詞’와 기타품사가 성상형용사[示象形

容詞]가 되는 경우, 부사가 기타 품사에서 유래한 경우, 3가지를 통해 품사활용을 설

명했다. 

要略修文에서는 다른 종류의 품사가 명사와 같이 사용된 경우를 ‘假借名詞’, 명

사, 동사, 형용사에서 빌려온 부사를 ‘假借副詞’라 명명했다. 명사, 대사, 형용사, 부

사는 모두 가차하여 동사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要略에서는 字는 한 글자가 하

나의 뜻에 그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품사에 속할 수 있으며 각각 그 의미에 따라서 

변통하는 것이라고 하고 명사, 대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개사, 접속사, 조사의 변통

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역시 품사활용에 해당한다. 新講義는 기타 품사가 동사, 형

용사, 부사가 된 경우를 ‘變動字’, ‘變靜字’, ‘變狀字’라 하고 이를 각 품사의 하위부

류의 하나로 삼았다.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 기타 품사에서 유래한 경우를 언급

한다. 즉 실사에 속하는 품사 부류를 위주로 동사화, 부사화, 형용사화에 대해 논의

했다. 文通, 要略文典, 要略에서는 명사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文通, 

要略에서는 개사, 접속사 등의 허사가 실사의 품사부류에서 기원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각 문법서에서 품사활용은 모든 품사를 대상으로 일괄

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며 그 용어 역시 통일되지 않는다. 

문법서에서의 품사 활용에 대한 논의의 특징은 대사가 형용사, 부사와 같은 기타 

품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假借’, ‘假用’의 품사 활용으로 간주하지 않은 점이다. 대

부분의 문법서에서 이는 별도의 형용사, 부사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한다. 즉 형용사

의 종류 가운데 ‘代名形容詞’, ‘指示形容詞’, ‘代靜字’, 부사의 종류 가운데 ‘代名副

詞’, ‘疑問狀詞’, ‘代狀字’와 같다. 각 문법서에서의 해당 요소에 대한 정의 내용을 살

펴보면, 中等國文典에서는 代名形容詞는 대명사인데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것이라 

하고 대명사를 분류한 것과 같이 代名形容詞를 指示形容詞, 疑問形容詞로 분류했다. 

代名副詞는 그 단어가 대명사의 기능을 지니거나 대명사에서 부사로 변한 것이라 하

고 역시 대명사의 종류에 따라 代名副詞도 指示副詞, 疑問副詞로 재분류했다. 國文

典에서는 指示形容詞는 항상 대명사를 가차하며 名詞를 대신하는 용법으로 쓰이면 

대명사가 되고, 명사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면 指示形容詞이다고 했다. 疑問狀

詞는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대개 의문대사에서 변한 것이라 했다. 新講義
에서도 代靜字를 指示代靜字, 疑問代靜字로 분류하고 대명사 다음에 명사가 이어서 

와서 指示代字가 수식어 위치[偏位]에 있으면 代靜字의 기능을 하게 됨을 지적했다. 

新講義는 代狀字 역시 指示代狀字, 疑問代狀字로 분류하고 이는 한 문장에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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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지 않고 동사 앞에서 이를 형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했다. 

그 특징을 종합하면 이는 대명사에서 유래한 형용사, 부사에 해당한다. 형용사, 부

사로 간주하는 근거는 기타 성분과의 어순 관계, 문장에서 기능이다. 즉 이는 앞에서 

논의한 품사 활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中等國文典, 國文典, 新講義의 문

법서에서는 형용사, 부사가 기타 품사에서 유래한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에도 

대명사가 형용사, 부사로 가차된 경우는 이와 함께 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명사

에 유래한 부사는 기타 품사에서 부사가 된 것에 해당하는 假借副詞, 變狀字에 포함

시키지 않고 별도의 부사 종류로 간주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서양 문법의 대명형용사(pronominal adjective), 대명부사(pronominal adverb)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서양의 언어는 단어의 품사가 변화하는 경우 대개 형

태변화로 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대명사가 형용사,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대명형용사, 대명부사와 같은 특수한 형용사, 부

사 개념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중국어는 한 글자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본래의 품

사가 아닌, 기타 품사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형태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명

사의 활용 역시 이와 같다. 즉 대명사가 표지 없이 형용사, 부사로 활용되는 것은 중

국어에서는 특수한 예가 아니며 따라서 기타 품사의 활용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법연구자들은 서양의 대명형용사, 대명부사와 같이 이를 별도의 형

용사, 부사로 간주했으며 이는 기타 품사의 활용과 융합되지 않는다.

또한 형용사, 부사, 동사 등의 품사의 활용으로 설명되는 예는 대개 특정 품사가 

문장에서 주로 담당하는 기능을 다른 품사 성분이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형용사

로의 가차는 해당 단어가 형용사가 주로 사용되는 문장성분인 관형어로 사용되었음

을 뜻한다. 新講義에서는 ‘指示代字’와 ‘指示代靜字’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字의 

품사가 무엇인가를 통해 구분할 수 있으며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은 ‘指示代靜字’라고 

했다. 즉 대명사와 형용사의 구분은 문장에서 기타 성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품사 간의 활용 역시 문장에서의 기능에 의거한다. 형용사라는 품사 개념과 문

장성분으로서의 수식어, 관형어와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는 앞에서 품사 정의가 대

개 의미 기능에 의거한 것과도 거리가 있다. 또한 문장성분으로서의 수식어, 관형어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했지만 문법서에서 이러한 개념어의 용례가 매우 적다는 점 역

시 이것이 품사의 명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고 동일한 단어가 다양한 품사로 기능하는 특징을 지닌

다. 특히 1음절로 구성되는 단어가 다수인 고대 중국어는 이와 같은 성격이 강하다. 

이에 문법연구자들은 품사 활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어 품사를 설명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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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품사체계의 특수성으로 중국어에 부합하는 품사체계를 발전시킨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대사가 기타 품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활용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

고 별도의 품사 하위 항목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기타 품사 활용과 통일되지 않는다. 

대사가 기타 품사로 활용되는 것을 특정 형용사, 부사로 설정한 것은 서양 문법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어 품사의 활용은 단어의 형태상에서 나타나

지 않으므로 문장에서의 기능에 의거해서 판단되며 이는 문장성분에 대한 논의가 품

사 개념으로 대체되는 점을 야기한다. 

3.3 문장성분의 분석

문법서에서는 문법단위로서의 문장[句]을 설정하고 그 구성 요소와 이들 상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본 장에서는 각 문법서에서의 문장의 구조, 그 구성요소

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3.3.1 문장의 구성성분

문장성분이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는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일

정한 조합 관계에서 결정된다. 초기 문법서에서는 문장이라는 문법단위의 개념을 확

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장성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전통 언어학에서 句는 

다독을 통한 문맥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며 따라서 句의 구성성분, 그리고 이에 대한 

법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문장성분으로 주어[主語], 술

어[ 語], 목적어[賓語], 보어[補語],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가 있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의 문장성분에 대한 논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대상으

로 삼은 문법서 가운데 漢文典을 제외하고 모두 문장성분에 대해 논한다. 다만 각 

문법서에서 문장성분과 관계된 설명의 위치 그리고 이에 부여된 의의가 상이하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문장[句]과 관련한 단락에서 그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한

다. 文通, 中等國文典,  通, 國文典, 新講義가 이에 해당한다. 文通에서는 

｢句讀｣에서 이를 다룬다. 文通에서는 ‘句讀’를 문법서의 본지로 삼으며 중시하고 

字類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句讀는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한 것이라 했다. 中等國文典에서는 ｢總略｣의 ‘主格 賓辭’에서 주어, 술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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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고 ‘句之分解’에서 ‘附加辭’ 성분을 추가로 언급했다.  通은 ｢論句｣에서, 國
文典은 ｢句讀之組織｣에서, 新講義는 ｢句之組織｣에서 문장성분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문장성분을 단어[詞]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要略修文은 

｢總論⋅詞位｣에서 문장에서 詞의 순서에 의거해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을 설명했다. 

要略에서는 ｢詞之功用｣에서 詞의 기능으로 문장성분에 대해 논했다. 中國文典은 

동사를 설명하면서 한 문장에서 동사와 연결되는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개념을 언

급한 점이 특징이다. 문법서에서 문장성분에 대한 논의를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서

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문장성분에 대한 인식의 일면에 해당한다. 

다음은 각 문법서에서 언급한 문장성분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 문법서의 문장성분 종류

문법서 문장성분

文通 起詞 語詞 止詞 表詞 司詞 加詞 轉詞

中國文典 主詞 賓詞

中等國文典 主格 賓辭 附加辭

通 主詞 說明

國文典 主語 說明語 副要素

要略修文 起詞 語詞 止詞 表詞 轉詞

要略 起詞 主語 語詞 說明 止詞 表詞 司詞

新講義 主部 從部

文通에서는 총 7가지 문장성분을 언급했으며 要略, 要略修文에서는 이를 계

승,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要略에서는 이 가운데 ‘加詞’, ‘轉詞’를 생략하고 주어, 

술어 개념으로 ‘起詞’, ‘語詞’ 외에 ‘主語’, ‘說明’을 보충했다. 要略修文에서는 ‘司

詞’, ‘加詞’를 생략하고 문장성분을 5종류로 분류했다.  通, 新講義, 中國文典
은 모두 문장성분으로 2가지 요소만을 언급했다. 다만  通, 新講義은 주어, 술

어 성분을, 中國文典에서는 주어, 목적어 성분을 언급한 점이 상이하다. 中等國文

典, 國文典에서는 주어, 술어, 부요소로 3가지 성분을 언급했다. 품사의 하위항목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성분 체계에 있어서도 文通과 要略,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文通, 中國文典, 要略修文, 要略에서는 모두 문장성분의 단위로 詞를 취했

다. 다만 文通, 中國文典에서는 문법단위의 개념으로 詞를 사용하지 않는다. 文
通에서 ‘詞는 뜻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意達於外曰詞]’이라고 정의하며 詞를 문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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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단위로만 사용한다. 즉 문법단위에 단어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字, 詞는 동일한 체계의 단위가 아니라 詞는 字의 기능, 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

주했다. 中國文典에서도 단어 개념은 ‘語’라 칭하며 ‘詞’는 문장성분의 단위로만 

사용했다. 반면 要略修文, 要略에서 詞는 문법단위로서 단어로 기능하며 문장성

분 역시 詞를 단위로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법단위와 문장에서의 기능을 나타

내는 단위가 詞로 동일한 명칭을 갖게 된다. 要略에서 “詞가 뜻을 표현하는 것은 

각기 자연스러운 기능이 있으니 起詞, 語詞, 止詞, 表詞, 司詞가 있다. 이는 詞의 기

능으로 9가지 類 이외에 다른 5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점은 단어

의 품사종류와 문장성분의 개념이 혼용되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中等國文典, 新
講義에서는 각각 ‘語’, ‘部’를 문장성분의 단위로 했으며 中等國文典,  通에서

는 문장성분의 단위가 통일되지 않는다. 

각 문법서에서의 문장성분에 대한 정의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법단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문장을 정의하면서 주어, 술어 성분을 언

급했다. 우선 주어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40) 起詞는 句讀의 발단이다.103)

(41) 主部는 1句의 주체이다.104)

각 문법서에서는 주어를 ‘起詞’, ‘主詞’, ‘主格’, ‘主語’이라 명명하며 그 기능은 ‘시

작’, ‘일으키다’에 중점을 둔 경우와 ‘주체’에 중점을 둔 경우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

하는 경우로 (40)의 要略修文에서는 주어를 ‘句讀의 발단’이라고 정의했다. 그 밖

에 文通⋅正名에서는 ‘句讀의 시작’, 中等國文典에서는 ‘발단의 사물을 제기하는 

것’, 中國文典, 要略은 ‘동작이 일어나는 곳’, ‘동사의 기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과 같다. ‘주체’에 중점을 둔 경우는 (41)과 같이 新講義에서 주어를 ‘한 

문장의 주체’라고 정의한 것이다. 國文典,  通, 要略에서 주어를 각각 ‘전체의 

主詞’, ‘한 문장 혹은 여러 문장에서 主가 되는 것’, ‘여러 詞가 붙은 주체’라 정의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술어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42) 主部를 따라서 움직임 혹은 정태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從部라 한다.105)

103) 起詞句讀之發端也。要略文典 總論.

104) 主部 , 一句之主體也。新講義 169쪽.

105) 隨從主部而表示或動或靜之情狀 , 曰從部。新講義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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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든 동작을 서술하는 것을 賓辭라 한다.106)

그 명칭은 ‘語詞’, ‘說明(語)’이 보편적이며 ‘賓辭’, ‘從部’로 명명되기도 한다. 술어

의 기능은 ‘말하다’, ‘설명하다’로 정의되며 다만 술어가 말하고, 설명하는 대상에 있

어서는 문법서간에 차이를 보인다. 술어의 서술 대상으로 ‘動靜’을 언급한 경우와 

‘動’만을 언급한 경우로 분류된다. (42)의 新講義에서는 술어가 ‘움직임이나 정태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했으며 文通,  通, 要略에서도 술어가 주어의 ‘動靜’을 

나타낸다 했다. 반면, (43)에서와 같이 中等國文典에서는 술어는 동작을 진술하는 

것이라 했고 要略에서도 술어는 주어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와 같이 술어

가 동사, 형용사로 구성되는가 아니면 동사만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점에서 견해 차

이를 보인다. 要略에서는 전자는 ‘說明’, 후자는 ‘語詞’로 설정함으로써 2가지 개념

을 모두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語詞’는 다만 주어의 행동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說

明’은 주어의 動靜에 관계되는 모든 실사, 허사, 9가지 품사를 포함한다고 한 점을 

미루어 ‘語詞’는 술어, ‘說明’은 술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通에서는 

‘說明’을 단순 단어 개념이 아닌 주어의 動靜에 관계되는 실사, 허사를 모두 총괄하

는 개념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要略修文에서는 술어를 주어와 목적어

의 관계라 정의했다. 하지만 이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의 술어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주어, 술어 이외의 문장성분은 문법서간에 차이가 크며 따라서 문장성분의 체계가 

유사한 문법서끼리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文通에서는 ‘止詞’, ‘表詞’, ‘司詞’, 

‘加詞’, ‘轉詞’를 언급했으며 要略, 要略修文의 문장성분 체계가 이와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 要略은 ‘止詞’, ‘表詞’, ‘司詞’, 要略修文에서는 ‘止詞’, ‘表詞’, ‘轉詞’

를 언급했다. 3권의 문법서에서는 모두 止詞, 表詞를 설명했으며 그 개념정의도 유사

하다. 止詞는 각각 ‘행동이 미치는 바’, ‘語詞의 작용이 머무는 바’, 혹은 ‘주어의 움

직임의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表詞는 술어 가운데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성분이라 

했다. 다만 각 문법서에서 語詞와 表詞의 관계가 상이하다. 文通에서 語詞는 動靜

을 나타내며 表詞는 그 가운데 靜을 나타내는 것으로 表詞가 語詞의 하위개념에 해

당한다. 要略에서는 語詞는 ‘動’을 表詞 ‘靜’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등한 관계이며 

양자는 그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說明에 포함된다. 要略修文에서 ‘語詞’는 주어,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정의되어 ‘表詞’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 밖에 文通에서는 개사의 부림을 받는 ‘司詞’, 개사와 그 목적어를 합친 ‘加

106) 皆陳明其動作 也, 是之 賓辭。中等國文典 總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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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 목적어 이외에도 연결되는 단서인 ‘轉詞’를 문장성분으로 한다. 要略은 이 가

운데 司詞 개념을, 要略修文은 轉詞 개념을 계승했다. 다만 要略修文에서는 文
通에서와 달리 목적어를 ‘주어의 움직임의 목적’이라 정의하고 ‘轉詞’는 동작이 베

풀어 미치는 것으로 정의해서 文通의 목적어 개념으로 ‘轉詞’를 정의한 점이 특징

이다. 要略, 要略修文은 文通의 문장성분 체계를 계승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에서는 3가지 문장성분에 대해 설명했다. 주어, 술어 성

분을 제외하고 전자는 ‘附加辭’, 후자는 ‘副要素’를 언급했으며 양자는 유사한 개념

으로 주어, 술어의 수식 성분 및 보어 개념을 포괄한다. 다만 두 문법서의 문장성분 

체계에서는 목적어 개념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그 밖에 中國文典, 國文典 두 문법서에서는 ‘體詞’, ‘用詞’, ‘狀詞’, ‘助詞’에 대

해서도 논의했으며 두 문법서의 해당 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 각 성분에 대한 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體詞는 사물의 실체를 기록한다. 명사, 대사가 이에 속한다.107)

(45) 用詞는 사물의 동작을 나타낸다. 동사가 이에 속한다.108)

(46) 狀詞는 사물, 동작의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부사가 이에 속한다.109)

(47) 助詞는 體詞, 用詞, 狀詞 3가지를 도와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한다.110)

이는 각각 현대 문법 개념의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의 개념과 유사하다. 문장

에서의 기능에 의거한 개념으로 이에 의거해 품사를 재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체언, 

용언, 수식언의 정의는 각각에 포함되는 명사, 동사, 부사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어 

이를 통해서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각 문법서에서 문장성분의 종류는 문법서마다 상이하고 그 용어, 개념 정의에 있

어서도 문법서 간의 차이가 크다. 이는 품사체계가 대개 통일된 양상을 보인 것과 

다르다. 초기 문법서의 문장성분 체계는 품사체계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법서에서 문장성분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그 체계가 완

비되지 않았음을 반 한다. 문법 설명에서는 문장성분 개념은 특정 문장성분으로 상

107) 體詞所以紀事物之實體 , 名詞代名詞屬之。中國文典 1쪽, 國文典 4쪽.

108) 用詞所以示事物之動作 , 動詞屬之。中國文典 1쪽, 國文典 4쪽.

109) 狀詞所以示事物及動作之性質狀態 , 形容詞, 狀詞。中國文典 1쪽, 國文典 4쪽.

110) 助詞所以助體用狀三詞, 以完全文章上之意義 , 介詞, 接續詞, 感歎詞, 助詞屬之。中國文

典 1쪽, 國文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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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품사성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8) 부사를 가차하여 형용사가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추상명사를 수식한다. 

…… 고로 ‘不’, ‘未’ 2자는 지금 추상명사를 형용하며 본래는 부사이다.111)

(49) ‘甚’자는 본래 부사인데 이로써 句讀를 맺으면 형용사처럼 사용되어 表詞가 

된다.112) 文通

(48)의 中等國文典에서는 부사가 가차되어 형용사가 되는 것은 바로 명사를 수

식하기 때문이라 간주했다. 즉 명사의 수식어를 형용사로 인식했으며 따라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가 형용사로 가차되는 것이라 했다. 현

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부사도 명사 수식어로 기능한다. (49)의 文通에서는 부사가 

술어로 사용된 경우를 설명하면서 역시 형용사의 개념을 빌렸다. 부사가 술어, 즉 

‘表詞’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가 형용사로 품사 전환하고 형용사가 ‘表詞’가 

된다고 간주했다. 두 예에서는 부사가 명사 수식어, 술어로 기능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사가 형용사로 품사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용사를 통해 이를 설명한

다.113) 이는 수식어, 술어의 개념이 특정 품사로 제한되거나 이와 동일시되는 것에서 

말미암는다. 

(50) 동사, 형용사[動靜]에 부사[狀字]가 있는 것은 명사[名字], 대사[代字]에 동사, 

형용사[動靜]가 있는 것과 같다.114)

(51) 司詞는 개사의 부림을 받는 명사, 대사이다. 명사, 대사라 하지 않고 司詞라

고 하는 것은 개사의 기능을 밝혀 개사의 부림을 받는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이

다.115)

(50)의 要略에서는 부사를 설명하면서 동사와 형용사에 있어서의 부사는 명사와 

대사에 있어서의 동사, 형용사와 같다고 했다. 이 역시 품사 개념을 통해 문장성분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동사, 형용사가 명사와 대사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가 동사, 형

111) 假副詞爲形容詞 , 必以狀抽象名詞, ……故不未兩字, 今形容抽象名詞, 而原爲副詞也。中等

國文典 174쪽. 

112) 甚字本狀字也, 以煞句讀, 卽用如靜字而爲表詞矣。文通 384쪽.

113) 품사활용이 특정 품사의 문장에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점은 3.2.3장에서 언

급한 바 있다.

114) 動靜之有狀, 猶名代之有動靜也。要略 下篇 42쪽.

115) 司詞 受司於介詞之名詞代詞也。所以不稱名詞代詞而稱爲司詞, 因其可以發明介詞之功用而

爲介詞之所司也。要略 下篇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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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를 수식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사, 형용사는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명사, 대사의 수식어뿐만 아니라 술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사 

역시 동사, 형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불

분명하며 이는 품사를 통해서 문장성분을 언급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51)

의 要略에서는 문장성분으로서의 개사 목적어[司詞]와 이로 기능하는 품사종류인 

명사, 대사의 개념구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품사와 문장성분의 층위, 그 개념 

구분 대한 필자의 인식을 반 한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는 대개 문장을 문법단위로 설정하고 그 구성에 대해 논의

했다. 하지만 각 문법서에서 언급되는 문장성분의 종류, 명칭이 상이하다. 또한 문법 

설명에서 그 개념어들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특정 품사개념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문법서의 문장성분 체계는 품사체계에 비해 정립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3.3.2 격 개념의 변용

문법서에서는 격의 개념도 보인다. 본래 ‘격’은 명사, 대사와 같은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이 문장 안에서 술어에 대하여 가지는 자격을 일컫는다. 중국의 초기 

문법서에서 격 개념은 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역시 문장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구성 요소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문장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

상으로 한 문법서 가운데 漢文典,  通을 제외한 모든 문법서에서는 격 개념을 

설명했다. 특히 要略에서는 문장에서 명사, 대사가 무슨 격으로 기능하는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지므로 격 개념의 학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각 문법서에서는 격을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文通은 ‘次’, 中國文典, 要略修

文典, 要略, 新講義은 ‘位次’, 中等國文典은 ‘格’, 國文典은 ‘位’라 하여 그 

용어가 상이하다. 또한 격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2) 명사, 대사가 句讀에서 위치를 ‘次’라고 한다.116)

(53) 명사는 文에서 기타 詞와 여러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를 살펴서 格의 이름

을 세우니 格은 명사가 한 句에서 취하는 격식이다.117)

116) 凡名、代諸字在句讀中所序之位, 曰次。文通 59쪽.

117) 是名詞 , 於文中之他詞, 有種種之關係, 察其所以相關係 , 而格之名立焉, 格 , 名詞在

一句之中, 其所取之格式。中等國文典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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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位次는 文에서 명사, 대사가 거하는 위치다.118)

(55) 명사가 文句 중에서 거하는 지위가 位次이다.119) 

격이 주어지는 범위를 (52), (53)에서는 句讀, 句라 하고 (54), (55)에서는 文, 文句

라고 한 점이 상이하나 대개 하나의 주어, 술어로 구성되는 문장 안에서 격이 주어

진다. 

격 개념이 주어지는 대상으로 文通, 要略은 명사와 대사, 中等國文典은 명

사를 언급했다. 기타 문법서에서는 격의 정의에서는 어떠한 품사가 격을 갖는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어떠한 성분이 격을 갖는가하는 

점은 문법서에서의 격 개념과 관련한 설명부분의 배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명

사, 대사 2가지 품사의 격에 대해 언급한 것은 文通,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要略이다. 文通에서는 ｢正名｣에서 격의 개념을 정의하고 명사, 대사 다음에 별도

로 ｢名⋅代之次｣의 장을 세워 이에 대해 논의했다. 要略에서도 이와 같이 ｢名詞代

詞之位次｣의 장을 두었다. 中國文典, 中等國文典은 명사, 대사의 장에서 각 품사

의 격을 논했다. 中等國文典에서는 격의 정의에서는 명사만 언급했지만 대사는 명

사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명사와의 기능이 같고 따라서 대사도 격을 갖는다고 

하며 역시 명사, 대사의 격을 논했다. 그 밖에 國文典에서는 명사의 격만 논했다. 

要略修文과 新講義는 격이 명사, 대사에 주어지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외 

기타 품사에서도 격을 언급한 점이 특징이다. 要略修文에서는 명사, 대사, 조동사, 

형용사, 부사, 개사의 격을 설명하고 동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에서는 격에 대해 언

급하지 않았다. 新講義에서는 9가지 모든 품사의 격을 설명했다.

격은 각 해당성분의 문장에서의 위치, 기타 단어와의 관계, 상호 순서에 의해 결정

된다. 要略修文에서는 부사의 격은 동사의 전후에 위치하는 것, 형용사, 조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있고 개사의 격은 명사, 대사 앞에 오는 것, 도치되어 뒤에 위치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며 ‘位次’의 격 개념을 위치의 개념으로 상용한다. 新講義
에서는 동사의 격을 설명하면서 격 개념의 ‘위차(位次)’와 ‘위치(位置)’를 호환하여 

사용한다. 또한 동사의 10가지 격은 명사, 대사에 주어진 격과 동사의 어순 관계를 

논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120) 이를 통해 격이 어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118) 位次 , 文中名詞、代詞所居之位置。要略下編 22쪽.

119) 名字在文句中所居之地位, 是曰位次。新講義 13쪽.

120) 동사의 10가지 격에 대해 정의내리지 않았지만 그 예문을 통해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雙主位는 2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구가 주어로 사용된 문장, 略主位는 주어가 생략된 문

장에서의 동사위치이다. 先賓位, 後賓位는 동사와 목적어, 先偏位, 後偏位는 동사와 ‘其’, 

先附位, 後附位는 동사와 개사 목적어, 先同位, 後同位는 ‘是’, ‘爲’의 동사와 주격보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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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어의 격은 단어의 형태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문법서에서의 격의 논

의 역시 기타 문장성분과의 관계, 어순 등에 대한 설명에 중점이 있다. 또한 일부 문

법서에서는 명사, 대사를 제외한 기타 품사가 격을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문법서에서의 격의 종류와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법서 격

文通 主次 賓次 正次 偏次 前次 同次

中國文典 主次 賓次 冠次

中等國 主格 目的格 所有格

國文典 主位 賓位 所有之位

要文 主次 賓次 冠次

要略 主次 賓次 正次 偏次 前次 同次

新講義 主位 賓位 附位 偏位 同位

<표 9> 문법서의 격 종류

격의 종류는 文通, 要略에서는 6가지를, 新講義에서는 5가지, 기타 문법서에

서는 3가지를 언급했다. 주격, 목적격은 모두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偏次’, 

‘冠次’는 관형격에 해당하며 ‘所有之位’, ‘所有格’은 그 가운데 소유의 의미를 하나의 

격 개념으로 간주한 것이다. ‘正次’는 수식을 받는 성분으로 ‘偏次’에 대응하는 개념

이다. ‘同位’, ‘同次’는 동격에 해당하며 ‘前次’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新講義
의 ‘附位’는 개사의 목적어 성분에 해당한다. 본 연구서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주격에 대응하는 목적어 성분과 개사의 목적어를 구분한다고 했다. 

각 문법서에서의 격 개념에 대한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일부 격 

개념은 문장성분과 동일시되며 이를 통해 정의, 설명된다. 예를 들면 들면 다음과 같

다.

(56) 명사, 대사가 句讀에서 주어가 될 때, 처하는 위치를 ‘主次’라고 한다.121) 

(57) 대략 한 문장의 주어는 항시 主位이다.122)

어순관계에 해당한다. 新講義 57~58쪽 참조.

121) 凡名、代諸字爲句讀之起詞 , 其所處位曰主次。文通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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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主次는 句讀의 발단이다.123)

(59) 질박하게 말하면 主次는 주어, 賓次는 목적어이다.124)

(56)의 文通, (57)의 國文典에서는 문장성분인 주어를 통해 그 위치를 주격이

라고 정의했다. (58)에서 要略修文의 주격 정의는 “句讀의 발단이다.”의 주어 정의

와 동일하다. (59)의 要略에서는 주격과 주어, 목적격과 목적어가 동일 개념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문장성분과 격의 개념은 종종 동일시된다. 

다만, 文通에서는 대개 주어는 주격에 위치하지만 간혹 주격에 위치하면서 주어

가 아닌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 대화하는 상대를 부르는 경우, 감탄하여 

명사를 부르짖는 경우, 서명을 예로 들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요소가 주격인 것은 

문장에서의 위치에 의거한 것이고 주어가 아닌 것은 그 의미 기능이 동작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장성분과 비교하면 격은 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 특

징이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각 격의 하위 항목을 상세히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中
國文典, 要略修文에서는 주격, 목적격의 명사를 재분류했으며 해당 부분의 설명은 

거의 일치한다. 두 문법서에서 주격의 명사는 2가지로, ① 명사가 동사, 조동사, 부사

의 앞에 위치하는 경우, ② 명사가 ‘說明格語’에 있으며 동사, 조동사와 긴밀히 이어

지지 않는 경우로 분류했다. 목적격의 명사는 3가지로, ① 타동사에 속해서 그 목적

을 보이는 경우, ② 자동사에 속해서 그 관계를 보이는 경우, ③ 타동사의 앞에 나타

나서 그 결과가 되는 경우로 분류했다. 中等國文典에서도 주격, 목적격의 종류에 

대해 논했다. 본서에서는 명사의 주격은 4가지로 ① 동사의 주격, ② ‘表格’, ③ 호
격, ④ 주격생략[虛格], 목적격은 5가지로 ① 타동사의 목적격, ② 개사의 목적격, ③ 
2개의 목적격[雙格], ④ ‘副格’, ⑤ 선행하는 목적격으로 분류했다. 

각 격의 하위항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들의 격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中國文典, 要略修文의 주격 ②의 說明格語에 있는 경우는 中等國文典의 

주격 ②의 ‘表格’과 유사 개념이다. 中等國文典에서 ‘表格’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60) 表格도 주격이다. 즉 名詞補足語이다. …… 그 기능은 주격이 어떤지를 밝히

며 주격의 명사와 실제 동일한 물건이다. 같은 물건이면 한 물건이 2개의 격을 가

122) 大約一句之主詞, 恒爲主位。國文典 24쪽.

123) 主次 , 句讀之發端也。要略文典 8쪽.

124) 質而 之主次卽起詞, 賓次卽止詞。要略 下編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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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없으므로 고로 명사보족어가 주격을 나타내고자 사용되면 표격이라 한다.125)

‘說明格’, ‘表格’은 文通의 ‘表詞’와도 유사한 개념으로 서양 문법의 명사 보어 

성분에 해당한다. ‘表格’을 주격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 것은 ‘A는 B이다/가 

되다.’와 같은 구문에서 A, B가 지칭하는 바가 같다는 점에 의거한다. 즉 문장에서의 

위치와 그 기능이 주어와 상이함에도 주격의 한 종류로 삼은 것이다. 격이 위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양자는 동일한 부류의 격이 될 수 없으며 즉 ‘說明格’, 

‘表格’은 주격과 같은 것, 혹은 이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 될 수 없다. 

中等國文典에서 명사의 목적격의 하나로 언급한 ④ ‘副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61) 副格은 곧 부사이다. 부사가 어떻게 격이 되는가? 이러한 부사는 모두 명사

이며 본래 개사의 목적격인데 개사와 결합해서 부사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관례

적으로 개사를 생략하고 이러한 부사는 항상 동사 다음에 바로 놓여서 마치 목적격

과 같다. 고로 副格이라 한다.126)

中等國文典에서는 격 개념의 정의에서 격은 명사 성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격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副格’을 부사라고 했다. 이는 본

래 부사구로 기능하는 개사와 그 목적어 가운데 개사가 생략되고 명사만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다만 이 명사가 동사 뒤에 위치하므로 목적격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격을 명사와 개사와의 관계에만 근거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이 하나의 구를 형성하는 경우 그 구의 문장성분까지 고려해서 격을 부여한 것이다.

다음은 소유격, 관형격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62) 소유격은 아래 명사가 위 명사의 소유임을 나타낸다. …… 이러한 명사는 다

른 명사의 앞에서 다른 명사를 제한하며 실제 형용사의 지위에 위치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소유격의 의미는 2가지로 나뉜다. 첫째, 소유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 …… 

둘째, 순전히 형용사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127) 

125) 表格 亦主格也, 卽名詞補足語。…… 其作用乃以表明主格之爲何, 主格之名詞, 實同一物, 

旣爲同物, 則一物不可有兩格, 故名詞補足語, 用以表明主格 , 之表格。中等國文典 52쪽.

126) 副格 , 卽副詞也。副詞何以成其爲格, 蓋此種副詞, 率以名詞爲之, 且原爲前置介詞之目的

格, 合爲副詞短語之作用 , 而慣例特略其介詞, 又此種副詞, 恒直立於動詞之下, 若目的格

然, 故曰副格也。中等國文典 60쪽.

127) 所有格 , 下名詞爲上名詞所有 也。……然此種名詞, 冠於他名詞之前, 乃所以限制他名

詞, 已實居於形容詞之地位, 以此之故, 而所有格之意義, 區分爲二, (一)表示所有之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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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관형격은 명사가 형용사의 지위에 위치하며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항상 ‘之’자로 잇는다.128) 

(62)에서는 소유격을 2가지로 분류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형용사의 의미를 지니

는 것이다. 이는 소유격이 관형어라는 문장성분에 포함되는 것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의미의 한정이라는 유사성에서 오히려 소유격에 관형어로 자주 기능하는 

형용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63)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관형격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

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격 개념과 문장성분, 그리고 품사가 혼용되고 있음을 반 한

다.

초기 문법서의 격 개념은 각 문법서마다 상이하며 그 체계상에 문제점이 발견되기

도 한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격을 지니는 품사로 명사, 대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일

부 문법서에서는 기타 품사도 격을 갖는다고 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격 개

념은 문장성분, 품사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중국

어의 격은 형태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성분과의 어순관계, 문장에서의 

기능에 의해 정해지는 것에서 말미암는다. 또한 격이 주어지는 단위 설정도 문제시

된다. 문법서에서는 대개 단어를 단위로 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新講義에서 2개의 명사로 구성되는 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 각각 격을 가지

며 이는 2개의 主位를 갖는 것으로 설명한다. 中國文典에서는 주격을 간접, 직접으

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주격의 명사구가 수식구조로 구성된 경우이다. 

문장성분, 격에 대한 논의는 단어가 문장을 이루는 법칙에 대한 통사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초기 문법서가 단어 중심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 조

합과 그에 따른 문장의 구조를 논의한 것으로 기존 전통 언어학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다. 한편 漢文典에서는 문장성분이나 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 문법

서의 한계점에 해당한다. 아마도 이는 漢文典에서는 단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장이 아닌 글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4장에

서 각 문법서의 문법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二)純爲形容詞之意義 中等國文典 65쪽.

128) 冠次名詞立於形容詞之地位, 以修飾他名詞 , 恒以之字續之。中國文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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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문법서에서의 문법단위, 품사분류, 문장성분을 통해 그 문법체계를 분

석했다. 전통 언어학, 현대 중국어 문법학의 문법체계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각 

역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는 단어 개념이 출현한다. 이는 ‘詞’, ‘語’로 명명하며 전통

적 字의 단위와 구분된다. 문자단위에 구속되지 않고 그 의미 기능에 의거한 단위를 

정립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일부 문법서에서 字는 2자 이상의 단위를 지칭

하지 않게 되었으며 본의를 잃고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

다. 다만 字는 1음절 단어 혹은 문자단위로도 기능하고 형태소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형태소를 ‘語素’라 칭하며 이를 

문자단위와 구분했다. 초기 문법서의 문법단위 체계에서는 구의 개념을 정립시키지 

못했으며 이는 단어의 개념과 혼용된다. 일부 문법서의 단어 개념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대적 개념의 단어 이외에도 일종의 단어 조합도 포함한다. 또한 서양의 

문법 개념의 문장(sentence), 절(clause)을 도입해서 전통적 ‘句’, ‘讀’ 개념을 주어, 술

어로 구성되는 문법단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기존의 句讀가 다독을 통한 문맥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과 달리 그 구성 성분과 의미적 특징에 의거하여 구

분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讀’ 개념은 당시 문법서에서도 보편적

으로 수용되지 못했고 결국 현대 중국어 문법에까지 계승되지 못했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는 품사를 통한 어휘 분류체계를 확립했다. 전통 언어학에

서는 모든 어휘를 아우를 수 있는 분류 체계를 성립하지 못했다. 초기 중국어 문법

서는 품사론을 수용하여 대개 중국어의 품사를 9가지, 혹은 10가지로 분류하며 통일

된 양상을 보인다. 당시 품사론은 이미 안정된 체계를 정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현대 중국어 문법의 12품사 체계와 비교하면 수사, 양사, 의성사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초기 문법서에서도 수사, 양사[量名] 등의 개념이 출현하지만 이를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일부 품사 개념이 현대 중

국어 문법학의 것과 상이하다. 현대 중국어 문법학에서 개사는 대개 명사(구), 대사

의 앞에 오는 성분을 가리키지만 초기 문법서에서는 후치하는 성분도 포함된다고 간

주했다. 그 예로 언급한 것이 ‘之’에 해당한다. 한편 초기 문법서의 조사는 어조조사

만을 포함하며 구조조사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문법서가 구조조사가 보편적으로 

출현하기 이전의 고대 중국어를 연구대상으로 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품사의 하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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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있어서는 문법서마다 차이를 보이며 일부 문법서에서는 의미, 형식, 기능 등 다

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중국어 품사체계를 발전시켰다.

문장을 하나의 문법단위로 확립하고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는 문장구조 및 그 구

성 성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언어학에서도 문자, 단어의 단위를 넘어

서서 통사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이 역시 초기 중국어의 문법서에서 

비롯된다. 다만 통사론은 품사론에 비해 그 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 각 문법서에서 

주어, 술어 성분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용어가 상이하며 기타 문장성분

의 종류, 명칭 역시 문법서 간에 차이가 크다. 또한 문법 설명에서 문장성분의 활용

도가 낮고 이는 대개 품사 개념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초기 중국어 문

법서에서는 서양의 격 개념을 도입하고 이로써 문장을 분석하기도 한다. 다만 격 개

념을 중국어의 형태적 특징에 부합하게 변용했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 격은 문

장에서의 위치, 기타 성분과의 어순관계를 통해 어휘의 통사적 기능에 의거한다. 격

의 변화가 어휘의 형태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격을 가지는 대상이 불분명하고 명

사, 대사 이외에 동사, 형용사와 같은 기타 품사도 격을 갖는다고 간주했다. 초기 중

국어 문법서에서 격의 개념은 종종 문장성분, 품사 개념과 혼용되며 따라서 현대 중

국어 문법에서 격 개념은 계승되지 않았다.

한편, 초기 문법서의 문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동일한 문법개

념에 대한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각 문법서 간에 혹은 한 권의 문법서에서 문법 

개념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새로운 문법개념의 경우 동일한 대상

을 상이한 용어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단어’는 문법서에서 ‘詞’, ‘語’, 

‘字句’ 등으로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며 단어 개념이 기존의 字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문법서에서는 여전히 단어를 ‘字’로 명명하며 일부 품사에서 이를 ‘複語’, ‘合

字’라 부르기도 한다. 그 밖에도 ‘讀’, ‘短語’ 역시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지 않으나 상

이한 용어로 지칭된다. 동일한 용어가 상이한 문법개념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

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단어를 ‘詞’라 했고 文通에서 ‘詞’를 주어[起詞], 술어[語詞]

와 같은 문장성분의 단위로 사용했다. 또한 문장성분에서 ‘賓’이 상이한 성분을 지칭

한다. 中國文典의 ‘賓詞’, 기타 문법서의 ‘賓次’는 목적어, 목적격 성분을 지칭하며 

이는 주어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목적어를 ‘賓’이라고 한다고 했다. 반면 中等國文典
에서는 주어와 대응하는 술어에 ‘賓’의 개념을 사용하여 술어를 ‘賓辭’라 했다. 주어

에 대응하는 요소로서 목적어, 술어가 동일한 명칭으로 불렸다. 

둘째, 문법 개념을 각각 정의하여 구분했지만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개념이 명

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新講義에서는 기타 문법서에 비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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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세분화해서 字, 詞, 短語, 片句, 讀, 句, 章, 節, 篇 9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

해 정의했다. 그러나 정의내용에 근거해서 실제 문법단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즉 

각 문법단위의 개념은 상위단위가 하위단위를 구성 성분으로 갖는다는 점 외에는 의

미의 복잡함, 문장의 불완전성 등 상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단위가 구분되므로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要略에서는 句, 讀를 각각 長, 短으로 세분화하고 전

자는 主語, 說明 후자는 起詞, 語詞로 구성된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그 구분 기준이 

상대적이다. 

셋째, 서양 문법의 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실제 중국어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까

지도 수용했다. 이 시기의 문법체계에서만 보이며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계승되지 

않은 특수한 문법 개념을 살펴보면 서양의 문법 요소와 대응 관계가 있다는 점이 공

통적이다. 예를 들면, 讀는 어의 절(clause)과 유사하며 각 문법서에서 接讀代字, 聯

接代字, 接續代名詞, 副置代字는 그 명칭이 상이하고 각각의 정의 내용도 차이를 보

이지만 이는 어의 관계대명사(relative pronoun)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초기 문법연

구자들이 서양 문법의 향력으로 서양언어의 문법적 특징에 해당하는 요소를 중국

어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현대 중국어 문법학의 발전 과정에서 배제, 

수정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 문법서의 문법체계는 형성과정의 초보적 단계로 미흡한 점도 나타

난다. 하지만 문법단위, 품사, 통사 각 역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전통 언어학

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념, 틀을 정립하며 중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중국 언어학의 전통에서 현대로의 전환과정을 의미하며 현대 

중국어 문법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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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어 문법서의 역사적 의의

4.1 문법서에 나타난 문법관

본 절에서는 문법서에서 문법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문법서

의 구성을 통해 실제 문법서 안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

펴본다. 다음은 문법에 대한 정의 내용 및 그 구성 요소들을 통해 이들이 실천한 문

법의 실체를 분석한다.

4.1.1 문법서의 구성을 통해 본 연구 상과 범

문법서의 구성은 문법연구자들이 구상한 문법구조의 체제를 반 한다. 각 문법서

의 구성 요소, 분량의 분배, 순서 배치 등을 통해 문법서에서 실질적 다루고 있는 내

용, 중점을 두고 있는 요소와 그 의미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129) 

文通은 총 10권으로 ｢正名｣, ｢字類｣, ｢句讀｣로 구성된다. ｢正名｣은 새로운 방법

론 적용에 사용되는 신 개념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그는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사

용할 이름을 바르게 하여 취지가 있는 바를 확고히 하니 이를 界說이라 한다.”고 하

며 23개의 界說을 통해 각각의 개념을 정의했다. ｢字類｣는 총 9권으로 구성되며 文
通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實字의 ‘名字’, ‘代字’, ‘動字’, ‘靜字’, ‘狀字’, 虛

字의 ‘介字’, ‘連字’, ‘助字’, ‘歎字’의 순서로 각 품사를 정의하고 그 종류 및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은 ｢句讀｣이다. 馬建忠은 字類 설명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지만 

文通의 본지는 句讀에 있음을 강조했다. 

(1) 이 책의 본지는 句讀를 전문으로 논하는 것이다. 句讀란 字가 모여서 이룬 것

이다. 字는 句讀에서 반드시 일정한 위치가 있고 각 字가 조합되려면 반드시 그 類

를 따라야 하니 類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句讀를 논한다.130) 

129) ｢부록2｣에서 각 문법서의 목차를 제시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130) 是書本旨 論句讀, 而句讀集字所成 也, 惟字之在句讀也, 必有其所, 而字字相配, 必從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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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讀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字에 근거해야 하고 句讀에서의 字의 위치, 

조합은 9가지 字類에 근거한다고 간주했다. 즉 句나 讀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주어나 술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주어, 술어를 알

기 위해서는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품사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 이에 주어가 어

떻게 나온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명사, 대사를, 술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기 위

해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주어와 술어의 뜻이 충분치 않은 경우 그것을 보충하는 것

을 알기 위해서 개사를, 술어와 술어가 서로 이어지고 전환되는 경우 그것을 연결시

켜 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접속사를, 술어의 어기에 의심이나 확신이 있는 경우 그

것을 전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느낌이 

미처 전달되지 않고 소리로 나오는 것을 알기위해서는 감탄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

다.131) 즉 字類에 대한 논의가 句讀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馬建忠은 문법 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예문을 제시했다. 그

는 經史, 諸子百家, 志怪, 說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에 하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고 간주했다. 다만 文通에서는 四書, 春秋三傳, 史記, 漢書, 國語, 戰
國策과 韓愈, 諸子百家의 문장을 중심으로 예문을 취했다. 설명방법은 우선 문법 개

념,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위에서 언급

한 법칙의 성립을 증명하는 식이다. 예문은 이를 별도로 분석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문만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漢文典은 크게 2부분, ｢文字典｣, ｢文章典｣으로 구성된다. 漢文典⋅本書大旨에
서는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 고로 본편은 ｢文字典｣을 지어 언어를 적합하게 하고 ｢文章典｣을 지어 언어의 

작용을 보인다. 차례대로 하지 않음은 교육에서 기피하는 것이다. 이 책은 순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통달하게 하니 고로 먼

저 문자를 논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논한다. ｢文字典｣에서는 글자의 기원, 품성을 

논하고 ｢文章典｣에서는 文의 법칙, 체제를 논한다.132) 

 

｢文字典｣은 언어를 적합하게 하고, ｢文章典｣은 언어의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그 

기능이 상이하고 전자는 字의 기원, 품사, 후자는 文의 법칙, 체제를 논의하는 것으

類, 類別而後進論夫句讀焉。文通⋅例 .

131) 文通⋅第10章 참조.

132) 故玆篇作文字典, 使 語之愜當, 作文章典見 語之作用。陵節躐等, 敎育所忌。是編循序漸

進, 由已知以通所未知, 故先 文字, 次 文章。文字典所以述字之源流及品性, 文章典所以

論文之法則 體格。漢文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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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연구대상도 상이함을 지적했다. 또한 ｢文字典｣이 ｢文章典｣의 기초가 되므로 

문자를 우선 익히고 이를 발판으로 문장을 익혀야 함을 강조했다. 

각각의 구성 및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文字典｣은 ‘字由’, ‘字統’, ‘字品’, 총 

3부분으로 구성된다. ‘字由’는 字의 기원, 기능, 명칭, 변화, ‘字統’은 字의 근본인 六

書와 字의 기강에 해당하는 形部, 音部, 義部로 구성된다. ‘字品’에서는 ‘名字’, ‘動

字’, ‘靜字’, ‘狀字’, ‘代字’, ‘介字’, ‘聯字’, ‘助字’, ‘嘆字’ 9가지 품사를 설명한다. ｢文
章典｣은 ‘文法’, ‘文訣’, ‘文體’, ‘文論’으로 구성된다. ‘文法’은 ‘字法’, ‘句法’, ‘章法’, 

‘篇法’, ‘文訣’은 ‘文品’, ‘文要’, ‘文基’, ‘文體’는 ‘敍記’, ‘議論’, ‘辭令’, ‘文論’은 ‘原

理’, ‘界說’, ‘種類’, ‘變遷’, ‘弊病’, ‘糾謬’, ‘知體’, ‘致力’으로 구성된다. 漢文典에서

는 字의 형성, 구성에서부터 내용, 형식, 용도에 따른 文의 분류 및 작문 방법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文字典｣에서는 대개 1자나 2~3자의 짧은 구문,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으며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字品에서는 각 품사 및 그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어휘의 

예를 표로 제시했지만 해당 개념에 적합한 예가 아닌 경우도 있고 표의 가독성도 떨

어진다. ｢文章典｣에서는 대개 고대 전적이나 韓愈, 歐陽修, 軾 등의 작품의 일부 

문단을 예로 제시한 경우도 보인다. 출처를 제시했으며 제3권 文體에서는 해당하는 

글의 제목만을 언급한 경우도 보인다. 

漢文典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

거 제시가 부족해서 하나의 법칙으로 성립시키기 어렵고 근거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미흡하여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 또한 ｢文字典｣, ｢文章典｣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漢文典⋅文章典⋅文法⋅字法의 2장 形容法은 單獨形容字, 複雜

形容字, 雙聲疊韻形容字, 騈字形容字의 4절로 구성된다. 형용의 기능을 하는 단어의 

구성 형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 때 形容字는 漢文典⋅文字典⋅字品의 형용사

[靜字]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타 문법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형용사의 종류, 

형식으로 간주하나 漢文典의 형용사 단락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漢文典⋅文章典⋅文法⋅字法의 語助法에서 ‘接語字’, ‘轉語字’는 품사 가운

데 접속사와 유사하며 ‘嘆語字’는 감탄사와 유사하다. 이처럼 ｢文章典｣에서 논의되는 

글에서 특정 의미 기능을 하는 字의 용법은 ｢文字典｣에서의 특정 품사 종류와 유사

하지만 상호 연결되어 함께 논의되지 않고 그 개념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漢文典에서는 통사에 대한 논의가 없어 품사 개념에 대한 설

명, 글을 구성하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 

中國文典은 범례와 10편으로 구성되며 전체 분량은 48쪽에 그친다. 10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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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前置詞｣, ｢助動詞｣, ｢轉接詞｣, ｢感
歎詞｣, ｢歇尾詞｣의 10품사를 설명한다. 中國文典은 범례에서 일본의 兒島獻吉郞가 

저술한 漢文典의 1절을 번역한 것에 바탕하며 그 예문은 文通 및 商務印書館의 

國文敎科書를 참고한다고 했다. 兒島獻吉郞의 漢文典과 비교 결과, 中國文典은 

漢文典의 ｢文辭典｣을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며 일부 항목의 내용

을 변경하거나 본래의 예문,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했다. 그리고 

<參證>에서는 文通, 國文敎科書를 인용한다. 文通의 경우, 예문 이외에도 그 

문법 용어나 개념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인용하여 兒島獻吉郞의 漢文典과 

비교, 대조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서술하기도 했다. 國文敎科書의 경우, 그 

예문만 인용하고 쪽수를 명시하여 독자들이 이를 참고해서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본 

문법서는 일종의 집주서와 같은 형식으로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와 文通, 그리고 

국문교과서에서의 예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中等國文典은 범례에서 文典은 ｢詞性論｣, ｢文章論｣ 2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만 본 저서는 3단계 과정 가운데 초, 중급단계의 학습자를 위한 1단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詞性만을 분석하고 文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그가 애

초에 계획한 文典은 ｢詞性論｣, ｢文章論｣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文章에 대한 논의까

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역시 ｢詞性論｣은 ｢文章論｣의 기초가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中
等國文典을 이은 기타 文典은 출간되지 않았다. 

中等國文典은 총 302쪽의 분량으로 9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總略｣으로 본 

저서의 개괄 부분에 해당한다. 제2장부터 제9장까지는 ｢名詞｣, ｢代名詞｣, ｢動詞｣, ｢形
容詞｣, ｢副詞｣, ｢介詞｣, ｢接續詞｣, ｢助詞｣ 총 8가지 품사로 구성된다. ｢總略｣을 상세

히 살펴보면 이는 ‘詞 句’, ‘主格 賓辭’, ‘詞之種類’, ‘句之種類’, ‘句之分解(附加辭)’

의 5절로 나뉜다. 제1절 ‘詞 句’에서는 字, 詞, 句, 文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文典, 

文法을 정의한다. 제2절에서는 句의 핵심 성분인 주어[主格]와 술어[賓辭]를 설명한

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9가지 종류의 詞133), 제4절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4가지 문장의 종류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개

념을 토대로 문장의 분석 방법을 논의한다. 예문은 馬建忠과 같이 唐代 이전의 글을 

취했다. 

中等國文典은 표지에 ‘중학교, 사범학교용’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성상에서

도 저자가 교학상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깃들인 노력이 잘 반 되어 있다. 본서는 

133) 목차, 본문 상에서는 8가지 품사를 제시했으며 感歎詞에 대한 논의가 없다. ｢總略｣에서

는 모두 9가지 詞를 설명하고 感歎詞에 대해서도 정의했다. 中等國文典에서도 9품사 

체계를 구상했지만 感歎詞의 경우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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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注意>를 통해 부연 설명을 더했으며 학습한 내용을 검토하고 복습할 수 있

도록 각 節의 끝에는 <練習>, 章의 끝에는 <問題>를 두었다. <練習>에서는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고 예문에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묻고, <問題>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

용을 확인하는 단답식 문제이다. 

 通은 전체 분량이 123쪽으로, 序, 例 이 있고 총 5권으로 구성된다. 권1은 ｢論
字｣, ｢論詞｣, ｢論句｣로 나뉘며 권2~4는 ｢論積句上⋅中⋅下｣, 권5는 ｢論 局｣에 해당

한다. ｢論字｣, ｢論詞｣, ｢論句｣는 각 문법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文을 구성하는 字, 字

와 구분되는 詞의 특징, 句의 구성 성분에 대해 논했다. ｢論積句上｣에서는 긍정, 부

정의 陰陽, ｢論積句中｣에서는 奇偶, 排比, 比例, 譬喩, 陪襯, 援引, 虛實, 例證의 표현

법, ｢論積句下｣에서는 因果, 假定, 溯, 設難, 正負, 演繹의 문장 관계에 대해 논했

다. 권5 ｢論 局｣에서는 글의 구성을 논했다. 

 通에서는 文通에서 인용한 글은 韓愈이전 시기의 것에 그치나 본서에서는 

당시 작자가 저술한 것까지 포괄하여 대개 古文辭類纂에서 취했다고 했다. ｢論積

句｣, ｢論 局｣에서는 글의 단락을 인용한 경우가 다수이다.134) 

國文典은 207쪽에 달하며 상편 ｢詞性篇｣, 하편 ｢修詞篇｣으로 구성된다. 國文典
에서는 ｢詞性篇｣, ｢修詞篇｣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 文典의 요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니 文字의 品性을 구분하는 것을 詞性이

라 하고, 文句의 體格을 규정하는 것을 修詞라 한다. 서술 진행 순서에 있어서 응당 

詞性을 논하고 후에 修詞를 논해야 한다.135)

(4) 修詞典은 文字 구성의 법칙을 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능은 사람들에게 

방법을 보여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붓을 움직여 글을 지

을 때 스스로 근거하는 바가 있게 한다. 文字는 語 를 모아 句를 짓고 章을 이루

어 이로써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로 詞性을 논하는 것은 다만 각 字의 

品性을 밝히면 족하다. 그러나 修詞를 논함에는 반드시 文字의 體格을 상세히 논해

야 비로소 능히 응용할 수 있다.136)

｢詞性篇｣은 文字의 품성, ｢修詞篇｣은 文句, 文字의 체격, 구성 법칙을 다루어 각각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바가 상이하다. 두 편 모두 文字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詞
134) 예를 들면 賈誼의 ｢過秦論｣, 軾의 ｢范增論｣, 韓愈의 ｢諍臣論｣ 등을 인용했다.

135) 文典之要, 大別爲二, 其以辨明文字之品性 , 曰詞性。其以規定文句之體格 曰修詞。 序

漸進之法, 則當先 詞性而後 修詞。國文典 1쪽.

136) 修詞典 , 所以論文字構成之規則。故其功用, 不僅示人以方法, 尤當使人易於理解, 則涉筆

爲文時, 自有所依據也。文字 , 所以集合語 而造句成章, 以表示完全之意思 也。故論詞

性, 但 講明各字之品性已足。而論修詞, 必 詳論文字之體格, 始能應用。國文典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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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篇｣의 文字와 ｢修詞篇｣의 文字는 상이한 개념으로 후자는 글의 개념에 해당한다. 

또한 본서에서도 응당 詞性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修詞를 논의해야 한다고 여겼으

며 각 字의 品性을 밝히는 것에 비해 文字의 體格을 논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단계라고 여겼다.

｢詞性篇｣은 總論과 ‘名詞’, ‘代名詞’, ‘形容詞’, ‘動詞’, ‘狀詞’, ‘介詞’, ‘接續詞’, ‘助

詞’, ‘嘆詞’의 9장으로 구성되고 ｢修詞篇｣은 總論과 ‘句讀’, ‘篇章’, ‘章法’, ‘篇法’의 4

장으로 구성된다. 그 예문은 易經, 書經, 論語, 孟子, 大學, 中庸, 史記
이외에도 軾, 歐陽脩, 韓愈의 書, 賦 등 다양한 문체에서 취하고 있으며 그 출처를 

명시했다. 中等國文典과 마찬가지로 <附則>, <練習>의 단락도 갖추고 있다. ｢詞性

篇｣에서는 총론 및 각 절의 끝에 ‘練習’이 있고 ｢修詞篇｣에서는 3장 章法, 4장 篇法

에는 ‘練習’이 없다.

要略修辭, 要略文典은 각각 다른 해에 출판되었지만 실제 한 권의 문법서로 

계획된 것이다. 우선 要略修辭는 총 147쪽의 분량으로 <編輯大意>가 있고 8장으로 

구성된다. 1~4장까지는 ｢章法｣, ｢篇法｣, ｢句法｣, ｢字法｣으로 그는 “총괄적 요소에서부

터 세부항목까지 논하여 문장 체격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5~8

장은 ｢命意法｣, ｢用事法｣, ｢運筆法｣, ｢行氣法｣으로 “거친 것에서 정밀한 것에 이른다. 

문장 변화를 연구하는데 사용하고자 갖추었다.”고 했다. 要略修文은 총 115쪽의 분

량으로 11장으로 나뉘며 1장은 ｢總論｣, 2장에서 11장 까지는 ｢名詞｣, ｢代名詞｣, ｢動
詞｣, ｢助動詞｣, ｢形容詞｣, ｢副詞｣, ｢介詞｣, ｢轉接詞｣, ｢感應詞｣, ｢助詞｣의 10품사로 구

성된다.

예문은 要略修辭에서는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中學國文敎科書에서 취했으며 

要略文典에서는 <編輯大意>에서 經史, 古文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을 취했으며 설

명에 편한 것을 위주로 하고 심오한 것은 피했다고 했다. 要略文典에서는 <註語>

를 두어 책에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응당 주의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부연 설

명을 덧붙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다. 또한 각 장의 끝에 <練習問題>, <數則>

을 보충하여 교사들이 질문하거나 학생들이 자습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했

다. 

要略은 282쪽으로 상편, 하편 2부분으로 나뉜다. 상편은 134쪽으로 ｢緖 ｣, ｢字
類之識別｣, ｢名字｣, ｢代字｣, ｢動字｣, ｢靜字｣, ｢狀字｣, ｢介字｣, ｢連字｣, ｢助字｣, ｢嘆字｣, 

｢字類之變通｣의 12장으로 구성된다. 하편은 148쪽으로 ｢詞 字之區別｣, ｢詞之功用｣, 

｢主語說明之例｣, ｢名詞代詞之位次｣, ｢句讀之區分｣, ｢文章之構造｣, ｢審題之法｣, ｢ 局

之法｣, ｢命意之法｣, ｢遺詞之法｣, ｢琢句之法｣, ｢文章之體例｣, ｢文章之主要｣의 13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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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상편에서는 字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하편에서는 詞, 主語와 說明, 그리

고 文章에 대해 논했다.

예문은 모두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中學國文讀本(1913)에서 취했다.137) 예문 제

시 시에는 中學國文讀本의 몇 책, 몇 편에서 취했는지를 밝혀 이를 참고할 수 있

게 구성함으로써 국문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新講義는 총 218쪽으로 각 언어 단위별로 ｢字｣, ｢詞｣, ｢短語｣, ｢片句｣, ｢讀｣, ｢句｣, 

｢節｣, ｢章｣, ｢篇｣의 9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字｣에서는 ‘名字’, ‘代字’, ‘動字’, ‘靜

字’, ‘狀字’, ‘介字’, ‘聯字’, ‘助字’, ‘嘆字’의 9章으로 나뉘고 각각의 종류 및 격을 설

명한다. ｢詞｣, ｢短語｣, ｢片句｣편에서는 각 단위의 ‘組織’, ‘種類’에 대해 논의했다. ｢讀｣, 

｢句｣에서는 ‘組織’, ‘種類’, ‘格式’에 대해 논했다. ｢節｣, ｢章｣에서는 ‘格式’, ‘作用’, ｢篇｣
에서는 ‘體裁’, ‘結構’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각 절에서는 우선 해당 문법 개념에 대해 개괄하고 <要點>에서 각 개념을 세분화 

하고 <證例>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예문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 예문에 대한 부연 설

명 보충한다. 예문은 기타 문법서에서와 같이 論語, 孟子, 韓愈의 글을 중심으로 

文 을 대상으로 했다. 그 밖에도 <注意>에서는 문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거

나 기타 연구자들의 상이한 문법적 견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더했

다. <練習問題>도 갖추고 있다.

초기 문법서는 그 구성에 근거하여 일분법, 이분법, 기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분법 구성의 문법서가 가장 보편적이며 漢文典, 中等國文典, 國文典, 要修

文, 要略이 이에 해당한다. 漢文典은 ｢文字典｣과 ｢文章典｣, 中等國文典은 ｢詞
性論｣과 ｢文章論｣, 國文典은 ｢詞性篇｣과 ｢修詞篇｣으로 나뉘며 要略修辭와 要略

文典은 실질적으로 1권의 문법서를 구성한다. 要略 역시 상편과 하편으로 나뉜다. 

文通 역시 총론에 해당하는 ｢正名｣을 제외하면 ｢字類｣, ｢句讀｣로 2부분으로 구성

된다. 하지만 이는 위의 여러 문법서의 양분법과는 성격이 상이하다. 이는 문법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다음 2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분법 구성의 문법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편에서 연구대상

으로 삼은 바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반부는 文字, 詞性, 혹은 字에 관련한 것이고 

후반부는 文章, 修辭(詞)에 관련하여 문장의 체격을 논한다. 둘째, 그 순서를 중시하

여 구성상의 전후 순서와 마찬가지로 文字, 詞性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문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여겼다. 문장에 관계된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며 궁극적 목

137) 中學國文讀本(1913)은 許國英이 편찬했으며 모두 4책으로 구성된다. 문언문 위주의 문

선형 어문교과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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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라 간주한다. 셋째, 법칙의 개념을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로, 漢
文典에서는 ｢文章典｣을 ‘文의 법칙, 체제를 논하는 것’이라 했으며 國文典에서는 

｢修詞篇｣을 ‘文句의 體格을 규정하는 것’, ‘文字 구성의 법칙을 논한 것’이라 하고 

｢修詞篇｣을 ‘修詞典’이라고도 칭하기도 했다. 이는 문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

장의 법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일분법 구성은 품사에 대해서만 설명한 경우로 中國文典, 中等國文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연구서 모두 후속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면 이들

이 구상한 문법서 역시 품사 종류를 언급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 수

사에 대한 논의도 포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미완성 

문법서는 오히려 현대적 개념의 문법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다루어 그 연구 범위가 

현대 문법서와 유사하다. 1.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等國文典이 文通을 제외

한 문법서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법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본 문법서가 현

대적 문법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타 형식의 구성으로는  通, 新講義가 있다. 두 문법서는 문법단위

를 장절로 삼아 문법서를 구성했다.  通, 新講義에서도 句이상의 단위와 글의 

구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했다. 

문법서마다 내용 분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며 각각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

법요소가 상이하다. 우선, 字, 詞性, 品詞 등에 보다 중점을 둔 경우는 文通, 新講

義가 이에 해당한다. 文通은 그 본지는 句讀에 있다고 밝혔으나 그 구성상으로는 

字類에 대한 논의가 90%이상을 차지한다. 新講義에서는 字에 대한 논의가 전체 

분량의 약 5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 詞, 句가 각각 약 9%를 점한다. 句 이상

의 단위까지 논했지만 이는 전체의 15%이하로 비교적 적은 분량을 차지한다. 國文

典에서는 ｢詞性篇｣은 약 60%, ｢修詞篇｣은 40%를 차지하며 두 부분이 비교적 균형

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기타 문법서에서는 文章, 修辭와 관련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둔다. 漢文典에서는 ｢文字典｣에 비해 ｢文章典｣이 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通의 경우, ｢論積句上⋅中⋅下｣, ｢論 局｣가 문법서의 약 85%차지하고 字, 詞, 句에 

대한 논의는 약 15%를 점한다.

예문은 모두 문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법서별로 예문을 취한 저본이나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文通의 경우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로서 중

국어의 모든 글에도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방대한 

예문을 제시했다. 많은 예문에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중국어 문법 이

론의 성립을 증명한 것이다. 반면 이후 문법서는 문법 교육에 있어서 방대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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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은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간주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문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中國文典, 要略, 要略修辭에서는 그 예문을 국문교

과서에서 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설명이 쉽고 국문 

교육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예로 삼은 것이다.

일부 문법서는 교학적 성격이 짙으며 학습용, 교수용을 목적으로 한다. 中等國文

典, 國文典, 新講義는 연습문제를 갖추어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거나 

혹은 교사가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5.2장에서 보다 상

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문법서의 구성을 통해 각 문법서의 연구대상, 범위에 대해 고찰한 결과 문법서 간

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상이한 문법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은 문법서의 문법관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차이점의 원인을 모색하기로 한다. 

4.1.2 서양의 grammar와 국 통 文法의 융합138)

중국의 문법연구는 서양의 ‘grammar’를 도입하면서 시작된다.139) 하지만 중국인들

의 문법서에서 분석, 탐구한 문법은 서양의 ‘grammar’를 온전히 옮겨다 놓은 것은 아

니다. 즉 중국에서의 ‘grammar’ 수용 과정에서 그 개념은 변화하여 중국식 문법 개념

이 형성된다. 본 장에서는 문법서에서의 ‘문법’의 실체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문법 

개념 형성에 향을 미친 요소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 문법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 및 그에 대한 정의, 

용례를 살펴본다. 文通에서는 ‘grammar’와 서명의 ‘文通’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5) 이 책은 서양에서 葛郞瑪라 한다. 葛郞瑪의 음은 그리스어에서 기원하 으며 

字의 법식, 학문의 격식이라는 뜻이다.140)

(6) 옛날과 지금의 서적을 모두 다해도 글자 속, 행간의 뜻이 얼음이 녹듯이 풀린

138) 본절에서는 서양의 문법과 전통적 중국의 작문법으로서의 문법, 그리고 문법서에서의 문

법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을 ‘grammar’, ‘文法’, 그리고 ‘문법’으로 구분하여 표기

한다. 

139) 당시 중국에서 수용한 ‘grammar’는 전통문법, 학교문법, 규범문법의 특징을 띤다. 이와 

같은 문법은 실제 언어생활을 위한 기술적 방편으로 연구, 학습하는 것으로 이를 배움으

로써 현대어에 대한 문법지식을 고전어 학습, 외국어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언어에 대한 

관찰력,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데 데까지 활용될 수 있다. 이을환, 박상규 (1996:126~130)

참조. 

140) 此書在泰西名爲葛郞瑪, 葛郞瑪 音原希臘, 訓曰字式, 猶云學文之程式也。文通⋅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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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통할 수 있는 것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니 文通이라고 명명한다.141)

文通에서는 ‘grammar’를 ‘葛郞瑪’로 음역하고 ‘글자의 법칙’, ‘文을 배우는 법식’

이라 풀이했다. 또한 스스로의 문법서를 통해 고금의 서적에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文通’이라 명명한다. 당시 이미 서양인이나 일본인에 의한 문법서가 ‘文典’, 

‘文法’으로 불렸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葛郞瑪’로 음역하거나 ‘文通’으로 새롭게 

문법서의 명칭을 부여했다. 본문에서는 字法, 句法의 용례가 보이며 특히 句法이 상

용된다. 

漢文典의 서명은 이미 일본에서 사용된 바 있다. 來裕恂 역시 서문에서 일본 문

학가가 저술한 猪狩幸之助의 漢文典, 冈三庆의 漢文典, 児島献吉郎의 漢文典
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같은 일본의 중국어 

문법서는 일본의 품사체계를 한문에 억지로 적용하여 중국 문자의 성질을 밝히지 못

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서명을 선택한 것은 ‘漢文

典’을 일종의 ‘중국어 문법서’라는 보통명사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漢文典에서는 ‘문전’, ‘문법’을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를 서명, 편명으로 사용했으

며 본문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우선 ‘문전’은 서명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법서

의 총칭으로 본문에서도 사용된다. 그는 동방, 서방의 각국의 문전을 근본으로 해서 

중국어를 대상으로 본서를 저술한다고 했다. 漢文典에서 ‘문법’은 ｢文章典｣의 편명

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字法, 句法, 章法, 篇法으로 구성된다. 즉 ‘문법’은 문장을 

구성하는 字, 句, 章, 篇에 대한 법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문법’은 중국

의 전통적 연구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는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文體, 文法, 選文, 論

文을 언급한 책이 있었으며 文则, 文通, 文说, 文断과 같은 서적은 文法을 

논한 책이라 했다. 

中國文典에서는 다만 ‘문전’의 용례가 보이며 중국에는 이제까지 문전이 없었음

을 지적하고 이를 서명으로 사용했다. ‘문전’은 문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章士釗의 中等國文典에서는 ‘문전’, ‘문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7) 字를 규율에 맞추어 詞를 만들고 詞를 법칙에 맞추어 句를 만들고 句를 엮어 

文을 만든다. 字를 규율하고, 詞를 법칙에 맞게 하고, 句를 엮는 도리를 강구하는 

것이 文典이다. 文典은 文의 典則이며 文法이라고 하기도 한다.142)

141) 窮古今之簡篇, 字裏行間, 渙然氷釋, 皆有以得其 通, 輯爲一書, 名曰文通。文通⋅序.

142) 律字以爲詞, 規詞以爲句, 編句以爲文。夫講求此律字、規詞、編句之道 , 厥惟文典。文典 , 

文之典則也, 或曰文法。中等國文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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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等國文典에서는 각 문법단위의 체계에 바탕해 字에서 詞, 詞에서 句를 이루는 

도리를 연구하는 것이 문전이며 이는 文의 典則이며 곧 문법이라 했다. 그는 문전, 

문법 양자를 동일 개념으로 간주했다. 袁広泉(2011:134)은 당시 일본학자는 문전과 

문법을 구분해서 사용했지만 章士釗는 무리하게 양자를 동의어로 만들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中等國文典 본문에서 문전, 문법의 실질적 용례를 살펴보면 역시 

문전은 문법서적의 의미로, 문법은 법칙과 관련한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는 범례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대신에 문전이라 했으며 서명에서 

문전을 취한 것은 馬建忠, 嚴復이 ‘文通’, ‘文譜’로 고아하게 문법서의 서명을 짓는 

것에 미치지 못하나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서명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

다. 그도 문전이 문법서의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문법에 대해서는 “文法은 본래 일종의 습관적 법칙이다.”고 정의하며 

법칙의 개념으로 상용한다.

文法 通에서는 서명에서 ‘문법’의 용어를 취했으나 본문에서는 문법, 문전에 대

한 논의가 없다. 그 밖에 筆法, 句法의 용례가 보인다. 

國文典에서는 서명에서 ‘문전’이라 하고 이를 “文辭는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있

어야 하며 이 규칙이 文典이다.”143)고 정의했다. 문법의 용례는 보이지 않으며 字法, 

句法, 章法, 篇法에 대해 논했다. 

文法要略; 修辭篇, 文法要略; 文典篇에서는 서명으로 ‘문법’을 취하고 ‘문전’은 

편명으로 사용했다. 문법은 文典, 修辭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文典編, 修辭編은 

‘문법을 구성하는 지류’에 해당한다. 문전은 詞性, 詞位 등의 같은 점, 다른 점을 논

의하는 것으로 ‘文法을 연구하는 초석’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修辭編에서는 章法, 篇

法, 句法, 字法, 그리고 命意法, 用事法, 運筆法, 行氣法이 논의된다.

要略에서는 서명에서 ‘문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8) 이른바 文法이라는 것은 분류를 상세히 하고 허실을 변별하는 것으로 字, 詞, 

句讀, 文章에서부터 당연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그러한 까닭을 연구하고 문언합

일로 장애되는 것을 없애서 통하게 한다.144)

(9) 文章은 句讀를 쌓아서 이루고, 句讀는 詞에서 생겨나고 詞는 字에서 생겨난

다. 고금, 중외로 이렇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곧 文法要略은 字類, 詞類및 句讀 사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145)

143) 文辭必有一定之規則, 此規則 則有文典。國文典 1쪽.

144) 可 文法 , 詳其類別, 辨其虛實, 可以由字而詞而句頭而文章, 就其所當然, 而硏究其所以

然, 使文 合一, 除其所障碍而通之也。要略⋅自序.

145) 文章積句讀而成, 句讀生於詞, 詞生於字, 古今中外靡或不然, 然則文法之要略, 不出乎字類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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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略에서는 문법을 그 연구 방법을 통해 정의했다. 즉 부류를 구분하고 허실을 

변별하여 당연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그러한 까닭을 연구하는 것이 곧 문법이라 

했다. 즉 字에서 詞, 詞에서 句讀, 句讀에서 文章이 되는 것을 탐구하는 것으로 그 

연구 범위는 字類, 詞類, 句讀를 벗어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문법은 언어 구성의 법

칙,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것을 지칭하고 문전은 이에 대해 논의한 연구서의 의미로 

상용된다. 

新講義에서는 서명에서 ‘문전’의 용어를 취했으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10) 文典이라는 것은 文字의 이치, 법칙을 논하는 것이다. 1字에서 시작해서 1篇

에서 끝난다. 모두 이치, 법칙에 근거한다.146) 

新講義에서 문전은 文字의 이치, 법칙을 논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문법은 본문

에서 일종의 법칙 개념으로 사용되고 그 밖에 章法, 篇法에 대해서도 논했다.

각 문법서에서 문법 개념 및 이와 관련한 법칙에 대한 용어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0> 문법 및 그 구성 법칙 개념의 용어

문법서 문법(서) 개념 문법의 하위 개념
文通 葛郞瑪, 文通 字法, 句法

漢文典 文典, 文法 字法, 句法, 章法, 篇法

中國文典 文典

中等國文典 文典, 文法

文法 通 文法 筆法, 句法

國文典 文典 字法, 句法, 章法, 篇法

要略修文 文典, 文法 章法, 篇法, 句法, 字法

要略 文法

新講義 文典, 文法 章法, 篇法

문법서에서 문법 개념은 대개 문법, 문전이라 칭한다. 漢文典, 要略, 中等國

文典, 要略修文, 新講義에서는 문전, 문법이 모두 사용되며 대개 문법은 법칙, 

문전은 문법서의 의미로 구분된다. 그 밖에 中等國文典에서는 문전, 문법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했다. 문전, 문법은 서명, 편명으로 사용되며 문법서마다 그 층위가 다

類以及於句讀間也。要略上 1쪽.

146) 文典 , 所以論述文字之理法 也。始於一字, 終於一篇, 莫不有理法寓乎其中。新講義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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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설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漢文典에서는 문전에 문법편이 포함되고, 要略

修文에서는 문법이 문전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에 해당한다. 國文典, 中國文典
에서는 문전만을 사용했으며 國文典에서는 이를 ‘文辭의 규칙’이라 정의하고 中
國文典에서는 이를 연구서의 의미로 사용한다. 文通의 경우 문법 개념을 음역해

서 ‘葛郞瑪’라 칭하고 문법서에도 ‘文通’으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그 밖에 각 문법서에서 문법의 하위 개념으로 字法, 句法, 章法, 篇法, 筆法 등을 설

명했다.

각 문법서의 문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를 ‘式’, ‘典則’, ‘規則’으로 정의한 

점은 유사하지만 이는 무엇의 법칙인가 하는 점이 상이하다. 文通에서는 葛郞瑪를 

字式, 즉 字의 법칙이라고 한 것에 비해 기타 문법서에서는 문법이 법칙화 하는 대

상으로 文이 언급된다. 國文典에서는 文辭의 규칙, 新講義에서는 文字의 이치, 

법칙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는 상이한 문법관의 일면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각 문

법서에서의 문법 개념의 특징,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법관의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문법의 기능,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1) 문법은 본래 일종의 습관적 법칙이다. 습관은 다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문법 연구자는 간혹 이를 인식해야 하며 교수법에서도 그러하다.147)

(12) 사람이 文을 짓는 것은 2가지 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기계 작용, 논리 작용

이다. 기계 작용은 …… 인상이 확실한지의 여부, 발동한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가 

깨닫지 못한 채로 나오는 것이다. 법칙에 맞춰 바로 잡고자 하면 논리 작용에 바탕

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리 작용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전이다.148) 

(11)에서는 문법을 습관적 법칙이라 하고 평상시에는 이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교수법에서 유용한 것이라 여겼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법서는 字와 詞를 구분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모두 字로 구분되지

만 이를 문법의 규정대로 논하면 詞가 된다고 했다. 문법을 언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 교수론으로 간주한 것이다. (12)에서는 글을 지음에 있어서 논

리작용의 기준이 되는 것을 문법이라 했다. 문법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쓰는 것에 대

147) 文法 固一種習慣律也, 其習慣 , 雖不必盡, 當文法家有時亦必承認之, 敎授法則然也。中
等國⋅序例.

148) 人之爲文, 基於兩種作用, 一機械作用, 二論理作用, 機械作用 ……顧其印象之正碻 否, 發

動之適當 否, 當時恒出於不自覺, 欲裁度而矯正之, 不能不取資於論理作用, 而爲論理作用

之標準資, 則文典是也。新講義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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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왜 그러한지를 생각하고 이를 통해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문법을 언어 사용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급한 예도 보

인다. 

(13) 문법 상 ‘也’자가 없어도 본래 잘못이 없으나 만약 명사가 ‘也’자의 도움을 

받으면 어기가 다채롭다.149)

(14) 文字의 일정한 규칙을 形式, 意義라 한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어

서는 안 된다. 만약 형식은 부합하나 의미가 부합하지 않으면 非文이다. 만약 의미

는 부합하나 형식이 부합하지 않으면 非文이다. …… 형식, 의미가 모두 부합하면 

이를 규칙의 文字라 한다.150)

(15) 이와 같은 글자는 본래 대사의 성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만약 이를 대

사라고 한다면 문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151)

(16) 동일한 격에 있다는 것은 문법의 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152)

(13)에서는 ‘也’자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문법상으로 오류가 아니며 이는 어기를 다

르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요소의 생략은 문법상의 오류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문법상 필수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음을 인

식한 것이다. (14)에서는 문법의 필수 요소로 形式, 意義를 지적하고 두 요소가 부합

하지 않으면 비문임을 지적했다. (15)에서는 기타 문법서에서 ‘以’, ‘每’, ‘各’을 ‘逐指

代字’, ‘夫’, ‘若’을 ‘特指代字’, ‘皆’, ‘多’를 ‘約指代字’, ‘自’, ‘相’을 ‘互指代字’로 설명

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요소를 대사로 간주하는 것은 문법에 부합하지 않음

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16)에서는 이와 같은 대사가 명사와 연이어 사용되는 경우 

양자가 동일한 격을 갖는다는 것은 문법 규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문법은 언어의 옳

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일부 문법서에서 문법은 언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혹은 언어의 

시비를 가리는 기준으로 기능하며 이와 같은 문법관은 서양의 grammar에서 유래한

다. 이와 같은 문법관의 하위 개념으로 句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7) 漢書⋅高帝記: “吾所以有天下 何？ 氏之所以失天下 何”에서 두 ‘何’자 

149) 在文法上, 卽無也字, 固亦無害, 而若名詞之助也字 , 辭氣上特爲跌宕耳。中等國文典 280

쪽.

150) 文字一定之規則曰形式, 曰意義, 兩 缺一不可。苟形式合矣, 而意義不合, 非文也。苟意義

合矣, 而形式不合, 亦非文也。……其形式意義均合, 是 規則之文字。國文典 125쪽.

151) 此等字固不得 爲無代字之性質, 然若實認爲代字, 則揆之文法, 竊有未安。新講義 25쪽.

152) 而皆居同一之位次, 亦 文法之定例不符。新講義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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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두 개의 讀를 이루며 表詞이다. ‘何’자의 위치는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

도 한다. 句法 상에서 차이는 나지만 어떤 사항에 대한 원인을 묻는 것은 일치한

다.153)

(17)에서 ‘何’자는 문두, 혹은 문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句法이 상이하지만 

그 의미적 기능은 유사함을 지적했다. 이때 句法은 字가 句를 구성하는 형식을 의미

한다. 文通에서 句法은 매우 자주 사용되며 대개 문법 개념을 설명하고 그 아래 

예문을 제시하고 “句法이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 句法을 상용했다. 이는 해당 

문법 요소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혹은 문장에서의 그 기능이 같음을 지적한 것이

다. 

文通에서도 수사적 특징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역시 字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

로 한다. 예를 들면, 수식어, 피수식어 사이에 ‘之’자를 첨가하는가의 여부는 글자 수

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수식어, 피수식어의 글자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 

‘之’자를 첨가하여 짝수로 만들고 수식어, 피수식어의 글자 수를 합해서 짝수이면 

‘之’를 첨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字를 대상으로 하며 이것이 문장을 구성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일부 문법서의 문법 개념은 전통적 작문법에 해당하는 文法154)을 계승했으며 따라

서 그 문법관이 이와 상이하다. 이때 문법은 文, 즉 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

이다. 그 예로 漢文典의 문법은 文字에 대비되는 文章, 혹은 語, 詞에 대비되는 文

의 법에 해당한다. 우선, 漢文典의 문법은 ｢文字典｣, ｢文章典｣ 가운데 ｢文章典｣의 

한 절이라는 점에서 문자에 대비되는 문장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漢文典
에서는 기존의 중국어 연구가 문자, 문장 각각의 부류에 제한되는 것과 달리 

Nesfield의 英文典, 大槻文彦의 日本文典과 같은 서양, 일본의 문전에서는 字法, 

文法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때 文法은 字法에 대응하는 개념에 해당

한다.

漢文典의 문법은 詞法과도 대비되는 개념이다. 

(18) 중국은 상고시기에서 夏, 殷, 周 三代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문자가 그리 차

이나지 않았으므로 詞로써 법을 볼 수 있었다. 魏晉 이래로 騈文이 성행하여 글을 

짓는 법을 숭상하게 되었다. 唐宋 古文家에 이르러 篇章의 격조를 중시하여 文法이 

153) 漢⋅高帝記: 吾所以有天下 何, 氏之所以失天下 何, 兩何字各爲兩讀, 表詞也。何字之

位, 或先或後, 句法異而用以詰事理之故則一。文通 134~135쪽.

154) 서양의 grammar가 수용되기 이전까지 文法은 법제, 법규 혹은 문장의 작문법을 의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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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엄밀해졌다.155)

(19) 중국에서 詞, 句의 법을 논하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았다. 秦漢 

이전에는 국어로 文에 달하니 釋詞의 법이 있었다. 騈文이 흥기하면서 문장을 짓는 

것을 중히 여겨 釋詞의 법이 폐해졌다. 그 후에 韓愈, 柳宗元이 古文을 지어 또한 

글 짓는 법만 중시하게 되었고 詞法 연구는 드물었다.156)

(18)에서는 상고시기에는 구어, 서면어의 괴리가 크지 않아서 언어[詞]를 통해 법

칙을 볼 수 있었고, 魏晉시기에 騈文, 唐宋시기에는 古文이 흥기하면서 문법이 더욱 

세밀해 졌음을 지적했다. 한편 詞法은 이와 반대된다. (19)에서는 秦漢 이전에는 중

국에서도 詞, 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騈文의 흥기와 韓愈, 柳宗元의 고문운동으

로 詞法, 釋詞에 대한 연구는 드물어졌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來裕恂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문일치의 여부, 글쓰기 형식의 변화와 

관련지어 文法, 詞法의 연구 경향을 비교, 대조했다. 詞法, 즉 언어의 법칙은 중국에

서 구어와 서면어가 일치했던 시기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文法은 그 반대 개념으

로 구어와는 상이한 글을 짓는 방법, 법칙이다. 그는 외국의 文典의 경우 字法, 詞法, 

句法 등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하고 스스로의 文典에서는 詞法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文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文에 속하는 것은 文典, 語에 속하는 것은 辭書

라 한다.”157), “중국은 방언이 서로 달라 辭典이 없고 속어 文典도 없으므로 부득불 

오로지 文章에서 구한다.”158)고 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 문법 개념에서 유래한 문법의 구성요소 字法, 句法, 章法, 篇法 역시 전통

적 작문법과 연관된다. 漢文典, 國文典, 要略修文에서는 字法, 句法, 章法, 篇

法의 체계를 명시하고 이를 상세히 다루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字法, 句法, 章法, 篇法은 모두 최상위 단위인 글을 구성

하는 법칙이다. 字, 句, 章, 篇의 문법단위 체계는 상하 층차 구조를 띤다. 즉 字는 

句를 구성하고, 句는 章을, 章은 篇을 구성한다. 하지만 각 문법단위의 법칙에 해당

하는 字法, 句法, 章法, 篇法은 해당 문법단위를 구성하는 법칙이 아니다. 예를 들면, 

漢文典에서 문법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字法은 “文을 구성하는 도리는 字를 쌓는 

155) 中國自上古至三代, 語 文字不甚相離, 故能以詞見法。魏晉以來, 騈文盛行, 于是尙造句配章

之法。逮唐宋古文家又 重篇章格調, 而文法益密。漢文典 130쪽.

156) 中國講明詞句之法久已失傳。秦漢以上, 多以國語入文, 故有釋詞之法。至騈文 , 以積句積

章爲重, 而釋詞之法廢矣。厥後韓柳作古文, 亦只講積章之法, 而詞法鮮有究及 。漢文典
74쪽.

157) 屬文 之文典, 屬語 之辭書。漢文典 381쪽.

158) 中國方 不同, 卽無辭典, 又無俗語文典, 勢不得不 求於文章之中。漢文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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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字는 文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文의 정신이 이것을 빌어 

전해진다.”고 하며 文에 있어서의 字의 용법, 그 기능을 중점적으로 논했다. 이때 字

法은 文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字의 구성 법칙이나 상위 문법단위에 해당하는 句의 

구성 법칙이 아니다. 이는 句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 만약 한 句가 막히면 기세가 전체 章에서 어긋나니 句法을 홀시할 수 있겠

는가?159)

(21) 句가 쌓여서 篇이 되며 句가 篇을 흠내는 부류는 다음과 같다. …… 篇에 이

(句가 篇을 흠내는 부류)에 해당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있으면 전체 글의 가치가 떨

어진다. 句法을 가벼이 볼 수 있겠는가?160)

두 예에서 句法은 句를 구성하는 법칙이 아니다. 이는 완전한 章이나 篇을 구성하

기 위한 것이다. 章, 篇과 같은 상위단위를 설정하지 않고 句만을 가정하는 경우 이

와 같은 句法은 성립할 수 없다. 

둘째, 그 법칙의 기능, 효과는 수사에 있다. 

(22) 이와 같은 文法은 지극히 활발하다.161)

(23) 照應은 앞에서 입언하면 반드시 응하는 바가 있다. …… 文法이 얼마나 긴밀

한가?162)

(24) 대저 句法은 견고하고 울리는 것에 힘쓰니 동사, 형용사, 명사, 조사 등의 품

사를 섞어서 같고 다른 것을 연결하는 방법이다.163)

(25) 1字가 하나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도 서로 이어서 詞가 될 수 있으며 句法이 

정제하고 문의가 무거움을 기대한다.164)

위에서 해당 법칙, 혹은 그 효과를 묘사하는 어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文法을 

‘활발하다’, ‘긴밀하다’고 묘사하고 句法을 통해 ‘견고 울리는 것’, ‘정제하고 무거움’

을 이루고자 했다. 이는 수사적 특징과 관련이 깊다. 漢文典의 字法 가운데 鍛煉法

에서는 “아름다운 문은 반드시 우선 字를 단련해야 한다.”고 아름다움에 대해 직접

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칙은 고정,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9) 苟一句窒碍, 勢必龃龉全章句法可忽乎哉。漢文典 166쪽.

160) 句之積爲篇, 句之疵篇之類也, ……篇中有一二類於是, 卽全篇爲之減色, 句法可易視歟。要
略修辭 65쪽.

161) 此等文法, 極飛動活潑。漢文典 227쪽.

162) 照應 , 立 于前, 必有以應之。…… 文法何等緊醒。漢文典 223쪽.

163) 大抵句法, 務宜緊响, 經緯以動、靜名助諸品詞, 貫以聯絡異同之法。漢文典 166쪽.

164) 其以一字表示一意 , 亦可相綴爲詞, 以期句法之整及文義之厚重。新講義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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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각 서적에서 상이하게 기능하는 것이라 간주했다. 즉 國文典에서는 “문

장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句法의 변화에 밝아야 한다.”고 하며 句法

은 변화하는 것이라 여겼다. 漢文典에서는 각 서적에서 사용되는 字法, 句法이 상

이하다고 여겨 書經, 詩經, 周禮, 論語 등의 字法, 句法의 특징에 대해 설명

했다.165) 

문법서에서의 字法, 句法, 章法, 篇法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 작문법의 개념에서 비

롯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기도 한다. 해당 법칙이 대상으로 삼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한 문법서에서의 字法은 字의 구성 법칙이 되기도 하고 文을 구성하

는 字의 법칙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漢文典에서의 字法은 2가지 상이한 의미기능

을 한다. 우선, ｢文字典｣에서 논의되는 字法은 文法의 상대 개념으로 문자 구성의 법

칙에 관계되며 한자의 기원, 형음의, 육서, 그리고 품사 분류에 대해서 논의한다. ｢文
章典⋅文法⋅字法｣에서 字法은 文法의 구성요소로 글에서의 字의 기능에 해당한다. 

두 가지 字法은 논의 내용이 상이하다. 이는 법칙의 명칭은 동일하나 그 내용이 상

이한 경우이다. 한편 반대로 법칙의 명칭이 상이하며 다른 문법단위를 대상으로 하

는 법칙이 실제 그 내용은 유사한 경우도 보인다.  通의 句法과 積句, 그리고 
要略의 章法이 그 예이다. 법칙의 명칭에서 句, 章으로 각각 대상을 달리하지만 실

상 논의하는 내용은 유사하다. 漢文典에서는 章法과 篇法을 논의하면서 篇法은 章

段의 흐름에 관계되지만 章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은 두 개념의 혼용 가능성

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반 한다. 이는 그 법칙의 내용이 해당 문법단위나 상위 문

법단위의 구성 법칙으로 제한되지 않고 모두 전체 글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각 법칙 개념에서 논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은 각 법칙에서 논의하는 특징

을 지니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와도 연계된다. 예를 들면 漢文典, 國文典은 

모두 句法에서 格調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漢文典에서는 “격률, 성조는 文의 요

체이다.”고 해서 격률, 성조를 가지는 주체는 文에 해당한다. 詩經, 書經 보다 격

조가 높은 것이 없다고 했으며 이때 격조는 句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要略修

文의 字法에서도 ‘簡顯’을 설명하면서 “文은 간편하고 명료한 것을 중히 여긴다. 字

를 잘 사용하는 것은 간략함을 취하고 번잡함을 다스리며 드러내기 어려운 뜻을 명

료히 한다.”라 했다. 즉 簡顯은 글의 특징에 해당한다. 한편, 國文典에서는 “句에는 

격률, 성조가 있다.”고 해서 句 자체가 격률, 성조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작문

법의 文法 구성 법칙과 문법단위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빚어진 문제점이

165) 그 예로 字法의 形容法에서 單獨形容字는 詩經, 複雜形容字는 周禮⋅ 工記, 論語⋅
鄕黨, 雙聲疊韻形容字는 詩經, 楚辭, 騈字形容字는 詩經, 禮記에서 주로 사용된

다고 했다. 漢文典 145~1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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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초기 문법서의 문법 개념은 서양의 grammar와 전통적 작문법 文法의 

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문법서마다 그 향관계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이며 일부 

문법서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수용한 예도 보인다. 문법, 수사가 밀접한 관련성을 

띠는 것은 비단 중국의 문법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다. 서양에서도 논리학

(logic)과 함께 문예 삼과를 구성한 문법학(grammar), 수사학(rhetoric)은 불가분의 관계

를 맺어왔으며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저술한 중국어 연구서에도 문법적 요소, 

수사적 요소가 함께 등장한다.166) 다만, 중국의 초기 문법서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원인으로 서양의 grammar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번역 용어 선택

의 문제, 언문이 불일치했던 중국의 언어 상황을 꼽을 수 있다. 

문법은 중국에서 문장의 작문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양의 grammar가 문법으로 

번역되면서 문법이라는 용어에는 서양의 grammar와 전통적 작문법 文法의 의미가 

혼재하게 된다. 文通이 전통 文法의 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은 馬建忠이 

‘grammar’를 ‘葛郞瑪’로 음역하고, 이를 ‘文典’, ‘文法’과 같은 기타 용어로 번역하지 

않은 것과도 연관된다. 둘째, 언문이 불일치하고 문언을 보다 중시했던 당시의 시대

적 배경 역시 연구자들의 관심을 문언, 글에 머무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역대 

중국에서 文(文辭, 文章)은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정련하게 

수식된 글로, 말과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독립된 체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 문법서는 적합한 언어 운용을 위한 규칙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글을 짓

는 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와 같이 초기 문법서의 문법 개념은 현대적 문법 개념과 상이하며 이는 동서 문

법관의 조우, 융합과정을 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2 문법서에 투영된 서양언어학의 수용

다음은 문법서에 나타난 중국 언어학에서의 서양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초기 문법연구자들의 서양 문법 수용 태도 및 중서 언어의 비교, 대조를 통

한 중국어 문법체계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66) 선교사 Robert Morrison은 문법(grammar)은 기교(art)와 과학(science)으로 구성된다고 했고, 

Prémare의 Notitia Linguae Sinicae는 중국어의 구어, 서면어를 구분하고 각각의 문법적, 

수사적 특징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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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문법의 보편성, 특수성에 착안한 문법연구

서양의 grammar는 언어를 분석하고 그 규칙을 밝힘으로써 언어구조의 체계를 정

립하기 위한 일종의 연구 방법으로 기능한다. 중국인 문법학자들은 이 방법을 활용

하여 중국어를 분석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우선 논의되어야 

했다. 즉 grammar는 서양의 언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연구 방법론이므로 이를 하나

의 다른 대상, 즉 중국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어 문법의 

최초 연구자 던 馬建忠은 문법의 보편성이라는 특징에 근거하여 이 고민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26) 모든 나라는 각각의 葛郞瑪을 지니는데 이는 대개 유사하다. 다른 점은 음운

과 자형뿐이다.167) 

(27) 문자가 종(種)을 달리하나 구(句)가 字를 다스려 마음을 소리로 나타내고 뜻

을 자형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모두 고정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우리의 경서(經書)인 자(子), 사(史) 등을 규율하는 것도 큰 기강은 다르지 않다. 

이에, 같은 것으로 인하여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다.168) 

馬建忠은 세계 각국의 字는 종류가 다양하며 이는 “각각 달라서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음운, 자형이 다를 뿐 葛郞瑪는 유사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

국의 경서를 규율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그는 문

법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같은 것으로 인하여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는 것, 즉 언어

가 다르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법칙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본 저서는 중국

어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자를 익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이처럼 문법의 보

편성은 서양에서 유래한 문법을 중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 중국어 문법 성립의 

근거가 된다. 

한편, 중국어 문법은 서양의 문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자도 있다. 이들은 

문법은 서양에서 기원했지만 중국어가 서양언어와 상이하니 법칙도 상이하다고 간주

했다. 따라서 중국어 고유의 법칙을 세울 것을 강조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8) 中文典도 반드시 英文典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배우는 이들에게 갈

167) 各國皆有本國之葛郞瑪, 大旨相似, 所異 音韻 字形耳。文通 例 .

168) 見其字別種, 而句司字, 所以聲其心而形其意 , 皆有一定不易之律; 而因以律吾經籍子史諸

書, 其大綱蓋無不同。於是因所同以同夫所不同 , 是則此編之所以成也。文通 後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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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길을 주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종류는 모두 없앴다. 정립한 학설은 모두 국문

의 풍미로 나온 것이다.169)

(29) 우리나라 文典은 본래 西文의 것을 따른 것으로 종종 견강부회의 폐단이 있

으니 본서는 힘써 피했다. 中文과 합치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170)

두 문법서에서는 기존 중국어 문법서에서 중국어를 서양언어의 문법 틀에 맞추어 

설명하려고 한 점을 지적했다. (28)의 中等國文典에서는 중국어 문법서, 어 문법

서를 같게 하려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되었다고 지적했으며 (29)의 

要略文典에서도 기존의 문법서에서 서양의 언어에 의거한 문법의 오류를 지적하며 

본서는 중국어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를 작성한 馬建忠의 경우, 서양의 이론, 즉 문법이라는 체계

를 중국어에 적용하기에 앞서 서양의 언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틀을 중국어에 적용

시키는 것은 적합한 것인가, 이를 통해 중국어도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

한 고민했다. 그는 문법의 보편성, 즉 문법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이라는 점에 근거해 

중국어에도 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중국어 문법연구도 성립될 수 있다고 

간주했다. 馬建忠 역시 조사[助字] 등과 같은 요소를 중국어 문법의 특수성으로 지적

하기도 했지만 그 법칙의 틀은 같다고 여겼다. 馬建忠의 문법 보편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된다. 우선, 馬建忠이 기독교 신자 다는 점에서 이는 종교적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는 “고금(古今)을 아우르고, 우주를 통틀

어, 그 종족이 황인이든 백인이든 홍인이든 흑인이든 모두가 다 ‘사람’이며, 하늘은 

모두에게 이 마음이 뜻할 수 있는 것, 이 뜻이 전달할 수 있는 이치를 부여하 다.”

라 했다. 인류보편, 하늘에 대해 언급은 종교적 색채를 띠기도 한다. 그 밖에도 이는 

당시 17세기 프랑스에서 흥했던 포르루아얄(Port-Royal)171) 문법의 향으로 해석되기

도 한다. 馬建忠이 그 무렵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므로 아마도 이를 접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馬建忠이 주장한 문법 보편성 이론의 연원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다만, 종교적이든, 유학시절에 향을 받은 것이든, 馬建忠이 문법 보

169) 中文典亦必如英文典之所云, 反予學 以歧途矣。本書於此種皆避去, 所立之說, 悉以國文風

味出之。中等國文典 序例.

170) 我國文典, 本取法西文, 往往有傅 牽强之弊, 本書極力避去, 非 中文脗合 不 。要略文

典⋅編輯大意.

171) 르네상스 이후 출현한 문법학파의 하나로 모든 언어들의 바탕에 있는 언어의 보편적 특

성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그 보편주의의 기반은 인간의 이성, 생각이라 여겼다. 포르루아

얄 학자들은 단어를 명사, 관사, 대명사, 분사, 전치사, 부사, 동사, 접속사, 감탄사 9가지

로 분류했으며 이것을 의미적으로 다시 구분하는데 앞의 6부류는 인간 생각의 ‘대상’, 

뒤의 3부류는 인간 사고의 ‘형식 혹은 방법’이라 간주했다. R.H.Robins(1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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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에 근거해서 중국어 문법의 성립을 주장한 점은 분명하다.

중국어 문법의 특수성을 주장한 경우는 기존의 문법서에서 중국어의 언어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 서양의 문법 이론을 대응시킨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

와 같은 문법서에서는 문법의 틀은 서양에서 기원했으며 그들의 언어에 맞게 짜여 

진 것이므로 중국어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 따라서 문법의 틀을 

중국어에 적합하도록 재단함으로써 중국 고유의 문법 체계를 확립할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는 중국 문법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서양, 일본의 중국어 문법 연구

자들도 강조한 바 있다. 그 예로 Prémare는 중국어 고유의 문법을 규칙화하고자 했

으며 岡三慶도 어는 어의 문법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문법이 있으며 양자는 크

게 같지 않다고 했다. 이와 같이 특수성을 강조한 문법서는 기존 문법서에 대해 문

제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중국어 문법연구가 하나의 역으로 정

립되어 그 이론을 중국어에 적용하는 것, 중국어 문법 이론의 성립 가능성 여부는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적용, 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점이 

된 것이다. 

이처럼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연구자의 사상적 배경이나 혹은 문법서의 출현 시기

에 따라 서양 문법의 수용태도를 달리했다. 문법의 2가지 특징, 즉 보편성에 의거하

여 서양 문법이 중국어에 적용 가능함을 증명하는가 하면, 특수성에 의거하여 서양

의 문법을 변용하여 중국어에 부합하는 문법적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4.2.2 서 언어 차이에 한 문법 설명의 비교 분석

漢文典에서는 번역과 국문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논리학자[名學家] John Stuart 

Mill(穆勒約翰, 1806―1873)의 말을 인용하여 “한 나라의 문자 언어를 고찰하고 그 

이치를 보려면 여러 나라의 언어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면 불가하다.”라 했다.172) 즉 

한 나라의 언어, 문자는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언어 비교 분석의 의의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외국

어를 학습, 교수하거나 혹은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타국의 언어와 비교선상에서 

중국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다음은 중서 언어 차이에 대한 각국의 문법연구자들의 문법적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일한 언어 현상에 대해서는 서양, 중국 문법가의 설명 역시 크게 차이가 없

172) 漢文典 4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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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문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서양의 문법을 그대로 중국어에 적용시켜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이한 언어 현상에 대해서는 각각의 언어관에 근거해 그 문

법적 분석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서 언어 차이에 대한 중국 문법연구자들의 

문법 설명은 당시 서양의 언어를 기준으로 한 문법이론을 중국어의 실재에 맞게 어

떻게 응용, 변용했는가 하는 점을 반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선 서양의 문법서에서는 명사, 동사를 설명하면서 중국어에는 어형 변화가 없다

는 점을 언급했다. Varo는 중국어의 모든 명사는 격에 따라 어형이 변하지 않으며 

해당 명사의 앞이나 뒤에 오는 허사, 기타 성분에 의해 구분된다고 했다. 동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어는 음절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이 없으며 이 역시 허사로 

나타낸다고 했다. Prémare도 중국어의 명사는 격, 수를 결정하는 굴절이 없고, 동사

는 형태변화가 없으며 이는 몇몇의 허사에 의해서 구분되거나 문맥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서양의 중국어 문법연구자들은 중국어는 어형이 변하지 않고 따라서 명사

의 격, 수, 동사의 시제, 태 등을 허사로 나타내거나 혹은 어순, 문맥을 통해 알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해석 또한 각양각색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어의 문법적 요소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중국어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Walter 

Henry Medhurst(麦都思, 1796―1857)는 중국어에는 품사 구분이 없고, 격, 성, 수, 인

칭, 격, 시제를 나타내지 않으며 명사, 동사가 어형을 변화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으

며 이를 근거로 “중국에서 과학의 문법은 발전하지 못했다.”, “조합은 규명된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문법적 요소가 부재한 것은 

그 언어가 이러한 요소를 표현할 수 없거나 중국어에 문법 체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이러한 구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따라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 간주했다. 중국인들은 특정 문법요소를 사용하기 보다는 이를 어

조나 문맥을 통해 인식하거나 상상한다고 했다.173) 이와 같은 해석은 중국어에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미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Prémare는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요소의 결핍은 결점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을 통

해 충족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만 상이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밝혔다.174)

중국인들의 문법서에서도 중국어와 상이한 서양언어의 어형 변화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 있다. 

173) J. A. G. Roberts(1992) 참조.

174) Notitia linguae sinicae 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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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희랍어나 라틴어와 같은 서양언어는 주격, 목적격 외에 다시 네 개의 격을 

두어, 實字 간의 관련되는 의미변화를 다 나타낸다. 따라서 명사나 대사 등은 각각 

여섯 가지의 격으로 변화한다. 중국의 문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어, 이에 개사

로써 그 역할을 대신한다.175)

(31) 서양 문자는 본래 표음문자이므로 소리에 따라서 의미를 나타내며 모든 동

사의 음의 끝은 어기에 따라서 변한다. …… 동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없

다. 조사는 중국 문자의 독특한 특징으로 동사의 변화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176) 

(32) 동서 문자의 각 동사는 시간의 미래, 현재, 과거 모두 동사의 끝을 바꾸어 

구별한다. 우리나라의 글자는 일정하며 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구별은 동사에 부

사를 더하여 구분한다.177)

文通에서는 개사[介字]를 정의하면서 (30)에서와 같이 서양언어의 명사, 대사의 

격에 대해 설명했다. 격은 ‘實字 간에 관련되는 의미변화’를 나타내며 명사나 대사가 

여섯 가지의 격으로 변화한다고 했다. 이때 ‘변화’는 형태 변화에 해당한다. 馬建忠

은 중국어 명사, 대사도 격을 지닌다고 간주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가지 

격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격의 변화는 개사가 담당한다고 여겼다. 또한 文通에서

는 조사[助字]를 설명하면서 (31)과 같이 서양의 표음 문자는 소리에 따라 의미가 변

하고 동사는 음의 끝이 어기에 따라 변한다고 했다. 한편 중국 문자는 동사의 변화

가 없으며 이를 조사가 담당하며 조사를 중국문자의 독특한 특징으로 간주했다. 이

후 문법서에서도 조사는 서양의 문법에는 없는 중국어의 독특한 특징으로 간주되었

다. 한편 國文典에서는 동사 장에서 (32)와 같이 중국어를 제외한 기타 동서의 문

자에서는 동사의 끝을 바꾸어 시제를 구별하나 중국 문자는 일정하여 변할 수 없으

므로 부사로 구분한다고 했다.

중국인 문법서에서는 서양언어의 명사, 동사의 형태 변화를 중국어에서는 개사, 조

사, 부사와 같은 특정 품사가 대신한다고 했다. 서양인에 의한 문법서에서 허사 부류

가 형태변화를 대신 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차이점은 서양학자들이 중국어

에는 격이 없다고 한 것에 반해 중국 문법연구자들은 중국어에는 격의 어형 변화는 

없지만 격 자체는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175) 泰西文字, 若希臘拉丁, 於主、賓兩次之外, 更立四次, 以盡實字相關之情變, 故名、代諸字, 

各變六次。中國文字無變也, 乃以介字濟其窮。文通 414쪽.

176) 泰西文字, 原於切音, 故因聲以見意, 凡一切動字之尾音, 則隨語氣而爲之變。…… 惟其動字

之有變, 故無助字一門。助字 , 華文所獨, 所以濟夫動字不變之窮。文通 536쪽.

177) 東西文字各類動詞, 凡遇時間之未來、現在、已往、三時, 皆變動字尾以爲區別。吾國之字皆

有一定, 無可變易, 其以爲區別 , 惟於動詞上加狀詞以區別之。國文典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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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법학자들의 소위 격은 서양문법의 격의 개념과 상이하다. 즉 어형변화가 

아닌 통사적 측면에서 이를 논했다. 격은 어순, 기타 품사와의 관계를 통해 문장 안

에서의 기능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명사, 대사의 격이라고 하더라도 명사, 대사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에서 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체언 외에 동사, 형용사 

등의 기타 품사가 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중서 문법서에서의 격 개념은 상이하

다. 중국의 문법가들은 격의 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중국 언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용한 것이다. 중국식 격 개념은 어순 및 그로 인한 문장에서의 의미적, 통사적 기

능에 해당하며 이는 격을 지니는 주체가 모호하고 품사, 문장성분과 등의 개념과 구

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 要略文典에서는 서양언어의 명사의 수, 성의 형태변화에 대해 논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일정한 방법으로 형태 변화가 있어 다른 어

휘를 빌려 돕는 것이 불필요하나 중국어에서는 字體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완전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문맥에 

의거하여 짐작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석>에서 덧붙이기를 중국어에는 명사의 수, 

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럽에 비하면 지극히 간단하

며 따라서 서양언어에서는 명사의 수와 성이 문법상 중요한 문제이나 중국어 문법에

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필요 없다고 했다.178) 그의 서양, 중국의 명사의 수 표

현에 대한 비교 분석에는 다소 가치 평가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으며 각 언어의 문법

적 특징이 상이하므로 서양, 중국의 문법연구의 중점이 달라야 함을 지적했다.

그 밖에 嚴復는 英文漢詁에서는 서양언어의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어형 변화가 

중국어에도 있다고 간주했다. 그는 어의 문법 요소는 음이 변하거나 다른 글자를 

더하는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어는 표음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의 

변화가 형태변화로 나타나고 다른 글자를 첨가해서 표현한 경우에도 그 음이 쉽게 

병합되어 결국에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된다고 했다. 반면 중국어는 음은 변하지

만 형태는 변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여겼으며 중국어에도 문법적 기능을 하는 다른 

글자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여전히 2개의 글자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다.179) 그는 어와 중국어에서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유사

하나 어는 표음문자로 음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에 반해 중국의 문자는 六

書에 근거해 딱딱하고 변하기 어려워 형태 변화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간주했다. 

즉 근본적인 방법론은 같으나 각각의 문자 특징의 차이로 인해 형태상의 차이가 있

178) 要略文典 13~15쪽 참조.

179) 英文漢詁 14~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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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겼다. 

다음은 품사 부류에 있어서의 중서 언어의 차이에 대한 문법연구자들의 해석을 살

펴보기로 한다. Varo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33) 중국어의 각각의 음절들은 특정 어조에서 스스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단어가) 어떤 문장에 위치하거나 

특정 환경에서 말해지거나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특정 의미를 받게 되며 혼

자 사용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

미를 갖는 음절은 품사, 태에서도 같은 종류의 어려움, 모호함이 있다. 각각은 거의 

동일한 어형변화를 가지며 라틴어 문법을 구성하는 8개의 품사를 가진다. 왜냐하면 

하나의 동일한 음절이 명사, 동사, 부사 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

떠한 음절도 그 자체가 실제 격, 품사로 고려될 수 없는 이유이다. 특정 어휘를 다

른 어휘와 연결시켜서 그들을 그 통사적 위치에 따라서 사용함에 따라서 어형 변화

의 격, 8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허사, 전치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로 이해될 수 

있다.180) 

Varo는 중국어에서 字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字 자체는 고정적으

로 어떠한 의미 기능을 지니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字는 8개의 품사를 모

두 지닐 수 있다고 간주했다. Henri Maspero(亨利⋅马斯伯乐, 1883―1945)로 역시 중

국어에서 품사는 환 일 뿐이며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181)

한편 초기 문법서 9권에서는 모두 품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각 품사에 해당

하는 요소를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문자는 한 자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한 자가 여러 가지 품사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3.2.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假借’, ‘假用’ 등의 이론을 세웠다. 다만 일부 문법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기도 했다. 

(34) 보통명사, 고유명사, 대사, 동사, 부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이 있다. 字는 

정해진 종류가 없으며 오직 작문하는 사람만이 정할 수 있다.182) 

(35) 부사는 본래 정해져있지 않고, 종종 다른 품사의 글자를 가차하여 부사로 삼

는데 반드시 피수식어보다 앞에 위치한다.183)

(36) ‘提起連字’는 본래 정해진 字가 없어, 글방 스승은 종종 ‘夫’, ‘今’, ‘且’, ‘蓋’ 

180) Varo(1703, Weldon South Coblin 譯, 2000:53~55) 참조. 

181) Julia Kristeva(1981, 김인환 역, 1997:96) 참조.

182) 更有以公名、本名、代字、動字、狀字用如靜字 。夫字無定類, 是惟作文 有以驅遣之耳。
文通 199쪽.

183) 狀字本無定也, 往往假借他類字爲狀字 , 然必置先於其所狀。文通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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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를 시작을 이끄는 말로 여겼으니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따른다.184)

(37) 총괄하면 어느 글자가 어느 부류에 속한다는 것은 그 용법으로 정하며 묶어

서 하나의 例로 정할 수 없다.185)

文通에서는 (34)와 같이 기타 품사의 글자가 형용사로 기능하는 예를 설명하면

서 ‘字無定類’를 언급했다. 이는 특정 字에 정해진, 고유의 품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는 字의 품사는 글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다. (35), (36)에서도 

부사는 본래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문장 안에서의 위치, 그에 따른 기능에 의해서 정

해진다고 본 것이다. 新講義에서는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하고 자동사가 타

동사,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37)과 같이 어느 글자를 특정 부

류로 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Varo가 중국어에는 품사가 없다고 언급한 것과 흡사하다. 다만 Varo의 

경우 그의 문법서에서 서양언어를 기준으로 각 품사에 해당하는 중국어 요소를 언급

하며 중국어의 품사체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다. 즉 중국어 글자의 품사를 확정

짓지 않았으므로 중국어에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설명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文通의 경우 중국어의 품사 개념을 확정짓고 그것에 근거해 글자를 분류하

고 중국어 품사체계를 정립했다. 즉 이에 의거하면 특정 글자는 귀속되는 품사가 정

해져 있고 간혹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字有定類’에 해당하며 위의 ‘字

無定類’와 상충된다. 新講義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글자의 품사가 문장에서의 용법

에 의해 정해져서 그 범례를 정할 수 없다면 해당 문법서의 품사 설명은 모두 헛된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어의 문장 구조, 성분에 대한 중서 문법연구자들의 논의를 비교해 본 결과 서

양 학자들의 중국어 연구에서는 통사 부분이 빈약하다. 주어, 술어와 같은 문장성분 

개념이나 이로 구성되는 문장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일부 문법서에서 통

사 단락이 있지만 대개 비교급 문장과 같은 특수 구문을 논의하는 것에 그친다. 아

마도 중국어의 문장을 법칙화하기 어렵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1.2 句讀의 구성 성분 분석｣, ｢3.3.1 문장의 구성 성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에 의한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 및 그 성립 조건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4) 連字用以劈頭提起 , 本無定字, 而塾師往往以夫、今、且, ‘蓋四字爲提起發端之辭, 今姑仍

之。文通 464쪽.

185) 總之某字屬於某類, 當就其所用定之, 不可拘視爲一例。新講義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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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어, 술어는 문장에서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하나라도 없으면 문장이 될 

수 없다.186)

(39) 文에 주격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간혹 그 文의 어기가 달라서 혹은 동

사에 별도의 특성이 있어서 주격이 비어있다. 이를 虛格이라 한다.187) 

(38)의 中等國文典에서는 주어, 빈사는 문장에서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하나라

도 없으면 문장이 성립 될 수 없다고 했고 그 외에도 文通,  通, 國文典, 要
略과 같은 문법서에서도 주어, 술어 성분을 필수 조건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

은 문법서에서는 필수 요소로 지적한 주어, 술어의 생략에 대해서도 논했다. 예를 들

면, 中等國文典에서는 명사의 주격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虛格이 있다고 하고 이

를 (39)와 같이 정의했으며 虛格의 예로 명령문, 진리문, 동사 ‘有’가 사용된 문장을 

제시했다. 이는 곧 주어 생략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장은 虛格을 주격, 즉 주어로 

가지므로 주어, 술어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법칙에는 부합하지만 이때 虛格이라는 

격을 갖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그 밖에도  通에서는 주어 생략, 國文典에서는 

주어, 술어 각각의 생략에 대해 논의했다. 國文典에서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이는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생략한 것

이다.”고 했다. 주어, 술어의 생략과 문장의 성립 조건이 상충되는 문제를 인식한 것

으로 그 설명이 합당하지 않다. 

어 문법에서는 주어, 술어가 문장의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하지만 서양의 중국

어 문법연구자들은 이 규칙을 중국어에 적용시키지 않았다. 반면 중국의 문법연구자

들은 이 법칙을 중국어에 적용시켜 중국어 문장의 성립 조건으로 주어, 술어를 언급

했다. 한편 중국어 언어 현실에서의 주어, 술어 생략의 문장에 해당 법칙을 적용시키

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서 문법연구자들은 중서 언어의 비교적 관점에서 중국어의 형태변화, 품사 분류, 

문장성분에 대해서 상이하게 설명했다. 그 문법 설명에서 보이는 특징은 서양 문법

연구자들은 그 문법적 차이를 언급하면서 대개 중국어에서의 문법 요소의 부재에 대

해 지적했으며 몇몇의 학자들은 이에 근거해 중국어, 중국인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의 문법연구자들은 서양언어의 문법적 요소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법 성분

을 모색하거나 해당 법칙을 변용하여 중국어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국 문법 연구자들이 중국어에 결핍의 이미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

186) 主格 賓辭, 句中之兩大幹部也, 缺一卽不成句。中等國文典 2쪽.

187) 凡文未有無主格 也, 然有時以其文語氣之不同, 或其動詞別有特性, 而主格竟虛焉, 是 虛

格。中等國文典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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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볼 수 있다. 

4.3 중국 문법학의 성립 

중국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중국 학문의 패러다임 전이가 일어난 시기로, 

각 학문 역에서 전통적 도그마에 기반을 둔 누적적 연구 활동과 달리, 개념적으로 

다른 지식 체계를 성립하는 변화과정에 해당한다.188) 이는 언어학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이 시기의 언어 연구는 중국 언어학사에 있어서 학문적 방법론의 변이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문법연구의 경우 이때 신생한 학문으로 현대 중국 문법학 성립의 발

판을 마련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단락에서는 문법서를 통해 중국어 문법학의 성립 과정을 고찰하고자 다음 3가

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전통적 언어학에서부터 문법학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경전 연구의 부속적 지위에 머물렀던 언어 연구가 독립하고 그 안

에서 문법이 文學, 修辭, 名學과 같은 기타 역과의 경계를 확립해 가는 과정을 살

펴본다. 둘째, 어문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중국어 문법 연구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기

로 한다. 마지막으로 당시 중국의 언어 상황에 대한 문법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살

펴보고 문법연구가 미친 향력, 실질적 효과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4.3.1 어문학의 독립과 문법의 경계 확립

중국의 전통적 학문체계는 관리가 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과거제도를 정점으로 

한다. 과거시험은 유교 경전을 주로 다루었으며 따라서 중국 대부분의 학문이 경전

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중국 언어학 역시 경전 해석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어 경학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언어연구는 독립적인 역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

는 그 학문의 명칭에서도 나타난다. 學이라는 명칭은 大學을 위한 발판이라는 의

미로, 學은 大學을 위해서, 大學에 의해서 존재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 

188) 쿤(1962)은 과학사의 변천사를 비상과학(extraordinary science)으로의 이행, 패러다임의 전

이(paradigm shift)의 패러다임 이론으로 설명했으며 이는 다양한 학문사 서술에 응용되었

다. 이는 중국 언어학사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朱曉農(2008)은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적

용하여 청대 고음학의 발전사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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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연구는 언어 그 자체가 연구목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 해석에 

궁극적 목표가 있으며 따라서 그 연구대상도 경전에 기록된 것으로 제한된다는 한계

점이 있다.

청대 學의 경우 문자보다 언어가 우선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경전의 기록을 언어

로 간주했으며 이로 인해 음운, 허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언어 자

체에 한층 접근한 연구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내

려진다. 大學을 위한 學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이를 경전의 도리를 구하

지 않고 오히려 지엽적인 언어, 문자에 천착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현대 언

어학의 관점에서는 이를 여전히 경서를 주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허사 자

체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연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189) 이와 같은 평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청대 언어학은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한

편, 여전히 경학의 부속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말 경학의 지위가 흔들리고 1905년에는 과거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한편 

서학이 전래되고 학과 체제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경학 중심의 학문 체계가 붕괴, 해

체되고 지식의 범위가 넓어져 사학, 철학, 문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가 신생한다. 

언어학 역시 이러한 조류를 따라 독립한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이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언어학의 독립 양상이 반 되어 있다. 

우선, 중국 언어학의 독립 근거로 언어, 문자의 기능, 의의를 새롭게 인식한 점을 

꼽을 수 있다. 馬建忠은 당시 孔孟, 西學을 중시하며 문자 연구를 소홀시 하는 풍조

를 지적하고 스스로가 文을 연구하는 이유, 文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

다. 

(40) 말하기를, 천하에는 道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니, 文이 그것을 담아내며, 

사람 마음에는 理를 지니고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文이 그것을 밝힌다. 그러나 文

은 道를 싣는 것이지만 道가 아니고, 文은 理를 밝히는 것이나 理가 아니다. 文이라

는 것은 이를 따르면 머무를 곳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며 머무르는 곳은 아니다. 고

로 군자는 이것을 배워 그 道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190)

그는 文은 도가 아니고, 이치가 아니지만 도를 싣고,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이를 

통하지 않고는 도, 이치에 접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文에 대한 

189) 龔千炎(1997:18) 참조.

190) 曰, 天下無一非道, 而文以載之; 人心莫不有理, 而文以明之。然文以載道, 而非道; 文以明理, 

而非理; 文 , 所以循是而至於所止, 而非所止也, 故君子學以致其道。文通 後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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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 이치가 밝혀지지 못 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전통 경학에서 “經의 궁극적 목표는 도이다.”라 하고 學은 이러한 경전에 담긴 도

를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 점과 일정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馬建忠의 논의에

서 도와 이치를 담고 있는 대상, 文은 경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馬建忠은 서양의 아이들은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하며 이에 수

학, 과학, 법률(法律), 성리(性理) 등의 학문에 정통하게 되어 유용한 학문을 한다고 

묘사하면서 도에 통달하고 이치에 밝다고 했다. 또한 문법을 통해 중국 서적의 도, 

이치뿐만 아니라, 서양의 책이 싣고 있는 도와 이치에도 두루 통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했다. 즉 馬建忠이 언어, 문자 연구를 통해 깨우치고자 한 ‘道’와 ‘理’는 서양인

이 깨우 친 바, 그리고 서양의 책에서 싣고 있는 것도 포괄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가

리킨다. 

中國文典의 총설에서는 文辭/文詞의 중요성,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1) 文辭는 사회의 진보를 촉진한다. 세상에 文字가 없으면 文詞도 없다. 배움에 

있어서 따라서 배울 바가 없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따라서 가르칠 바가 없다. 어짐

과 우둔함, 알고 모름의 구분이 없고 굶주려 먹고, 목말라 마시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 문에 관계한 일이[文事] 시작되면 모든 이성적 생각의 양식이 모두 기록

될 수 있다. 앞의 일을 잊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도 가히 이를 따를 수 

있다.191)

文은 곧 사회 진보의 비결로 간주된다. 文을 통해 비로소 먹고 마시는 본능적인 

삶 이외에 배움과 가르침이 가능하며 알고, 모름이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록

을 통해 전대와 후대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嚴復 역시 “文字語 는 학술, 문사의 돈이다.”고 주장하며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학을 추구하면서 그 언어, 

문자를 익히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그 역시 서학을 익히기 위한 수

단으로서 언어, 문자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역대로 중국에서 언어, 문자는 경전의 도를 깨우치기 위한 통로로 의미가 있었다

면 청말에 이르러 지식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언어, 문자가 기록하고 전달하는 내

용 역시 다양화되며 따라서 언어, 문자는 보다 다양한 지식으로의 매개체, 보다 넓은 

세계로의 교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언어 연구의 대상은 경전 텍스트로 제한되지 

191) 文辭 , 所以促社 之進步也。世無文字, 卽無文詞, 學無從學, 敎無從敎, 無賢愚知不肖之

別, 飢食渴飮之外, 更無餘事, 文事肇 , 一切理想程式, 皆可紀載, 不獨前事之不忘, 亦後事

之師也。中國文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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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 궁극적 목표 역시 경전 안에서 도를 강구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문

법연구는 이와 같은 언어, 문자를 규칙화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문법서는 경전에 기록된, 고대 문언만을 주요 대

상으로 하는 한계점을 지니지만 이는 경전 해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청말 중국의 경전 중심의 학문 체제는 해체되었지만 여러 학문은 각각의 역을 

확립하지 못하고 서로 혼재되어 있었다. 문법서에서도 실제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문에 관계되는 學, 文章學, 句讀論, 詞章學, 혹은 당시 서양에

서 수용한 문학(literature), 수사(rhetoric) 논리(logic) 등에 관련한 내용들이 문법서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다. 문법서의 문법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문법서는 현대적 

문법서에 비해 광범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문법 개념에 작문법 개념이 포

함되어 있었다. 한편 學의 경우, 일부 문법서에서 청대 소학가들의 견해를 인용하

기도 했지만 문법 개념에 혼합되거나 동일시되지 않고 구분되어 문법을 통해 극복해

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본 장에서는 문법과 文學, 修辭, 名學과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문법학 역의 정립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법서에서 文學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 의미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 연구

의 한 분야를 일컫는다. 文通에서는 “옛 부터 文學은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

고 했고, 漢文典에서는 ‘字學을 연구하는 이’에 대조하여 ‘文學을 연구하는 자’를 

논했다. “‘字學을 연구하는 이’들은 훈고에 빠지고 ‘文學을 연구하는 자’는 詞章에 갇

혀 文과 字를 모두 그르쳤다.”라 했다. 이때 文學은 전통적 의미의 文學으로 ‘문장박

학’, ‘책을 읽기를 배우다’, ‘유가학설’, ‘ 學’ ‘詞章’과 같은 여러 분야를 내포, 총칭

한다. 

또한 漢文典에서는 일본의 漢文典의 저술자를 ‘文學家’라 했다. 文典을 字法, 

文法을 모두 아우르는 연구서라고 언급한 점에 의거하면 이 때 ‘文學家’는 위에서 

언급한 ‘文學을 연구하는 자’와는 상이한 것으로 일종의 문법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漢文典에서 學科, 科學을 논의하면서 文學을 언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文

學을 統名學, 群學과 함께 無形理學에 속하며 과학의 체계에 의거하면 중국에서 소

위 文은 과학 중에서 하나의 과목에 지나지 않으며 文學이라는 과목에 통합되는 것

은 음악, 그림, 문법, 글자를 익히는 것으로 그 범위가 좁다고 했다. 이때 文學은 전

통적 文學 개념이 대개 文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에 반해 좁은 범위를 

포괄하며 새롭게 도입된 학과, 과학 체제의 구성요소를 뜻하며 문법 개념과도 연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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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중국어 문법서에서 文學과 문법 개념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文學은 문법에 부

속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文學, 文法의 상관관계는 당시 중국

인에 의한 문법서 이외의 기타 서적에서도 나타난다. 그 예로, 서양인과 중국인이 함

께 저술한 중국어 문법서인 文學書官話에서는 서명으로 文學을 사용했으며 이는 

grammar에서 유래한 문법을 의미한다. 또한 文學이라는 과목 혹은 교과서는 문법의 

내용을 포함한다. 劉師培가 저술하여 國學保存 에서 간행한 中國文學敎科書(1906)

에서도 “중국문학교과서는 10책으로 소학의 대강을 우선 밝히고 다음은 字類를 분석

하고 다음은 句法, 章法, 篇法을 다루며 다음은 고금문체를 총괄하여 논하고 다음은 

선문을 싣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문전, 문법 연구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文學이라 명명했다. 이를 통해 당시 文學과 문법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

며 혹은 文學이 문법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文學과 문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文學이라는 어휘의 의미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서양의 grammar가 文學으로 번역되면서 文學이라는 단어

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 한편 grammar는 문전, 문법으로도 번역되면서 같은 

의미를 뜻하게 되어 혼용된다. 또한 당시 중국의 문법서에서의 소위 문법이 포괄하

는 범위가 광범위 하여 전통적 文學 개념의 문장학, 사장학과 관련한 요소가 포함되

어 있었던 것과도 연관된다. 서양의 literature 개념이 유입되고 이를 文學이라 칭하면

서 文學과 문법의 경계가 명확해졌다. 

다음은 修辭와 문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어 문법서에서 修辭는 대개 

편명으로 사용되며 문전, 문법에 포함되는 일부로 간주되었다. 國文典의 ｢修詞篇｣, 

要略의 ｢修辞篇｣이 그 예이다. 초기 문법서의 문법은 전통적 文法 개념의 향으

로 수사적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수사학사에서는 문법, 수사의 혼합 양상에 근거

해 이 시기를 ‘수사학의 중서 결합기’, ‘수사, 문법의 혼합 시기’라 명명했다.192) 또한 

이 시기의 문법서는 수사학계에서도 종종 논의된다. 그 예로  通은 작문법의 책

에서 문법의 내용을 흡수하여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라 했으며 來裕恂의 漢文典
은 이후 중국문학 교과서에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근래 그 주석서가 출판되면

서 20세기 초 중국 문장학의 명저로 분류된 점 역시 漢文典을 작문 이론서로 간주

한 점을 반 한다.

수사학계에서는 1923년 唐钺의 修辭格의 출간으로 修辭와 문법의 경쟁이 종결되

192) 陳望道(1932, 1997:278~279)는 중국의 근대를 수사, 문법의 혼합 시기라 일컬으며 文法은 

작문의 법칙을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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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경계가 확립되었다고 본다. 위의 저서가 미친 향력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지만 1920년대 이후의 문법서에서도 작문법, 修辭와 관계된 논의가 없다는 점에 

미루어 보면 그 무렵 修辭와 문법의 경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합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다시 漢語語法修辭新探, 语法修辞讲话와 같은 연구서가 

출현하며 문법과 修辭의 연계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漢語語法修辭新探에서는 중

국어 문법 연구는 반드시 修辭와 함께 결합해야 만이 중국어 특징에 부합하는 문법 

체계를 건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초기 문법서에서는 名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通에서는 “명사의 분류는 

名學만큼 정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Mill의 名學에 근거해 명사를 5가지의 기준에 

근거해 분류한다. 제1부류에서는 ‘ 名’, ‘合名’, ‘公名’, 제2부류에서는 ‘實名’, ‘虛名’, 

제3부류에서는 ‘有涵’, ‘無涵’, 제4부류에서는 ‘陰’, ‘陽’, 제5부류에서는 ‘ 待’, ‘獨立’

를 설명했다. 또한  通에서는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주어[主詞], 술어[說明]로 설

명했지만 名學에 근거해서 문장을 주사[詞主], 빈사[所 ], 계사[綴系]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장에서는 술어[說明]가 긍정, 부정에 해당하는 陰陽을 나타내지만 名

學에서는 계사[綴系]에서 긍정, 부정에 해당하는 離合이 결정된다고 하며 문법적 분

석과 名學에 의한 분석을 비교, 대조하기도 했다. 英文漢詁에서도 文家는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주어[句主], 술어[ 語]를 언급하고 名家에서 문장을 논하는 것은 이

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名家는 주어[句主], 술어[ 語]가 있으면 그 사이를 

계사[綴系, copula]로 연결한다고 하며 계사는 문법상으로는 술어에 포함되어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법적 문장 분석과 논리적 명제 분석이 상이함을 지적

한 것이다. 그 밖에도 章士釗는 中等國文典에서는 名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逻
辑指要를 저술하여 名學을 다루었으며 孫文(1919, 1994:31~32) 역시 작문의 법칙을 

위해서는 문법과 함께 文理를 연구해야 하며 문장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所當

然]을 알고자 하면 문법학, 그리된 까닭[所以然]을 알고자 하면 文理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名學과 문법은 모두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양에서 문법(grammar)과 논리

(logic)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 문법연구자들도 두 학문 역의 연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법서에서 名學 이론이 종종 인용, 적용되기도 한

다. 다만 文學, 修辭가 문법과 동일시되거나 상호 포함관계에 있었던 것에 반해 名學

은 문법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청말 경학의 해체와 함께 중국의 전통적 언어 연구는 경학의 부속적 지위에서 탈

피한다. 언어, 문자는 다양한 지식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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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연구는 이와 같은 언어, 문자를 효율적으로 습득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법

서에서는 文學, 修辭, 名學이 함께 논의되며 이는 당시 어문 계열의 세부 역이 명확

히 확립되지 않은 점을 반 한다. 

4.3.2 문법 교육의 활성화와 이론 문법의 발

역대로 중국의 문맹률은 지극히 높았고 글은 문인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그러

나 청말 무렵부터 언어관의 변화로 언어, 문자는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실용적 기능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지식의 보편화를 위한 언어, 문자의 보편화가 요

구되었다. 따라서 언어, 문자의 교육이 중시되었으며 문법 연구 역시 이러한 움직임

의 일환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앞서 연구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문법서는 문법 

연구서와 문법 교과서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이는 이론문법과 학교문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자의 경계를 명확히 긋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문법서

는 그 서명에서 교과서임을 명시하거나 서문에서 학교 교육을 위해 구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혹은 구성상에서 연습 문제를 배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법서는 

교학을 목적으로 저술된 것으로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中等國文

典은 중학교, 사범학교용이라 명시했으며 練習, 問題의 단락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國文典, 新講義 역시 이와 같은 형식을 계승하

고 있다. 또한 그 예문을 中國文典은 中文敎科書, 要略修辭는 中學國文敎科

書, 要略은 中學國文讀本에서 취하여 국문 교과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교육, 

학습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같은 문법서는 어문 교육, 교과서 체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단락에서

는 어문 교육 체제에서의 문법 교육 및 교과서 시리즈 안에서 문법 연구서의 지위 

변화와 이것이 중국의 문법연구의 발전에 미친 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국의 교육, 학제 체제의 변이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902년 張百

熙(1847―1907)가 내세운 ｢欽定學 章程｣을 통해 壬寅學制라는 새로운 학제 체제가 

탄생하나 이는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1904년 청정부가 ｢奏定學 章程｣을 공포하

면서 癸卯學制가 정립된다. 癸卯學制에서의 어문 관련 과목을 살펴보면, 讀經講經, 

中國文學, 中國文字, 外國語 등이 있다. 1912~1913년에 공포된 壬子癸丑學制에서는 

각 학교, 등급별로 상이하나 어문과 관련한 國文, 外国语, 文學, 讀經 등이 보인다.193)

경전과 관련한 교과와 분리되어 文學, 文字, 國文 등의 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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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교과체제에서도 어문연구가 경학에서 분리되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학문 간의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지 않은 것처럼 각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역시 광범위하고 상호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문법은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되지 못

했지만 여러 과목에서 문법과 관련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奏定學 章程 學務綱

要｣에서 “중국문학의 과목에서는 수시로 문자를 논하고 서신, 기사의 문법을 가르쳐 

환과 실용의 자원으로 삼는다. 다만 이치가 분명하고 말이 전달되는 것을 취할 따름

이다.”라 하여 문학 수업에는 文字, 文法에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때 문법은 작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奏定中等學 章

程｣에 의하면 중국문학은 文義, 文法, 作文으로 구성된다. 문법이 文學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위와 동일하나 作文과 구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때 문법은 작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壬子學制에서 문법은 文學, 國文 수업에 관계되

며 문법은 國文 과목에 포함된다. 그 예로 1913년 ｢中學校課程標準｣에서는 國文은 

講讀, 作文, 習字 文字源流, 文法要略, 中國文學史 6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要略에서도 국문 과목은 文字源流, 文法要略, 文學史를 함께 익히는 것을 대강으로 

한다고 했다. 2학년 중학생의 국문 수업의 경우 강독, 작문 이외에 文字源流도 매주 

1시간 정도를 할애하며 함께 익히며 文法要略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 했다. 

이와 같이 교육 체제 안에서 문법은 하나의 과목으로 개설되지 못하고 문학, 국문 

과목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되었으며 이후 국문 과목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일정시간

을 분배받아 교육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과체제가 정립되기 이전에는 한 권의 교과서

에서 다양한 요소를 다루어 교과 구분 없이 사용된다. 그 예로 최초로 중국에서 발

행한 신식 교과서에 해당하는 蒙學課本(1897)194)에서는 어문뿐만 아니라 기타 다

양한 상식에 관련한 내용도 다루었다. 교과체제가 정립되어 가면서 교과서도 각 과

목별로 세분화 되며 그 예로 林紓(1852―1924)의 中学国文读本(1907), 吳曾祺(1852―
1929)의 中学 用国文教科书(1908)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문 과목을 위한 교과서로 

대개 선문형식이다. 문법과 관련한 내용은 이와 같은 国文, 文學 교과서에서 함께 논

의되곤 했다. 문법 과목이 국문 과목의 구성요소로 일정 시간을 분배받게 되면서 문

법 교과서는 국문 교과서에서 독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 논의한 國文典, 要
略, 新講義는 교과서 시리즈 구성의 하나로 국문 교과서에서 독립하여 문법을 위

193) 李杏保(2000:37~38) 참조. 

194) 중국인이 저술한 교과서의 시초이다. 南洋公學에 부속한 學 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전서는 상하권으로 나뉜다. 상권은 어문, 하권은 상식을 위한 교재이다. 李杏保(2000:42)

는 본서에서는 6~7편의 분량을 할애하여 어문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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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저술된 교과서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같은 문법서는 국문 교과서에서 예문을 취

하는 등 여전히 상호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문법서는 문선 형식의 일반 국

문 교과서와 달리 어문 지식 독본에 해당한다. 王松泉(2001)은 어문학과 체제는 ‘文’

과 ‘知’로 양분된다고 했으며 문법 관련 저서는 ‘知’, 즉 지식을 중점으로 다루며 것

으로 국문을 보조하는 보충 서적으로 기능한다. 

어문 교육에 있어서 문법은 연구, 교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학의 방법론으로

도 응용된다. 蒙學課本⋅編輯大意에서는 교육의 순서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2) 이해하기 쉬운 字를 취하며 그 부류를 서로 같게 한다. 名字를 우선으로 하

고 다음이 靜字이다. 名字는 유형을 우선으로 하고 무형이 그 뒤이며 靜字는 有象

을 우선으로 하고 無象을 뒤로 한다.195)

명사, 형용사와 같은 문법 개념이 교육의 선후를 결정짓는 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초기 문법서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 중국인들이 어문을 효율적으로 습득하

게 함으로써 문맹률을 낮추는 것에 있다. 다만 문법서의 출현 시기 및 당시의 교육, 

학과체제의 배경에 따라 문법서의 교학 측면의 특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

면 文通은 학과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에 출현한 것으로 문법을 통해 중국어를 분

석, 묘사함으로써 중국어 문법성립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이를 이론화 하는 것에 중

점이 있었다. 이후 중국의 교육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문법은 당시 어문교육과 밀접

한 관련을 맺으며 국문교육에 적극 활용되었다. 이는 문법연구의 연구방향에도 향

을 미쳤다. 문법 연구서는 학습, 교수 시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문법 

연구가 활성화된다.

袁広泉(2011:131)에 의하면 일본학자 廣池千九郞는 이 시기 문법서를 접하고 이는 

학자적 저서나 연구의 창작물이 아니라 그저 교육을 위한 설명 위주의 교과서로 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중국인에 의한 문법서의 학교 문법적 성격을 비

판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학교문법의 문법서 역시 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이를 쉽

게 평가절하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 근거로 新講義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는 교과서용 문법서 지만 교과서를 포함한 기존의 문법연구서에서 학술적 견해 차

이를 보이는 요소를 총괄하며 각 학설을 소개하고 자신의 해석을 보충했다.196) 이는 

195) 乃取易解之字, 以類相從。先名字, 次靜字。名字先有形而后無形; 靜字先有象而後無象。蒙
學課本 李杏保 (2000:40~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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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서 간에 학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문법이론의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

한다. 또한 이는 1920년대 이후의 문법서가 문법이론을 구축하는 것에도 향을 미

친다. 金兆梓(1922), 陳承澤(1922)는 문법의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문법서에서 쟁점이 되었던 字와 詞의 구분, 중국어 품사의 

구분과 활용 등의 문제를 연속선상에서 논의하며 문법이론을 확립하고자 했다. 

중국의 문법 연구는 학과체제의 정립과 함께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학교교육에 활

용하기 위한 학교문법의 성격을 띤다. 이와 같은 문법서는 교육,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학술적, 이론적 논의도 갖추어 중국에서 문법이 하나의 학문 역을 정립해 

가는 것에 기여했다.

4.3.3 근  국의 언어 문제와 문법의 효과

근대 중국 사회에서 높은 문맹률, 언문불일치 등과 같은 언어, 문자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한자개혁이 논의되고 백화문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국의 문법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197) 본 단락에서는 각 문법서의 序文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중국의 언어현실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문법연구의 계기, 그

리고 궁극적 목표를 살펴보고 문법 연구가 중국 사회에 미친 실질적 향력을 평가

해보기로 한다.

문법 연구자들은 중국의 높은 문맹률을 문제시 삼으며 글을 익히기 어려운 이유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중국에서는 글에 대한 법칙이 정립되지 않고 

이를 전문적으로 논의한 전문 서적이 없음을 문제 삼았다. 馬建忠은 서양의 언어는 

본래 어렵지만 ‘葛郞瑪’라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이를 익히면 글을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여겼다. 반면 중국인들이 文에 어두운 것은 이와 같은 법칙을 제시하지 못했

기 때문이라 여겼다. 來裕恂 역시 다른 나라에서 文을 익히기 쉬운 것은 文典에서 

字法, 詞法, 성분의 분류를 밝혀 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문은 文典이 없고 

문장이 완성되고 미묘하게 운용되는 것이 모두 마음에 있다고 하니 체적하는 체제

[積累之體]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국에서 文典의 부재를 문제시했다. 莊慶祥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문장의 도’가 전수되고 있으나 이는 그저 뜻을 모은 것으로 

196) 新講義의 접속사, 지시대사, 감탄사의 분류에 대한 논의에서 잘 나타난다.

197) 김혜 (2013)은 淸末 한자개혁을 주장한 이들의 언어관을 고찰한 바 있다. 한자개혁에 

대한 논의, 문법연구는 모두 유사한 시기 중국의 언어, 문자 문제에 착안하여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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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식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학생들이 국문수업을 어

려워하고 國粹가 쇠멸한 것은 모두 문법 전문 서적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겼

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문에 대한 법식, 법칙이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

구서가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바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중

국의 높은 문맹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간주했다. 즉 한문 자체가 어렵다거나 법칙

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법칙화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 연구서가 없음

을 문제시 한 것이다. 따라서 문법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둘째, 문법 연구자들은 중국의 전통적 어문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들은 서

양과 같은 문법연구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중국에서도 독자적 언어 연구가 계승되

어 오고 있었으며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간주했다. 馬建忠은 學

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學은 각 字의 형태, 소리를 연구대상

으로 하며 이는 가장 쉽게 변하는 요소로 그 변화가 무궁하며 “원래 변화하지 않는 

이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는 한 글자에 대한 국부적인 논의에 지나지 않으며 ‘글

자를 만드는 것[造字]’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字를 조합해서 문장, 

글을 구성하는 방법과 같이 변하지 않는 법칙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來裕恂도 전통적 언어 연구의 국부적인 연구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전통적

으로 문자의 책, 문장의 책이 있었지만 전자는 訓詁, 후자는 詞章만 다루어 字學과 

文學이 종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셋째, 문법 연구자들은 중국의 전통적 어문 교육, 전수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했다. 馬建忠은 학문에는 전수할 수 있는 규칙과 전수할 수 없고 스스로 심득해야 

하는 것이 있으며 응당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을 탐구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논하고 주고받

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저 신통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식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글을 가르침에 있어서 글자의 부류가 다르고, 그 조합의 방

법이 상이함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을 따르면서 그것이 이와 같음은 알지만 왜 이

와 같은지 그 까닭을 찾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했다. 章士釗는 학교 교육에서 

學을 다루며 초학자들에게 이를 전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學은 전문적인 

학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암송을 통해서 文理를 깨우치는 것에서 벗어나

서 文典을 통한 효율적인 국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莊慶祥도 文 교육에 정

해진 법칙이 없고 오직 정신에서 이를 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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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 조류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또한 ‘당연한 것은 

알지만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점’을 문제시 했다.

이처럼 중국의 문맹률이 높은 것은 중국의 언어, 문자를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이

고 이는 중국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 언어 연구, 교육 방법에 있다고 간주

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 교육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법서에서는 새로

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文通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최초의 문법서답게 그 연구 방

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는 이후 문법연구의 표본이 된다. 文通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타 문법서에서의 논의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43) 이에 본 저서에서는 자세히 증명하고 분해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분별하고 

해석하여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차이를 알고 그러한 후에 이를 글에 적용시켜 적합

한 바를 얻게 하도록 힘썼다.198)

(44) 다양한 예문을 많이 취하여 조항에 견주어 같게 하고, 부류에 저촉되면 늘리

니 옛날과 지금의 서적을 모두 궁구히 한다.199)

(45) 이 책은 고금에 있어서 독특한 책이다. 독창적 견해는 빈말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근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후에야 능히 사람들에게 

신임 받을 수 있다.200)

(46) 널리 예를 인용하여 증명하고 서로 비교하여 당연한 것에서 같은 것, 상이한 

것의 까닭을 찾아야 한다. 그런 후에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고 뜻에 밝아질 수 있

다.201)

文通에서 제시한 문법연구 방법의 논의에서 ‘分解’, ‘辨析’과 같은 내용은 그 분

석적 태도를 반 한다. 要略에서도 ‘나열한 각각의 예를 분석하여 깨우쳐야 함[所

列一一兮, 析而領悟]’을 강조하며 분석적 태도를 중시했다. ‘比例’, ‘觸類’, ‘比擬’는 

비교, 대조하고 분류하는 것에 해당한다. 漢文典에서의 ‘경계를 지어 바로 잡고 자

세히 다루어 밝힌다.[疆而正之, 縷而晰之]’,  通에서의 ‘비교하고 살펴본다.[比類參

觀]’, ‘조례를 나누고 같은 부류를 모아[條分類纂]’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文通
에서는 문법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이며 그 법칙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거가 갖추어 져야 한다고 여겨 예문을 중시했다. 이후 문법서에서도 모

198) 是書爲之曲證分解, 辨析毫釐, 務令學 知所區別而後施之於文, 各得其當。文通 例 .

199) 繁稱博引, 比例而同之, 觸類而長之, 窮古今之簡篇。文通 序.

200) 此書爲古今來特創之書。凡事屬創見 , 未可徒託空 , 必確有憑證而後能見信於人。文通 

例 .

201) 是宜博引旁證, 互相比擬, 因其當然以進求其所同所異之所以然, 而後著爲典則, 義訓昭然。
文通 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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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법 설명과 함께 다양한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문법서에는 중국의 언문불일치에 대한 문제의식도 반 한다. 그 예로 漢文典에
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7) 상고시기에 辭로 文을 이뤘고 周때까지 文이 합일했다. 전국 시대 이후 오

랑캐로 인해 語法이 어지러워졌고 그 때 이후부터 語 文字가 멀어져 이에 國語는 

해석하기 어렵고 國文은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202) 

(48) 빌려온 말이 날마다 늘어나고 호훈이 늘어나고 옛 뜻이 많이 분화한데 名學

을 연구하지 않아 결국 허실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언문이 일치하지 않는다.203) 

그는 중국에서 말과 글이 본래에는 일치했지만 이후에 불일치하게 되었다고 했으

며 언문이 일치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 ‘오랑캐’, ‘빌려온 말’, ‘호훈’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언문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문법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漢文典에서 文法 개념은 언어[辭]를 철저히 배제하고 글[文]만을 연구대상으

로 한다. 기타 문법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文通에서 당대 이전의 글로 범위

를 한정한 이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대개 고대 문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中等國文典,  通 등의 문법서에서는 문법연구가 고대

의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要略에서는 國文은 國語의 대표이며 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전에 말이 있으므

로 글이 말로 풀리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옛 사람들은 법칙을 알지 못해서 

글을 말로 풀지 못했고 이로 인해 國文의 실용이 실현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國語, 

國文의 개념을 구분하고 글을 말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역시 중국의 언문불일

치의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要略에서는 문법을 통해 문언의 일치를 이루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앞의 인용문 (8)에서와 같이 문법을 정의하면서 문법이 곧 ‘문언합일

을 통해 장애되는 것을 없애고 통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文 合一’을 통

해 비로소 國文의 실용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바로 문법임

을 강조했다. 

(49) 본서에서 일일이 분석한 것에 의거하여 文이 곧 語임을 깨닫는다. 文은 곧 

文, 語는 곧 語이니 文을 마음으로 이해하면 입으로도 깨닫게 된다. 그러한 뒤에 문

202) 上古之世, 由辭成文, 延及于周, 文 合一。戰代以來, 蠻夷猾夏, 語法紛亂, 自是厥後, 語

文字, 距離太遠, 此國語所以難解, 國文所以難通也。漢文典 380~381쪽.

203) 丐詞日出, 互訓浸滋, 古義多岐, 名學不究, 遂致虛實莫辨, 文不一。漢文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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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지으면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는 이 책에서 구분 지은 본지이다.204)

문법을 통해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구어로 해석함으로써 문언합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본 문법서는 글을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임을 밝혔

다. 

孫文(1866―1925) 역시 문법을 통한 언문일치의 실현을 기대했다. 그는 중국의 문

법학이 文通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중국 고인의 문장에도 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미 글에 능통한 사람에게는 

참고, 증거가 되겠지만 초학자나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통해 글을 깨우

치기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文通 후에 나온 문법서는 초학자들을 위해 저술되었지

만 역시 고인의 문장을 증거로 삼고 지금 통용되는 언어는 다루지 못해서 여전히 작

문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이를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글을 깨

우친 사람보다는 아이들이나 글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문법이 필요하며 이로써 

그들이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문법연구는 응당 지금 통용되는 언어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언어로 문법을 익히

면 문법으로 고인의 문장을 터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문일치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205) 

이와 같이 중국의 문법 연구 계기는 중국의 높은 문맹률, 언문불일치와 같은 당시

의 언어 문제에 바탕한다. 문법서에서는 기존 언어 연구, 교학 방법을 비판하고 문법

을 통해 중국어의 구성을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법칙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언어, 문자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국수의 보존, 국학의 법칙

화 그리고 국문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문법연구자들의 기대와 달리 문법 연구가 당시 중국사회의 언어문제에 미

친 향력은 제한적이다. 일부 문법서는 학교 교육에 적극 반 되며 문맹률 타파에 

향을 미쳤다. 하지만 孫文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문법서가 고대 중국어만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글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통해서는 문법을 익히기

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문의 불일치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문법서에서는 문자 단위의 자 단위에서 벗어나 언어의 단위를 인식하고 “之

를 백화로 바꾸면 的이다.”206), “矣자가 傳信의 조사로 기능하는 것은 언어의 了자를 

204) 依要略所列一一分析, 而領悟其文卽語, 卽文卽文, 卽語卽語, 卽文了然於心 , 靡或不了然於

口, 然後作爲文章 , 乃無所通, 是則此書區別之本旨。要略 自序.

205) 孫文(1919, 1994:29~36) 참조.

206) 國文典 85쪽 참조.



128   초기 중국어 문법서 연구

대신한다.”207)라 하여 문언과 구어의 문법 요소를 비교, 대조하기도 했지만 이는 극

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차이를 상세히 밝히고 그 실질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孫文, 要略은 문법을 통해 문언합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간주했지만 그들의 

소위 문언합일이란, 실제 글과 언어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그 글이 

의미하는 바를 언어로 이해하거나 문법으로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문장도 지을 수 있

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와 상이한 글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법을 통해 글을 읽고, 문장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전히 文을 

우위에 둔다. 백화가 국어로 된 이후에서야 구어에 대한 문법연구가 비로소 시작된

다. 

4.4 소결 

본장에서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를 통해 당시 문법관의 특징, 중국 언어학에서의 

서양 언어학의 수용, 그리고 당시 중국사회의 언어관, 교육체제에 근거한 현대 문법

학의 정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문법서의 구성 및 그 문법 개념은 각각 차이를 보인다. 우선 문법서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형태, 통사, 수사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그 특징에 따라 문법서를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文通, 中等國文典, 中國文典에서는 형태, 통사에 대

해 논의했으며 특히 품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3장의 문법단위 설정과도 관

계된다. <표 3>에서와 같이 3권의 문법서에서는 字, 詞, 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장

[句] 이상의 문법단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漢文典은 형태, 수사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수사 중심이다. 이 역시 <표 8>에서와 같이 漢文典에
서만 문장성분, 격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과 연관되며 漢文典의 경우 유사시기 기

타 문법서와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중국문학사, 수사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 밖에  通, 國文典, 要略修文, 要略, 新講義에서

는 형태, 통사, 수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형태, 통사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 통사만 

논의한 문법서 가운데 中等國文典은 ｢詞性論｣에 이어 ｢文章論｣을 계획하고 있었으

며 이것이 보충되었다면 역시 형태, 통사, 수사로 구성되는 문법서와 유사했을 것으

207) 要略 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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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측된다. 이처럼 초기 문법서의 문법 개념은 현대 문법 개념에 비해 보다 광범

위한 내용을 포괄한다. 다만 각 문법서에서 어느 것에 보다 중점을 두었는가는 다소 

상이하다.  通은 ｢論積句｣, ｢論 局｣에서 문장으로 글을 구성하는 방법, 그 배치

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문법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新講義
에서는 字, 詞, 句에 대한 논의에 중점이 있다.

각 문법서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상이한 문법관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서

양의 grammar 개념을 수용했는가, 전통 작문법 文法의 개념을 계승했는가에 따라 문

법 연구의 대상이 상이하다. 전자는 ‘언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 교

수론’, ‘언어 사용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며 단어, 문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후자의 문법은 ‘글을 아름답게 구성하는 법칙’으로 글에 대한 논의가 중심

이다. 일부 문법서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초기 문법서의 문

법은 서양의 grammar와 전통적 작문법이 조우, 융합하는 과정을 반 하며 이는 근대 

특유의 문법 개념에 해당한다.

다음은 문법서에 반 된 중국 언어학에서의 서양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문법의 수용 태도를 살펴보면, 각 문법서는 그 출간시기에 따라 서양 문법의 수용 

태도가 상이하며 각각 보편성, 특수성이라는 문법의 상이한 특징에 의거한다. 중국인

으로서 최초 문법연구자 던 馬建忠은 서양의 언어에 근거한 문법이론을 중국어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문법은 모든 언어에 공통된다

는 점에 근거하여 문법이론을 중국어에도 적용시켰다. 한편 이후 연구자들은 서양의 

문법 이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문제 삼고 중국어에 부합하는 독자적 문법 체계를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중서의 상이한 언어 특징에 대한 초기 문법서의 문법 

분석을 통해 중국 문법 연구자들의 서양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문법이론의 변용 양

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서양 연구자들은 중국어에는 격이 없고, 품사가 정해지지 않

고, 문장의 규칙이 없다고 간주하며 중국과 서양의 언어 차이를 대개 중국어의 문법

적 요소의 부재로 설명한다. 이에 반해 중국 문법 연구자들은 해당하는 문법 개념에 

대응하는 요소를 중국어에서도 찾거나 혹은 해당 개념, 이론을 변용함으로써 중국어

에 적용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字는 여러 품사로 사용됨에도 각

각 일정한 품사가 있고 다만 가차를 통한 품사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형태가 

아닌 통사적 격 개념을 세움으로써 중국어의 격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어 문장 역시 

주어, 술어를 필수요소로 하며 다만 생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양의 언어

를 기준으로 그에 부합하는 요소를 중국어에도 적용시키고자 한 것이며 중국어에 결

핍의 이미지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던 연구자들의 태도를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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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서에 반 된 당시의 언어관에 근거하여 중국어 문법학의 성립과정을 살펴보았

다. 우선 언어, 문자는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의를 지니며 문법연

구는 배우는 이들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중국 언어학이 오로지 경학을 위한 것으로 기능하는 것에서 탈피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문법서에서는 문법뿐만 아니라 文學, 修辭, 名學 등 광범위한 요소가 함께 논의

된다. 이들은 문법과 동일시되거나 혹은 그 상위, 하위개념으로 등장하며 당시 어문 

계열의 여러 학문 역 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법은 

당시 중국의 교과 체제가 갖추어지고 문학, 국문 과목에서 함께 다루어지면서 그 연

구가 활성화되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일부 문법서 역시 사범용, 수업용으

로 저술되었으며 이와 같이 실용성에 중점을 둔, 학교문법은 깊이가 없고 전문적이

지 못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는 이와 같은 문법서에서도 기존의 연구

서를 총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했으며 이는 중국어 문법이론의 구축에 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처럼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중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되며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높은 문맹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했다. 일부 문법 

연구자들은 문법연구가 중국의 언문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다만 연구자들은 문법을 통해 문

언을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이를 구어로 해석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했으

며 일부는 이를 언문일치라 간주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사회의 쟁점이 되었던 중국의 언어 문제를 반 하며 그 해결책으

로도 간주되었다.

중국사에서 근대는 동서의 조우, 신구의 변화 등 다양한 면모를 모색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는 언어학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초기 문법서는 새로운 문법개

념의 출현, 서양 문법이론의 수용, 변용 양상, 당시 중국 언어관의 변화에 근거한 문

법학의 성립 과정 등을 내포하며 이는 중국 언어학사의 근대의 일면모를 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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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 역사상 근대에 해당하며 동서의 

조우, 신구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언어학사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에 중국 언어학은 서양의 언어학을 수용하고 전통 언어학

에서 현대 언어학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특히 문법연구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기존 언어학사에서는 이 시기의 문법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으며 단순모방의 결과물로 치부했다. 본고는 1898년 馬氏文通의 출간에서부터 

5⋅4운동 시기까지, 漢文典,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文法 通, 國文典, 文
法要略⋅修辭篇; 文典篇, 文法要略, 新體國文典講義, 9종의 문법서를 연구대상

으로 삼아 그 문법체계를 분석하고 당시 문법관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당시 문법연구

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첫째, 초기 문법서의 문법체계는 현대 중국어 문법체계 성립의 발판이 된다. 우선 

문법단위에 있어서는 字로 통칭되던 형태소, 단어의 개념이 구분되며 주어, 술어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문장 개념이 정립된다. 또한 새로운 어휘 분류 체계로 품사체계

를 정립했다. 각 문법서의 품사체계는 9품사, 10품사로 전체적인 틀이 유사하며 현대 

중국어 문법의 12품사 체계와 비교하면 수사, 양사, 의성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갖추

고 있어 당시 이미 중국어 품사체계가 일정 수준 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장이 문법단위로 확립되면서 초기 문법서에서도 문장의 통사구조, 문장 성분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초기 문법서는 전통 언어학과는 상이한 방법으로 언어를 분

석하고 그 틀을 조직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다만 그 문법체계는 형성과정

의 발단 단계로 문법 용어, 개념 정의에 있어서 미비한 점을 보이기도 하고 서양 문

법의 향으로 중국어 문법에는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문법체계는 정연하지 못한 혼돈의 상태로 비춰질 수 있다. 하

지만 본고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질서정연하고 고정적인 

상태에 비해 보다 활기를 띤 창조적인 변화과정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 언어학사적 

의의를 모색하고자 했다. 

둘째,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문법관의 특징을 밝혔다. 초기 문법서의 논의 범위는 

현대 문법서에 비해 광범위하며 형태, 통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포괄한다는 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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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각 문법서의 논의 범위, 구성이 상이하고 이는 각 문법서의 문법 개념이 일

치하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문법관은 서양의 

grammar와 전통 작문법으로서의 文法의 향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각 문법

서의 문법 개념은 그 연원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즉 grammar를 계승한 경우 

문법은 언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기준으로 기능하

며 그 중점은 형태, 통사에 있다. 한편 전통적 작문법의 향을 받은 문법은 文을 연

구대상으로 아름다운 글을 쓰기 위한 수사적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다. 이처럼 초기 

문법서의 문법관은 서양, 전통적 개념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서양의 grammar와 중

국 작문법 文法 개념이 경쟁, 충돌하면서 현대의 문법 개념을 확립해 가는 양상을 

반 한다. 

셋째, 문법의 연구태도, 문법 개념 설명을 통해 서양 문법의 수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문법은 여러 가지 언어의 공통적 특징으로 서양의 문법은 중국어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중국 문법 연구가 시작되며 이후의 문법 연구는 중서의 언

어가 상이하므로 문법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양의 격의 

개념을 수용하여 형태변화가 아닌 통사적 기능에 의거한 격의 개념을 정립했으며 여

러 가지 의미 기능을 하는 한자 역시 일정한 품사를 지니며 다만 가차를 통한 활용

이 가능하다고 간주한 점은 중국 문법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서양의 언어를 기준으로 

한 문법 이론을 중국어의 실재에 맞게 응용, 변용한 점을 반 한다. 한편 주어, 술어

를 중국어 문장의 성립 조건으로 한 점, 대명부사, 대명형용사를 기타 품사활용과 함

께 논의하지 않고 별도의 하위항목으로 삼은 점 등은 서양 문법 요소의 억지 대입에 

해당한다. 이처럼 초기 문법서는 서양의 문법이론이 중국에 수용되고 중국어에 적합

한 형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반 한다.

넷째, 초기 문법서는 근대 중국사회의 언어관을 반 한다. 淸末부터 중국의 언어, 

문자는 경전의 도를 깨우치기 위한 수단에서 보다 다양한 지식의 매개체로 그 의미

가 중시되며 문법연구 역시 이와 같은 언어, 문자를 효율적으로 습득, 교육하기 위한 

방법론에 해당한다. 중국의 언어 연구가 경학 부속적 지위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

하고 실용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음을 반 한다. 다만 당시 각 학문 역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문법서에서는 文學, 修辭, 名學이 함께 논의되기도 했다. 한편 

교육체제의 정립, 국문교육의 활성화는 문법연구에도 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학교

문법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문법 성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문법 연구자

들의 문제의식, 연구계기는 당시 중국의 언어문제를 반 하며 문법 연구 역시 높은 

문맹률, 언문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문법연구는 국문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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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되면서 문맹률 타파에는 향을 미쳤으나 언문불일치에 있어서는 큰 기능

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법연구자들은 다만 문언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문언을 구어로 

이해하는 것을 언문일치라 간주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섯째, 문법서의 역사적 의의를 밝힘으로써 5⋅4운동 이전까지의 문법서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 다. 우선 문법학 성립에 있어서 일

본의 중국어 문법 연구의 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기존에는 초

기 문법서는 서양 문법의 단순 모방이라 간주하고 서양의 중국어 문법 연구가 중국

에 미친 향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본고는 문법서 출현의 문법연구사적 배경

으로 서양의 선교사에 의한 중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어 문법연구와 중국

의 외국어 문법 연구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법 설명이나 문법용어 상에서 서양

의 중국어 문법 연구보다는 일본의 중국어 연구가 중국의 초기 문법서에 보다 직접

적인 향력을 미쳤음을 밝혔다. 다음은 5⋅4운동 이전의 중국어 문법서는 대개 

1898년 文通을 모방한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평가

는 초기 중국어 문법서의 품사 체계의 대략적 특징, 즉 품사 종류, 명칭과 같은 요소

가 文通과 유사하다는 점에만 근거한 것이다. 실제 각 문법서의 품사체계뿐만 아

니라 문법단위, 문장성분에 대한 분석 양상을 살펴본 결과 품사의 하위부류 및 문장

성분 체계상에서 문법서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와 같은 차이점에 근거해서 문법서 간

의 연관, 계승 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 초기 중국어 문법서는 학교문법의 성격을 띤

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을 특징

으로 하는 문법서 안에서도 학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문법 이론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초기 문법서 역시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법 체계 정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중국어 문법이 발전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다. 

본고는 1898년 馬氏文通의 출간에서부터 5⋅4운동 시기까지의 초기 문법서의 문

법체계, 문법관을 밝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언어학이 서양의 언어학을 수용하고 이

를 계기로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체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근대 중국의 언어관 그리고 중국어 문법연구의 발단을 밝힌 점에서 중요한 의

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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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범례] 

1.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9종 문법서의 문법단위, 품사, 문장성분과 관련

한 문법용어의 개념을 정리한다. 문법서에서 개념정의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법 설명, 예문에 근거하여 필자

가 정의, 보충 설명한다. 

2. 문법서는 그 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표제어의 배열은 우리말 가나다순

을 따랐다. 

3. 문법서에서 동일한 용어를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제어의 항목

을 원문자로 구분해서 각각의 개념을 정의한다. 문법서에서 한 가지 문법개

념에 대해 여러 차례 정의한 경우 하나의 표제어 안에서 원문자로 항목을 

구분해서 제시한다. 

4. 문법용어가 현대 중국어 문법학과 동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이 가

능한 개념 역시 한글로 표기하고 원문을 [ ]로 병기한다. 문법개념이 서술식

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 )로 나타낸다.

1. 馬氏文通, 1898, 馬建忠 著

加詞 : 개사[介字]와 개사 목적어[司詞]의 통칭이다. 

介字 : 虛字 가운데 實字의 관련된 의미를 연결하는 것을 개사[介字]라고 한다. 

介字라고 부르는 것은 實字를 이어준다[介紹]는 뜻이다. 

公名 : 같은 종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명명하는 것을 보통명사[公名]라고 한다. 

句 : 字가 서로 조합하여 말의 의미가 완전한 것을 문장[句]이라고 한다. 주어

[起詞], 술어[語詞]가 있고 말의 의미가 완전한 경우를 문장[句]이라고 한

다. 

起詞 : ①언급되어지는 사물을 말하는 것을 주어[起詞]라고 한다. ②‘起’는 또

한 句讀가 시작됨을 일컫는다. ③주어[起詞]는 의도하는[所志] 사물이다.

內動字 : 동사[動字]의 행위가 여전히 발한 바(주어)의 안에 있으면 자동사[內

動字]라 한다. 축약해서 內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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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字 : 實字 가운데 명사[名字]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대사[代字]라

고 한다. 

同動字 : 동사[動字]는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를 기록하지 않고, 

‘有’, ‘無’, ‘似’, ‘在’ 등의 글자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는 同動이라고 칭하며 이는 동사[動字]와 용법이 같기 때문이다. 

動字 : 實字 가운데 사물의 움직임[行]을 말하는 것을 동사[動字]라고 한다. 

同次 : 보통 명사[名字], 대사[代字]가 지칭하는 것이 같고 선후 관계로 나란히 

배치되면 뒤에 있는 것을 동격[同次]라고 한다. 

讀 : 주어[起詞], 술어[語詞]가 있고 어기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를 讀라 한다.

名字 : 實字 가운데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명사[名字]라 한다. 

無屬動字 : 동사[動字]의 행위는 보이는데 근원하는 바(주어)를 알 수 없는 경

우, 즉 주어[起詞]가 없는 경우를 일러 無屬動字라고 한다. 동사[動

字]가 발생하는 출처는 말하지 않고 변화만을 기록한 경우는 대개 

모두 無屬動字이다. 

本名 : 특정한 사람, 사물을 명명하는 것으로 고유명사[本名]라고 한다.

賓次 : 명사[名字], 대사[代字]가 목적어[止詞]가 될 때, 처하는 위치를 목적격

[賓次]이라고 한다. 또한 句讀의 명사[名字] 가운데 장소, 시간, 가치, 

도량, 수를 기록하면서 앞에 개사[介字] 없는 경우도 목적격[賓次]로 볼 

수 있다. 명사[名字], 대사[代字] 중에 동사[動字]의 목적어[止詞], 개사

[介字]의 목적어[司詞]가 되면 목적격[賓次]이다. 

詞 : 문장[句]은 마음속의 뜻[意]을 전하는 것이다. 뜻[意]에는 두 가지 단서가 

있으니 하나는 뜻하는 사물(주어)로, 그 사물은 빈 뜻(허사)일 수 없다. 

하나는 사물의 상태로, 움직임이거나 정지 상태(술어)이다. 뜻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을 詞라고 한다. 

司詞 : 개사[介字]에 의해 부림을 받는 것(목적어)이다. 

象靜 : 성상형용사[象靜]은 사물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준다. 

狀字假借 : 부사[狀字]가 본래 정해져있지 않고, 종종 다른 품사의 글자를 가차

하여 부사[狀字]로 삼는 것이다. 

狀字別義 : 부사[狀字]는 그 의미에 의거해 장소, 시간, 일의 양상, 일의 양, 사

건의 판별, 부정 6가지가 있다.

狀字 : 實字 가운데 動靜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부사[狀字]라고 한다.

受動字 : 타동사[外動字]의 행위에는 동작을 가함, 받음이 있다. 受 는 목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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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賓次]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受 가 주격[主次]의 자리에 있

으면 受動字가 되어 受 가 주가 됨을 밝힌다. 

詢問代字 : 아직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前詞가 없다. 前詞가 있으

면, 이미 아는 것이다. 묻는 바에 대답하는 것은 後詞라고 한다.

承接連字 : 앞뒤 문장을 이어 연결해 주는 것으로, 대부분 句讀의 중간에 놓인

다. ‘而’, ‘則’자가 자주 쓰인다. 

語詞 : 주어[起詞]의 動靜을 말하는 것을 술어[語詞]라고 한다. ‘語’는 주어[起

詞]를 설명한 것이다. 술어[語詞]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이다. 

連字 : 虛字 가운데 字句를 일으키고[提], 이어받고[承], 펼치고[展], 전환하는

[轉] 것을 접속사[連字]라고 한다. 

外動字: 동사[動字]의 행위가 일어나서 (주어의) 바깥에 머무는 경우 타동사[外

動字]라 하며 축약해서 外動이라 한다.

字 : 대개 종류에 의거하여서 형태를 본뜨는 것을 가리켜서 文이라 하고, 형태와 

소리를 서로 더하는 것을 字라고 한다.

滋靜 : 수량형용사[滋靜]은 사물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며 수를 말하는 것이다.

轉捩連字 : 앞 문장을 반대로 전환하여 다른 뜻을 펴는 것이다. 

轉詞 : 타동사[外動]의 행위가 밖에 미치는 바는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목적어

[止詞] 이외 (동사의 행위가) 전해서 미치는 기타 단서가 있다. 전해서 

미치는 바[其所轉及 ]를 轉詞라 한다. 

傳信助字 : ‘也’, ‘矣’, ‘耳’, ‘已’ 등과 같다. 판단하는 말[決辭]이다. 

傳疑助字 : ‘乎’, ‘哉’, ‘耶’, ‘歟’ 등과 같다. 묻는 말[詰辭]이다. 

前次 : 보통 명사[名字], 대사[代字]가 지칭하는 바가 같고 선후 관계로 나란히 

배치되면 앞에 있는 것을 前次라 한다.

接讀代字 : 앞에서 앞 문장을 잇고 스스로 하나의 讀를 이룬다. ‘其’, ‘所’, ‘ ’

가 있다.

靜字 : 형용사[靜字]는 사물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正次 : 몇 개의 명사[名字]가 연속되고 의미상 수식[偏正]구조를 갖춘 경우, 피

수식어[正]은 뒤에 배치되며 正次라고 한다.

提起連字 : 시작을 열어 이끄는 것이다. ‘夫’, ‘今’, ‘且’, ‘蓋’가 있다. 

助字: 虛字 중에서 字와 句讀를 끝맺어 주는 것을 조사[助字]라고 한다. 

助動字 : 행위를 기록하지 않고, 단지 장차 움직이려는 형세를 말한다. ‘可’, 

‘足’, ‘能’, ‘得’ 등의 글자로, ‘助動’이라고 칭하며 이는 항상 동사[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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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主次 : 명사[名字], 대사[代字]가 句讀 중에서 주어[起詞]가 될 때, 처하는 위치

를 주격[主次]이라고 한다. 句讀의 명사[名字]와 대사[代字]가 주어[起詞]

가 되는 것은 모두 주격[主次]에 있다.

止詞 : 그 행위가 미치는 바이다.

指名代字 :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말하는 바를 가리키는 경우이고, 또 하

나는 앞 문장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指示代字 : 사물을 분명하게 가리켜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하나 가리키

는 逐指代字, 특정하게 가리키는 特指代字, 약수의 約指代字, 서로 

가리키는 互指代字가 있다.

次 : 명사[名字], 대사[代字]가 句讀 중에서 위치하는 순서를 격[次]이라고 한다. 

推拓連字 : 위 문장을 미루어 열어서 다른 뜻을 펼치는 것이다. 

歎字 : 虛字 중에서 사람 마음속에 평정되지 않은 소리를 내는 것을 감탄사[歎

字]라고 한다. 

偏次 : 몇 개의 명사[名字]가 연속되고 의미상 수식[偏正]구조를 갖춘 경우, 수

식어[偏]는 앞에 배치되어 偏次라 한다.

表詞 : 형용사[靜字]가 술어[語詞]가 되는 것이다. 表詞는 대개 형용사[靜字]이

지만 명사[名字], 대사[代字]도 사용될 수 있다. 

合助助字 : 두 字를 이어 한 문장을 돕는 경우 雙合字라고 하고, 세 字를 이으

면 參合字라고 한다.

2. 漢文典, 1906, 來裕恂 著 

介字 : 말에 하나의 字를 끼워서 피차의 연결되는 정을 전달하는 것을 개사[介

字]라 한다. 着所屬之介字, 着所在之介字, 着所用之介字, 着所由之介字, 

着所 之介字, 着所共之介字가 있다.

竟辭聯字 : 원인을 나타내는 것[竟委之辭]이다. ‘則’, ‘故’가 있다. 

關辭聯字 : 예를 들어 나타내는 것[例辭之辭]이다. ‘猶’, ‘况’가 있다.

別狀字 : 그 동사[動字]에 구별, 비교의 의미가 있다. 

句 : 句는 여러 字를 모아서 그 용법을 펼치는 것이다. 

起語助字 : 한 문장[句]의 말을 시작하는 조사[助字]이다. 

斷制狀字 : 그 동사[動字]에 단정[斷制]의 힘이 있는 것이다.



144   초기 중국어 문법서 연구

代字 : 사물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별도로 하나의 字를 사용하며 간략한 것

으로 번잡함을 대신하고 이것으로 저것을 대신하는 것을 대사[代字]라

고 한다. 앞에 있는 사물을 대신하거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명칭을 대

신한다.

同動字 : 형상을 논하면 동작의 형상이 없고 작용을 논하면 동작의 의미가 있

다. ‘有’, ‘在’, ‘爲’, ‘似’는 동작의 형상은 없지만 동작의 작용은 있다. 

고로 同動字라 하며 동사[動字]와 같다는 뜻이다. 

動字 : ① 사물이 마주치고, 마음이 현혹되고 일이 일어나고 뜻이 가는 바는 

모두 움직이는 상[動象]이 있다. 이와 같은 字가 동사[動字]이다. ② 정
해지지 않은 상을 묘사한다.

名字 : 중국의 實字이다. …… 실제 성질을 지니는 대상은 명사[名字]라 한다.

無形名字 : 천지간의 사물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을 추상명사[無形

名字]라 한다. 靜名字라고도 할 수 있다.

泛指代字 : ‘或’, ‘孰’은 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는다. ‘莫’은 많은 사람을 지시

한다.

泛指靜字 : 광범위하게 가리켜 일정하지 않다. ‘每’, ‘數’, ‘衆多’, ‘若干’, ‘數萬’, 

‘公同’ 등이 있다.

普通名字 : 명사[名字]에 해당하는 字를 총칭한다. …… 인간 세상에서 공유하

는 바로 公名字이다. 

複雜名字 : 하나의 명사[名字]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字가 하나의 명사

[名字]를 구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使動字 : 스스로 움직임[自動]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시킴에 의

해 움직인다. 

狀量狀字 : 동사[動字]에 관계되는 분량을 형용한다.

狀象狀字 : 동사[動字]의 관계된 이미지를 형용한다.

狀時狀字 : 동사[動字]가 시행되는 시간을 형용한다. 

狀字 : 동사[動字], 형용사[靜字]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부사[狀字]라 한다.

狀地狀字 : 동사[動字]가 발생하는 지역을 형용한다.

析辭聯字 : 분석의 표현[分析之辭]이다. ‘或’, ‘抑’이 있다. 

約度狀字 : 동사[動字]에 대략 추측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聯接代字 : ‘所’, ‘ ’가 그 예이다. 

聯字 : 말에서 字로 관통하여 提承展轉을 나타내는 것은 접속사[聯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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例辭聯字 : 가설의 표현[設辭之辭]이다. ‘苟’, ‘如’가 있다. 

原辭聯字 : 원인을 나타내는 것[原故之辭]이다. ‘爲’, ‘以’가 있다. 

類辭聯字 : 연결을 나타내는 것[連類之辭]이다. ‘ ’, ‘且’가 있다. 

有形名字 : 천지간에 모든 유형의 사물을 나타내는 字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유형명사[有形名字]라 한다. …… 이와 같은 字는 모두 같은 부류를 

통징하며 보통명사[質名字]라고도 한다. 

疑問代字 : ‘誰’, ‘何’가 있다. 

自動字 : 자동사[自動字]는 그 동사가 본래 지닌 작용이 스스로 활동이다. ‘飛’, 

‘躍’, ‘鳴’, ‘吠’ 4글자는 자동사[自動字], ‘來往’, ‘運行’은 複雜字에 해

당한다. 모두 자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字 : ⓛ 字는 부호일 따름이다. ② 사람은 반드시 辭를 빌려 생각을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을 그리면 字라 한다.

章 : 句를 쌓아 章을 이룬다. 

轉辭聯字 : 반대로 전환하는 표현[ 轉之辭]이다. ‘雖’, ‘然’이 있다. 

切指代字 : ‘此’, ‘是’가 있다. 

切指靜字 : 사물의 수를 가리킨다. 

靜字 : 형용사[靜字]는 이미 정해진 형상을 묘사한다. 

助動字 : 자립할 수 없고, 반드시 동사[動字]에 붙어서 동사[動字]의 용법을 돕

는다. ‘可’, ‘能’, ‘當’, ‘敢’이 이에 해당한다. 

助字 : 句語의 시작, 끝을 돕는다. 

指名代字 : ‘吾’, ‘汝’, ‘爾’, ‘其’, ‘之’ 등과 같다. 

指示名字 : 명사[名字]의 의미를 지시한다. 

他動字 : 그 성질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使動字, 被動字 두 부류이다.

嘆字 : 실제적인 의미 없이 놀라움, 그리움, 화남, 원망의 감정을 나타낸다. 慨

歎字, 怨歎字, 贊歎字, 驚歎字가 있다.

特別名字 : 하나의 사건, 물건, 사람 고유의 字로 다른 대상에 통용할 수 없다. 

한 사물의 전용 명칭과 같은 부류가 이것이다. 

篇法 : 한 편의 글을 조직하는 것이다.

品名靜字 : 사물의 형상을 품평한다. 

被動字 : ‘牛耕田’가 ‘耕此田 , 牛’가 되면 ‘耕’은 被動字이다.

歇語助字 : 한 句의 말을 다하고 휴지의 조사[助字]이다. 語助字, 止語助字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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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同狀字 : 동사[動字]에 공공의 의미가 있다. 

詰難狀字 : 동사[動字]에 힐난의 용법이 있다. 

3. 中國文典, 1906, 商務印書館編譯所編纂

感應詞 : 사물에 감응하여 마음속의 평온하지 않음을 발설하는 것, 응답시에 

동의, 부동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決定歇詞 : 결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어조는 ‘也’, ‘矣’, ‘爾’, ‘已’, 

‘耳’ 5字를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過遞轉接詞 : 위의 글을 이어 전환하여 아래 句에 이르는 데에 사용한다.

冠次 : 冠次의 명사는 명사를 다른 명사의 앞에 두는 것으로 그 성질을 나타

낸다. 

單語 : 하나의 字로 구성되는 것이다.

立轉接詞 : 대립하는 같은 종류의 말을 연결한다. ‘及’, ‘越’, ‘且’, ‘而’, ‘ ’ 

등이다.

代名詞 : 사람, 사물, 사건의 부류를 대신하는 명칭을 대명사라 한다. 人代名

詞, 指示代名詞, 假設代名詞, 疑問代名詞, 轉接代名詞가 있다.

賓自動詞 : 목적어[賓詞]가 있어야 의미가 비로소 완전한 것은 賓自動詞라 

한다. 

獨立用法 : 형용사나 부사가 동사에 연속하지 않고 독립의 형상을 가지는 것

을 독립용법이라 한다.

動詞 : 사람의 행위,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동사라 한다. 用 , 作用

이라고도 한다.

名詞 : 모든 사물을 칭하는 것을 명사라 한다. 

無形名詞 : 가상에 의한 것은 추상명사[無形名詞]이다. 

反捩轉接詞 : 위의 글을 반대로 비틀어 전환해서 아래 글로 이끄는 부분에 이

를 사용한다.

開展轉接詞 : 글에서 문단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며 그 文義를 전개한다.

陪從轉接詞 : 앞뒤 語句의 사이에서 앞의 말의 끝을 잇는다.

複語 : 두 字로 구성되는 것이다. 

副詞 : 부사는 사물의 동작에 대해 그 상태를 형용한다. 

賓詞 : 동작을 받는 사물이 되면 목적어[賓詞]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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賓次 : 목적격[賓次]의 명사는 동사의 아래에 위치한다. 주격[主次] 명사와 대

조된다. 그 부류는 세 가지로 ① 타동사에 속하며 그 목적을 보인다. 

② 자동사에 속하며 그 관계를 보인다. ③ 타동사의 위에서 통괄하며 

결과가 된다. 

狀詞 : 사물, 동작의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부사[狀詞]가 이에 속한다. 

性質形容詞 : 사물의 성질, 상태 표시한다.

數量形容詞 : 사물의 수, 분량을 나타낸다. 

熟語 : 두 字가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詠歎歇詞 : 탄미, 탄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哉’, ‘夫’ 등의 字를 사용한다. 

完全自動詞 : 자동사 가운데 반드시 주어[主詞]가 있고 의미가 이미 완전한 것

으로 목적어[賓詞]가 필요 없는 것이다. 

用詞 : 사물의 동작을 나타낸다. 동사가 이에 속한다. 

有形名詞 :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명사[有形名詞]이다.

疑問代名詞 : 의문대명사는 두 가지로, 사람에 관계되는 것, 사물, 장소, 시간

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

疑問歇詞 : 의문의 뜻을 보이는 것이다. 그 어조는 ‘乎’, ‘ ’, ‘耶’ 등의 자를 

사용하는 것 위주이다. 

人代名詞 : 自稱, 稱, 他稱이 있다.

自動詞 : 동작이 자신에게만 미치고 다른 물건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自

動詞이다.

轉接代名詞 : 위 문장을 이어 아래 문장으로 전환 시에 사용한다. 본래 모두 

代名詞이지만 이곳에서는 다만 접속사[轉接]로 기능한다. 모두 

‘則’자의 의미를 내포한다. 

轉接詞 : 접속사[轉接詞]는 字句의 앞에서 피차 두 개의 詞를 결합한다. 文章의 

(앞)에서 그것에서 이것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詞이다. 

前置詞 : 명사, 대사의 앞에서 사용되며 동사, 형용사 등과 文辭 상에 관계가 

있다.

助詞 : 體詞, 用詞, 狀詞 세 가지를 도와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한다. 개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가 이에 속한다.

主詞 : 동사의 동작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을 주어[主詞]라 한다.

主次 : 주격[主次]의 명사는 두 가지이다. ① 명사가 동사, 조동사, 부사의 앞에 

위치한다. ② 명사가 명사보어[說明格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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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示代名詞 : 사물을 지시할 때에 대신 사용한다.

指示歇詞 : 앞의 글을 이어서 그 사물, 장소를 지시하는 것이다. ‘焉’, ‘諸’, 

‘旃’, ‘云’, ‘爾’ 등의 字를 사용한다. 

疊語 : 같은 성질의 문자를 연용하거나 같은 문자를 중복하는 것이다. 

體詞 : 사물의 실체를 기록한다. 명사, 대사가 이에 속한다. 

他動詞 : 동작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에 관계되는 것이 타동사이다.

通名 : ‘鳥’, ‘魚’, ‘人’, ‘山’, ‘川’과 같다. 하나의 사람, 사물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그 부류를 부르는 것이다. 文通에서는 公名이라 한다. 

特名 : ‘堯’ ,‘舜’, ‘禹’, ‘湯’은 사람의 고유명사[特名], ‘江’, ‘淮’, ‘河’, ‘漢’은 물

의 고유명사[特名]이다. 

歇尾詞 : 語句의 끝에 붙어서 의사의 결정인지 의문인지 나타낸다.

形容詞 : 형용사는 명사, 대사의 앞에서 사물의 상태, 성질을 형용한다.

呼喚歇詞 :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 다음에 부속되는 것이다. ‘也’, ‘乎’ 

등의 字를 사용한다. 

 

4. 中等國文典, 1907, 章士釗 著

假用動詞 : 다른 품사를 빌려 동사로 삼은 것이다. 

假用副詞 : 명사, 형용사, 동사를 빌려서 부사로 삼은 것이다.

感歎詞 : 감탄사는 느낀 바가 있어서 탄식하는 詞이다. 

介詞 : 명사를 잇는 것으로 이것으로 동사, 형용사 및 기타 명사를 연결한다. 

格 : 명사가 한 문장에서 취하는 격식이다. 명사, 대사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 있다.

決定助詞 : 決詞라고도 한다. ‘也’, ‘矣’가 있다. 

固有名詞 : 고유명사는 사람, 사물의 고유한 명칭이다.

關聯接續詞 : 접속사 가운데 두 개의 단어[詞]가 서로 호응하며 관련되는 것이다. 

句 : 句는 字를 모아 이룬 것이다. 나누어 보면 字이고 합쳐서 보면 句이다. 

單字名詞 : 명사가 하나의 字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字를 독립해서 사용하는 

것은 모두 單字名詞이다. 기타 동사, 부사, 접속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代名詞 :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단어[詞]이다. 

代名形容詞 : 대명사인데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指示形容詞, 疑問形容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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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代名副詞 : 그 단어가 代名詞의 기능을 지니거나 代名詞에서 변한 것이다. 指

示副詞, 疑問副詞 두 가지이다. 

動詞 : 동사는 그 사물에 대하여 그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詞]이다. 

等立接續詞 : 독립하여 상등하는 두 가지 단어[詞]나 문장[句]을 접속하는 것이다. 

名詞 : 모든 사물의 명칭을 식별하는 詞이다. 

物質名詞 : 그 사물에 일정한 본래의 성질이 있어서 다른 사물이 따르는 바가 

되는 것이다. 

陪從接續詞 : 附屬詞와 主詞, 附屬句와 主句를 연결하는 사이다. 附屬詞나 附

屬句는 主詞나 主句를 제한하며 부사의 기능을 한다. 直附, 推拓, 

假設, 比  4가지가 있다.

普通名詞 : 그 이름이 같은 부류의 사물에 통용되는 것이다. 有形名詞라고도 

한다. 

普通副詞 : 본래 부사의 성질을 지니며 다른 단어[詞]의 기능을 제한하며 이는 

부사 용법 중에 가장 광범위하다. 

附加辭 : 주어[主格], 술어[賓辭]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부가의 단어[詞]이다. 

주어, 술어의 附加辭 외에도 ‘爲’와 같은 일부 불완전 동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보어[補足語]가 있다. 

副詞 : 동사에 부속하는 것으로 동작의 모습을 형상[狀]한다. 형용사 및 기타 

부사도 형상할 수 있다. 

不完全自動詞 : 반드시 보어[補足語]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이다. ‘爲’, ‘曰’, 

‘如’, ‘若’ 등과 같다.

不完全他動詞 : 타동사가 목적격을 지니지만 완전한 동작이 되지 못해서 하나

의 보어[補足語]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賓辭 : 그 동작을 진술하여 밝히는 것을 술어[賓辭]라 한다.

詞 : 일반적으로 논하면 字가 되고 文法 규정대로 논하면 詞가 된다. 

示紀形容詞 : 사물의 수, 양,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示象形容詞 :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상태를 보이는데 사용되며 성질, 상태는 

형상이다. 고로 성질, 상태를 보이는 것을 성상형용사[示象形容

詞]라 한다. 

雙格他動詞 : 타동사 가운데 두 개의 목적격을 취한다. 

疑問代名詞 :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거나 근거 없이 의문을 제기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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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푸는 것이다. 

疑問助詞 : 말에 의문의 어조가 있음을 나타내며 생략해서 疑詞라고도 한다. 

疑問形容詞 : 의문대명사 가운데 오직 ‘何’자만이 형용사로 사용된다. 

人稱代名詞 : 세 가지로, 발언하는 사람은 第一人稱, 함께 대화하는 상대는 第

二人稱, 말해지는 대상은 第三人稱이다.

自動詞 : 목적격이 없으며 完全, 不完全이 있다. 

前置介詞 : 명사의 앞에 놓이는 개사이다. ‘以’, ‘於’, ‘ ’, ‘爲’가 있다.

接續詞 : 문에서 피차의 단어[詞], 문장[句]을 잇는 단어[詞]이다. 고로 접속사

의 작용은 대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助動詞 : 主動詞에 대응하여 말하는 것이다. 동사가 독립하여 하나의 동작이 

되지 못하고 다만 다른 동사의 동작의 형세를 돕는다.

助詞 : 동사, 형용사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는다. …… 조사는 어기를 전한다.

主格 : 발단의 사물을 제기하는 것을 主格이라 한다.

指示代名詞 : 모든 사물이나 앞 문장의 명사를 지시한다. 

指示形容詞 : 대사가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다. ‘彼’, ‘此’, ‘其’, ‘之’는 지시대사

이지만 형용사로 사용되면 指示形容詞라 한다. 

集合名詞 : 집합명사는 사람, 사물이 집합하여 하나의 명칭을 이루는 것이다. 

抽象名詞 : 추상은 구체에 대비하여 말하는 것이다. …… 이미지만 존재하는 것

은 추상의 字라고 하며 추상은 무형이다. 무형명사라고도 한다.

他動詞 : 목적격이 있으며 完全他動詞, 不完全他動詞가 있다. 

被動詞 : 타동사는 授動, 被動 두 가지 용법이 있으며 被動은 授動에 대응해 

말하는 것이다. 授動式의 목적격이 주격이 되면 주격은 반드시 동작

을 받는 것이 된다. 고로 이는 피동식이며 그 동사는 피동사이다. 

合字名詞 : 두 字 이상이 합쳐서 사용된 명사이다. 두 字가 각각 사용되어도 

하나의 명사와 같으면 이는 合字名詞이다. 기타 동사, 부사, 접속사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形容詞 : 모든 사물의 단어[詞]를 수식[狀]한다.

後置介詞 : 개사가 명사의 뒤에 놓이면 後置介詞이다. ‘之’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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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文法 通, 1909, 劉金第 著 

公名 : 한 부류의 사물에 통용하는 것을 보통명사[公名]라 한다. 

句 : 句는 詞에서 비롯된다. 詞의 부류에 대해 알면 句의 결합에 대해 논할 수 

있다. 

待名詞 : ‘父子’, ‘夫婦’, ‘君臣’, ‘體用’, ‘因果’ 등은 모두 待名詞이다. 

獨立名詞 : 待名詞를 제외하면 모두 獨立名詞이다. 

無涵 : 名은 한 사람, 한 사물을 가리키므로 함의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無

涵이다.

詞 : 文에서 하나의 字나 여러 字가 하나의 간단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단

어[詞]라 한다.

說明 : 주어[主詞]의 動靜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실사, 허사를 모두 총괄하여 

술부[說明]라 한다. 

實名 : 實名은 名物의 體이며 다섯 기관이 얻어서 느낄 수 있는 바는 여기에 

속한다. 

陽名詞 : 陽名詞의 의미는 지시하는 바의 명사 내에 있다. ‘我’가 陽名이면 발

언자 한 사람을 가리킨다.

有涵 : 보통명사[公名]는 다른 사물에 통용되므로 포함하는 바가 있는 것[有涵]

이다. 

陰名詞 : ‘非我’는 陰名으로 고금 천하의 사람을 가리킨다. 

字 : 文은 字의 집합[拓都, total]이다. 字는 文의 개체[么匿, unit]이다.

名 : 한 사람, 하나의 사물이다.

主詞 : 명사, 대사가 한 문장[句]이나 여러 문장[句]에서 주가 되면 주어[主詞]

라 한다. 

合名 : 다수의 사람, 사물이다. 

虛名 : 虛名은 名物의 德이다. 느낄 수 없는 것이다. 

6. 國文典, 1912, 戴克敦 著

假用動詞 : 다른 품사를 빌려 동사로 삼은 것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기

원한다.

可陰可陽類 : 두 가지 性을 모두 포함하는 글자로 陽類라 할 수도 있고, 陰類

라 할 수도 있으며 모두 가능하다. 남녀 통용되는 것은 모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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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感歎詞 : 느낀 바가 있어 응하면 불평(不平)의 감정이 나타난다. 따라서 소리가 

나며 실제적 의미는 없다. 이를 감탄사라 한다. 불평의 감정, 동의, 

부동의를 나타낸다. 

介詞 : 명사와 명사, 대사, 혹은 동사가 직접 연결될 수 없어 개사를 넣어서 

상하 번잡한 정을 나타낸다. 이 字는 항상 명사, 대사의 앞에 있고 고

로 전치사라고도 한다.

固有名詞 : 그 명칭이 사람, 지역, 사물 고유의 것으로 다른 사람, 사물에 통용

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關聯接續詞 : 접속사에 상하 두 개의 단어[詞]가 있고 서로 호응하는 것이다. 

위 문장에서 하나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아래에서도 하나의 접속

사로 연결하는 것을 關聯接續詞라 한다. 

句 : ① 여러 字가 연결되어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② 여러 종류의 

品詞를 결합하여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句라 한다. 完成 이라고

도 한다. 한 句의 의미가 이미 완전함을 일컬은 것이다. 

禁止狀詞 :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狀詞]이다. 

代名詞 : 인류, 사물의 명칭을 대신하는 단어[詞]이다. 

讀 : ① 두 가지 이상의 品詞를 합친 것으로 句를 이룬다. 형식상으로는 대략 

갖추었다 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半成語라고도 한다. 하나의 句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항상 독립할 수 없고 다만 句의 일부분이며 고로 讀라 한다. 반드시 상

하, 두 부분을 합쳐야 비로소 句가 되는 것이다. ② 주어, 술어[說明語]가 

갖추어져도 어기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同動詞 : 동사는 사람의 동작을 기록하는 것인데 때로는 사람, 사물의 동작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용법이 동사와 같은 것은 同動詞라 한다. 

動詞 : 명사, 대사의 동작을 말하는 단어[詞]이다.

等立接續詞 : 두 品詞나 두 문장[句]이 연결되면서 상하가 병렬하여 경중의 차

이가 없는 것은 그 사이를 等立接續詞로 연결한다. 

名詞 : 실의(實義)가 있어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명사라 한다. 

物質名詞 : 한 사물이 바탕 원료가 되어 다른 사물이 말미암는 바가 되는 것

이다.

陪從接續詞 : 하나의 主詞와 하나의 附屬詞가 있거나 하나의 主句, 하나의 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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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句가 있어 부속되는 詞, 句는 항상 主詞와 主句를 제한하며 중

간에서 이를 연결시키는 접속사를 陪從接續詞라 한다. 

普通名詞 : 보통명사는 인물이 함께 공유하는 명칭으로 모두 이로 명할 수 있다.

普通狀詞 : 통상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 장소를 나타내는 것, 정황 및 정

도를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副要素 : 완전한 의미를 위해서 주어, 술어[說明語]에 부가해서 의미를 보충한다. 

否定狀詞 :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狀詞]이다. 

非陰非陽類 : 무생물로 변별할 수 있는 陰陽을 가지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賓位 : 주격[主位]의 명사와 상대되는 것은 항상 목적격[賓位]이다.

詞 : 詞는 한 字나 두 字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品詞라고 한다. 

狀詞 ① : ① 동사, 형용사, 혹은 본래의 부사[狀詞]를 형상한다. ② 동사, 형용

사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사[狀詞]로 이를 형상한다. 

그 의미는 비로소 완전하고 힘이 있다. 

狀詞 ② : 사물, 동작의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부사[狀詞]가 이에 속

한다.

說明語 : 주어[主詞]를 설명하는 詞이다. 크게 세 가지 동사, 형용사, 명사가 이

를 이룬다. 

所有之位 : 명사 아래 ‘之’자를 연결해서 소유의 물건을 나타낸다. ‘之’자를 연

결하지 않는 것도 ‘之’의 의미를 포함한다. 

示紀形容詞 : 사람, 사물의 수, 양, 정도를 셈하는 형용사이다.

示象形容詞 :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陽類 : 남성성을 지닌 字이다. 

用詞 : 사물의 동작을 나타낸다. 동사가 이에 속한다. 

陰類 : 여성성을 지닌 字이다. 

音變動詞 : 글자가 음을 바꾸어 본래 字의 원의를 변경한다. 

疑問代名詞 : 모르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어 그 명칭을 변별할 수 없어 疑問代

名詞로 질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疑問狀詞 :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狀詞]이다. 疑問狀詞는 대개 疑問代名

詞가 변한 것이다.

人稱代名詞 : 세 종류로, 發 , , 所 이 있다. 

自動詞 : 스스로 움직이고 다른 사물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字 : 하나의 字가 독립적이고 각각 본래 字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字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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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 글이 章을 이루게 되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몇 개의 節이 합쳐서 하나

의 章이 되거나 수십 節이 하나의 章이 된다.

傳信助詞 : 말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傳疑助詞 : 말의 뜻에 의혹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節 : 詞, 句가 중첩되어 복잡한 뜻을 나타내는 것을 節이라 한다. 節에는 起承

轉合이 있다. 글을 짓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짧게는 두, 세 句, 길게는 수 

십 句가 한 節이 된다. 

接續代名詞 : 대명사가 상, 하문을 잇는 용법으로 사용되면 接續代名詞이다. 

接續詞 : 한 字로 관통하여 提承轉合의 미묘함을 다하는 것을 接續詞라 한다. 

助動詞 : 독립할 수 없고 다만 동사를 돕는다.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이어

져야 한다.

助詞 ① : 동사, 형용사의 虛信을 전달하는 단어[詞]이다. 언어의 의미는 동사, 

형용사가 전달하고 어기는 조사가 나타낸다. 

助詞 ② : 體詞, 用詞, 狀詞 세 가지를 도와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한다. 개

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가 이에 속한다. 

主語 : 전체의 주체가 되는 단어이다.

主要素 : 詞句를 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는 주어, 술어[說明語]

이다. 고로 주어의 명사, 대사와 술어[說明語]의 동사, 형용사는 항상 

主要素에 속한다. 

主位 : 한 문장의 主詞는 항시 主位이다.

指示代名詞 : 指示代名詞는 모든 사물이나 앞 문장에서 언급한 명사를 지시한

다. 

指示形容詞 : 指示形容詞는 항상 대사를 가차하여 사용한다. ‘此’, ‘彼’ ‘之’, 

‘是’, ‘斯’, ‘其’ 등의 글자가 명사를 대신하는 용법으로 쓰이면 대

사가 되고, 명사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면 指示形容詞이다. 

集合名詞 : 집합명사는 다수의 사람, 사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하나의 명사이다. 

綴字狀詞 : 부사[狀詞]가 항상 ‘然’, ‘乎’, ‘焉’, ‘爾’, ‘如’, ‘兮’ 등의 자로 연결되

는 것이다. 

體詞 : 사물의 실체를 기록한다. 명사, 대사가 이에 속한다. 

抽象名詞 : 추상의 의미는 구체에 대비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시할 수 있는 실

물이 없으며 추상의 字라고 한다. 추상의 자는 無形字이며 고로 無

形名詞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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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動詞 : 동사의 힘이 반드시 다른 사물에 미치며 의미가 비로소 명료하다. 

被動詞 : 타동사는 授動, 被動의 두 가지 격이 있다. 타동사의 힘이 베풀어지

고, 받아짐이 있어 베풀면 授動, 받으면 被動이다. 

合字名詞 : 두 개의 字나 두 개 이상의 字를 합쳐서 명사를 이루는 것을 合字

名詞라 한다. 複語名詞라고도 하며 기타 동사, 부사에서도 이와 같다. 

形容詞 : 사물의 성색(聲色), 형상, 수, 방향, 성질, 체격을 형용하는 것이다. 

7. 文法要略; 修辭篇, 1915, 王梦曾 著 

文法要略; 文典篇, 1917, 吴明浩 著 

假設代名詞 : 실제 사건이나 사물이 있을 필요 없이 마음속의 허구의 사물을 

대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其’, ‘之’ 와 같다. 

加字副詞 : 아무 글자나 부사로 삼고 ‘然’, ‘乎’, ‘焉’, ‘爾’, ‘如’, ‘兮’ 등의 자를 

더하는 것이다.

假借名詞 : 다른 종류의 품사가 간혹 명사와 같이 사용된다. 이를 假借名詞라 

한다. 

假借副詞 : 부사 역시 명사, 동사, 형용사를 빌릴 수 있다. 

感應詞 : 마음속의 감정이 입에서 소리가 되는 것을 기록하며 대답할 때 동의, 

부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감탄, 대답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며 고

로 간단히 感應詞라 한다.

介詞 : 허자 가운데 실자의 상관된 의미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介詞라 

한다. 

公用名詞 : 한 부류의 사물을 통칭하는 것이다. 

冠蓋用法 :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서 그 성질, 상태를 묘사하나 부사가 동사, 

형용사 앞에 오는 경우이다.

冠次 : 명사이면서 다른 명사 앞에 놓이는 것으로 앞의 명사를 수식격[冠次]이

라 한다.

句 : 주어[起詞], 술어[語詞]가 있고 辭意가 이미 완전한 것이 句이다. 

起詞 : 句讀의 발단이다.

單語副詞 : 한 字로 사물 동작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다. 

代名詞 : 사물의 본명을 말하지 않고 따로 한 字를 사용하여 간단한 것으로 

번잡한 것을, 이것으로 저것을 대신하니 代名詞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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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詞 :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動詞라 한다.

讀 : 주어[起詞], 술어[語詞]가 있고 辭意가 완전하지 않으면 讀이다. 의미가 완

전하지 않아서 어기가 잠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讀이다.

名詞 : 모든 사물을 명명하는 것을 名詞라 한다.

無形名詞 :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무형명사라 한다. 

副詞 : 사람, 사물의 동작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을 副詞라 한다.

比 用法 : 사물의 성질, 상태를 비교하여 그 경중, 같고 다름을 나타내는 것

이다. 

賓詞 : 동작이 베풀어 미치는 바를 밝힌다. 

賓次 : 주격[主次]과 대립하는 것이다.

詞性 : 詞에는 해석할 수 있는 이치가 있는 실사, 해석 없이 오직 실사의 정태

(情態)를 돕는 허사가 있다.

詞位 : 하나의 句의 구성은 앞, 뒤로 반드시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이를 詞位

라 한다. 주어[起詞], 목적어[止詞], 술어[語詞], 表詞, 轉詞이다. 

詞品 : 실사의 부류는 6가지로 명사, 대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부사이고 

허사는 4가지로 개사, 접속사[轉接詞], 감탄사[感應詞], 조사이다.

說明用法 : 형용사가 명사, 대사의 다음에 와서 그 성질, 상태를 설명하거나 

부사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이다. 

成語形容詞 : 동사, 조동사 혹은 기타 품사가 연결되어 句를 이루고 형용사의 

지위(관형격)에 사용되어 사물의 動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數量形容詞 : 사물의 수, 분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語詞 : 주어[起詞], 목적어[止詞],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有形名詞 : 유형의 사물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유형명사라 한다. 

疑問代名詞 : 두 종류이다. 사람의 의문에 속하거나 사물, 장소, 시간의 의문에 

속한다. 

人代名詞 : 自稱(第一人稱), 稱(第二人稱), 他稱(第三人稱) 세 가지가 있다. 

自動詞 : 동작이 주어[主詞]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 사물, 일에 미치지 않으

며 행동이 귀속하는 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自動詞라 한다. 

轉詞 ① : 접속사[轉接詞] 종류 가운데 하나로 文의 기세를 展轉하는 것이다. 

轉詞 ② : 문장성분의 하나로 동작이 베풀어 미치는 바이다.

有名詞 : 하나의 일, 사물, 사람이 독점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없다.

轉接詞 : 허자 가운데 字句를 提承推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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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接用法 : 부사가 접속사[轉接]의 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轉接用法이라 한다.

接詞 : 접속사[轉接詞] 종류의 하나로 字句를 결합하는 것이다.

接續代名詞 : 위, 아래를 잇는 것에 사용되며 轉接斡旋의 묘함이 있다. 

主詞 : 동작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를 밝힌다. 

主次 : 主次는 句讀의 발단이다. 

止詞 : 起詞의 움직임이 목적하는 바이다.

指示代名詞 :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集成名詞 : 複名詞라고도 한다. 각종 품사가 집합하여 이룬다.

疊語副詞 : 두 가지가 있다. 異體同性의 字의 첩어, 同體同性의 字의 첩어이다. 

他動詞 : 동작이 자신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물, 일에 미치며 자의가 이

것에서 저것에 미치며 각각 귀속되는 바가 있는 것을 他動詞라 한다. 

表詞 : 주어[起詞]의 이미 그러한 정황을 나타낸다.

顯性形容詞 :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形容詞 : 사물의 상태, 성질을 본뜨는 것을 형용사라 한다. 

8. 文法要略, 1916, 莊慶祥 著

介字 : 개사[介字]라 말하는 것은 각종 實字 사이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효

용을 말하면 介紹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로 介字라 한다. 

計論狀字 : 動靜의 분량을 비교하고 動靜의 정도를 평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

사[狀字]이다. 

公名字 : 사물 공공의 명칭이다. 어떠한 사람, 새, 짐승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

공의 명칭이 될 수 있으므로 公名字이다.

禁止狀字 : 동작(동사)의 앞에 부사[狀字]를 더하여 동작에 금지의 의미를 형상

한다.

起詞 : 주어[起詞]라 칭하는 것은 동사의 기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記時狀字 : 시간의 자로 사물의 動靜을 언급한다. 

記地狀字 : 부위, 방향의 여러 형용사[靜字] 빌려 사물의 動靜의 장소를 형상한다. 

內動字 : 자동사[自動字]라고도 한다. 字意는 행동이지만 움직임의 범위 안에 

그치며 다른 사물에 미치지 않는다. 행동이 귀결되는 바를 언급하지 

않는다. 

短句 : 주어[起詞]술어[語詞]가 있고 文意가 이미 완전한 것이다. 포함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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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다. 

短讀 : 주어[起詞], 술어[語詞]가 있고 文意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적은 수의 

두이다. 

斷制狀字 : 결정할 수 있음, 결정할 수 없음에 따른 사물의 動靜을 형상한다. 

代字 : 대사[代字]를 사용하여 모든 사물을 대신한다. 

同動字 : 사물의 행동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字意의 기능이 실제 동사

[動字]와 같다. 

動字 : 천지인물이 행하는 바이다. 

同次 : 모두 文意가 귀속되는 바이나 선후의 순서로 나누어 말하면 뒤에 것이 

同次이다. 

明動字 : 모든 행동이 가히 맡을 수, 볼 수, 지시할 수 있으며 밖으로 드러난

다. 그 사이에는 천지의 움직임, 인물의 움직임이 있으니 모두 변별

해서 인식해야 한다. 

名字 : 세계의 인물, 사건, 물건은 명칭이 없는 것이 없다. 실체를 가리키고 칭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명사[名字]라 한다.

本名字 : 사람, 사물 특유의 명칭으로 기타의 것들이 공유하는 바가 아니다. 

比方狀字 : 이 사물로 저 사물을 비유한다. 즉 이 사물의 動靜으로 다른 사물

의 動靜을 비유하는 것이다. 

賓次 : 하나의 말(문장)에서 주격[主次]에 대조되는 명사, 대사로 질박하게 말

하면 목적격[賓次]은 목적어[止詞]이다. 賓次는 主次 뒤에 온다. 

詞 : 字로 인해서 詞를 이룬다. 사람의 의도로 집합된 글자가 그 의미를 전달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단어[詞]라고 한다.

司詞 : 개사의 부림을 받는 명사, 대사이다. 명사, 대사라 하지 않고 司詞라고 

하는 것은 개사의 기능을 밝혀 개사의 부림을 받는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狀字 : 부사[狀字]는 動靜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물의 動靜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면 부사[狀字]를 더해야 명백히 할 수 있다. 

象靜 : 사물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형용사[靜字]이다. 

說明 : 說明은 주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모든 주어의 動靜을 說明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受動字 : 타동사[外動字]의 한 부류이다. 受動이라 한 것은 누가 어떤 外動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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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動字 : 그 글자가 행동에 속하지만 맡을 수, 볼 수, 지시할 수 없다. 

語詞 : 술어[語詞]라고 하는 것은 이로 기능하는 동사는 오로지 모든 주어[起

詞]의 행동을 논하기 때문이다. 

連字 : 字句를 모아 文法을 말함에 提筆, 承筆, 轉筆, 推筆이 있다. 접속사[連

字]는 提承轉推 하는 글자이다.

外動字 : 움직임의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그 움직임을 받는 바가 있다. …… 이
것에서 말미암아 저것에 미치며 동사[動字]의 범위의 밖에 귀속된다. 

고로 타동사[外動字]이다. 

疑難狀字 : 의문, 질책, 힐난의 뜻으로 사물의 動靜을 언급한다. 

擬議狀字 : 내 생각이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그 動靜을 모방하여 

나타낸다. 

滋靜 : 사물이 얼마인가에 대한 형용사[靜字]이다.

長句 : 주어, 술어[說明]가 있고 문의가 이미 완전한 것이다. 포함하는 讀가 많

다.

長讀 : 주어, 술어[說明]가 있고 문의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다수의 讀이다. 

傳信助字 : 이미 정해진 뜻을 전달한다.

傳疑助字 : 아직 정해지지 않은 뜻을 전달한다. 

前次 : 모두 文意가 귀속되는 바이다. 선후의 순서로 나누어 말하면 앞에 것이 

前次이다. 前次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名字], 대사[代字]가 同次의 명

사, 대사와 다름이 없고 同次에 전치하는 것이다.

靜字 : (천지인물의) 이미 그러한 정황을 말한다.

正次 : 文意가 귀속하는 바에 輕重의 의미가 있다. 귀속되는 바가 重에 관계되

면 피수식격[正次]이다. 수식격[偏次]은 뒤에 온다.

助動字 : 조동사[助動字] 다음에는 반드시 각종 동사[動字]가 온다. 그 字는 비

록 사물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나 항상 동사[動字]를 

돕는 것을 용법으로 한다. 

助字 : 實字를 보조하기 때문에 조사[助字]라고 한다. 傳信, 傳疑가 있다.

主語 : 문장에서 여러 詞가 붙는 주체이다. 

主次 : 목적격[賓次]에 대조되는 명사, 대사로 질박하게 말하면 주격[主次]은 

주어[起詞]이다. 주격[主次]은 항상 목적격[賓次]에 우선한다. 

止詞 : 止詞라고 칭하는 것은 주어[起詞]의 행동을 받아서 술어[語詞]의 작용이 

이것에 머뭄을 알기 때문이다. 



160   초기 중국어 문법서 연구

指定狀字 : 사물의 동작이 어떠한지 실제를 가리켜 묘사하는 것이다.

揣摹狀字 : 내 마음대로 추측하여 그 動靜을 모방하여 말하는 것이다. 

嘆字 : 감개, 탄식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다. 單歎字, 雙歎字로 나뉜다. 

偏次 : 의미가 귀속되지 않고 관계가 가벼운 것이 수식격[偏次]이다. 피수식격

[正次]이 앞에 온다. 

表詞 : 술어[語詞]라고 하지 않는 것은 주어[起詞]의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주어[起詞]가 어떠한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9. 新體國文典講義, 1918, 兪明謙 著

介字 : 명사[名字], 대사[代字]에 연결되어 사물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개사[介

字]라 한다.

公名字 : 사물 공유의 명칭이다. 

靜字 : 비교의 형용사[靜字]로 平比 , 差比 , 極比 가 있다. 

句 : 字나 詞, 혹은 短語, 片句, 讀 등을 임으로 배합하여 완전한 의미를 나타

내는 것을 句라 한다.

群名字 : 무리를 단위로 하는 명사[名字]이다.

短語 : 字와 字, 혹은 字와 詞로 불완전한 부속 부분을 구성하며 주요 부분의 

의미를 구분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短語라 한다. 

代狀字 : 대사[代字]의 성질을 지니면서 부사[狀字]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指示

代狀字, 疑問代狀字가 있다.

代字 : 명사[名字]를 대신하여 사물의 간단한 명칭이 되는 것을 대사[代字]라 

한다. 

同動字 : 동작의 의미는 있으나 동작의 형상은 없다.

動字 : 명사[名字], 대사[代字]에 연계되어 사물의 움직임의 상[動象]을 설명하

는 것은 동사[動字]라 한다.

讀 : 字, 詞, 短語, 片句 등으로 독립적으로 혹은 섞여서 완전한 句의 주요 부

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을 讀라 한다. 

名字 : 모든 유형, 무형의 사물을 지칭하는 것을 통칭하여 명사[名字]라 한다.

反決助字 : 부정의 어기로 그 의미가 이와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旁轉聯字 : 句 앞에서 앞 문장을 이으면서 다른 뜻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變動字 : 字의 본성을 바꾼 것으로 性變, 字의 음을 바꾼 것이 音變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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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狀字 : 본래 명사[名字], 동사[動字], 형용사[靜字]이나 동사[動字]의 앞에서 

사용되어 부사[狀字]로 변한 것이다.

變靜字 : 명사[名字], 동사[動字], 부사[狀字]가 변해서 형용사[靜字]가 된 것이

다. 

不決助字 : 부정의 어기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不決助字라 한다. 

附置介字 : 개사[介字] 가운데 개사 목적격[附位]을 끼워 넣는 것에 사용되는 

것을 附置介字라 한다. 

副置代字 : ‘其’, ‘所’, ‘ ’, 세 字가 생략 가능하고,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경우 

副置代字이다.

詞 : 두 字 이상을 합쳐서 단순, 복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詞라 한다.

狀字 : 동사[動字], 형용사[靜字]를 형용하여 사물의 모든 情態를 곡진히 하는 

것을 부사[狀字]라 한다.

象靜字 : 사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示性, 示質, 示態, 示度, 示地, 

示時, 示位가 있다.

數靜字 : 수량 형용사이다. 槪數, 定數, 序數, 分數가 있다.

狀字 : 부사[狀字]가 형상되는 글자의 의미에 순응하면서 꾸미면 狀字이다. 

狀字 : 부사[狀字]가 형상되는 글자의 의미를 거스르면서 꾸미면 狀字이다. 

聯字 : 字句의 처음이나 字句의 사이에 연결되어 전후 사물을 연합하여 각종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位次 : 명자가 文句에서 거하는 지위를 位次라 한다. 통상적으로 主位, 賓位, 

偏位로 분류하며 본서에서는 附位, 同位를 추가한다. 

擬決助字 : 어기를 모의하며 결정의 의미를 겸한다. 

疑問代字 : 사람을 대신하는 것, 사물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 

自動字 : 동작이 자체에 속한다. 그 힘이 다른 것에 미치지 않으니 고로 자동

자이다. 

字 : 하나의 음, 하나의 형을 지니며 단순한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字라 한다.

章 : 節을 쌓아서 文의 큰 단락이 되는 것을 章이라 한다.

名字 : 사물 특유의 명칭이다. 

節 : 句를 쌓아서 문의 작은 단위가 되는 것을 節이라 한다.

正決助字 : 단정, 한정, 지정하는 어기를 나타낸다. 긍정적 어기로 그 의미가 

이와 같음을 단정하는 것이다. 

靜字 : 명사[名字], 대사[代字]를 구별하여 사물의 정지한 상[靜象]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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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형용사[靜字]라 한다.

提接聯字 : 구 앞[句首]에서 앞의 문장을 잇는 것이다. ‘夫’, ‘蓋’, ‘故’가 있다.

助動字 : 主動의 앞이나 뒤에 위치한다. 뒤에 개사[介字], 접속사[聯字]가 올 수 

있다. 

助字 : 字句의 끝에서 사물 논술의 어기를 보충하는 것을 조사[助字]라 한다.

從部 : 주어[主部] 뒤에서 움직임이나 정태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술어[從部]

라 한다.

主部 : 주어[主部]는 한 句의 주체이다.

中續聯字 : 句에서 상하 두 항목을 잇는 것이다. 平擔, 遞承, 側附의 세 종류이다.

指示代字 : 사물을 대신하면 지시이다. 直指, 旁指, 泛指가 있다. 

指示代靜字 : ‘此’, ‘是’, ‘玆’, ‘斯’, ‘彼’, ‘其’, ‘之’, ‘每’, ‘夫’ 등의 글자 뒤에 명

자가 오는 경우 이는 지시형용사[指示代靜字]이다. 

質名字 : 수로 셈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양사[量名]를 붙이고 간접적으로 

숫자를 더하거나 양사[量名]로 대신 칭할 수 있다. 

稱 代字 : 사람을 대신하며 自稱, 稱, 他稱이 있다.

他動字 : 동작이 다른 물체에 미친다.

嘆字 : 독립하여 사물에 대한 정감을 나타내는 것을 감탄사[嘆字]라 한다. 感

異, 贊同 두 가지로 분류한다. 

片句 : 字, 詞 혹은 短語와 함께 완전한 句를 구성한다. 완전한 句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片句라 한다. 

偏置介字 : 개사[介字]가 수식격[偏位] 사이에 사용되는 것을 偏置介字라 한다. 

‘之’가 그 예이다.

篇 : 章을 쌓아서 문의 전체 조직이 되는 것을 篇이라 한다.

被動字 : 목적격[賓位字]을 주격[主位字]으로 한다. 반드시 타동사[他動字]가 바

뀐 것이다.

虛名字 : 성질이나 동작을 나타내며 스스로 갖는 실체가 없어 사람에게 보일 

수 없으니 虛名字이다. 

互應聯字 : 두 개의 접속사[聯字], 접속사[聯字]와 부사[狀字], 혹은 접속사[聯

字]와 개사[介字]가 句의 아래, 위 두 부분에 위치하며 호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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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범례] 

1. 9가지 문법서의 표지, 목차의 첫 페이지를 제시한다. 그 아래 각 문법서의 

목차를 수록했다. 中國文典의 경우 목차가 없으므로 표지만 제시한다.

 

1. 馬氏文通, 1898, 馬建忠 著

  

序

後序

例

卷一 正名 

卷二 實字 

名字 代字 指名代字 接讀代字 詢問代字 指示代字

卷三 實字

主次 偏次 賓次 同次 靜字 滋靜 表詞 論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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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四 實字

外動字 受動字 內動字 同動助動 無屬動字

卷五 實字

動字假借 動字辨音 動字相承 散動諸式

卷六 實字

狀字諸用 狀字諸用 狀字諸用 狀字別義

卷七 虛字

介字 之字之用 於字之用 以字之用 字之用 爲字之用 由用微自諸字

卷八 虛字

提起連字 承接連字   承接連字 轉捩連字 推拓連字

卷九 虛字

傳信助字 傳疑助字 合助助字 歎字

卷十 句讀

彖一起詞 彖二語詞 彖三止詞 彖四轉詞 彖五 彖六讀 彖七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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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漢文典, 1906, 來裕恂 著

        

文字典

第一卷 字由

第一篇 字之起原

第一章 結繩 第二章 河圖 第三章 八卦 第四章 六書

第二篇 字之功用

第一章 表思想 第二章 記語

第三篇 字之稱

第一章 書 第二章 名 第三章 文 第四章 字

第四篇 字之變化

第一章 造字 第二章 改字 第三章 字體 第四章 字數

第二卷 字統

第一篇 字之根本

第一章 六書分釋 第二章 六書通論 

第二篇 字之綱要

第一章 形部體制之學 第二章 聲部音韻之學 第三章 義部訓詁之學

第三卷 字品

第一篇 名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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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有形名字 第二章 無形名字 第三章 普通名字 第四章 特別名字

第五章 指示名字 第六章 複雜名字

第二篇 動字

第一章 自動字 第二章 他動字 第三章 同動字 第四章 助動字

第三篇 靜字

第一章 品名靜字 第二章 切指靜字 第三章 泛指靜字

第四篇 狀字 

第一章 狀時狀字 第二章 狀地狀字 第三章 狀象狀字 第四章 狀量狀字 

第五章 別狀字 第六章 和同狀字 第七章 斷制狀字 第八章 約度狀字 

第九章 詰難狀字

第五篇 代字

第一章 指名代字 第二章 聯接代字 第三章 切指代字 第四章 泛指代字

第五章 疑問代字

第六篇 介字

第一章 著所屬之介字 第二章 著所在之介字 第三章 著所用之介字

第四章 著所由之介字 第五章 著所 之介字 第六章 著所共之介字

第七篇 聯字

第一章 辭聯字 第二章 辭聯字 第三章 辭聯字 第四章 辭聯字

第五章 辭聯字 第六章 譬辭聯字 第七章 例辭聯字 第八章 繫辭聯字

第八篇 助字 

第一章 起語助字 第二章 歇語助字

第九篇 歎字

第一章 慨歎字 第二章 怨歎字 第三章 贊歎字 第四章 驚歎字

文章典

第一卷 文法

第一篇 字法

第一章 語助法 第二章 形容法 第三章 分析法 第四章 增改法

第五章 鍛鍊法 第六章 類用法

第二篇 句法

第一章 關係格調 第二章 關係節次 第三章 關係性質 第四章 關係聲情 

第五章 關係優劣

第三篇 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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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起法 第二章 承法 第三章 轉法 第四章 結法

第四篇 篇法

第一章 完全之篇法 第二章 偏闕之篇法

第二卷 文訣

第一篇 文品

第一章 莊重類 第二章 優美類 第三章 輕快類 第四章 遒勁類

第五章 明晰類 第六章 精致類

第二篇 文要

第一章 內容 第二章 外象

第三篇 文基

第一章 文宜 第二章 文貴 第三章 文忌

第三卷 文體

第一篇 敍記

第一章 序跋類 第二章 傳紀類 第三章 表志類

第二篇 議論

第一章 論說類 第二章 奏議類 第三章 箴規類

第三篇 辭令

第一章 詔令類 第二章 誓告類 第三章 文詞類

第四卷 文論

第一篇 原理

第一章 文之眞相 第二章 文之性質 第三章 文之功用 第四章 文之效果

第二篇 界說

第一章 文 辭 第二章 文 字 第三章 文 學 第四章 文 道

第三篇 種類

第一章 屬於體裁之種類 第二章 屬於格律之種類 第三章 屬於學術之種類 

第四章 屬於世用之種類 第五章 屬於性質之種類 第六章 屬於通俗之種類

第四篇 變遷

第一章 文章發生時 第二章 文章進步時代 第三章 文章昌隆時代

第四章 文章極盛時代 第五章 文章 一時代 第六章 文章恢張時代 

第七章 文章薄弱時代 第八章 文章淫靡時代 第九章 文章振作時代

第十章 文章繼續時代 第十一章 文章衰微時代 第十二章 文章 復時代

第十三章 文章昌明時代 第十四章 文章改良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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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篇 弊病

第一章 文魔 第二章 文妖 第三章 文賊 第四章 文盜 第五章 文奴

第六章 文匠

第六篇 糾謬

第一章 建體之類 第二章 擬文之類 第三章 分派之類 第四章 補篇之類

第五章 俗學之類 第六章 摘字之類

第七篇 知本

第一章 文當本經 第二章 文當本史 第三章 文當本子 第四章 文當本集

第八篇 致力

第一章 讀書 第二章 作文 第三章 遊厯 第四章 飜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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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國文典, 1906, 商務印書館編譯所編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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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等國文典, 1907, 章士釗 著

     

序例

第一章 總略

第二章 名詞

第三章 代名詞

第四章 動詞

第五章 形容詞

第六章 副詞

第七章 介詞

第八章 接續詞

第九章 助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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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文法 通, 1909, 劉金第 著

卷一

論字 

論詞

論句

卷二

論積句上

陰陽

卷三

論積句中

奇偶  排比  比例  譬喩  陪襯  援引  虛實  例證

卷四

論積句下

因果  假定  溯  設難  正負  演繹

卷五

論 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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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國文典, 1912, 戴克敦 著

  

上篇 詞性篇

總論

第一章 名詞

第一節 名詞之種類一

第二節 名詞之種類二

第三節 名詞之種類三

第二章 代名詞

第一節 代名詞之種類 

第三章 形容詞

第一節 形容詞之種類一

第二節 形容詞之種類二

第四章 動詞 

第一節 動詞之種類一

第二節 動詞之種類二

第五章 狀詞 

第一節 狀詞之種類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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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狀詞之種類二

第六章 介詞

第一節 介詞之種類

第七章 接續詞

第一節 接續詞之種類一

第二節 接續詞之種類二

第八章 助詞

第一節 助詞之種類一

第二節 助詞之種類二

第九章 歎詞

第一節 歎詞之種類

下篇 修詞篇

總論

第一章 句讀

第一節 句讀之組織

第二節 句讀之分類

第三節 句法

第二章 篇章

第一節 篇章之組織

第二節 篇章之分類

第三章 章法

第四章 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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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文法要略; 修辭篇, 1915, 王梦曾 著

       

第一章 章法

第二章 篇法

第三章 句法

第四章 字法

第五章 命意法

第六章 用事法

第七章 運筆法

第八章 行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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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法要略; 文典篇, 1917, 吴明浩 著 

        

 

第一章 總論

第二章 名詞

第三章 代名詞

第四章 動詞

第五章 助動詞

第六章 形容詞

第七章 副詞

第八章 介詞

第九章 轉接詞

第十章 感應詞

第十一章 助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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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文法要略, 1916, 莊慶祥 著

      

 

文法要略上篇

第一章 緖

第二章 字類之識別

第三章 名字

第一節 公名字 第二節 本名字

第四章 代字

第一節 吾字之代 第二節 我字之代 第三節 余字之代 第四節 予字之代

第五節 爾字之代 第六節 汝字之代 第七節 而字之代 第八節 若字之代

第九節 彼字之代 第十節 夫字之代 第十一節 之字之代 第十二節 其字之代

第十三節 是字之代  第十四節 斯字之代 第十五節 玆字之代 第十六節 所字之代

第十七節 字之代  第十八節 誰字之代 第十九節 孰字之代 第二十節 何字之代 

第二十一節 每字之代 第二十二節 各字之代 第二十三節 皆字之代 

第二十四節 凡字之代 第二十五節 相字之代

第五章 動字

第一節 明動字 第二節 暗動字 第三節 內動字 第四節 外動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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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節 受動字 第六節 同動字 第七節 助動字

第六章 靜字 

第一節 單象靜字 第二節 偶象靜字 第三節 蟬聯象靜字  第四節 待象靜字

第五節 實數滋靜字 第六節 序數滋靜字 第七節 約數滋靜字

第七章 狀字 

第一節 揣摹狀字 第二節 指定狀字 第三節 計論狀字 第四節 比方狀字

第五節 記地狀字 第六節 記時狀字 第七節 擬議狀字 第八節 疑難狀字

第九節 斷制狀字 第十節 禁止狀字

第八章 介字

第一節 之字之介 第二節 於字之介 第三節 以字之介 第四節 字之介

第五節 爲字之介

第九章 連字

第一節 夫字之連 第二節 今字之連 第三節 且字之連 第四節 蓋字之連

第五節 而字之連 第六節 則字之連 第七節 故字之連 第八節 然字之連

第九節 雖字之連 

第十章 助字

第一節 也字之傳信 第二節 矣字之傳信 第三節 焉字之傳信

第四節 耳字之傳信 第五節 乎字之傳疑 第六節 哉字之傳疑

第七節 耶字之傳疑 第八節 歟字之傳疑

第十一章 嘆字

第一節 單嘆字 第二節 雙嘆字

第十二章 字類之變通

第一節 名字之變通 第二節 代字之變通 第三節 動字之變通

第四節 靜字之變通 第五節 狀字之變通 第六節 介字之變通

第七節 連字之變通 第八節 助字之變通

文法要略下編

第一章 詞 字之區別

第一節 形式上之區別 第二節 聲音上之區別 第三節 意義上之區別

第二章 詞之功用

第一節 說起詞 第二節 說語詞 第三節 說止詞 第四節 說表詞

第五節 說司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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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主語說明之例

第一節 數之主語有多數說明 第二節 數之說明有多數主語

第三節 說明居先而主語在後 第四節 說明顯見而主語隱藏

第四章 名詞代詞之位次

第一節 主次賓次 第二節 正次偏次 第三節 前次同次

第五章 句讀之區分

第一節 句讀擧例之一 第二節 句讀擧例之二 第三節 句讀擧例之三

第四節 句讀擧例之四

第六章 文章之構造

第一節 說審題 第二節 說 局 第三節 說命意 第四節 說遣詞

第五節 說琢句

第七章 審題之法

第一節 題之正面 第二節 題之反面 第三節 題之旁面 第四節 題之前路

第五節 題之後路

第八章 局之法

第一節 首尾呼應之局 第二節 彼此比 之局 第三節 一字作骨之局

第四節 兩層夾飜之局 第五節 據事直書之局 第六節 平情立論之局 

第七節 痛切勸諫之局 第八節 婉轉商量之局

第九章 命意之法

第一節 先見之意 第二節 後見之意 第三節 承上啓下之意

第四節 借賓定主之意 第五節 語繁而意簡 第六節 語淺而意深

第七節 語曲折而意直捷 第八節 語直捷而意曲折

第九節 語在此而意則在彼 第十節 語如是而意不如是

第十章 遺詞之法

第一節 遣名詞法 第二節 遣代詞法 第三節 遣動詞法 第四節 遣靜詞法

第五節 遣狀詞法 第六節 遣介詞法 第七節 遣連詞法 第八節 遣助詞法

第九節 遣歎詞法

第十一章 琢句之法

第一節 正反句法 第二節 奇偶句法 第三節 比喩句法 第四節 引證句法

第五節 因果句法 第六節 假設句法 第七節 回溯句法 第八節 問難句法

第十二章 文章之體例

第一節 按而不斷之文體 第二節 斷而不按之文體 第三節 先按後斷之文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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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 先斷後按之文體

第十三章 文章之主要

第一節 入題之法 第二節 點題之法 第三節 籠題之法 第四節 醒題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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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新體國文典講義, 1918, 兪明謙 著

      

總略

第一篇 字

第一章 名字

第一節 名字之種類 第二節 名字之位次

第二章 代字

第一節 代字之種類 第二節 代字之位次

第三章 動字

第一節 動字之種類 第二節 動字之位次

第四章 靜字

第一節 靜字之種類

第五章 狀字

第一節 狀字之種類 第二節 狀字之位次

第六章 介字

第一節 介字之種類 第二節 介字之位次

第七章 聯字

第一節 聯字之種類 第二節 聯字之位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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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章 助字

第一節 助字之種類 第二節 助字之位次

第九章 歎字

第一節 歎字之種類 第二節 歎字之位次

第二篇 詞

第一章 詞之組織

第一節 類似律 第二節 待 律 第三節 同義律 第四節 複字律

第五節 雙聲律 第六節 疊韻律 第七節 參合律 第八節 假借律

第九節 綴加律

第二章 詞之種類

第一節 名性詞 第二節 代性詞 第三節 動性詞 第四節 靜性詞

第五節 狀性詞 第六節 聯性詞 第七節 助性詞 第八節 歎性詞

第三篇 短語

第一章 短語之組織

第一節 以字或詞聯於動字之短語 第二節 以字或詞聯於動性詞之短語

第三節 以字或詞聯於偏置介字之短語 第四節 以字或詞聯於附置介字之短語

第五節 以字或詞聯於動字及介字之短語 第六節 以字或詞聯於動性詞及介字

之短語

第二章 短語之種類

第一節 名性短語 第二節 靜性短語 第三節 狀性短語

第四篇 片句

第一章 片句之組織

第一節 以字 字構成之片句 第二節 以字 詞構成之片句

第三節 以字 短語構成之片句 第四節 以字 詞及短語構成之片句

第二章 片句之種類

第一節 名性片句 第二節 靜性片句 第三節 狀性片句

第五篇 讀

第一章 讀之組織

第一節 以字詞短語片句等單獨爲讀 第二節 以字詞短語片句等重疊爲讀

第三節 以字詞短語片句等混雜爲讀

第二章 讀之種類

第一節 名性讀 第二節 靜性讀 第三節 狀性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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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讀之格式

第一節 遞承讀 第二節 排比讀 第三節 總分讀

第六篇 句

第一章 句之組織

第一節 主部 第二節 從部

第二章 句之種類

第一節 夾雜句 第二節 移置句 第三節 省略句

第三章 句之格式

第一節 遞承句 第二節 排比句 第三節 總分句

第七篇 節

第一章 節之格式

第一節 遞承節 第二節 排比節 第三節 總分節

第二章 節之作用

第一節 節之爲起 第二節 節之爲承 第三節 節之爲轉

第四節 節之爲結

第八篇 章

第一章 章之格式

第一節 直脈式 第二節 曲脈式

第二章 章之作用

第一節 章之單面作用 第二節 章之複面作用

第九篇 篇

第一章 篇之體裁

第一節 智的文字 第二節 意的文字 第三節 情的文字

第二章 篇之結構

第一節 圓周式 第二節 階段式 第三節 兩扇式 第四節 分合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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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 攻

金惠瑛

本论文旨在，通过 察从马氏文通到五四运动前期出版的初期汉语语法论著，分

析初期汉语语法论著的语法體系 语法观念，挖掘其历史意义。本论文以马氏文通、汉
文典、中国文典、中等国文典、文法会通、国文典、文法要略⋅修辞篇;文典

篇、文法要略、新體国文典讲义共九部语法论著为研究对象。既往的中国的语 学

史及语法史研究仅关注首部中国的汉语语法论著——马氏文通，而对其他的语法论著都

没有给予一定的重視。马氏文通到五四运动前期的这一时期可以说是一段空白期，造成

了中国的传统语 学和现代汉语语法学的割裂。本论文把初期的中国汉语语法论著设定为

中国语 学史的“近代”，阐明了其历史意义。
第二章主要 察了语法论著的出现背景。在中国人所撰写的汉语语法论著出现之前，

西方人、日本人研究汉语语法的论著先一步问世。西方人的汉语语法研究，虽然由于在汉

语研究领域率先采用了西方的语 学理论而具有积极的意义，但是其研究存在着以西方语

为标准、套用西方语 的语法體系来说明汉语语法成分的局限性，并没有根本上建立起

汉语自身的语法體系。另外，这些研究还涉及到中国汉语的音韵、文字甚至文化要素，
其说是专业的汉语语法论著，倒不如说是中国语 学概论。 此相比，日本人的汉语语法

研究有所不同。虽然他们的研究起步于对西方人的汉语语法研究论著添加标点符号以及注

释，但随着研究的深入，逐渐建立了独立的汉语语法體系，对后来中国人自己的汉语语法

研究的进行产生了影响。中国人是在外语学习和教学的过程中接触到语法理论和语法體系

的。在翻译、介绍西方的语法概念及理论时，利用这些概念和理论来分析、解释汉语语

现象，而这些恰恰成为中国的汉语语法研究的根基。
第三章通过 察语法单位、词类、句子成分，对语法论著的语法體系进行了分析。在

语法单位方面，汉语传统的“字”、“词”、“句”、“读”等概念重新被定义为语素、词、以及

由主语和谓语所构成的语法单位。初期的语法论著通过“词性研究”来确立汉语词汇的词性

分类體系。多部语法论著的词性分类比较统一，表明當时已经基本确立起比较稳定的词性

分类體系。只是在词性的细分上各语法论著间存在一些差 ，而这些差 又恰恰因为能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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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研究这些语法论著之间的承繼关系的根据，而具有积极的意义。初期的语法论著还论述

了句子成分之间的关系，但在“句法研究”方面还没有确立起统一的理论體系。综上所述，
初期的汉语语法论著，虽然每一部论著的研究领域都存在一些差 ，但都涉及到传统汉语

语 学所没有论及的概念和领域，并逐渐形成现代汉语语法體系。作为汉语语法體系形成

的初级阶段，显然还存在诸多问题。比如，没有形成统一的语法术语，一些语法概念尚不

明确，因照搬西方语 的语法而出现的不符合汉语实际的套用现象等。本论文对这些问

题，并没有持批判的 度，而是把这些现象視为积极的、创造性的中西融汇而加以分析，
力求通过这些现象来解释语 观念、语法观念的演变过程。

第四章着重 察初期汉语语法论著的历史意义。首先，初期的语法论著反映了當时特

殊的语法观念。“五四运动”前语法论著的研究对象为古汉语，其研究範圍非常廣泛，不仅

包括现代语法领域的形 、句法，还包括修辞学。究其原因，是因为當时的语法观念不仅

受西方“grammar”的影响，还受传统“作文法”的影响。各语法论著因其承繼关系的不同而

显得侧重点有所不同。承繼“grammar”的，以语 结构为研究对象，从而为正确的语 行

为提供理论依据；承繼“作文法”的，其研究对象为範文，从而为创作比较完美的文章提供

正确的写作方法和规律。當时的语法观念存在“grammar”和“作文法”互相衝突、互相竞争

的局面，而该局面正反映了现代语法观念的形成过程。
其次，初期的汉语语法论著反映了中国吸纳西方语法理论的形 。语法研究 对语法

的采纳、研究 度可分为两种。一种 度认为：语法是所有语种共同的规则，套用西方的

语法理论来说明汉语是可行的；另一种 度却认为：中西语 相差甚远，必须根据其特殊

性而确立区別于西方语法理论的有汉语特色的语法體系。同时，本论文还通过对中西 法

学家意见的对比分析， 察了中国学 是如何确立汉语语法體系的。尽管存在着不顾中西

语 的差 而照搬、套用不符合汉语实情的西方语法要素的问题，但另一方面，基于汉语

的特殊性，摒 根据语素变化而区分词类、格的方法，而建立起词类活用和根据句中的位

置来设定的格概念。这反映了初期的语法研究 融汇西方语法理论、贯通汉语的实情，构
架起独立的汉语语法體系。

另外，通过这些语法论著，可以一览當时中国社会的语 观念。依据语法论著的问题

意识、研究目的，我们可以了解到：當时的语 ，正是承载豊富知识的媒介；而语法研究

就是为了提高教语 、学语 的效率。这一点表明，中国的语 研究从经学的附属地位跃

升为追求实用目的的领域。因为當时各学科领域的界线比较模糊，在语法论著中还常常

论文学、修辞学、名学。初期的语法论著 當时的近代教育體制的建立也有密切关系。在

當时的国文教学中积极采用了语法课，涌现出豊富多彩的学校语法教科书，而这些研究又

成为汉语语法学的基石。这些初期的汉语语法论著还显示，语法研究 认识到當时中国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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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 方面存在的问题，力求通过确立语法體系来解决文盲率高、 文不一致的问题。只是

由于初期语法论著的研究对象是文 文，因此在解决 文不一致的问题方面并没有起到什

么实质性的作用。
本论文详细 察了初期汉语语法论著的语法體系及其历史意义。首先，阐明这些论著

并没有局限在对西方语法或馬氏文通的单纯模仿上。其次，指出这是一段以我为主引进

西方语法理论从而在中国确立汉语语法體系以及语法学领域的过程。再次，力求正确理解

初期的汉语语法體系和现代汉语语法體系的“差 ”，主张不能把这些“差 ”简单地視为

“错误”而加以批判。 后，基于对这些“差 ”的理解和解释，阐述了西方语 学和汉语语

学融会贯通的过程以及传统语法学至现代语法学的发展过程。

關鍵詞 : 馬氏文通, 漢文典, 中國文典, 中等國文典, 文法 通, 國文典, 文
法要略⋅修辭篇; 文典篇, 文法要略, 新體國文典講義, 中国语 学史, 文

文法

學 號 : 2008-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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