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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주시경학파의 문법 연구에 대한 고찰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을 중심으로-

金海锦（김해금)

본 연구는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봉과 이규영을 주시경학파로 규정하고

그들의 문법의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을 살

펴봄으로써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시경학파의 성립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주시경학파의 문법 저술에 나타난 각 학자의 문법

의식을 대조하는 것을 택한다. 여기에서는 문법의식을 한국어의 구조에 내

재하고 있는 규칙이나 질서에 관한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사용한다. 20세기

초 한국어학자들은 문법 연구에서 소리에서 문장에 이르는 단위를 포함시

켜 논의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 주시경학파의 문법의식을 크게 문법관,

문자관, 표기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주시경학파의 문법관은 일반언어학적 원리와 한국어의 특수성을 동시에

전제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규범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자관을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문자를 소리와 상대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

리고 문자는 소리를 충실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의 음운 현

상을 고려한 표기법을 주장하였다. 표기법을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낱말

의 배열 위치에 따라 모아쓰기와 풀어쓰기를 제안하였는데, 모아쓰기를 할

경우,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주장하고, 풀어쓰기를 할 경우, 가로쓰기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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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그리고 문법을 제3장부터 시작되는 각론에서 소리, 품사, 조어, 문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소리의 정의, 소리의 분류, 음운 현상을 살펴

보았다. 주시경학파는 소리를 물리적 성질과 조음음성적인 것으로 파악하

였으며 음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원소적 단위의 설정과 원

소들의 합성 즉 분합이라는 음운론적 단위의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형태

소 경계에서의 음운 현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단어에 대한 정의, 품사의 분류, 개별 품사론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시경학파는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

탄사, 조사, 보조사,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

을 단어로 설정하였다.

단어로 설정된 한 것을 보면, 주시경은 초기에 7개, 6개로 설정하고, 중

기에 9개로 변동되다가 최종적으로 6개로 정착되었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같이 9품사로 분류하였다. 이규영은 ≪온갖것≫은 6개, 기

타 저술들에서는 9개 품사로 분류하였다. 주시경이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

를 ‘임’에 묶은 것을 김두봉이 분리하여 ‘모임씨’, 즉 현대한국어에서 말하

는 독립언에 포함시켰다. 이는 김두봉이 주시경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인식

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고 보인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

개별 품사론을 살펴보면, 주시경의 이론이 대체로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수용된다.

제5장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조어법을 논의할 때 다룰 법한 내용들인

단어의 구성, 파생법, 합성법, 합성어의 파생, 품사 통용 등을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단어의 구성을 파생과 합성으로 파악하였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이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품사 통용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규영은 이

외에 합성어의 파생을 다루었다.

제6장의 통사론을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문장을 서술어가 종결어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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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주시경은 문장을 이루

는 단어, 구, 절, 단문, 복문, 복합문 등 범주적 단위를 설정하였지만 김두

봉은 절과 문장을 설정하였다. 주시경은 문장의 성분을 주어, 목적어, 서술

어, 수식어로 설정하였다. 김두봉은 주어, 서술어, 관형어와 부사어를 설정

하였다. 이와 같은 문장의 성분을 주시경학파는 그림으로 표시하여 설명하

는 방법, 즉 도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인식은 대

체로 김두봉에게 수용된다. 종속접속문과 이른바 주격중출구문에서 주시경

과 김두봉은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어: 주시경학파,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 문법의식, 문법관, 문자관, 표

기법, 음학, 품사론, 조어론, 통사론

학 번: 201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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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연구는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봉과 이규영을 주시경학파로 규정하고

그들의 문법의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김석

득, 2006)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시경학파의 성립을 논의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시경학파가 주시경의 제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논문은 주시경의 문법 이론의 연

계성을 고찰하는 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시경학파란 주시경과 그의 이론

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한국어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1)

본고에서 논의될 주시경학파의 핵심 인물인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선각자”(김석득, 1977)이며, 김두봉과 이규영이 주시경의 직계 제자에 속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두봉과 이규영은 모두 주시경이 중앙학교,

배재학당 등 여러 학교에서 강의할 때 강의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어연

구학회 조선어강습소를 졸업하고 조선어강습원의 교사를 지냈으며, 한국의

최초의 사전 원고본인 <말모이>(1911-1915)의 편찬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문법 연구를 진행하여 주시경의 학설을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주시경 이론의 정통성을 유지한 인물들이다. 이 중 이규영은 김두

봉만큼 문법 연구사에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그는 주시경이 1914년에 세

상을 떠난 후 주시경에 이어 조선어강습원의 중등과 강사로 지내면서 주시

경의 문법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중앙학교에서는

≪조선말본≫(1916)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김두봉의 중국 망명이라는 공백

속에서 주시경의 수제자로 불리는 김두봉의 문법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

1) 주시경학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제2장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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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였다.2) 그리고 이규영이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의 이론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여 간행한 ≪말듬≫(1913)과 김두봉의 ≪조선말본≫의 이

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집필한 유저 ≪현금 조선문전≫(1920)3)은 당대

의 여러 중등학교에서 문법 교과서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이규영

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학설이 후대로 이어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

다. 한편, 문법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주시경의 활동과 주시경학

파의 형성 및 발전을 추적하는 데 상당히 소중한 기록물인 ≪한글모죽보기

≫(1918-1919)4)도 이규영이 남긴 것이다. 따라서 주시경학파의 “학문의 이

론 체계의 연계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을 학파의

구성원으로 묶어서 그들의 문법의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연구 방법으로 주시경학파의 문법 저술에 나타난 각 학자의 문법

의식을 대조하는 것을 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의식은 한국어의 구조

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이나 질서에 관한 의식을 가리키는 것인데,5) 소리,

문자, 표기, 품사, 조어, 문장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주시경학파의 여

러 학자들의 한국어의 분석을 비교ㆍ대조하기 위하여, 논의의 과정에서 각

학자가 사용한 용어를 현대 한국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최대한 바꾸어

서 서술할 것이다.6)

2) 이희승이 중앙학교 시절 주시경의 제자인 이규영에게서 국어문법을 배웠고, 그 때의

교재는 김두봉의 ≪조선말본≫이었다고 하였다(딸깍발이 선비의 일생, 전집 9: 33).

3) ≪현금 조선문전≫은 이규영의 유저인데 ≪현금 조선문전≫의 머리말에 권덕규에 의

해 교정되어 간행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4) ≪한글모죽보기≫의 작성 시기는 고영근(1983: 86)에서 추정한 논의를 받아들인 것임

을 밝혀둔다.

5) 문법의식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논의하겠다.

6) 초창기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논의는 오옥매(200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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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논의 검토

기존의 논의에서는 본고에서 말하는 주시경학파를 “주시경학파”(김석득,

2006) 또는 “주시경일파”(김병문, 2013)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였다.

그리고 주시경학파의 형성에 대하여는 ≪한글모죽보기≫를 통하여 서술하

였다.7) 즉 ‘상동청년학원, 하기국어강습소, 국어연구학회, 국어강습소, 조선

언문회(한글모), 조선어강습원(한글배곧)’ 등 한국어연구단체 및 그 산하의

한글보급기관의 변천 과정에서 주시경학파 또는 주시경일파가 형성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주시경학파의 형성을 “학문의 이

론 체계의 연계성”(김석득 2006)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남는다.

주시경학파를 다룬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개개 학자의 저술에

대한 논의 및 주시경과 그 후계 학자들 사이에서 인식의 영향관계를 따진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시경 연구사를 보면, 연구사를 목록으로 정리한 논의는 대표적으

로 이현희(1988), 고영근(2001), 김병문(2013)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 저술이 나왔다. 김병문(2013)은 부록으로

주시경에 대한 연구사, 연구 논저 목록, 주시경 연보를 제시하고 있다.8) 이

하에서는 여러 선행연구 가운데 본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시경학

파 및 주시경과 그 후계자들의 저술에서 반영된 문법 인식을 비교한 논의

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9)

7) ≪한글모죽보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83)을 참조할 수 있다.

8) 김병문(2013: 390, 408, 419)에서는 고영근(1988); 이현희(1988), 고영근(2001), 

최낙복(2008); 김세한(1974), 김민수(1988) 등을 참고하였다고 각주로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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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의 저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석득(1977), 김민수

(1977), 이병근(1985) 등은 주시경 학설 전반에 대한 논의이고, 허웅(1971),

최명옥(1977), 한택동(1998) 등은 주시경의 음운론에 대한 논의이며, 송철

의(2010)은 주시경의 문자와 표기법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이고, 고영근

(1979, 1982), 최낙복(1989, 2003), 최규수(2005) 등은 주시경의 문법 전반에

대한 논의이며, 정승철(2003/2005), 김병문(2012) 등은 주시경의 학문을 근

대 한국어학과 관련지은 논의이다.10)

허웅(1971)은 주시경의 저술인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술의 방법, 언어와 국성, 훈민정음과

그 밖의 옛 문헌에 대한 연구, 말소리의 연구, 말본의 연구, 문체와 맞춤법,

새로 만든 말들’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주시경의 세 저술을 매우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학문의 성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거나 ‘실용적

인 면’에서 평가하는 등 주시경이 처한 시대상황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학 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석득(1977)은 주시경의 언어관, 주시경의 학설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후

구체적으로 ≪말의 소리≫(1914)를 통하여 공시적인 음운론을 논의하고 ≪

국어문법≫을 중심으로 문법 체계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김민수(1977)은 1961년 이래 주시경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묶은 저서

로서, 주시경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

9) 주시경의 연구사를 고영근(1988)에서는 1914년~1985년까지를 10년을 단위로 다섯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 김병문(2014)에서는 1914년~현재까지를 다섯 시기

로 나누어 간략히 정리했다. 김병문은 고영근에서 제시한 1기~5기를 해체하여 1~4

기로 묶고 이에 1990년 중반부터 현재를 덧붙여 5기로 제시하였다. 5기를 주시경 연

구의 주된 변화기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나타난 경향으로 문학 등 영역에서의 비한국

어학의 저술들에 관심을 두고 그 시대적 의미를 규명하는 논의들이 보인다고 하였다. 

10) 한국어학의 세부 영역 별로 주시경의 저술을 분석한 논의는 본고의 필요에 의해 선

행연구를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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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시경의 생애, 연구업적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초기의 저술을

따로 분석하였으며, 한국어연구, 한국어운동 등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정

리하였다.

최명옥(1977)은 ≪소리갈≫을 발굴하고 소개한 연구이다. ≪소리갈≫이

주시경의 업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기 위하여 주시경의 음학에 관한

저술을 모두 참조하되 ≪국어문법≫, 〈한나라말〉, ≪소리갈≫, ≪말의 소

리≫ 등 저술과의 관계를 살펴서 ≪소리갈≫과 다른 업적과의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이다. 네 저술을 대상으로 용어의 변천, 기술 방식, 이론적 체계

의 변화, 한글화작업 등까지도 정밀히 검토하였다.

고영근(1979)는 주시경의 언어관과 문법관을 결부시켜 문법이론을 추적

한 논의이다. 실용을 중시하고 개별언어의 특성을 강조한 언어관이 실용ㆍ

규범적인 문법관과 한국어의 문법을 중시한 문법서술태도의 근거라고 보았

다. 이어서 주시경의 문법관에 의하여 문법이론을 추적하였는데 주시경의

문법 저술을 초기, 중기, 후기의 3 단계로 나누되 중기의 ≪국어문법≫

(1910)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을 특

수성을 존중하는 서술방식과 문장 중심의 문법모형으로 보고, ≪말의 소리

≫는 한국어의 특수성을 한층 더 인식한 형태구조 중심의 모형이라고 보았

다. 이어서 주시경 학설이 김두봉, 최현배와 정렬모에게 충실히 계승되었다

고 하였다.

이병근(1985)는 주시경 학문의 형성과정, 주시경의 언어관, 주시경의 한

국어학의 서술방법 및 주시경 학문의 실천성 등 면에서 주시경 학문을 전

반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한 연구이다.

최규수(1997)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을 단어 설정의 특징, 통사론과 형

태론의 관계, 이론적 바탕과 기본틀, ‘한 문장-여러 구조’ 분석 등 방면으로

나누어서 주시경의 통사론이 계승되는 양상을 살핀 논의이다. 주시경의 통

사론이 논리의미론적 관점에 바탕을 둔 데에 반하여 김두봉의 통사론은 언

어 형식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 기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주

시경은 논리의미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수식 성분이나 접속문의 앞 뒤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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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어가 삭제된 복문의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한 데에 비하여 김두봉은

주어가 삭제된 수식 성분이나 접속문의 앞 뒤 성분을 복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택동(1998)은 주시경의 언어 철학인 불변 이론의 성립을 기점으로 음

운론 연구를 1기-3기로 나누어 음운 이론과 음운 이론의 연구사를 논의한

연구이다. 한택동은 말의 소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이론을 주장한 점에

서 주시경 음운 이론의 독창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한택동은 불변 이론

을 소리의 불변성, 소리의 특수성, 소리의 자연성 등 세 가지로 하위 분류

하고 불변성의 이론에 입각하여 음운론의 최소단위인 원소를 설정하고 불

변성의 이론을 본음주의 표기법의 근간으로 보았다.

정승철(2003/2005)11)는 주시경의 근대 한국어학을 언문일치론 및 음학과

문장론으로 나누어 논의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시경의 언문일치

론”에서는 주시경이 언문일치를 글쓰기의 통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하였

다. “주시경의 음학”에서는 주시경의 ≪말≫을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주시경이 ≪말≫에서 교체를 인식하고 나아가 교체를 음절 구조와 음소 배

열의 교체 환경으로 파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운 현상을

일반적인 교체와 특수한 교체로 나누어서 음운 현상을 면밀하게 고찰하였

다. “주시경의 문장론”에서는 주시경의 대표적인 문법 저서인 ≪국어문법

≫에 반영되어 있는 영문법 이론의 수용 양상을 체재, 내용과 구문 도해로

나누어서 고찰함으로써 주시경이 서양의 근대 외래 언어 이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문법 체계를 수립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최규수(2005)는 최규수(1992) 이래의 연구 논저를 묶은 단행본인데 주시

경의 문법 인식 및 그 계승관계를 밝힌 것이다.

11) 정승철(2005)는 정승철(2003a), 정승철(2003b)와 정승철(2003c)를 합편하여 오

자, 제목, 체재, 내용 등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정승철(2005)의 내

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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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의(2010)은 표기법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음운론과 형태론, 문자론을

유기적으로 결부하여 논의를 진행한 후 표기법 원리를 제시하고 표기법 원

리를 주시경의 여러 저술에서 확인한 연구이다.

김병문(2012)는 푸코의 담화이론을 적용하여 稿本 ≪말≫을 중심으로 근

대 한국어에 대한 주시경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소리의 층위에서는 원소와

합음, 형태 층위에서는 원체와 변체, 본체, 문장 층위에서는 ‘주자, 물자, 장

어식’, ‘원체부, 관계부’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문장 층위와 관련하여 ≪국

어문법≫의 ‘짬듬갈’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근대 한국어에서의 문장의 단위

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글모죽보기’와 주시경의 활동을 통하여 주시경학파

의 형성을 살폈다.

다음으로 김두봉의 학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음운론과 문법

론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음운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 이병근

(1980), 김봉모(1980), 이숙희(1998), 古賀聰(1999) 등이 있고 문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 김승곤(1989), 남기심(1989), 이필영(1990), 김봉모(1997),

고영근(1979, 2001) 등이 있다. 이 외에 한국어 문법학사에서 차지하는 위

치를 밝힌 논의로 강복수(1972)가 대표적이다.

강복수(1972)는 김두봉 문법의 문법학사적 계보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김두봉은 주시경 문법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언·억에 있어서의

어사 처리나 겻· 잇· 맺에 있어서의 하위 분류가 구문론적 견지에서 다루

어지고 있으며, 문성분이나 문의 종류에 있어서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

전시켜 놓은 것이라 하겠다.”라고 하여 김두봉이 주시경의 문법 인식을 수

용하고 나아가 수정·발전한 것이라고 보았다.

고영근(1979)는 주시경의 ≪국어문법≫의 9품사 체계를 계승ㆍ발전시킨

것은 김두봉의 ≪조선말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시경의 ≪말의 소리

≫에서 “임”에 포괄되어 있었던 관형사와 부사를 분리시켜 감탄사와 함께

“모임씨”로 묶은 것을 김두봉이 한국어의 형태구조를 상당히 깊이 이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모임씨”로 묶은 것은 이규영의 ≪한글적새≫와 ≪현

금 조선문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형태론적 기준에 근거한 전형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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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분류방식이라고 하였다.

이병근(1980)과 김봉모(1980)은 주시경의 ≪말의 소리≫와 김두봉의 ≪깁

더 조선말본≫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이병근(1980)은 주시경의 음학 연

구가 音學史上 최초였다고 평가하고, 주시경의 학설이 김두봉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변모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경의 음학의 學脈을 서술하였다.

김두봉에 관하여는 생리음성학에 바탕을 둔 것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다만,

서구적인 생리음성학을 도입한 결과 주시경의 언어이론상의 독창성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지적하였다. 김봉모(1980)은 두 저술에 보인 ‘말소리’ 이론을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주시경의 음성학 연구는 현

대 음성ㆍ음운학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대 한국어 음운

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김두봉에 대하여는

≪말의 소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그가 보충하였으며 특히 발음

기관의 정확한 기술과 음성의 분류는 서양의 음성학 이론을 우리말에 적용

한 최초의 논의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김차균(1989)는 훈민정음 당시의 표기는 음절 경계를 삽입하여 어간과

문법 형태소의 분리 표기가 부분적으로 가능했으나 주시경의 표기법은 음

절 경계를 폐지하여 완벽한 문법형태소의 분리표기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

적하고 나서, 김두봉은 주시경의 음운 이론을 이어 받으면서도 현대의 일

반음성학을 처음으로 우리말의 소리에 적용하여 한국어의 음성학을 발전시

켰고 한글맞춤법의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12)

이숙희(1998)은 음성학사적으로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이극로를 중심으

로 당대의 논의를 음성학적으로 재조명한 논의이다. 주시경은 물리음향적,

조음음성학의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김두봉과 최현배는 서양의 이론을 수용하여 조음음성학을 정립하고 발전시

켰으며 이극로는 유럽으로부터 실험음성학을 직접 도입하여 현대 음성학에

상당한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12) 한택동(199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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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賀聰(1999)는 김두봉의 ‘소리갈’이 영국의 음성학자인 벨(A. M. Bell)의

≪시화법≫(visible speech, 1867)을 바탕으로 遠藤隆吉가 저술한 ≪視話音

字發音學≫(1906)이라는 책을 많이 참조하여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古賀는

김두봉의 ‘소리갈’은 주시경의 이론과 ≪視話音字發音學≫의 근대이론을 받

아들여 자신의 음학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하였다.

고영근(2001)은 김두봉의 ≪조선말본≫이 1922년의 ≪깁더 조선말본≫으

로 수정· 증보되기는 하였지만 문법체계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선말본≫은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같이 9품사 체계를 갖추

었지만 용어, 관형사와 부사의 설정, 품사의 직능, 품사전성, 문장의 체계

등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문장의 체계는 오히려 유길준의 ≪대

한문전≫(1909)에 나타난 문장론의 서술법과 비교적 유사하다고 언급하였

다.

김봉모(1997)은 문장의 정의,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 문장 성분, 절,

문장의 갈래와 도해 등 여러 면에서 ≪깁더 조선말본≫의 통사론을 주시경

과 최현배의 문법과 대비하여 그 가치를 밝힌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이규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강복수(1975), 고영근

(1985) 등과 같이 이규영의 문법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 논의와 김민수

(1980, 1983), 정혜린(2011), 김해금(2016) 등에서처럼 주시경, 김두봉과 영

향관계 속에서 파악한 논의가 있다.

김민수(1980)은 이규영의 생애와 ≪온갖것≫, ≪말듬≫, ≪한글적새≫, ≪

읽어리 가르침≫, ≪현금 조선문전≫ 등 이규영의 저술 전반에 대하여 소

개와 평가를 하였다. 주시경과 김두봉의 학설의 영향관계 속에서 이규영의

문법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규영의 문법학사적 위치를 밝힌 점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김민수(1983)은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종합적 고찰을 진행한 논의

인데, <말모이>에서 제시된 “文法表示”가 간략하여 알기 어려운 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이규영의 저술인 ≪온갖것≫과 ≪한글적새≫를 결부하여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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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린(2011)은 ≪말듬≫, ≪한글적새≫와 김두봉의 ≪조선말본≫ 세 저

술의 문법 용어를 비교하면서 ≪한글적새≫ 문법의 한국어학사적 위치를

조명한 논의이다.

김해금(2016)은 이규영의 품사 분류를 여러 학자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접근한 논의이다. 이규영의 여러 저술 간의 관계와 주시경, 김두봉과의 영

향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시경이 제시한 이론의 부분들, 예컨대 음운

론, 문법론, 문자와 표기 등에 대하여는 당대와 후대의 다른 학자들에게 미

친 영향이 검토되었지만, 그의 분석태도와 이론의 전반이 후대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주시경의 이론의 독창성

과 선구자적인 면만 부각되거나, 당대의 다른 학자들의 성과를 주시경의

영향에 관해서만 평가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주시경이 제시한 이론이 김두봉과 이규영에 의하여 계승ㆍ발전되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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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 논의

이 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을 논의하기 위

하여 본고에서 사용하는 주시경학파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주

시경학파의 구성원으로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을 묶어서 이들의 문법의

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의식에는 문법관, 문자관과 표

기법이 포함되는데, 문법관에 묶이는 음학, 품사론, 조어법, 문장론 등에 관

한 논의는 제3장 이후의 각론에서 자세하게 진행하고 이 장에서는 문법,

문자와 표기에 관하여 주시경학파의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하겠다.

2.1. 주시경학파

주시경학파를 정의한 논의로는 김석득(2006)이 대표적이다. 김석득(2006:

71)에서는 “말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과 “국

어학 정신의 언어관의 연계성”을 학파의 성립 조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김석득은 “‘말-글-얼 일체’의 사상, ‘말글의 힘’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어휘 형태소의 기본형 곧 낱말의 원형을 고정해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에 따라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이바지하려고 한 사람들을 주시경학파”

라고 하였다. 김석득(2006)은 주시경과 그 제자들을 학파로 인정하는 조건

중에서 “언어관의 연계성”에 대하여 탁월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김병문(2012: 187)의 논의 또한 ≪한글모죽보기≫에 기록된 한국어연

구단체의 활동과 한글보급운동을 일종의 전문가 집단의 형성, 즉 주시경학

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학파의 성립 조건으로 김석득이 제안한 또 하나의 조건인 “학문의 이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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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연계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주시경학파

의 형성이 논의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

시경학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하여 주시경과

그의 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한국어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주시

경학파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은 주시경의 학문이 한국

어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기존에 주시경 학문의 계승 양상을 검토한 논의로는 이현희(1991)이 대표

적이다. 이현희(1991: 255)는 주시경의 학문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세 부류

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는데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류: 주시경의 학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연구자

김두봉, 이규영

둘째 부류: 주시경의 학문을 소극적으로 계승한 연구자

김원우, 강매, 김진호, 리필수, 이상춘, 김윤경(초기 연구가 이에 해

당)

셋째 부류: 주시경과 어느 정도 다른 체계를 보이는 연구자

이병기, 최현배, 정렬모

이현희(1991)의 논의에 의하면 첫째 부류의 연구자들은 주시경과 함께 <말

모이>의 편찬에 참여하면서 주시경의 후기 연구 업적을 기반으로 문법단

위를 설정함으로써13) 주시경의 학설을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경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말

13) 주시경의 업적을 전기, 중기와 후기로 나눈 연구는 김민수(1977:54)이 대표적이다. 전

기의 연구는 1897년 〈국문론〉-1909년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로, 중기의 연구는

1910년 ≪국어문법≫-1913년 ≪조선어문법≫, 후기의 연구는 1914년 ≪말의 소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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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주시경의 학문을 잇는 김두봉과 이규영의 등장을 기점으로 주시경

학파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

한편, 고영근(1983c)에서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어 문법 연구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는데 1897년에서 1933년까지는 제1기에 속한다. 제1기

중ㆍ후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에서 1930년 초반에 이루어진 한국어학자의

문법서들은 주로 주시경학파의 학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시경학파의 학설이 제1기 전기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고영근(1983c)에서는 제1기 전기에 주시경과 김두봉을 포함시켜 다룸으로

써 주시경과 김두봉을 주시경학파의 학설의 형성에 관련된 인물로 인정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고영근(1983c)이 말하는 제1기 전기는 김민수(1979)의 한국어

초기 문법의 성립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김민수(1979: 214-215)는 한국

어 초기 문법의 성립에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의 저술을 포함하여 다루

었다. 고영근(1983c)와 김민수(1979)는 초기 문법의 성립에 이규영을 포함

시켜 다루느냐에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규영은 김두봉과

함께 주시경의 직계 제자라고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김민수(1980)에서 이

규영의 저술이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논의한 바 있

다. 이처럼 이규영이 주시경과 김두봉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규영

이 주시경과 김두봉의 학설을 수용하고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시켰

다는 점을 들어, 이규영을 주시경학파의 학설의 성립에 기여한 인물로 상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병문(2012: 187)은 주시경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1913년에 이르

면 학술적으로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문이 지적한

1913년은 김두봉과 이규영이 주시경이 주도한 <말모이>의 편찬에 참여하

14) 이현희(1991)에서 제시된 세 부류의 계승 양상은 본고의 논의대로라면 첫째 부류는

주시경학파의 성립과 관련된 것으로, 둘째·셋째 부류는 주시경학파의 학설의 계승 양

상과 관련지어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14 -

기 시작한 해이다.15) 이들이 주시경과 함께 사전 편찬에 참여하여 한국어

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문법 관련 저술을 간행함으로

써 주시경학파가 학문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현희(1991)의 논의를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주시경, 김두

봉과 이규영을 주시경학파로 규정하고 주시경학파의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 즉 문법의식의 발전적 계승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본고는 주시경학파의 성립을 논의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2. 주시경학파의 문법의식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문법의식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여기에서는

문법의식을 한국어의 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이나 질서에 관한 의식이

라고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16) 이 용어에 대한 기존에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허웅(1953)은 한글문헌에서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것에서, 고영근(1985)는 향찰에 나타나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

소의 표기 방식의 차이에서 문법의식이 표출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허웅

(1953: 41)에서 “龍歌나 月印千江之曲의 作者에 있어서 體言이나 用言 語幹

의 原形을 밝히려는 文法的인 意識이 싹튼⋯”(허웅, 1953: 41)과 같이 사용

하였다. 고영근(1985: 5)에서 “鄕札에 나타나는 意味部와 形態部에 대한 표

기 방식의 차이”를 “國語意識의 소산⋯”이라고 기술하였다. 고영근(1985)에

15) 김두봉과 이규영이 <말모이>에 참여한 사실은 그들의 저술들인 이규영(1913)과 김

두봉(1916)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말모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병근(1977)과

김민수(1983)을 참조할 수 있다.

16) 이는 남기심·고영근(1985/2014: 8)의 “문법”의 정의를 수정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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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國語意識”을 허웅에서 언급한 문법 의식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논의에서 사용한 “문법의식”이나 “국어의식”이라는 용어

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본 논의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의

구조는 소리에서 문장에 이르는 언어 단위를 가리킨다. ‘문법의식’의 대상

을 이렇게 폭넓게 두는 까닭은 20세기 초의 한국어학자들이 문법 연구에서

소리, 문자, 표기, 품사, 조어, 문장 등도 포함시켜 논의하였기 때문이다.17)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문법의식을 문법관, 문자관과 표기법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2.2.1. 문법관

문법은 언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과 질서를 말한다(남기심ㆍ고영근,

2014: 8). 개화기에 문법은 글쓰기 방법과 문법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었

다.18) 주시경과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이 ‘grammar’의 의미로 ‘문법’뿐만

아니라 ‘문전’, ‘어전’, ‘어법’, ‘말본’ 등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이현희(2015)에서 제시한 “문법, 어법, 문전, 어전, 말본” 등 용어의 뜻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 20세기 초 한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문법 개념의 발달 과정은 안예리(2016)을 참조할

수 있다. 서민정·김인택(2009)는 언어 관련 저서의 서문 역주를 통하여 근대 지식인의

“언어 인식”을 접근한 저술인데, 여기서 “언어 인식”은 소리, 품사, 문장, 문자, 표기법

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8) 이현희(2015)에 의하면 ‘문법’이라는 용어는 근대이행기에도 ‘글 짓는 법’과

‘grammar’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안예리(2016:240)에서도 마

찬가지로 근대 초기 언어에 관한 담론에서 ‘문장작법’과 ‘grammar’으로서의 ‘문법’이

혼재하는 양상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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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은 문어의 ‘grammar’를 의미하고, ‘문법’과 짝을 이루는 ‘어법’은

구어의 ‘grammar’를 의미하고, 문전은 ‘grammar’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the grammar book of the written language’의 의미

를 가지며, 그에 대응하는 어전은 ‘the grammar book of the spoken

language’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선말본≫의 ‘말

본’19)은 ‘문법’이나 ‘문전’보다 늦게 사용된 용어이지만 ‘본’은 ‘法’의 의

미를 가지는 고유어이므로 ‘말본’은 말의 본으로서의 ‘grammar’로 사용

된 것이라고 하였다(이현희, 2015: 10-14)

이현희(2015)가 고찰한 용어 외에 “글본”과 “말듬”이라는 용어로써

‘grammar’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글본”20)은 김두봉이 ‘grammar’의 의미로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

본≫의 머리말에서 사용하였다.

(1) ㄱ. 스승님이 게실 때에 이미 박아낸 ≪조선말글본≫이 있엇으나

이는 짓은 제 넘우 오랜 것이므로 늘 고치어 만드시려다가 가

르치시는 일에 넘우 바쁘어서 마츰내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

시엇으므로⋯ (≪조선말본≫ 1, 밑줄 필자21))

19) 김두봉(1922: 214)는 ‘말본’을 ‘말법’이라고 해도 좋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김두봉은

‘말본’의 ‘본’을 ‘법’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아울러 김두봉이 ‘어전’과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본’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한 것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

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 “글본”이라는 용어가 김두봉의 저술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해 주신 이현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1) 아래의 예문들에 그어진 밑줄도 필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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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에 멀리 생각나는 일은 돌아가신 우리 한힌샘 스승과 검돌

벗님이요 게시어 애쓰는 한별, 한샘님들이라 이 같지 못한 작

은 책이라도 ≪말모이 글본≫대신으로 내오니 짐작하시기 바

라며⋯ (≪깁더 조선말본≫ 1)

(1)을 통하여 김두봉이 ‘말본’과 ‘글본’을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시경의 문법책이나 <말모이>를 위해 만든 것은 ‘글본’이라고 지칭

하고 있다. 여기서 ‘글본’은 ‘문법’이라는 개념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당시 ‘말’과 ‘글’이 상대되는 개념임을 인식한 점, 김두봉은 문자를 글씨라

고 지칭한 점과 이현희(2015)에서 ≪조선말본≫의 ‘본’은 ‘法’의 의미를 가

지는 고유어라고 지적한 점을 종합하면 김두봉은 ‘글본’을 ‘문법’이라는 뜻

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규영은 ‘grammar’의 의미로 ‘말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말

듬’이라는 용어는 주시경의 ≪국어문법≫ “이온글의 잡이”와 “짬듬갈”의 정

의로 제시할 때 쓰인 것 외에 확인되지 않는다. 김민수(1977)의 해설에 따

르면 ‘말듬’은 ‘말본’이라는 말을 만들기 전에 주시경의 용어를 이규영이 문

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술한 바가 문법서의 명칭을 살핌으로써 문법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것

이라면, 강복수(1975)는 문법관을 문법의 정의를 통하여 파악한 것이다.

강복수(1975: 55)에서는 한 문법서의 문법관은 그 정의에서 단적으로 나

타나는데 문법의 정의는 문법체계 전개의 거점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여

러 문법서에 나타난 문법관을 그 정의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어서 고찰하

였다. 문장을 표출하는 法으로서의 문법으로 ≪대한문전≫, ≪현금 조선문

전≫, ≪국어문법≫을, 말의 본(法則)으로서의 문법으로 ≪조선말본≫을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법의 정의는 언문일치를 위한 규범문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안예리, 2016: 248).

지금까지 주시경과 동시대의 한국어학자들의 문법에 대한 인식을 문법서

의 명칭과 문법의 정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어서 주시경학파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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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에서 어떻게 문법에 대하여 인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문법

주시경이 지녔던 문법에 대한 인식은 우선 ≪국어문법≫의 “이온글의 잡

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이 글은 오날 世界에 두루 쓰이는 文法으로 읏듬을 삼아 꿈임이라.

그러하나 우리말에 맞게 하노라 함이라 (≪국어문법≫ 117)

(2)에서 주시경은 자신의 ‘문법’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되 한국어

의 특성에 맞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일반언어학적인 원리와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전제한 논의는 동시대의 김규식이나 안확의 저술에

서도 확인된다(안예리, 2016: 255).

또한 주시경은 자신의 ‘문법’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중

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 이 글은 우리나라 말의 듬을 말하는 것이요 뜻을 말하는 것은 안이

나 엇지하엿든지 말을 배호는 글이라 이러함으로 아모조록 우리나

라 말을 흔히 쓰엇노라 (≪국어문법≫ 116)

(3)의 서술은 주시경이 설정한 언어 단위인 ‘말’의 구조와 구조에 내재된

법칙을 연구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22) 여기에 보이는 “말의 듬”은

이규영의 문법서인 ≪말듬≫을 연상시킨다. 앞서 이규영이 “말듬”을 문법

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는바, 이규영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문법을

22) 김병문(2013: 255)에서도 주시경이 문법을 한국어 안에 내재하는 규칙이나 법칙으로

본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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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구조와 구조에 내재된 법칙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말’의 형식에 초점을 두는 태도는 의사를 표현하

는 데 중점을 둔 동시대의 최광옥, 유길준이나 김규식과 차이가 난다.

(4) ㄱ. 文典은 人의 思想을 書出法을 敎者니 言語論과 文章

論의 二篇으로 分니라 (최광옥, ≪대한문전≫ 1908: 1)

ㄴ. 文典이라 는 者人의 思想을 正確히 發表는 法을 記載

學文이라 (유길준, ≪대한문전≫ 1909: 1)

ㄷ. 文法이라 함은 思想을 言語로 發表거나 文字로 記錄는

整齊規例를 定야 論理것을 云이니 (김규식, ≪대한

문법≫ 1909: 3)

(4)에서 보인 내용을 통하여 동시대의 최광옥, 유길준이나 김규식은 문법을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시경은 자신의 책이 “그 말과 그 소리에 옳음을 가리어 쓰는”,

이른바 “문자 표준어”(이익섭 1983, 정승철, 2003a/2005)를 지향한다고 밝

혔다.23) 그렇지만 “俗에 흔한 버릇대로 아직 쓰고 차차 바르게 하기를 바

란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이 한국어 전반에 걸친 규범을 대표하는 것은 아

님을 시인하였다.

(5) 이 글은 그 말과 그 소리에 옳음을 가리어 쓰노라 함이라. 그러하

나 이러하게만 쓰기로 뎡한다 함이 안이요 더 좋은 길이 잇으면

그 길을 따를지라. 그러하나 혹 한 쪽만 보고 그 옳고 긇음과 利하

고 害함을 가르지 못하는 말이야 엇지 다 가리리오. 또 바르게 쓰

랴 하면 그 까닭을 알아 보기가 두렷하지 못한 것과 複雜한 것은

23) 정승철(2005: 93)에서는 주시경에게 있어서 문자 표준화는 “俗에 흔한 버릇대로” 쓰

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긇음”을 가려 옳다고 판명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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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에 흔한 버릇(習慣)대로 아직 쓰고 차차 바르게 하기를 바라는

바라 (≪국어문법≫ 117)

(5)에서 보인 주시경의 ≪국어문법≫이 그 말과 소리에 “올바른 본”의 효

시를 보인 것이라면 김두봉의 ≪조선말본≫은 한국어 전반에 대한 “바른

본”을 보인 것이다.

(6) ㄱ. 이 글은 이제에 두루 쓰이는 조선말 가온대에 그 바른 본을 말

한 것이니라 (≪조선말본≫ 1)

ㄴ. 이 글은 서울말을 마루로 잡앗노라 (≪조선말본≫ 1)

(6)에서 보면 김두봉은 “이제에 두루 쓰이는”, “서울말”, “바른 본”을 자신

의 문법의 특성으로 주장하였다.24) 김두봉은 문법을 언어의 시간성, 언어의

지역성과 표준어, 규범성을 들어 논의한 점에서 주시경과 사뭇 다르다. 주

시경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대가 글쓰기 통일을 지향한 언문일치가 과제였

다면, 김두봉의 시대는 그 기초 위에서 공시적 언어의 연구, 표준어의 사

정, 규범의 정립 등 정밀화한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처럼 주시경과

김두봉의 문법은 지향하는 바가 달랐지만 주시경을 비롯한 개화기의 한국

어학자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김두봉이 자신이 지향하는 문법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2.2. 문자관

문자는 청각적인 음성언어를 시각적으로 바꾸어 주는 서사기호의 체계이

다(이익섭, 1997: 11). 개화기에 문자는 기호로서 소리에 상대하는 것이라

는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과제인 ‘언문일치’에 관련된 다양한 개

24) 구체적 논의는 안예리(201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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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이해되었다. 백채원(2014)에 의하면 20세기 초 신문과 잡지에 나타

난 ‘언문일치’는 우리말을 국문으로 표기하는 것, 구어를 문장으로 반영하

는 것, 실제 발음을 표기하는 것, 규범에 맞는 올바른 문장을 반영하는 것

등 네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언문일치’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주시경이 자신만의 문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겠다.25)

문자

우선 주시경은 문자를 소리와 구별되는 기호로 인식하였다.

(7) 일문: 말이 무엇이뇨

답: 을 표는 것이니이다 (≪국문강의 1≫)

륙문: 글은 무엇이뇨

답: 글은 말을 표그림이니이다 (≪국문강의 2≫)

(7)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시경은 말은 소리를 매개로 하는 것이고, 글은 문

자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둘을 구별하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주시경은 소리와 문자는 전달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

였다. 즉, 소리는 청각적인 것인데 반하여, 문자는 시각적 기호이라는 것이

다(송철의, 2010: 80).

(8) ㄱ. 소는 공긔가 울리는 파동이 퍼져나가서 져 사람 귀쳥을 울려

25) 주시경의 문자에 대한 논의는 〈국문론〉(1897), ≪국문문법≫(1905), ≪말≫

(1906-1909), <국문>(1906-1907), ≪가뎡잡지≫ (1.1-7), ≪국문연구안≫(1907-1908),

≪국어문전음학≫(1908) 등에서 확인된다. 김두봉의 ≪깁더 조선말본≫ , 이규영의 ≪

현금 조선문전≫에서도 문자에 대한 논의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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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경락으로 들어가면 신이 듯고 아니 젼어통으로 비교

여 볼 만니이다 (≪국문강의 1≫)

ㄴ. 글은 표니 이 표를 남에게 들어내어 그 눈에 빗최어 보경락

으로 들어가면 신이 듯고 알이다 (≪국문강의 2≫)

또한 주시경은 소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문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소리와 문자가 기원하는 바가 서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9) 그 天然의 境界와 人種의 各異을 라 그 水土風氣의 禀賦로

각각 그 人種이 쳐음으로 생길 붙어 自然 發音되어 그 音으로

物件을 일홈고 意思를 표어 次次 그 社會에 通用는 말이 되

고 그 말에 合當文字를 지어 쓰며 或은 그 말은 相關업시

物件과 意思를 表는 文字를 特別이 만어 쓰니 (≪국문강의≫

발문)

(9)의 “天然의 境界와 人種의 各異”함에 따라 “自然 發音”되는 소리에 그

말에 합당한 문자를 만들어 쓴다는 주시경의 인식은 나라가 다르면 문자도

다르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26)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도 “텬

지에 연히 잇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덜거나” 없

는 소리를 “더” 수가 없다고 하였다.

(10) 글은 텬디에 연히 잇는 소대로 될 것이요, 한 졈 한 획이라도

잇는 것을 덜거나 업는 것을 더수 업스리라 이 명니

26) 송철의(2010: 83)에서 주시경이 나라가 다르면 언어도 달라진다는 인식과 문자는 그

말에 합당하게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면 문자도 다르기 마

련이라고 보았다. 이것도 이미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던 ‘풍토설’ 내지 ‘풍토부동론’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이현희 외, 2014a: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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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뎡잡지≫ 1-5, <국문>)

즉,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문자가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없

는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있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평음의 변이음으로 유성음이 있지만, 한글에 이 유성음을 평음

과 구분하여 표기하는 문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문자 역시 변이음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시경이 생각하는 ‘소리’가 음소 단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27)

김두봉은 주시경처럼 문자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11) 소리는 끝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젹는 대에 쓰랴고 만보람이

있으니 이 이른 바 글씨라 (≪깁더 조선말본≫ 3)

(11)을 통하여 김두봉이 문자를 끝이 없는 소리를 적는 기호로서 인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규영은 ≪현금 조선문전≫에서 글씨를 말과 상대하여 정의를 내림으로

써 소리와 문자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12) 말은 人類 소리에 意思 있는 것이요 말의 소리를 形容하야 적은

것을 곳 글씨(文字)라 함 (≪현금 조선문전≫ 1)

(12)를 통하여 이규영의 문자에 대한 인식은 말은 소리를 매개로 하는 것

이고, 글은 문자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고 파악한 주시경의 인식과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27) 논의의 서술상 현대적 용어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용하였다. 필자가 사용한

현대적 용어가 주시경이 인식한 단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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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은 문자를 소리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

식하였다. 나아가 주시경학파는 문자가 소리를 충실하게 표기하는, 즉 언문

일치를 주장하기 위하여 표음문자와 표의문자를 논의하게 된다.

표음문자와 표의문자

주시경은 소리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소리를 떠난 문자는 문자가 아니라

고 인식하였다.28)

(13) 音을 表는 文字라도 文字가 音을 盡지 못지언정 音이 文字

를 盡지 못은 無고 文字가 音에 違지언정 音이 文字에

違은 無고 文字가 音에 不足지언정 音은 文字에 不足이

無니 文字가 音에 外즉 文字가 안이라 (≪국어문전음학≫

6-7)

(13)에서 주시경은 문자가 소리를 충실히 표기할 수 있어야 문자라고 인식

하였다. 나아가 문자가 소리에 잘 대응하는가, 즉 일치하는가 여부로 문자

의 우열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참글자”, 즉 문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렸다.

(14) 象形文字가 二種이 有니 一은 象形文字요, 一은 記音文字라. 古

昔에 希臘은 記音文字를 制用고 支那尙今 象形文字를 習用

나 大槪로 計면 象形文字古昔 未開時代에 制用던 것이

오, 記音文字近世 文明時代에 制用것 (<필상자국언

문>, ≪주시경전서 1: 354≫)

28) 정승철(2005: 82 각주 4)에서는 주시경이 음에 충실하지 못한 문자를 문자가 아니라

고 한 것은 세종의 한글 창제 원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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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말거슬 표로 모하 긔록여 놋거시나 표로 모하 긔록여

노흔 거슬 입으로 닑거시나 말에 마듸와 토가 분명고 서로

음이 야 이거시 참 글요 (<국문론>, ≪독립신문≫ 제2권

제47호, 1897.4.22)

(14)에서 문자의 우열을 가린 서술에서 표의문자를 평가절하하고 표음문자

인 한글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주시경의 태도가 드러난다(정승철, 2005:

84). (15)에서 보면 주시경이 입말을 글로 옮기고, 글을 다시 입말로 옮기

는 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문자의 역할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시경의 이러한 태도는 ≪가정잡지≫에 기고한 글에서도 확인된다.

(16) 을 표는 글은 쳔만 가지 을 다 각각 그리매 글와 획수가

번다고 말 외에 로 더 배호는 것인 고로 어렵고 조치 못며

말소를 구별여 그린 글은 글가 못 되고 획수가 심히 간단

닭에 배호고 쓰기가 쉽고 닑으면 곳 말인 고로 알기도 대단이

쉬어 을 표는 글보다 매우 조흡니다 (≪가뎡잡지≫ 1-3, <국

문> 28)

문자의 핵심 기능을 입말을 잘 적는 것으로 보는 주시경의 가치관은 언문

일치를 강조하는 시대의 분위기와도 궤를 같이한다. 당대의 글쓰기는 한문

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입말과 괴리되어 있었고, 한국어를 연구하는 많

은 사람들은 이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시경은 이 문제를 ‘본음’, 즉 한국어의 말소리를 충실히 표기함으로써 해

결하려고 하였다.

(17) 記音文字는 言語를 本여 그 言語대로 記는 것이니 記文字

가 言語와 相同後에야 可히 文을 成것이어以來의 國文

諸籍을 觀면 語體와 音理의 如何은 不究고 僅僅히 連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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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만 强搆이 多더러 連發音도 不合이 不少여 言語와

文字가 相左됨으로 記文이 其言과 不同여 全히 爲文의 道를 失

지라 (≪국어문전음학≫ 59)

(17)에서처럼 주시경은 문자는 소리와 일치해야만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연발의 음”, 즉 “임시의 음”을 기준으로 삼

을 것이 아니라 어체와 음리에 맞게 문자를 적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원톄와 본음과 법식”을 지켜 어간과 어미의 본음을 구분하여 적어야 “言

語와 文字”가 相左되지 않고 “爲文의 道”을 잃지 않게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소리와 문자의 일치에 의해 만들어진 올바른 문장, 즉 글

쓰기의 통일은 언어의 통일을 전제한 것인데 이때 언어의 통일은 구어에

바탕을 둔 것이다(정승철, 2005: 88 각주 17). 주시경은 입말의 소리를 있

는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을 한문에 비하여 우월한 문자로서 언문일

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지만, 한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입말을

글로 옮길 때 단어의 본음, 즉 단어별로 고유한 형태를 밝혀 적기를 원했

다. 어체와 음리에 맞게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주시경의 가치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시경은 한국어를 단순히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고려한 표기법을 제안해야 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주시경의 이러한 문자관을 “표음주의 문자관”(정승철,

2005), “음과 문자가 1:1 대응관계에 놓인 어문관”(송철의, 2010: 45)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김두봉도 문자를 표음문자와 표의문자로 나누어서 인식하였다.

(18) 글씨29)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소리글씨요 하나는 뜻글씨라

우리 글씨나, 로마글씨와 같이 말의 소리를 젹게 된 글씨들은 소

29) 이현희(2012b: 122)에서는 낱글자인 문자를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최현배 등 여러

학자들이 ‘글시’ 내지 ‘글씨’로 나타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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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글씨요 즁국글씨나, 애급글씨와 같이 물견이나 일의 한 덩이를

그리게 된 글씨들은 뜻글씨라 그런데 뜻글씨는 슈효가 넘우 많고

또 말을 그대로 젹기 어렵으므로 소리글씨보다 못하니라 (≪깁더

조선말본≫ 1922: 136)

이와 같이 김두봉이 문자의 우열을 가린 서술에서 표의문자를 평가절하하

고 표음문자인 한글의 우월성을 부각시킨 점은 주시경의 태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김두봉은 표음문자가 표의문자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하되 좋은 문

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19) 첫재는 소리결에 맞아야 될 것이요, 둘재는 획이 쉽어야 될 것이

요, 셋재는 꼴이 곱아야 될 것이요, 넷재는 수효가 알맞아야 될지

니 (≪깁더 조선말본≫ 136)

이 중에서 문자의 숫자는 표준말 소리의 숫자대로 상정하여 알맞아야 좋다

고 하였다. 그리고 문자의 목록은 여러 민족의 말소리를 조사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20) 글씨의 수효가 알맞아야 좋을지니 소리갈에 뽑은 표준말 소리 수

효대로 하여야 될 일, 여러 결레의 말소리를 조사하여 채어야 할

일 (≪깁더 조선말본≫ 137)

(20)에서 김두봉은 문자의 개수는 음학에서 상정한 소리의 숫자만큼 상정

해야 하고 여러 민족의 말소리도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문자가

“텬지에 연히 잇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덜거나”

없는 소리를 “더” 수가 없다고 주장한 주시경의 논의와 차이가 난다. 즉

주시경은 소리가 불변한다고 인식한 데에 반하여 김두봉은 문자를 “텬지에

연히 잇는”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학에서 상정한 표준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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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숫자대로 상정하는 것이어서 소리를 “덜거나” “더” 수가 있다고 인

식하였다. 또한 “덜거나” “더” 수가 있는 소리는 다른 민족의 말소리를

참조하여 더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규영은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이규영의

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가 없다.

요컨대 주시경이 언어와 문자의 일치를 “글쓰기 방식의 통일”(정승철,

2003a/2005)로 인식했다면, 김두봉은 표준어의 사정과 관련된 표준 문자로

의 통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3. 표기법

표기법은 어떤 특정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 및 규칙 전반을 가리

킨다(이익섭, 1997: 15-16). 개화기 지식인들은 혼란한 한글 표기법을 통일

하는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서 표기법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주시경은 표기법의 혼란을 다음과 같

이 파악하고 혼란된 표기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인

식하였다.30)

(21) ㄱ. 至今于 字典을 未修하여 由來의 文字와 今日의 行用함이 다

正音의 原則과 國語의 本體를 未得하고 其 連發의 音만 僅搆

하매 此音을 彼音으로 記하고 彼語를 此語로 書하며 二音을

一音으로 合하고 一音을 二音으로 分하며 上字의 音을 下字에

移하고 下字의 音을 上字에 附하며 書書不同하고 人人異用하

여 一個音을 數十種으로 記하며 文字를 誤解하는 獘가 語音에

及하고 語音을 未辨하는 害가 文字에 至하여 文言이 不同하며

30) 주시경의 표기법에 대하여 분철, 연철, 중철, 역사적 표기, 된소리 표기 등 여러 가지

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논의한 송철의(2010)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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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人의 謬를 後人이 襲하고 彼人의 誤에 此人이 醉하여 苟且

相因하고 混亂相尋에 穿鑿無稽한지라 (≪국어문법≫ 서 2)

ㄴ. 지금 우리나라에 時急히 更張일이 만커니와 國文을 修正

일이 最急고 重要지라 (≪국문강의≫ 발 5)

(21ㄱ)에서 보면 주시경은 당시의 사람들이 “正音의 원칙”, 한국어의 “本

體”와 “本音”을 모른 채 “連發音” 또는 “임시음”을 기록함으로써 한글 표

기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즉 “字典”에 수록될 바와 같

은 한글의 표기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표기가 혼란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

이다. 따라서 (21ㄴ)에서 주시경이 주장한 “國文을 修正”하는 일은 표기법

의 원칙을 통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1)

주시경은 표기의 통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문동식회를 조직하고, 국어

연구회 회원, 학부 국문연구소 위원을 역임하면서 연구에 힘썼다(김민수,

1977). 주시경은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문연구안>과 <국문연

구>에 “綴字法”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가져와서 주시경의 표기법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22) 綴字法은 訓民正音例를 從여 由來에 行用는 已熟의 法을 依

이 可고 또 字母字를 各各 橫書이 亦當니 此는 或 橫

或 縱(例로 간 字의 가는 ㄱ 左 ㅏ 右로 書이니 此는 橫書

이요 ㄴ은 其下로 書니 此는 縱書이여 권字는 구는 縱書

이요 ㅓ는 또 橫書이요 ㄴ은 또 縱書이라) (<국문연구

안>, ≪주시경전서≫ 2-422, <국문연구> 104)

31) 정승철(2005: 87)에서도 주시경이 표기 방식의 다양함이 표기법의 혼란을 초래한 것

이라고 인식하고서 “時急히 更張”일 중에 “國文을 修正”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

각하고 표기 원칙의 확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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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서 주시경은 ‘철자법’, 즉 표기법을 풀어쓰기를32) 하느냐 모아쓰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해하였다. 이는 낱글자의 배열 위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간’을 모아쓰기로 할 경우 초성 ‘ㄱ’은 왼쪽에 중성

‘ㅏ’는 오른쪽에, 종성의 ‘ㄴ’은 ‘가’의 아래쪽에 꿰어야 하고, ‘권’을 모아쓸

때에는 ‘구’는 종서, ‘ㅓ’는 횡서, ‘ㄴ’은 종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풀어쓰기로 할 경우 발음대로 ‘ㄱㅏㄴ’으로 한

줄로 꿰어야 한다는 것 등 낱글자의 배열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철자법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가로풀어쓰기의 장점으로 “發音의 先後가 順고 敎效

기가 亦便며 鑄刊기에 至要지라”라고 서술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가 밝고 곱다”를 예로 제시하였다.

(23) 우리 나라 가 밝 고 곱 다

ㅜ리 나라 가 바ㄺ ㄱㅗ ㄱㅗㅂ 다

이와 같은 가로풀어쓰기는 조선언문회 강습원 제1회 졸업증서(맞힌 보람,

1913년 3월 2일) 등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고,33) 주시경이 ≪말

의 소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글의 가로쓰는 익힘”이라는 제목을 두

고 가로풀어쓰기의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김두봉은 ≪깁더 조선말본≫의 “좋은 글”에서 주시경이 제안한 가로풀어

쓰기를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먼저 김두봉은 좋은 표기법의 요건으로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24) 가장 좋은 글씨가 되는 요건

ㄱ. 소리결에 맞아야 될 것이요

32) 고영근(1998: 34)에서는 가로풀어쓰기가 서양 선교사와 주시경을 거쳐 주시경학파의

큰 물줄기를 형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33) 송철의(2010: 13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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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획이 쉽어야 될 것이요

ㄷ. 꼴이 곱아야 될 것이요

ㄹ. 슈효가 알맞아야 될지니

그는 (24)와 같이 좋은 글자(글씨)가 되는 요건을 제시하고 나서, 좋은 글

자(글씨)로 되기 위하여 한글에서 우선 고칠 항목을 제시하였다.

(25) 우리 글씨의 위선 고칠 것(1922: 139)

ㄱ. 낱말을 낱덩이로 하여야 할 것과

ㄴ. 글씨의 자리를 소리의 나는 자리대로 하여야 할 것과

ㄷ. 쓰기에 쉽게 하여야 할 것과

ㄹ. 보기에 쉽어야 할 것과

ㅁ. 박기에 쉽어야 할 것과

ㅂ. 쓸 대 없는 어수선을 덜어야 할 것들이라

김두봉은 (25)와 같이 한글에서 우선 고칠 것을 제시하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가로풀어쓰

기의 예를 통하여 고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김두봉이 주장한 표기

법은 가로풀어쓰기에서의 좋은 표기법을 고안하였다고 여겨진다.

이규영도 주시경의 가로풀어쓰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저술인

≪온갖것≫(1913)에서 “듬난”, 즉 문장 분석을 할 때 가로풀어쓰기를 사용

하여 자신의 논의를 풀었다.34)

34)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과 함께 <말모이>의 편찬에 참여한 권덕규도 자신의 저술에

가로풀어쓰기를 시도한 바 있는데 ≪조선유기≫(상·중)(1924, 1926)의 표지 상단에 제

목을 풀어쓰기로 하였다(이현희, 2012b: 123). 그리고 ≪조선어문경위≫(1923: 190)의

“글의 가로쓰는 편리”라는 장에서 김두봉이 제시한 ‘우리 글씨의 위선 고칠 것’의 내

용을 인용하면서 가로풀어쓰기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장을 마지막하는 자리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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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기법을 형태소 내부의 초성표기, 중성표기와 종성표기로 나

누어서, 즉 음절 단위로 모아쓸 때 각 위치에서의 표기를 검토할 것이다.

주시경은 초성표기에 모든 자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초성 위치에 오는

된소리 표기는 <국문초학>(1909.2)까지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다가 <국

문연구>(1909.3)에서부터 각자병서로 표기하였다(송철의, 2010: 164).

중성표기에 주시경은 모든 모음을 사용하였다. 단, ‘ㅡㅣ’의 합음으로 인

식한 ‘ㆍ’를 <국문연구>에서부터 “不用이 可다”고 하여 표기에 반영하

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치찰음 뒤에 오는 이중모음을 단모음

으로 표기하였다(송철의, 2010: 213-219).

(26) ㅑ, ㅛ, ㅛ, ㅠ 는 ‘ㄷ’이나 ‘ㅅ’이나 ‘ㅈ’나 ‘ㅊ’나 ‘ㅌ’로 初聲됨을 讀

時는 ‘ㅏ, ㅓ, ㅗ, ㅜ’로 發니 此는 全國 一般의 習慣이라 間或 原

音로 發는 者가 有나 偶然에 不過으로 準則바가 못

되니라 (≪국어문전음학≫ 42)

주시경이 이와 같은 음운론적 인식을 하게 되면서 “ㄷ, ㅅ, ㅈ, ㅌ” 등 뒤

에 오는 이중모음을 음리에 맞게 단모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종성표기에 주시경은 7종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음을 받침에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7) 우리나라 말을 캐어본즉 ㄷ, ㅌ, ㅍ, ㅈ, ㅊ, ㅎ, ㄲ이 죵성으로 쓰

이는 말이 만으되 글에는 죵셩으로 쓰지 안이 으로 말과 글이

샹좌되어 그 말의 원톄와 본음과 법식이 잘못되어 혼잡고 문리

를 닗어 글이 글노릇을 지 못는지라 (≪국문강의≫ 25-26)

(27)을 보면 유기음 ‘ㅋ’이 받침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주시경이

로풀어쓰기의 예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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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받침이 있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28) 'ㅋ'는 終聲으로 나는 우리말이 없음으로 본을 만지 못노라

(≪말≫ 13)

부억일: 上名號 ‘부억’의 末音은 子音 ‘ㄱ’이요...부억에...부억이 (≪

말≫ 36)

그러나 김두봉은 ‘ㅋ’ 받침이 있는 단어의 예로 “녘”을 들고 있다(≪깁더

조선말본≫ 42). 이는 김두봉이 받침에 ‘ㅋ’ 형태음소를 가진 것을 인식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시경은 종성 위치에서의 중화 현상이나 비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본음으로 쓸 것을 주장하였다.

(29) 국어에도 ‘ㅅ’이 終聲으로 本音되는 字가 有면 何時든지 ‘ㅅ’으로

記이 可고 ‘ㄷ’이 終聲으로 本音되는 字가 有면 何時든지

‘ㄷ’으로 記이 可거‘ㄷ’과 ‘ㅅ’이 相同時가 有다고 ‘ㅅ’

으로만 記든지 ‘ㄷ’으로만 記면 百年을 ‘년’으로 記고 百日

을 ‘일’로 記고 百姓을 ‘셩’으로 記과 무엇이 다르리오

(<국문연구> 82-83)

요컨대, 주시경이 제안한 표기법에서는 초성과 종성을 같은 자소로 표시

하는데, 특히 종성이 연음되면서 소리가 바뀌는 것과 관련하여 종성을 음

절 위치에 따라 달리 표시하지 않고 항상 본음대로 표시할 것을 주장하였

다(단 ‘ㅋ’, 제외). 중성의 표기를 보면 모음을 다 쓰되 현실음대로 표기하

려는 경향과 음리에 맞는 표기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음절 말에서 본음

대로 표기하려는 주시경의 인식은 김두봉에게 계승된다. 김두봉은 ≪깁더

조선말본≫ “닿소리의 힘”에서 겹받침이 종성 위치에서 본음대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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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ㄲ: 받힘이 끊질 때 밋말 “닦”

ㅊ: 받힘이 끊질 때 밋말 “꽃” (≪깁더 조선말본≫ 42)

상술한 바와 같이 본음대로 표기하려는 주시경의 인식은 김두봉에게 계

승되었지만, 다만 받침 ‘ㄹㄹ’과 ‘ㅺ’의 표기에서는 주시경과 후계 학자들이

차이를 보인다.

우선 ‘ㄹㄹ’ 받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ㄹㄹ’ 받침35)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규영의 ≪현금 조선문전≫이지만(이규영의 ‘ㄹㄹ’ 표기에 대하여는

후술함), 이는 주시경의 ‘르’ 불규칙 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송철의, 2011:

177).

(31) 르어: ‘르’지가 本體이니 本體는 音만 틀리지 안이 면 고

만이라 ‘르’, ‘으’ 즁에서 어것이 올코 어것이 글타 수

없니라 이는 ‘ㅇ’은 소가 없는 문이니라 (≪말≫ 61)

(32) 라: ‘르어 못 르겟다’ 는 말에 ‘르어’를 말는 ‘르

어’라 지 안코 依例 ‘라’라 니 이는 國語習慣式으로 ‘르

어’의 ‘ㅡ’를 고 세 소를 두 소로 줄여쓰는 것이라 그러면 

아가 될 터인‘라’라고 ‘ㄹ’을 雙音으로 발이 무슨 緣由뇨

‘ㅡ’를 신에 ‘ㄹ’이나 되게 發는 것인가 보니라 (≪말≫ 61)

(31)에서처럼 주시경은 ‘르어’의 어간 자형을 ‘르’ 또는 ‘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36) 이는 주시경이 모음 사이의 자음을 앞 음절의 종성이

35) 송철의(2011: 178)에서는 이규영, 최현배와 장지영이, 이현희(2012b: 126, 각주 44)에

서는 권덕규, 김희상과 이규영이 종성에 ‘ㄹㄹ’ 표기를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36) 주시경이 ≪말≫(1906-1908: 10)에서 “두 모음 사이에 음들이 한 뭉치로 발다 

니 ⋯한아는 웃 모음 에서 발고 한아는 알에 모음 우에서 발다 여도 一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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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뒷 음절의 초성으로 표기해도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송철의, 2010:

144). 그러나 (32)에서는 “國語習慣式”으로는 ‘르어’를 ‘ㅡ’를 뺀 대신에

‘ㄹ’을 쌍음으로 발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송철의(2010: 207)에서는 주시

경이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되면 어간말의 ‘으’가 탈락하는데 그 탈락의

보상으로 ‘ㄹ’이 쌍음으로 발음되며 ‘으’가 탈락하고 나면 어간모음이 ‘ㅏ’가

됨으로 어미도 ‘ㅏ’로 교체된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주시경의 다음 서술

을 검토해보면 ‘ㄹㄹ’ 받침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다.

(33) ‘ㄹ’을 ‘ㅏ, ㅓ, ㅗ, ㅜ, ㅡ’에 시작는 初聲으로 ‘ㄴ’으로 變고 終

聲으로 止音면 ‘ㄹㄹ’로 發이 太古로 國音의 自然習慣인즉

國音의 天然의 天然形勢라 만나 本音대로 發수가 잇으

므로 天然形勢라고 기 어려으니라 (≪말≫ 11)

(33)에서 주시경이 주장하는 바는 ‘ㄹ’이 종성으로 끝나면 ‘ㄹㄹ’으로 발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르어’를 ‘르’와 ‘으’로 어간을 상정한 점을 상기

하면 ‘르어’에서 ‘ㅡ’가 탈락됨으로 ‘ㄹ’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쓰이면서

‘ㄹㄹ’으로 발음하게 되고 ‘ㄹㄹ’이 형태소 내부에서 분리하여 표기되었다고

도 볼 수 있다. 이는 경음을 동일 자음의 중첩으로 인식하고서 어중 경음

을 분리하여 표기했던 것과 같은 인식이다(송철의, 2011: 178). 따라서 주

시경은 ‘르어’가 ‘라’로 된 것은 음리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고서 ‘ㄹㄹ’

받침으로 표기하지 않고 본체를 밝혀서 ‘르어’라는 표기를 하였다.37) 이

처럼 ‘르’ 불규칙 표기에서 어간을 ‘르’와 ‘으’로 잡을 수 있지만 본체를

밝혀서 적어야 한다는 인식, 즉 ‘ㄹㄹ’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주시경

니라”이라고 언급하였다.

37) 송철의(2011: 178)에서도 주시경은 “빨라”의 ‘ㄹㄹ’을 쌍음으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받

침으로 표기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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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는 김두봉에게도 계승된다.

(34) ㄱ. ‘ㄹ’은 갈아 구르어 내는 닿소리니 (≪조선말본≫ 23)

ㄴ. 움씨 ‘씨’와 어울어 따로 된 것이요⋯ ㄷ 소리를 더하여 어우

르어 따로 된 것이요 (≪조선말본≫ 72,≪깁더조선말본≫ 55)

ㄷ. 부르어(呼) (≪조선말본≫ 107)

(35) ‘오르’에 ‘고’ 토를 달면 ‘ㅡ’ 소리가 나고 ‘아서’ 토를 달면 ‘ㅡ’ 소

리가 아니 나고 ‘ㄹ’ 소리를 더하여 ‘올라서’가 되는 따위니라. 그

러나 ‘오르’로 본을 삼는 것이 좋으니라 (≪깁더 조선말본≫ 67)

(34)에서와 같이 김두봉은 자신의 저술에서 ‘어울어’와 ‘어우르어’를 사용하

였지만 (35)에서는 ‘르’ 불규칙 표기를 ‘오르’와 같이 본체를 밝혀 적는 것

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르’ 불규칙 표기를 조사한 결과, 김두봉은

≪조선말본≫에서는 본체를 밝혀 적는 표기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깁더 조선말본≫에 와서 ‘ㄹㄹ’ 받침을 표기에 사용한 예가 확

인되는데 다음과 같다.

(36) ㄱ. 이것이 위로 아가 코길을 막고 (≪깁더 조선말본≫ 14-15)

ㄴ. 슈효 많고 어쓰기에 막히는 편으로 보아서 (≪깁더 조선말

본≫ 151)

ㄷ. 한 묶음이 되어 ‘며’의 앞뒤가 아지나니라 (≪깁더 조선말본

≫ 171)

ㄹ. 획의 가장 간단한 것을 아 보면 (≪깁더 조선말본≫ 194)

(36)에서처럼 김두봉이 ‘ㄹㄹ’ 받침에 대하여 겪은 혼선은 이규영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37) ㄱ. 토 없이 어우름 (≪한글적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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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토 없이 어울러 몸바꿈 (≪한글적새≫ 6)

ㄷ. 구슬은 동글어서 어 가기가 쉽다 (≪현금 조선문전≫ 31)

(37ㄱ)에서 ‘어우름’은 ‘어우르’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을 결합하여 이루

어진 구성이므로 이규영이 ‘어우르’를 어간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7ㄴ)에서 ‘어울러’로 표기한 것은 ‘어우르어’에서 ‘ㅡ’가 탈락됨으

로 ‘ㄹ’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쓰이면서 ‘ㄹㄹ’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ㄹㄹ’을 형태소 내부에서 분리하여 표기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김두

봉이 표기한 ‘어우르어’나 ‘어울어’와 다른 표기이다. ‘아울러’와 같은 방식

의 ‘아울러’ 표기에 대하여 주시경은 음리에 맞지 않다고 보았는데, 이규영

은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37ㄷ)의 경우는 이규영이 ‘ㄹㄹ’ 받침을 ‘르’

불규칙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우리는 ‘ㄹㄹ’ 받침이 이규영의 저술인

≪현금 조선문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르’ 불규칙 표기를 본체대로 밝혀 적어야 한다는 주시경의 인식

을 김두봉이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표기에서는 혼란된 양상을 보인다.

이규영은 주시경이 말하는 본체대로 적지 않고 ‘ㄹㄹ’을 형태소 내부에서

분리하여 적다가 ‘ㄹㄹ’ 받침으로 표기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ㄹㄹ’ 표

기는 권덕규, 장지영, 최현배, 김희상 등에게도 확인된다(송철의 2011: 178,

이현희 2012b: 126 각주 44). 김두봉은 ‘르’ 불규칙 표기에 ‘ㄹㄹ’를 반영하

였으므로 ‘ㄹㄹ’을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음소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8) 그러나 김두봉은 ‘ㄹ’이 현대 음운론에서 말하는 탄설음

과 설측음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성학에 익숙한

김두봉은 ‘ㄹㄹ’을 ‘ㄹ’이 종성 위치에서 실현될 때 나타나는 일종의 변이음

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을텐데 주시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ㄹㄹ’을

하나의 음소로 간주하였다.39) 이와 같이 ‘ㄹㄹ’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을

38) 송철의(2011: 179)에서는 주시경의 후계 제자들이 ‘ㄹㄹ’을 사용한 것은 ‘ㄹㄹ’을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소리라고 인식이 더해진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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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1931: 4)에서는 ‘ㄹㄹ’ 받침이 자음 어미 앞에서 실제의 활용형과 괴

리가 생기므로 ‘ㄹㄹ’ 받침을 가진 어형이 하나의 완전한 어간이 될 수 없

고 ‘ㄹㄹ’ 받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희승의 ‘ㄹ

ㄹ’ 받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받아들여지게 되

고 ‘르’ 불규칙동사의 어간은 주시경이 주장한 어형을 표준으로 인정하였

다.

‘ㄹㄹ’ 표기에 나타나는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르’ 불규칙 표기에

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ㄹㄹ’ 받침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8) 걸이: 남움 몸 ‘걸’에 ‘이’를 더하여 제몸이 되게 하는 것

이: 말할 때에 ‘걸’만 쓰어 ‘걸어라’ 하면 그 ‘ㄹ’을 한 ‘ㄹ’의 소리

로 나이되 그 ‘걸’에 ‘이’를 더하여 제움이 되게 한 ‘걸이’의 ‘ㄹ’ 소

리는 두 ‘ㄹ’로 나임이 버릇된 것이다 (≪국어문법≫ 126)

걸리, 걸니: 남움에 ‘이’를 더하여 제움을 삼은 것의 ‘ㄹ’은 말하는

버릇에 거진다 두 ‘ㄹ’ 소리로 나이나니라 (≪국어문법≫ 126)

(39) ㄱ. 어이어야 (≪현금 조선문전≫ 33)

ㄴ. 홀소리 밑에도 이 쓰이는 (≪현금 조선문전≫ 51)

(38)을 보면 주시경은 타동사 ‘걸-’에 파생 접미사 ‘이’가 와서 자동사가 된

‘걸이-’는 두 ‘ㄹ’로 발음되는 것, 즉 ‘걸리’로 발음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

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음 습관을 표기에 반영한 여러 개 어형도 제시

하였다. 이처럼 주시경은 두 ‘ㄹ’로 발음되는 당시의 습관을 반영한 표기를

제시하였지만 자신은 ‘걸이’와 같은 표기를 하였다. (39)를 보면 이규영은

39) 이진호(2009: 33)에서는 ‘ㄹ’이 음절말에서 ‘ㄹㄹ’로 실현되는 것은 음소 사이의 변동

이 아니고 단순한 변이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주시경은 ‘ㄹ’과 ‘ㄹㄹ’을 각각의 소리

로 본 듯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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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습관을 반영한 표기를 하였다. 따라서 주시경이 본체를 밝혀 적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ㄹ’ 불규칙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결합될 때의 표기에도

‘ㄹㄹ’ 받침이 표기되었다.

(40) ‘오르어’를 ‘올라’라 함을 보아도 지라 (≪깁더 조선말본≫ 44)

(40)에서 보면 김두봉은 ‘지라’와 같은 표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두

봉은 ‘지니라’에서 ‘ㄹㄹ’을 하나의 음소라기보다 어간 말음과 관형사형

어미 ‘-ㄹ’의 결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인식한 듯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으로 처리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41) ㄱ. 어느 때에나 내게 될는지 수 없으므로 (≪깁더 조선말본

≫ 2)

ㄴ. 밀우어 것이요 (≪깁더 조선말본≫ 178)

(41)을 통하여 김두봉이 어간 말음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으로 된 표기에

‘ㄹㄹ’ 받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시경이 ‘ㄹ’ 불규칙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ㄴ’이나 ‘-ㄹ’과 결합할 때 ‘ㄹ’을 필수적으로 탈락하

여 표기하였는데 탈락하는 ‘ㄹ’에 빗금을 긋지 않은(송철의, 2010: 196) 것

과 차이가 난다.

우리는 앞에서 기존의 ‘르’ 불규칙 활용의 표기와 관련된 ‘ㄹㄹ’ 표기를

살펴보고 나서 ‘ㄹ’ 말음을 가진 동사가 피동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나

‘ㄹ’ 불규칙 동사가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결합할 때에도 ‘ㄹㄹ’ 받침이 반영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세 경우의 표기에 사용된 ‘ㄹㄹ’ 받침을

주시경은 지양하였지만 김두봉은 ‘르’ 불규칙 활용의 경우 부분적으로 ‘ㄹ

ㄹ’의 표기를 받아들이고, ‘ㄹ’ 불규칙 활용의 경우 ‘ㄹㄹ’의 표기를 사용하

였다. 이규영은 ‘르’ 불규칙 활용의 경우와 ‘ㄹ’ 말음을 가진 동사가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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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 ‘이’와 결합할 경우에 ‘ㄹㄹ’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이 외에 ‘ㅺ’ 받침의 표기 양상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단어 ‘外(밖)’에

대한 표기에서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 등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통하여

검토할 것이다.

주시경은 <국문론>에서 ‘밧게’와 같은 표기를 하다가 ≪말≫(1906-1908)

에서부터 ‘밖’과 같은 표기를 하게 되었고(송철의, 2010: 157) ≪말의 소리

≫에 와서는 ‘박에’라는 표기를 하였다. 김두봉은 ‘밖’(≪조선말본≫ 217)과

같은 표기를 하다가 ≪깁더 조선말본≫에 가서는 일관되게 ‘’이라는 표기

를 하였다. 이규영은 ‘밖’(≪온갖것≫ 24), ‘밧게’(≪말듬≫ 13), ‘에’(≪현

금 조선문전≫ 12)라는 표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표기의 차이는 종성 위

치에 오는 ‘ㅺ’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시경은 ‘ㅺ’에서 유래된 ‘ㄲ’을 형태소 내부에서 앞 음절의 종성과 뒷

음절의 초성으로 분리하여 적다가 하나의 ‘ㄲ’으로 적기에 이른다. 그러다

가 ≪말의 소리≫에서는 종성 위치에서 중화된 ‘ㄱ’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김두봉은 ≪조선말본≫ 머리말에서 “‘ㅺ, ㅼ, ㅽ, ㅾ’ 들을 ‘ㄲ, ㄸ, ㅃ, ㅉ’

로 바로 잡고⋯ 바루어 쓴 다위니라” 라고 하였다. 따라서 ‘밖’이라고 표기

를 하게 되면서 “짝거듭”, 즉 경음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깁

더 조선말본≫에서는 “거듭받힘이 힘”을 다루는 부분에서 ‘ㄷㄱ’을 제시하

고 ‘’을 예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종성 위치에서 ‘ㄷㄱ’이 ‘ㄷ’으로 중화

되는 것도 제시하였다. 이는 김두봉이 ‘ㅺ’을 자음군으로 인식하고서 경음

“ㄲ”과의 표기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ㅺ’을 사용하지 않고 ‘ㄷㄱ’을 사

용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당시 권덕규가 ‘ㅺ’으로 자음

군을 표기한 것과 대조된다.40)

40) 이는 권덕규가 ‘ㅺ’을 된소리가 아닌 자음군으로 잘 이해한 것이다(이현희, 2012b: :

126). 권덕규가 ≪조선어강좌≫(1933: 68-69, 이현희 2012b 참조)에서 김두봉과의 일

화를 언급하면서 김두봉이 ≪깁더 조선말본≫에서 ‘外’를 ‘’이라고 적은 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권덕규의 기술을 통하여 김두봉은 당시에 권덕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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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ㄲ’소리를 낼 때에 혀뿌리를 목젖에 닿이기를 ‘ㄱ’ 둘만콤 단단하

게 할 따름이요. ‘ㅺ’소리 낼 때와 같이 처음은 혀끝을 센입웅에

조곰 닿이고 그 담에 혀뿌리를 목젖에 닿이는 것이 아니니 (≪조

선말본≫ 41)

이규영이 사용한 ‘밧게’, ‘밖’ 등 표기는 주시경의 ‘ㅺ’과 ‘ㄲ’, 즉 된소리라

는 인식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에’와 같은 표기의 변화를

보인 것은 이규영이 ‘ㅺ’을 자음군이라고 인식하여 표기에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ㅺ’에서 유래된 ‘ㄲ’을 ‘ㄷㄱ’ 또는 ‘ㅅㄱ’으로 표기한 데에는

경음으로 인식한 것인가 자음군으로 인식한 것인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시경이 제안한 형태소 경계에서의 표기, 즉 음의 연쇄에서

실현되는 음운 현상을 어떻게 표기에 반영하였는가를 살펴보겠다.

주시경은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에 관하여 모음 어미 앞에서 앞 음절의

종성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쓰는 연철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본체와 본음

대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43) ㄱ. 셜령 (墨 먹으로) 것을 ‘머그’로 지 말고 (手 손에) 것

을 소네 지 말고 ⋯이런 말의 경계들을 다 올케 차자 써야

겟고 (<국문론>, ≪독립신문≫ 제2권 제115호, 1897.9.28.)

ㄴ. ‘씨서도⋯’류類는 련속는 음은 옳으나 웃죵셩을 알엣

함한 학자들이 ‘’의 ‘ㅺ’을 자음군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ㄷㄱ’을 표기에

일관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말하

자면, 김두봉이 ‘ㄷㄱ’으로 표기함으로써 종성 위치에서 ‘ㄷ’으로 중화된다는 점과 ‘ㅺ’

과의 혼동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추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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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셩으로 옴겨서 ‘씻’은 ‘씨’가 되고⋯‘어도’나 ‘아도’는 ‘서도⋯’

로 변엇으니 샹하의 본음과 원톄를 다 잃고 그 본대로

각각 쓰는 법을 잃음이요 (≪국문강의≫ 38)

(43ㄱ)에서 주시경은 말의 경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본음으로 적기를 주

장하였다. (43ㄴ)에서 보면 “씨서도”라는 표기는 “본음과 원톄”를 다 잃은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말하자면 어간 “씻”과 어미 “어도”가 연철로 말미암

아 “본대로” 각각 쓰는 법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주시경은 말의 경계를 구별하여 본음대로 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대로”, 즉 ‘자형을 고정’시켜 적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유기음을 재음소화하여 앞 음절 종성과 뒤 음절 초성으로 나누어

쓰는 관행에 대하여 이는 음리에 어긋나므로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41)

(44) ‘덥허도’루는 어쳥음에던지 ‘ㅎ’를 더면 탁음이 되는 고로 ‘ㅂ,

ㅎ’의 합음은 곳 ‘ㅍ’라. 그런고로 이를 련독면 ‘더퍼도’니 졉쇽

는 음은 틀리지 안이나 ‘덮’은 변어 ‘덥’이 되고 ‘어도’는 변

어 ‘허도’가 되엇으니 그 본음과 원톄를 변엇고 본대로 각각

쓰는 법지 잃음이요 (≪국문강의≫ 40-41)

또한, “자음접변”, 즉 자음동화와 같은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

고 본래의 음대로 표기하였다.

41) 이처럼 주시경이 재음소화하여 표기하는 것은 음리에 어긋난다고 인식하다가 ‘ㅋ,

ㅌ, ㅍ, ㅊ’로 표기하는 것은 행용(行用)에 편리하게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송철의, 201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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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百年 百萬 百里 十年 十萬 十里를 讀면 ‘년 만 리 심년

심만 심리’라 되 書기는 百의 本音 ‘’과 十의 本音 ‘십’을 取

여 ‘년 만 리 십년 십만 십리’로 記니 此는 本音을 存

며 臨時의 音理를 隨이라 (<국문연구> 82)

아울러 활음첨가를 반영한 표기를 “誤書”, 즉 잘못된 표기라고 주장하였

다.

(46) 기여: 이는 ‘기어’의 ‘어’를 俗에서 ‘여’로 誤書는 것이니 ‘어’가

‘ㅣ’ 알에서 連發면 ‘ㅕ’ 은 듯이를 지 못고 誤書

는 것이라 (≪말≫ 76)

요컨대, 주시경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

지 않고 ‘자형’을 고정시킨 본음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42)

김두봉이 ≪조선말본≫에서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에 두루 쓰이

는 조선말 가온대에 그 바른 본을 말한 것”이라 밝힌 책의 성격과 텍스트

에서 주시경이 주장한 본음주의 표기법, 즉 형태음소적 표기가 보이므로

주시경의 표기법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두봉의 ≪깁더 조선

말본≫ “규칙과 표준말”을 통하여 분명히 할 수 있다. 김두봉은 표준말의

42) 주시경의 표기법을 형태음소주의 표기법(이기문 1970: 33, 96-97, 이병근 1985:

65-67), 본음주의 표기법(박승빈 1936, 송철의 2010), 형태음소주의 분철표기법(송철의

2010) 등으로 불러 왔다. 즉 “씨”나 “늣씨”들의 기본형을 밝혀 적되, 자형을 고정시켜

표기하는 표기법을 말한다. 어휘 형태소의 경우는 본음과 본체를 밝혀 적는 원칙을

철저히 하였지만 문법 형태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이

병근 1985: 69, 송철의 201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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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를 “많은 규칙을 어기고 특별히 달리 쓰는 것은 규칙을 딸아 바루되

알아보기에 넘우 거북한 것은 아즉 그대로 둠”(≪깁더 조선말본≫ 210)이

라고 하고 불규칙활용 ‘덥, 더우, 것, 거르’ 등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47) ‘덥’다는 말을 ‘ㄴ, ㅁ, ㄹ’을 첫소리로 가진 토 곳 ‘니, 면, 랴’ 따위

위에서는 ‘ㅂ’을 ‘우’로 바꾸는 것은 많은 규칙을 어기는 것인데 이

를 바루잡아도 괞지 아니하므로 바루잡고 ‘것’는다는 말을 ‘ㄴ, ㅁ,

ㄹ’을 첫소리로 가진 토 곳 ‘니, 면, 랴’ 따위의 토 위에서 ‘ㅅ’을

‘르’로 바꾸는 것도 마챤가지나 그러나 이 ‘르’를 ‘ㅅ’으로 바루잡으

면 알아 보기에 넘우 거북하겟는 까닭에 이를 바루잡지 아니하나

니 다른 말도 밀우어 지니라 (≪깁더 조선말본≫ 210)

(47)을 통하여, 규칙과 원형을 밝혀 적되, 알기 어려운 것은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겠다는 김두봉의 표기에 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이필

영, 1990: 128).

이규영은 형태음소적 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형태음소

적 표기가 보이므로 주시경의 표기법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시경이 제창하였지만 그 스스로는 사용하지 않은 표기를 김두봉

과 이규영이 수용하여 사용한 표기도 포착되었다. 예컨대 ‘ㄹㄹ’ 표기와 같

은 것이다. 이 외에 주시경은 ‘ㄹ’ 탈락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어

문법≫에서 표기에 반영한 것도 보이지만 이는 ‘ㄹ’에 빗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 김두봉은 ‘ㄹ’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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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음학

제3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음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주시경과 동시

대의 학자들은 현대의 음운론에 해당하는 논의에서 소리를 정의하고 난 다

음, 소리를 분류하고 소략하게 음운 현상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주시경이

동시대에 공유된 음학 일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음

학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발전

적으로 계승되었는지를 소리의 정의, 소리의 분류, 음운 현상 등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국문문법≫에서 ≪말의 소리≫에 이르기까지의 주시경의

저술,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과 ≪깁더 조선말본≫(1922), 이규영의

≪말듬≫(1913),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 등을

검토할 것이다.

3.1. 소리(音)

음성적 실체로서의 말소리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여러 저술에서 보이는 소리에 대한 정의를 제

시한다. 먼저 주시경은 말소리를 조음음성적인 측면과 물리적 성질의 두

방면으로 해석하였다.

(1) 오문: 분별 잇는 말소는 무엇이요

답: 셩관으로 나오는 셩이 입으로 나올 에 아셜슌치후牙舌脣齒喉

로 분별을 만어 되는 소니이다 (≪국문강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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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音은 空氣의 波動이니 空氣가 無면 音도 無니라 (≪국어문

전음학≫ 6)

ㄴ. 音의 發源: 物振이니라. 音의 퍼짐: 氣波니라. 音性: 發體의 性

을 隨하여 相異한바니라 (≪국어문법≫ 1)

ㄷ. 소리의 남: 몬의 움즉임이니라. 소리의 펴어짐: 노의 결이라 소

리의 빗: 그 소리가 는 몬의 바탕을 따르어 서로 다름이니라

(≪말의 소리≫ ㄴ)

(1)에서 주시경은 소리를 소리의 발생, 전파와 특성에 따라 설명하고 말소

리를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가 성관을 거쳐 후두, 입, 혀, 이, 입술을 거치면

서 만들어 되는 소리라 하여 말소리를 조음음성학적인 측면에서 기술하였

다.1) (2)에서는 소리를 공기의 파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물리적 성질로 파악

한 것이다.

김두봉은 ≪조선말본≫에서 말소리를 주시경이 제시한 말소리의 조음음

성적인 측면을 수용하여 논의하였다.

(2) 말의 소리는 부하로붙어 내쉬는 숨에 소리청이 떨어서 나는 것이니

숨대머리, 우목구녁, 목젖, 코, 입 들에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소리가

되나니라 (≪조선말본≫ 1)

(2)에서 보면 김두봉은 말소리를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

후두, 인강, 목젖, 코, 입 등과 같은 조음기관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소리라

1) 이숙희(1998: 9-10)에서는 주시경의 말소리에 대한 조음음성학적인 접근이 현대 음성

학에 비하면 깊이 있는 논의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성운학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인

고찰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말소리 연구에서 있어서 최초로 소리의 물리

적 특성을 인식하여 음향음성학의 효시가 되었으며, 조음음성학적 접근도 시도하여

한국어연구에 있어 음성학의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개척하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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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였다.2) 이렇게 김두봉이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조음음성학

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면서도 더 나아가 성대의 진동여부 및 자세한 조음

위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주시경의 소리에 대한 조음음성학적인 인

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규영은 ≪말듬≫에서 주시경이 제시한 말소리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였다.

(3) 몬이 움즉이는 것 (≪말듬≫ 1)

(3)에서 보면 이규영은 말소리를 “몬의 움직임”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 언급한 ‘物振’, 즉 소리의 근원을 사물의 진동

으로 보는 견해와 일치한다.

요컨대, 주시경이 말소리를 조음음성학적인 측면과 물리적 성질로 파악

하였는데, 조음음성학적인 측면으로 파악한 논의는 김두봉의 ≪조선말본≫

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물

리적 성질로 파악한 논의는 이규영의 ≪말듬≫에 수용되었다고 판단된다.3)

심리적 실체로서의 말소리

주시경은 한국어를 분석하던 초기 단계에서 이미 말소리가 자음과 모음

2) 이숙희(1998: 11-12)에서는 김두봉은 다소 추상적이었던 주시경의 조음음성학의 인식

을 바탕으로 생리음성학을 도입하여 발음기관을 상세히 기술한 것은 현대 음성학적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3) ≪현금 조선문전≫(1920)에서는 말소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글

씨’(文字)를 논하는 자리에서 말은 인류의 의사를 표현하는 소리이고 이 소리를 적은

것은 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말을 문자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설명은 권덕규의

≪조선어문경위≫(1923)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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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뉨을 분명히 하였다. 주시경이 배재학당에서 공부하던 1897년에 독

립신문에 기고한 논설 <국문론>에서 자음과 모음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4) 모음이거슨 쇼가 나가거시요 음이거쇼가 아니

나가되 모음을 합면 모음의 도음을 인야 분간이 잇게 쇼가

나가거시라 (<국문론>, <독립신문> 1897년 4월 22일 1면)

자음과 모음의 구분은 주시경이 살았던 시대에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인식이

었다. 子母라는 용어는 주시경이 ≪고등국어문전≫에서 동양에서 줄곧 써

왔던 용어라고 언급한 바 있다.

(5) 初中聲을 子母音이라 名稱은 支那人이 英語에 칸손앤이라 을

譯하여 子音이라 고 바웰이라 을 譯여 母音이라 여 近百

年來로 東洋에셔 恒用하는 名稱이 된 것이니 漢文에 子音은 見溪

類요 母音은 東冬韻이니 子母의 名號는 音의 性質이 異을 區別

하는 符號에 不過거늘 音理를 解得치 못는 이는 往往히 文字

의 義만 觀고 子母音이 有니 父音도 有리라 □4)지니 子

音이 母에서 生음 안이니 文字의 義로써 原理를 誤解함이 不可

니라 (≪고등국어문전≫ 5-6)

(5)에서 자음과 모음이 있으면 부음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혼동하는 사람

이 있다는 서술은, 당시 성운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았더라도 子母라

는 개념은 아는 사람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近百年來로 東洋에셔 恒用하

는 名稱”이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영조 때에 살았던 黃胤錫

(1729-1791)이 쓴 <字母辯>에서 “자모”라는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김민

4) 글자 판독이 어려워서 □로 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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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964: 76-77). 이규경(1788-？)이 쓴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자

모”라는 용어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5) 따라서 자음과 모음은 주시경이

살았던 시대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었으며 주시경은 이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3.2. 자음

주시경학파에서 제시된 자음의 정의는 크게 주시경의 정의와 김두봉의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시경은 ≪국문문법≫에서 ≪말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자음을 모음에

얹혀나는 소리라고 일관되게 인식하였다.

(6) ㄱ. 그 음이 스사로 발지 못고 모음을 의지후에야 그 소리

가 것이니 (≪국문문법≫ 10)

ㄴ. 음은 무엇이뇨?

그 음은 되 스로 발지 못고, 모음에 의부후에야 그

소가 나는 것이니이다 (≪국문강의≫ 44-45)

ㄷ. 그 音이 自在되 스스로 發지 못고 母音에 依附後에야 나

타나는 音들이니라 (≪말≫ 8)

ㄹ. 붙음소리는 읏듬소리에 附發하는 音 (≪국어문법≫ 1)

ㅁ. 닷소리는 홋소리에 닷아야 나는 소리를 이름이니라 (≪말의 소리≫

5)

김두봉은 자음을 소리가 조음기관의 장애를 입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인

5)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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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

(7) ㄱ. 닿소리(母音)는 부하로 붙어 내쉬는 숨이 목구녁이나 입안 어느

군대에 갈리거나 또는 막히어서 나는 소리들을 이름이니 (≪조

선말본≫ 7)

ㄴ. 닿소리(子音)는 내 쉬는 숨이 내틀 각 자리에 어느 한 군대의

막음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니 (≪깁더 조선말본≫ 17)

이규영은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자음을 모음에 더불어 나는 소리라고 정

의를 내렸다.

(8) ㄱ. 붙음소리는 읏듬소리와 더불어 나는 소리을 이름(≪말듬≫

1-2)

ㄴ. 子音은 우리 입으로 그것만으로는 發音할 수 없고 반듯이 모

음과 한 대 닿어야 發音되는 것이니 (≪현금 조선문전≫ 2)

주시경과 이규영이 자음을 모음에 의지하여 나는 소리라고 정의한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전통적으로 퍼져 있던 성운학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은 것이다. 김두봉이 다른 학자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생리음성학적

으로 말소리가 조음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음을 정의한 데에서 비롯된다.

古賀聰(1999: 41)에서는 김두봉이 이와 같이 생리음성학적으로 정의를 내

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초보적인 근대 음성학의 지식을 운용하여 기술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2.1. 자음의 분류

자음의 분류를 다룬 저술로 주시경의 ≪국문문법≫(1905), ≪국문강의≫

(1906), ≪말≫(1906-1908), ≪국어문전음학≫(1908), <國文硏究案>(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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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국어문전≫(1909), ≪국어문법≫(1910), ≪소리갈≫(1913), ≪말의 소

리≫(1914),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깁더 조선말본≫(1922), 이규

영의 ≪말듬≫(1913),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

등이 있다.

주시경

주시경이 자음을 분류하면서 사용한 용어는 처음에는 청탁이었으나 이후

에는 단음과 합음, 홋소리와 겹소리 등으로 변동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홋

소리와 거듭소리로 정착되었다.

주시경이 자음을 청탁으로 구분한 것은 ≪국문문법≫에서 확인할 수 있

다. ‘純一한 淸音’과 濁音을 구분하는 근거는 별도로 들고 있지 않다.

(9)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 여���음은 슌일쳥음이니 ㅋ,

ㅌ, ㅍ, ㅈ, ㅊ, ㅎ, ◇, ㆁ, ㆆ을 통히 濁音이라 것이니 (≪국

문문법≫ 10)

주시경은 단음과 합음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청음과 탁음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여러 저술에서 청탁을 단음과 합음에 대응시키는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10) ㄱ. ‘ㄱ, ㆁ, ㄷ, ㄴ, ㅂ, ㅁ, ㅈ, ㅅ, ㆆ, ㄹ’ (ㅇ은 有若無니 여긔 더지

안이함) 이 열 는 쳥음이니 다시 난홀 수 업시 純一單音이

라 이 열 가 모든 국문 子音의 근본이니라 (≪국문강의≫ 57)

ㄴ. ‘ㅋ, ㅌ, ㅍ, ㅊ, ㅎ, ㅿ, ㄲ’ 등 들은 濁音이니라 (≪국문강의≫

54)

ㄷ.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이 열 는 國文子音의 元素

니 곳 淸音이니라 (≪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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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ㄱ, ㆁ, ㄷ, ㄴ, ㅂ, ㅁ, ㅈ, ㅅ, ㆆ, ㅎ, ㅇ, ㄹ’은 淸音이라든지 輕

音이라 할 것이요 (≪국어문전음학≫ 37)

ㅁ. 子母音이 各各 單音은 淸고 合音은 濁故로 곳 淸音이요, 合

音이 곳 濁音이니 淸音은 分수 없는 者요 濁音은 二音 以上

으로 分수 잇는 者를 謂이라 (<국문연구> 62)

≪국어문법≫에서부터 주시경은 청탁이나 단음과 합음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홋소리와 겹소리로 나누어서 자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용어

의 변화는 주시경이 성운학에서 사용되는 청탁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다(송철의, 2010: 23).

(11) 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홋소리 곳 淸音 곳 輕音

(≪국어문법≫ 2)

ㄴ. ㅊ, ㅋ, ㅌ, ㅍ, ㄲ, ㅥ, ㄸ, ㄹㄹ, ㅁㅁ, ㅃ, ㅆ, ㆀ, ㅉ, ㄺ, ㄻ,

ㄼ 等 겹소리 (≪국어문법≫ 10)

ㄷ. 읏듬·붙임 두 소리가 各各 홋과 겹의 別이 有하니 홋소리는 淸

하고 겹소리는 濁하니라 (≪국어문법≫ 11)

≪소리갈≫에서부터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 사용한 겹소리를 거듭소

리로 바꾸어서 제시하였다.

(6) 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홋소리 ㅊ, ㅋ, ㅌ, ㅍ, ㄲ, ㄺ

과 같은 것들은 다 거듭소리 (≪소리갈≫ 1)

ㄴ. 홋닷소리6)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니라. 거듭닷소리는

6) 이병근(1977: 81)에 의하면 주시경이 <말모이>의 편찬시기 자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닷소리’를 사용하였지만, 김두봉을 비롯한 김윤경, 최현배 등은 ‘닷소리’ 대신 ‘닿소리’

를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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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음의 자리 (조음 위치)

막음의 갈래(조음 방법)

입살

(양순)

혀끝 센입웅

(치조음)

혀앞 센입웅

(경구개)

혀뿌리 여린

입웅(연구개)

목구녁

(후음)

헤치소리

(폐쇄음)

평음 ㅂ ㄷ ㄱ

격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

갈이소리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ㅉ

갈이소리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구르소리(유음) ㄹ

ㅋ, ㅌ, ㅍ, ㅊ, ㄲ, ㄺ의 다위들이니라 (≪말의 소리≫ ㄷ)

김두봉

김두봉은 자음을 “닿소리”와 “닿소리의 거듭”으로, 즉 단자음과 중자음으

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7) ㄱ. 닿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ㄴ. 닿소리의 거듭: ㅊ, ㅋ, ㅌ, ㅍ, ㄱㄷ, ㄱㅂ, ㄲ, ㄸ, ㅃ, ㅉ, ㅆ

김두봉은 ≪조선말본≫에서는 자음을 조음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 분류

하였다. 자음에 대한 분류 기준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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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리(비음) ㅁ ㄴ ㅇ

<표 1> 김두봉이 ≪조선말본≫(1916)에서 보인 자음의 분류

<표 1>을 보면 김두봉은 ≪조선말본≫에서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의 두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조음 위치에 관하여는 ‘목구녁, 혀뿌리, 혀

앞, 혀끝, 입살’ 등과 같이 현대 음운론에서 ‘후음, 후설, 경구개, 설단, 양

순’ 등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7)

특히 조음점뿐만 아니라 조음점에 접하는 조음체에도 주목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주목된다. 이처럼 김두봉이 조음 위치를 조음체와 조음점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엔도 류키치의 ≪시화음자 발음학≫(1906)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김두봉은 엔도 류키치가 ≪시화음자

발음학≫의 64면과 66면에서 각각 제시한 두 가지 그림을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일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자음의 조음체와 조음점

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古賀聰, 1999: 86).8)

7) 古賀聰(1999: 86)에서 엔도 류키치(远藤隆吉)는 ≪시화음자 발음학≫에서 자음을 순음,

설첨음(舌尖音), 설전음(舌前音), 설근음(舌根音), 후음(喉音) 등 조음점별로 분류 기준

을 세워 그림으로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김두봉의 자음의 조음 위

치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8) 古賀聰(1999)에서는 김두봉의 ‘소리갈’은 서구 또는 일본의 음성학 관련 논문 및 저서

를 참고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1916년 이전에 간행된 음성학 관련 저서를 검증한 결

과, 영국의 음성학자인 벨의(Alexander Melville Bell) ≪시화법≫(Visible Speech,

1867)을 바탕으로 일본인 학자 엔도 류키치에 의해 쓰여진 ≪시화음자 발음학≫(视话

音字 发音学)에서 많은 인용을 했다고 하였다. 한편, 김규식이 ≪대한문법≫(1909: 5)

에서 순음, 치음, 구개음, 설음, 비음, 후음 등을 조음체와 조음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김두봉의 조음 위치에 대한 인식은 김규식의 영향을 받아들였을 가

능성도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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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음의 자리(조음 위치)

막음의 갈래(조음 방법)

입살

(양순)

혀끝

(치조음)

혀앞

센입웅

(경구개)

혀뿌리

여린입웅

(연구개)

목구녁

(후음)

니 니몸

소리

안띈

헤치소리

(폐쇄음)

평음 ㅂ ㄷ ㄱ

격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

불같이소리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ㅉ

갈이

소리

(마찰음)

낮갈이소리
평음 ㅅ

경음 ㅆ

갖갈이소리 ㅗ,ㅜ ㅣ ㅎ

<그림 1> 엔도 류키치가 제시한 두 그림과 김두봉이 제시한 그림(古賀聰,

1999: 86)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조음 위치 및 방법에 더하여 유성성까지 고려

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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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성) (유성성)

소리띈

(유성성)

갖갈이소리(탄설음)/

옆갈이소리(설측음)
ㄹ

코소리(비음) ㅁ ㄴ ㅇ

<표 2> 김두봉이 ≪깁더 조선말본≫(1922)에서 보인 자음의 분류

<표 2>를 보면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자음을 ‘막음의 자리, 막음의 갈

래와 정도, 목청소리 여부’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현대의

용어로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유성성’에 대응된다.9)

<표 1>과 <표 2>의 조음 방법에 관하여는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

말본≫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조선말본≫에서는 “헤치소리”, “코소리”,

“구르소리”, “갈이소리”, 즉 현대 음운론의 파열음, 비음, 탄설음, 마찰음 등

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구

르소리”를 “갖갈이소리”로 바꾸고 “갈이소리”를 “불갈이소리”, “날갈이소

리”, “옆갈이소리”로 세분하였다. 이는 처음에 “구르소리”로 따로 분류했던

‘ㄹ’의 조음 방법이 “갈이소리”와 동일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이 바뀐 인식을 ≪깁더 조선말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조음 방법

을 “다 막음”과 “덜 막음”으로 나누고, “덜 막음”을 “설막아서 김이 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조음되는 소리들을 “갈이소리”라고

불렀다. 여기서 “갈이소리”는 자음을 조음하기 위해 기류가 구강을 통과할

때, 어느 한 지점에서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치에 압력을

가하면서 빠져나가는 것, 즉 마찰을 수반하는 조음 방법을 가리켜 표현한

9) 이돈주(1995: 72)에서 기술 언어학의 방법에 따른 음성ㆍ음운론에서는 자음을 (1) 성

(voice)의 유무, (2) 조음체의 명칭, (3) 조음점의 명칭, (4) 조음 방법상의 명칭을 기

준으로 드는 것이 상례라고 언급하였는바 김두봉의 자음의 분류 기준은 기술 언어학

의 방법을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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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깁더 조선말본≫에 제시된 조음 방법은 “헤치소

리”, “코소리”, “갖갈이소리”, “불갈이소리”, “날갈이소리”, “옆갈이소리”이

며 이는 각각 오늘날의 파열음, 비음, 탄설음, 파찰음, 마찰음, 설측음에 해

당한다.

마지막으로 김두봉은 ≪깁더 조선말본≫에서 “목청의 떨어 울림”이라는

기준을 자음 분류에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는 원래 목청의 떨림을 모음을

정의할 때 사용하였으나, 여기에 이르러 자음에도 목청의 떨림이 있는 소

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두봉은 유성성을 가진 ‘ㄴ,

ㅁ, ㄹ, ㆁ’ 등과 유성성을 가지지 않는 그 외의 자음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김두봉이 오늘날의 장애음과 공명음의 대립을 인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김두봉이 두 저술에서 자음을 나눈 분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아래에서는 두 저술에서 포착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김두봉의 두 저술에서 조음과 관련하여 ‘혀’가 언급되는 부분을 보면,

‘혀’의 위치를 서술할 때 ‘앞’, ‘몸’, ‘끝’, ‘뿌리’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는 혀를 ≪조선말본≫에서는 ‘끝, 앞, 뿌리’로 나누고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끝, 몸, 뿌리’로 나누었다. 따라서 조음체로서의 혀의 분

류에 ‘앞’이 없어지고 ‘몸’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말본≫에서 보면, 김두봉은 ‘혀앞’이라는 용어를 모음의 조음 위치

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자음에서 ‘혀앞’이 사용될 때에는,

오늘날의 치조에 대응하는지 경구개에 대응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혀앞’이라는 표현을 ‘혀몸과 혀끝’을 통칭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10) ≪깁더 조선말본≫에서 ‘혀몸’은 경구개에,

‘혀끝’은 치조에 대응한다. 따라서 ≪조선말본≫에서 김두봉이 ‘혀앞’으로

분류한 소리는 치조와 경구개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소리나는 것으로 파악

10) ≪깁더 조선말본≫(27)에서 “혀의 앞이라 함은 닿소리에 이른 바 혀몸, 혀끝 쪽이오

혀 뒤라 함은 곳 혀뿌리쪽이라”는 해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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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말본≫에서 ‘ㅈ’을 설명할 때 ‘혀앞’을

“혀끝에서 좀 안으로 들어온 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두봉이 자음을 설명할 때 사용한 ‘혀앞’은 치조와 경구개 사이에서도 경구

개와 가까운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다가 김두봉이 ≪깁더 조선말본≫에서 혀의 위치를 ‘끝, 몸, 뿌리’로

설정하면서 ‘ㅈ’의 분류가 ‘혀끝’에서 나는 소리, 즉 치조음으로 바뀌게 된

다. 즉 ‘혀끝’과 ‘혀앞’을 합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음점을 ≪조선말본≫

에서 “센입웅”, 즉 현대 음운론에서 말하는 경구개로 설명한 것과 달리 ‘잇

몸’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보면 김두봉은 초기에는 ‘ㅈ’이 다른 치조음에

비해 조음되는 위치가 경구개 쪽에 좀 더 가깝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

만, 최종적으로는 치조음으로 분류하는 입장으로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김두봉이 ≪시화음자 발음학≫의 영향을 받았으

면서도 훈민정음에서 시작되어 ‘ㅅ’과 ‘ㅈ’을 치음으로 인식해 온 전통의 영

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두봉은 두 저술에서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자음을 조음 방법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였다. 예컨대, 두 저술에서 공통적으로 ‘ㄱ’과 ‘ㆁ’, ‘ㅂ’

와 ‘ㅁ’, ‘ㄴ, ㄷ, ㅅ’, ‘ㅎ’, ‘ㄹ’을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을 다른 것으

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11) 이외에 김두봉이 ≪깁더 조선말본≫에서 유기

음, 경음, 반자음 ‘ㅗ, ㅜ, ㅣ’와 ‘ㅈ’을 편입시켜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이 다른 것으로 파악한 것을 古賀聰(1999: 87)은 엔도 류키치의 ≪시

화음자 발음학≫의 영향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규영

11) ≪깁더 조선말본≫(20-21)에서 김두봉은 ‘ㄹ’이 받침에 쓰일 때는 ‘옆갈이소리’ 즉 오

늘날의 설측음으로. 기타 위치에서는 ‘갖갈이소리’ 즉 탄설음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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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자음
말듬 한글적새

ㄱ 아금이로 나이되 센 것 혀뿌리 헤치소리(연구개 파열음)

ㆁ 아금이로 나이되 연한 것 혀뿌리 코소리(연구개 비음)

ㄷ 헤로 우이틀을 치고 나이되 센 것 혀끝 헤치소리(치조 파열음)

ㄴ 헤로 우이틀을 치고 나이되 연한 것 혀끝 코소리(치조 비음)

ㄹ 헤로 굴이어 이틀을 치고 나이는 것 혀끝 구르소리(치조 탄설음)

ㅂ 입살을 불어 나이되 센 것 입살 헤치소리(양순 파열음)

이규영은 자음을 “닿소리”와 “닿소리의 거듭”으로, 즉 단자음과 중자음으

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8) ㄱ. 닿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ㆆ, ㅇ, ㆁ, ㅎ

ㄴ. 닿소리의 거듭: ㅊ, ㅋ, ㅌ, ㅍ, ㅿ, ㄲ, ㄺ (≪말듬≫ 4-5)

(9) ㄱ. 닿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ㄴ. 닿소리의 거듭: ㅊ, ㅋ, ㅌ, ㅍ, ㄱㄷ, ㄱㅂ, ㄲ, ㄸ, ㅃ, ㅆ, ㅉ

(≪한글적새≫ 11-12)

(10) ㄱ. 닿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ㄴ. 닿소리의 거듭: ㅊ, ㅋ, ㅌ, ㅍ, ㄱㄷ, ㄱㅂ, ㄲ, ㄸ, ㅃ, ㅆ, ㅉ

(≪현금 조선문전≫ 4-5)

이규영의 저술 중에서 ≪말듬≫과 ≪한글적새≫는 자음에 대한 분류 기

준을 제시하였다. ≪현금 조선문전≫은 자음 분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자음에 대한 분류 기준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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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입살을 불어 나이되 연한 것 입살 코소리(양순 비음)

ㅈ 압이로 나이되 센 것 혀앞 갈이소리(전설 파찰음)

ㅅ 압이로 나이되 연한 것 혀끝 갈이소리(치조 마찰음)

ㅎ ㆆ와 같으나 좀 센 것 목구녁 갈이소리(성문마찰음)

ㆆ
목구역으로 헤를 누리며 임을 버리고

나이는 것

ㅇ 목구역/잇는 듯 없는 듯한 것

<표 3> 이규영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자음의 분류

<표 3>을 보면 ≪말듬≫에서는 12개의 자음을 조음 위치와 강약의 기준으

로 나누고 있다. 조음 방법으로 “세다”와 “연하다”를 설정하였는데 ‘ㆆ, ㅇ’

등은 강약을 따지지 않았다. ≪한글적새≫에서는 10개의 자음을 조음 위치

와 조음 방법의 두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이규영의 두 저술에서는 ‘ㆆ, ㆁ’을 제외한 자음 중 ‘ㅈ’의 조음 위치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말듬≫에서는 ‘ㅈ’을 ‘앞니’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

지만 ≪한글적새≫에서는 ‘전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말듬

≫에서 ‘ㅈ’을 ‘ㅅ’과 함께 치조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글적

새≫에서는 ‘ㅈ’을 경구개음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이규영이 ≪말듬

≫에서 ‘ㅈ’을 ‘ㅅ’과 같은 치조음으로 인식하다가 ≪한글적새≫에 와서는

각각 경구개음과 치조음으로 나누어서 인식한 것은 김두봉이 ≪조선말본≫

에서 ‘ㅈ’을 경구개음으로, ‘ㅅ’을 치조음으로 달리 인식하다가 ≪깁더 조선

말본≫에 와서는 ‘ㅈ’을 ‘ㅅ’과 함께 ‘치조음’으로 인식한 것과 반대의 과정

을 겪고 있다. 이는 이규영이 ≪말듬≫에서 훈민정음의 ‘아설순치후’의 조

음 위치를 수용했다가, ≪한글적새≫에 와서 ≪조선말본≫의 내용을 많이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적새≫의 작성시기가 1916년에서

1919년 사이라고 한 것, 이규영이 중앙학교에서 ≪조선말본≫으로 강의를

했다는 점과 ≪한글적새≫에서 설정한 조음 위치가 김두봉의 ≪조선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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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규영은 ≪말듬≫에서 조음 방법으로 ‘세다’와 ‘연하다’라는 ‘강약’의 차

이를 제시하고 있다.12) 즉 ‘ㄱ: ㆁ, ㄷ: ㄴ, ㅂ: ㅁ, ㅈ: ㅅ, ㄷ: ㄴ, ㅂ: ㅁ,

ㅈ: ㅅ’ 등을 세고 연함의 대립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ㅇ: ㆆ: ㅎ’은 ‘ㅎ’

은 ‘ㆆ’보다 좀 센 것, ‘ㅇ’은 ‘잇는 듯 없는 듯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

라서 ‘ㆆ: ㅎ’은 다 센 음이되 ‘ㅎ’이 ‘ㆆ’보다 좀 더 세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ㅇ’을 ‘ㅇ: ㆆ: ㅎ’ 계열에서 제일 약한 것으로 파악한 셈이

다. ‘ㄹ’에 대하여는 세거나 약하다는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처리방식은

훈민정음에서 청탁과 관련지어 설명을 한 ‘厲’나 ‘不厲’를 연상시킨다(이현

희 외, 2014b: 302).

(11) 훈민정음의 ‘厲’와 ‘不厲’

ㅋ比ㄱ , 聲出稍厲 (正音解例 1b: 7)

ㄴㅁㆁ, 其聲最不厲 (正音解例 3b: 4)

ㅅ比ㅈ, 聲不厲 (正音解例 3b:7)

(11)의 내용을 보면 ≪말듬≫에서 쓰는 ‘세다’와 ‘약하다’는 훈민정음에서

‘청탁’에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는 ‘厲’나 ‘不厲’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포

착된다. 따라서 (11)의 내용과 ≪말듬≫의 내용을 대응시켜 보이면 다음의

<표 4>와 같이 정리된다.

12) 주시경은 ≪국어문법≫(11-12) ‘읏듬소리의 때’, ≪말의 소리≫(ㄱㄹ) ‘홀소리의 때’에

서 ‘강약’을 모음을 변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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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위치

조음 방법
아금이 헤 입살 압이 목구녁 비고

세다(厲) ㄱ ㄷ ㅂ ㅈ
ㅎ

ㆆ

차청인 ‘ㆆ’을 빼고 다

전청자

연하다(不厲) ㅇ ㄴ ㅁ ㅅ ㆁ
불청불탁은 聲이 不厲

ㄹ

<표 4> ≪말듬≫의 ‘강약’과 훈민정음의 ‘厲’의 비교

<표 4>를 보면 ≪말듬≫의 ‘강약’과, 훈민정음에서 청탁과 관련지어 설명

하고 있는 ‘厲’와 ‘不厲’가 대응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전청’과 ‘차청’을 모두 ‘厲’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앞서 ‘ㅎ’이 ‘ㆆ’보다

좀 더 세다고 설명한 것을 ‘ㆆ: ㅎ’이 둘다 센 음이되 정도상의 차이로 이

해한 것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ㄹ’을 훈민정음에서는 불청불탁음에 포함되므로 세지 않은 음으

로 인식하였으나 이규영은 ‘ㄹ’에 대하여 강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규영이 ‘ㄹ’을 ‘ㄷ’이나 ‘ㄴ’과 같은 조음 위치이지만 ‘ㄷ’이나 ‘ㄴ’과

가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파악하여 강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

다고 판단된다.13)

이규영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자음들을 청탁과 가획의 원리에 대한

13) 이규영이 가획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주시경의 인식을 수용하였다고 판단된

다. 주시경은 ≪국문강의≫에서부터 훈민정음의 가획의 원리를 ‘ㄱ: ㅋ, ㄷ: ㅌ, ㅂ: ㅍ,

ㅎ:ㆆ’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국문강의≫ 52). 그러다가 ≪고등국어문전≫(1909) ‘字

母의 形體’에 와서는 ‘ㄴ:ㄷ, ㅅ:ㅈ, ㆁ:ㆆ’ 등도 가획의 원리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규영의 가획에 대한 인식은 주시경의 ≪고등국어문전≫의 영향을 수용한 것

이다(≪고등국어문전≫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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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통하여 이들을 ‘세다’와 ‘연하다’14)로 구분함으로써 훈민정음의 ‘厲’

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규영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게 된 것

은 주시경의 인식을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다.15)

요컨대, 이규영이 사용한 ‘세다’와 ‘연하다’라는 용어는 자음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아설순치후’라는 조음 위치와 함께 ‘청탁’과 ‘가획’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훈민정음의 ‘厲’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

장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주시경학파의 자음의 분류 기준을 종합하자면, 주시경은 자음을 “분합”

(이병근, 1985)의 기준으로, 김두봉은 자음을 초기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구분하다가 후에는 조음 위치, 조음 방법과 유성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규영은 자음을 초기에는 조음 위치와 ‘강약’으로 분류하다가

후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이규영이 후기에 조음 위

치와 조음 방법으로 자음을 구분하는 인식은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한 것으

로 보인다.

3.2.2. 단자음

단자음을 다룬 저술로 주시경의 ≪국문문법≫, ≪국문강의≫, ≪말≫, ≪

14) ‘연하다’라는 용어는 주시경이 자음 ‘ㅎ’을 설명할 때 쓰였으므로 이규영의 인식과 다

르다. 주시경은 ‘ㅎ’을 성질이 “淸고 軟音”(≪국어문전음학≫ 24-25)이라 했는데

이 ‘ㅎ’이 淸音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근거이므로 이규영이 ≪말듬≫에

서 ‘세다’로 본 것과 다른 것이다.

15) ‘강하다’라는 용어를 주시경은 ‘ㄴ, ㄹ, ㅁ’을 설명할 때 사용한 바 있다. 자음의 연쇄

에서 “ㄴ, ㄹ, ㅁ 의 音은 强”(≪말≫ 12)다고 주장한 것은 주시경이 자음에 강도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송철의, 2010: 41). 자음에 강도가 느껴진다고 인식한

점은 주시경과 이규영이 동일하지만 이규영은 ‘ㄴ, ㅁ’을 ‘ㄷ, ㅂ’과의 관계 속에서 강

도가 약하다고 파악한 것이므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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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단자음 출전

주시경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국문문법(1905)

주시경 ㄱ, ㄴ, ㄷ, ㄹ, ㅂ, ㅁ, ㅅ, ㅇ, ㅈ, ㅎ, ㆆ, ㆁ

국문강의(1906),

국어문전음학(1908)

고등국어문전(1909)

이규영 〃 말듬(1913)

주시경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말(1906-1908),

국어문법(1910),

소리갈(1913),

말의 소리(1914)

주시경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조선어문법(1913)

김두봉 〃 조선말본(1916)

이규영 〃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

김두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ㅗ, ㅜ(‘ㅘ’나 ‘ㅝ’ 따위의 첫소리),

ㅣ(‘ㅑ, ㅕ’ 따위의 첫소리)

깁더 조선말본(1922)

<표 5> 주시경학파의 단자음

국어문전음학≫, ≪고등국어문전≫, ≪국어문법≫, ≪소리갈≫, ≪말의 소리

≫, 김두봉의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이규영의 ≪말듬≫, ≪한글

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이 있다. 자음 목록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

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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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면 주시경의 단자음 분류는 ≪국문문법≫에서 ≪국어문법≫

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으로 정착된다. 이것은 현재 19개의 자음을 인정하고 있는 현대 한

국어의 자음 체계와 비교하면 단자음은 10개로 9개가 더 적다. 이는 유기

음과 경음 전체가 모두 중자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중간

단계의 자음 분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ㆆ, ㅇ’은 이규영

의 ≪말듬≫에 수용되고,16) 최종 단계의 자음 분류는 김두봉의 ≪조선말본

≫, 이규영의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에 수용되었다. 그러다가

김두봉이 ≪깁더 조선말본≫에서 반자음을 자음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음의

분류에 큰 변동이 생겼다.

다음으로 단자음의 목록에 변화를 보인 ‘ㅈ, ㅎ, ㆆ, ㅗ, ㅜ, ㅣ’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ㅈ’의 경우, 주시경은 ≪국문문법≫에서 ‘ㅈ’이 ‘ㅅ’에 가획을 하여

된 점과 자회와 통석에서 ‘탁음’편에 넣어서 다룬 점을 고려하면 ‘ㅈ’을 중

자음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 음가를 보면 단음이라고 주장하였다.17) 이와

같은 인식을 ≪국문강의≫부터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ㅈ’을 단자

음에 포함시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ㅎ’의 경우, 주시경은 ≪국문강의≫에서 ‘ㅎ’을 ‘ㆆ’과 ‘ㅎ’의 合音으로 보

았다. 그러다가 ≪말≫에 오면 단음으로 인식하게 된다.

(12) ‘ㅎ’도 난홀 수 업는 음이라 이 不可치 안이나 ‘ㆆ’보다 탁으

16) 정승철(2005: 98)에서 ‘ㆆ, ㅇ’을 자음 목록에 포함한 논의로 주시경의 <國文硏究案>

과 ≪국어문전음학≫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음을 훈민정음의 분류 방식을 빌

려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국어문전음학≫에서 확인된다.

17) ≪국문문법≫(10)에서 주시경은 “ㅈ는 그 모양이 ㅅ에 ㅡ를 더얏고 자회와 통셕에

ㅈ를 탁음편에 썻지라 그런즉 ㅈ를 ㅅ의 탁음이라 겟지금 닑로 미루어

보면 그 음이 쳥니라⋯(중략)⋯ㅈ가 ㅅ의 탁음은 아니니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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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ㅎ’는 곳 ‘ㆆㅎ’의 合音이되니라 (≪국문강의≫ 57)

(13) 訓民正音의 規模로 보면 ‘ㅎ’는 ‘ㆆㅎ’의 合音이라 터인‘ㅎ’는

‘ㆆ’에 ‘ㅎ’를 合소라 면 ‘ㅎ’가 ‘ㆆ’를 合여도 ‘ㅎ’란 말이

니 곳 ‘ㅎ’가 ‘ㅎ’란 말이요 ‘ㅋ’를 分離면 ‘ㄱㅎ’가 되는 것과 달

흔즉 ‘ㅎ’는 ‘ㆆ’보다 濁다고는 지언정 무엇과 무엇의 두 소

가 合것이라고는 수 없은즉 무엇의 合音이라 수 없고 淸

音의 全淸이라고 수는 없으나 分離수 없으니 淸音에 列이

便고 濁音이라 것이 업니라 ‘ㅎ’의 性質이 성기고 약

여 달흔 子音과 連에는 加疊되지 안코 先後分別없이 混合되

니 이도 濁音이 안인 緣由니라 訓民正音에 ‘ㅎ’를 竝書라

엿으니 이도 ‘ㅎ’가 實用은 淸音되는 緣由니라 (≪말≫ 10)

(12)를 살펴보면 주시경은 ‘ㅎ’을 더 나눌 수 없는 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성질이 ‘ㆆ’보다 濁한 음이므로 ‘ㆆㅎ’의 합음이라고 주장하였다. (13)에서는

‘ㅎ’을 ‘ㆆㅎ’의 합음으로 볼 경우 ‘ㅋ’을 ‘ㄱㅎ’으로 분리가능한 것과 다른

경우라고 보면서 ‘ㅎ’을 청음으로 주장하였다. 아울러 ‘ㅎ’이 다른 자음과

유기음을 만들 수 있는 점과 훈민정음에서 ‘ㅎ’을 병서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 점을 제시하여 ‘ㅎ’을 청음으로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시경은 ‘ㆆ’을 ≪국어문전음학≫에서는 단자음 목록에 포함시

켰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음이라고 하였다.

(14) ‘ㆆ’字는 ‘ㅎ’보다 淸고 軟音인前에는 初聲을 ㆆ字로 記

漢文字의 初聲은 應當 ‘ㆆ’로 發엿겟고 支那人은 ‘ㆆ’字의 初聲을

發는 字가 有나 國語에는 此音이 無니라 (≪국어문전음학≫

24-25)

그러나 ≪고등국어문전≫에서는 ‘ㆆ’이 그에 근사한 ‘ㅎ’으로 변하였다고

하면서도 단자음 목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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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ㆆ’은 國音에 無音이나 漢音 影母로 用던 것이요 또 ‘ㆆ’과

‘ㅎ’가 相同고 但 ‘ㆆ’ 虛 ‘ㅎ’ 實뿐인 故로 ‘ㅎ’에 並合엿

니라 (≪고등국어문전≫ 10)

김두봉은 ‘ㆆ’을 조음 위치가 목청소리이고 ‘ㅎ’보다 가벼우나 그 당시에

쓰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단자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규영은 ‘ㆆ’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단자음에 포함시키고, 김두봉과 마

찬가지로 목청소리로 인식하였다.

(16) ‘ㆆ’은 목구역으로 헤를 누리며 임을 버리고 나이는 것 (≪말듬≫

8)

그 다음으로 ‘ㅇ’을 살펴보면 주시경은 <國文硏究案>과 ≪국어문전음학

≫에서 ‘ㆆ’과 함께 단자음 목록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발음되는 단자음으

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 10개만을 인정하였다(한택동,

1998: 72). 김두봉은 ‘ㅇ’이 목청소리이지만 실제로 발음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이규영은 ‘ㅇ’을 “있는 듯 없는 듯한 듯하야 읏듬소리가 이어서 질 때

에 ㅇ을 붙이어서 따로 남을 보임이라”(≪말듬≫ 4-5)고 하여 목청소리로

인식하고 단자음 목록에 포함시켰다.

(14)에서 주시경이 ‘ㆆ’은 한국어에 없는 음이라고 하였지만 이규영은

(16)에서처럼 ‘ㆆ’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음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이

를 미루어 보면 ‘ㆆ’와 ‘ㅇ’의 경우, 이규영이 주시경의 단자음 목록을 가져

오되 주시경이 주장하고자 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훈민정음에서 분류한 단

자음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17) 아금이: ㄱ, ㆁ 헤: ㄷ, ㄴ, ㄹ 입살: ㅂ, ㅁ 압이: ㅈ ㅅ 목구역

ㆆ ㅎ ㅇ (≪말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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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두봉은 ≪깁더 조선말본≫에서 ‘ㅘ, ㅝ, ㅑ’의 첫소리에 쓰

이는 ‘ㅗ, ㅜ, ㅣ’를 단자음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조선말

본≫을 포함한 다른 저술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저술들에서는 ‘ㅘ, ㅝ, ㅑ’

의 첫소리에 쓰이는 ‘ㅗ, ㅜ, ㅣ’를 단모음으로 인식하였지만, ≪깁더 조선

말본≫에서 ‘ㅘ, ㅝ, ㅑ’를 첫소리에 쓰이는 ‘ㅗ, ㅜ, ㅣ’를 늘일 수 없는, 즉

활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저술에서 단모음으로 설정한 ‘ㅗ,

ㅜ, ㅣ’를 단자음에 분류하였다. 말하자면, 주시경이 중모음에 분류한 ‘ㅚ,

ㅟ, ㅣ’를 김두봉은 반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보고 반자음을 단자음 목록

에 포함한 것이다(이병근 1980: 526, 이필영, 1990: 121).

요컨대, 주시경은 단자음을 중간 단계에서는 12개로, 최종적으로 10개를

설정하였다. 중간 단계에서 설정한 단자음 12개는 이규영의 ≪말듬≫에 수

용되었다. 최종 단계에서 설정한 단자음 10개는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이규영의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 수용되었다. 그러다가 김두

봉이 ≪깁더 조선말본≫에서 반자음을 단자음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자

음 목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김두봉이 음성학적

지식이 심화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3.2.3. 중자음

주시경학파의 중자음에는 현대 음운론의 유기음, 경음, 자음군에 해당하

는 것들이 포함된다. 중자음을 다룬 저술로 주시경의 ≪국문문법≫에서 ≪

말의 소리≫에 이르기까지의 저술, 김두봉의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

본≫, 이규영의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이 있다.

주시경은 중자음에 관하여 용어의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탁

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합음’, ‘겹소리’ 등으로 변동이 있었고, 최

종적으로 ‘거듭소리’로 정착되었다.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

말본≫, 이규영의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주시경의 ≪말의

소리≫의 용어를 따르고 있다. 이규영의 ≪말듬≫은 주시경의 ≪국어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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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를 따르고 있다.

먼저 주시경학파의 유기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시경은 유기음에 관

하여 용어의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탁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후에는 ‘혼합음’, ‘혼음’, ‘섞임소리’ 등으로 변동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섞임

거듭소리’로 정착되었다.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 이

규영의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주시경의 ≪말의 소리≫의 용

어를 따르고 있다. 이규영의 ≪말듬≫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의 용어를

따르고 있다.

학자 목록 유기음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 ㅋ, ㅌ, ㅍ, ㅊ, 등 ‘ㅎ’와 섞일 수 있는 자음

<표 6> 주시경학파가 인식한 유기음

<표 6>에서 보면 주시경이 ‘ㄱ, ㄷ, ㅂ, ㅈ’과 ‘ㅎ’의 연쇄인 ‘ㅋ, ㅌ, ㅍ, ㅊ’

등을 유기음에 해당하는 음으로 설정하였다.18) 즉 주시경은 자음의 연쇄

18) 주시경은 국문문법(1905)에서 ‘ㅿ, ㅈ, ㅎ, ◇, ㆁ, ㆆ’을 중자음으로 인식하였다. 여기

에서 주시경이 ‘ㅿ’을 ‘ㅅㅇ’의 합음으로 보다가 ≪국문강의≫에 가서는 ‘ㄹㅎ’의 합음

으로 보았다. 그러다가 <국문연구안>에 가서는 그 음이 난해하고 ‘ㅿ’자가 아니라도

표기할 수 있으므로 다시 쓰지 않겠다고 하였다. ‘◇’을 ‘ㅁㅇ’의 합음으로 보고 ‘ㅱ’으

로 표기한다고 했다가 현실음에 대응하는 음을 찾기 어려워서 쓰지 않기로 하였다.

‘ㅈ, ㅎ’은 단자음에 포함시키고, ‘ㅇ, ㆆ’은 ≪국어문전음학≫에서부터 현실음에 존재

하지 않는다고 단자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에서부

터, ‘ㅎ’와 섞일 수 있는 자음의 연쇄를 유기음에 포함시켰는데, ≪고등국어문전≫에서

는 자음군에 포함시키다가 ≪국어문법≫에서부터 다시 유기음에 포함시켰다. 김두봉

과 이규영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유기음의 목록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의 인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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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즉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소 배열로 유기음을 파악하고 있다.

(18) ㄱ. 混音은 單音에 ‘ㅎ’音을 先던지 後던지 其 合이 混然히

善合니 (≪고등국어문전≫ 7)

ㄴ. ‘ㅊ, ㅋ, ㅌ, ㅍ, ㄶ, ㅎㄴ, ㅎㄹ, ㅀ’과 같은 것들은 섞임소리니,

두 소리가 몬저 되고 나종되는 다름이 없이 한 가지로 나는

것이니 (<普中親睦會報> 제1호, ≪주시경전서≫ 3: 261)

김두봉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유기음으로 설정하였다. 김두봉은

‘ㅋ, ㅌ, ㅍ, ㅊ’ 등을 자음 연쇄에서의 음소 배열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설명을 통하여 ‘ㅋ, ㅌ, ㅍ, ㅊ’ 등을 단음으

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깁더 조선말본≫ 31-33). 그 이유로 ‘ㅋ,

ㅍ, ㅌ, ㅊ’ 등은 “ㄱ, ㄷ, ㅂ, ㅈ 등과 같으되 다만 그 나는 힘만 다를 뿐으

로 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ㅋ, ㅌ, ㅍ, ㅊ’을 ‘ㄱ, ㄷ, ㅂ, ㅈ’

등의 조음 위치에서 기식성을 수반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고 포착한 것이

다. 즉 같은 조음 위치에서의 조음 방법의 차이로 보았다(古賀聰, 1999:

87).

이규영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ㅋ, ㅌ, ㅍ, ㅊ’ 등을 유기음으로 인식하

였다. 그리고 유기음을 자음 연쇄에서의 음소 배열로 인식했으나 김두봉처

럼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인식이 도달하지 못하였다

(≪말듬≫ 10, ≪현금 조선문전≫ 5).

다음으로 주시경학파의 경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시경은 경음에 관

하여 용어의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쌍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후에는 ‘쌍합음’, ‘짝소리’ 등으로 변동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짝거듭소리’로

정착되었다.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 이규영의 ≪한글

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주시경의 ≪말의 소리≫의 용어를 따르고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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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규영의 ≪말듬≫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의 용어를 따르고 있다.

학자 목록 경음

주시경 ㄲ, ㄸ, ㅃ, ㅆ, ㅉ, ㅥ, ㅁㅁ, ㄹㄹ, ㆀ, ㆆㆆ, ㆅ

김두봉 ㄲ, ㅥ, ㄸ, ㅃ, ㅆ, ㅉ

이규영 ㄲ, ㄸ, ㅃ, ㅆ, ㅉ, ㅥ, ㅁㅁ, ㆀ, ㄹㄹ, ㆅ

<표 7> 주시경학파가 인식한 경음

<표 7>을 살펴보면 주시경은 경음19)에 해당하는 “짝소리”를 같은 소리끼

리 거듭하는 것, 즉 ‘ㄲ, ㄸ, ㅃ, ㅆ, ㅉ, ㅥ, ㅁㅁ, ㄹㄹ, ㆅ, ㆀ, ㆆㆆ ’ 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음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같은 자음의 연쇄를 말

하는 것이다.

(19) ㄱ. 雙音은 單音이나 混音을 勿論고 同一音이 並發을 謂

이니 (≪고등국어문전≫ 8)

ㄴ. ‘ㄲ, ㅥ, ㄸ, ㄹㄹ, ㅁㅁ, ㅃ, ㅆ, ㆀ, ㅉ’와 같은 것들은 짝소리

니. 이는 같은 소리끼리 겹치는 것을 이름이니 (<普中親睦會

報> 제1호, ≪주시경전서≫ 3: 261)

김두봉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경음을 같은 소리끼리 거듭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김두봉은 ‘ㄲ, ㄸ, ㅃ, ㅆ, ㅉ’ 등을 같은 자음끼리의 연쇄로 인

식했을 뿐만 아니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설명을 통하여 ‘ㄲ, ㄸ,

ㅃ, ㅆ, ㅉ’ 등을 단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깁더 조선말본≫

19) 주시경이 저술에 따라 설정한 경음의 목록이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주시경의

경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록에서 보이는 차이는 논외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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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그 이유로 ‘ㄲ, ㄸ, ㅃ, ㅆ, ㅉ’ 등은 “‘ㄲ’소리를 낼 때에는 혀뿌리를

여린입웅에 닿이기를 ‘ㄱ’둘만큼 단단하게 할 따름이요”을 제시하였다. 즉

‘ㄲ, ㄸ, ㅃ, ㅆ, ㅉ’을 ‘ㄱ, ㄷ, ㅂ, ㅈ’ 등의 조음 위치에서 ‘긴장성’을 인식한

조음 방법의 차이로 보았다고 여겨진다.

이규영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ㄲ, ㄸ, ㅃ, ㅆ, ㅉ’ 등을 경음으로 인식하

였다(≪말듬≫ 10, ≪현금 조선문전≫ 7-8). 그리고 경음을 같은 자음끼리

의 연쇄로 인식했으나 김두봉처럼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으로 설명하는 데

까지 인식이 도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음군에 관한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보면, 주시경은 ‘ㅎ’

을 제외한 다른 자음끼리의 연쇄를 말한 것이다. 자음군에 해당하는 용어

는 처음에는 ‘배음’이었다가, 이후에는 ‘첩합음’, ‘첩음’과 ‘덧소리’로 변동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덧거듭’으로 정착되었다. 초기에 주시경은 자음군을

‘ㅎ’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소리끼리 합한 음이라고 인식하였다. 예컨대,

‘ㅀ’, ‘ㄹㅍ’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용어를 ‘덧소리’로 바꾸면서 ‘ㅎ’을 포함

하지 않는 다른 소리끼리의 연쇄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이른다.

(20) ㄱ. ‘ㄺ, ㄹㄴ, ㅪ, ㄻ, ㄼ, ㄽ, ㄹㆁ, ㅀ’ 이런 것들은 셔로 갓지 아

니음리 합것인 고로 음이라 만‘ㄹㄴ, ㅪ,

ㄽ, ㄹㆁ, ㅀ’ 갓흔 것들은 지금 쓰지 아니고 ‘ㄴㄱ, ㅦ’ 이런

위 합음은 단히 만음이로 다 적지 못니 미루어 보면

무슨 소리던지 그 음로 수시변통(隋時變通)야 못 긔록이

업니라 (≪국문문법≫ 12)

ㄴ. 疊音은 單音이나 混音을 勿論고 不同音이 合야 先後가

不錯고 疊으로 發을 謂이니 (≪고등국어문전≫ 9)

ㄷ. ‘ㄺ, ㄼ’과 같은 것들은 덧소리니, 이는 몬저 되고 나종 되는

다름이 잇는 것이라 (<普中親睦會報> 제1호, ≪주시경전서≫

3: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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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은 (20)에서처럼 자음군을 서로 다른 자음의 연쇄라고 정의를 내렸

다. 그러나 제시한 용례를 통하여 ‘ㅀ, ㄶ’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ㅎ’을 제

외한 다른 자음 사이의 연쇄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두봉도 (20ㄷ)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음군을 “몬저 되고 나종 되는

다름이 잇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21) 덧거듭은 그 거듭되는 자리대로만 소리가 나는 것이니. 다시 말하

면 몬저 거듭된 소리는 몬저 나고 나종 거듭된 소리는 나종 나나

니라” (≪조선말본≫ 40, ≪깁더 조선말본≫ 33-34)

(21)을 보면 김두봉이 주시경의 인식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김두봉은 주시

경이 내린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 자음군을 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

다.

(22) 두 홀소리 사이에 두어 ‘악다’(말은 아니라)라 부르면 두 ‘ㅏ’ 사이

에 ‘ㄱ, ㄷ’이 한 덩이로 거듭하나니라. 그러나 처음 ‘ㅏ’ 소리 담에

는 혀뿌리를 목젖에 닿이고 그 담에는 혀끝을 센입웅에 닿이고 그

담에 끝에 ‘ㅏ’를 내나니. 처음 ‘ㅏ’ 담에 혀뿌리를 목적에 닿임은

‘ㄱ’이요. 그 담에 혀끝을 센입웅에 닿임은 ‘ㄷ’이라 (≪조선말본≫

40, ≪깁더 조선말본≫ 34)

(22)에서처럼 김두봉이 모음 사이에 한 덩이로 된 자음군 ‘ㄱㄷ’을 선행하

는 ‘ㄱ’의 발음 방법과 후행하는 ‘ㄷ’의 발음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음군은

겹치는 순서에 따라 발음되는 한 덩어리로 된 거듭, 즉 ‘덧거듭’나는 소리

라고 인식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음 사이에 한 덩어리로 된 거듭을 주시경

은 두 모음 사이에서의 한 뭉치음이라는 용어로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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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雙音이던지 配音이던지 雙音에 달흔 音이 더 것이던지 配音에

달흔 音이 더 것이던지[원문 것던지]20) 두 母音 사이에서 發

면 加疊는 先後는 잇으나 여러 音이 안이요 한 뭉치음이라 

만니라 (≪말≫ 10)

(22)와 (23)을 통하여 김두봉이 주시경의 자음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

서 음성학적인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주시경의 자음군에 대한 인식을 발전

적으로 계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규영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자음군을 ‘ㄱㅂ’ 등 ‘ㅎ’을 제외한 다른 자

음끼리의 연쇄로 인식했으나 김두봉처럼 음성학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인

식이 도달하지 못하였다(≪말듬≫ 10, ≪현금 조선문전≫ 7).

요컨대, 주시경은 중자음을 단자음의 합음이되,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소

의 배열로 인식하였다. 김두봉과 이규영은 주시경의 이와 같은 인식을 수

용하였다. 여기에서 김두봉은 중자음을 음성학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유기

음과 경음에 해당하는 “섞임거듭”과 “짝거듭”을 단자음으로 볼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시경의 인식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였다.

3.3. 모음

주시경학파에서 제시된 모음21)의 정의는 크게 주시경의 정의와 김두봉의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시경은 ≪국문문법≫에서 ≪말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음을 자발적 또는 홀로 나는 소리라고 일관되게 인식하였다.

20) 정승철(2005: 106) 참조.

21) 여러 저술에서 쓰인 문법 용어는 달라도 뜻이 같게 사용되었으므로 인용할 때는 원

문대로 하되 논의할 때는 일괄적으로 모음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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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ㄱ. 스사로 발음이니 모든 음에 원톄요. 고하장단의 분별이

잇나니라 (≪국문문법≫ 4)

ㄴ. 읏듬소리22)는 자발하는 음 (≪국어문법≫ 1)

ㄷ. 홋소리는 홀로 내는 소리를 이름이니라 (≪말의 소리≫ㄱ)

김두봉은 모음을 성대의 진동을 수반하고 여러 조음 위치에서 장애를 받

지 않고 나는 소리로 인식하였다.

(25) ㄱ. 홀소리(母音)은 소리청이 떨어서 나는 소리결이 우목구녁, 코

구녁, 입안들에 지낼 때에 그 함께 울림으로 말미암아 다음

소리결을 더하거나 또는 덜어서 여러 가지가 되는 소리빛을

이름이니 (≪조선말본≫ 7)

ㄴ. 홀소리(母音)는 내 쉬는 숨이 목청만 떨어 울리어 나는 소리로

다른 내틀의 막음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깁더 조선말본

≫ 17)

이규영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모음을 스스로 나는 소리라고 정의를 내

렸다.

(26) ㄱ. 읏듬소리는 스사로 나는 소리를 이름 (≪말듬≫ 1)

ㄴ. 母音은 우리 입으로 그것만으로도 發할 수 있는 소리니 (≪현금

조선문전≫ 2)

주시경과 이규영이 모음을 스스로 나는 소리라고 정의한 것은 전통적인 모

22) 이기문(1976:48)은 주시경이 ≪國文硏究≫에서 내린 자음과 모음의 정의가 그의 모든

저서에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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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대한 이해 또한 성운학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김두

봉이 다른 학자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생리음성학적으로 말소리가 성대의

진동을 수반하면서 조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로 모음을 정

의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생리음성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었

던 것은 김두봉이 초보적인 근대 음성학의 지식을 운용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古賀聰, 1999: 41).

3.3.1. 모음의 분류

모음의 분류를 다룬 저술로는 주시경의 ≪국문강의≫,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소리갈≫, ≪말의 소리≫, 김두봉의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23) 이규영의 ≪말듬≫, ≪한글적새≫ 등이 확인된다.

우선 주시경의 모음의 분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주시경은 모음을

‘슌일한 모음, 단음’으로 기술하고, 단음들이 합성된 것을 합음으로 보았다.

(27) ㄱ. ‘ㅏ, ㅓ, ㅗ, ㅜ, ㅡ, ㅣ’ 이 여섯 는 다시 난홀 수 없슌일

모음인이것이 국문 모든 모음의 근본이요 가이 텬디

간 모든 모음 분별의 근본이 되니라 (≪국문강의≫

45-46)

ㄴ. ‘ㅏ, ㅓ, ㅗ, ㅜ, ㅡ, ㅣ’ 六字는 다시 分수 업는 單純母音

이니 國文母音의 元素요 天地에 自在母音의 元素라(≪국어

문전음학≫ 26)

ㄷ. ‘ㅏ, ㅓ, ㅗ, ㅜ, ㅡ, ㅣ’ 이 여섯 는 다시 나놀 슈 업시 슌일

모음이요 ‘ㅑ’는 ‘ㅣㅏ’의 합음이요 ‘ㅕ’는 ‘ㅣㅓ’의 합음이요

‘ㅛ’는 ‘ㅣㅗ’의 합음이요 ‘ㅠ’는 ‘ㅣㅜ’의 합음이요 ‘ㆍ’는 ‘ㅣㅡ’

23) 이돈주(1995: 85)에서는 김두봉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소리내틀’, ‘표준 소리’, ‘소리의

갈래’ 등은 주시경(1914)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보충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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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음인(≪국문문법≫ 7)

(28) 此를 觀면 母音의 合音은 ‘ㅏ, ㅓ, ㅗ, ㅜ, ㅡ, ㅣ’ 六元素의

相合는 것이라 (≪국어문전음학≫ 29)

(27)과 (28)을 통하여 주시경은 모음을 순일한 모음과 합음으로 분류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순일한 모음과 합음을 주시경은 ≪국어문법≫

에서는 ‘홋소리’와 ‘겹소리’로 바꾸었다가 ≪소리갈≫과 ≪말의 소리≫에서

는 ‘홋소리’와 ‘거듭소리’로 바꾸었다.

김두봉은 모음을 “홀소리”와 “홀소리의 거듭”으로 나누었다.

(29) 홀소리: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홀소리의 거듭: ㅑ, ㅕ, ㅛ, ㅠ, ㅘ, ㅝ, ㅒ, ㅖ, ㅚ, ㅟ, ㅢ, ㅙ, ㅞ

(≪조선말본≫ 31-32, 33-36)

김두봉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모음에 대한 분류 기준을 보이면 다음과 같

다.

모음 저술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ㅏ 후설 중모음 혀뒤 가온소리 앞 열 예사소리

ㅓ 후설 저모음 혀뒤 낮히 소리 뒤 반열 예사소리

ㅗ 원순 중모음 혀뒤 가온 입살 옴으리 소리 뒤 반닫 둥근소리

ㅜ 원순 중모음 혀뒤 낮히 입살 좁흐리 소리 뒤 닫 둥근소리

ㅡ 중설 중모음 혀몸 가온 소리 사이 닫소리(입술 모양 언급 없음)

ㅣ 전설 고모음 혀바닥앞 높이 소리 앞 닫 넙적소리

ㅐ 후/전설 고모음 혀바닥뒤 높이 소리 앞 받열 예사소리

ㅔ 전설 저모음 혀바닥앞 낮히 소리 앞 반닫 넙적소리

<표 8> 김두봉이 제시한 모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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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을 보면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은 각 모음의 명칭과 조

음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말본≫은 조음 위치인 ‘혀’와 ‘입술’을 가

지고 모음의 분류 기준을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등 세

가지로 들었다. ≪깁더 조선말본≫은 조음 위치인 ‘혀, 입술, 코구녁’을 가

지고 모음의 분류 기준으로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코구

녁’ 등 네 가지 기준을 들었다. 하지만 “‘코소리’는 중국이나 프랑스말의 모

음에 너덧 개 있는 모양이나 한국어의 모음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 실

제로는 ≪조선말본≫과 같이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24) 나아가 ≪깁더 조선말본≫은 모음삼각도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두 저술은 모음의 명칭과 조음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ㅗ’와 ‘ㅜ’는 ≪

조선말본≫에서 입술의 모양만 제시하던 것에 비하여 ‘혀의 위치, 혀의 높

이’를 추가한 것이 주목되고 ‘ㅏ, ㅔ’는 혀의 위치에서, ‘ㅏ,ㅡ, ㅔ, ㅐ’는 혀

의 높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김두봉이

현대 음성학적 설명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서 ≪깁더 조선말본≫은 ≪조선

말본≫보다 훨씬 뛰어난 설명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김승곤, 1989:

44).

이규영은 모음을 “홀소리”와 “홀소리의 거듭”으로 나누었다.

(30) ㄱ. 홀소리: ㅏ, ㅓ, ㅗ, ㅜ, ㅡ, ㅣ

홀소리의 거듭: ㅑ, ㅕ, ㅛ, ㅠ, ㆍ, ㅐ, ㅔ, ㅚ, ㅟ, ㅘ, ㅝ, ㅙ,

(≪말듬≫ 2-3)

ㄴ. 홀소리: ㅏ, ㅓ, ㅗ, ㅜ, ㅡ, ㅣ

홀소리의 거듭: 해당 사항이 없음 (≪한글적새≫ 10)

ㄷ. 홀소리: ㅏ, ㅓ, ㅗ, ㅜ, ㅡ, ㅣ

24) 이진호(2009: 45)에서 코구녁은 소위 비모음과 구강모음을 구분하는 구분으로 한국어

에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 기준이 쓰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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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소리의 거듭: ㅑ, ㅕ, ㅛ, ㅠ, ㆍ, ㅐ, ㅔ, ㅚ, ㅟ, ㅢ, ㅘ, ㅝ,

ㅒ, ㅖ, ㅙ, ㅞ (≪현금 조선문전≫ 4)

이규영의 모음의 분류 기준은 ≪말듬≫과 ≪한글적새≫에서 확인된다.

용어 저술 말듬 한글적새

ㅏ 입을 열고 혀뒤 가온소리 (후설 중모음)

ㅓ 입을 버리고 혀뒤 낮히 소리 (후설 저모음)

ㅗ 입을 오믈이어서 열고 입살 옴으리 소리(원순)

ㅜ 입을 불고 입살 좁흐리 소리(원순)

ㅡ 입을 빗기고 혀몸 가온 소리(중설 중모음)

ㅣ 입을 바러게 하고 혀앞 높이 소리(전설 고모음)

<표 9> 이규영의 저술에 보이는 모음에 대한 기술

<표 9>를 보면 ≪말듬≫은 6개의 단모음을 ‘입의 모양’이라는 기준으로 나

누고 있지만 ≪한글적새≫는 ‘혀’와 ‘입술’이라는 두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이규영이 모음의 분류 기준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글적새≫를 살펴보면, 이규영은 여기에서 각 모음의 명칭

과 조음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조음 위치로는 ‘혀’와 ‘입술’ 둘을 들고 있다. 모음의 명칭에 의거하여 확

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ㅣ: ㅡ :ㅏ/

ㅓ’를 구분하고 혀의 높낮이 곧 개구도에 따라서 ‘ㅣ: ㅏ/ㅡ: ㅓ’를 구분했

다. 입술 모양에 따라서 ‘ㅗ/ㅜ: 기타’를 구분했다는 점이 명확하다.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은 현재 모음의 분류 기준으로 이용되

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모음의 명칭과 조음 위치의 설정은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거의 비슷하지만 ‘ㅗ’와 ‘ㅜ’를 제외한 모음은 ‘개

구도’와 ‘혀의 자리’에 의한 것만 제시하고 ‘ㅗ’와 ‘ㅜ’는 ‘입술 모양’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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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선말본≫에 비하여 대립 관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한편, ≪말듬

≫에서 ‘ㅗ/ㅜ’를 ‘입을 오믈이어서 열고’, ‘입을 불고’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한글적새≫가 더 정밀하다.

주시경학파의 모음에 대한 분류 기준을 종합하면, 주시경은 모음을 분합

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김두봉은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입술 모

양’으로 구분하였다. 이규영은 초기에는 모음에 대하여 ‘입’을 벌리고 열고,

오므리고 하는 데까지 인식하다가 후기에는 모음을 ‘혀의 높이’, ‘혀의 앞

뒤’, ‘입술 모양’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이규영이 모음의 분류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은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3.3.2. 단모음

여기에서는 주시경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단모음 목록을 검토하겠다.

주시경은 ≪국문강의≫에서 ≪말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단모음을 6개로

설정하였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단모음을 6개로 설정하였다. 이

와 달리 김두봉은 단모음을 8개로 설정하였다.

학자 목록 단모음

주시경 ㅏ, ㅓ, ㅗ, ㅜ, ㅡ, ㅣ

이규영 ㅏ, ㅓ, ㅗ, ㅜ, ㅡ, ㅣ

김두봉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표 10> 주시경학파의 단모음

<표 10>을 통하여 주시경의 단모음의 분류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ㅏ, ㅓ, ㅗ, ㅜ, ㅡ, ㅣ’ 등 6개

로 설정하였다.

김두봉은 ‘ㅐ’와 ‘ㅔ’를 단모음으로 보아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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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를 설정하였다. 그는 ≪조선말본≫에서는 ‘ㅐ, ㅔ’를 음성학적으로 단모

음이라고 설명하고,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훈민정음과 ≪삼운성휘≫에

나온 예를 통하여 ‘ㅐ, ㅔ’를 이중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1) ‘ㅐ’는 혀바닥 뒤를 ‘ㅏ’보다 조곰 높이고 알에 턱을 열며 내쉬는

숨으로 소리청을 떨어 움즉이어 내는 홀소리니 이를 혀뒤높이소

리라 하노라 (≪조선말본≫ 17)

‘ㅔ’는 혀바닥 앞을 ‘ㅣ’보다 좀 낮히고 알에 턱을 열며 내쉬는 숨

으로 소리청을 떨어 움즉이어 내는 홀소리니 이를 혀앞높이소리

라 하노라 (≪조선말본≫ 18)

(32) ‘ㅐ’와 ‘ㅔ’는 ‘ㅏ’와 ‘ㅓ’에 ‘ㅣ’를 더하야 만글씨라 그러나 「훈

민정음」에 ‘ㅣ’는 침(侵)자의 가온대소리와 같다 하고 ‘ㅐ’와 ‘ㅔ’

는 무슨 소리 같다는 말이 없는데 이제 ‘ㅐ’와 ‘ㅔ’ 의 끝소리는

‘침’자의 가온대소리보다 다르니라 이러하므로「삼운셩휘」(三韻

聲彙)에도 ‘횡 색’(橫 色)들의 본 가온대소리 ‘ㅗ ㅏ’ 의 ‘ㅣ’는

‘침’자의 가온대 소리와 다르다 하엿을 뿐 아니라 ‘ㅐ’의 끝소리

와 ‘ㅔ’ ‘ㅣ’의 끝소리가 서로 다르므로 ‘ㅐ’와 ‘ㅔ’는 ‘ㅏ’와 ‘ㅓ’에

‘ㅣ’를 더한 소리가 아님을 지오 자세히 살피면 한 홋홀소리임

을 수 있나니라 (≪깁더 조선말본≫ 28)

기존의 연구는 김두봉이 (31)과 (32)에서처럼 ‘ㅐ, ㅔ’를 단모음으로 본

데에 대하여 김두봉이 서구의 근대적인 음성학을 접하게 되면서 공시적인

태도로 음성을 관찰하여 결과적으로 문자와 소리의 혼동에서 벗어나게 되

었다(古賀聰, 1999: 81). 반면에 주시경은 문자론적인 음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ㅐ, ㅔ’ 등을 합음으로 보았다. 이에 관하여는 주시경이 사용하는

황해도 방언의 영향(정승철, 2005: 108 각주 48)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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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중모음 목록

주시경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ㆍ, ㅐ, ㅔ, ㅘ, ㅝ, ㅟ, ㅢ,

삼중 모음 ㅙ, ㅞ, ㅖ

사중 모음 ��

이규영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ㆍ, ㅐ, ㅔ, ㅚ, ㅟ, ㅘ, ㅝ

삼중 모음 ㅒ, ㅖ, ㅙ, ㅞ

김두봉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ㅚ, ㅟ, ㅘ, ㅝ, ㅢ, ㅙ, ㅞ, ㅒ, ㅖ

(ㆍ, ㆉ, ㆌ, ㆎ 들은 이제 쓰이지 아니함)

<표 11> 주시경학파의 중모음

3.3.3. 중모음

여기에서는 중모음에 대한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먼저 주시

경의 중모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주시경학파의 여러 저술에서 확인

되는 중모음을 다음의 <표 11>과 같이 제시한다.

<표 11>에서 보인 중모음은 주시경이 “홋소리의 거듭”과 “홋소리의 거듭

하는 일”에서 다룬 것인데, 주시경은 중자음을 단자음의 합음으로 인식하

였다. 말하자면, “분합이론”(이병근, 1985)을 이용하여 중자음을 단자음의

합음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어서 주시경은 “홋소리의 거듭”을 “홋소리의

잇는 일”에서 모음과 모음이 거듭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33) ㄱ. ‘그 사람이 오아 나를 보더라’ 할 말을 ‘그 사람이 와 나를 보

더라’ 하는 것은 ‘오’와 ‘아’가 서로 맞나매 거듭하여 ‘와’가 됨

이오 (≪말의 소리≫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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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子音이 한 뭉치로 發단 말은 母音 ‘ㅗㅏ’가 合면 ‘ㅘ’로 한

뭉치음이 되는 것과 은 經緯니라 (≪말≫ 10)

(33)에서 보면 주시경은 중모음을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의 연쇄로 인식

한 것이다. 이는 주시경의 음소 배열적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다(정승철, 2003a: 40).

김두봉은 ‘ㅐ, ㅔ’를 단모음으로 설정함으로써 김두봉의 저술에서는 이중

모음만 확인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김두봉은 이중모음들인 ‘ㅑ, ㅕ, ㅛ, ㅠ

ㆍ, ㅘ, ㅝ, ㅒ, ㅖ, ㅚ, ㅟ, ㅢ’ 등을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에 의한 단모음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이병근 1980/1987: 613). 말하자면,

주시경이 중모음을 음소 배열적 환경에서 모음의 연쇄로 인식한 것을 김두

봉이 수용한 것이다.

이규영은 주시경의 이중모음과 삼중모음에 관한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였

다.

이처럼 중모음 분류와 목록에 관하여 주시경학파 내에서 제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ㅐ’와 ‘ㅔ’에 관한 것이다. 이 밖에 중모음의 목록에서 주시경

학파 내에서 보이는 차이는 ‘ㆍ’에 대한 것이다. ‘ㆍ’를 주시경이 ‘ㅣ+ㅡ’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으로 분류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규영은 주

시경과 마찬가지로 ‘ㆍ’를 ‘ㅣㅡ’의 이중모음으로 인정하였다. 김두봉은 <표

11>에서 제시한 중모음 외의 ‘ㆍ, ㆉ, ㆌ, ㆎ’ 등이 말소리에 쓰이지 않는다

고 언급함으로써 주시경이 이중모음으로 본 ‘ㆍ’을 중모음에서 제외하였다.

‘ㆍ’를 중모음에서 제외한 것은 김두봉이 ≪조선말본≫은 “이제”, 즉 그 당

시 쓰이는 말을 기록한다고 하였는바 실제 발음되지 않는 ‘ㆍ’을 모음 목록

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주시경은 중모음을 단모음의 합음으로 인식하고 이와 같은 중모

음은 모음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도 인식하였다. 김두봉과 이

규영도 주시경이 중모음을 단모음의 합음과 모음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현

상으로 인식한 것을 수용하였다. 다만 김두봉은 ‘ㅐ, ㅔ’를 단모음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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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운소 출전

주시경

高下, 長短 국문문법(1905)

高低, 長短, 廣狹 국문강의(1906), 국어문전음학(1908)

高低, 長短, 廣狹, 强弱 국어문법(1910), 소리갈(1913), 말의 소리(1914)

이규영 高低, 長短, 廣狹, 强弱 말듬(1913)

김두봉 高低, 長短 조선말본(1916), 깁더 조선말본(1922)

<표 12> 주시경학파의 운소에 관한 인식

함으로써 중모음의 분류와 목록이 주시경이나 이규영과 차이를 보인다.

3.4. 운소

이 절에서는 운소와 관련된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검토하겠다. 주시경은

모음에 ‘고하/고저, 장단, 광협, 강약’ 등과 같은 운율적 변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주시경학파의 각 저술에서 나타내는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여 검토하겠다.

<표 12>에서 주시경은 ‘高下/高低,長短, 淸濁,廣狹, 强弱’ 등 대체로 오늘날

의 운율적 운소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부터는 長短만 인정하였다. ‘廣狹’은 주시

경이 ≪국어문법≫에서부터 설정한 것이다. ‘컴컴하다’의 ‘ㅓ’와 ‘벌’의 ‘ㅓ’

의 차이를 들어 ‘廣狹’을 설명하였다. 원문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컴컴하다’라 하는 國語 ‘컴’의 ‘ㅓ’는 廣長하게(此廣의 義는 곳 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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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함을 이름이라) 發하고 ‘벌이’라 하는 ‘벌’의 ‘ㅓ’는 狹長하게(此

狹의 義 는 곳 縮口함을 이름이라) 發하 (≪국어문법≫ 12)

(34)의 용례를 통하여 보면 ‘廣狹’은 입의 여는 정도 즉 개구도로 파악된

다.25) 따라서 현재의 초분절음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김두봉은 두 저술에서 ‘홀소리의 길이와 높이’를 다루었다. ‘홀

소리의 길이’는 긴소리와 예사소리로 나누고, ‘홀소리의 높이’는 ‘높은 소리,

예사소리, 낮은 소리’로 나누어서 인식하였다. 이는 주시경이 ≪국어문법≫

에서부터 음장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과 달리 음의 고저를 추가적인 변별

적 운소로 다룬 것이다. 이는 김두봉이 기술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말 외에

자신의 동남방언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이병근, 1980: 110, 김차균, 1989b:

132).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김두봉이 소리의 길이와 높이를 통

하여 표현적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35) ‘암 그렇고 말고’하는 말에 ‘암’ 소리가 길 때에는 더욱 길임을 들

어냄이며 또 ‘이것 보오’하는 말에 ‘오’ 소리를 높이면 뭇는 말이

되고 낮히면 시기는 말이 되는 따위들이다 (≪깁더 조선말본≫

41)

(35)에서 김두봉은 모음의 소리를 길게 내거나 높게 냄으로써 운소에 표현

적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진호, 2009: 50).

25) 김석득(1992: 249)에서는 홀소리의 분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시경의 ‘高低, 長短,

廣狹, 强弱’등 분류는 마땅하지만 운율적 ‘廣狹’은 모음의 입의 펴고 오무림으로 풀이

되는 입의 ‘간극’으로 이해되므로 운율적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빠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숙희(1998: 41-42)는 주시경의 ‘廣狹’을 입의 ‘간극’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를 최현배가 원순과 비원순의 개념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주시경의 광협도 원순과

비원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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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리의 높낮이가 의사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한 데에는

엔도 류키치의 ≪시화음자 발음학≫ ‘음조’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26)

다음으로 이규영은 ≪말듬≫의 “읏듬소리의 때”에서 모음에 장단, 고저,

광협, 강약이 있다고 보았다.27)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36) 길고 자름은 소리가 나는 동안을 이름이요. 높고 낮음은 소리가

나는 몬의 울이는 헴을 이름이요. 넓고 좁음은 입을 여는 짓을 이

름이니 입을 벌이어 나임을 넓다하고 입을 좁이어 나임을 좁다

함. 굳고 무름은 소리의 힘을 이름이니 울이는 터가 크면 굳고 적

으면 무르며 갓갑으면 굳고 멀면 무르니라. 그러하나 우리글에는

다만 길고 자름만 나호와 늘 씀에 알기 쉽고 써기 좋게 하심 (≪

말듬≫ 18)

(36)을 통하여 보면 이규영의 운소에 대한 인식은 주시경의 ≪국어문법≫

의 인식을 수용ㆍ발전하였다고 판단된다. 용어를 고유어로 사용하고 여러

변별적 운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날의 운소에 대하여 주시경과 이규영은 長短으로 충분하다

고 보았는데 김두봉은 운소에 長短과 高低 둘 다 존재한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주시경이나 이규영과 차이가 난다.

26) 古賀聰(1999: 67)에서 엔도 류키치의 ≪시화음자 발음학≫ ‘음조’ 제1절 ‘조(調)에 대

하여’에서 소리의 높낮이가 의사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

한 바 있다.

27) ≪말듬≫(1913: 17)에는 “길고 자름과 높고 낮음과 넓고 좁음과 굳고 무름의 다름이

있나니”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논의의 편의상 주시경(1910)의 용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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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음운 현상

이 절에서는 현대 음운론에서 말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주시경학파의 인

식을 살펴볼 것이다. 음운 현상을 다룬 저술로 ≪국문문법≫에서 ≪말의

소리≫에 이르는 주시경의 저술,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

본≫, 이규영의 ≪말듬≫,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이 있다.

특히 ≪국어문법≫에서 ≪말의 소리≫에 이르는 주시경의 저술을 살펴보

면 주시경은 음운 현상을 “붙음소리/홀소리와 읏듬소리/닷소리의 잇는 일”

과 “붙음소리/닷소리의 잇어박구임”, “닷소리에 첫과 긋이 다름”과 “습관

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홀소리와 닷소리의 잇는 일”과 “닷소리의 잇어박구임”은 음소

배열 제약과 관련된 현상이고, “닷소리에 첫과 긋이 다름”은 음절 구조 제

약과 관련된 현상이다. 아울러 습관음28)에서는 음소 배열 제약과 음절 구

조 제약에 관련된 현상도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주시경은 ‘음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포착한 것이다.29)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음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음소 배열 제약과 음절 구

조 제약에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8) “습관음”에 대하여 허웅(1971: 21-26), 김석득(1975: 97-99), 최명옥(1977: 137-138),

한택동(1998), 정승철(2003a/2005), 송철의(2010) 등에서 논의되었다. “습관음”은 주시

경이 음학에서 “天然形勢”와 상대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주시경의 표기법

이론과 관련이 된다(최명옥 1977, 한택동 1998, 정승철 2003a/2005, 송철의, 2010). 본

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음운 현상으로 파악되는 “습관음”을 가지고 와서 주시경학파

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29) 여기에서는 세 연구자의 비교를 위하여 편의상 음운 현상의 일부만 다루었다. 주시

경이 서술한 다른 음운 현상에 관하여는 정승철(2003a/2005)로 미루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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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음소 배열 제약과 관련된 현상

음소 배열 제약이란 음소와 음소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약이다(이진호,

2008: 104). 여기에서는 배열 제약과 관련된 음운 현상 중에서 비음화와 모

음 탈락을 통하여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5.1.1. 비음화

비음화란 비음 앞에서 비음이 아닌 소리(이 경우에는 장애음)가 비음으

로 대치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김성규ㆍ정승철, 2013: 187).

주시경은 비음화에 해당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37) ㄱ. ‘ㄱ’가 ‘ㄴ, ㄹ, ㅁ, ㆁ’ 의 우에서는 ‘ㆁ’로 박구이나리라 (≪말

의 소리≫ ㅈ)

ㄴ. ‘ㅂ’가 ‘ㄴ, ㄹ, ㅁ, ㆁ’의 우에서는 ‘ㅁ’로 박구이나니라 (≪말의

소리≫ ㅈ)

ㄷ. ‘ㅅ, ㄷ, ㅈ, ㅊ, ㅌ’가 ‘ㄴ, ㄹ, ㅁ, ㆁ’ 우에서는 ‘ㄴ’로 박구이나

니라 (≪말의 소리≫ ㅈ)

(37)을 보면 주시경은 비음화를 선행하는 장애음이 ‘ㄴ, ㄹ, ㅁ, ㅇ’ 앞에서

그와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주시경이 인

식한 비음화에는 현대 음운론에서 치조비음화에 해당하는 현상도 포함된

다. 주시경은 치조비음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비음화와 치조비음

화가 일어나는 음성적 동기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주시경에게 자음이

나 모음은 원소적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이었기 때문에

입력부가 장애음이고 출력부가 비음으로 된다는 공통점만 파악하여 ‘ㄹ’을

‘ㄴ, ㅁ, ㅇ’과 같은 비음과 구별하지 않고 교체 환경으로 제시하였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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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비음화에 관한 인식은 이규영의 ≪말듬≫에서도 확인된다.

김두봉도 비음화를 비음이 아닌 소리가 ‘ㄴ, ㅁ, ㅇ’, 즉 비음 앞에서 그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38) ㄱ. ‘ㄱ’가 ‘ㄴ, ㅁ, ㆁ’ 들의 위에서는 ‘ㆁ’로 바꾸이나니 (≪깁더 조

선말본≫ 38)

ㄴ. ‘ㄷ’이 ‘ㄴ, ㅁ, ㅇ’들 위에서 ‘ㄴ’으로 바꾸이나니 (≪깁더 조선

말본≫ 38)

ㄷ. ‘ㅂ’이 ‘ㄴ, ㅁ, ㅇ’ 들의 위에서 ‘ㅁ’으로 바꾸이나니 (≪깁더 조

선말본≫ 38)

(38)을 보면 김두봉은 주시경과 달리 교체 환경으로 ‘ㄴ, ㅁ, ㅇ’, 즉 비음을

제시하였다.

(39) ㄱ. ‘ㄱ’이 ‘ㄴ, ㅁ, ㆁ’ 들의 우에서는 ‘ㆁ’으로 바꾸이나니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ㄱ’ 내는 본이 ‘ㆁ’ 내는 본과 다른 것은

다만 코소리 없을뿐인데 이제 ‘ㄴ, ㅁ, ㆁ’들을 잇어내어 그

코소리를 더하매 절로 ‘ㆁ’소리가 되기 쉽은 까닭이니라 (≪

깁더 조선말본≫ 45)

ㄴ. ‘ㄷ’이 ‘ㄴ, ㅁ, ㆁ’ 들의 우에서는 ‘ㄴ’으로 바꾸이나니 이는 다

른 까닭이 아니라 ‘ㄷ’ 내는 본이 ‘ㄴ’ 내는 본과 다른 것은 다

만 코소리 없을뿐인데 이제 ‘ㄴ, ㅁ, ㆁ’들을 잇어내어 그 코소

리를 더하매 절로 ‘ㄴ’소리가 되기 쉽은 까닭이니라 (≪깁더

조선말본≫ 46)

ㄷ. ‘ㅂ’이 ‘ㄴ, ㅁ, ㆁ’ 들의 우에서는 ‘ㅁ’으로 바꾸이나니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ㅂ’ 내는 본이 ㅁ내는 본과 다른 것은 다

만 코소리 없을뿐인데 이제 ‘ㄴ, ㅁ, ㆁ’들을 잇어내어 그 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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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더하매 절로 ‘ㅁ’소리가 되기 쉽은 까닭이니라 (≪깁더

조선말본≫ 47-48)

(39)를 보면 김두봉이 교체 환경으로 ‘ㄴ, ㅁ, ㅇ’, 즉 비음만 제시한 것은

이들이 “코소리”, 즉 음운 자질의 하나인 [+비음성]에 해당하는 음성적 성

질을 공유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비음성]이 없는 ‘ㄹ’을 주시경

과 마찬가지로 ‘ㄴ, ㅁ, ㆁ’과 함께 교체 환경으로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인식은 김두봉이 음성적으로 교체 환경의 동기를 세밀히 관

찰한 결과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김두봉이 교체 환경에 ‘ㄹ’을 포

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비음화와 치조비음화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의 음운

현상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두봉이 교체 환경으로 ‘ㄹ’을 없앰으로서 주시경에서 이루어

진 치조비음화의 설명과 모순되는 결과를 해결할 수 있었다(이진호, 2009:

51)는 지적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체 환경으로 ‘ㄹ’을 포함시킨 주

시경과 ‘ㄹ’을 포함시키지 않은 김두봉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를 다르게 인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각론’을 예로 들자면, 주

시경은 비음화를 적용시켜 ‘강론’을 만들고 치조비음화를 적용시켜 ‘강논’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김두봉은 먼저 치조비음화를 적용시켜 ‘각논’을 만들

고 비음화를 적용시켜 ‘강논’이 된 경우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30) 아울러 주시경은 치조비음화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체 환경으로 ‘ㄹ’을 포함하였다고 하여 주시경의 체계가 한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30) 이진호(2009: 30, 각주 16)에서는 ‘독립’이라는 예를 들어 주시경이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로 두 가지 모두 인정한 것이어서 비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설명이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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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ㄹ’가 ‘ㄹ, ㅅ, ㅎ’ 박에 모든 닷소리의 알에서는 ‘ㄴ’로 박구이니라

(≪말의 소리≫, ㅈ)

김두봉과 같이 비음화를 인식한 논의는 이규영의 ≪한글적새≫나 ≪현금

조선문전≫에서도 확인된다.

3.5.1.2. 모음 탈락

현대 음운론에서 모음 탈락 현상으로 다루는 어간말 ‘으’ 탈락과 동모음

탈락에 대한 인식은 주시경의 저술에서도 확인된다. 어간말 ‘으’ 탈락은

‘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말음 ‘으’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

어’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김성규ㆍ정승철, 2013: 252). 동모음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말음 ‘아’와 ‘어’가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

아’와 ‘-어’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김성규ㆍ정승철, 2013: 254).

(41) ㄱ. 커, 이는 ‘크’의 ‘ㅡ’를 ‘크어’ 두 소를 한 소로 줄여 쓰

는 것이니라 (≪말≫ 67)

ㄴ. 가 자겟다, 이는 俗에서 흔이 ‘가아’를 ‘가’로만 쓰니 이는 動

本 ‘가’의 ‘ㅏ’와 間接 ‘ㅏ’가 相連‘ㅏㅏ’가 되니 은 音이

相連즉 其勢가 自然 連發기가 좀 거북여 잘못면 한

음이 되기가 쉬음으로 두 ‘아’를 合여 한 ‘아’ 卽 ‘가’의 ‘ㅏ’

로만 쓰고 이 ‘아’ 곳 ‘가’의 ‘ㅏ’音을 좀 길게 發니라 (≪

말≫ 76)

(41)을 보면 (41ㄱ)은 어간말 ‘으’ 탈락에, (41ㄴ)은 동모음 탈락에 해당된

다. (41ㄱ)에서 주시경은 어간말 ‘으’ 탈락을 두 소리를 한 소리로 줄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1ㄴ)의 동모음 탈락은 “俗에서 흔이 ‘가아’를 ‘가’

로만 쓰니⋯動本 ‘가’의 ‘ㅏ’와 間接 ‘ㅏ’가 相連‘ㅏㅏ’가 되니 은 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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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相連즉 其勢가 自然 連發기가 좀 거북여 잘못면 한 음이 되기

가 쉬음”으로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동사 어간과 어미가 같은 모음으로 이

어질 때 “俗”에서 같은 음을 연속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하나의 음으로

흔히 발음한다는 것이다.31) 이와 같이 ‘俗’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는 점에서 주시경은 모음 탈락을 “천연형세”와 무관한, 즉 음리

에 맞지 않는다(정승철 2003a: 42-43 각주 26, 송철의 2010: 169)고 인식하

였을 것이다.

요컨대, (41)을 보면 주시경은 두 소리를 한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을 인

식하되 규칙적인 음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김두봉은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에서 이들을 “홀소리의 줄

임”이라는 부분에서 다루었다.

(42) ㄱ. 같은 홀소리를 잇어낼 때에 줄임이니. 이는 같은 소리를 겊어

내기가 재미없는 까닭이니라 말에 보기를 들면 ‘가아서’를 ‘가

서’라 하고 ‘서어라’를 ‘서라’라 함 (≪조선말본≫ 50)

ㄴ. ‘ㅡ’와 ‘ㅓ’를 잇어낼 때에 ‘ㅡ’를 줄임이니 이는 ‘ㅡ’ 소리내는

틀은 좁고 ‘ㅓ’ 소리내는 틀은 넓으므로 절로 이렇게 되기가

쉽은 까닭이니라 말에 보기를 들면 ‘뜨어가고’를 ‘떠가고’라 하

며 ‘건느어 가고’를 ‘건너 가고’라 함 (≪조선말본≫ 51)

(42)를 보면 (42ㄱ)은 동모음 탈락에, (42ㄴ)은 어간말 ‘으’ 탈락에 해당된

다. (42ㄱ)의 동모음 탈락을 김두봉은 어간과 어미가 같은 모음으로 이어질

때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가-아서→ 가서,

서-어라→ 서라’에 나타나는 ‘-아/어’의 교체는 모음조화를 따르고 있다.

31) 주시경은 ≪말≫(77)에서 ‘서 잇다’의 예도 제시하여 어간말 ‘으’ 탈락에 나타나는 ‘-

아/어’의 교체는 모음조화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시경이 음운론적 교체에 대

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승철(2003a/2005: 100-101)에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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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ㄴ)의 어간말 ‘으’ 탈락을 김두봉은 두 소리가 한 소리로 줄어든 현상으

로 인식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내는 틀의 좁고 넓음”, 즉 입이 벌

어지는 정도의 차이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은 주시경의 인식을 발전시켰

다고 판단된다.

이규영은 ≪현금 조선문전≫에서 이들을 “모음의 줄임”이라는 부분에서

다루었다.

(43) ㄱ. 같은 母音을 連發하면 한 소리가 되는 것. ‘가아서’가 ‘가서’가

되고 ‘보오’가 ‘보’가 됨 (≪현금 조선문전≫ 8)

ㄴ. ‘ㅡ’와 ‘ㅓ’를 連發하면 ‘ㅡ’는 줄이고 ‘ㅓ’만 내는 것. ‘떠어가고’

가 ‘떠가고’가 되고 ‘건느어 가고’가 ‘건너 가고’가 됨 (≪현금

조선문전≫ 8)

(43)을 보면 (43ㄱ)은 동모음 탈락에, (43ㄴ)은 어간말 ‘으’ 탈락에 해당된

다. 다만 (43ㄱ)에서 이규영은 같은 모음을 연속적으로 발음하면 한 소리가

되는 것을 모두 동모음 탈락 현상으로 인식하여 주시경과 김두봉이 인식한

동모음 탈락에 해당하는 현상과 차이가 난다.

(44) ㄱ. 같은 소리가 서로 겹치면 곳 소리가 됨. ‘ㅏ’에 ‘ㅏ’가 相連하여

合發하면 ‘ㅏ’가 되는 類 (≪국어문법≫ 13)

ㄴ. 같은 소리끼리 겹하면 한 소리가 됨 (≪말듬≫ 9)

(44)에서처럼 ‘보오’가 ‘보’로 줄어드는 현상, 즉 같은 소리가 겹쳐 한 소리

가 되는 것을 주시경은 ≪국어문법≫ “읏듬소리의 合性”에서, 이규영은 ≪

말듬≫ “읏듬소리의 거듭하는 바탕”, 즉 모음의 거듭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시경의 ≪국어문법≫이나 이규영의 ≪말듬≫에서 모음의 거

듭과 모음의 탈락은 별개의 현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영은 ≪현금 조선문전≫에서 서로 다른 현상을 같은 하나의 현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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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모음의 줄임”에서 다루게 되면서 주시경이나 김두봉과 차이를 보

인 것이다.

3.5.2.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현상

음절 구조 제약이란 음절의 구조, 즉 초성, 중성, 종성과 관련된 제약이

다(이진호, 2008: 106). 여기에서는 초성과 종성과 관련된 제약으로 현대

한국어학의 중화, 두음법칙과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되는 현상에 대하여 살

펴볼 것이다. 이 중에서 중화와 자음군 단순화는 현대 음운론에서 음절 구

조 제약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음운 현상이다(이진호, 2008: 137).

3.5.2.1. 중화

중화는 한국어의 종성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등의 일곱 개 불파음이어야 한다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서 비롯

된 것이다. 말하자면, 음절 종성에서 유기음이나 경음이 평음으로, 또 마찰

음이나 파찰음이 폐쇄음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 종성 위치에 나타날 수 있

는 자음이 불파음이어야 한다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이다(김성규ㆍ정승철,

2013: 160). 주시경은 이와 같은 종성 위치에서 일어나는 중화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뿐만 아니라 자음이 초성 위치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주시경은 음절 구조적 환경으로 먼저 초성과 종성을 구분하여 고찰하였

다. 이는 ≪말≫에서부터 ≪말의 소리≫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45) 子音의 頭起는 關係와 尾止는 關係를 아 音의 形勢가 좀 變

이 잇음 (≪말≫ 23)

(45)에서 보인 자음이 어두와 어말 위치에서 즉 음절 구조의 환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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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국어문전음학≫에서는 “子音 初終聲의 形

勢”,32) ≪국어문법≫에서는 “붙음소리의 初終의 形勢”, ≪소리갈≫에서는

“붙음소리의 첫과 끗의 다름”, ≪말의 소리≫에서는 “닷소리에 첫과 긋이

다름”에서 다루었다. 주시경이 ≪말의 소리≫에서 제시한 서술을 가져와서

살펴보겠다.

(46) ㄱ. ‘ㅅ, ㅈ, ㅈ’가 첫으로 남과 긋으로 남의 다름이 잇으나 첫으로

는 저의 소리대로 나되 긋으로는 서로 한 가지로 나나니라

(≪말의 소리≫ ㄱㄴ)

ㄴ. ‘타, 차’의 ‘ㅌ, ㅊ’도 저의 소리대고 나되 ‘���, ���’의 ‘ㅌ, ㅊ’는

그 ‘ㅎ’는 들어나지 못하고 그 남아의 ‘, ’은 우에 풀이와

한가지로 서로 다름이 업게 나나니라 (≪말의 소리≫ ㄱㄷ)

ㄷ. 짝소리는 첫으로는 둘이 다 들어나되 긋으로 맞히는 것으로 홋

소리로 나나니라 (≪말의 소리≫ ㄱㄷ)

(46)에서 주시경은 평음, 유기음과 경음에 따른 중화 현상을 다루었다. 주

시경은 평음의 중화는 음절말에 와서 ‘ㅅ, ㅈ’이 혀끝을 붙이면 동일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이진호, 2009: 35). 유기음의 중화는 ‘ㅎ’을 드러나지 못

하고, 경음의 중화는 단음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김두봉도 종성 위치에서 일어나는 중화 현상을 평음, 유기음과 경음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는바 이는 주시경과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47) ㄱ. ‘ㅅ, ㅈ’이 ‘ㅅ, ㅈ, ㅎ’ 외의 자음 앞에서 ‘ㄷ’으로 바뀜 (≪깁더

조선말본≫ 38)

ㄴ. ‘ㄷ, ㅅ, ㅈ’은 받침에 쓰일 때 같음 (≪깁더 조선말본≫ 46)

32) 송철의(2010: 36)에서 ≪국어문전음학≫의 원문에는 “子音 初聲의 形勢”로 되어 있으

나 여기서 ‘初聲’은 ‘初終聲’의 잘못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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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ㅋ, ㅌ, ㅍ, ㅊ’가 ‘ㅋ, ㄷ, ㅂ, ㅈ’와 같음 (≪깁더 조선말본≫

43)

ㄹ. ‘ㄲ, ㅥ, ㅃ, ㅆ’가 ‘ㄱ, ㄴ, ㅂ, ㅅ’와 같음 (≪깁더 조선말본≫

43)

(47)에서 김두봉은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평음, 유기음과 경음이 음절 말에

서 초성과 달리 제 음가가 다 드러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47

ㄱ-ㄴ)의 경우는 평음이 변한 것이다. (47ㄷ-ㄹ)의 경우는 유기음은 ‘ㅎ’이,

경음은 거듭되는 하나의 자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48) 첫소리에 다 제데로 들어나던 ‘가, 카, 까’들도 그 자리를 바꾸어

닿소리를 끝에 다 두어 ‘악, 앜, 앆’이라 부르면 다 제대로 들어나

지 못하고 ‘악’이나 ‘앜’이나 ‘앆’이 다 한가지니 다시 말하면 ‘ㅎ’과

‘ㄱ’ 하나는 들어나지 아니함이니라 (≪깁더 조선말본≫ 42)

이처럼 김두봉이 평음, 유기음과 경음이 일어나는 중화 현상의 성격이

다른 것을 주목하여 나누어서 포착한 것이나 유기음과 경음의 중화를 한

자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식한 것도 주시경과 인식이 같은 것이다.

이규영은 ≪말듬≫의 “붙음소리의 첫과 나종의 다름”에서 주시경과 마찬

가지로 음절 구조적 환경으로 초성과 종성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49) ㄱ. ‘ㅅ, ㄷ, ㅈ, ㅎ, ㅊ, ㅌ’가 사다자하차타라 할 때에는 저마다 저

소리대로 들어나되 끗소리로 마치어 ‘, ���������’ 라

할 때에는 서로 한 가지니 이는 읏듬소리에 믄저 붙이고 나종

붙이어 나임에 쳥의 움즉임이 절로 그러하게 됨이니. ‘ㄷ, ㅈ,

ㅎ, ㅊ, ㅌ’의 믄저 움즉임과 나종 음즉임이 서로 다름으로 이

러함.

ㄴ. 그러하나 ‘, , , ���, ���, ���’ 알에 읏듬소리가 잇으면 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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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로 나이어 지니. 이는 끗소리로 끚니 힘을 잃어 알에 읏듬

소리에 빗치어짐을 얻어 나이는 까닭이니라.

ㄷ. ‘ㅎ’은 끗소리로 마칠 때에 ‘ㅅ, ㄷ, ㅈ ’과 견쥬면 섬김을 따름

이니라.

ㄹ. ‘ㅋ, ㅍ’가 끗소리로 나이면 ‘ㄱ, ㅂ’과 다름이 없고 ‘ㅎ’은 아니

남과 같으니 끗소리로 마치는 힘이 절로 그러하게 되어 ‘ㅎ’을

들어나게 나일 수가 없는 까닭이니라.

ㅁ. 짝소리는 첫소리로는 들어나되 끗소리로는 홋소리처럼 나나니

라 (≪말듬≫ 15-17)

(49)에서 이규영은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초성 위치에 올 때 제 음가대로

발음하고 음절말 위치에서 중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규영이 제시한 내

용을 보면 ≪국어문법≫의 ‘形勢’를 ‘힘’이라는 고유어로 설명하였다. 중화

를 평음, 유기음, 경음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점은 ≪소리갈≫과 일치한

다.33) 다만 ≪소리갈≫보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5.2.2. 두음법칙

두음법칙을 현대 음운론에서는 초성과 중성의 연결이 문제가 되기는 하

지만 해당 단어의 어두라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음절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는 단어 구조의 제약으로 보아야 한다(김성규ㆍ정승철, 2013: 123, 이진호

2008: 109 등)는 주장이 강력하다. 그러나 두음법칙은 어두나 음절 초에서

나 초성과 중성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임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음법칙을 초성과 중성의 연결이 문제인 음절 구조의 문제로

규정하고 주시경학파의 두음법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시경은 현대 음운론에서 두음법칙으로 다루는 음운 현상을 습관음에서

33) ≪소리갈≫(19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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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

(50) ㄱ. 우리 國音의 習으로 ‘ㄹ’을 ‘ㅏㅓㅗ ㅜ ㅡ’에 시작는 初聲으

로 ‘ㄴ’으로 變고 終聲으로 止音면 ‘ㄹㄹ’로 發니라

(≪말≫ 11, ≪고등국어문전≫, 1909: 36, ≪말의 소리≫ ㄱ

ㅁ)

예: 로인, 루슈, 름름; 날아가다→아가다, 몰애→애, 일이

→ 이(一二) (≪고등국어문전≫ 36)

ㄴ. ‘ㄹ’이 ‘ㅣ’나 ‘ㅣ’ 先合音의 初聲으로 始發할 時에는 ‘ㄴ’으로

변하나니 平安道의 習慣이라 (≪고등국어문전≫ 36, ≪국어

문법≫ 22) 예: 량반, 룡천, 력, 륙디 (≪고등국어문전≫,

1909: 36)

ㄴ’. ‘ㄹ’이 ‘ㅣ’의 初聲으로 始發할 時에는 ‘ㄴ’으로 변함 (≪소리

갈≫ 4, ≪말의 소리≫ ㄱㅁ)

ㄷ. ‘ㄹ’과 ‘ㄴ’이 ‘ㅣ’나 ‘ㅣ’ 先合音의 初聲으로 始發할 時에는 그

‘ㄹ’과 ‘ㄴ’을 不發하나니 (≪고등국어문전≫ 27, ≪국어문법

≫ 22-23) 예: 려쥬, 년셰, 룡산, 님젼 (≪고등국어문전≫ 27)

ㄷ’. ‘ㄹ’과 ‘ㄴ’이 ‘ㅣ’의 初聲으로 始發할 時에는 그 ‘ㄹ’과 ‘ㄴ’을

나아지 아니함 (≪소리갈≫ 4, ≪말의 소리≫ ㄱㅁ)

ㄹ. ‘ㄹ’을 긋소리로 맞힐 때와 ‘ㅎ’의 박에 모든 닷소리의 우에서

는 두 ‘ㄹ’로 나이나니라 (≪국어문법≫ 22, ≪소리갈≫ 4)

ㄹ’. ‘ㄹ’을 긋소리로 맞힐 때와 ‘ㅎ, ㄴ, ㄹ’의 박에 모든 닷소리

의 우에서는 두 ‘ㄹ’로 나이나니라 (≪말의 소리≫ ㄱㅁ)

(50)에서 보인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현상을 주시경은 초성과 종성, 형태소

내부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주시경은 초성 위치에서 ‘ㅣ’나 ‘ㅣ’ 先合音

(≪고등국어문전≫) 또는 ‘ㅣ, ㅑ, ㅛ, ㅛ, ㅠ’(≪국어문법≫)라고 분명히 언

급하였지만, ≪소리갈≫과 ≪말의 소리≫에 와서는 ‘ㅣ’라는 환경만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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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형태소 내부의 경우, ≪국어문법≫과 ≪소리갈≫에서는 “‘ㅎ’ 외의

자음 앞”이라는 교체 환경을 제시하였지만, ≪말의 소리≫에 와서는 “‘ㅎ,

ㄴ, ㄹ’ 외의 자음 앞”이라는 교체 환경을 더 추가하여 음운 현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고 판단된다. 종성 위치에서는 주시경의 인식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김두봉도 “버릇소리”에서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현상을 다루었다.

(51) ‘ㄹ’을 ㅣ(ㅑ, ㅕ 등도) 포함 앞에서 발음할 때 줄이며 받침에서는

단단하게 발음함. 예: 유시,  (≪깁더 조선말본≫ 46)

(51)에서처럼 김두봉이 두음법칙을 초성과 종성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인식한 것은 주시경과 마찬가지이다. 김두봉은 ‘ㅣ’를 비롯한 이

중모음을 초성 위치에서 두음법칙이 일어날 수 있는 교체 환경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는 주시경과 같다. 다만 ‘ㅏ, ㅓ, ㅗ, ㅜ, ㅡ’ 로 시작하는 초성 위

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주시경과 차이가 난다. 또한, ‘ㄹ’이 종성 위치에

서 ‘ㄹㄹ’으로 변한다는 것은 김두봉이 ‘ㄹ’의 변이음으로 설측음이 존재하

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도 주시경이 “거듭소리”, 즉 경음을 하나의

음소로 인식하는 태도를 수용하여 하나의 음소인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여

겨진다.

이규영은 두음법칙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두음법칙에 대한

이규영의 인식을 알 수 없다.

3.5.2.3.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란 자음군이 음절 종성에 위치할 때 그러한 자음 연쇄에서

하나의 자음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김성규ㆍ정승철, 2013: 236). 주시

경은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52) ㄱ. ‘ㄹ’ 긋소리를 그 알에 무슨 소리와 잇을 때에는 흔하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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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이 잇으니. ‘닭도’를 흔하게 ‘닥도’라 함. 이는 닷소리

가 만이 잇어지거나 나이기가 어렵음으로 그 ‘ㄹ’를 덜어 버

리는 일이라도 할만하니라 (≪말의 소리≫ ㄱㅂ)

ㄴ. ‘ㅂ’ 긋소리를 그 알에 무슨 소리와 잇을 때에는 흔하게 나이지

아니 함이 잇으니. ‘밟지 말아라’를 흔하게 ‘발지 말아라’ 함.

이는 닷소리가 만이 잇어지어 다 나이기 어렵으로 그 ‘ㅂ’를

덜어버림이라도 할만 하니라. ‘밥지’라 할 때도 잇음 (≪말의

소리≫ ㄱㅂ)

ㄷ. ‘ㄶ’과 ‘ㄴ’를 긋소리로 두로 씀이 잇으니 (≪말의 소리≫ ㄴㄱ)

ㄹ. ‘ㄹㅎ’과 ‘ㄹ’가 두로 씀이 잇으니 (≪말의 소리≫ ㄴㄴ)

ㅁ. ‘ㅄ’와 ‘ㅂ’를 긋소리로 두로 씀이 잇으니. ‘없으면’이라 함과 ‘업

고’라 함이라 (≪말의 소리≫ ㄴㄷ)

(52)에서 보면 주시경은 자음군 단순화를 “닷소리가 만이 잇어지거나 나이

기가 어렵음으로 하나의 자음을 덜어 버리는 일”이라고 파악하였다. 즉 주

시경은 음절 종성 위치에 오는 자음의 연쇄를 한국어 화자가 발음하기 어

려운 것을 들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예컨대, “밟지”를 흔하

게 ‘발지’라 한다고 하면서 ‘밥지’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습관음’을 주시

경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53) 우에 말한 習慣은 地方의 다름이 잇으나 辨別하지 안이하노라 (≪

국어문법≫ 24)

김두봉은 ≪깁더 조선말본≫ “거듭닿소리의 힘”, 즉 중자음이 종성, 자음

앞, 모음 앞에서의 교체 양상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자음군 단순화에 관한 내용만 가져와서 검토할 것이다.

(54) 섞임거듭은 ‘ㅎ’밖의 밋소리와 같고 짝거듭은 그 한 소리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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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거듭은 그 처음소리와 같(‘ㄹ’과 거듭된 것은 말고)으되 닿소리

를 만나면 거듭되거나 바꾸이거나 줄거나 하고 홀소리를 만나면

제대로 다 들어나나니라 (≪깁더 조선말본≫ 43)

(54)를 보면 김두봉은 현대 음운론에서 말하는 중화와 자음군 단순화를

“거듭닿소리의 힘”에서 묶어서 설명함으로써 이 둘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

고 하나의 현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두봉이 현대 음운

론에서 말하는 유기음이나 경음도 자음군, 즉 자음의 연쇄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여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규영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이

규영의 인식을 알 수 없다.

3.6. 소결

제3장에서는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봉과 이규영의 음학을 소리의 정의,

소리의 분류와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소리를 물리

적 성질과 조음음성적으로 인식하였다. 김두봉은 주시경이 제시한 말소리

의 조음음성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논의하였고 이규영은 ≪말듬≫에서 주시

경이 제시한 말소리의 물리적 성질를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시경은 소리를 단음과 합음으로 구분하였다. 김두봉과 이규영도 주시

경의 소리의 분류를 수용하였다. 주시경은 단음과 합음을 원소적 단위의

설정과 원소들의 합성 즉 ‘분합’이라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나서 형태소 경

계에서의 음의 배열로 합음을 설명하였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분합 이론과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소 배열로 합음을 설명하는 방법을 수용하였다. 나아

가 근대 음성학적 방법으로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

법을 그림과 결부하여 설명함으로써 주시경의 음학 이론으로서는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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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음운 현상을 조음음성학적으로 해석하는 등 더욱 구체적인 분석으

로 음성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이병근 1980). 한편, 이규영도 주시경

의 단음과 합음을 분류하는 기준과 합음을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소 배열이

라는 인식을 수용하였다. 이규영의 초기 저술인 ≪말듬≫에서는 조음 위치

로 “아설순치후”를 설정한 점이나, 조음 방법으로 “세다”와 “여리다”의 대

립을 설정하여 훈민정음의 ‘厲’와 비슷한 인식을 공유한 점 등은 전통적인

음학을 수용하였다고 여겨진다. 후기 저술인 ≪한글적새≫에서 김두봉의

근대의 조음음성학적인 연구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은 음운 현상을 음소 배열적 제약에 의한 현상과 음절 배열적 제

약에 의한 현상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였다. 김두봉과 이규영도 주시경의 이

와 같은 인식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김두봉은 음성학적인 지식을 운용하여

분절음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음운 현상을 포

착할 때 주시경이나 이규영과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비음화”를 논의할

때 음성 자질을 고려하였는가 하는 점이 제일 큰 차이로 표출된다. 한편,

주시경과 김두봉이 인식한 “동모음 탈락”을 이규영은 여기에 같은 모음이

결합할 때 하나가 줄어드는 현상, 예컨대, ‘보오’와 같은 경우와 동일시하여

다룸으로써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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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품사론

제4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품사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주시경과 동

시대의 학자들은 현대의 품사론에 해당하는 논의에서 단어를 정의하고 난

다음 단어를 분류하고 개별 품사론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주시경이 동시

대에 공유된 품사론 일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품사

론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발전적으

로 계승되었는지를 단어의 정의, 단어의 분류, 개별 품사론 등을 통하여 살

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국문문법≫에서 ≪말의 소리≫에 이르기까지의 주시경의

저술,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과 ≪깁더 조선말본≫(1922), 이규영의

≪온갖것≫(1913), ≪말듬≫(1913), ≪한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

문전≫(1920)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시경학파의 품사에 관한 인식

의 발전 면모를 드러내는 자료인 <말모이>(1911-1915)1)의 “語法 관련 항

1) <말모이>의 편찬 기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김민수(1983:6, 16)는 <말모

이>가 1911-1913년 사이에 착수되어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다고 추측하였다. 그리고 ≪온갖것≫의 기록대로 1913년 9월경에 편

찬하기 시작하여 김두봉의 ≪조선말본≫의 원고가 수정된 1915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았다. 오영섭(2000: 100, 각주 67)은 <사립중앙학교일람표>(1913.3)의 제1회 졸업생

명단에 김두봉을 ‘조선광문회사무원’으로 기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오영섭(2000: 118)

은 <말모이>의 편찬 기간을 기존의 논의를 고려하여 1910년 10월 이후의 어느 시기

에서 1914년까지라고 추정하였다. 본고는 <말모이>의 편찬 기간에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의 저술이 나왔다는 점과 김두봉과 이규영의 저술에 <말모이>에서 제시한 문

법 관련 항목이 확인되는 점을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하여 <말모이>의 편

찬시기에 천착하지 않겠지만 김민수(1983)의 논의를 받아들여 <말모이>의 편찬 시간

을 1911부터 1915까지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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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출전

주시경
單語라 함은 一句의 語가 完成한 全体의 組織된 一部

分을 謂함이니
고등국어문전(1909)

이규영 씨는 말을 이루는 도막말을 이름이니 말듬(1913)

주시경
기는 낱말을 이르는 것을 씀이니 여러 가지 몬이나 일

을 따르어 이르는 말을 각각 부르는 이름으로 씀이라
국어문법(1910)

목”(이병근, 1977)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것이다.

4.1. 단어

이 절에서는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이 제시한 품사 분류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단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 성질

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남기심· 고영근, 2014: 49)이기

때문이다. 주시경은 오늘날의 단어에 해당하는 단위를 가리켜 ≪국문문법

≫에서는 “言”으로 불렀는데, 이후에는 “字”, “言語字”, “單語”, “기”로 용어

가 변화하다가 ≪조선어문법≫에 와서는 “씨”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용

어가 변화해 간 것은 주시경이 문법 용어를 설정할 때 한자어에서 벗어나

고유어를 지향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민수, 1977: 85).2) 주시경학파

의 여러 저술에서 제시된 단어의 정의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주시경(1910: 35)에서 한자 용어를 사용하면 글자의 뜻에 얽매여, 정의를 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우므로 한글로 용어를 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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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낫말을 이르는 것으로 씀이니 여러 가지 몬이나

일을 따르어 이르는 말을 저마다 부르는 이름으로 씀

이라

조선어문법

(1911/1913)

김두봉
일이나 물건의 서로 다름을 딸아 다 따로따로 이르는

낱말을 말의 씨라 하나니라

조선말본(1916),

깁더 조선말본(1922)

이규영
한 소리나 한 소리 이상으로 무슨 의사를 나타내는 낯

으로 된 말을 씨라 함
한글적새(1916-1919)

<표 1> 주시경학파의 단어의 정의

<표 1>의 정의를 보면 주시경은 단어를 문장의 구성 요소인 語体나 낱말

의 뜻으로 파악하였다. 이규영은 ≪말듬≫에서 주시경이 단어를 문장의 구

성 요소로 보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봉의 두 저술과 이규영의

≪한글적새≫에서는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씨”를 낱말의 뜻으로 파악하였

다. 다만, 이규영은 ≪한글적새≫에서 유의미적인 낱말로 설명하였다. 주시

경학파 학자들이 “씨”를 정의한 서술들을 보면 다소간 견해 차이를 보이지

만 “씨”를 대체로 단어의 뜻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시경학파가 단어와 단어가 아닌 것을 나누는 데 사용한 기준

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하여 고영근(1982: 28-29)에서 제시한 ≪국어문법≫

의 “씨”의 설정 기준을 원용할 것이다.3)

(1) ㄱ. 원칙적으로 종지법과 접속법 활용형의 의미부(=원체부)와 형태부(=관

계부)는 단어가 된다.

ㄴ. 의미부라도 품사전성에 참여하는 변법소는4) 단어가 될 수 없다.5)

3) 고영근(1982)에서 설정한 두 번째 기준을 수정하였다. 수정 이유는 각주 5에서 언급하

겠다.

4) 변법소는 고영근(1982)의 용어인데 주시경이 ≪말≫의 ‘언체의 변법’에서 변체로 다룬

내용들이다. 변법에 참여하는 요소 즉 변법소라는 용어를 논의의 편의상 변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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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단어

국어

문법
말모이 말듬

온갖것, 말의 소리,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의

미

부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O O O O

접사 X X X X

ㄷ. 형태부라도 그것이 변법소에 소속되는 소유격 ‘의’, 관형사형, 부사형

‘게’는 단어가 될 수 없다.

ㄹ. 형태부라도 그것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선어말어미는 단어가 될 수 없다.

ㅁ. 접속사 가운데서도 부사형 ‘어’, 조사 가운데서도 부사격 ‘에, 로, 에서’

는 변법소로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1)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말듬≫, <말모이>, ≪온갖것≫, ≪

말의 소리≫,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한글적새≫, ≪현금 조

선문전≫ 등 저술에 적용한 결과 단어에 해당하는 단위를 주시경학파가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단어인 것은 O, 단어가 아닌 것은

X로 표시할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고영근(1982: 36)에서 ‘는, 게, 의, (으)ㅁ, 기, (ㅇ)ㄴ, (으)ㄹ, 던, 히,

기’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5) 고영근(1982)에서 설정한 두 번째 기준인 “의미부라도 ‘기몸박굼’에 참여하는 변법소

가 붙으면 단어가 될 수 없다”를 ‘의미부라도 품사전성에 참여하는 변법소는 단어가

될 수 없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문법≫에서 의미부에 ‘기몸박굼’

에 참여하는 변법소 ‘(으)ㅁ, 기, 히, 기’ 등이 붙으면 단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은 표현의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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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부

조사 O O O O

접속사 O O O O

종결어미 O O O O

의 X O O O

명사형 어미 X X X X

관형사형 어미 X O X O

부사형 어미 X O X O

선어말어미 X X X X

<표 2> 주시경학파가 인식한 단어에 해당하는 단위

<표 2>에서 보인 주시경학파가 인식한 단어에 해당하는 단위는 <말모이>

집필 전후로 차이가 포착된다. 속격 조사,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에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둘로 나뉜다(≪말듬≫ 제외). 다만, 접사,

명사형 어미와 선어말어미는 일관되게 단어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공통적

으로 포착된다. 이처럼 단어로 인정받지 못한 접사, 명사형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주시경은 ≪말의 소리≫에서 “늣씨”, 이규영은 ≪온갖것≫과 ≪한

글적새≫에서 “빗”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6)

6) 선행연구들에서는 “늣씨”의 ‘늣’을 어소(김민수, 1977: 117), 최소단위(이기문, 1976b:

57), 합성의 기본단위(이병근, 1977: 80, 1978: 190), 원소적 기본단위(이병근 1985: 47)

등으로 파악하였다. 김석득(1977: 72)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의 사ㆍ피동 접미사, 명사

형 어미, 서술격 조사 ‘이’, 매개모음 ‘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시경이 ‘늣씨’에 포

함시켜 다루었다고 하였다. 고영근(1982: 37)에서는 동사 변법소, 즉 사ㆍ피동 접미사

‘히. 기’, 높임의 ‘시, 옵시’, 시제의 ‘엇, 더’를 ‘늣씨’의 대접을 받아 ‘벌잇’에 의해 분석

되었다고 보았다. 이규영의 “빗”은 “빗몸”과 “빗토”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이 중에서

“빗몸”은 대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파생접사에, “빗토”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

하는 선어말어미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최현배의 <조선어의 품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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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분류 저술

7 품사 명호, 형용, 동작, 간졉, 인졉, 경각, 죠성 국문문법(1905)

6 품사
원체부 명호, 동작, 형용

말(1906-1908)
관계부 間接, 引接, 助成

9품사 명호, 동작, 형용, 관련, 접속, 완구, 형명, 고등국어문전

4.2. 품사의 분류

앞 절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단어에 대한 주시경학파의 정의

와 고영근(1982)의 단어를 설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주시경학파가 인식한

단어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단어를 분류하는 방식에 대

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주시경의 품사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7)

4.2.1. 주시경

주시경은 품사를 초기의 저술인 ≪국문문법≫에서 7개로 설정하였는데,

≪말≫에서 6개로, ≪고등국어문전≫ 및 ≪국어문법≫과 그 재판본에서는

9개로 변동되다가, ≪말의 소리≫에 가서는 6개로 설정하였다.

론>(1930)에서는 “보조어간”으로, 박승빈의 ≪조선어학강의요지≫(1931)에서는 “조용

사” 등으로 지칭된 것들이다. 초기 한국어문법에서의 품사 분류와 ‘보조어간’의 설정

에 관한 문제는 김병문(2016)을 참조할 수 있다.

7) 주시경의 품사 분류 체계 전반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 최형용(2012), 김병문(2012b,

2013a)를 참조할 수 있다.



- 109 -

형동, 감동 (1909)

임, 움, 엇, 겻, 잇, 끗,

언, 억, 놀

국어문법(1910),

조선어문법(1911/ 1913),

6 품사
몸씨 임, 엇, 움, 말의 소리

(1914)토씨 겻, 잇, 긋

<표 3> 주시경학파의 품사 분류 및 사용한 문법 용어

<표 3>에서처럼 주시경이 품사 분류에서 보인 변화는 먼저 ≪국문문법≫

의 ‘형용’의 하위 범주로 설정된 ‘형명, 형동, 형형’이 ≪말≫에 가서 ‘형형’

을 삭제하고 ‘형용본체’, 즉 현대 한국어학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품사를 새

로 설정한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형명’과 ‘형동’이 ≪고등국어문전≫ 및

≪국어문법≫과 그 재판본에 가서는 ‘언’과 ‘억’이란 새로운 용어로 지칭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품사의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품사의 분류에 변화

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언’과 ‘억’에서 관형사형과 부사형을 분리하여

‘겻’, 즉 현대 한국어학의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것에 편입되고, 관형사와

부사는 감탄사와 함께 “임”에 포함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말의 소리≫의 6

품사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품사 분류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주시경의

저술에 따라 품사 분류를 살펴볼 것이다.

4.2.1.1. ≪국문문법≫의 품사 분류

주시경은 ≪국문문법≫ “언분”(言分)의 부분에서 품사를 ‘명호, 형용, 동

작, 간졉, 인졉, 경각, 죠셩’의 7개로 분류하였다.

(2) 명호(名號): 각죵 물건들과 여러 가지 볼 수 업바를 일홈여 부

르것

- 원명: 일홈, 돌, , 씀, 쓰기, 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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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나,너, 하나, 여럿, 얼마, 누구든지, 것, 무엇⋯

형용((形容): 형용것들

- 형명: 명호를 형용것들. 큰, 그, 져, 이, 이런, 만은, 젹⋯

- 형동: 동작을 형용것들. 가, 먹

- 형형: 형용을 형용것(곳 형동이로되 쓰임만 갓지 아니)

동작(動作): 자다, 먹다, 잡다, 잡히다

간졉(間接): 말이 달은 말을 이어지게 것들

인졉(引接): 명호 아쓰것들인동작을 인도여 되것을

가치것들

경각(警覺): 무슨 의외에 감졍이 일어나 스로 놀나것

죠셩(助成): 명호나 동작이나 형용을 도아 한 말을 맛치것들

(2)에서 보면 ‘명호’에는 ‘원명’과 ‘명’, 즉 현대 한국어학의 명사와 대명

사,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 ‘형용’에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용언의 관

형사형8)과 관형사에 해당하는 어형이 혼재되어 있다. ‘동작’에는 현대 한국

어학의 자동(“자다”), 타동(“먹다”), 능동(“자다”)과 피동(“잡히다”)에 해당

하는 동사의 분류를 두고 있다. ‘자다’와 같이 동사를 현대 한국어학에서처

럼 ‘자-’로 표기하지 않고 “어미 결합체”(최형용, 2012)인 ‘자다’로 표기하였

다.9)

‘간졉, 인졉, 죠셩’은 제시된 설명과 ≪말≫에서 이들을 묶어서 “관계부”

의 하위 범주로 설정한 점을 미루어 보아 주시경이 이들을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범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각”은 현대 한국어학의 감

8) 주시경이 ‘형용’에서 제시한 ‘가, 먹’ 등 예를 유길준의 ≪대한문전≫(1909: 43-45)

에서는 형용사를 이루는 것으로 , 김규식의 ≪대한문법≫(1909: 58)에서는 동사가 형

용사체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 최형용(2012: 317)에서는 ‘먹-’과 같은 동사를 어미 결합체로 표기한 것은 경우에 따라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로 분석되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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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용례

原體部

名號
흼, 걸음, 감, 먹음, 먹음, 일, 희지, 검지, 희기, 검기, 바질,

큰 것, 흰 것, 깃분 것

形容

本體 좋다, 귀다, 많다, 흔다, 엇더다

形名

그, 저, 귀, 엇던, 어느, 솔나무,

그, 면쥬옷, 모시옷, 흰옷, 검은옷,

간사람, 가는사람, 갈사람...

形成
이리, 저리, 멀리, 갓가이, 여긔, 좋게

돌아가다, 히게다, 곱아사랑한다.

動作 일, 더, 자게, 희게, 일게, 보기는⋯

關係部 引接 격표인접

專制格 가, 이,

專受格 를, 을

탄사에 해당하는 범주로 파악된다.10)

4.2.1.2. ≪말≫의 품사 분류

주시경은 ≪말≫ “언체의 변법”의 부분에서 품사를 ‘명호, 형용, 동작, 간

졉, 인졉, 죠셩’의 6개로 분류하였다. 6품사를 “원체부”와 “관계부”로 나누

어 다루었다.

10) 최형용(2012: 317)에서는 ≪국문문법≫에서 제시된 설명을 통하여 ‘간졉’은 연결어미,

‘인졉’은 조사, ‘죠셩’은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경각’은 감탄사로 보

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고 하였다.

11) ≪말≫ (80면) ‘引接의 軆分’에서 ‘나, 야, 서, 게, 의’를 ‘형성인접’의 예로 든 ‘에, 로,



- 112 -

反格 는

同格 도

同差格 들, 인들,

不關格 던지, 이던지,

나, 야, 서, 게, 의11) 에로, 에가, 엔들, 로도,

에로

형성인접
에, 로, 도, 서, 의

에로, 에가, 엔들, 로도, 에로

間接
명호구절이 되게 는 것 는, 은

형성구절이 되게 는 것 아, 어12)

助成 陳, 問, 命, 自

<표 4> ≪말≫의 품사 분류 및 그 용례

<표 4>에서 보인 품사 분류를 보면 ≪국문문법≫에서 제시한 ‘경각’이 포

함되지 않는다. 이는 ‘형용의 분별’과 ‘언체의 변법’, 즉 ‘형명’과 ‘형성’을 다

룬 자리이므로 의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문문법≫에서 논의한 ‘명호, 형용, 동작’을 ‘원체부’로, ‘인졉, 간

졉, 조성’을 ‘관계부’로 묶어서 다루었다. 여기에서 주시경은 ‘인졉, 간졉, 조

성’을 ‘토’라고 지칭하였다고 하였다(≪말≫ 80). 이와 같이 품사들을 이원

적으로 파악하려는 주시경의 인식은 ≪말의 소리≫에 가서도 확인되는데

‘원체부’와 ‘관계부’라는 한자어는 ‘몸씨’와 ‘토씨’라는 고유어로 바뀐다.

한편, 주시경은 ≪말≫에서 ‘언체의 변법’ 외에 ‘형용의 분별’에서 ‘형용’

을 ‘형용본체, 형명, 형동’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논의된 내용

을 부분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도, 는’ 등과 함께 제시만 하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12) ≪말≫ (68면) ‘젊어 힘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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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形容本體: 좋다, 귀다, 쳔다, 무르다, 단단다

形名 [명호를 형용한단 말이니 어떠한 명호란 말이요 명호가 어떠

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저, 이, 한, 두, 세, 좋은, 귀, 쳔,

무른, 단단한, 무거운, 가는, 간, 솔나무13)

形動 [동작을 형용한다는 말인데 동작만 형용하는 것뿐만 아니요

형용이나 형동도 형용하는 것이니라]. 좋게, 귀게, 쳔게,

가게, 먹게, 이리, 저리, 그리, 멀리, 갓가이, 여긔, 그러나, 아

마, 글세 (≪말≫ 7)

(3)에서 보면 ‘형용’을 ‘형용본체, 형명, 형동’으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여

기에서 보이는 ‘형용본체’는 ≪말≫에서 새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국문

문법≫에서 설정한 ‘형형’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된 ‘형형’은

‘형동’과 함께 ≪말≫에서 ‘형성’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14). 이는 주시경이 ‘형성’을 “형성은 곧 형동이니 長語式에 成者되

는 형용과 동작을 형용는 것이란 말이니”(≪말≫ 59)라고 내린 정의에서

알 수 있다. 주시경이 ‘형명’을 현대 한국어학의 형용사나 동사의 관형사형

과 관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합성명사 중 선행 명사를 형명으

로 인식하였다. ‘형동’을 형용사나 동사의 부사형과 부사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파악하였다. 또한, ‘형용본체’의 예로 든 ‘좋다, 귀다’는 ≪국문문법≫

에서 예로 든 ‘먹다’와 마찬가지로 어미 결합체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주

시경이 ‘형용본체’를 서술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형용의 분별’에서 어미 결합체로 ‘형용본체’를 제시하던 것이 ‘언체

13) 名號 [이 우에 분별한 외에 명호도 형명체 노릇할 때가 많으니라]. 솔나무 [솔이 명

호인데 아래 명호 나무는 무슨 종류라고 설명하는 형명체 노릇하는 것이라]

14) 송철의(2010: 55)에서는 ‘형형’이 ‘형동’과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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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법’에서는 형용사의 어간만을 형용본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 포착

된다.

(4) 히게 다: ‘히’는 形本이요 ‘’은 動作이요 ‘다’는 對話에 쓰지 안

이는 助成이니 (≪말≫ 59)

(4)를 통하여 주시경이 ≪말≫에서부터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어간만을

동사나 형용사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여겨진다.15)

상술한 바와 같이 주시경이 ‘형용의 분별’에서 논의한 ‘형명, 형동’이 ‘언

체의 변법’의 ‘형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

다. 김민수(1986: 268)에서는 ‘형명’, ‘형동’을 ‘원체부’의 ‘형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김병문(2012b: 173)에서는 ‘형용의 분별’과 ‘언체의 변법’의

작성 시기가 다르고 내용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어 ‘형명, 형동’을 ‘원체부’의 ‘형용’에 포함시킬 수 없고 ‘변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작성 시기가 이른 ‘형용의 분별’에 이미 ‘언체의 변법’에서 다루는

‘형명’과 ‘형동’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언체의 변법’은 ‘형용의 분별’에서 다

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리고 ‘형용의 분별’에서 형용사를 ‘형용본체, 형명, 형동’의 셋으로 하위 분

류하던 것을 ‘언체의 변법’에서처럼 ‘본체’와 ‘변체’를 중시하여 형용사에

‘형용본체, 형용변체(형명, 형성)’를 포함시켜 파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명’과 ‘형동’을 ‘원체부’와 ‘관계부’의 체계 밖에 존재하는

‘변체’라고 주장한 데에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4.2.1.3. ≪고등국어문전≫의 품사 분류

15) 최형용(2012: 324)는 ≪고등국어문전≫(1909)에 와서야 형용사와 동사를 어미 결합체

가 아닌 어간만을 품사로 간주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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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은 ≪고등국어문전≫ “單語의 九體”에서 ‘명호, 동작, 형용, 형명,

형동, 관련, 접속, 감동, 완구’의 9개로 분류하였다. 이는 현대 한국어학의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관형사형 포함), 부사(부사형 포함), 격조사, 연

결어미와 공동격 조사, 감탄사와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5) 명호(名號): 사람, 나무, 돌, 일, 아츰, 한아

동작(動作): 가, 날, 자, 먹, 때리, 먹이, 잡히

형용(形容): 크, 푸르, 적, 맑, 단단하, 착하, 이르, 이르하

형명(形名): 높은, 힌, 연한, 늦은, 이, 저, 그, 엇던한, 한

형동(形動): 검게, 낮게, 졍하게, 더듸게, 다, 잘, 이리, 꼭, 곳

관련(關聯): 가, 이, 을, 를, 은, 는, 로, 으로, 에, 에서, 도

접속(接續): 와, 과, 고, 면, 으면, 이면, 나, 던지, 다가, 데, 아, 어

감동(感動): 하, 아, 어, 참, 허허, 오, 애고

완구(完句): 다, 이다, 오, 소, 냐, 이냐, 어라, 아라, 게, 로다, 도다

(5)를 보면 주시경이 ≪국문문법≫과 ≪말≫에서 ‘형용’의 하위 분류에 포

함시켰던 ‘형명’과 ‘형동’16)을 ≪고등국어문전≫에 가서는 독립적인 품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인접’, ‘간접’, ‘조성’은 ≪고등국어문전≫에 와서 ‘관련’,

16) 이처럼 ‘형명’, ‘형동’이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받은 것은 ≪고등국어문전≫에서부터

확인된다. 같은 시기의 최광옥(≪대한문전≫, 1908: 43-45), 유길준(≪대한문전≫,

1909: 65-77) , 김희상(≪조선어전≫, 1911: 37-44)에서는 주시경의 ‘형명’/‘언’에 해당

하는 내용을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형용’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켰다. 김규

식은 ≪대한문법≫(1908)에서 ‘형용사’라는 용어로 관형사를 독립적인 품사의 자격을

인정하였다(황화상, 2004: 32 각주 7). 주시경학파에서 현대 한국어학의 관형사에 해

당하는 ‘언’을 독립적인 품사로 설정한 것은 주시경이 처음인 것인데, ≪말의 소리≫

에서 ‘언’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시경학파에서 ‘언’의 독립적

인 품사 지위를 확립한 것은 김두봉의 ≪조선말본≫에서부터이다(고영근,1983d: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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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완구’라는 용어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국문문

법≫에 보이던 ‘경각’은 ‘감동’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다시 품사의 하나로 인

정받았다. 주시경은 ≪고등국어문전≫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종결어미 ‘-다’

의 사용이 없이 어간만을 품사로 간주하였다.17) 이는 ≪말≫의 ‘언체의 변

법’에서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어간만을 품사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전면

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4.2.1.4. ≪국어문법≫의 품사 분류

주시경이 ≪국어문법≫ “기난갈”에서 ‘임, 움, 엇, 겻, 잇, 끗, 언, 억, 놀’

의 9개로 분류하였다. ≪국어문법≫의 再版本인 ≪조선어문법≫(1911), ≪

조선어문법≫(1913)은 문법 용어인 ‘기’가 ‘씨’로 바뀐 것과 부분적 첨삭 이

외에는 체계의 큰 변동이 없다(고영근, 2001: 64).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

어문법≫을 대표로 하여 검토할 것이다.

(6) 임: 여러 가지 몬과 일을 이름하는 기를 다 이름이라

(본) 사람, 개, 나무, 돌, 흙, 물, 뜻, 잠, 아츰

엇: 여러 가지 엇더함을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본) 히, 크, 단단하, 착하, 이르, 이러하

움: 여러 가지 움즉임을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본) 가, 잘, 자, 먹, 따리, 잡, 먹이, 잡히

겻: 임기의 만이나 움기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

름이라

17) 김병문(2013b: 320)에서 ‘엇, 움’의 경우 ‘-다’를 제외한 용언의 어간 형태만을 제시한

것은 ‘-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가져온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서 ‘-다’를 ‘끗’으

로 분류한 만큼 이를 다시 ‘동작, 형용’의 일부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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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 이, 를, 을, 도, 는, 에, 에서, 로, 으로

잇: 한 말이 한 말에 잇어지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본) 와, 과, 고, 면, 으면, 이면, 나, 으나, 이나, 다가, 는데, 아, 어

언: 엇더한(임기)이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본) 이, 저, 그, 큰, 적은, 엇더한, 무슨, 이른, 착한, 귀한, 한,

두, 세

억: 엇더하게(움)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본) 다, 잘, 이리, 저리, 그리, 천천이, 꼭, 졍하게, 매우, 곳, 크

게, 착하게

놀: 놀나거나 늣기어 나는 소리를 이르는 기를 다 이름이라

(본) 아, 하, 참

끗: 한 말을 다 맞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본) 다, 이다, 냐, 이냐, 아라, 어라, 도다, 오, 소

(6)의 내용을 언뜻 보아 ≪고등국어문전≫에서 한자어로 설명한 문법 용어

를 고유어로 바꾼 점에서 차이가 난다.18) 이에 대하여 최형용(2012: 326)에

서는 주시경이 ≪국어문법≫에서 설정한 9품사는 단순히 ≪고등국어문전≫

의 한자어 용어를 고유어로 바꾼 것이 아니라 ≪국문문법≫과 ≪말≫도 함

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2.1.5. ≪말의 소리≫의 품사 분류

18) 최형용(2012: 326)에서 ≪국어문법≫(1910)의 검열본에서 ‘잇, 엇, 움, 겻, 잇, 언, 억,

끗’은 “임 名號, 엇 形容, 움 動作, 겻 引接 或 關聯, 잇 間接, 언 形名, 억 形成, 끗

完句”에서 한자어 명칭을 지운 결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국어문법≫에서 사용된

고유어는 단순히 ≪고등국어문전≫의 한자어에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118 -

분류 용례

몸

씨

임
사람, 나무, 돌, 흙, 물, 뜻, 아침, 나, 그, 너, 다, 더, 잘, 매우, 이리, 참,

아, 하, 어

엇 히, 크, 길, 드겁, 접, 굳세, 맑, 좋, 곱, 차, 이르, 착하, 멀, 낮

움
가, 날, 뛰, 놀, 울, 짖, 늘, 녹, 흐르, 먹, 따라, 밀, 잡, 접, 잡히, 먹이,

늘이, 녹이

토

씨

겻

가, 이, 를, 을, 야, 아, 여, 이여, 에, 에서, 로, 으로, 와, 과, 도, 는, 마

다, 든지, 이든지, 나, 이나, 까지, 야, 이야, 에는, 에도, 에야, 로도, 의,

ㄴ, 은, 게,

잇

와, 과, 고, 아, 어, 다가, 며, 으며, 이며, 면서, 으면서, ㄴ대, 는대, 인

대, 은대, 니, 으니, 이니, 매, 으매, 이매, 아서, 어서, 나, 으나, 이나,

되, 으되, 이되, 아도, 어도, 라도, 이라도, 거날, 어날, 이어날, 고도, 면,

으면, 이면, 거든, 어든, 이거든, 이어든, 아야, 어야, 어니와, 러, 오러,

긋

다, 이다, 오, 소, 으오, 이오, 오이다, 이오이다, 옵나이다, 으옵 나이

다, 니라, 으니, 라, 이니라, 더라, 이더라, 러라, 이러라, 지, 이지, 냐,

으냐, 이냐, 뇨, 으뇨 이뇨, 랴, 으랴, ㄴ가, 은가, 인가, 아라, 어라, 오,

소, 야, 이야, 소서, 으소서, 도다, 이도다, 로다 이로다, 고나, 이고나,

로고나, 이로고나

<표 5> ≪말의 소리≫의 품사 분류

주시경은 ≪말의 소리≫에서 품사를 ‘임, 움, 엇, 겻, 잇, 끗’의 6개로 분

류하고 ‘몸씨’와 ‘토씨’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몸씨’에는 ‘임, 움, 엇’을, ‘토

씨’에는 ‘겻, 잇, 끗’을 포함하였다.

<표 5>에서 보면 주시경이 품사를 ‘몸씨’와 ‘토씨’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하

고 품사를 분류한 것은 ≪말≫의 분류 방식과 비슷하다.19) 그러나 포착되

는 차이점을 들자면 ≪말≫의 ‘원체부’에 포함된 형용사가 ≪말의 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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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몸씨’와 ‘토씨’에 편입되었다. 즉, 현대 한국어학의 형용사에 해당하

는 ‘형용본체’는 ≪말의 소리≫의 형용사에 편입되고, ‘형명’과 ‘형성’은 형

용사, 관형사, 부사, 속격조사,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분리되어 형

용사, 관형사, 부사는 ‘몸씨’에, 속격조사,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는

‘겻씨’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주시경은 ≪말≫에서 설정하지 않았던 현대

한국어학의 감탄사20)에 해당하는 품사를 ≪말의 소리≫에 와서는 관형사

나 부사와 함께 “임”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주시경이 ≪말의 소리≫에서 논의한 품사 분류는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를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느냐,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몸

씨’의 일부로 보느냐 ‘토씨’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속

격조사 ‘의’에 독립적인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느냐에 따른 차이도 보인다.

이처럼 주시경이 자신의 마지막 저술인 ≪말의 소리≫에서 품사를 “몸

씨”와 “토씨”를 철저히 분리한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의 귀속문제는 주시경의 품사론 체계 내에서는 해결되지 못

한 채로 김두봉에 가서 ‘모임씨’에 묶임으로서 해결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김두봉의 품사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2.2. 김두봉

김두봉은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에서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품사를 9개로 설정하였다. 김두봉은 “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19) 고영근(1983: 43)에서는 “임, 엇, 움”은 “몸씨”로, “겻, 잇, 긋”은 “토씨”로 각각 묶고

품사체계는 ≪말≫의 6부 2체로 복귀한 셈이라고 하였다. 고영근(2001:71), 최형용

(2012: 330)에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20) 주시경은 현재의 감탄사에 해당하는 품사를 ≪국문문법≫에서 ‘경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정하였지만 ≪말≫에는 설정하지 않다가 ≪고등국어문전≫에 와서는 ‘감

동’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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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품사

몸씨 임, 움, 엇

조선말본(1916),

깁더 조선말본(1922)
토씨 겻, 잇, 끗

모임씨 언, 억, 놀

<표 6> 김두봉의 품사 분류

주시경이 ≪조선어문법≫(1911, 1913)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두봉

이 제시한 품사의 목록은 ‘임, 얻, 움, 겻, 잇, 맺, 언, 억, 늑’의 아홉 개이

다.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은 문법 용어의 해석이나

품사 분류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21)

<표 6>을 보면 김두봉은 주시경의 ≪조선어문법≫에서 제시된 9품사 체계

를 수용함과 동시에 9품사를 “으뜸씨, 토씨, 모임씨”로22) 묶어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말본≫은 ≪조선어문법≫의 ‘언’과 ‘억’에서 각각 용언의

관형사형과 부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여 ‘겻’에 편입함으로써 ≪조선

어문법≫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주시경이 ≪말의 소리≫에서

‘임’에 포괄한 관형사와 부사, 감탄사를 김두봉이 ≪조선말본≫에 와서는

분리하여 함께 ‘모임씨’로 다루었다. 이는 주시경이 ‘몸씨’와 ‘토씨’로 나누

어서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의 귀속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점을 해결

한 것이다. 이처럼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를 독립언으로 묶은 것은 김두봉

이 한국어의 형태구조를 상당히 깊이 이해하였다(고영근, 1979: 141).

4.2.3. 이규영

21) 김승곤(1989), 남기심(1989), 이필영(199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2) 김두봉의 ‘으뜸씨, 토씨, 모임씨’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체언과 용언, 조사와

어미, 독립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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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사

몸 임, 움, 엇

온갖것(1913)

토 만, 금, 돕

9품사

임, 움, 엇, 겻, 잇, 끗, 언, 억, 놀 말듬(1913)

몸씨 임, 움, 얻

한글적새

(1916-1919)
토씨 금, 잇, 만

모임씨 언, 억, 늑

9품사

몸씨 임, 움, 엇

현금 조선문전

(1920)
토씨 겻, 잇, 끗

모임씨 언, 억, 놀

<표 7> 이규영의 품사 분류

이규영은 ≪온갖것≫23)에서 주시경의 ≪말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품사

를 6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말듬≫,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

에서는 주시경의 ≪국어문법≫ 및 그 재판본이나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마찬가지로 품사를 9개로 분류하였다. 이규영의 품사 분류를 다음의 <표

7>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이규영이 ≪온갖것≫에서 설정한 품사 분류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품사를 체언과 용언으로 대분류하고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접속사와 보

조사, 주격조사와 종결어미 등으로 중분류를 하였으며 15개의 “씨”로 세분

23) 이규영의 ≪온갖것≫은 ‘하나’, ‘둘’, ‘셋’으로 나뉘어 있는데, 문법에 관련된 내용은

‘둘’에 언급되어 있다. 품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말의 씨몯음의 갈래’와 ‘씨난틀의 자

세한 것’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해금(2016)의 ≪온갖것≫의 문법적

범주에 관한 논의는 4.2.3에서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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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규영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접속사와 보조사

를 하나의 범주로, 주격조사와 종결어미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다루었다.

“임”은 다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 감탄

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를 “임”의

하위 범주로 다룬 논의는 주시경의 ≪말의 소리≫에서도 포착된다.24) 동사

를 “안과 밖’”으로 나누었는데 오늘날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해당한다. 이규

영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안, 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25)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의 기타 저술에서는 “제임, 남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또한 ‘토’를 “만”, “금”, “돕”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만”은 현대 한국어

학의 주격조사와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용어이고, “금”은 부사격조사, 관형

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용어이며, “돕”은 접속사와 보조사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만”과 “금”은 주시경이 ≪국어문법≫에서 “겻”

을 하위 분류할 때 사용한 용어인데 두 저술에서 구성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갖것≫은 ≪한글적새≫와도 차이가 포착된다. 첫째로 ≪온갖것≫에

서 별개의 범주에 포함시킨 격조사와 보조사를 ≪한글적새≫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다룬 데에서 차이가 난다. 둘째로 ≪온갖것≫에서 “임”의 하위 분

류로 설정한 관형사, 부사,26) 감탄사를 ≪한글적새≫는 “임”에서 해체하여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독립언에 해당하는 “모임씨”로 묶은 데서 차이

24) ≪말의 소리≫에서 명시적으로 ‘임’에 ‘임, 언, 억, 드’를 포함하여 다루지 않았지만

기존의 논의와 ‘임’으로 제시한 용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본고의 주장은 4.3에서

다룰 것이다.

25) 이병근(1977: 79)은 ≪온갖것≫은 漢字語系統의 語法用語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26) 이규영의 ≪한글적새≫(14면)에 부사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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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다. 셋째로 ≪온갖것≫에서는 조사나 “금”을 하위 분류를 하였지만

≪한글적새≫에서는 더 이상 세분하지 않은 데서 차이가 난다. 넷째로 접

속사를 ≪온갖것≫은 “돕”의 하위 범주로 설정한 것에 비해, ≪한글적새

≫는 “만”이나 “금”과 대등하게 다루었다.

다음으로 이규영은 ≪말듬≫,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품사를 9개로 분류하였다.

먼저 이규영은 ≪말듬≫27)에서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마찬가지로 품

사를 9개로 분류하였고 ≪국어문법≫의 용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28)

다만 ≪말듬≫은 ≪국어문법≫의 문법 용어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체적인 품사의 해석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이규영이 품사

에 관한 주시경의 해석을 참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움”과 “곁”, 즉 오늘날의 동사와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용어의 해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ㄱ. 움

① 여러 가지 움즉임을 이르는 씨를 다 이름이라 (≪국어문법≫

28)

② 움즉이는 씨를 이름이니 움즉임에 ‘움’만 떠어 움이라 함 (≪말

듬≫ 19)

ㄴ. 겻/곁

① 임씨의 만이나 움씨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 가지 씨를 다 이름

27) ≪말듬≫은 全1卷, 필사본으로 1913년경에 나온 간결한 국어문법책(小文典)이다. 품

사에 관련된 부분은 ‘씨난갈’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씨난틀’과 ‘씨난갈’에

서 보이고 있다.

28) ≪국어문법≫에서 ‘겻’을 사용하고 ≪말듬≫에서는 ‘곁’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였다. 이

는 표기의 차이가 아니라 ‘겻’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보인다. ‘겻’과 ‘곁’에 대

한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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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국어문법≫ 28)

② 임씨 같에 잇어 임씨로 임씨로는 하게 하는 씨니 곁에 잇음으

로 곁이라 함 (≪말듬≫ 21)

(7)의 정의를 통하여 동사를 “움즉임을 이르는 씨”, 즉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석한 점은 공통되지만 이규영은 추가적으로 동사라는 용어의

생성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용어의 생성 과정을 제시하는 방

식은 당시에 여러 학자들에게 공유되었던 것 같다. “곁”을 주시경은 문장

구성 속에서 하는 기능으로 파악하였지만, 이규영은 명사의 곁에 붙어서

명사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단어 즉 분포로 파악한 데에서 차이가 난다.

이처럼 이규영이 주시경과 다르게 용어를 해석한 데에는 이규영이 자기 나

름대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한글적새≫는 앞서 다룬 ≪조선말본≫과 마찬가지로 9품사를

체언, 용언과 독립언에 해당하는 범주로 묶어서 다루었다.29) 뿐만 아니라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을 “임”에서 해체하여 독립언에 묶은 점과 관형사

형 어미, 부사형 어미를 관형사와 부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새로운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 점이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이규영은 ≪현금 조선문전≫에서 품사를 9개로 분류하고 체

언, 용언과 독립언과 같은 상위 범주에 귀속시켰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김

두봉의 ≪조선말본≫이나 이규영의 ≪한글적새≫와 같은 것이다. ≪현금

조선문전≫30)은 ≪조선말본≫에서 보이는 해석을 수용함으로써 ≪조선말

29) ≪한글적새≫의 품사 분류는 첫재떼 말본 ㄱ의 ‘씨갈래의 쓰임’에서 다룬 내용이다.

≪한글적새≫의 분류는 <말모이>와 관련된 비망록인 ≪온갖것≫의 분류에 수정을 가

한 것이므로(김민수, 1983: 15) 품사 분류가 대체로 일치한다.

30) 김윤경(1938:470-1)에서는 ≪조선말본≫과 내용의 분류가 거의 같으면서 간단한 것

이라고 하였다. 김민수(1980: 83)에서 재인용. 강복수(1975: 173)에서는 ≪현금 조선문

전≫은 이규영이 撰한 것으로 ≪조선말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엮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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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문법 용어의 해석에서 차이가 난다. 예

컨대, 두 저술에서 제시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관형사와 부사에 대

한 해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ㄱ. 언

몸씨를 가르치어 그리는 씨 (≪조선말본≫ 59)

명사를 지정하야 형용하는 씨 (≪현금 조선문전≫ 58)

ㄴ. 억

씀씨나 억을 꾸미어 금하는 씨 (≪조선말본≫ 59)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야 한정하는 씨 (≪현금 조선문전≫ 60)

(8)의 해석을 보면 관형사나 부사를 ≪현금 조선문전≫은 ≪조선말본≫의

정의를 참조하되 한자어를 사용하여 용어를 해석한 것과 ≪조선말본≫에서

쓰이는 체언과 용언을 분명하게 명사, 형용사와 동사 등과 같이 구체적으

로 지적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상술한 품사 분류를 통하여 여러 저술들에서 포착되는 공통점과 차이점

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9) ㄱ.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을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 독립적인 범주로 인정하는 저술: ≪국어문법≫, ≪말듬≫, ≪조

선말본≫,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 명사의 하위 범주로 인정한 저술: ≪온갖것≫, ≪말의 소리≫

ㄴ. 조사와 어미를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는 저술: ≪국어문법

고 하였다. 고영근(2001: 82)에서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에 근거한 기초문법이라는 평가가 온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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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듬≫, ≪온갖것≫, ≪말의 소리≫, ≪조선말본≫, ≪한

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를 단어

로 인정하는 저술: ≪온갖것≫, ≪말의 소리≫, ≪조선말본≫,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9)에서 보인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주시경학파의 저술에 확인되는 품사들

의 용어를 해당하는 현대 한국어의 용어를 사용하여 검토하기도 하겠다.

4.3. 개별 품사론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개별 품사론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검토할

대상에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와 어미가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제시한 검토 대상의 순서에 따라 살펴볼 것인데, 먼저 명사에

대한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검토할 것이다.

4.3.1. 명사

주시경학파의 여러 저술 중에서 ≪온갖것≫과 ≪말의 소리≫만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를 “임”의 하위 범주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여러 저술에

서 공통으로 보이는 명사의 하위 분류를 보이고 관형사, 부사와 감탄사는

해당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주시경학파의 명사 분류를 “본명사”와 “대명사”(김민수, 1977: 279)로 나

누어 검토하겠다. 주시경학파의 저술에서 “제임”이라는 용어는 본명사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주시경학파가 제시한 본명사를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본명사를 ≪국어문법≫, ≪온갖것≫과 ≪말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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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둘로 설정한 것과, ≪말의 소리≫와 ≪현금

조선문전≫에서처럼 하위 분류를 하지 않은 것과, ≪조선말본≫, ≪깁더 조

선말본≫과 ≪한글적새≫에서처럼 넷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뉜다.

≪국어문법≫은 비록 본명사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누었지만 용례

를 보면 고유명사에 유형명사나 무형명사를 포함시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

다.

(10) 사람, 개, 새, 나비, 고기, 메, 물, 돌, 바람, 번개 등 (≪국어문법≫

77)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과 ≪한글적새≫는 오늘날의 보통명사,

고유명사, 무형명사와 유형명사에 해당하는 단위를 설정하였다. ≪깁더 조

선말본≫에서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각각 유형명사와 무형명사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11) 홀로임과 두로임에 다 꼴 있는 임과 꼴 없는 임이 있나니 이를터

면 ‘신지, 한양’ 들은 홀로임에 꼴 잇는 임이요 ‘막니지, 고뿔’ 들은

홀로임에 꼴 없는 임이며 ‘사람, 땅’ 등은 두로임에 꼴 있는 임이

요 ‘벼슬, 병’ 들은 두로임에 꼴 없는 임이니 다른 것도 다 이를

밀우어 볼지니라 (≪깁더 조선말본≫ 49-50)

(11)을 통하여 김두봉이 본명사를 넷으로 설정한 것은 주시경 ≪국어문법

≫의 인식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말의 소리≫와

≪현금 조선문전≫은 본명사를 분류하지 않았지만 제시된 용례를 통하여

≪국어문법≫과 인식이 같음을 알 수 있다.

(12) ㄱ. 사람, 나무, 돌, 흙, 물, 뜻, 아침 등 (≪말의 소리≫ ㄷ)

ㄴ. 사람, 땅, 날, 병, 신지, 한가위, 맘, 슬기, 아츰, 가멸, 웃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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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조선문전≫ 19)

≪온갖것≫은 용례가 적게 제시되어 “제임”, 즉 본명사에 ≪국어문법≫

과 같이 무형명사와 유형명사를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다.

(13) 리슌신, 평양, 사람, 땅 (≪온갖것≫ 22)

≪말듬≫은 비록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크게 나누었지만 보통명사에 추

상명사, 구체명사 외에 “움즉이는 임씨”, “엇더한 임씨”, 즉 동작명사와 형

용명사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기타 저술과 차이를 보인다.

(14) ㄱ. 덩이 있는 임씨: 나무, 돌, 쇠, 뫼, 새, 말

ㄴ. 덩이 없는 임씨: 바람, 노, 흉, 생각, 슬기

ㄷ. 움즉이는 임씨: 쓰기, 보기(기 부침),

먹이, 놀이, 덮이(이 부침),

덮개, 집개, 싸개, 뜯개(개 부침),

꿈, 쌈, 박굼, 뜀, 둠, 무림(ㅁ 부침),

먹음, 갈음, 썰음, 풀음(음 부침),

크기, 푸르기, 똑똑하기(기 부침)

ㄹ. 엇더한 임씨: 높이, 좋이, 넓이, 길이(이 부침),

푸름, 큼, 흼, 씀(ㅁ 부침),

높음, 넓음, 길음, 길음(음 부침) (≪말듬≫ 21-25)

(14)에서 이규영이 제시한 동작명사와 형용명사에는 주시경이 ≪국어문법

≫의 “기몸박굼”, 즉 품사 전성에서 동사어근명사와 형용사어근명사의 용

례로 제시한 것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규영은 ≪말듬≫에 주시경이 ≪국

어문법≫에서 보인 동사어근명사와 형용사어근명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명사의 하위 분류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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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규영이 ≪말듬≫에서 제시한 본명사의 하위 분류는 김희상

이 ≪조선어전≫(1911)에서 제시한 명사의 종류나 용례와도 대체로 일치한

다.

(15) 普通名詞: 조희, 붓, 먹, 벼루, , 칼, 집, 학교

有形名詞: 나무, 돌, 쇠, 산, 새, 말. 수레, 총, 칼

無形名詞: 바람, 공긔, 흉, 생각, 지혜, 걱정, 근심

行動名詞: 가기, 오기, , 그림, 집개, 덮개

第一 기附 行動名詞: 쓰기, 보기, 캐기, 주기, 먹기

第二 개附 行動名詞: 덮개, 집개, 싸개, 개

第三 ㅁ接 行動名詞: , 쌈, , 춤, 먹음. 읽음, 받음, 살음

形容名詞: 무게, 넓이, 큼, 높이, 적기

第一 기附 形容名詞: 높기, 크기, 좋기(조키), 넓기

第二 이附 形容名詞: 길이, 높이, 넓이, 깊이

第三 ㅁ接 形容名詞: 푸름, 큼, 흼, 씀, 붉음, 깊음, 검음

第四 無規形容名詞: 무게, 치위, 운두, 더위 (김희상, ≪조선

어전≫ 21-27)

(15)를 통하여 보면 이규영이 보통명사를 “덩이 있는 임씨”, “덩이 없는 임

씨”, “움즉이는 임씨”, “엇더한 임씨” 등으로 세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

희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희상은 명사를 보통명사와 고유명

사로 대별하고 보통명사에 “유형명사, 무형명사, 형동명사, 형용명사”를 포

함시켰다. 따라서 김희상(1911)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

면 이규영의 “덩이 있는 임씨”, “덩이 없는 임씨”, “움즉이는 임씨”, “엇더

한 임씨” 등은 김희상(1911)이 보통명사의 하위 분류로 제시한 유형명사,

무형명사, 형동명사, 형용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명사의 분류를 보면 주시경의 인식이 김두봉의 ≪조선말본≫

에 계승되면서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이규영은 ≪말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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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사에 동작명사나 형용명사와 같은 전성명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학

자의 저술이나 자신의 기타 저술과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대명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주시경학파는 저술

에 따라 “대임” 또는 “넛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임”은 ≪국어문

법≫, ≪말듬≫과 ≪깁더 조선말본≫에서 사용된 용어이고 “넛임”은 <말모

이>, ≪조선어문법≫(1913), ≪조선말본≫,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주시경학파의 대명사를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국어문법≫와 ≪말듬≫에서처럼 대분류,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눈 경우로,

≪말의 소리≫와 ≪현금 조선문전≫에서처럼 하위 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

로, ≪온갖것≫,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과 ≪한글적새≫에서처럼

≪국어문법≫의 중분류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말의 소리≫는

대명사에 인칭대명사만 용례로 제시하였지만 ≪말의 소리≫는 “씨난틀”을

소략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주시경(1910)의 인식과 같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말듬≫은 ≪국어문법≫의 분류를 재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

확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특기할 점은 인칭대명사에 관하여 제1, 2,

3인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시경학파의 다른 저술에

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지만 동시대의 최광옥, 유길준, 김규식과 김희

상은 인칭대명사를 제1, 2, 3인칭으로 명명한 것이 포착되므로 동시대에 공

유된 인식이었을 것이다. 김두봉은 이규영과 달리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명

칭을 부여하지 않았다.

주시경학파는 수사를 대명사에 포함한 점이 공통된다. “헴”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 쓰인 용어이고, “셈”은 ≪국어문법≫의 개정판인 ≪조선

어문법≫(1913)에서 쓰인 용어이다. 이규영의 ≪온갖것≫과 ≪말듬≫은 ≪

국어문법≫의 용어를, 김두봉의 ≪조선말본≫이나 ≪깁더 조선말본≫과 이

규영의 ≪한글적새≫는 주시경의 ≪조선어문법≫의 용어를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규영과 김두봉에서 확인되는 용어의 차이는 참조한 저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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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온갖것≫, ≪조선말본≫, ≪깁더 조

선말본≫과 ≪한글적새≫는 비록 수용한 용어가 다르지만 하위 분류의 목

록도 비슷하고 제시한 용례도 비슷하다. ≪현금 조선문전≫은 하위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제시된 용례를 통하여 ≪온갖것≫, ≪조선말본≫, ≪깁더 조

선말본≫, ≪한글적새≫ 등과 같은 인식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또한 “모름”은 주시경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용어이고 “물음”은 김두봉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용어이다. ≪온갖것≫과 ≪말듬≫은 ≪국어문법≫의 용

어를, ≪한글적새≫는 ≪조선말본≫의 용어를 따르고 있다.

요컨대, 비록 대명사에 대한 문법 용어의 차이와 분류상의 차이를 포착

할 수 있었지만 주시경학파의 대명사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판

단된다. 다만 이규영이 ≪말듬≫에서 인칭대명사에 명칭을 부여하고 하위

분류한 점이 주시경이나 김두봉과 차이가 난다.

4.3.2. 동사

현대 한국어학의 동사에 해당하는 ‘움’을 살펴볼 것인데, 주시경학파는

동사의 하위분류를 네 부류로 파악하였다.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처럼

자동사, 타동사, “움힘”, 즉 피동사로 분류한 것과, 이규영의 ≪온갖것≫과

≪말듬≫,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에서처럼 동사를

“제움”과 “남움”, 즉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한 것과, 주시경의 ≪말의 소

리≫에서처럼 동사를 하위 분류하지 않은 것과 ≪깁더 조선말본≫에서처럼

자동사, 타동사와 “절움”, 즉 불완전동사로 분류한 것 등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시경학파의 저술에서는 자동사에 해당되는 용어로 “안”과 “제움”이라

는 용어를, 타동사에 해당되는 용어로 “밖”과 “남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

다. ≪온갖것≫에서는 “안”과 “밖”을 쓰고 있고 기타 저술에서는 “제움”과

“남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어문법≫은 자동사와 타동사 외에 피동이라는 분류를 더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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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사과 피동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정은 ≪깁더 조선말본≫에

서도 확인된다. ≪깁더 조선말본≫은 ≪조선말본≫과 같은 분류를 제시함

과 동시에 “제움, 남움, 절움” 등과 같은 분류도 제시하였다. 여기서 자동

사를 능동사와 피동사로 분류한 점은 ≪국어문법≫의 피동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국어문법≫의 피동에는 타동사인 “따리-”가 확인

되므로 ≪깁더 조선말본≫에서 이것을 자동사로 다룬 내용과 차이를 보인

다. 김두봉이 ≪조선말본≫에서 다룬 타동사는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일치한다. 김두봉이 ≪깁더 조선말본≫에서 동사의 하위 분류로 설정한 불

완전동사는 주시경학파에서 처음으로 설정된 동사의 하위 범주이다. 이규

영이 ≪현금 조선문전≫에서 동사를 하위 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용례를 통

하여 ≪온갖것≫, ≪말듬≫, ≪조선말본≫, ≪한글적새≫ 등 이규영의 기

타 저술들과 같음을 알 수 있다.

4.3.3. 형용사

주시경학파의 저술에서 현대 한국어학의 형용사에 해당되는 용어로 ‘엇/

얻’을 사용하였다. ‘엇’은 ≪국어문법≫, ≪말듬≫, ≪온갖것≫과 ≪말의 소

리≫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얻’은 ≪조선말본≫, ≪깁더조선말본≫, ≪한글

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주시경학파가 설정한 형용사의 분류는 저술에 따라 다르지만 용례를 보

면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조선말본

≫과 ≪깁더 조선말본≫에서 지시형용사를 설정함으로써 기타 저술과 차이

를 보인다. ≪온갖것≫,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은 “많, 적”과 같은 형용사만 “셈”에 포함시키고 있어

서 ≪말듬≫과 차이를 보인다.

≪말듬≫의 “헴의 엇씨”과 “못친 엇씨”, 즉 수량형용사에 해당하는 용어

는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의 “셈”과 “물음”에 대응된다. 다만

≪말듬≫에서 수량형용사로 제시한 용례는 앞서 살핀 대명사와 후술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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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도 포함되어 있어 이규영이 이들을 수사, 형용사와 관형사에 넘나드

는 현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정형용사에서 보인 용례는 앞서

살핀 대명사에도 확인되므로 이규영이 이들을 대명사와 형용사에 넘나드는

현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16) ㄱ. ① 헴의 엇씨: 저믄, 골, 온, 열, 몉, 여럿, 적, 많 (≪말듬≫ 30)

② 헴: 여럿, 멷, 하나, 둘, 얼마

③ 헴의 언씨: 몉, 열, 둘, 하나, 여럿

ㄴ. ①못친 엇씨: 무엇, 어듸 (≪말듬≫ 30-31)

② 모름: 누구, 아모, 무엇, 어대, 언제, 얼마

(16)에서 보인 이규영의 수량형용사와 미정형용사에 대한 인식은 김희상

(1911: 37-39)이 형용사의 하위 분류로 설정한 수량형용사나 미정형용사와

대체로 비슷하다.31)

4.3.4. 관형사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관형사를 살펴볼 것인데, 주시경학파에서 다

룬 관형사를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파악할 수 있다. 주시경학파의 저술

중에 ≪말의 소리≫와 ≪현금 조선문전≫에서처럼 관형사에 대하여 하위

분류를 하지 않은 것, ≪국어문법≫,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

한글적새≫ 등에서처럼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 ≪말듬≫에서처럼 ‘수식어

31) 김희상(1911: 38)에서 “數量形容詞에定數와 未定數의 二種이 有니라. 正數 한,

두, 세, 네, 다섯 等과 같이 確定된 數定數라 稱나니라. 未定數 몉, 여러, 많은 적

은 等과 같이 未定된 數定數라 稱나니라”고 하였다. 김희상(1911: 39)에서

“未定形容詞 무슨 어듸 等과 같이 未定 又未詳形容示形容詞未定形

容詞라 稱나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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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씨’식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한 것 등 셋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형사에 관형사형을 포함시켰느냐에 따라 주시경학파 내부의 인식이 갈

린다.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이규영의 ≪말듬≫은 관형사형을 포함시켰

는데 기타 저술에서는 관형사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어문법≫과 ≪

말듬≫은 관형사에 관형사형을 포함시키는 이유를 제시하였는바 보이면 다

음과 같다.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 “이, 저, 그”를 해석하는 가운데에

이유를 설명하였다.

(17) ‘이, 저, 그’는 ‘밋언’이니 다른 기가 박구이어 ‘언’ 몸이 된 것이 안

이요 그 몸의 밋이 ‘언’이라 함이라 (≪국어문법≫ 87)

(17)을 통하여 주시경은 관형사에 “이, 저, 그”와 같은 본관형사와 다른 품

사에서 전성되어 온 관형사를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규영은 ≪말듬≫에서 다음과 같이 관형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8) 언씨는 거진 다 엇씨나 움씨에 ‘ㄴ, 은, 는’을 부치어 바구게 함

(≪말듬≫ 30)

(18)의 해석을 보면 이규영은 ≪말듬≫에서 관형사를 형용사나 동사에서

전성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규영이 관형사의 분류에서 보인

용어는 관형사의 정의에 걸맞은 형용관형사와 동작관형사에 해당하는 용어

로 표현했다고 판단된다.

(17)과 (18)을 통하여 보면 주시경과 이규영의 “언”에는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도 포함된다. 이는 현대 한국어학의

관형사와 다른 인식이다. 아울러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이규영의 ≪말

듬≫은 품사의 차원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아직 독립적인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말모이>의 편찬과 관련된 저술 중에 ≪조선말본≫, ≪깁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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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본≫과 ≪한글적새≫는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이규영의 ≪말듬≫에서

관형사에 포함시킨 관형사형을 분리하여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어미에

편입시켰다. 이처럼 관형사에서 관형사형을 분리하여 어미에 분류한 것은

≪온갖것≫과 ≪말의 소리≫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온갖것≫과 ≪말의

소리≫에서 관형사라는 범주를 설정하지 않고 명사의 하위 분류로 다루었

기 때문에 주시경학파의 다른 저술과 차이가 난다.

4.3.5. 부사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부사를 살펴볼 것인데, 주시경학파에서 다룬

부사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다. ≪국어문법≫,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과 ≪한글적새≫에서처럼 의미에 따라 분류를 시도한 것

과, ≪말의 소리≫와 ≪현금 조선문전≫에서처럼 하위 분류를 하지 않은

것과, ≪말듬≫에서처럼 ‘수식어+억씨’식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한 것 등

셋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시경학파의 부사에 대한 분류와 구성원을 보면 부사에 부사형을 포함

시켰느냐에 따라 인식이 갈린다.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이규영의 ≪말

듬≫은 부사형을 부사에 포함시켰는데 주시경학파의 기타 저술에서는 부사

에 부사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규영은 ≪말듬≫에서 부사에 부사형을

포함시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9) 억씨는 거진 움씨나 엇씨에 ‘게, 도록, 고저’ 들을 부치어 박구임과

임씨에 ‘에서, 으로, 에게’ 들을 부치어 바구임이 잇나이다 (≪말듬

≫ 31)

(19)의 해석을 통하여 이규영이 ≪말듬≫에서 부사를 형용사나 부사에 부

사형 어미를 결합하여 전성된 것이나 명사에 부사격조사를 결합하여 전성

된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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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ㄱ. 엇던 억씨: 매우, 잘, 퍽, 너무, 몺이, 크게

ㄴ. 움의 억씨: 가게, 오게, 먹게, 하도록 (≪말듬≫ 31-32)

(20)에서 보면 이규영이 “엇던 억씨”나 “움의 억씨”, 즉 형용부사와 동작부

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사나 형용사라는 입력부에서 전성되어 온 부사

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용언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이루

어진 통사적 구성을 하나의 부사로 보고 있으므로 품사의 차원에서 부사형

어미를 아직 독립적인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말모이>와 관련된 저술 중에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과 ≪한글적새≫는 부사에 포함시킨 부사형을 분리하여 현대 한국어학의

어미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국어문법≫이나 ≪말듬≫과 차이를 보인다.

부사에서 부사형을 분리하여 어미에 포함시킨 것은 ≪온갖것≫과 ≪말의

소리≫에서도 확인되지만 부사라는 범주를 명사의 하위 분류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타 <말모이>와 관련된 저술과 차이가 난다.

4.3.6. 감탄사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감탄사를 살펴볼 것인데, 주시경학파에서 다

룬 감탄사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다. 감탄사의 분류와 구성원

을 보면 감탄사를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했느냐에 따라 주시경학파의 인식

이 갈린다. ≪온갖것≫과 ≪말의 소리≫에서는 “임”의 하위 분류로 다루었

다는 점에서 기타 저술과 차이가 난다.

주시경학파의 학자들은 저술에 따라 오늘날의 감탄사를 여러 용어로 나

타냈다. ≪국어문법≫과 ≪말듬≫에서는 “놀”로, ≪온갖것≫에서는 “드”로,

≪조선말본≫, ≪깁더 조선말본≫,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 등은

“늑”으로 나타냈다.

감탄사를 주시경은 ≪국어문법≫과 ≪말의 소리≫에서 소략하게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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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법/

말듬
말모이 온갖것 말의 소리

(깁더) 조선말본/

현금 조선문전
한글적새

겻
만

이
심

만
심 겻 겻 임자겻

만

심

맺 맺 맺 맺 맺 맺

겻
만

이
둘

둘
돕 겻 겻 돕음겻 심

잇 잇 잇 잇 잇 잇

둠

금

둠 겻

겻

딸림겻
얹음

금

둠이

갈 갈 겻 그림 그림

겻
금

이
손 손 겻

매임겻
깁음 깁음

는데, 김두봉은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었

다. 이규영의 ≪말듬≫, ≪온갖것≫과, ≪한글적새≫과 ≪현금 조선문전≫

의 용례는 대체로 비슷하다.

4.3.7. 조사와 어미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조사와 어미를 살펴볼 것인데, 주시경학파 내

에 사용된 용어는 차이가 나지만 주시경학파는 조사와 어미를 삼분하여 파

악하였다.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말의 소리≫, 김두봉의 ≪조선말본≫

과 ≪깁더 조선말본≫, 이규영의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 등은 조사

와 어미에 해당하는 단위를 “겻”, “잇”과 “끗”으로 설정하였다. 이규영은

≪온갖것≫에서는 “만”, “금”과 “돕”으로, ≪한글적새≫에서는 “만”, “금”과

“잇”으로 하위 분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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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 깁 겻 꾸밈 꾸밈

덩이 깁음

<표 8> 주시경학파의 여러 저술에서 보이는 조사와 어미의 구성원

<표 8>을 통하여 <말모이>의 집필 전후로 “겻”의 구성원에 대한 주시경

학파의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국어문법≫과 ≪말듬≫의 “겻”에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격조사, 보조사, 부사격조사가 포함된다. ≪조

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 ≪말의 소리≫, ≪한글적새≫, ≪현금 조선

문전≫ 등은 문법 용어의 사용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

하는 주격조사, 보조사, 속격 조사,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 등을

“겻”에 포함시켰다(≪온갖것≫ 제외). 이와 같은 차이를 <말모이>에서 새

롭게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통하여 검토할 것이다.

(21) 둠 [名代를 언 되게 하는 토]

갈 [形動을 언 되게 하는 토]

깁 [形動을 副詞 되게 하는 토]

(21)의 정의를 보면 “둠, 갈, 깁”을 문장에서 관형어나 부사어로 기능을 하

는 토로 파악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들을 문장에서의 기능으로 파악한 것은

≪국어문법≫ “짬듬갈”에서 다룬 “금이”, 즉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수

식어의 해석과 일치한다. ≪국어문법≫에서 해당하는 원문을 가져와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22) ㄱ. 본드三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 (≪국어문법≫ 42)

三. ‘ㄴ’ 은 남이의 뜻을 가진 ‘푸르’를 금이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러함으

로 금이빗이요, 푸른은 금이니 푸르가 금이 되는 빗 ‘ㄴ’을 더하여 된

금이라 이러함으로 금이듬이라도 할만하니라. (생략) (밑줄, 필자)32)

ㄴ. 본드八 저 븕은 봄꼿이 곱게 피오 (≪국어문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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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븕은’과 ‘곱게’는 본드三의 푸른에 견주어 볼 것이라. 그러하나 곱게는

억이니 ‘게’는 엇기, ‘곱’을 억되게 하는 표니라. (생략) ‘의’는 임기 ‘봄’

을 언기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요. 또 임이의 뜻이 잇는 ‘봄’을 금이

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니라.

(22ㄱ, 22ㄴ)의 설명을 통하여 주시경이 관형사형 어미 ‘ㄴ’, 부사형 어미

‘게’, 속격 조사 ‘의’ 등과 같이 문장 내에서 관형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현

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어미나 조사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푸른’, ‘봄(의) 꼿’, ‘곱게’ 등을 문장론 층위에서의 관형어나 부사어로 인식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장론 층위에서 관형사형과 부사형은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파악한 셈이다. 이처럼 주시경이 문장론 차원에서 관형사

형 어미 ‘ㄴ’, 부사형 어미 ‘게’, 속격 조사 ‘의’ 등을 단어로 인정한 것은

“기난틀”, 즉 품사 분류에서는 독립적인 단어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기

몸박굼”, 즉 품사전성에서는 관형사와 부사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변법

소로 인식한 것과 차이가 난다.33) 이와 같은 인식의 불일치는 결국 <말모

이>에서 “둠, 갈, 깁”이라는 용어를 부여받고 단어로 인정되면서 해소되었

다. 이처럼 <말모이>에서 새롭게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둠, 갈, 깁”을

주시경과 김두봉은 “겻”에 편입시켰고, 이규영은 “금”이라는 범주에 편입시

켰다. 그러나 주시경은 “둠, 갈, 깁”을 ≪말의 소리≫에서 “겻”에 편입시키

고 더 이상 분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주시경이 ≪국어문법≫ “짬듬갈”에

서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 금이빗’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 “빗”을

≪말의 소리≫의 품사론 부분에 와서도 평행되게 세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겻”과 “끗”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김두봉은 “둠, 갈, 깁”

을 둘로 해체함과 동시에 “딸림겻”과 “매임겻”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32) 이하에 나오는 밑줄도 필자가 그은 것임을 밝혀 둔다.

33) 김병문(2013: 317)은 ≪국어문법≫에서 ‘언’과 ‘억’이 독립된 범주로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의 ‘변체’라는 개념을 통해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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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두봉이 <말모이>에서처럼 “둠, 갈, 깁”을 “언”되게 하는 것과 “부

사되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인식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규영은 ≪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둠, 갈, 깁”을 “금”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

었다. 이는 이규영이 “둠, 갈, 깁”이 모두 수식어의 구성 요소인 점을 주목

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주시경이 설정한 “겻”을

김두봉과 이규영은 자신의 문법 인식에 입각하여 재편성함으로써 주시경학

파의 “겻”에 관한 모형이 세 가지 존재하는 셈이다.

한편, “둠, 갈, 깁”을 “겻”에 편입시킴으로써 주시경과 김두봉의 “겻”에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포함한 조사와 어미가 혼재되어 있게 된다. 이규영도

“금”에 <말모이>의 “둠, 갈, 손, 깁”을 포함함으로써 조사와 어미가 혼재되

어 있다. 그러나 이규영의 “금”에는 문장에서 수식어 뒤에 붙는 조사와 어

미만 포함된다. 따라서 이규영이 사용한 “금”은 주시경이 문장론에서 수식

어에 붙는 “금이빗”과 통하는 면이 있다. 즉 이규영의 “금”은 문장을 전제

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말모이>, ≪온갖것≫과 ≪한글적새≫에서 “심”과 “맺”, 즉 현

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격조사와 종결어미를 하나의 범주인 “만”으로

묶어서 다루었다.34) 이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저술에서는 “겻”과 “맺”으로

나누어서 다룬 것이어서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를 먼저 <말모이>에

제시된 주격조사와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단위의 정의를 통하여 검토할 것

이다.

(23) 심: 〔主語되게 하는 토〕

맺: 〔說明語되게 하는 토〕

34) 김병문(2013: 344)은 ≪온갖것≫에서 ‘만’을 왜 주격조사 ‘심’과 종결어미 ‘맺’의 상위

범주로 보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문장을 이루는 기본 뼈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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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서 보인 “심”과 “맺”의 정의를 ≪한글적새≫의 정의와 비교하여 파

악하겠다.35) ≪한글적새≫의 정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4) 만: 으뜸감이 되는 토 (≪한글적새≫ 14)

(24)의 “으뜸감”은 이규영의 ≪한글적새≫와 김두봉의 ≪조선말본≫에서

임자감과 풀이감을 아우르는 문장론의 용어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현대

한국어학의 각각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절에 해당한다. 이규영이

≪한글적새≫에서 드러낸 문장론의 인식은 ≪조선말본≫과 많이 일치하므

로 “으뜸감”에 대한 ≪조선말본≫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문장론은 제6

장에서 후술). ≪조선말본≫에서 내린 “으뜸감”의 정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

다.

(25) 임자와 풀이는 월을 이룸에 으뜸되는 조각이므로 이를 으뜸감이라

하나니라 (≪조선말본≫ 157)

(25)의 “으뜸감”을 김두봉은 “임자감”과 “풀이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

악했는데 이는 주시경의 ‘임이듬(임이+임이빗)’, 즉 ‘주어+주격조사’, ‘남이듬

(남이+남이빗)’, 즉 ‘서술어+종결어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글

적새≫에서 “으뜸감이 되는 토”로 정의한 “만”은 주시경의 “임자빗”, 즉 주

격조사와 “남이빗”, 즉 종결어미를 아우르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규영은 “심”과 “맺”을 문장론에서 “만”으로 묶어서 다룬 것과 평행되게

품사론에서도 “만”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보면 “만”은 문장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리고 김두봉은 “겻”에 “덩이매임겻”, 즉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보

35) <말모이>와 이규영의 ≪온갖것≫이나 ≪한글적새≫와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김민수

(1983)과 김병문(201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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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사를 설정하였다. 이는 주시경이나 이규영이 “겻”에서 다루지 않은 내

용이다. 김두봉의 보격조사에는 “가/이, 을/를, 와/과” 등과 같은 필수적 보

어 뒤에 붙는 조사가 포함된 것이어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보격조사

와 차이가 포착된다.

다음으로,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이 설정한 “잇”, 즉 현대 한국어학에

서 말하는 접속조사와 연결어미를 살펴보겠다. 여기서 주시경의 ≪국어문

법≫과 이규영의 ≪말듬≫은 공동격 조사와 연결어미를 여러 층위의 말을

잇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공동격 조사와 연결어미를 한 말과 한 말을

잇되, 단어, 구, 절, 문장을 두루 잇는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26) 잇기의 마듸: 잇기로 잇는 마듸의 결에를 가르는 것.

ㄱ. 기잇: 기와 기를 잇는 것. (본) 소와 말, 길고 크다, 가며 노래

하오.

ㄴ. 모잇: 모와 모를 잇는 것. (본) 힌 조히와 검은 먹.

ㄷ 드잇: 드와 드를 잇는 것. (본) 바람은 가볍고 구름은 히오

〔못 맞은 드잇〕. 날이 춥다마는 나는 가겟다〔맞은 드

잇〕(≪국어문법≫ 96)

그러나 김두봉은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접속사를 대

등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27) 같은 갈래의 으뜸씨나 또는 월의 마디를 같은 값으로 잇는 씨 (≪

조선말본≫ 57)

(27)에서 보면 김두봉도 ‘잇’을 단어나 문장을 대등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김두봉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대등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것만 ‘잇’에 포함시키고, 주시경과 이규영이 ‘잇’에 포함시켜 다룬 현대 한

국어학의 종속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것들은 “꾸밈매임겻”, 즉 부사형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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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포함시켜 다룬 데에서 차이가 포착된다.

(28) ‘아, 어, 이, 게, 러, 도록, 니, 매, 므로, 면, 거늘, 아도, ㄴ데, 아야,

아서, ㄴ들, ㄹ스록, 완데, 어니, 거니’ 따위 (≪조선말본≫ 114)

이규영은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의 ≪조선말본

≫ ‘잇’의 용례를 들고 있어서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였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은 종결어미를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

하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감탄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 중에서 <말모이>의 집필 전후로 주시경학파의 품사 분류는

“겻”의 구성원의 차이가 주목된다. 이와 같은 “겻”의 구성원의 차이는 주시

경이 ≪국어문법≫ “짬듬갈”에서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 금이빗’을 아우

르는 개념으로 사용한 “빗”을 <말모이>에 와서 해체하여 각각에 명칭과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부터 생겼다. 그 중에서 새롭게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둠, 갈, 깁”은 “짬듬갈”의 “금이빗”에서 다루던 내용인데 주시경

과 김두봉은 “겻”에, 이규영은 “금”이라는 범주에 편입시켰다. 즉 주시경학

파의 “금이빗”은 문장 층위에서 단어로 인식되다가 <말모이>를 거쳐 형태

층위에서 단어로 고착된 것이다. 또한 품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금이빗”,

즉 조사나 어미들은 모두 문장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다. 이

와 달리 문장에서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명사형 어미나 전성어미는 단어

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4.4. 소결

제4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단어에 대한 정의, 품사의 분류, 개별 품사론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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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에서는 먼저 주시경학파의 단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주시경학

파는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보조사, 관형사형 어

미와 부사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을 단어로 설정하였다.

4.2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품사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

국문문법≫에서 7개를 설정하고, ≪말≫에서 6개, ≪고등국어문전≫에서 ≪

국어문법≫과 그 재판본에서 9개로 변화를 보이다가, ≪말의 소리≫에 가

서는 6개로 정착된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국어문법≫과 마찬가지로 9개

품사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 속격조사를 ‘겻’

에 포함시킨 것은 ≪말의 소리≫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다. 이규영은 ≪온

갖것≫에서 6개를 설정하고, ≪말듬≫,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

에서는 9개를 설정하였다. ≪온갖것≫은 <말모이>에서 분류한 어법 항목

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였다. ≪말듬≫은 주시경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인식

을,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인식

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김두봉과 이규영이 이현희(199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시경의 중·후기의 문법의 영향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에서는 주시경학파의 개별 품사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명사를 살펴

보면 주시경학파는 본명사와 대명사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이

규영의 ≪말듬≫의 하위 분류는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의 기타 저술과 차

이를 보이는데 이는 김희상(1911)의 영향을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사를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설정한 점은 일치한

다. 김두봉이 ≪깁더 조선말본≫에서 “절움”이라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

하는 불완전동사도 설정하였다. 이는 김두봉이 주시경학파에서 처음으로

설정한 동사의 하위 범주이다.

형용사를 살펴보면 주시경학파은 저술에 따라 설정한 개수가 다르지만

용례는 대체로 비슷하다.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은 ≪온갖것≫과 ≪말의 소리≫에서 “임”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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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다루어졌다. 이는 기타 저술에서 독립적인 범주로 다루어진 것과

다르다.

조사와 어미를 살펴보면 주시경학파는 “겻”, “잇”, “끗/맺”이나 “만”, “금”

,“돕” 또는 “만”, “금”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였다. 여기서 구성원의 차이는

“겻/만”에서 확인되고 “잇”과 “끗”에는 변동이 크지 않다. “겻”의 구성원에

<말모이>를 전후하여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속격조사를 포함시키느

냐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 이 외에 김두봉은 “덩이매임겻”, 즉 현대 한국어

학에서 말하는 보격조사를 설정하였다. 김두봉의 보격조사에는 “가/이, 을/

를, 와/과” 등과 같은 필수적 보어 뒤에 붙는 조사가 포함된 것이어서 오

늘날의 보격조사와 차이가 포착된다. “잇”의 구성원의 경우는 주시경은 현

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포함시킨

반면에, 김두봉은 대등적 연결어미는 ‘잇’에, 종속적 연결어미는 ‘겻’에 포함

시켜 다루었다. 이규영은 ≪말듬≫에서는 주시경의 ‘잇’에 대한 인식을, ≪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의 ‘잇’에 대한 인식을 수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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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조어법

제5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조어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주시경과 동

시대에 활동하던 학자들은 현대 한국어학의 파생과 굴절에 대한 인식을 가

졌다. 이와 같은 인식은 주로 단어의 구성을 설명하면서 드러냈다. 주시경

이 동시대의 학자들이 인식했던 파생과 굴절을 이론적 배경으로 어떻게 자

신의 조어법의 이론을 구축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주시경의 이와 같

은 인식이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시경의 저술 ≪말≫(1906-1908), ≪국어문법≫(1910)과 그

재판본, ≪말의 소리≫(1914), 김두봉의 저술 ≪조선말본≫(1916), ≪깁더

조선말본≫(1922), 이규영의 저술 ≪온갖것≫(1913), ≪말듬≫(1913), ≪한

글적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 등을 검토할 것이다.

5.1. 단어의 구성

현대 한국어학에서 조어법을 단어의 구성이 단일한 것과 복합적인 것으

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구성이 단일한 단어를 단일어라 하고, 구성이 복

잡한 단어를 복합어라고 부른다. 복합어는 그 형성 방식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남기심· 고영근, 2014: 187-188). 주시경은 조어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기(씨)몸박굼”, “기(씨)몸헴”, “기(씨)뜻박굼” 등에서 다루

었다. 주시경의 “기(씨)몸박굼”에 대한 인식은 ≪말≫의 “언체의 변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언체의 변법”에서 다루어진 현상들은 현대 한

국어학이라면 조어법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것들이 많지만, 주시경은 이 안

에서 “특별 변법”이라는 용어 하에 현대 한국어학의 조어법 논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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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현상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1) “언체의 변법”에 대한 주시경의 해석

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言語字가 그 軆를 서로 變는 것이니 이 變化法을 알아야 비로소 國語

를 斟酌다 리라 (≪말≫ 29)

(1)에서 보면, 주시경은 “言語字가 그 軆를 서로 變는 것이니”라는 표현

을 이용하여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포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단어가 다른 단어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

는 점은 다음의 기술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2) 原軆部, 名號 形容 動作

言語字의 此 三軆는 言語의 元軆니 其職責을 相換必要가 有

어 他職으로 遷移랴면 本職軆에 他職으로 遷移는 表를 付

니라 (≪말≫ 29)

(2)에서 보면, 주시경은 “원체부”에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을 포함시켰다.

1) “기몸박굼”의 정의를 통하여 기몸박굼이 단순히 언체만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

≫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장의 구성과 관련하여 설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영환, 1982: 58). 이와 달리 김병문(김병문, 2013: 231)에서는 ≪말≫의 “원체-

변체”의 구도는 “원체부”와 “관계부”를 “장어식”, 즉 문장의 층위와 결부시키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원체부”와 “관계부”를 문장 층위에서 다루게 되는 단초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 기존의 논의에서 “언체의 변법”이나 “기몸박굼”을 문장의 구성과의 관련

성을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 점, ≪국어문법≫에서는 ≪말≫의 용례를

소략하게 제시한 것이나 “특별 변법”의 일부 내용을 없앤 것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점을 통하여 ≪말≫의 ‘언체의 변법’이 ≪국어문법≫의 “기몸박굼”에 해당하는 개념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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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은 “언어의 원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

체”들이 “직책”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本職軆에서 他職으로 바꾸는 表를

付”하면 된다고 하였다. 즉 입력부인 “원체”에 “표”를 결합시켜 출력부인

“변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조어를 설명한 것이다.2) 다시 말하면, 명사,

형용사, 동사 등 “원체”에 기능을 바꾸는 표지를 결합시키면 다른 단어로

전성된 “변체”가 만들어진다고 파악한 셈이다.

여기에서 주시경이 설정한 변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현대 한국

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파생, 합성, 굴절, 곡용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여

러 현상들이 모두 변체로 지칭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체를 만들면서

결합하는 기능을 바꾸는 표지 역시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주시경이

기능을 바꾸는 표지로서 제시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ㄱ. 명호되게 는 것

형본명호: 흼, 희지, 검지, 희기, 검기

명형본명호: 졍

동본명호: 감, 먹음, 가기, 먹지, 가기, 먹기

명동본명호: 일

형명본명호: 큰 것, 적은 것, 이것, 그것 (특별변법)

ㄴ. 형용되게 는 것

명본형용: 졍

형본명본반격형용: 크기는 , 검기는 (특별변법)

ㄷ. 동작되게 는 것

명본동작: 일, 말, 나무, 

원형성동작: 더, 다, 잘, 못

동본형성본동작: 자게

2) 김병문(2013: 206)에서도 “언체의 변법”은 “본직체”에 어떠한 “표”를 결합하여 그 “직

책”을 변하게 하는가를 정리한 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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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본형성본동작: 희게

명본동본형성본동작: 일하게, 흥게

명본형본형성본동작: 하게

동본명본반격동사: 보기는 , 먹기는 (특별변법)

ㄹ. 형명되게 는 것

명본형용: 면쥬옷, 고깃국, 나의 붓 등

형본형명: 흰옷, 가볍은옷 등

동본형명: 간 사람, 눕은 , 팔물건, 먹던사람, 갈앗던칼 등

ㅁ. 형성되게 는 것

형본형성: 희게다, 잘아못쓰겟다 등

동본형성: 먹게만들다, 적어두겠다 등

(3)의 내용을 보면 주시경은 “본체”에 일정한 표를 결합하여 변화의 결과

로서의 명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형, 부사형 등 변체가 도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본체”는 앞서 본 “원체”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3ㄱ)의 “형본명호”는 형용사의 본체가 명사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

대, “형본”, 즉 형용사의 “본체”인 ‘희, 검’ 등은 “원체”와 일치하기 때문에

원체와 본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3ㄷ)의 “동본형성본동작”은 동사

에 ‘-게’를 결합하여 부사형이 된 다음, 다시 여기에 ‘-하-’가 결합하여 동

사가 된 것인즉, 부사형에 ‘하-’가 결합하여 동사가 된 것을 가리킨다. 이

과정을 주시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사 본체에 ‘-게’가 결합하여 변체가

완성된 다음, 다시 이 변체가 본체로서 ‘하-’와 결합하여 ‘-게 하-’라는 또

다른 변체를 낳은 것이다. 즉, 주시경의 관점에서 원체와 본체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성”의 예로 제시한 “더, 다, 잘, 못” 등은 “동

본형성”의 “자게”나 “형본형성”의 “희게”처럼 “변체”의 과정을 겪지 않은

“원체”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변체”의 과정을 겪은 “원체”가

“본체”라는 신분을 획득하여 재차 “변체”의 과정을 겪어 최종적으로 “동본

형성본동작”이나 “형본형성본동작”을 만든 것을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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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와 “본체”는 “변체”의 과정을 겪은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변체”에 상대하는 개념인 점은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주시경의 “본체”와 “변체”에 대한 인식을 김두봉은 “밋말(本

詞)”과 “변화어(變化語)”라는 용어로 나타냈다. 주시경의 “변체”는 “몸바꿈”

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김두봉의 “변화어”는 “몸바꿈” 외에 “뜻바꿈”도 포

함하는 것으로 “변체”의 외연을 더 넓게 본 것이다(≪조선말본≫ 68, 81

등). 이처럼 주시경은 “동본명호/움본임”3) 등과 같이 “본체”를 명시하였고

김두봉은 “밋말”이라는 용어로 “본체”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규영은 주시

경처럼 “본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가령 주시경의 “움본임”을 이

규영은 “움임”으로 지칭하였다. 이는 이규영이 ≪한글적새≫를 집필할 때

“움임”은 선행하는 “움”이 “본체”이고 후행하는 “임”이 “변체”라는 것이 상

식으로 널리 알려졌으므로 더 이상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

이라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ㄱ)은 형용사나 동사의 본체에 ‘-ㅁ/(음), -기, -

지’를 결합시켜 변체인 명사, 즉 전성명사가 된 것, (3ㄴ)은 명사에 ‘’를

결합시켜 형용사, 즉 파생형용사가 된 것, (3ㄷ)은 명사, 부사에 ‘’를 결합

시켜 파생동사가 된 것이나 동사나 형용사에 ‘–게 -’를 결합시켜 전성

동사가 된 것, (3ㄹ)은 명사가 다른 명사 앞에서 관형사가 되는 것, 형용사

나 동사의 본체에 “-ㄴ, -은, -는, -을, -던, -엇던, 의” 등과 같은 “표”를

결합하여 관형사형이 되는 것, (3ㅁ)은 형용사나 동사의 본체에 “게, 아”

등의 “표”를 결합하여 부사형이 되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ㅁ/(음), -

기, -지, -ㄴ, -은, -는, -을, -게-, -아-’ 등은 어미이고, ‘의’는 속격 조사,

‘--’는 접사이며, ‘-게 -’의 경우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3ㄱ-ㄷ)에서

“특별변법”으로 제시한 “Ø/-은/는 것, 기는 ” 등 “표”는 구 구성이다. 따

라서 주시경이 말하는 “표”는 오늘날의 활용어미, 조사나 파생 접사를 포

3) 주시경이 ‘움본임’을 “움몸을 임몸되게 는 것”, 즉 동사가 명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

다(≪국어문법≫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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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유형 용례

임

엇본임 힘, 검음, 검지, 검기, 검엉

임엇본임 졍함

움본임 감, 먹음, 가지, 먹지, 가기, 먹기,

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표”는 모두 “원체”에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경은 오늘날 우리처럼 활용과 파생

을 세분하여 다루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조어법에 관여하는 요소로 인식하

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주시경의 조어법의 인식이 ≪조선어문법≫

(1913)의 “씨몸박굼”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4) 어느 씨든지 서로 박구어 쓰지 못하면 말(다)을 꿈일 수가 없음으

로 각 씨의 결에를 서로 박구어 씀이 잇으니 이를 씨몸박굼이라 이

름이라 (≪조선어문법≫ 113)

(4)를 통하여 주시경은 “씨몸박굼”을 “각 씨의 결에를 서로 박구어 씀”은

“말(다)을 꾸밀 수 있음”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다)”은

주시경의 문장론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단어 및 그 이상의 단위를 말한다

(제6장에서 후술). 따라서 주시경은 “씨몸박굼”을 문장 층위에서 한 단어가

형태를 변화시켜 다른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위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

식한 것이다.4) 주시경의 ≪조선어문법≫의 “씨몸박굼”의 유형과 용례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김석득(1977: 73)에서 “기(씨)몸박굼”을 파생법과 전성으로 보았다. 박영환(1982: 65),

하치근(1989: 14)에서는 기몸바꿈은 전성과 임시적 기능 변화인 자격 변동법을 포괄

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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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갊, 썰에, 묻엄, 막애, 남아/남아지

임움본임 일함

엇 임본엇
졍하, 해롭, 사랑스럽, 사람답

먹음직하, 쓸만하

움

임본움 일하, 말하, 나무하, 동하

억본움 더하

움억본움 자게하, 먹게하

엇억본움 히게하, 검게하

임움억본움 일하게하

임엇억본움 졍하게 하, 크기는 하, 배호는 것

제움이 남움되게 하는 것 돌이, 돋아지, 일우, 일어나

남움이 제움되게 하는 것 쓰이, 걸이, 감기

언

엇본언 힌, 검은, 대, 찰 때, 더울열

움본언
가는, 간, 갈, 먹는, 먹은, 먹을, 칼, 갈경(耕), 가

앗는, 씰엇엇는, 가던, 가앗던, 가겟던, 가랴는

임본언 모시옷, 면주옷, 나의붓, 광에쥐

억
엇본억 히게, 검게, 잘아, 약아, 좁아

움본억 가게, 먹게, 찾아, 없어

<표 1> ≪조선어문법≫에 보이는 ‘씨몸박굼’

<표 1>에서 단어의 구성 요소로 “–ㅁ/(음), -기, -지, -ㄴ, -은, -는, -을,

의, -게, -아, --, 엉, 이, 에, 애, 아지, -롭-, -답-, -스럽-, -직-, 만-, -

이-, -우-, -기-” 등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엉, 이, 에, 애, 아지, -롭-, -

답-, -스럽-, -직-, -만-, -이-, -우-, -기-” 등과 같은 파생 접사의 목록

이 앞서 언급된 ≪말≫의 “표”에 새로 추가되어 주시경의 단어의 구성 요

소에 대한 인식이 ≪조선어문법≫에 와서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주시경이 ≪말≫에서 사용한 용어인 “표”는 ≪국어문법≫부터 ≪조

선어문법≫까지 문장론에서 “금이빗”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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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모이>에 와서 “입, 웁, 업, 둠, 갈, 깁”이라는 용어를 부여받게 된다.

(5) 입: 名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形動을 名詞되게 하는 몸

웁: 動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形을 動詞되게 하는 몸

업: 形容詞를 뜻바꾸게 하든지 名動을 形容詞되게 하는 몸

둠: 名代를 언되게 하는 토

갈: 形, 動을 언되게 하는 토

깁: 形動을 副詞되게 하는 토

(5)에서처럼 <말모이>는 ≪말≫에서 “표”로 다루어 왔던 단어의 구성

요소를 “몸”과 “토”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있다. <말모이>에서는 구체

적인 용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말모이>의 비망록으로 알려진 이규

영의 ≪온갖것≫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검토하겠다.

(6) 입: 들, 뿐, ㅁ, 기, 이, 들레

웁: 이, 어지, 으리, 지

업: 차, 앟, 롭, 스럽

둠: 의

갈: ㄴ, 은, 단, 이란, 으란

깁: 어, 아, 면, 거든, 다가, 러, 게, 도록

(6)을 통하여 ≪말≫에서 “변체”를 이루는 “표”, 즉 단어의 구성 요소로 다

루어져 온 “의, -ㄴ, -은, -어, -아, -게” 등이 <말모이>에 와서는 “둠, 갈,

깁” 등 “토”라는 독립적인 단어의 자격을 획득하여 “입, 웁, 업” 등 “몸”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의, -ㄴ, -은, -어, -아, -

게” 등은 ≪국어문법≫과 그 재판본에서 “금이빗”이라는 문장론의 용어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지만 주시경의 ≪말의 소리≫에서는 “겻”으로, 김두봉

의 ≪조선말본≫에서는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겻”으로, 이규영의 ≪온갖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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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둠, 갈, 깁”으로 지칭하게 된다. 이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용

어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문장 층위에서 문장 성분에 참여하는 요소를 형태

차원에서 독립적인 단어로 인정한 점은 공통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사형 어미를 모두 단어의 구성 요소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5.2. 파생법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파생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

한국어학에서는 파생법을 크게 어휘적 파생법과 통사적 파생법으로 나누어

서 논의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표준국어문법론≫을 참조할 것이다(2014:

191-207).5) 주시경학파는 현대 한국어의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을 “씨뜻박

굼”과 “바꿈”에서 다루었다. 주시경의 “씨뜻박굼”과 김두봉과 이규영의 “바

꿈”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어휘적 파생법과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되는 현상

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어휘적 파생법보다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되는 현상

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이 특징적이다. 어휘적 파생법을 현대 한국어에서는

접두파생법과 접미파생법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하는 것과 달리, 주시경은

접두파생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씨뜻박굼”에서 접미파생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김두봉과 이규영은 접두파생법과 접미파생법에 해당하는 논의

를 진행하였다.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논의를 살펴보면 세 학자는 자신의 저술에서

모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시경은 명사, 동

5) 파생법을 포함하여 합성법, 합성어의 파생, 품사 통용에 관한 논의는 ≪표준국어문법

론≫을 따를 것이다. ≪표준국어문법론≫은 1985년에 출판되어 2014년에 제3판을 내

면서 한국어의 학교문법의 전범을 보이는 책이고 한국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익

숙한 텍스트이므로 ≪표준국어문법론≫의 논의를 참조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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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으로 나누어서 파생법을 다루었지만 김두봉과

이규영은 명사, 동사와 형용사의 파생법을 다루었다(이규영의 ≪말듬≫ 제

외). 이와 같은 차이는 <말모이>에 이르러 주시경학파 내부는 속격 조사,

부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단어로 인식하여 관형사에서 관형사형을,

부사에서 부사형을 제외하면서부터 관형사와 부사의 파생법이 더 이상 조

어법에서 다루지 않게 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5.2.1. 어휘적 파생법

현대 한국어학의 어휘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을 주시경학파는 “기(씨)

뜻박굼”, “바꿈”이나 “빛있이 몸뜻바꿈”에서 논의하고 있다. 먼저 주시경의

“기(씨)뜻박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7) ‘돌질’을 ‘일함’과 같이 그 몸을 박구는 것이 안이요 그 뜻(性質)을

박굼이니 이는 씨뜻박굼이라 하는 것이라 (≪조선어문법≫ 116))

(7)에서 보면 주시경은 “씨뜻박굼”을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의 성질을 바꾸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질”과 같은 접미

사는 품사의 성격의 변화시키지 않고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파

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김두봉의 저술과 이규영의 ≪현금 조선문

전≫ “뜻바꿈”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김두봉과 이규영은 접미파생법뿐만

아니라 접두파생법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경과 차이

가 난다. 그러나 이규영은 ≪한글적새≫에서 “빛있이 몸뜻바꿈”을 품사의

성격을 바꾸는 것과 품사의 의미를 바꾸는 것을 동시에 다루었다.

(8) 씨의 우/알에 빛몸을 붙이어 뜻이나 몸을 바꾸어 쓰는 것이라 (≪

한글적새≫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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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주시경학파는 단어에 품사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접미사가 존재

한다는 것을 포착하였다고 여겨진다.

김두봉과 이규영은 접두사에도 단어의 의미를 변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는 김두봉과 이규영에 와서 주시경보다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관찰이 정밀해졌다고 판단된다. 이어

서 김두봉과 이규영의 접두 파생법에 해당하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겠다.

(9) ㄱ. 숟돌, 핟옷 (≪조선말본≫ 68, ≪현금 조선문전≫ 21)

ㄴ. 샙밝앟/새빩앟, 시껌엏/싷검엏 (≪조선말본≫ 79, 이규영 ≪현금

조선문전≫ 28)

ㄷ. 이끌, 붙잡 (≪조선말본≫ 94, ≪현금 조선문전≫ 34)

이끌, 에둘 (≪한글적새≫ 36)

(9)의 예를 보면 명사, 형용사와 동사에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접두사

가 붙는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9ㄱ-ㄴ)에서 김두봉과 이규영은 “숟, 핟”을

명사에, “샙/새, 싷/시”를 형용사에 붙는 접두사에 해당하는 요소로 인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용례를 통하여 김두봉과 이규영의 인식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9ㄷ)을 보면 김두봉은 “이, 붙”을 동사에 붙는 접두

사로 제시하였다. 이규영이 동사 파생 접두사에 해당하는 요소로 “이, 에”

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시경학파의 접미파생법에 해당하는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겠

다. 주시경은 명사에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인 “질”이 붙는 것만을 인식

하였다. 김두봉과 이규영은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동사에도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가 붙는 것을 인식하였다.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이규영

의 ≪현금 조선문전≫에서 제시한 명사에 붙는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가

같으므로 예를 한번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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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사 파생법

ㄱ. 입: 들, 뿐 (≪온갖것≫ 24)

ㄴ. 스승님, 사람들, 짐슴뿐, 솜씨, 엽댕이 (≪조선말본≫ 68-80,

≪현금 조선문전≫ 21)

ㄷ. 꼴아지, 입사귀, 입새, 모통이, 새김질, 사람들, 아모개, 우리뿐,

엽뎅이...(≪한글적새≫ 37-38)

(10)의 명사 파생법 관련 내용을 보면 (10ㄱ)에서 이규영은 “입”, 즉 명사

파생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고 해당하는 용례를 제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말모이>에서부터 확인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말모이>를 주도한 주시경이 “돌질”의 “질” 뿐만 아니라 “들, 뿐” 등과 같

은 요소도 접미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10ㄴ)을

보면 김두봉과 이규영은 명사에 붙는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같게 인

식하였다. (10ㄷ)을 보면 이규영은 명사에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접미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규영이 ≪한글적새≫를 한글자료집이라고 인식하여

가급적 명사에 붙는 접미사를 많이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한국어의 접미사

를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1) 형용사 파생법

ㄱ. 업: 차, 앟 (≪온갖것≫ 24)

ㄴ. 낮브, 길죽하, 서투르, 짤막하, 깁다랗, (≪조선말본≫ 68-80,

≪현금 조선문전≫ 28)

ㄷ. 감앟, 붉엏, 세차, 붉으스름하, 푸르죽죽하, 차겁, 붉으레하, 서

투르, 깁숙하 (≪한글적새≫ 44)

(11)의 형용사 파생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1ㄱ)에서 이규영은 “업”, 즉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고 해당하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말모이>에서부터 확인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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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말모이>를 주도한 주시경이 “차, 앟” 등과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

소를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규영은 ≪한글적새≫에서 색채와 관련된 ‘스름

하, 죽죽하, 으레하’ 등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감앟”과 “붉엏”처럼 모음조

화에 의한 ‘앟’과 ‘엏’의 교체에 해당하는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

(12) 동사 파생법

ㄱ. 웁: 이, 어지 (≪온갖것≫ 24)

ㄴ. 날치, 깨이, 웃기, 울리, 잡히, 흔들거리, 걷우, 놓지,

보시, 잡으시, 보앗, 보앗섯, 보겟, 적시, 오르, 이 (≪조선말

본≫ 94-96, ≪현금 조선문전≫ 34)

ㄷ. 날치, 깨이, 웃기, 울리, 잡히, 헐어터리, 적시, 멈추...(≪한글적

새≫ 41-42)

(12)의 동사 파생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온갖것≫에서 “웁”, 즉 동사

파생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고 해당하는 용례를 제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말모이>에서부터 확인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말모이>를 주도한 주시경이 “이, 어지” 등과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 중에서 이규영의 ≪온갖것≫의 “어지”와 ≪한글적

새≫의 “헐어터리”는 합성법에서 다룰 법한 내용인데 접미 파생에 해당하

는 현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두봉과 이규영은 동사의 시제 선어말어미, 존경법 선어말어미

를 접미 파생어들과 함께 다룰 것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두봉

은 동사에 후행하는 선어말어미를 사ㆍ피동 접미사에 의한 파생에 해당하

는 것과 같이 논의하였다. 이규영은 “-시-”를 “빛토”의 하나로 인식하였으

므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동사의 뜻(성질)을 바꾸는 접사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

다. 이규영의 이와 같은 인식은 주시경이 “-시-”를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에

선행하는 요소로 본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김두봉은 선어말어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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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동사의 구성 요소로 보았으므로 동사의 파생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주시경학파 내에 선어말어미를 어미와 한데 묶을 것이냐 아니면

동사와 묶을 것이냐 하는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사ㆍ피동 접

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김두봉은 사ㆍ피동 접미사를

품사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뜻을 바꾸는 접미사로 인식한 것인데 반하여

(‘움’의 바꿈, ≪조선말본≫ 95), 주시경은 동사에 사ㆍ피동 접미사가 결합

하여 자동사가 타동사로 바뀌는 것이나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뀌는, 즉 동

사의 성격이 변한 것으로 다루었다(≪국어문법≫ 112-114). 이와 같은 인

식의 차이는 주시경이 “기(씨)박굼”을 문장 차원에서 단어의 기능을 변화

시킨다고 내린 정의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5.2.2. 통사적 파생법

현대 한국어학의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

한국어학에서는 통사적 파생법을 접사가 붙음으로써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남기심· 고영근, 2014: 199). 현대 한국

어학에서 말하는 통사적 파생법을 주시경학파는 “기(씨)몸박굼”, “바꿈”이

나 “빛있이 몸뜻바꿈”, “모임씨가 빛달아 몸바꿈” 또는 “씨”에서 다루고 있

다. 5.1에서 언급한 바 있는 주시경의 “기(씨)몸박굼”의 정의를 다시 가져

와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어느 씨든지 서로 박구어 쓰지 못하면 말(다)을 꿈일 수가 없음으

로 각 씨의 결에를 서로 박구어 씀이 잇으니 이를 씨몸박굼이라

이름이라 (≪조선어문법≫ 113)

(13)의 정의를 통하여 주시경의 “씨몸박굼”은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시경의 통사적 파생법은 명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에서 고루 확인된다. 이는 김두봉과 이규영이 “바꿈”, “빛있이 몸뜻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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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모임씨가 빛달아 몸바꿈”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의 파생법과 관련

된 내용을 언급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이는 주시경의 “씨몸박굼”에서 용언

의 관형사형을 관형사로, 용언의 부사형을 부사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

이다.

품사파생법 통사적 파생법 용례

언

엇본언 힌, 검은, 대, 찰 때, 더울열

움본언
가는, 간, 갈, 먹는 먹은 먹을, 칼, 갈경(耕)

가앗는, 씰엇엇는, 가던, 가앗던, 가겟던,

억

엇본억 히게, 검게, 잘아, 약아, 좁아

움본억 가게, 먹게, 찾아, 없어

<표 2> 주시경이 인식한 관형사 파생법과 부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

<말모이>에서부터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가 단어의 자격을 부여받

으면서 김두봉과 이규영의 저술에서는 관형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과 부

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이규영의 ≪말듬≫ 제외). 그

러나 이규영은 ≪말듬≫에서 “씨”, 즉 단어, 구체적으로 명사, 부사, 형용사

를 다루는 자리에서 주시경의 ≪조선어문법≫과 마찬가지로 관형사 파생법

에 해당하는 것과 부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을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논의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14) 엇던 억씨: 크게

움의 억씨: 가게, 오게, 먹게, 하도록

엇던 언씨: 붉은, 큰, 얇은

움의 언씨: 가는, 오는,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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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14)에서 확인되는 주시경의 ≪조선어문법≫과 이규영의 ≪말듬

≫에서 관형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과 부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주시경학파의 공통적인 명사 파생법, 형용사 파생법과 동사 파생법 관

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15) 명사 파생법

ㄱ. 형용사를 명사로:

힘, 검음, 검지, 검기, 졍함, 검엉 (≪조선어문법≫

크기, 또똑하기, 높이, 좋이, 넓이, 길이, 푸름, 큼, 높음, 길음

(≪말듬≫

히기, 붉음, 검엉, 검정, 길이, 높이, 무게, 길억지... (≪조선말

본≫, ≪현금 조선문전≫)

검엉, 검정, 검댕, 푸새, 팔안, 팔랑, 더위, 길이, 높이, 깊이,

길억지, 길어이, 무게, 설음 (≪한글적새≫)

ㄴ. 동사를 명사로:

감, 먹음, 가지, 먹지, 가기, 일함, 먹이, 썰에, 묻엄, 막애, 남

아/남아지... (≪조선어문법≫)

보기, 먹이, 놀이, 덮이, 덮개, 집게, 싸개, 꿈, 박굼, 뜀, 먹음,

놀음, 웃음... (≪말듬≫)

남아지, 열매, 먹기, 보, 춤, 믿음, 갈래, 숨 (≪조선말본≫, ≪

현금 조선문전≫)

싸개, 뜯갱이, 지게, 막대기, 빨동이, 쌈, 달애, 비어게, 꿰미,

실엉, 먹이, 묻엄, 얼음, 죽정이, 열매, 적바림, 남저지, 남아지,

새벽, 낙시, 덥개, 퍼다기, 건너 , 찌레, 잠, 뭇구리, 먹기, 놀

이, 놀애, 마중, 먹새, 가르마, 입성, 쌈, 깨단...(≪한글적새≫)

ㄷ. 관형사를 명사로:

새삼 (≪한글적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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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보면 주시경학파는 명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을 형용사나 동사

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주시경은 형용사나 동사에 현대 한국어학

에서 말하는 명사형 어미나 보조적 연결어미 ‘-지’와 접미사 ‘엉’을 결합하

여 명사로 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주시경이 어미와 접사가 품사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인식한 것을 이규영은 ≪말듬≫에서 수용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김두봉과 이규영이 명사를 파생시키는 어미와 접사를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사의 통사 범주를 바꾸는 요소에 대한 인식이

주시경에서 진전했다고 판단된다(

≪말듬≫ 제외)). 다만 이규영은 ≪한글적새≫에서 관형사도 명사를 파생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 같다. 왜냐하면 “새삼”을 관형사 ‘새’에 접미사 ‘삼’이

결합되어 명사가 파생된 “언임”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규영

이 “새삼”을 명사로 본 것은 오늘날에 “새삼”을 부사로 인식한 것과 차이

가 나지만 “새삼”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주시경이

나 김두봉보다 이규영이 더 철저한 분석적 태도를 취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규영은 ≪말듬≫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이”의 예

에 부사로 파생된 “좋이”를 포함시킨 것이 포착되는데, 이는 이규영이 현

대 한국어에서 “이”를 명사와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라는 인식에 도달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6) 형용사 파생법

ㄱ. 명사를 형용사로:

졍하, 해롭, 사랑스럽, 사람답, 먹음직하, 쓸만하 (≪조선어문

법≫)

슬기롭, 들스럽, 건방지, 냅(≪조선말본≫, ≪현금 조선문전≫)

냅, 사랑스럽, 건방지, 꽃답 (≪한글적새≫)

ㄴ. 동사를 형용사로:

놀랍, 믿브, 질겁 (≪조선말본≫, ≪현금 조선문전≫)

믿업, 그리업, 질겁 (≪한글적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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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관형사를 형용사로

새롭 (≪한글적새≫)

ㄹ. 부사를 형용사로

얼룩얼룩하, 출렁출렁하 (≪조선말본≫, ≪현금 조선문전≫)

맑숙하 (≪한글적새≫)

(16)에서 보면 주시경학파는 형용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을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주시경은 명사에서 파생된 예만 들고 있다. 여기서 명사에 접미사에 해

당하는 요소인 ‘답, 스럽, 롭’ 등을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 것은 오늘

날의 언어인식과 같다. 다만 “먹음직하”와 “쓸만하”를 주시경은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인식한 것인데, 이는 현대의 한국어학에서 ‘음직하’를 접

미사, ‘만하’를 보조 형용사로 인식하여 “먹음직하”와 “쓸만하”를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인식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주시경이

“먹음직하”나 “쓸만하”를 “먹음직+하”나 “쓰(ㄹ)만+하”로 분석한 것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시경이 “언체의 변법”에서 “먹음직”을 “움

본임본임”, 즉 동사에 의하여 파생된 명사가 다시 명사로 된 것으로 논의

하였고, “쓸만”을 “움본언임”, 즉 동사에서 파생된 관형사가 다시 의존명사

‘만’과 결합하여 파생된 명사로 인식하여 후행하는 성분들과 함께 형용사로

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두봉은 명사나 동사, 부사에서 파생된 예를 들고 있지만 이규영은 관

형사나 부사에서 파생된 예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명사에서 파생된 것을

보면 김두봉과 이규영은 주시경이 제시한 “롭, 스럽” 외에 “지, ㅂ”과 같은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를 더 인식하였다. “먹음직하”나 “쓸만하”와 같은

용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규영은 “먹음직하다”의 “먹음직”을 명사의 어휘

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논의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규영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먹음직하”를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이규영은 접미사 “롭”이 명사뿐만 아니라 관형사에도 결합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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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주시경이나 김두봉보다 형

용사를 파생시키는 요소에 대하여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두봉과 이규영은 동사에 “압/업, 브” 등 접미사가 결합되어

형용사가 파생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두봉은 의태부사에 해

당하는 단어에 “하”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파생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규영도 김두봉과 같은 예를 들고 있음으로 같은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외에 이규영은 “맑숙하”를 “맑숙”이라는 부사에 형용사 파생 접

미사에 해당하는 “하”가 결합되어 형용사가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맑숙”은 이규영이 “빛달아 모임씨됨”에서 “얻억”의 예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맑숙하”와 같은 구조로 보이는 “깁숙하”를 이규영은 “뜻바꿈”에서

“깊+숙하”라는 구조로 파악하였다. 비록 이규영이 “맑숙하”와 “깁숙하”를

달리 파악하였지만 “맑숙하”와 “깁숙하”를 모두 형용사 어간과 그에 결합

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인식한 점은 공통적이다.

(17) 동사 파생법

ㄱ. 명사를 동사로:

일하, 말하, 나무하, 동하 (≪조선어문법≫)

말미암, 빛외 (≪조선말본≫)

빝이, 빛우, 말미암, 놀애하, 집하, 사람이 (≪한글적새≫)

빛이, 공부하, 동하 (≪현금 조선문전≫)

ㄴ. 동사를 동사로:

돌이, 돋아지, 일우, 쓰이, 걸이, 감기 (≪조선어문법≫)

ㄷ. 형용사를 동사로:

길우, 맞후, 기울어, 늦어지, 키우, 고루 (≪조선말본≫, ≪현금

조선문전≫)

낮후, 돋우, 붉히, 기울리, 붉어지, 감으리, 크이우, 길우, 높이,

고루 (≪한글적새≫)

ㄹ. 부사를 동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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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 자게하, 먹게하, 히게하, 검게하, 일하게하, 졍하게하 (≪

조선어문법≫)

출렁거리, 출렁대 (≪조선말본≫, ≪현금 조선문전≫)

(17)에서 보면 주시경학파는 동사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을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ㄱ)을 주시경학파는 동작성을 띤 명사에 “하”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

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규영이 ≪한글적새

≫에서 현대 한국어학에서 서술격 조사로 인정하는 “이”를 동사를 파생시

키는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로 파악한 것이다. 주시경이나 김두봉은 “이”

를 ‘끗/맺’, 즉 종결어미로 보았는데 이규영은 ≪한글적새≫에서는 접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이규영은 ≪온갖것≫과 ≪한글

적새≫의 “씨난틀”에서는 “솔”로 설정하여 매개모음으로 인식하였는데 여

기서는 접사로 인정한 점이 특이하다. (17ㄹ)에서 부사에 “하”가 결합된 것

이나 “자게”와 “히게”와 같은 동사의 부사형과 형용사의 부사형에 “하”가

결합된 것을 모두 동사의 파생법에 해당한 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어

나 구 구성을 한데 섞어서 인식한 것이다. 김두봉과 이규영은 현대 한국어

학에서 말하는 의태어에 ‘거리’, ‘대’ 등 요소가 결합하여 동사가 된 것도

인식하였다. 명사나 부사에서 파생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시경은 동사 파생

법에 해당하는 현상을 김두봉이나 이규영과 달리 인식한 것이다. (17ㄴ)의

경우는 앞서 김두봉과 이규영은 동사의 성격을 바꾸지 않은 점을 포착하여

사ㆍ피동접사에 해당하는 요소가 결합된 것을 어휘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한 데 반하여, 주시경은 통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

식하여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김두봉과 이규영은 (17ㄷ)에서처럼 형용사에 사ㆍ피동접사에 해당하는 요

소를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 것을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

다. 반면에, 주시경은 형용사에 사ㆍ피동접사에 해당하는 요소를 결합시켜

동사를 파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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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합성법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합성법에 해당하는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현

대 한국어학에서는 합성법을 크게 통사적 합성법과 비통사적 합성법으로

나누어서 논의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표준국어문법론≫을 따른다(2014:

208-219). 주시경학파는 합성법을 크게 통사적 파생법과 비통사적 합성법

에 해당하는 논의를 하였다. 구체적인 용례를 검토해 보면 통사적 합성법

보다 비통사적 합성법에 해당하는 논의가 많은 것이 주목된다. 이에 해당

하는 논의는 주시경의 “모힌몸”, 김두봉의 “어우름”과 이규영의 “어우름”에

서 다루고 있다.

주시경은 ‘모힌몸’을 “둘로 붙어 둘 더되는 씨가 모히어 한 씨의 몸으로

쓰이는 것”(≪조선어문법≫ 128)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말하자면 주시경은

‘모힌몸’을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

다. 김두봉은 ‘어우름’을 품사 각각에서 다루었다. 예컨대, “임의 어우름”을

“임이 제몸이나 또는 씀씨와 어우르어 따로 되는 일이 있으니”(≪조선말본

≫ 71)라고 정의를 내렸다. 말하자면, 현대 한국어학의 명사에 해당하는

‘임’의 합성을 김두봉이 명사끼리 또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형태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규영은 “씨와 씨끼리 어울러 한

씨가 되는 것”(≪한글적새≫ 29, 45)이라고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두 단어

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

봉, 이규영은 현대 한국어의 합성법에 해당하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지만,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인식하였

다.

그리고 명사 합성법, 형용사 합성법, 동사 합성법, 조사 합성법, 반복 합

성법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합성법에 해당하는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보겠는데 (19)-(21)의 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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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합성어에, ②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18) 명사 합성법

ㄱ. ① 물불, 모시옷⋯, 이것 (≪조선어문법≫)

ㄴ. ① 솜옷, 욷옷, 부손, 무넘기, 예닐곱, 가락찌

② 메끈, 묵밭, 늦벼, 밝쥐 이상 (≪조선말본≫)

ㄷ. ① 수수밥, 물불, 다여섯, 여일곱, 부손

②빅수, 들메끈, 돌띄, 꽂감, 열쇠, 낚대, 감발, 묵밭, 접감, 늦

벼... 이상 (≪한글적새≫)

ㄹ. ① 수수밥, 운동, 영구, 일여듧, 부손, 욷옷, 씨앗, 가락찌, 볼

끼

② 들메끈, 돌띠, 열쇠, 낚대, 감발, 접감, 빅수, 늦벼, 넙치

이상 (≪현금 조선문전≫)

(18)을 보면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은 통사적 합성법과 비통사적 합성법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논의는 “명사+명사”,

“관형사+의존 명사”와 “수사+수사”의 구조로 된 것들이다. 여기서 “물불,

다여섯, 여일곱” 등은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되어 있고 ‘모시옷, 이것’ 등과

같은 것들은 선ㆍ후행 요소가 종속 관계를 이룬다. 주시경은 ‘모시옷’을

“기(씨)몸박굼”에서도 다루었는데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에 관형어의 자격

을 가지는 관형사로 보았다. 이 점을 미루어 주시경도 ‘모시옷’이 합성어를

이룰 때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수식ㆍ한정하는 방식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주시경의 ≪말≫ “특별변법”에서 다루어

진 것이다. 한편,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논의로 ‘동사+명사’나 ‘형용

사+명사’와 같은 용언의 어간이 명사에 직접 선행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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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형용사 합성법

ㄱ. ① 해당 없음.

② 검븕 (≪조선어문법≫)

ㄴ. ① 해당 없음.

② 검붉, 굳세, 재빠르 이상 (≪조선말본≫)

ㄷ. ① 힘차, 방정맞

② 검붉, 검푸르, 굳세, 재바르 이상 (≪한글적새≫)

ㄹ. ① 모지, 살지, 힘차, 방정맞

② 굳세, 검붉, 재바르 이상 (≪현금 조선문전≫)

(19)를 보면 주시경과 김두봉은 비통사적 동사의 합성어에 해당하는 예만

논의하고 있다. 이규영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논

의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19ㄹ)의 ①에서 “모지-”,6) “살지-”는 현대 한국

어학에서는 ‘명사+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파악되지만 이규영은 “모지-”를

명사 ‘모’에 동사 ‘지-’가 결합된 ‘모지-’, ‘명사+동사’의 구조로 된 형용사

합성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현대 한국어

학에서 ‘지다’는 여러 개 의미항을 둔 다의어로 인정하지만, 이규영은 ‘지

다’를 하나의 동사로 파악하고 더 이상 해석하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

이다. “힘차, 방정맞”은 ‘명사+형용사’의 구조로 된 형용사 합성법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6) 여기서 ‘모지’의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 참조)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형용사: 「1」모양이 둥글지 않고 모가 나 있다.¶ 저기 있는 모진 탁자에 책을 놓아라.

「2」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 ¶ 그는 모진 사람이라 친구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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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사 합성법

ㄱ. ① 해당 없음.

② 낮보다, 설삼, 무르녹, 빼닫, 지새, 여닫, 드새 이상 (≪조

선말본≫)

ㄴ. ① 애쓰, 나비끼

② 돌보, 보살피, 들부수, 파묻, 바라보, 빌붙, 받들, 들뜨, 오

르나리, 뛰놀, 날뛰, 나들, 넘나들, 잡죄, 여닫, 드나들 이

상 (≪한글적새≫)

ㄷ. ① 애쓰, 나비끼

② 무르녹, 돋보, 낮보, 설삶, 골삼, 오르나리, 날뛰, 보살피,

들붓우 이상 (≪현금 조선문전≫)

(20)의 예들은 김두봉과 이규영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것들이다. 주시경은

동사 합성법에 해당하는 논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김두봉과 이규영의 동사

합성법에 해당하는 인식을 살펴보겠다. 이규영은 ‘명사+동사’의 구조로 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예로 “애쓰-, 나비끼-”를 제시하였다. 이를 제외

한 예들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낮보-, 설삼-,

무르녹-, 돋보-, 골삼-” 등은 “형용사+동사”의 구조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

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타 예들은 “동사+동사”의 구조로 된 비통사적 합성

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21) 조사 합성법

ㄱ. 에는 (≪조선어문법≫, ≪말의 소리≫)

ㄴ. 에는 (≪조선말본≫)

(21)에서 보면 주시경은 “에는”을 두 “겻”, 즉 두 조사의 합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시경은 부사격조사 ‘에’나 보조사 ‘는’을 모두 단어로 설

정하였기 때문에 조사 “에는”도 어휘 형태소의 합성과 같이 두 단어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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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보아 합성어들과 함께 같은 성격의 것으로 다루고 있다. 김두봉은

“어우름”, 즉 합성법의 갈래 및 합성어의 내적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2) 으뜸씨끼리에 되는 것이요 그 에 혹 토씨끼리 되는 것이 있

도다. 그런데 으뜸씨끼리 어우를 때에 첫씨는 끝씨에 뜻이 붙이

나니. 이를터면 몸씨의 위에 어울리는 씨는 딸림같이 되고 씀씨

위에 어울리는 씨는 매임같이 되며 토씨끼리의 어울릴 때에는

두 뜻이 갈서나니. 이를터면 깁음겻 ‘에’에 돕음겻 ‘는’이 어울리

면 ‘에’와 ‘는’은 뜻이 서로 붙임없이 갈서는 따위니라 (≪깁더

조선말본≫ 154)

(22)에서 보면 김두봉은 어휘 형태소끼리의 합성 외에 문법 형태소끼리의

합성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어휘 형태소끼리 통합될 때 선ㆍ후행

요소가 종속 관계로 묶이는 것에 반하여 문법 형태소끼리 통합될 때 선ㆍ

후행 요소는 대등적인 관계로 묶인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주시경이 ≪조선

어문법≫에서 “겻씨의 모힌몸”이나 ≪말의 소리≫에서 “에^는”을 두 “늣

씨”가 결합되어 복합어가 된다는 것을 김두봉이 수용하고 나아가 복합어를

이루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고 판단된다.

(23) 반복 합성법

ㄱ. 이럭저럭, 출렁출렁, 얼룩얼룩, 왈칵왈칵, 어른어른 (≪조선말

본≫)

ㄴ. 출렁출렁 (≪현금 조선문전≫

(23ㄱ)에서 든 예들을 김두봉은 “제 소리를 거듭하야...(생략)”, 즉 같은 말

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출렁출렁, 왈칵왈칵”은 의성어에 해

당하는 단어들의 반복을, “얼룩얼룩, 어른어른”은 의태어에 해당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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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반복을 인식한 것이다. “이럭저럭”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이렇게 하

다’의 준말과 ‘저렇게 하다’의 준말이 서로 겹쳐서 부사가 된 것으로 인식

하여 반복 합성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23ㄴ)에서 이규영은 “출렁출

렁”과 같은 의성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반복을 제시하였다.

5.4. 합성어의 파생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합성어 파생에 해당하는 논의를 살펴볼 것이

다. 현대 한국어학에서 합성어의 파생은 합성어가 파생법에 의하여 다시

파생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표준국어문법론≫을 따른다

(2014: 220-221). 합성어의 파생에 해당하는 논의를 이규영은 ≪한글적새≫

의 “토없이 어울러 빛달아 몸뜻바꿈”에서 하였다. 이규영의 합성어의 파생

에 해당하는 논의를 살펴보면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통사적인 합성어

근과 비통사적인 합성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가 통사 범주

를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24) ㄱ. 사면발이

ㄴ. 모래묻이, 손잡이, 옷걸이, 굽달이, 빗접꽂이, 시돌이, 속박이,

발싸개, 불돋우개, 상투조르개, 귀먹어리, 산돌이, 씀쓰이, 살

림살이, 살붙이, 살적밀이, 살잡이, 보

ㄷ. 두르말이,여닫이, 미닫이, 석바꾸이

ㄹ. 놉달앟

ㅁ. 땅검이

ㅂ. 높낮이

(24ㄱ)을 보면 이규영은 ‘명사+명사’의 구조로 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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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명사끼리 결합되어 형성된 통사적 합성명사에 접미

사 ‘-이’가 붙은 것에 해당한다. (24ㄴ)을 보면 이규영은 ‘명사+동사’의 구

조로 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된 통사적 합성어근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모래묻-, 손잡-,

옷걸-, 굽달-, 빗접꽂-, 시돌-, 속박-, 발싸-, 불돋우-, 상투조르-, 귀먹-,

산돌-, 씀쓰-, 살림살-, 살붙-, 살적밀-, 살잡-, 보-”에 접미사에 해당하

는 요소인 “-이, -개, -어리, -(으)ㅁ”가 붙어 다시 명사로 파생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24ㄷ)을 보면 이규영은 비통사적 합성어근에 해당하는 “두

르말-, 여닫-, 미닫-, 석바꾸-”에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인 “-이”가 붙어

다시 명사로 파생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24ㄹ)을 보면 이규영은 비통사

적 합성어근에 해당하는 ‘형용사+동사’에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인 ‘-앟’

이 결합되어 형용사가 파생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24ㅁ)을 보면 이규영

은 ‘명사+형용사’로 된 구성에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인 “-이”가 결합되어

명사가 파생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24ㅂ)을 보면 이규영은 ‘형용사+형용

사’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근에 해당하는 구성에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인

“-이”가 결합되어 명사가 파생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24ㄱ)을 제외한 (24ㄴ-ㅂ)에서는 통사 범주가 변화된 것을 논의하였다.

특기할 점은 (24ㅁ)에서 ‘높달앟’을 이규영은 형용사 “높”에 동사 “닳”이

“ㅎ”을 없애고 “-앟”과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규영은 “-앟”

을 형용사에 결합되어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로 설

명한 바 있다. 이처럼 같은 “-앟”을 다른 것으로 분석한 데에는 이규영의

분석주의 태도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규영은 “맑숙하”를 “맑

+숙+하” 또는 “맑+숙하”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높달앟”을 “높+다랗”

또는 “높+닳-ㅎ+앟” 으로 더 쪼개려는 태도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규영은 합성어의 파생에 해당하는 현상을 자세하게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합성어의 파생에 해당하는 논의는 김두봉의 저술에

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시경은 합성어의 파생에 해당하는 현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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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드러낸 바 없지만 “늣씨”의 예로 든 “해바라기”가 합성어의 파

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합성어의 파생에 해당하는 인식은

주시경에서 단초를 보였다고 여겨진다. 이는 이규영이 주시경의 인식을 확

대하여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5.5. 품사 통용

이 절에서는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현대 한국어학에서는 품사통용을 한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

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표준국어문법론≫, 183-186).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논의를 김두봉은 ≪조선말본≫의 “그대로 바꾸임”에서, 이규영은

≪한글적새≫의 “빛없이 몸뜻바꿈”에서, ≪현금 조선문전≫의 “바꿈”에서

다루었다. 김두봉과 이규영은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현상을 하나의 형태에

두 품사의 기능을 주거나 단일어가 복합어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25) ㄱ. ① 가믈 <명사>, <형용사>

② 돌을 돌다 신을 신다 <명사> / 돌을 돌다 신을 신다 <동

사>

③ 크, 돋 <형용사>, <동사>

④ 덧니가 매우 벋다 <동사>, <형용사>

⑤ 눈, 귀 <명사>

⑥ 검, 맵 <형용사>

⑦ 먹 <동사> (≪조선말본≫, ≪현금 조선문전≫)

ㄴ. ① 돌, 신, 띄, 생각, 가리, 옴, 되, 빗, 사리, 꾸리, 뼘 <명사>,



- 174 -

<동사>

② 가믈 <명사> <형용사>

③ 크, 돋 <형용사>, <동사>

④ 벋 <동사>, <형용사>

⑤ 눈, 귀 <명사>

⑥ 검, 맵 <형용사>

⑦ 먹 <동사> (≪한글적새≫)

(25ㄱ-ㄴ)의 ①-④를 보면 ≪조선말본≫,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

≫에서는 한 단어가 형태의 변화 없이 두 품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인

식하였는데, ⑤-⑦에서는 단일어가 복합어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현상으

로 인식한 것이다. 김두봉은 이들을 “그대로 바꿈”에서 다루되 정의를 내

리지 않았지만 이규영은 “빛없이 몸뜻바꿈”에 속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정의를 내렸다.

(26) 씨의 꼴은 그냥 두고 뜻이나 몸을 바꾸어 쓰는 것이라 (≪한글적

새≫ 34)

(26)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규영은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현상을 한 단어가

형태의 변화가 없이 뜻을 바꾸거나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바뀌는 것으

로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형태의 변화가 없

이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품사 통용으로 본

것보다 외연이 넓은 셈이다.

5.6. 소결

제5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조어법에 대한 인식을 현대 한국어학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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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될 법한 내용들인 단어의 구성 요소, 파생법, 합성법, 합성어의 파생, 품

사 통용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조어법에 대한 인식은 주시경이 ≪말≫ “언체의 변법”에서 한 단어가 다

른 단어에 “표지”, 즉 단어의 구성 요소가 붙어 “변체”를 생성하는 것을 인

식한 데서 비롯된다. 여기서 “표지”는 오늘날의 활용형, 곡용형이나 파생

접사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는 주시경이 활용과 파생을 구분하여

다루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조어법에 관여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고 판단

된다.

다음으로 주시경학파의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파생법, 합성법, 합성

어의 파생, 품사 통용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파생법을 현대 한국어학의 어휘적 파생법과 통사적 파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주시경은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

만 보여준 데 반하여 김두봉과 이규영은 접두사와 접미사에 해당하는 요소

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합성법을 크게 통사적 파생법과 비통사적 합성법에 해당하는 것을 논의

하였다. 주시경의 명사 합성법, 형용사 합성법, 동사 합성법, 조사 합성법,

등에 해당하는 인식을 김두봉과 이규영이 수용하였다. 김두봉과 이규영의

저술에서 반복 합성법에 관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어의 파생에 해당하는 논의는 주로 이규영의 ≪한글적새≫의 “토없

이 어울러 빛달아 몸뜻바꿈”에서 확인된다.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현상을 김두봉과 이규영은 하나의 형태에 두 품사

의 기능을 주거나 단일어가 복합어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

였다.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형태의 변화가 없이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

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품사 통용으로 본 것보다 외연이 넓은 셈이

다.

상술한 내용을 통하여 주시경학파의 조어법에 해당하는 인식은 주시경이

기반을 닦고 김두봉에서 계승ㆍ발전되었으며 이규영에서 정밀하게 분석되

고 체계화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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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통사론

제6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문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주시경과 동시

대의 학자들은 현대의 통사론에 해당하는 논의에서 문장을 정의하고 나서,

주어나 서술어 등에 대응하는 문장의 성분, 구, 절, 단문, 복문 등을 다루었

다. 여기에서는 주시경이 동시대에 공유된 통사론 일반에 대한 배경 지식

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통사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체계가 어

떻게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는지를 문장의 정의, 문장

의 성분, 구, 절, 단문, 복문, 복합문 등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주시경의 저술 ≪말≫(1906-1908), ≪국어문법≫(1910), ≪

조선어문법≫(1911, 1913), 김두봉의 저술 ≪조선말본≫(1916), ≪깁더 조선

말본≫(1922), 이규영의 저술 ≪온갖것≫(1913), ≪말듬≫(1913), ≪한글적

새≫(1916-1919), ≪현금 조선문전≫(1920) 등을 검토할 것이다.

6.1. 문장

통사론은 문장(월, sentence)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 구조를 비롯

해서 한 문장이 안고 있는 그 안의 모든 문법적 사실들을 연구하는 문법분

야이다(남기심, 2001/2010: 35). 주시경은 현대의 통사론에 대응하는 연구를

“짬듬갈”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짬듬갈”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뜻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1)

1) 주시경은 ≪말≫에서 직접적으로 통사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문장

에 대한 인식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어문법≫에 와서 본격적으로 통사론에 관한

내용인 “짬듬갈”을 제시하였다. 김병문(2013: 227)에서 ≪말≫은 ‘원체부’와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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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짬: 움기 에 ㅁ을 더한 임기니 는 것이라 함이요 꿈임과 한 뜻

이라

듬: 말이 꿈이어지는 여러 가지 法을 이르는 이름으로 씀이라

갈: 우에 몬저 보인 뜻과 한 가지니 여러 듬의 결에를 배홈을 이름

이라 (≪국어문법≫ 36)

(1)에서 주시경은 “짬듬갈”을 “말”이 꾸미어지는 여러 가지 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여 “짬듬갈”에서 분석하는 대상을 “말”이라고 밝혔다.2) 여기에

서 주시경이 쓰고 있는 “말”이라는 언어 형식은 크게 보아 문장에 해당한

다. 주시경이 말하는 “말이 꿈이어지는 여러 가지 法”이라는 설명은 동시

대의 김규식이 “문장법”을 정의하면서 쓴 설명과 비슷하다.

(2) 文章法이라 은 詞字合야 句語成方法을 說解거

슬 云함이니 (김규식, ≪대한문법≫ 1909: 88)

(2)에서 김규식이 사용한 “詞字”는 현대 한국어학의 단어에 해당하고 “句

語”는 문장에 해당한다. 즉, 김규식은 “文章法”을 단어가 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 것이다. 이로써 주시경이 말하는 “짬듬갈”과 김규식

이 말하는 “文章法”이 같은 연구임을 알 수 있다. 단어가 결합하여 문장이

형성되는 여러 가지 방법, 즉 문장구성법3)을 연구하는 것을 주시경은 한자

어 “文章法”을 사용하는 대신에 “짬듬갈”이라는 고유어로 표현한 것이다.

‘변체’를 설명하면서 ‘원체부’와 ‘관계부’를 통사론의 층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원체부’,

‘관계부’, ‘형명체’와 ‘형성체’를 각각 ≪국어문법≫의 ‘줄기결’, ‘만이결’, ‘금이결’에 대응

한다고 보았다.

2) 김석득(1977: 121)에서는 “짬듬갈”을 ‘다’(짠말, 둘로 더 되는 씨로 짠말)가 꾸미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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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이루는 단위를 범주적 단위와 기능적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규수, 1997/2005: 134-135).4) 범주적 단위에는 단어, “어절”(남기심· 고

영근, 2014: 239), 구, 절, 단문, 복문, 문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능적 단

위에는 주어, 목적어, 수식어, 서술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주시경학

파의 범주적 단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시경은 “말듬”, 즉 “말”을 구성하는 범주 단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용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3) 말: 뜻을 나타내는 소리니 낫말 곳 기나 짠말 곳 다를 다 이름이라

기: 낫말을 이름이니 한 낫 몬이나 일을 이름이라

다: 둘로 붙어 둘더 되는 기로 짠말을 다 이름이라

모: 한 짠말에 남이(뜻은 알에 말함)가 없음을 다 이름이라.

드: 한 짠말에 남이가 잇어 다 맞은 말을 다 이름이라

미: 한 일을 다 말함을 다 이름이라 (≪국어문법≫ 36-37)

(3)에서 보면 주시경은 “말”을 뜻을 나타내는 언어형식, 즉 단어 및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구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현대 한국어

학에서 문장이 독립어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주시경은 특히 낱말 구성이 아

닌 여러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성을 “다”로 통칭하고, 그 하위 범주

3) 기존의 연구에서는 “짬듬갈”을 현대 용어의 ‘구문론’, ‘통사론’, ‘문장론’, ‘통어론’ 등에

해당시켜 논의되어 왔다(남경완, 2010b: 155). 여기에서는 문장구성법을 지칭하는 용

어로 통사론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정의는 남기심(2001/2010)을 따른다.

4) 최규수(2005: 134-135)에서는 범주적 단위는 최현배의 ‘월의 밑감’(文의 素材)에, 기능

적 단위는 ‘월의 조각’(文의 成分)을 해당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표준국어문법론≫

(2014: 237)에서도 문장의 성분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능적 단위인 문장 성분과 범주

적 단위인 재료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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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 드, 미”를 설정하고 있다. 상술한 “말”의 범주적 단위를 ≪국어문법

≫의 검열본에서는 “기, 다, 모, 드, 미”에 “字, 組織語, 節, 長語, 一編文”이

라고 해당하는 한자어를 달아놓았다.5) 이 중에서 기(字)는 제4장 품사론에

서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조직어)에 포함된 “모”(節), “드”(長

語), “미”(一編文)가 현대 한국어학의 어느 단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

이다.

모

먼저 “모”(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논의에서는 “모”를 대체로 현

대 한국어학의 구6)에 해당하는 언어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7) 고영근

(1995: 252)에서 “모”의 한자어를 “句”로 대당시켰으나 검열본의 발견으로

“節”이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3)에서 주시경은 “모”(節)를 “한 짠말

에 남이(뜻은 알에 말함)가 없음을 다 이름이라”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저술 안에서 “잇기의 마듸”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모잇”을 소개하며

예시를 든 바 있으므로, “모”에 대한 정의와 “모잇”의 예를 통하여 “모”에

대한 주시경의 인식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

이면 다음과 같다.

5) 이에 해당하는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95: 251-253)를 참조할 수 있다.

6)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40).

7) 남경완(2010b: 134)는 남경완(2010a: 156)이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를 표

로 작성한 것을 가져와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말”은 언어 혹은 언어 형식에, “씨”는

단어 또는 품사에, “모”는 구에, “드”는 절 또는 문장에, “미”는 대체적으로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의 연구는 남경

완(2010b)을 포함한 연구를 말한다. 이하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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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잇: 모와 모를 잇는 것. 힌 조히와 검은 먹 (≪국어문법≫ 96

밑줄 필자)8)

(4)에서 보면 “모”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은 명사구에 해당한다. ‘힌 조히’나

‘검은 먹’과 같은 구성을 주시경은 ‘임이붙이’, ‘씀이붙이’, ‘뭇금이’에서 다루

었다. 여기에서 ‘임이붙이’는 주어와 그에 선행하는 수식어를, ‘씀이붙이’는

목적어와 그에 선행하는 수식어를 포함하는 언어 형식이다. 이들은 대체로

현대 한국어학에서 구에 해당하는 범주적 단위이다. ‘금이’는 수식어를 말

한다(‘붙이’, ‘금이’는 다음 절에서 후술).

(5) ㄱ.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 (≪국어문법≫, 본드 三 42)

저 소가 (임이붙이), 푸른 풀(씀이붙이)

ㄴ. 저 븕은 봄 꼿이 곱게 피 (≪국어문법≫, 본드 八 49)

저 븕은 봄 꼿 (뭇금이)

(5)에서 보인 “임이붙이”, “씀이붙이”, “뭇금이”라는 설명은 주시경이 저술

의 본문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며 직접 서술한 것이다. 이들은 문

장의 기능적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5)에서 제시된 예들은 범주적 단위

인 명사구가 기능적 단위로 쓰인 경우이다.

또한, 이규영이 ≪말듬≫에서 “모”의 예를 들고 있어서 주시경의 “모”에

대한 인식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김민수(1980: 73)에서 ≪말듬≫은

이규영이 주시경의 체계를 토대로 간결하고 합리적인 개편을 시도한 훌륭

한 저술이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규영의 저술에 나오

는 내용을 보고서 주시경의 인식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8) 이하에 그은 밑줄도 필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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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모 一: 뫼와 물이

이 말은 남이가 없는 말 곳 모이니 남이가 없으나 반듯이 남이

가 잇을지라 (≪말듬≫ 55)

(6)을 보면 이규영이 “뫼와 물이”, 즉 명사구에 주격조사가 결합한 구성을

“남이가 없는 말 곳 모이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뫼와 물이’와 비슷한

구성으로 주시경은 “소와 말이 풀을 먹소”라는 예문을 분석하였다.

(7) 본드 六 소와 말이 풀을 먹소

이러한 말을 ‘뭇임이드’라 하니 둘로 둘 더되는 임이가 덩이지어

한 몸의 임이 노릇함을 이름이라 (≪국어문법≫ 47)

주시경은 여기에서 ‘소와 말’까지를 ‘뭇임이’라고 분석하였다. 주시경은 이

부분에서 비록 ‘모’라는 범주적 단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서술의

목적상 ‘모’가 언급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규영의 ‘모’에 대

한 설명을 적용하자면, 주시경은 “소와 말이 풀을 먹소”라는 “뭇임이드”에

나타나는 ‘소와 말이’를 ‘모’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5), (6), (7)을 통하여

미루어 보면 주시경의 “모”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되 서술어가 없는 언어 단위이다. 즉 현대 한국어학의 명사구에 해당

되는 개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시경이 “모”에 대응시킨 한자어 “節”은 현대 한국어

학에서는 한 문장이 큰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안겨 있는 것(남기심·고영

근, 2014: 385)을 말하는 절(節)과 다른 개념이다.

주시경과 같이 한자 “節”을 쓰되 대체로 비슷한 설명으로 정의한 저술로

김규식(1909)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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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詞節’이라 은 一個以上 詞字連結야 一個 品詞 資格으로 作

用며 題目語나 說明語가 無者를 云이라⋯가셔보겟소(動詞

節), 사람의 (形容詞節), 오날밤에(副詞節) (≪대한문법≫ 9-10)

(8)을 보면 김규식이 사용한 “詞節”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구를 설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품사 자격으로 작용하며 주어나 서술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면 주시경의 “節”은 대체로 김규식의 “詞節”에 비슷하지만 해당

범위는 김규식보다 좁게 설정한 것이다. 이는 주시경의 “節”에는 명사구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구를 유길준의 ≪대한

문전≫(1909: 114)에서는 “구”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드

다음으로 “드”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드”를 절이나 문

장에 해당하는 언어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시경의 “드”에 대한 정의

를 보면 다음과 같다.

(9) 드: 한 짠말에 남이가 잇어 다 맞은 말을 다 이름이라 (≪국어문법

≫ 37)

(9)를 보면 주시경이 “드”를 단어로 이루어진 구성체에서 서술어가 종결어

미를 가지고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인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

인다. 이와 같이 주시경이 내린 정의를 엄밀히 적용하면, 주시경의 “드”에

는 종결어미가 필수적이므로 현대 한국어학의 단문에 대응한다고 보아야

한다.9) 그러나 주시경이 사용하는 ‘못 맞은 드’, ‘언드’, ‘억드’ 등의 용어를

9) 단문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말한다(남기심· 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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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종결어미가 없는 단위에도 ‘드’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절에

해당하는 단위도 ‘드’라고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후술).10) 따라서 절을 가

리켜 “드”라고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접속문의 선행절에 대응하는

‘못 맞은 드’나, 내포절에 대응하는 ‘언드’와 ‘억드’를 안은 더 큰 문장도

“드”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면 주시경의 “드”가 현대 한국

어학의 복문도 가리킬 수 있는 용어였던 것이 분명하다.11) 즉, 주시경의

“드”는 현대 한국어학의 절, 단문과 복문12)을 아울러 가리키는 덜 분화된

단위인 것이다.

주시경이 내린 “드”의 정의는 동시대의 학자들이 문장에 대하여 내린 정

의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동시대의 학자들의 문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

다.

(10) ㄱ. 文章이라 者人의 聲音一團體의 文字로 記錄야

其 一定思想發現는 者이라 (유길준, ≪대한문전≫ 90)

ㄴ. 句語라 은 詞字聚合야 一 完全思想을 發表거슬

云이니 (김규식, ≪대한문법≫ 88)

(10)을 보면 유길준과 김규식은 문장을 단어들이 모여서 한 구성체를 만들

2014: 384).

10)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다 갖춘 온전한 문장이 어느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을

말한다(남기심· 고영근, 2014: 240)

11) 복문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상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말한다(남기심·

고영근, 2014: 384).

12)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문과 복문이라는 용어는 남기심· 고영근(2014: 383-384)에서 사

용하는 홑문장과 겹문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익섭· 채완(1999:

378)에서 사용하는 복문과 다른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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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완전한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주시경이 “드”를

정의할 때 ‘남이’, 즉 서술어를 드러낸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유길준

과 김규식이 문장이 하나의 완전한 사상을 표현한다고 정의를 내릴 때에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면에 두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ㄱ. 을지문덕은 영웅이라 (유길준, ≪대한문전≫ 90)

至簡文章이라도 主語, 說明語가 無者成立得지

못나니라 (유길준, ≪대한문전≫ 91)

ㄴ. ‘내가 가오’ 면 ‘내가’와 ‘가오’ 二個의 詞字로 一完全思想

을 發表이니 卽 一句語요 (김규식, ≪대한문법≫ 88)

ㄷ. ‘그 사이 집에 잇섯더면 우리가 맛나보앗슬 터인그 에

맛어가고 업더라’면 此 長演一句語나 然나

如是 長演句語라도 其 終末에 詞句 ‘어가고 업더라’가

無고 ⋯止엿스면 ⋯ 一完全思想을 發表치 못한 故로

一句語라 수 업니라 (김규식, ≪대한문법≫ 89)

ㄹ. 但 一個 詞字로만 一句語成할 수 잇것 갓흐니라. 然이나

此其 題目語되는 詞字가 隱覺됨이라. 假令 ‘오나라’ ‘가리

다’ (김규식, ≪대한문법≫ 89)

(11ㄱ)에서 보면 유길준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단문을 예로 제시하고, 제

일 간단한 문장이라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규식은

(11ㄴ)에서 유길준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단문을 예로 제시

하였다. (11ㄷ)에서는 긴 문장이라도 서술어가 없으면 완전한 사상을 나타

낼 수 없으므로 문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11ㄹ)에서는 서술

어 하나가 문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논의하였다.

이처럼 유길준이나 김규식에게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종결어미

로 끝맺어 하나의 완전한 사상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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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시경의 “드”를 정의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주시경의 “짬듬갈”은 김규

식의 문법에서 상당한 암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고영근, 1983: 43),

이와 같은 문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주시경이 문장을 정의하였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

다음으로 “미”를 살펴보면, (3)에서 보았듯이 주시경은 “미”에 대하여

“한 일을 다 말함을 다 이름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나 구체적인 예시를 보

인 바 없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미”가 대체로 현대 한국어의 발화나 텍스

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허웅(1971: 48)은 한 문장이라고 이해하였

다. 고영근(1995: 252)는 “發話”로 이해하다가, ≪국어문법≫ 검열본의 발견

으로 “一編文“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텍스트의 개념에 대응되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은 주시경이 “미”의 예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

서 ‘모’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규영의 저술에 나오는 예를 통하여 주시경의

인식을 추정한 바 있다. 이규영은 ≪말듬≫에서 “미”의 예를 제시한 바 있

으므로, 여기에서도 이규영의 예를 통하여 주시경이 정의한 “미”에 대응

하는 언어 형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13)

(12) 이 노래는 네즘 두온 열네 다섯해 여름에 北쪽에 가아서 말 닦고

돌아올 때에 南先生 亨佑氏와 같이 뭇으로 금강뫼에 가아서 일헤

를 그 뫼 가온대에서 지내고 돌아옴으로 그때 求景하든 것으로 지

으나 말이 어리고 曲操에 맟지 아니 하오니 도로혀 부글업기 끋이

없도다 (≪말듬≫ 55)

13) 김민수(1980: 73)에서는 이규영이 ≪말듬≫에서 제시한 예가 주시경의 언어단위 “미”

를 설명한 유일한 용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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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서 보면 “미”는 접속문과 내포문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만들어진 하

나의 문장이다. 즉 남기심·고영근(2014: 384)에서 말하는 복합문장에 해당

한다.14) 본고는 이를 복합문이라고 지칭하기로 하겠다.

이처럼 주시경이 인식한 “미”, 즉 복합문은 동시대의 유길준이나 김규식

도 인식하였다. 유길준과 김규식은 2개 이상의 접속문과 내포절로 연결된

문장으로 인식하였다.

(13) ㄱ. 차이나가 넓고, 사람이 만흐되, 우와 아래의 마암이 한갈

갓치 아니고로 나라의 힘이 굿셰지 못니라 (유길준, ≪대

한문전≫ 1909: 90)

ㄴ. 겨울이 되면 夜가 長고 晝가 短며 夏가 되면 晝가 長고

夜가 短다 (김규식, ≪대한문법≫ 1909: 102)

(13ㄱ)과 같은 문장에 대하여, 유길준은 접속문이나 내포문이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유길준은 이러한 예에 대하여

별도의 용어를 설정하지 않았다. 김규식은 (13ㄴ)과 같은 예문을 복잡하지

만 여전히 접속문으로 보았다. (13)과 같은 문장을 주시경은 “드”와 구분하

여 “미”라고 지칭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에 대한 주시경, 유

길준, 김규식의 인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유길준이 명칭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비해 주시경은 용어를 부여하였고, 김규식이 접속문에 포함시켜

다룬 것에 비해 주시경은 독립시켜 “미”라는 언어 형식으로서 다루었다.

이로써 주시경이 유길준이나 김규식보다 분석적인 연구 태도를 가지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14) 남기심· 고영근(2014: 384)에서 말하는 복합문장을 최현배(1977: 846)에서는 복잡한

겹월로 지칭하였다. 한편 이익섭(1999:380)에서는 합성문(아니면 복합문)으로 지칭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단문과 복문이라는 용어와 운을 맞추어

복합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남기심· 고영근(201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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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주시경의 “말”은 단어, 구, 절, 단문, 복문, 복합문을 내

부 범주적 단위로 가지는 언어 형식으로서 현대 한국어학의 문장에 대응한

다. 주시경이 설정한 “말”의 범주적 단위는 이규영의 ≪말듬≫에서도 확인

된다. 따라서 이규영이 주시경의 “말”의 범주적 단위에 대한 인식을 수용

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김두봉의 저술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의 절에 해당

하는 “마디”와 문장에 해당하는 “월”을 설정하고, 주시경이 설정했던 명사

구에 대응하는 단위는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어서 ‘마디’와 ‘월’을

포함한 김두봉의 범주적 단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마디

‘마디’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절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비록 ‘마디’를 문법

용어로서 정의를 내리고 문장 구조의 분석에 적용한 것은 김두봉이 처음이

지만, ‘마디’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부터 확

인된다.

먼저 주시경의 ‘마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주시경이 사용한

“마디”라는 표현을 “드”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한 기존 논의로 최규수

(1997/2005)와 남경완(2010b)이 대표적이다. 먼저 최규수(2005: 138-139)의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는 최규수(2005)가 ‘마디’를 설명하기 위

하여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 가져온 예문이다.

(14) ㄱ. 본드 三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

우의 마듸 중간 마듸 알에 마듸

ㄴ. 본드 四 이 소는 누르고 저 말은 검다

웃 마듸/몬저 마듸 알에 마듸/끗 마듸

다 못 이룬 마듸 다 된 마듸

ㄷ. 잇기로 잇는 ‘마듸’의 결에를 가르는 것

① 기잇: 소와 말, 길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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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잇: 힌 조히와 검은 먹

③ 드잇: 못 맞은 드잇: 바람은 가볍고 구름은 히오

맞은 드잇: 날이 춥다마는 나는 가겟다

(14)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규수(2005)는 주시경이 ‘마듸’를 사용한 예문과 설

명(14ㄴ 예문 4에 대한 설명을 생략함)을 통하여 단어, 구, 절/문장 등의

어떤 범주적 단위가 이음의 표지의 앞뒤에 있는 경우, 그러한 단어, 구, 절

/문장을 “마디”가 가리킨다고 보았다. 또한 최규수는 (14ㄴ)과 (14ㄷ ③)의

대응 관계 속에서 ‘마디’를 절 또는 문장에 해당하는 단위로 파악하였다.

(14)에서 보인 예문 외에 남경완(2010b: 148)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

하여 ‘마디’가 ‘드잇’과 대응되는 것이 아님을 논의하였다.

(15) 봄이 되니 꼿이 피오

풀이: 이 말에 ‘니’가 까닭이니 우의 마디 ‘봄이 되’가 알의 마디

‘꼿이 피’의 까닭을 말하노라고 잇어지는 것이다 (주시경, ≪조선어

문법≫ 1913: 96)

남경완(2010b)은 (15)에서 주시경이 종결어미 ‘오’를 포함하지 않는 “꼿이

피”까지만 ‘알의 마디’라고 분석한 것은 주시경이 (14 ③)의 ‘맞은 드’를 분

석할 때 종결어미를 포함한 분석 태도와 차이가 난다고 논의하였다. 그리

고 ‘드’를 대체로 문장에 해당하는 단위이고 “마디”는 문장을 구성하는 특

정 부분을 지칭하는 형식적인 용어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규수(2005)에서 말하는 “이음의 표지의 앞뒤”에 오는 단위는

(14ㄴ)과 (14ㄷ)의 경우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다. (14ㄱ)은 단문에서 “붙이”

를 경계로 ‘마듸’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붙이”가 수식 성분과 그

수식을 받는 성분을 말하는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마디’는 (14ㄷ)의 ‘모잇’

의 모에 대응되는, 즉 대체로 구에 해당하는 범주적 단위로 파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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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4ㄷ)의 ‘기잇’과 ‘모잇’이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들어갈 때 주시

경은 하나의 ‘뭇임이드’(위의 (7) 참조), ‘뭇씀이’, ‘뭇남이’ 등으로 인식하였

기 때문에 ‘마디’는 단어가 아닌 구에 해당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다.

(16) ㄱ.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

이러한 말들은 ‘뭇남이드’라 하니 둘로 둘 더되는 ‘남이’가 한 덩

이의 ‘남이’ 노릇함을 이름이라 (본드 五≪국어문법≫ 46)

ㄴ. 내가 소와 말과 닭과 오리와 거위를 기르오

본드 二, 五, 六의 뜻에 견주어 보면 다 풀어지리라 (본드 七 ≪

국어문법≫ 47)

상술한 (14ㄴ), (14ㄷ)이나 (15)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마디’가 절 또는 단

문에 해당하는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시경이 ‘마디’를 ‘붙이’나 ‘드’

를 다룰 때 범주적 단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

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주시경은 “마디”를 문장을 분석할 때

구, 절, 단문에 해당하는 단위를 지칭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시경이 ‘마디’를 막연하게 여러 범주적 단위를 지칭하여 사용한 것이 그

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김두봉에 의하여 극복된다. 김두

봉은 ‘마디’라는 용어를 자신의 문법 분석에 정식으로 도입하여 정의를 내

리고 분류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두봉의 ‘마디’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아야 한다.

먼저 김두봉이 내린 ‘마디’의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월의 으뜸감, 곳 임자감과 풀이감을 갖호고도 오히려 월의 한 조

각되는 것을 월의 마디라고 하나니라 (≪조선말본≫ 165)

(17)의 ‘감’은 김두봉이 설정한 문장 성분의 단위이며 ‘임자감’과 ‘풀이감’은

크게 보아 주어와 서술어에 대응한다(후술). 김두봉은 ‘마디’를 주어와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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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갖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

다.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한 문장이 큰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서 안겨

있는 것을 절이라고 정의내린 것과 대체로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김두봉이 제시한 ‘마디’의 예를 살펴보면 주시경이 ‘마디’를

‘다 못 이룬 마디’나 ‘다 된 마디’로 파악한 것과 비슷하다.

(18) ㄱ. 저것은 붓이요 이것은 먹이다 (≪조선말본≫ 166)

ㄴ. 봄이 오니 꽃이 피오 (≪조선말본≫ 168)

아울러 김두봉이 분류한 ‘마디’의 유형에 주시경의 ‘못 맞은 드’나 ‘맞은

드’와 같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해당하는 단위나 ‘언드’나 ‘억드’와 같은 관

형사절과 부사절에 해당하는 단위도 포함하고 있다(앞서 논의한 ‘드’의 범

주적 단위를 참조).

(19) 홀로마디: 모든 마디가 서로 같은 값으로 갈서(並立)는 것을 다 따

로따로 이름이니

조각마디: 월의 한 임자나 풀이 노릇하는 마디들을 이름이니

붙음마디: 몸씨에 딸리어 쓰이거나 씀씨에 매이어 쓰이는 마디들을

이름이니

으뜸마디: 붙음마디를 둔 으뜸되는 마디를 이름이니

줄마디: 홀로마디가 거듭하여 끝 못난 말

겹마디: 조각마디가 거듭하여 끝 못난 말

덧마다: 붙음, 으뜸마디가 거듭하여 끝 못난 말 (≪조선말본≫

166-168)

(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김두봉은 ‘홀로마디’(獨立節), ‘조각마디’(部分

節), ‘붙음마디’(附屬節), ‘으뜸마디’(主節) 등 네 가지는 ‘홋마디’에 묶고,

‘줄마디’, ‘겹마디’, ‘덧마디’ 등 세 가지는 ‘거듭마디’에 묶었다. 여기에서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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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디’는 현대 한국어학의 독립절을 말하는 것인데, 주시경의 ‘못 맞은 드’

와 ‘맞은 드’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붙음마디’는 관형사절과 부사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시경의 ‘언드’나 ‘억드’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마디’는 주시경의 저술에서 확인되지 않고 김두봉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

한 것이다. ‘조각마디’는 주어절과 서술절에, ‘으뜸마디’는 주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줄마디’는 두 개의 독립절로 된 절을, ‘겹마디’는 2개의 주어절이나

서술절로 된 절을, ‘덧마디’는 주절과 부속절이 거듭하여 이루어진 절을 말

한다.

이와 같이 김두봉은 주시경이 모호하게 사용한 ‘마디’라는 표현을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절을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하여 정의를 내리고 분류

하였다. 이로써 절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두봉처럼 ‘마디’를 정의하고 구분한 논의가 유길준과 김규식의 저술에

서도 확인된다. 고영근(1985)에서 김두봉의 통사론에 대한 인식은 유길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길준의 절에 대한 정

의와 분류를 검토할 것이다.

(20) 節이라 는 者文章갓히 其 本原具야시나 複雜文章의

部分成는 者謂미니라 (유길준, ≪대한문전≫ 1909: 116)

(20)에서 유길준이 말하는 “本原”은 최소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을

말한다. 따라서 유길준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이 더 복잡한 문장의

성분이 되는 것을 절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는 김두봉이 ‘마디’를 정의하

는 방식과 비슷하다.

이어서 절의 유형을 보면 유길준은 문장 내의 자격과 위치에 따라서 명

사절, 형용사절, 부사절과 독립절로 나누고 독립절을 제외한 절을 부속절로

묶었다(유길준, ≪대한문전≫ 1909: 116-119). 이는 김두봉이 절을 문장에서

의 분포에 따라 나누되 절을 ‘홋’과 ‘거듭’으로 유형를 나눈 것과 구별된다.

이처럼 김두봉이 절을 ‘홋’과 ‘거듭’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것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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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과 김규식 등 학자들의 저술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15)

다음으로 이규영의 ‘마디’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겠는데 ‘마디’에 관한 정

의는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1) 월에 으뜸감 곳 임자감과 풀이감을 갖호고도 오히려 월의 한 조각

되는 것을 월의 마디라고 함 (≪현금 조선문전≫ 67)

(21)에서 보면 이규영이 “마디”에 대하여 내린 정의는 김두봉이 내린 “마

디”의 정의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규영도 “마디”를 절로 인식하였다고 판

단된다. 이 외에 이규영은 ≪말듬≫에서 주시경이 ≪국어문법≫에서 논의

한 ‘마디’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말듬≫에서 보인 ‘마디’의 인식은 주시경

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규영도 ‘마디’에 대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는데, ‘홋마디’에 대하

여만 논의하였다. ‘홋마디’를 ‘홀로마디’, ‘조각마디’, ‘붙음마디’, ‘으뜸마디’

등 넷으로 나누었다.

(22) 홀로마디: 두 마디로 된 월인데 두 마디가 같이 同等의 資格을 가

졌음으로 이와 같은 마디를 홀로마디라 하며

조각마디: 임자감이나 풀이감이 마디로 된 것을 조각마디라 하며

붙음마디: 딸림감과 매임감이 마디로 된 것을 붙음마디라 하고

으뜸마디: 붙음마디를 둔 으뜸되는 마디를 으뜸마디라 함 (≪현금

조선문전≫ 68-69)

이 외에 이규영은 ≪한글적새≫에서도 ‘마디’를 ‘홋마디’와 ‘거듭마디’로

15) 김규식은 ≪대한문법≫(1909: 9)에서 “詞句”라는 용어로 절에 해당하는 단위를 지칭

하였다. 김규식은 절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등 셋으로 설정하였다. 김희상은 ≪

조선어전≫(1911)에서 절에 대한 단위를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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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홋마디’를 ‘홀로마디’(獨立節), ‘조각마디’(部分節), ‘붙음마디’(附屬

節), ‘으뜸마디’(主節)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거듭마디’를 ‘줄마디’, ‘겹마

디’, ‘덧마디’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홋마디’에 대한 정의가 없이 ‘거듭마

디’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23) 줄마듸: 홀로마디가 둘 더 거듭하되 그냥 마듸로 있는 것

겹마듸: 임자마디와 풀이마디가 둘 더 거듭하여 그냥 마듸로 있는

것

덧마듸: 붙음마디나 으뜸마디가 둘 더 거듭하되 그냥 마듸로 있는

것

(23)을 보면 이규영의 ‘거듭마듸’에 대한 정의는 김두봉의 ≪조선말본≫의

정의를 내리면서 사용한 설명 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김두봉이 “못 끝난

말”로 설명한 것이 이규영의 “그냥 마듸로 있는 것”이라는 설명보다 이해

하기 쉬운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월

김두봉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문장에 해당하는 범주적 단위를 “월”이라는

용어로 나타냈다. 그리고 “월”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진행하였다.

먼저 김두봉이 내린 ‘월’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 여러 가지 씨 곳 낱말을 모아 한 생각을 다 낱아내는 것을 말의

월이라 하나니 (≪조선말본≫ 153)

(24)의 정의를 보면, 김두봉이 문장은 통일된 생각을 나타낸다고 인식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김두봉은 “월”을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

를 모아서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를 내렸지만, 실제로 “허허,

아이구”와 같은 감탄사가 홀로 한 문장과 같이 쓰인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 194 -

(≪조선말본≫ 149).

따라서 김두봉은 문장을 단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되 통일된 생각을 표

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형식과 의미를

중요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시경을 비롯한 유길준이나 김규식은 서

술어를 포함한 언어 형식을 문장으로 인식하였는데 김두봉은 독립어와 같

이 서술어가 없는 언어 형식도 문장으로 간주한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김두봉은 문장을 ‘홋월, 줄월, 겹월, 덧월, 모월’ 등 현대 한국어

학의 단문, 복문, 복합문 등에 해당하는 단위로 나누었다. 그리고 문장을

절을 내포하는 여부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나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하여 주시경이 “드”를 절, 단문, 복문을 아우르는 단위로 사용

하는 데에 그치고 더 자세히 문장을 분류하지 않은 데 비하여 김두봉은 문

장에 대하여 더욱 발전된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두봉이 분류한 문장의 유형이 기존의 학자들보다 더욱 세분화되

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유길준은 문장을 ‘단문, 중문, 복문’으

로 나누고, 김규식은 ‘단순구어, 복잡구어, 연결구어’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유길준의 단문과 중문이나 김규식의 단순구어와 연결구어는 김두봉의 홋

월, 줄월에 해당하고, 유길준의 복문이나 김규식의 복잡구어는 김두봉의 겹

월과 덧월에 해당한다. 접속문과 내포문을 유길준은 구체적으로 명명하지

않고 복잡한 문장으로 다루고, 김규식은 연결구어의 하나로 다루었지만, 김

두봉은 모월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상세하게 모월의 여러 유형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김두봉이 제시한 문장의 정의와 유형은 주시경을 포함한 동

시대의 여러 학자들보다 발전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규영의 문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이규영의 문장에

대한 분석은 ≪말듬≫과 ≪현금 조선문전≫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

말듬≫에서는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짬듬갈”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사론

의 범위를 한정하고 “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였다. ≪현금 조선문

전≫에서는 “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설명하였다. 이규영이 제

시한 문장의 구체적인 정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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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ㄱ. 한 짠말에 남이가 잇어 다 맞은 말을 다 이름이니라 (≪말듬

≫ 43)

ㄴ. 여러 가지 씨 곳 낯말을 집합하야 한 생각을 완전하게 표시하

는 것을 말의 월이라 함 (≪현금 조선문전≫ 63)

(25)에서 제시한 정의를 보면 ≪말듬≫은 주시경의 “드”의 정의를, ≪현금

조선문전≫은 김두봉의 “월”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규영은 ≪현금 조선문전≫에서 문장의 유형도 김두봉과 마

찬가지로 설정하였다. 말하자면, 홋월, 줄월, 겹월, 덧월, 모월로 설정한 것

이다.

요컨대, 주시경이 설정한 문법 단위인 “말”은 단어 및 단어가 결합된 구,

절, 문장(단문, 복문, 복합문)을 아우르는 단위이다. 따라서 주시경의 “짬듬

갈”, 즉 통사론의 범위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문장으로 확대되는 방법

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시경이 사용한 ‘마디’나 ‘드’는 여러 문

법 단위를 아우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절이나 문장보다 덜 분화

된 개념이다. 김두봉은 문장의 범주적 단위로 절과 문장을 명시적으로 설

정하였고 구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김두봉은 절과 문장에 해당하는 용

어를 분명히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이규영은 ≪말듬≫에서는 주시경의 범

주적 단위를 수용하였고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

의 ≪조선말본≫의 범주적 단위를 수용하였다.

6.2. 문장의 성분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가 현대 한국어학의 문장의 성분에 해당하는 내

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여기에서 문장의 성분이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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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적 단위를 가리킨다. 주시경이 문장의 성분으로 무엇을 인식하였는

지를 살펴보겠다.

주시경이 ≪국어문법≫에서 문장의 성분으로 “임이듬”, “씀이듬”, “남이

듬”, “금이듬” 등 넷을 설정하였다.16)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

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관형어와 부사어) 등에 해당한다.17) 그 당시에

주시경을 포함한 학자들이 인식한 문장 성분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문장 성분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말하자면, 현대 한국어학에서

는 선행 성분에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구성을 통틀어 문장 성분으로 인식

하는 데에 비하여, 주시경학파가 활동하던 시대의 학자들은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지 않은 어휘 형태소를 문장 성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최광

옥, 유길준과 김규식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즉, 이들은 문법 형태소 앞에

선행하는 어휘 형태소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으로 지칭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새가 운다’, ‘힘이 굿세다’ 云時‘새’ 及 ‘힘’은 人의 思想上

에 浮來事物이오 其次에 ‘운다’ 及 ‘굿세다’‘새’의 作用 及

‘힘’의 性質을 述함이니 故로 ‘’ 及 ‘힘’은 其 作用을 起며 性

質을 呈기에 主되語라 故로 曰 主語라 고 又 ‘운다’ 及 ‘굿

세다’ 其 主語의 作用 及 性質을 說明하語인 卽曰 說明語라

니 (최광옥, ≪대한문전≫ 1908: 61-62)

(26)에서 최광옥은 ‘새가 운다’나 ‘힘이 굿세다’의 ‘새’나 ‘힘’은 “主되語”,

16) 최광옥(1908)에서도 문장 성분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 등 넷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문장 성분을 넷으로 설정한 데에는 서양 구조 문법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일본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강복수. 1979: 83-86).

17) 남경완(2010a: 466)에서 기존의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도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을

현대 문법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응시키는 견해를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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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나 ‘굿세다’는 “主語의 作用 及 性質을 說明하語”라고 정의하였다.

즉 주어는 명사를,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지칭한 것이다.

(27) ㄱ. 主語라 는 者思想發現케 는 主格의 體言이니 (유길

준, ≪대한문전≫ 1909: 91)

ㄴ. 說明語라 는 者主語의 狀態 若 作用表現는 語이라

⋯ 動詞나 形容詞로 成立는 者이라 (유길준, ≪대한문전≫

1909: 95)

(27)에서 유길준은 주어를 “主格의 體言”, 서술어를 “動詞나 形容詞로 成立

는 者”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길준도 주어는 명사와 같은 체언을,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지칭한 것이다.

(28) ㄱ. 題目語라 은 言論되人이나 物을 顯바를 云이니

假令 ‘호랑이가 운다’ 면 ‘호랑이’卽 此 句語에 言論되

바를 表詞니 此 句語에 題目語니라 (김규식, ≪대한문법

≫ 1909: 91)

ㄴ. 說明語라 은 言論되人이나 物에 對야 如何 事情을 發

表바를 云이니. 假令 上例를 用야 ‘호랑이가 운다’

면 ‘운다’卽 言論되‘호랑이’의게 對야 如何 事情을 發

表詞이니 此 句語의 說明語니라 (김규식, ≪대한문법≫

1909: 91)

(28)에서 김규식은 주어나 서술어를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지 않는, 그에 선

행하는 “詞”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주시경의 ≪국어문법≫이 나오기 이전의 저술에서는 문장 성분을

문법 형태소 앞의 어휘 형태소를 지칭하였다. 그러다가 주시경의 이론이

나오면서 주어, 서술어 등 성분은 문법 형태소와 어휘 형태소를 결합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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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즉 “어절”(남기심· 고영근, 2014: 239)을 가리키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희상의 저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9) ㄱ. 主語: 一句語의 主位되語主語라 稱나니 此名詞나

代名詞에 主位吐下接야 成나니라 (김희상, ≪조선어전

≫ 1911: 105)

ㄴ. 說明語: 一句語의 主語의 動作形容等說明語說明語

라 稱나니 此動詞나 形容詞에 終止吐下接야 成나

니라 (김희상, ≪조선어전≫ 1911: 106)

(29)에서 보면 김희상은 주어를 “主位되語”, 서술어를 “說明語”

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최광옥, 유길준이나 김규식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주어는 “名詞나 代名詞에 主位吐下接야 成”, 서술어는 “動詞

나 形容詞에 終止吐下接야 成”는 것이라고 명시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주시경이 주어에 해당하는 “임이듬”을 “임이+임이빗”으로, 서

술어에 해당하는 “남이듬”을 “남이+남이빗”으로 설명한 방식과 같다. 말하

자면, 주시경과 김희상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선행 성분에 조사나

어미를 결합한 ‘어절’을 주어나 서술어로 인식한 것이다. 김희상과 주시경

의 차이점은 주시경이 고유어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문장 성분을 설명하

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주시경은 자신이 설정한 문장의 성분과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시경은 다음과 같은

용어를 가지고 자신이 설정한 문장의 성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구체적인 예를 보이면서 현대 한국어학에 해당하는 용어

(ㄱ)와 주시경의 용어(ㄴ)를 대비시켜 살펴볼 것이다.

(30)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 (본드 三, ≪국어문법≫ 41-43)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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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형어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ㄴ.①’임이금 ①임이듬 ②’씀이금 ②씀이듬 ③’남이금 ③남이듬

(30ㄴ)을 보면 주시경이 설정한 ‘임이듬’, ‘씀이듬’과 ‘남이듬’은 현대 한국어

학에서 주어, 목적어와 서술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임이듬’, ‘씀

이듬’과 ‘남이듬’은 “이”와 “빗”으로 구성되었다.18) 먼저 “이”에 대하여 살

펴보겠다.

(31) ㄱ. 임이: 임(主와 한 뜻) 이(者와 한 뜻)

ㄴ. 씀이: 씀(움기 쓰이의 이를 들고 ㅁ을 더하여 임기되게 한 것)

이(우에 말한 것과 한 가지니 알에도 다 이러함) 이(者와 한

뜻)

ㄷ. 남이: 남(움기에 ㅁ을 더하며 임기되게 한 것) 이(者와 한 뜻)

(≪국어문법≫ 37)

(31)의 “이”는 예문 (30)에서 제시된 ‘임이’인 ‘소’, ‘씀이’인 ‘풀’, ‘남이’인 ‘먹

-’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주어를 구성하는 명사나 동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는 유길준(1909: 91, 99)에서 말하는 주어(주격의 체언), 목적어(빈격체언),

서술어(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외에 최광옥과 김규

식이 말하는 주어나 목적어/수식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빗”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8) 남경완(2010a: 466)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임씨, 씀이, 남이,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이 현대 한국어학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견해가 수렴되지 않는 용어를 남경완(2010a: 481)이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즉, ‘임이, 씀이, 남이’는 주체, 객체, 술체에,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

은 주체표지, 객체표지, 술체표지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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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ㄱ. 임이빗: 빗(보람과 한 뜻이니 임이빗은 곳 임이의 職權表라 함

과 한 뜻이요, 알에도 다 이러함)

ㄴ. 씀이빗: 씀이의 職權表라 함과 한 뜻

ㄷ. 남이빗: 남이의 職權表라 함과 한 뜻 (≪국어문법≫ 37)

(32)의 “빗”을 “職權表”라고 설명한 것은 주시경이 ≪말≫에서 “職責을 相

換”, “職責이 되니”, “權限을 表는” 등에서 사용한 용어를 떠올리게 한

다.

(33) ㄱ. 原體部(名號 形容 動作) 言語字의 此三軆는 言語의 原軆니 其

職責을 相換 必要가 有어 他職으로 遷移랴면 本職軆에

他職으로 遷移는 表를 付니라

ㄴ. 關係部(引接 間接 助成) 言語字의 此三軆는 言語의 法式의 關

係를 나타내는 職責이 되니 引接은 主物格이 되게 는 것

과 形成軆가 되게 는 것이 有고 間接은 形成句節이 되게

는 것과 名號句節(고)이 되게 는 것이 有고 助成은 時間

을 兼어 陳.問.命.自 四句의 分別이 有니라 (≪말≫ 29)

(33)의 내용은 주시경이 “언체의 변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논의된 것이다.

품사를 “원체부”와 “관계부”로 나누어서 원체부에 명사, 동사와 형용사를,

관계부에 조사와 어미를 포함시켰다. (33ㄱ)에서 보면 주시경은 원체부에

속하는 명사, 형용사나 동사에 표를 결합하여 다른 직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33ㄴ)에서 보면 “관계부”, 즉 조사와 어미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책을 김병문(2012: 138)에서는 문장에서의 직책이라고

하였다. (33ㄱ)에서 말한 ‘명호, 형용, 동작’이 다른 직책이 변했다는 것을

김병문(2012: 138)에서는 이들이 “장어식(長語式)”, 즉 문장 층위에서 ‘주자

(主者)’나 ‘물자(物者)’, ‘성자(成者)’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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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자’나 ‘물자’, ‘성자’는 고영근(1995: 253)에 의하면 ≪국어문법≫ 검열

본에서 ‘임이’, ‘씀이’, ‘남이’에 ‘主者’, ‘物者’, ‘成者’라는 한자에 대당시켰다

가 삭제한 그것이다. 따라서 ≪말≫의 ‘주자’나, ‘물자’, ‘성자’는 ≪국어문법

≫의 ‘임이’나 ‘씀이’, ‘남이’와 같은 개념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국어문법≫에서 말하는 ‘직권표’는 ‘임이’, ‘씀이’, ‘남이’가 문장

에서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으로 되게 하는 표지이다. 말하자면, “빗”은

명사나 형용사, 동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표지인 것이다.19) 주어나 목적어를 학교 문법에서 “체언이나 체언의

기능을 하는 말에 주격조사/목적격조사가 붙어서 되는 것”(남기심· 고영근,

2014: 241, 264)과 서술어를 “종결형, 연결형, 관형사형, 명사형 등으로 나

타나는 것”(남기심· 고영근, 2014: 253)으로 인식한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

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표’는 조사나 어미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시경의 이와 같은 인식은 동시대의 김희상에게도 확인된다. 앞서 김희상

이 주어나 서술어는 명사나 동사, 형용사에 “토”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

이라는 것을 보았다. 김희상은 현대 한국어학의 조사와 어미를 모두 “토”

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이는 주시경이 설정한 “빗”을 조사와 어미에 해당

19) 주시경이 ≪국어문법≫에서 ‘임홋만’, 즉 현대 한국어학의 주격조사를 “아모 다른 뜻

없이 단순하게 임이 되는 職權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을 가

지고 남경완(2010a: 474)은 “직권만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학교 문법에서

주격조사를 ‘자격을 가지도록’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임이 되

는 직권만 보이는 것”이라고 주시경이 설명한 점을 감안하면 남경완(2010a)에서 강조

한 “직권만 보이는 것”은 온전한 이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되다”

라는 것을 김병문(2012: 139)에서는 동일한 명사나 형용사, 동사를 다른 관점에서, 예

컨대 문장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주자, 물자,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따르면 주시경은 ‘임홋만’을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인정되는

또는 주어의 자격을 부여받는 표지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자격을 가지는’이라고 설명한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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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용어로 볼 수 있는 방증이 된다. 주시경은 조사와 어미를 “겻”과 “맺”

으로 지칭하였으므로 주시경이 통사론에서 사용한 용어 “빗”은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

(30ㄴ)에서 보인 “임이금, 씀이금과 남이금”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주어를

한정하는 관형어, 목적어를 한정하는 관형어,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고영근(1995: 263)에 의하면 ‘임이금, 씀이금, 남이금’을

≪국어문법≫ 검열본에서는 ‘主者形’, ‘物者形’, ‘成者形’이라는 한자에 대당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당시킨 용어는 앞서 검토한 ≪말≫에서 관련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져와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引接이 二種의 분별이 有니 一은 長語式에 主者나 物者가 그 말

의 成者에 關係 權限을 表는 인접은 격표인접이라 니 主者

格이나 物者格 되게 는 表란 말이요 一은 長語式에 成者를 限定

는 인접으로 形成引接이라 니 成者를 形容는 引接이란 말이

라 (≪말≫ 81)

(34)에서 보면 “인접”에 “격표인접”과 “형성인접”이 있는데,21) “형성인접”

은 “長語式에 ‘성자를 형용’하는 인접이다. 여기에서“성자를 형용”, 즉 서술

어를 수식 또는 한정한다는 것은 ≪국어문법≫의 ‘成者形’에 대당시킨 ‘남

이금’으로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35) ㄱ. 임이금: 금(금낸다 하는 글이니 가르치의 뜻과 한 가지로 씀이

20) 최낙복(2001: 206 각주 7)에서 표 또는 표지(marker)에 접근되는 용어로 ‘토씨’에 해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경완(2010a: 481)에서도 최낙복(2001)의 표지라는 논의를

받아들여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을 주체표지, 객체표지, 술체표지라고 한 바 있다.

21) 여기에서 ‘격표인접’은 현대 한국어학의 주격조사와 보조사에, ‘형성인접’은 부사격조

사 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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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알에도 다 이러함)

ㄴ. 씀이금: 엇더한 (씀이)이라 함을 이름이라

ㄷ. 남이금: 엇더한 (남이)라 함을 이름이라[엇더한은 엇더하게와

한 가지로 씀이라] (≪국어문법≫ 38)

(35)를 보면, “금”은 수식어이다. ‘임이금’과 ‘씀이금’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관형어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수식 또는 한정을 받는 후행 성분이

주어이냐 목적어이냐에 따른 용어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임이금’, ‘씀이금’, ‘남이금’을 주시경이 ‘금이’로 통칭하기도 하였다.

(36) 금이: 여러 금을 각 이름이라 (≪국어문법≫ 38)

(36)에서 보인 ‘금이’를 주시경은 ‘금이빗’과 ‘금이듬’의 연관 속에서 설명을

덧붙였다.

(37) ㄱ. 금이: 여러 금을 각각 이름이라

ㄴ. 금이빗: 빗(금이 되게 하는 빗을 이름이니 곳 임이나 씀이나

남이를 금이가 되게 하는 빗을 이름이라 이러함으로 금이빗은

금이 되는 빗이라 함이라)

ㄷ. 금이듬: 임이나 씀이나 남이가 제 빗을 가지지 못하고 금이 되

는 빗을 가지어 금이됨을 이름이니 금이듬이라 함이 곳 금이

라 함과 한가지라 (≪국어문법≫ 38)

(37)에서 보인 “금이, 금이빗, 금이듬”의 설명을 통하여 이들이 “임이, 씀

이, 남이,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과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임이, 씀이, 남이”는 명사, 형용사나 동

사가 문장에서 부여받은 명칭인데 비하여, “금이”는 ‘금이듬’을 포괄한 용

어이다. 이는 ‘임이, 씀이, 남이’를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의 구성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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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것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은 “직권표”인데

반하여 “금이빗”은 “임이나 씀이나 남이가 제 빗을 가지지 못하고 금이 되

게 하는 빗”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서 (30)에서 살펴본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라는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저’, ‘푸른’, ‘잘’ 등은 각각 ‘임이금, 씀이금, 남이금’, 즉 ‘금이’로

통칭할 수 있다. 여기에서 ‘푸른’은 형용사 ‘푸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된 구성, 즉 주시경이 말하는 ‘남이+금이빗’의 구성으로 된 ‘금이

듬’이 ‘금이’로 된 경우이다. ‘저’와 ‘잘’은 ‘임이, 씀이, 남이’ 중의 어느 것에

도 해당하지 않는 ‘언’과 ‘억’, 즉 관형사와 부사이다. 이들은 ‘금이빗’이 없

이 ‘금이’로 된 경우이다.

이처럼 주시경이 ‘금이듬’을 ‘금이’라고 분석한 것은 ≪국어문법≫에서 관

형사형을 관형사에, 부사형을 부사에 편입시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

서 주시경이 ‘금이’를 ‘임이, 씀이, 남이’와 별도로 이질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시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금이”를 각각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

과 결합시켜 “임이붙이, 씀이붙이, 남이붙이”라는 기능적 단위를 만들어낸

다.

(38) ㄱ. 임이와 임이의 빗과 임이의 금을 다 임이붙이(主者部 或 主者

屬)라 하고

ㄴ. 씀이와 임이의 빗과 씀이의 금을 다 씀이붙이(物者部 或 物者

屬)라고 하고

ㄷ. 남이와 남이의 빗과 남이의 금을 다 남이붙이(說者部 或 說者

屬)라 함 (≪국어문법≫ 39)

(38)을 (30)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면, ‘저 소가’는 ‘임이붙’이, ‘푸른 풀’은

‘씀이붙이’, ‘잘 먹소’는 ‘남이붙이’이다. 이처럼 ‘붙이’를 설정한 논의는 동시

대의 유길준, 김규식, 김희상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붙이”라는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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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학자들에게 문장을 파악할 때 꼭 필요한 단위라고 인식되었던

것 같다. 다만 주시경은 다른 학자들처럼 한자어 용어인 “部”를 사용하지

않고 고유어인 “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각각의 ‘붙이’에 용어를

부여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붙이’에 대한 논의는 김두봉과 이

규영의 저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이규영의 ≪온갖것≫, ≪말듬≫ 제외).

주시경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장의 기능적 단위를 논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단위를 설명하였다.

(39) ㄱ. 줄기(莖或原體): 임과 씀과 남을 다 이름이라

ㄴ. 가지(枝或枝葉): 빗과 금을 다 이름이라

‘임, 씀, 남’ 세 이를 줄기결이라 하고 읏듬결이라고도 하며

‘빗’과 ‘금’을 다 ‘가지결’이라고도 하고 ‘붙이결이’라고도 함.

가지결은 다시 둘로 난호아 세 빗은 만이결(關係部 곳 職權部)

이라 하고 세 금을 금이결이라고도 하고 엇더함이결(如何部)이

라도함. 결은 결에나 갈래와 한 뜻이라 (≪국어문법≫ 38-39)

이 외에 주시경은 ‘잇이’, 즉 접속사도 설정하였는데 이는 문장 성분에

속하지 않고 문장에서 절을 잇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 듯하다.

(40) 듬난은 임이듬과 씀이듬과 남이듬과 금이듬을 뜨임이니. 한 드의

잇기는 그 우에 마듸의 남이에 붙이어 뜨일지니라 (≪국어문법≫

64)

(40)에서처럼 주시경이 설정한 ‘잇이’라는 기능적 단위를 김두봉은 설정하

지 않았다. 김두봉은 주시경이 설정한 ‘잇이’를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성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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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붙이

읏듬결 가지결

줄기결 만이결 금이결

임이붙이 임이 임이빗 임이금

씀이붙이 씀이 씀이빗 씀이금

남이붙이 남이 남이빗 남이금

<표 1> 주시경이 설정한 문장의 기능적 단위

(41) 월에 터전되게 얽는 감· 곳 으뜸감과 붙음감은 ‘얽음’이라 하고,

씨나 마디를 잇는 것을 ‘잇음’이라 하노라. 그러나 ‘잇음’은 ‘얽음’

에 한 딴 감이 되는 것이 아니요 얽음 속에 어느 한 감 노릇을

하는 것이니 (≪깁더 조선말본≫ 156 “감의 힘”)

지금까지 주시경이 논의한 문장의 구성 성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

다.

<표 1>에서 제시한 ≪국어문법≫의 문장의 구성 성분을 보면 ‘줄기’에는

“원체부”(≪말≫)나 “몸씨”(≪말의 소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가지’에는 “관계부”와 “형명, 형성”(≪말≫)이나 “토씨”와 “언, 억”(≪말의

소리≫), 즉 조사, 어미, 관형어와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

고 “관계부”나 “토씨”는 “만이결”, 즉 문장 성분에 붙는 조사나 어미에 해

당하는 것으로, “언, 억”은 “금이결”, 즉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칭하

였다. 이처럼 ‘가지’에 문법 형태소나 부속성분과 같이 이질적인 것들을 포

함하여 다룬 점은 주시경의 한계로 남았다. 이와 같은 주시경의 한계는 김

두봉과 이규영에 와서 부속성분으로 “딸림감”과 “매임감”, 즉 관형어와 부

사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설정함으로써 극복되었다.

다음으로 김두봉이 설정한 문장의 성분을 살펴보겠다. 김두봉은 ≪조선

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에서 문장 성분을 ‘감’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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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감’을 ‘으뜸감’과 ‘붙음감’으로 나누고 으뜸감, 즉 필수성분에 임자

감과 풀이감을, 붙음감, 즉 부속성분에 딸림감과 매임감을 설정하였다. 따

라서 김두봉이 인식한 문장의 성분에는 임자감, 풀이감, 딸림감, 매임감 등

넷이 포함된다.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형

어와 부사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유길준의 ≪조선문전≫에서 문

장의 성분을 임자말, 풀이말, 부림말, 꾸밈말 등 넷으로 설정한 것과 비슷

하다. 따라서 유길준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2) 감(成分 또는 格)은 월을 이루는 조각

임자감(主格): 월을 이룸에 임자되는 조각을 이름이니

풀이감(說明格): 임자말을 풀이하는 조각을 이름이니

딸림감(從屬格): 몸씨(體言) 우에 있어서 이에 딸리어 쓰이는 조

각을 이름이니

매임감(關係格): 씀씨(用言) 우에 있어서 이에 매이어 쓰이는 조

각을 이름이니 (≪조선말본≫ 153)

(42)에서처럼 김두봉은 ‘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주시경은 상술한

바와 같이 ‘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밑감(素材)’의 ‘감’이라는 용어가

‘듬’보다는 대중들에게 알기 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장 성분

에 대한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30)

의 예문을 다시 가져와서 살펴볼 것이다.

(43)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

ㄱ. 관형어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ㄴ. 임이금 임이듬 씀이금 씀이듬 남이금 남이듬

ㄷ. 딸림감 임자감 딸림감 매임감 매임감 풀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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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예를 통하여 보면, 주시경이 설정한 ‘임이듬’과 ‘씀이듬’은 김두봉의

‘딸림감’에, ‘씀이듬’과 ‘남이금’은 ‘매임감’에 해당된다. 이처럼 필수 성분에

대한 차이는 주시경과 김두봉이 지녔던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주시경은 문장이 최소한 주어와 서술어로, 최대한 주

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김두봉은 문장을 최소한 주어

와 서술어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44) ㄱ. “아기가 자라오” 이 말은 임, 남 두 듬으로 다 된 다니라⋯ 다

된 다는 아모리 적어도 이 두 듬은 잇나니라 (≪국어문법≫

40)

ㄴ. “아기가 젓을 먹소” 이 말은 임, 씀, 남 세 듬으로 다 된 다니

라. 다 된 다는 아모리 크어도 이 세 듬에 더함이 없나니라

(≪국어문법≫ 41)

ㄷ. 임자와 풀이는 월을 이룸에 으뜸되는 조각이므로 이를 으뜸감

이라 하나니라 (≪조선말본≫ 157)

이규영의 문장 성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온갖것≫에서는 문장 성분

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말듬≫, ≪한글적새≫와 ≪현

금 조선문전≫에서 문장 성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규영은 ≪말듬≫에

서는 주시경의 “듬”이라는 용어와 분류를,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

전≫에서는 김두봉의 “감”의 정의와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여 문장 성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지금까지 6.1에서는 문장의 범주적 단위를, 6.2에서는 문장의 기능적 단

위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범주적 단위와 기능적 단위에 대한 주시경학

파의 인식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하에서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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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문의 구조

이 절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단문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6.2에서 주

시경이 문장의 성분으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수식어를 설정하였음을 검토하였다. 김두봉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어, 서술어, 관형어와 부사어를 설정하였다. 이규영은 ≪말듬≫에서 주시

경의 인식을 수용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를 설정하였지만, ≪한

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과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

관형어와 부사어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시경학파가 설정한 문장 성분

을 가지고 단문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주시경학파가 제시한 단문 구조

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시경학파의 학

자들은 문장을 분석할 때 도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6.3.1. 도해에 관한 개요

문장 도해에 관한 연구로 기존의 한영목(1988)이 대표적이다. 한영목

(1988: 8)에서는 출판 연도를 따지면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1909)에서

처음으로 구문 도해가 행해졌으나, 주시경이 문장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려

는 의도와 구문 도해에 대한 방법론을 내세운 점을 들어 주시경의 ≪국어

문법≫을 먼저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문장 분석을 할 때 도해방

식을 선택한 주시경의 도해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시경은 도해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45) ㄱ. “말듬을 알기 쉽게 하랴고 낫 다를 가리어 그 듬을 난호아 말

하고 다시 그림으로 그 뜻을 보이노라” (≪국어문법≫ 39)

ㄴ. “말로 그 뜻을 밝게 풀어내기 어렵은 그림으로 풀것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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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법≫ 64)

(45ㄱ)에서 주시경은 도해를 문장의 구성 성분을 쉽게 알아보게 하려고 먼

저 문장의 구성을 나누어 설명하고 난 다음, 그림으로 의미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5ㄴ)과 같이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울 경우, 그림으로 제

시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시경은 문장 성분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을

도해라고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문장 성분이 생략될 경우에도 생략된 성

분을 그림에 반영하여 분석한다는 것을 내면에 포함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이는 “속뜻” 또는 “숨은 뜻”을 나타내는 “( )”, “ㅅ”을 그려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22)

이와 같은 주시경의 도해를 살펴보기에 앞서 주시경이 무슨 부호를 사용

하여 도해를 하였고, 그의 후계자인 김두봉과 이규영은 어떤 부호를 사용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시경학파가 사용한 부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속뜻’과 ‘숨은 뜻’에 관한 논의로 고영근(1982), 이병근(19850), 박종갑(1995), 최규수

(1997/2005), 정승철(2003/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고영근(1982)에서는 ≪국어문법

≫의 ‘속뜻’과 ‘숨은 뜻’을 구별하여 ‘속뜻’은 화용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본 성분으

로, ‘숨은 뜻’은 통사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 성분으로 설명하였다. 이병근(1985:

48)에서는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 ‘속뜻’과 ‘숨은 뜻’의 구별이 불분명하다고 하였

다. 한편, 최규수·서민정(1996: 111)에서는 ‘( )’은 ‘ㅅ’에 대해 보충하고 구체적으로 드

러내는 관계로 파악하고 ‘ㅅ’은 생략된 성분을 표시하는 기호로, ‘( )’는 생략된 성분을

보충하여 설명하는 기호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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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저술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접속 기능

변화
보조사

구 절

국어문법 ~ ∞ ~~

말듬 ~ ∞ ~~

조선말본 ≈ ≈ ≈ ~ ∞ ~~ ⋯

한글적새 ≈ ∽ ≈ ~ ∞ ~~

깁더 조선말본 ┃ ∽ ⋯ ∽ ∞ ∞

<표 2> 주시경학파가 도해에 사용한 부호

<표 2>에서 제시된 부호들은 줄기를 나타내는 중간 굵은 줄을 경계로 왼

쪽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수식어를 그리고, 오른쪽에 관형어와 부사어

를 그리고 있다.

주어는 여러 저술에서 한결같이 ‘ ’로, 목적어를 인정하는 ≪국어문법

≫과 ≪말듬≫에서는 목적어를 ‘ ’, 서술어를 ‘ ’로, 목적어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말본≫,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목적어를

‘≈’, 서술어를 ‘ ’로 나타내고 있다.

관형어와 부사어를 ≪국어문법≫, ≪말듬≫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분하지 않고 가로선 ‘ ’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말본≫에서는 모

두 ‘≈’로, ≪한글적새≫와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관형어’는 ‘~’으로, ‘부

사어’는 ‘≈’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관형어나 부사어로 될 경우 기능 변

화를 수반할 경우, 곱슬줄 ‘~~’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절 접속은 ‘∞’로. 구 접속은 ‘~’로 나타내고 있다. 주시경은 접속에

사용한 부호로 고리줄과 곱슬줄이 있는데 구 접속에 고리줄을 쓰지 않고

곱슬줄을 사용한 것은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23)(접속

23) 주시경(1910: 47)에서 “두 임이 줄 사이에 가로 것은 곱슬줄은 본드 五의 고리줄로

밀어 볼 것인데 그리기 쉽게 하랴고 곱슬줄을 씀이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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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후술함).

마지막으로 해당 성분의 생략을 ‘속뜻’과 ‘숨은 뜻’이란 용어로 나타내고

서 “ㅅ”이나 “( )”로 제시하고 있다.

상술한 바는 세로로 도해를 제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이와 반대

로 김두봉은 ≪깁더 조선말본≫에서 가로로 도해를 제시하되, 주어와 서술

어를 ‘┃’로 나눈다. 관형어는 ‘⋯’으로, 부사어는 ‘~’로 나타내고, 접속은

‘∞’로 통일되게 나타난다.

임이

씀이

남이

임이빗

씀이빗

남이빗

임이금

씀이금

남이금

<그림 1> 주시경의 기본적 문장 구조 도해

<그림 1>은 주시경이 그린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문장의 변형에 따라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상술한 도해에 필요

한 부호가 구체적인 문장의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인 문장

성분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6.3.2. 주어-서술어

여기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어와 서술어에 대하여 살펴보겠

다. 주시경은 “다 된 다”는 아무리 적어도 “임이듬”과 “남이듬”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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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국어문법≫ 40). 여기에서 주시경의 ‘다 된 다’는 종결어미

를 갖춘 문장, ‘임이듬’은 주어에, ‘남이듬’은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

두봉은 필수성분으로 ‘임자감’과 ‘풀이감’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김두봉의

‘임자감’은 주어에, ‘풀이감’은 서술어에 해당한다. 이규영은 ≪말듬≫에서는

주시경의 용어와 설명 및 그림을 수용하여 문장 분석을 하였다. ≪한글적

새≫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

전≫에서는 김두봉의 용어와 설명을 수용하여 문장 분석을 하였다.

6.3.3. 목적어

여기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목적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

시경은 목적어를 주어와 서술어와 함께 필수성분으로 간주하고 “다 된 다”

는 아무리 많아도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어문법≫ 41). 여기에서 주시경의 ‘다 된 다’는 종결어미를 갖춘 문장,

‘임이듬’은 주어에, ‘씀이듬’은 목적어에, ‘남이듬’은 서술어에 해당한다. 김

두봉은 이를 부속성분의 하나인 “매임감”이라고 지칭하였다. 여기에서 김

두봉의 ‘매임감’은 부사어에 해당한다. 이규영은 ≪말듬≫에서는 주시경의

용어와 설명 및 그림을 수용하여 문장 분석을 하였다. ≪한글적새≫에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

서는 김두봉의 용어와 설명을 수용하여 문장 분석을 하였다.

6.3.4. 수식어

여기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수식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

시경은 ‘금이’라고 지칭하고 도해에서 굵은 줄기의 오른 쪽에 그렸다. 즉

‘금이’를 부속성분으로 간주한 것이다. 김두봉은 주시경이 ‘금이’라고 통칭

한 것을 ‘붙음감’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이를 다시 ‘딸림감’과 ‘매임감’, 즉

현대 한국어학의 관형어와 부사어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구분하였다. 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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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조선말본≫에서 이들을 굵은 줄기의 오른 쪽에 그렸다. 그러나 ≪

깁더 조선말본≫에서는 가로로 그림을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보다 위쪽에

그리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규영은 ≪말듬≫에서는 주시경의 용어와 설

명 및 그림을, ≪한글적새≫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의 용어와 설명을 수용하여 문장 분석을

하였다.

6.3.5. 구 접속

여기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구 접속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

시경은 구 접속을 분포에 따라 ‘뭇임이’, ‘뭇씀이’, ‘뭇금이’, ‘뭇남이’라고 지

칭하였다. 그리고 “둘로 둘 더되는 한덩이의 임이/씀이/금이/남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국어문법≫ 46, 47, 48, 53). 김두봉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뭇임이, 뭇풀이, 뭇딸림, 뭇매임’으로 지칭하고 문장에서 하나

의 성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조선말본≫ 54-59). 이규영은

≪말듬≫에서는 주시경의 용어와 설명을 따랐지만, ≪한글적새≫에서는 구

체적인 언급이 없고,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의 용어를 수용하여

문장 분석을 하였다.

6.4. 복문의 구조

여기에서는 주시경학파의 복문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주시경학파

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접속문과 내포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

다. 먼저 접속문에 대한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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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4.1. 접속문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접속문을 주시경은 “드”라는 용어로 지칭하

고, 한 문장이 다른 문장과 이어져서 더 큰 문장을 이룬다고 인식하였다.

현대 한국어학의 접속문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있다(남기심· 고영근, 2014: 407). 주시경이 인식한 ‘못 맞은 드잇’을

가진 ‘드’는 현대 한국어학의 대등접속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금이드’로 이어진 접속문은 현대 한국어학의 종속접속문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인다. 먼저 주시경이 지녔던 대등접속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인

예와 도해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46) 이 소는 누르고 저 말은 검다 (≪국어문법≫ 43-44)

一. 우 알에 읏듬 줄 사이에 고리줄은 이 말의 우 알에 마

듸를 잇는 것이니 이 두 마듸를 잇는 ‘고’의 자리를 보

인 것이다.

二. 웃 마듸의 남이빗 자리24)에서 ‘고’로 잇은 뎜 줄은 이

‘고’가 웃 마듸의 남이빗을 아우름으로 이러한 뜻을 보

임이라.

(알이)

1) 이 소가 누르를 웃 마듸라 하거나 몬저 마듸라 함

2) 저 말은 검다를 알에 마듸라 하거나 끗마디라 함

3) 이 말은 우알에 두 마듸를 ‘고’가 잇음으로 두 마듸로

된 한 낫의 ‘드’라 함. ⋯ (중략)⋯

4) 우 알에 마듸를 박구어 ‘저 말은 검고 이 소는 누르다’

하여도 그 일은 한 가진 까닭이니라

24) 주시경(1910:44) ‘지리’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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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은 (46)의 “이 소는 누르고 저 말은 검다”는 “웃마듸”와 “알에마디”

로 나누어 ‘고’로 이어져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즉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

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고’로 이어진 한 문장이다. 이처럼 선행절과 후행

절이 각각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더 큰 문장 속에서 대등하게 연

결되어 있다.

김두봉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을 논의하였다. 김두

봉이 ‘줄월’을 논의하면서 제시한 예문은 주시경이 제시한 (46)과 같은 유

형의 문장이다. 예문을 제시하기에 앞서 김두봉이 내린 ‘줄월’(重文)에 대한

정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7) 줄월은 둘로 붙어 둘더 되는 홀로마디들이 서로 줄달아 이루인 월

을 이름이니 (≪조선말본≫ 168)

(47)에서 ‘홀로마디’는 “모든 마디가 서로 같은 값으로 갈서는 것”(≪조선말

본≫ 166)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대등접속문

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와 그 구조를 그린 도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8) 달은 밝고 별은 드물고나(얻씨로 풀이된 것) (≪조선말본≫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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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ㄱ. ‘달은’과 ‘별은’은 임자감이요 ‘밝고’와 ‘드물고나’는 풀이감

인 데 ‘고’는 마디를 잇는 김에 또 얻씨 ‘밝’과 ‘드물’을

잇나니라

ㄴ. 이 월도 그 마디를 바꾸어서 ‘별은 드물고 달은 밝다’라고

하여도 그 뜻은 한가지니라

(48)과 <그림 3>을 통하여 김두봉이 인식한 접속문은 주시경이 말한 ‘못

맞은 드’로 이어진 ‘드’, 즉 대등접속문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규영은 ≪말듬≫에서 주시경의 ≪국어문법≫의 예와 설명을 수용하였

다. ≪한글적새≫에서는 김두봉의 예를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이 제시한 예문과 같은 것을 들어 같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동시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시경학파가 인식한 현대 한국어에서 말하는 종속접속문에 대

하여 살펴보겠다.

주시경은 종속접속문을 부사절로 인식하였다. 주시경이 제시한 예와 그

구조를 그린 도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9) 버금본드 五 바람이 불매 배가 가오 (≪국어문법≫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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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 5>

一 ‘바람이 불매’는 ‘배의 가’는 까닭을 가르치는 ‘드’라. 그러

함으로 ‘남이’ ‘가’의 ‘금이드’로 그림이라.

(알이) ‘매’는 까닭을 말하는 ‘잇기’니 ‘움기’ ‘불’에 더하여

‘금이’ 곳 ‘억기’의 ‘몸’을 일움이라.

‘ 배가 바람이 불매 가오’ 하여도 한 가지의 일이라

(49)에서 주시경은 “바람이 불매”를 “배의 가”의 까닭을 말하는 “드”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절에 해당한다. 이어서 이 절

을 주시경은 “금이드”로 지칭하였다. 말하자면 주시경이 “금이드”를 현대

한국어학의 후행하는 성분을 수식하는 절, 즉 종속절로 인식한 것이다. 따

라서 주시경이 (49)를 내포절을 안은 구조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주시경은

다음의 <그림 5>와 같은 도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하게 그리고 우에 마듸는 ‘매’로, 알에 마듸의 까닭

을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잇나니

(49)의 예시를 도해한 <그림 5> 및 <그림 4>에서는 현대 한국어학의 종

속적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매’를 대등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그렸다.

주시경이 이와 같이 그린 데에는 당시 김규식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김규식은 ‘매’를 “상속접속사(相屬接續詞)”라고 지칭하고 후속하는 서술어

를 수식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문장의 구조를 선적으로 분석하였기 때

문이다. ‘매’와 마찬가지로 “상속접속사”에 포함되는 ‘더니’를 든 예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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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규식이 종속적 연결어미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50) 를 삿더니 그거시 진 거시더라 (김규식, ≪대한문법≫ 96)

目的 說明(接) 元題目 形 元說明部

(50)에서 “를 삿더니”를 “時機的 應從句”로, 이는 卽 元說明部 ‘거시더라’

를 修飾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김규식은 ‘를 삿더니’를 종속절로 인식

하여 후행절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종속적 연결어미

로 이어지는 문장을 종속절을 안은 문장으로 인식한 김규식은 문장의 구조

를 분석할 때 선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규식의 이와 같은 인식을 반영

한 것이 주시경의 <그림 5>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그림 5> 뒤에 나오는

설명에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되 ‘매’는 까닭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에 비하여 <그림 4>가 내포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주시경은 <그림 4>를 선호하였을 것이다. <그림 4>

는 종속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주

시경이 여러 문장 구조를 제시하는 가운데 알기 쉬운 문장의 구조를 제시

한 것이다. 그러다가 김두봉에 와서 종속적 연결어미(남기심·고영근, 2014:

402)를 ‘잇’이 아닌 “꾸밈매임겻/꾸밈토”, 즉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부

사형 어미에 포함시켜 다루면서(≪조선말본≫ 113, ≪깁더 조선말본≫92),

(49)와 같은 문장은 부사절을 안은 내포문으로 처리되었다. 이로써 김두봉

의 접속문에는 대등접속문만 포함하게 된 것이다.

6.4.2 내포문

현대 한국어학의 내포문에 해당하는 문장을 주시경은 “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이 더 큰 문장의 성분으로 안겨 내포문이 된다고 인식하였

다. 예컨대, “언드”, “억드”, “금이드”를 가진 ‘드’를 내포문이라고 인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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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

(51) 본드 九: 이마가 븕은 두름이가 소리가 길게 울더라 (≪국어문법

≫ 50)

一 ‘이마가 븕은’은 ‘금이드’라 하거나 ‘언드’라 하니. ‘이마

가’는 ‘임이듬’이요, ‘븕은’은 그 남이라. 그러하나

‘븕’이 그 ‘빗’은 없고 ‘은’을 븥이어 ‘금이’ 노릇을

함으로 ‘임마가 븕은’이 다 이 ‘두름이를 엇더하다’

하는 ‘드’가 됨을 이름이니라

二 ‘소리가 길게’는 ‘금이드’라 하거나 ‘억드’라 하니. ‘소

리가’는 ‘임이듬’이요 ‘길’은 그 ‘남이’라. 그러하나

‘길’이 그 ‘빗’은 없고 ‘게’를 붙이어 ‘금이’ 노릇을

함으로 ‘소리가 길게’가 다 ‘울기를 엇더하게 한다’

고 하는 ‘드’가 됨을 이름이니라

(잡이) ‘드’는 아모리 적어도 ‘임’, ‘남’ 두 ‘이’가 잇음을 이름이라

(51)을 보면 주시경은 ‘금이드’를 문장을 맺지 못하고 후행 성분을 수식하

는 현대 한국어학의 절에 해당하는 단위로 인식한 것이다. “금이드”로 지

칭되는 “이마가 븕은”이나 “소리가 길게”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

고 더 큰 문장인 “드” 속에서 안겨 있기 때문이다. ‘금이드’는 현대 한국어

학에서 관형사절과 부사절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51)과 같은 문장

을 주시경은 관형사절과 부사절을 동시에 안고 있는 내포문으로 인식한 것

이다.

김두봉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을 논의하였다. 김두

봉이 ‘덧월’을 논의하면서 제시한 예문은 (51)과 같은 유형의 문장이다. 예

문을 제시하기에 앞서 김두봉이 내린 ‘덧월’에 대한 정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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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2) 덧월은 붙음마디와 으뜸마디를 갖흔 월들을 이름이니 (≪조선말본

≫ 194)

(52)에서 “붙음마디”(附屬節)는 “몸씨에 딸리어 쓰이거나 씀씨에 매이어 쓰

이는 마디”를 말하는데, ‘몸씨에 딸리어 쓰이는’ 것은 ‘딸림마디’이고 ‘씀씨

에 매이어 쓰이는’ 것은 ‘매임마디’이다(≪조선말본≫ 167-168). 여기에서

‘붙음마디’는 현대 한국어학의 종속절에 해당한다. 김두봉은 종속절을 명사

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는 마디라고 인식하였다. “으뜸마디”(主節)는

“붙음마디를 둔 으뜸되는 마디”를 말한다(≪조선말본≫ 168). 즉 주절은 종

속절을 갖춘 마디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두봉이 설정한 ‘덧월’은 현

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종속절을 안은 내포문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

당하는 예와 그 구조를 그린 도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3) 범이 있는 수풀은 깊으니라 (≪조선말본≫ 195-196)

ㄱ. ‘범이’는 ‘임자감’이요 ‘있’은 풀이몸인데 ‘는 ’이 들어

서 ‘범이 있’을 딸림마디되게 하니라.

ㄴ. ‘수풀은’은 이 월의 임자감이요 ‘깊으니라’는 풀이감이

라

(53)의 ‘수풀은 깊으니라’는 주절과 ‘범이 있는’은 ‘풀’을 수식하는 관형사절

을 가진 내포문이다. 김두봉의 (53ㄱ)의 설명 방식은 주시경의 (51一)의 방

식과 비슷하다.

(54) ㄱ. ‘범이’는 ‘임자감’이요 ‘있’은 풀이몸인데, ‘는’이 들어서 ‘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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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있’을 딸림마디되게 하니라 (= 50ㄱ)

ㄴ. ‘이마가’는 ‘임이듬’이요, ‘븕은’은 그 남이라. 그러하나 ‘‘븕’이

그 ‘빗’은 없고 ‘은’을 븥이어 ‘금이’ 노릇을 함으로 ‘임마가

븕은’이 다 이 ‘두름이를 엇더하다’하는 ‘드’가 됨을 이름이라

(= 49一)

(54)를 통하여 김두봉은 ‘딸림마디’를, 주시경은 ‘금이드’를 안고 있는 문장

을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내포문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김두봉의 내포문에 대한 인식은 주시경의 인식을 수용하였다고 판단

된다.

이규영은 ≪말듬≫(본드 九, 52면)에서 주시경이 ≪국어문법≫에서 제시

한 “본드 九”와 같은 예문을 들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 방식도 일치한다.

이규영은 ≪한글적새≫(예문 4, 12)에서 도식을 통하여 주시경이나 김두봉

과 마찬가지로 내포문에 해당하는 문장의 구조를 그렸다. ≪현금 조선문전

≫(예문 4, 80-81)에서는 김두봉이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예문을 들고

그에 대한 설명 방식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규영의 내포문에 대한 인식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다.

이외에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주격중출문을 주시경은 서술절

을 안은 내포문과 주격중출문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인식하였다.

(55) 본드 十 그 사람이 맘이 착하오(≪국어문법≫ 50-51)

一 ‘맘이 착하’를 다 ‘남이’ 자리에 둠은 ‘맘이 착하다’가 다

‘그 사람이 엇더하다’고 하는 것이 됨을 보임이니라

二 ‘맘이 착하’를 다 한 남이로 두엇으나 그 속에도 ‘임이듬’

의 그림이 잇으니. ‘맘이’는 ‘착하’의 ‘임이듬’이 됨을 보

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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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 8>에서 보면 주시경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맘이 착하’가 전

체 문장의 한 성분인 ‘남이’, 즉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말하자면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서술절을 안은 내포문으로 인식하였

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을 통하여 주시경이 같은 문장을 주격중출문으로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三 알에 그림을 ‘맘이가 무엇이 착하다’고 밝히어 냄

이 됨으로 ‘맘이를 착하’의 ‘금이’로 그림이니. 이

는 맘을 금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삼이 그림이니

라

四 알에 그림에 ‘맘’의 알에 한 줄을 가늘게 가로 것

음은 ‘맘’은 ‘임이’의 바탕이 잇음을 보임이니라(바

탕은 性質과 한 뜻으로 씀이다)

(잡이) ‘임이’나 ‘씀이’도 이 말의 ‘남이’처럼 되는 것

이 잇으니 그 때에는 이를 밀어 그릴지라

<그림 9>를 보면 주시경은 ‘사람이 착하’를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로 인정

하고, ‘맘이’를 ‘착하’의 부사어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주시경은 현대 한국어

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주격중출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시

경이 하나의 문장에 대하여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구

조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김두봉은 이와 같은 문장을 ‘겹월’(複文)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에 대한 정

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6) 겹월은 조각마디를 갖혼 월들을 이름이니 (≪조선말본≫ 191)

(56)에서 조각마디를 김두봉은 문장 안에서 주어나 서술어가 되는 절을 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두봉의 ‘겹월’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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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나 서술절을 안은 내포문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와 그 구조를 그

린 도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7) 매암이는 소리가 맑다 (≪조선말본≫ 191)

ㄱ. ‘소리가’는 ‘임자감’이요 ‘맑’은 풀이몸이니라

ㄴ. ‘소리가 맑’은 풀이몸이요, ‘소리가 맑다’는 풀이감인

데 ‘매암이는’은 또 그것의 임자감이니라

(57)에서 내린 정의와 <그림 10>에서 보인 바와 같이 김두봉은 ‘매암이는

소리가 맑다’를 서술절 ‘소리가 맑다’를 안는 내포문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소리가 맑다’의 주어는 ‘소리가’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는 ‘매암이’라고 설

명하였다. 이는 김두봉이 ‘임자감’, 즉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어를 설

명할 때, 내포문의 주어는 ‘큰임자’, 내포절의 주어는 ‘작은임자’라고 지칭한

바 있다(≪조선말본≫ 155). 즉, 큰 주어는 ‘매암이’, 작은 주어는 ‘소리가’라

고 나누어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큰 주어와 관계를 맺는 서술어는 ‘소리가

맑다’이고, 작은 주어와 관계를 맺는 서술어는 ‘맑다’로 나누어서 인식하였

다(≪조선말본≫ 156). 이와 같이 두 주어가 만날 때 큰 주어가 작은 주어

를 안고, 큰 주어는 큰 서술어와, 작은 주어는 작은 서술어와 관계를 맺는

다(≪깁더 조선말본≫“감의 힘” 158 )고 인식하였다.

말하자면, 주시경은 내포문과 주격중출문의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반하

여, 김두봉은 서술절을 안은 내포문이라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점에서 철저

하게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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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복합문의 구조

6.3과 6.4에서는 단문과 복문의 구조에 대하여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복합문에 대한 주시경학파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현

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복합문을 주시경은 “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

만, 6.1에서 보았듯이 주시경은 ‘미’를 정의내리기만 하고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규영이 ≪말듬≫에서 제시한 ‘미’의 용례를

통하여 주시경의 ‘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바 있다. 제시한 예문과 도식

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8) ㄱ. 이 ①노래는 ②네즘 두온 열네 다섯해 여름에 ③北쪽에 가아

서 ④말 닦고 ⑤돌아올 때에 ⑥南先生 亨佑氏와 같이 ⑦뭇으로

금강뫼에 ⑧가아서 ⑨일헤를 ⑩그 뫼 가온대에서 ⑪지내고 ⑫돌

아 ⑬옴으로 ⑭그때 求景하든 것으로 ⑮지으나

ㄴ. ⑥’말이 어리고 ⑤’曲操에 맟지 아니 하오니 ④’도로혀 ③’부글

업기 ①’끋이 ②’없도다 (≪말듬≫ 55)

<그림 11>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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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에서 제시한 “미”의 분석과 <그림 11> 및 <그림 12>를 살펴보면,

(58)은 (58ㄱ)의 “노래는 ⋯ 지으나”와 같은 연결어미와, (58ㄴ)의 “말이 어

리고 曲操에 맟지 아니 하오니 부글업기 끝이 없도다”와 같은 내포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가리킨다. 세부적으로 보면 ①, ②, ③, ⑤, ⑦, ⑩, ⑭, ⑤

등은 수식 구조를 이룬다. ④는 ‘목적어+서술어’ 또는 ‘부사어+서술어’의 구

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⑥은 접속 조사에 의해 접속문에 해당한다. 이와 같

이 주시경이 제시한 “미”는 연결어미로 이어진 내포문이 복잡한 수식 구조

를 갖춘 문장이다. 한편, 연결어미와 내포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김두봉은

‘모월’(混文)에서 다루고 있다.

김두봉은 모월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주시경의 ‘미’

에 해당하는 문장은 김두봉이 제시한 ‘모월 아홉재’인 것으로 보인다. 예문

과 도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9) 말이 쉽은 저런 사람도 있고 뜻이 굳은 이런 사람도 있고나(덧마

디를 다시 홀로마디로 삼은 것) (≪조선말본≫ 211-212)

<그림 13>

(59)와 <그림 13>을 통하여 내포절을 안고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김

두봉은 ‘모월’로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시경은 “미”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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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절, 단문, 복문을 아우르는 ‘드’와 별개의 범주적 단위

로 설정한 데에 반하여, 김두봉은 “월”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다. 즉

비슷한 문장 유형을 주시경과 김두봉은 범주를 달리 해서 다루고 있는 셈

이다. 주시경이 인식한 “미”를 남기심·고영근(2014: 383-384)에서는 복합문

장이라고 지칭하고 단문이나 복문과 다른 유형으로 두고 설명을 하였다.

(60) ㄱ. 영화가 연극의 대중성을 물려받았지만, 연극과 대중의 관계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ㄴ.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팔을 베고 자리에 쓰러지면서 눈을 감

았다.

ㄷ. 그는 네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매겠구나 (남기

심·고영근 2014: 383)

(60)에서 제시한 예문 (ㄱ), (ㄴ), (ㄷ)은 각각 남기심·고영근(2014: 383)의

예문 5, 6, 7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여러 번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60ㄱ)은 주어와 서

술어의 관계가 2번 이루어진 경우이고, (60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4

번 이루어진 경우이며, (60ㄷ)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3번 이루어진 경

우이다. 그러나 단순히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어미로 많이 이루어진 접속문

(60ㄴ)이 아니라 내포문과 접속문이 혼합된 문장 (60ㄷ)을 이와 구별하여

복합문장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주시경이 인식한 “미”를 현대 한국어학에

서도 단문이나 복문과 별개의 유형인 복합문으로 다루고 있지만 김두봉과

같이 문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주시경이 설정한 ‘미’를

최현배(1937/1977)이 김두봉의 분석 방식을 수용하여 복잡한 겹월로 지칭

한 것이 학교 문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규영은 ≪말듬≫에서는 주시경이 용어인 ‘미’를, ≪한글적새≫, ≪현금

조선문전≫에서는 김두봉의 용어인 ‘모월’을 사용하였으므로 주시경과 김두

봉의 인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규영은 ≪한글적새≫에서 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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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제시한 ‘모월’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도해로써 시각화하였다.

6.6. 소결

제6장은 현대 한국어학의 통사론에 해당하는 논의가 주시경학파에서 어

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시경학파의 통사론에 관한 논의를 문

장의 정의, 문장, 문장의 성분, 구, 절, 단문, 복문, 복합문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문장을 범주적 단위와 기능적 단위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주

시경이 현대한국어의 문장에 해당하는 “말”을 “기, 다, 모, 드, 미” 등 범주

적 단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기’는 단어, ‘다’는 ‘모, 드, 미’를 아우르는

범주인데 여기에서 ‘모’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명사구, ‘드’는 절, 단

문과 복문을 아우르는 단위, ‘미’는 복합문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이와 같은

범주적 단위들 중에서 김두봉과 이규영은 절과 문장에 해당하는 단위들만

논의하였다(≪말듬≫ 제외).

그리고 기능적 단위로 문장의 성분을 설명하였다. 주시경은 문장의 성분

을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 금이듬’의 4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대 한국

어학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에 해당한다. 김두봉은 ‘임자감, 풀이

감, 딸림감, 매임감’의 4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대 한국어학의 주어, 서

술어, 관형어, 수식어에 해당한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

용하여 논의를 하였다.

구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주시경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즉 도해로써 문

장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주시경이 도해로 문장의 구조를 제시한 방식은

약간의 변형을 거쳐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수용되었다.

그리고 문장을 단문, 복문, 복합문으로 나누어서 주시경학파의 문장의 구

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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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의 구조에서, 주시경학파는 대체로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지만 필수

성분의 설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말하자면 주시경은 주어, 목적어, 서술

어를 필수성분으로 인식하였는데, 김두봉과 이규영은 주어, 서술어를 필수

성분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은 도해에서도 반영된다(이규

영의 ≪말듬≫ 제외).

복문의 구조에서 접속문과 내포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주시경학파는

종속 접속문과 서술절을 안은 내포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말하자면, 주시경

은 종속 접속문을 부사절로 인식하면서도 도해에서는 대등 접속문의 구조

도 보이고 있지만, 김두봉이나 이규영은 부사절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서술절을 안은 내포문을 주시경은 복문과 이른바 주격중출문으로 해석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김두봉과 이규영은 서술절을 안은 내포문

으로 인식하였다.

현대 한국어학의 복합문에 해당하는 용어를 주시경은 “미”로 설정하고

“드”와 다른 범주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김두봉은 이를 문장의 한

유형인 ‘모월’, 즉 복잡한 복문에서 다루고 있다. 김두봉의 이와 같은 인식

은 최현배에게로 수용되어 학교 문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규영은 이처

럼 주시경에서 시작된 “미”, 즉 단문이나 복문과 다른 범주인 복합문을 수

용하였으나(≪말듬≫), 김두봉에 와서 복문에 하위 분류되고, 이규영에 와

서 김두봉이 제시한 ‘모월’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도해로써 시각화

하였다(≪한글적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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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기존의 논의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정신의 언어관

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탁월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학문의 이

론 체계의 연계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학문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경학파의 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봉과 이규영을 주시경학파로 묶어서 그

들의 문법의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이론 체계의 연계성”을 살펴

봄으로써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시경학파가 성립되었음을 밝혔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주시경학파와 주시경학파의 문법의식을 살펴보았다. 주시

경학파를 학문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어 정의를 내렸다. 말하자면, 주시경학

파는 주시경과 그의 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한국어 연구자들로 이루어

진 집단을 말한다. 주시경학파의 문법의식을 한국어의 구조에 내재하고 있

는 규칙이나 질서에 관한 의식이라 정의하고, 소리, 문자, 표기, 품사, 조어,

문장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2장에서는 주시경의 문법관, 문

자관과 표기법을 다루고 소리, 품사, 조어, 문장은 각론에서 다루었다.

먼저 주시경의 문법관은 일반언어학적 원리와 한국어의 특수성을 동시에

전제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규범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두봉은

문법을 언어의 시간성, 언어의 지역성과 표준어, 규범성을 들어 논의한 점

에서 주시경과 사뭇 다르다. 주시경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대가 글쓰기 통

일을 지향한 언문일치가 과제였다면 김두봉의 시대는 이 기초 위에서 공시

적 언어의 연구, 표준어의 사정, 규범의 정립 등 정밀화한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규영은 문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서 문법에 대한 인식

을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문자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소리와 문자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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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소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불변한

것이며 문자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문자

는 소리를 충실히 표기해야 한다는, 즉 언문일치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에 대한 논의를 가져와서 표음문자가 표의문자

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주시경의 문자에 대한 인식은 김

두봉에게도 수용되었다. 그러나 김두봉은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좋은 문

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두봉

은 문자는 불변하지 않는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학에서 상정한

표준말 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규영은 언어와 문

자는 구별된다고 인식하였지만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

았으므로 이규영의 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 표기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주시경은 낱글자의 배열

위치에 대한 인식을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주시경은

訓民正音例를 따라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였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표기를 하였는데 종성 위치에서는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

고 본음대로 쓸 것을 주장하였다. 주시경의 이와 같은 표기법은 김두봉과

이규영에게도 수용되었다. 다만 받침 ‘ㄹㄹ’과 ‘ㅺ’의 표기에서 주시경, 김두

봉, 이규영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주시경은 ‘ㄹㄹ’을 음리에 맞지 않는

다고 인식하고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김두봉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다

가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변하였다. 이규영은 당시의 표기 습관대로

‘ㄹㄹ’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주시경은 가로풀어쓰기의 장점을 제시하고 시험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

다. 김두봉은 풀어쓰기를 수용하여 “좋은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주시경에서 제안한 표기법을 확대하여 발전시켰다고 판단된다. 이규영도

주시경의 가로풀어쓰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저술을 통하여 시범

을 보여주었다.

제3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음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소리, 소

리의 분류, 음운 현상을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소리를 물리적 성질과 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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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음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

시경의 원소적 단위의 설정과 원소들의 합성, 즉 분합이라는 음운론적 단

위의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 현상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김두봉도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소리, 소리의 분류,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는데 주시경의 인식을 바탕으로 김두봉은 근대 음성학

이론을 도입하여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유성성(≪깁더 조선문법≫)에 따

라 소리를 분류하여 분절음보다 더 작은 단위에 대한 인식에 도달했다. 따

라서 비음화와 같은 음운 현상을 다룸에 있어서 주시경과 차이를 보일뿐더

러 주시경의 이론을 음성학적으로 천착함으로써 발전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규영은 초기 저술(≪말듬≫)에서는 조음 위치와 성운학의 인식을

반영한 강약으로 소리를 분류하다가 후기 저술(≪한글적새≫)에 가서는 김

두봉의 인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품사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시경학파는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보조사, 관형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을 단어로 설정하였다. 명사형 어미나

선어말어미, 파생접사 등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시경은 이들을 “늣

씨”, 이규영은 “빗”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김두봉은 이에 대하여 용어

를 부여하지 않았다.

주시경은 초기에 품사를 7개, 6개로 설정하고, 중기에 9개로 변동되다가

최종적으로 6개로 정착되었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국어문법≫의 분류를

따르되 ‘겻’의 구성원은 ≪말의 소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주시경이 관형

사, 부사와 감탄사를 ‘임’에 묶은 것을 분리하여 ‘모임씨’, 즉 현대한국어학

에서 말하는 독립언에 포함시켰다. 이는 김두봉이 주시경의 품사 분류에

대한 인식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주시경이 현대 한국

어학에서 말하는 대등적 연결어미나 종속적 연결어미를 하나의 “잇”으로

묶어서 다룬 반면에, 김두봉은 대등적 연결어미를 “잇”에, 종속적 연결어미

를 “겻”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을 수용하

여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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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주시경학파의 조어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여러

저술에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파생법과 합성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언체의 변법”이나 “기(씨)몸박굼”은 대체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통

사적 파생에, “기(씨)뜻박굼”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어휘적 파생에

해당한다. ‘모힌헴’은 합성법에 해당한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인식을 수용하

되 품사 통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두봉은 주시경이 현

대 한국어학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만 다룬 데에 반하여, 접두사에 의한 파

생도 다루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 말하는 합성법은 주시경이 명사

합성법에 한정하여 제시한 것을 확대하여 동사, 형용사, 반복 합성법에 대

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규영은 상술한 주시경이나 김두봉이 인식한 조어

법 외에 합성어의 파생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해바라기’와 같

은 경우를 주시경은 “늣씨”의 예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규영은 이와 같은

유형을 더 분석하여 합성어의 파생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주시경과 김두봉은 명사, 동사, 형용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품사 전성을 다

루었지만 이규영은 관형사와 부사가 접미사와 결합되어 명사나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주시경이 조어법에 관한 인식은 김두봉

에게 계승ㆍ발전되고, 이규영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되고 체계화되었다.

제6장에서는 주시경이 동시대에 공유된 통사론 일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통사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김두봉과 이규영에게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는지를 문장의 정의, 문장의 성

분, 구, 절, 단문, 복문, 복합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시경은 문장을 범주적 단위와 기능적 단위로 나누어서 인식하였는데,

주시경은 범주적 단위로 “말, 기, 다, 모, 드, 미”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대

체로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단어, 구, 절, 단문, 복문, 복합문에 해당한

다. 기능적 단위로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 금이듬”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에 해당한다. 김두

봉은 범주적 단위를 절과 문장만 설정하고 기능적 단위로 주어, 서술어, 관

형어, 부사어를 설정하였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이론을 수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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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술에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주시경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문장

에 해당하는 “드”를 절, 단문, 복문을 아울러 논의하였으므로 현대 한국어

학에서 말하는 문장보다 덜 분화된 개념이다. 김두봉은 절과 문장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상세하게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주시경의 인식을 발전적으

로 계승하였다.

문장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즉 도해를 적극적으로 원용한 주시경

의 인식은 김두봉과 이규영에게로 이어진다. 도해에 사용된 부호는 학자에

따라 자신의 체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문장의 구조를 단문, 복문, 복합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단문의

구조를 파악하는데서 제일 큰 차이점은 현대 한국어학에서 말하는 목적어

를 필수성분으로 인정하느냐의 차이이다. 주시경은 목적어를 필수성분으로

인식하였는데 김두봉은 부사어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복문의 구조

를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인식한 점은 공통적이다. 주시경은 종속 접속문을

부사절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결어미인 점을 감안하여 도해로써 대등적

으로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를 보였지만 부사절을 선호하는 경향이 포착된

다. 이는 동시대의 김규식이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부사절로 간주하

면서 선적인 구조로 파악한 것을 주시경이 도해를 통하여 둘 다 제시하면

서 부사절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주격중출

문을 주시경은 내포문과 주격중출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김

두봉은 서술절을 안은 내포문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주시경이 설정한 현대

한국어학의 복합문에 해당하는 “미”를, 김두봉은 “모월”(混文), 즉 문장의

하위 유형으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현배를 통하여 학교 문법

에서 복합문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규영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인식

을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고의 의의는 주시경학파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 구성원으로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을 묶어서 주시경학파의 성립을 밝힌 점에서 제일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주시경학파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영의 학문이론 체계의 연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주시경, 김두봉과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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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문법저술에 반영된 문법 인식을 더욱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고,

주시경 학설의 계승, 발전의 흐름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도 본

고의 의의이다.

다만 주시경학파의 성립과 관련하여 동시대의 이론적 배경을 폭넓게 살

피지 못한 점이 문제로 남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상학파를 “그들의 학문

이나 전공 분야 내의 다른 학파로부터, 혹은 총체적 학문이나 전공 분야에

서 갈라져 나와 공통의 인지적ㆍ사회적 분기점에서 통합하는 학자나 과학

자의 집단”(암스테르담스카 지음, 임혜순 옮김, 1999: 28)인 것으로 정의한

다고 했을 때, 주시경학파를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녔던 이

론적 배경에 대한 충분하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시경학파의 성립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당대의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연

구도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시경학파의 학설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의 “제1기 중기와 후기”(고영근, 1983c)로 어떻게 전승되

고 1930년 이후부터 세 갈래의 문법 모형으로 분기되면서 어떠한 발전 양

상을 보이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 236 -

참고문헌

1. 논저

강복수(1975), ≪국어문법사연구≫, 형설출판사.

강은국(2008), ≪남북한의 문법연구≫, 박이정.

고영근(1967), 현대 국어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3-1, 51-63.

고영근(1979), 주시경 문법 연구, ≪한국학보≫ 5-4, 4126-4144.

고영근(1982), 주시경 문법이론에 대한 형태·통사적 접근, ≪국어학≫ 11,

25-46.

高永根(1983a), 開化期의 國語硏究團體와 國文普及活動: 한글모죽보기를 중

심으로, ≪韓國學報≫ 9-1, 1083-1127.

고영근(1983b),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一志社.

고영근(1983c),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고영근(1985), ≪國語學 硏究史: 흐름과 動向≫, 학연사.

高永根(1987), ≪國語 文法의 硏究: 그 어제와 오늘≫, 塔出版社.

고영근(1991), 외솔 최현배 선생 20주기 추모 논총 - 외솔의 초기 음성문

자이론의 한 모습, ≪동방학지≫ 72, 361-379.

고영근(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고영근(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고영근(2001), 주시경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의 언어연구≫, 역락,

93-180.

고영근(2004), 兪吉濬의 國文觀과社會思想, ≪어문연구≫ 32-1, 405-426.

高永根·李賢熙 校註(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고영근·이용·최형용 교주(2010), ≪주시경 국어문법의 현대화≫, 박이정.



- 237 -

고영근·이용·최형용 편역(2011), ≪(현대어로 풀어 쓴) 주시경의 국어문법

≫, 박이정.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179-199.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현대국어학편), 우골탑.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권재일(2005),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9),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

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1993), ≪외솔 최현배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원.

김건희(2014),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 상호 연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17-1, 279-316.

김경훈(1998), 주시경의 ≪말의 소리≫에 대하여, ≪논문집≫(서울산업대),

48, 15-23.

김계곤(1991), 외솔 최현배 선생 20주기 추모 논총- 외솔 최현배님의 조어

법 서술에 대하여, ≪동방학지≫ 72, 111-140.

김기성(1987), 주시경의 말소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남돈(1998), 김두봉 〈소리갈〉의 수용성과 발전성, ≪한국어교육≫ 13호.

김명호(1997), 주시경 문법의 의미ㆍ논리적 의존성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

교 국어학 연구회.

김민수(1961), ‘늣씨’와 ‘Morpheme’, ≪국어국문학≫ 24, 44-51.

김민수(1962), 주시경의 업적, ≪국어학≫ 1, 25-40.

김민수(1977), ≪주시경연구≫, 탑출판사.

김민수(1980), 이규영의 문법연구, ≪한국학보≫ 6-2, 일지사, 57-86.

김민수(1980), ≪신국어학사≫, 일조각.

김민수(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0, 21-54.

김민수(1987), ≪국어학사의 기본이해≫, 집문당.



- 238 -

김민수 편(1992), ≪주시경전서≫(1-6권), 탑출판사.

김병문(2012a), 주시경의 근대적 언어 인식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병문(2012b), 주시경 문법에서의 ‘씨난’의 변천 과정, ≪국어학≫ 65,

157-183.

김병문(2013a), 주시경 ‘씨난’과 <말모이>의 관계, ≪한국사전학≫ 21,

7-39.

김병문(2013b), ≪언어적 근대의 기획-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김봉모(1993), 김두봉의 통어론 고찰, ≪한힌샘 주시경 연구≫ 5ㆍ6,

89-110.

김봉모(1997), 초기 국어문법 통어론의 비교 연구- 김두봉(1922)을 중심으

로, ≪우리말연구≫ 7, 1-44.

김석득(1975), ≪한국어 연구사≫(하), 서울대 출판부.

김석득(1979), ≪주시경 문법론≫, 형설출판사.

김성규·정승철(2013), 개정판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수경(1991), 조선 어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선생의 탄생 60주년을 맞이

하여, ≪주시경학보≫ 8, 215-221.

김승곤(1989), 김두봉의 ≪조선말본≫과 ≪깁더 조선말본≫의 비교 연구,

≪한힌샘 주시경연구≫ 2, 39-82.

김영선(2014), 주시경의 접변 관련 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36, 5-28.

김영송(1975), ≪우리말 소리의 연구≫, 샘문화사.

김영환(1991), 주시경의 학술 용어론, ≪한힌샘 주시경연구≫ 4, 55-72.

김완진·안병희·이병근(1985), ≪국어연구의 발자취(Ⅰ)≫, 서울대학교 출판

부.

김완진·정광·장소원(2000), ≪국어학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김윤경(1963), ≪새로 지은 국어학사≫, 을유문화사.

김윤경(1985), ≪조선문자 급 어학사≫, 한결 김윤경전집 1, 연세대학교출판

부.



- 239 -

김주상(2016), 유길준의 ≪대한문전≫과 문법관 일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 38-0, 5-28.

김차균(1988), ≪나랏말의 소리≫ 태학사.

김차균(1989a), 김두봉의 우리말 소리 연구에 대한 국어학사적 고찰 1, ≪

한힌샘 주시경연구≫2, 83-116.

김차균(1989b), 김두봉의 우리말 소리 연구에 대한 국어학사적 고찰 2, ≪

한힌샘 주시경연구≫2, 117-148.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탑출판사.

김해금(2016), 영향관계로 본 이규영의 품사 분류, ≪동양학≫ 62, 19-38.

남경완(2009), 주시경 문법 ‘드’ 구성 성분의 체계와 기능, ≪민족문화연구

≫ 51, 461-494.

남경완(2010a), 주시경 ≪국어문법≫ 짬듬갈 연구: ‘금이, 금이듬, 금이드’를

중심으로, ≪사림어문연구≫ 20, 153-174.

남경완(2010b), 주시경 문법에서 ‘드’의 개념과 범위, ≪국어학≫ 59,

31-152.

남경완·이은영·박세영·성지연·이숙경·노석은 역주, 최호철 감수(2003), 쉽게

풀이한 ≪대한문전≫, 월인.

남기심(1980), 국어문법 연구사에서 본 ≪우리말본≫, ≪동방학지≫ 25,

1-35.

남기심(1982), 외솔 최현배의 애국사상과 우리말 연구, ≪현상과 인식≫

통권 21, 185-213.

남기심(1989), ≪조선어문법(주시경)≫과 ≪깁더 조선말본(김두봉)≫ ‘씨’에

대한 비교 · 검토, ≪한힌샘 주시경 연구≫ 2, 149-168.

남기심(2001/2010),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기심·고영근(1985/2014),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노연숙(2007),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전개와 양상: 언문일치(言文一

致)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0, 59-99.

박미란(1983), 김두봉 문법의 씨갈에 관한 고찰- 주시경, 최현배와의 영향



- 240 -

관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자(1993a), 김두봉 말본의 형태론적 이해와 계승 1, ≪한힌샘 주시경연

구≫ 5 6, 11-49.

박선자(1993b), 김두봉 말본의 형태론적 이해와 계승 2, ≪한힌샘 주시경연

구≫ 5 6, 50-87.

박영환(1982), 주시경의 품사전성론 1, ≪연구논문모음≫ 1. 51-71.

박영환(1983), 주시경의 구문론, ≪연구논문모음≫ 1.

박영환(1991), ≪국어학의 전개 양상≫, 한남대 출판부.

박종갑(1994), 주시경의 ≪국어문법≫ 연구(1)-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설

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25, 193-214.

박종갑(1997), 김두봉 문법의 연구- 문장론의 의미, 논리적 의존성을 중심

으로(1), ≪국어학≫ 29, 199-219.

박종갑(2005), 주시경과 김두봉의 문법론 비교 연구, ≪어문학≫ 87,

157-173.

박지홍(1978), 주시경의 ≪국어문법≫, ≪한글≫ 161, 587-616.

박지홍(1993), 김두봉의 발자취, ≪한힌샘 주시경 연구≫ 5 6, 7-10.

박지홍(1996), ≪한글모 죽보기≫에 대하여, ≪한힌샘 주시경 연구≫ 9,

19-36.

백낙천(2015), 주시경의 학문 활동과 신학문의 영향, ≪동서인문학≫ 50,

125-147.

백채원(2014), 20세기 초기 자료에 나타난 ‘言文一致’의 사용 양상과 그 의

미, ≪국어국문학≫ 166, 77-108.

서민정·김인택(2009), ≪근대 지식인의 언어 인식≫, 박이정.

서정수(1996), ≪국어문법≫(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성광수(1995), 외솔문법 ≪우리말본≫의 토씨 분류 방법론, ≪한힌샘주시

경연구≫ 제7, 8호 135-164.

송철의(1992), 國語 音韻論硏究 1世紀,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399-425.



- 241 -

송철의(2004), 한국근대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韓國文化≫ 33,

1-35. (≪한국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2005, 서울대학교 출판

부)에 재수록)

송철의(2006), 1910-20년대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의 실상- 음운론을 중심

으로-, ≪국어학논총≫(李秉根先生退任紀念), 태학사, 1515-1542.

송철의(2008a),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송철의(2008b),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2판,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송철의(2008c), 주시경의 ‘本音’에 대하여, ≪李崇寧, 國語學의 開拓者≫ (心

岳 李崇寧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논집), 태학사, 967-993.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송철의(2011), 일석 이희승 선생의 어문관과 한글 맞춤법, ≪애산학보≫ 37,

161-202.

송철의(2013), 지석영과 주시경, ≪관악어문연구≫ 38, 35-62.

송철의·정승철·이현희·류준필·이종묵·조현설·황재문·김명호·방민호·박성창·

양승국(2013), 지석영과 개화기 어문 정리, ≪한국근대초기의 어

문학자≫ 태학사.

시정곤(1998), 선어말어미의 통사-형태론, ≪한국어학≫ 8, 5-38.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시정곤(2015), ≪훈민정음을 사랑한 변호사 박승빈≫, 박이정.

신유식(1999), 지석영과 주시경의 비교 연구- 서기법이론을 중심으로, ≪어

문논총≫ 14, 청주대학교 동서어문학회, 71-95.

신창순(2003), ≪국어근대표기법의 전개≫, 태학사.

안병희(1959), 십오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

구≫ 7.

안병희(2009), ≪국어연구와 국어정책≫, 월인.

안예리(2016),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문법 개념의 발달과정, ≪

국어사 연구≫ 23, 229-260.

암스테르담스카 지음, 임혜순 옮김, ≪언어학파의 형성과 발달≫, 대우학술



- 242 -

총서 435, 도서출판 아르케.

양근용(2010), 근대국어학 형성기의 언어의식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양정호(2006), ‘늣씨’ 개념의 재고찰, ≪어문연구≫ 51, 323-346.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2010), ≪풀어쓰는 국문론집성-근대 계

몽기 국어국문 담론의 현대적 해석을 위하여≫, 박이정.

오옥매(2008), 초창기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연구- 1897-1937년 문법서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형선(2004), 근대 국어국문학자의 재조명-김두봉의 문법관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87, 29-51.

이광호· 한재영· 장소원(1998), ≪국어정서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이기문(1976), 주시경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학보≫ 5, 39-58.

이기문(1977), 19世紀末의 國文論에 대하여, ≪朴晟義博士回甲紀念論叢≫,

69-178.

이기문(1981), 한힌샘의 언어 및 문자이론, ≪어학연구≫ 17-2, 155-165.

이남덕(1963), 국어문법의 단위문제, ≪국어국문학≫ 26, 141-159.

이미경(1990), 김두봉의 ≪깁더 조선말본≫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근(1977), 最初의 言語辭典 <말모이>(稿本)〈알기〉를 중심으로, ≪언

어≫ 2-1, 67-84.

이병근(1978), 愛國啓蒙主義時代의 國語觀, ≪韓國學報≫ 12, 一志社,

176-192.

이병근(1979), 周時經의 言語理論과 ‘늣씨’, ≪국어학≫ 8, 29-43.

이병근(1980), ≪말의 소리≫에서 ≪조선말본≫으로, ≪延岩玄平孝박사 회

갑기념논총≫, 형성출판사, 513-527.

이병근(1985) 朝鮮總督府 편 ≪朝鮮語辭典≫의 編纂目的과 그 經緯, ≪震檀

學報≫ 59, 135-154.

이병근(1986), 개화기의 어문정책과 표기법 문제, ≪국어생활≫ 4, 24-45.



- 243 -

이병근(2003), 近代國語學의 形成에 관련된 國語觀: 大韓帝國 시기를 중심

으로, ≪韓國文化≫ 32, 1-29.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2005, 서울대학교출판부)에 재수록).

이병근·송철의·정승철·임주탁·류양선(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

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병근·송철의·정승철·이종묵·임주탁·류양선(2007), ≪일제 식민지 시기 한

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숙희(1998), 우리말 소리갈(국어음성학)에 대한 연구 주시경, 김두봉, 최

현배, 이극로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응백·이기백(1993), ≪국어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팔부.

이익섭(1983), 한국어 표준어의 諸問題, ≪韓國 語文의 諸問題≫, 일지사.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1988 여름호 (제

13호), 국어연구소. 17-23. (≪국어사랑은 나라사랑≫ (1998, 문학

사상사)에 재수록)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출판부.

이익섭(1999/2011), ≪국어학개설≫, 학연사.

이준식(2008), 최현배와 김두봉 – 언어의 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 ≪역

사비평≫ 봄호(통권 82호), 41-67.

이준식·심순기(2010), 히못(白淵) 김두봉의 삶과 활동, ≪나라사랑≫ 116,

109-153.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도서출판 박이정.

이필영(1990), 金枓奉(1922), ≪깁더 조선말본≫- 국어학사의 재조명, ≪주

시경학보≫ 6, 126-137.

李賢熙(1988), 쥬상호 〈국문론〉 譯註, ≪주시경학보≫ 1, 174-184.

李賢熙(1989), 쥬시경 ≪대한국어문법≫ 譯註, ≪주시경학보≫ 3, 217-254.

李賢熙(1991), 주시경의 사상과 그가 후세에 남긴 영향, ≪주시경학보≫ 8,

250-256.

李賢熙(1993), 한글 맞춤법의 성립과정: 개화기에서 1930년대까지의 표기법



- 244 -

논의를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12, 174-184.

李賢熙(2006), ‘멀리서’의 통시적 문법, ≪관악어문연구≫ 31, 25-93.

李賢熙(2012a), 단어 ‘한글’ 및 ‘문자’와 음운론적 정보, ≪훈민정음학회 국

내학술대회: 훈민정음과 오늘≫, 1-14.

李賢熙(2012b), 權悳奎의 생애와 그의 국어학적 업적에 대한 한 연구, ≪

奎章閣≫ 41, 87-156.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학자≫ 2013, 태

학사에 재수록).

李賢熙·김한결·김민지·이상훈·백채원·이영경(2014a), ≪근대 한국어 시기의

언어관 문자관 연구≫, 소명출판.

李賢熙·두임림·사화·스기야마유타카·정혜린·김소영·김주상·백채원·가와사키

케이고·이상훈·김한결·김민지·왕철(2014b), ≪훈민정음의 한 이해

≫, 역락.

李賢熙·河崎啓剛(2015a), 周時經 ≪대한국어문법≫ 異本과 그 成立過程,

《奎章閣》46, 201-248.

李賢熙(2015b), 근대 이행기의 語學·文法·語法·文典·語典, ≪동아문화≫ 53,

3-21.

李熙昇(1931), ‘ㄹㄹ’ 받침의 诬妄을 論함, ≪朝鮮語文學報≫ 2, 1-4.

일석이희승전집간행위원회(2010), ≪일석 이희승 전집≫(전 9권), 서울대학

교출판문화원 전자책.

임용기(1987), 우리말 소리갈 연구사-소리내는 틀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 196, 405-424.

임홍빈(1994), 북한 문법의 품사 분류, ≪주시경학보≫ 14, 97-121.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

활≫ 10-2, 5-26.

임홍빈(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

론과 실제≫, 705-761, 태학사.

장윤희·이용(2000), 兪吉濬, ≪大韓文典≫, 漢城- 隆文館, 1909, 173-187.



- 245 -

장지영(1978), 내가 걸어온 길, ≪나라사랑≫ 29, 21-43.

장지영(1930), ≪조선어철자법강좌≫, 활문사.

정승철(1999),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

연구원, 7-59.

정승철(2001), 음운론 연구, ≪한국의 학술연구(국어국문학)≫ 2, 학술원,

10-27.

정승철(2003a), 주시경의 음학: 刪除本 ≪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8, 29-49.

정승철(2003b), ≪국어문법≫(주시경)과 English Lessons, ≪국어국문학≫

134, 73-97.

정승철(2003c), 주시경과 언문일치, ≪한국학연구≫(인하대) 12, 33-49.

정승철(2005), 근대국어학과 주시경,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

울대출판부.

정승철(2009), 어문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경남대) 23,

59-180.

정승철(2012), 자산 안확의 생애와 국어 연구, ≪진단학보≫ 116, 241-265.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학자≫(송철의 외 2013, 태학사)에 재수

록).

정승철·최형용(2015), ≪안확의 국어연구≫, 박이정.

정혜린(2011), 稿本 ≪한글적새≫ 문법의 어학사적 위치에 대한 일고찰, ≪

국어학논집≫ 제7집, 역락.

최경봉(2000), ≪우리말의 탄생: 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50년의 역사≫,

책과 함께.

최경봉(2004), 김규식 ≪대한문법≫의 국어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22, 5-28.

최규수(1997), 주시경 통어론의 계승 관계, ≪우리말연구≫ 7(통권 7호),

45-78.

최규수(2005), ≪주시경 문법론과 그 뒤의 연구들≫, 도서출판 박이정.



- 246 -

최규수(2006), 형태론의 체계와 문법 용어 사용의 문제, ≪우리말연구≫ 18,

143-176.

최규수(2007), 복합어의 어기와 조어법 체계에 대하여, ≪한글≫ 277,

133-158.

최규수·서민정(1996), 주시경의 부호에 반영된 문법적 인식, 숨은 뜻과 속

뜻의 해석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6, 1-33.

최기영(2003), ≪식민지 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최낙복(1991), ≪주시경 문법의 연구≫, 문성출판사.

최낙복(2001), 주시경 문법의 통어론 연구, ≪한글≫ 254, 199-235.

최낙복(2008), 주시경 학문 연구의 역사, ≪한글≫ 281, 145-178.

최낙복(2009), ≪개화기 국어문법의 연구≫, 역락.

최명옥(1977), 주시경의 ≪소리갈≫에 대하여, ≪진단학보≫ 44, 118-150.

최현배(1937/197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최형용(2012), 분류 기준에서 본 주시경 품사 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국

어학≫ 63, 313-339.

최호철(1989), 주시경과 19세기의 영어문법, ≪주시경학보≫ 14, 203-240.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한글학회(2010),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한영목(1988), 한국어 구문 도해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재영(2004), 兪吉濬과 ≪大韓文典≫, ≪어문연구≫ 32-1, 455-476.

한택동(1998), 주시경의 음운이론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Ⅰ)≫, 태학사.

홍종선(1989),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 ≪국어학≫ 19, 353-374.

허웅(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허웅(1971), 주시경 선생의 학문, ≪동방학지≫ 12, 1-63.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홍양추(1980), 주시경의 국어문법론-짬듬갈을 중심으로, ≪연구논문모음≫

1.



- 247 -

小倉進平(1920), ≪조선어학사≫, 京城: 大坂屋號書店.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의 發音槪說≫, (京都大學文學部 國語學國

文學硏究室 編 ≪小倉進平博士著作集 三≫에 재수록).

小倉進平(1930), ≪朝鮮語母音의 記號表記法について≫, ≪音聲の硏究≫ 四.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硏究室 編 ≪小倉進平博士著作集 三

≫에 재수록).

古賀聰(1999), 김두봉의 ‘소리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자료

권덕규(1923), ≪조선어문경위≫, 광문사.

권덕규(1933), ≪조선어강좌≫, 한국방송협회.

김규식(1909), ≪대한문법≫, (≪歷代韓國文法大系≫ 1-14), 탑출판사.

김규식(1912), ≪조선문법≫, (≪歷代韓國文法大系≫ 1-15), 탑출판사.

김두봉(1916), ≪조선말본≫, (≪歷代韓國文法大系≫ 1-22), 탑출판사.

김두봉(1922), ≪깁더 조선말본≫, (≪歷代韓國文法大系≫ 1-23), 탑출판사.

김민수 편(1992), ≪주시경전서≫, 탑출판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7-1986), ≪歷代韓國文法大系≫, 탑출판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1986), ≪歷代韓國文法大系 總索引≫ , 탑출판사.

김희상(1909), ≪초등국어어전≫ 卷二, (≪歷代韓國文法大系≫ 1-17, 탑출판

사.

김희상(1911), ≪조선어전≫, (≪歷代韓國文法大系≫ 1-19), 탑출판사.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 (≪歷代韓國文法大系≫ 1-49), 탑출판

사.

안확(1917), ≪조선문법≫, (≪歷代韓國文法大系≫ 1-26, 미수록), 탑출판사.

안확(1923), ≪수정 조선문법≫, (≪歷代韓國文法大系≫ 1-26), 탑출판사.

안확(1922), 조선어원론,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 248 -

유길준(1904), ≪조선문전≫, (≪歷代韓國文法大系≫ 1-105), 탑출판사.

유길준(1905), ≪조선문전≫, (≪歷代韓國文法大系≫ 1-2), 탑출판사.

유길준(1909), ≪대한문전≫, (≪歷代韓國文法大系≫ 1-6), 탑출판사.

이규영(1913), ≪온갖것≫, (≪歷代韓國文法大系≫ 1-112), 탑출판사.

이규영(1913), ≪말듬≫, (≪歷代韓國文法大系≫ 1-113), 탑출판사.

이규영(1916-1919), ≪한글적새≫ ㄱ, (≪歷代韓國文法大系≫ 1-114), 탑출

판사.

이규영(1916-1919), ≪한글적새≫ ㄷ, (≪歷代韓國文法大系≫ 1-115), 탑출

판사.

이규영(1920), ≪현금 조선문전≫, (≪歷代韓國文法大系≫ 1-27), 탑출판사.

주시경(1910), ≪국어문법≫, (≪歷代韓國文法大系≫ 1-11), 탑출판사.

주시경(1913), ≪조선어문법≫, (≪歷代韓國文法大系≫ 1-12), 탑출판사.

주시경(1914), ≪말의 소리≫, (≪歷代韓國文法大系≫ 1-13), 탑출판사.

최광옥(1908), ≪대한문전≫, (≪歷代韓國文法大系≫ 1-5), 탑출판사.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歷代韓國文法大系≫ 1-43), 탑출판

사.



- 249 -

<中文摘要>

周时经学派 语法研究考察

-周时经， 金枓奉， 李奎荣爲中心-

金海锦

本研究以周时经, 金枓奉, 李奎荣的语法思想为研究对象, 主张把他们规定

为周时经学派，并通过理论的传承關係来论证周时经学派的成立。研究方法是

对周时经学派语法著作中所体现的语法思想进行对比分析。语法思想是指跟内

在于韩国语结构的规律和秩序相关的思想意识。考虑到20世纪初韩国语学者的

研究范围涉及到了从音韵到句子的各个层面，在此把周时经学派的语法思想分

为语法观, 文字观和标记法。

语法观方面，周时经学派注重语言一般原理和韩国语特殊性的结合，强调

形式，追求规范。文字观方面，把文字作为与音声相对的概念来认知，文字要

忠实地反映音声，并且以文字标记音声时要考虑音韵现象。标记法方面，主张

音节单位合写和音素单位拆写；音节单位合写时，主张形态音素标记，音素单

位拆写时，主张横写。   

从第三章开始分章考察音韵, 词法, 构词法和句法。第三章考察周时经学派

对音的定义、分类及相关音韵现象。周时经把音理解为物理性质和调音音声性

质，将其分为辅音和元音。周时经设定音素单位，使用音素之间的合成和分

合，音韵单位的分析方法，考察了语素之间发生的音韵现象。

第四章，考察了周时经学派对词的定义及其所划分的词类和个别词类。周

时经学派设定的词类有：名词, 动词, 形容词, 冠词, 副词, 感叹词, 助词, 补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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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词, 冠词形词尾, 副词形词尾, 接续词, 终结词尾。关于词类的划分，周时经

最初设定7个, 6个, 中期承认9个，到最后设定为6个。金枓奉的词类划分根据周

时经的≪国语语法≫分为9类。周时经把冠词、副词和感叹词归于‘名词’类，而

金枓奉将它们重新归类到现代韩国语的‘修饰成分’范畴。这种归类可以看作是金

枓奉对周时经理论的发展。李奎荣吸收周时经和金枓奉的词类认识进行了自己

的语法研究。个别词类方面，周时经的理论大体被金枓奉和李奎荣继承。

第五章，考察了周时经学派对派生, 合成, 合成词的派生, 兼类词等构词法

方面的认识。周时经创立了派生和合成的相关构词体系，金枓奉在继承周时经

学说的基础上发现了兼类词结构，李奎荣在此基础上发现了合成词的派生结

构。

第六章，周时经学派把带终结词尾表达一定意思的结构称作句子。周时经

设定了词, 句, 分句, 单句, 复句, 复合句等语法范畴，但金枓奉只设定了分句

和句子。周时经把句子成分划分为主语, 谓语, 宾语, 修饰语, 而金枓奉把句子

成分划分为主语, 谓语, 冠词语, 副词语。周时经学派对这些句子成分采用画图

说明的方式。在对句子结构的认识上，金枓奉大体接纳了周时经的观点，單在

从句和双主语句的分析上两人存在分歧。李奎荣采纳了周时经和金枓奉的句法

认识，并在此基础上进行了自己的语法研究。

关键词：周时经学派, 周时经, 金枓奉, 李奎荣, 语法思想, 語法观, 文字观, 标

记法, 音韵, 词法, 构词法, 句法

学号: 201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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