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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국어 문법서의 문법 체계 연구
김 주 상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들의 문법 체계를 품사론과 문장
론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어 문법의 체계를 정립한 당대 문법가들
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법 체계의 변화 양상과 흐름
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국어 문법서들은 당시의 문법 연구 방법과 외국의 문법 연구 수
용 양상 등의 전반적인 연구 상황을 알려주며 현재의 국어 문법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길준(1897-1904)《朝鮮文典》부터 최현
배(1937)《우리말본》까지 총 39권의 문법서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우선 문법의 정의로부터 문법의 조건을 추출하였는데 대체로
사상의 효과적인 전달, 정확한 기술, 체계적인 규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문법의 진정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또한 영향관계의 측면에서 문법 체계를 살펴본 결과, 서양이나 일본의 문
법을 수용하여 용어나 체계면에서 국어에 접목하려 시도한 문법서들이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본의 문법서를 참고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주시경을 비롯한 김두봉, 최현
배 등의 문법서들은 문법 용어를 고유어로 할 것을 강조하고, 체계의 수립에
있어서도 서양이나 일본 문법서의 적극적인 수용보다는 독자적인 체계를 만
들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한편 구성의 측면에서는 품사론과 문장론으로 구성
된 문법 체계를 가진 문법서들이 이 시기에는 가장 보편적이었음을 확인하였
다.
제3장의 품사 분류의 기준에서는 이 시기의 대부분의 문법서들이 품사 분
류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막연한 기준들을 제시한 것에 비해, 홍기문
(1927)에서는 ‘吐’를 중심으로 품사 분류를 시도하고 최현배(1930, 1937)에

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형태와 의미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다른 문법서
들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품사
각론에서는 명사에서는 오늘날 의존명사로 규정되어 있는‘것, 바’등이 關
係代名詞에서 不完全名詞로 품사 범주가 변화하는 과정, 현재의 冠形詞가 形
容詞에서 분리되는 과정, 일본어 문법에 영향을 받은 문법가들에 의해 助動
詞로 규정되었던 것들이 최현배(1930)에 이르러 活用語尾로 규정되는 과정들
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우선 문장의 정의에서 이 시기 문법서들이 대체로 문법 요소들이
모여 완전한 사상을 드러내는 것을 文章으로 보았으나, 주시경은 현재의 敍
述語에 해당하는 ‘남이’가 있어야 현재의 文章에 해당하는 ‘듬’이 성립
됨을 기술하여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그가 문장의 여러 요소
중에서 서술어가 문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문장 성분에서는 유길준(1897-1904)의 標準客語가 유길준(1909)에서는
補足語로 변화하고, 안확(1917)에 이르러 補語가 등장하며, 최현배(1937)에 이
르러 현재의 학교문법에서 규정하는 補語가 ‘기움말’이라는 성분으로 정착
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句와 節의 범주가 변화하는 양상과 표준적
인 문장의 배열과 생략의 조건을 다루었다. 문장의 종류는 ‘구조에 따른 분
류’와 ‘의의에 따른 분류’로 이원화하여 전자에는 ‘單文-複文-重文’의
체계 등을, 후자에는 ‘敍述文-疑問文-命令文-請誘文-感歎文’의 체계와 함
께, 이 시기의 引用文에 대한 특징도 덧붙였다.
제5장에서 廣義의 주시경계는 주시경을 비롯하여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는
데 첫째 부류가 김두봉계이다. 김두봉계는 廣義의 주시경계에서 가장 큰 영
역을 차지한다. 김두봉계에는 그의 품사론 체계와 문장론 체계를 따르는 학
자들로 이규영, 강매·김진호, 김윤경, 장지영이 있다. 둘째 부류는 한자어로
용어를 사용하고, 주시경의 품사 체계와 유사한 점들을 일부 가지고는 있지
만, 주시경으로부터의 거리가 김두봉계보다는 먼 문법가들이다. 여기에 김원
우, 이규방, 이상춘, 이병기, 신명균 등이 있다. 셋째 부류는 최현배와 박상준

으로, 이들은 주시경의 분석적 체계를 넘어 종합적 체계로 넘어간 문법가들
이다.
이에 비하여 유길준과 안확은 명사, 조동사의 세부 내용 기술면, 문장 성분
체계의 유사점과 句 체계의 동일함, 呼應에 대한 기술에서 안확이 유길준의
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같은 부류로 설정하였다. 김희
상, 김규식, 남궁억은 비슷한 시기에 문법서를 내었고, 이들은 영어문법에 영
향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져왔다. 한편, 리필수는 1920년대에 문법서를 발간하
였지만, 김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김희상과 김규식, 리필수의
가장 큰 유사점은 문장론 체계에 있다. 이들은‘文章’이라는 용어 대신에
‘句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句語’의 하위 항목도 유사한 점이 많다.
한편, 이완응과 심의린은 조선총독부 검정을 받은 문법서를 출판하였는데,
그들의 품사론과 문장론의 체계가 매우 유사하며, 양쪽 다 일본어 문법의 영
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품사 분류 실험으로 대표적인
홍기문과, 관형사와 지정사, 존재사를 설정한 박승빈은 별도로 다루었다
주요어: 문법 개념, 문법 체계, 품사론 체계, 품사 분류, 문장론 체계, 문장 성분,
문장 배열, 문법가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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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들의 문법 체계를 품사론과 문장
론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어 문법의 체계를 정립한 당대 문법가들
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법 체계의 변화 양상과 흐름
을 탐구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현대적인 국어 문법서의 최초는 유길준의 《朝鮮文典》
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어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朝鮮文典》은 정식으로
출판되지 못한 상태로 필사본이나 유인본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까지도 정확한 집필의 시기와 유포의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
에 이 책에 대하여 김민수(1977)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執筆年代는 그가 日本 亡命 中인 1897~1904年 사이였으리라고 推定된다.
그것은 1897年 8月의 新國號인 ‘大韓, 皇韓’이 本文에 나오고, 後行하는 筆
寫 異本 《朝鮮文典》에‘1902年 11月 謄草, 1904年 6月 造’라 있기 때문이
다.1)

윗글에서도 확신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유길준의 《朝鮮文典》
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 이르기까
지 국어의 음운에 대한 저서들은 몇몇이 있었지만 국어의 문법을 전면적으로
다룬 저서들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先學들의 성과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당
대의 상황에서도 유길준을 비롯한 뜻있는 학자들은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써 온 언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하고 그 언어가 가진 문법의

1) 김민수(1977), <朝鮮文典> 필사본 해제, 《역대한국문법대계>> -01, 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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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담긴 이 시기의 국어 문법서들은 당시의 문법 연구 방법
과 외국의 문법 연구 수용 양상 등의 전반적인 연구 상황을 알려줌은 물론이
요 현재의 국어 문법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
한 문법서들을, 단지 100여년 전의 문법 연구 상황을 회고하는 것으로만 끝
날 것이 아니라, 현재 국어 문법과의 영향 관계까지 고려하여, 문법 연구의
선구자들이 어떻게 우리말의 문법 체계를 정립하려고 했는지 신중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겠으나 현재의 학교문법 내지 규범문법의 체계
나, 기술문법의 연구에서도 이 시기의 문법서와 문법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
은 것이 없다. 품사의 체계와 각각의 품사 기능을 다루는 품사론이며, 문장의
체계를 다루는 문장론의 뿌리는 이 시기의 문법서와 문법 체계에서 출발하였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시기의 문법서들을 면면히 살펴
가면서 각각의 문법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이 체계들을 정립한 문
법가들의 이론적 흐름과 문법 체계의 변화 과정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20세기 초’이다.
國語學史를 다루는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를 들면, 남기심
(1972)에서는 1908년 이후의 문법서들을 다루면서‘현대 국어 문법사’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제1기를 1908년 출판된 최광
옥의 《大韓文典》 이후부터 장하일의 1957년 논문 〈낱말의 定義〉 이전까
지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形態素’란 개념이 생겨났고, 안병희(1959)〈十五
世紀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硏究〉에서 기술문법이 성공적으로 적
용되었으며, 김석득(1962)〈형태소의 변이형태소로서의 분석〉, 허웅(1963)
《언어학개론》등에서 본격적으로 기술문법이 소개되어 기술문법적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1기를 다시 전반기(1908~1930), 중
반기(1930~1946),2) 후반기(1946~ )로 나눈 바 있다.
2) 이와 유사한 시기 설정은 김민수(1986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2기 성립기(19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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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경봉(2010: 166)에서는 김석득(1983)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 논의
가 1950년을 근대와 현대의 분기점으로 하고 언어이론 및 언어사상에 근거하
여 국어연구의 전환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즉 근대 국어학이
훔볼트 언어철학, 분석철학, 논리학, 심리학 등이 결합한 언어관을 근간으로
한 반면, 현대 국어학은 경험주의와 행동주의 철학의 언어관에 근거하여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경봉은 결국 이 두 시기를 가르는 것은 근대적 문제의
식의 해소 혹은 근대적 가치의 실현 여부라기보다 구조주의 이론의 장착 여
부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문제는 언어관 혹은 언어이론이 그 시대의 국어학
의 경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는 있지만 시대구분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
족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시기 구분의 문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고는 ‘근
대’와 ‘현대’라는 모호한 기준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인 ‘20세기 초’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으려 한다. 아울러 20세기의 국어 문법 성과를 조망할
수 있는 ‘歷代韓國文法大系’에서 유길준의 《朝鮮文典》이 1897~1904년에
집필되었다고 본바 20세기 최초의 국어 문법서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문법서 《朝鮮文典》를 기점으로 하고 이후 축적해 온 국어 문
법 성과를 집대성하여 문법 체계의 안정적인 틀을 마련한 1937년의 최현배
《우리말본》까지를 ‘20세기 초의 문법서’로 규정하고자 한다.
국어 문법학사의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1937년 최현배의 《우리
말본》 이후에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하고 이것
이 식민지인 조선에도 그 영향을 주어 조선어 연구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
었다.3) 이 때문에 우리말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서들이 제대로 출판되지 못하
였고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긴 공백기가 있었다. 한편, 해방 후에 나온
문법서들은 식민지정부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어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제3기(1930-1946)으로 나눈 것으로 보아 대체로 1930년대에 국어학 연구 경향이 눈에 띄
게 달라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참고로 1942년까지 조선어 연구의 성과를 꾸준히 내 왔던 학술잡지《한글》도 조선어학
회사건으로 인하여 폐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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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출판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룰 시기와의 분리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 이에 본고가 대상으로 삼는 문법서는 1897~1904년에 집필된 유길
준의 《朝鮮文典》부터 1937년 최현배의 《우리말본》까지이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첫째
는 당대의 문법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형성된 문법 개념이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둘째는 그 문법 체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품사론 체계와 문장론 체계를 구체적으
로 탐구하며, 셋째는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체계를 세운 문법 체계
의 이론적 흐름을 그려보고자 한다.
본고의 이러한 작업은 1세기 가까운 시간 전에 국어 문법의 합리적인 체계
를 세우려 했던 문법가들의 노력과 열정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국
어 문법 연구에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대상
본고의 대상이 되는 문법서는 유길준(1897-1904)《朝鮮文典》부터 최현배
(1937)《우리말본》까지인데, 대부분은‘歷代韓國文法大系’에서 영인된 주요
문법서들이 될 것이다. 또한‘歷代韓國文法大系’에 없는 문법서들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본고가 다루는 문법서는 총 39권4)이다. 1910년 국권피탈 이전의 것이 8권,
1911년부터 1919년까지의 것이 7권, 1920년부터 1929년까지의 것이 12권,
1930년부터 1937년까지의 것이 12권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법서들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처음보다 점점 우리말 연구
의 저변이 확대되어 감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 1937년부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조선어 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문법서들이 출판되었을 것이다.
4) 편의상‘권’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였으나 홍기문과 이병기의 저작물은 잡지에 기고된
것이고, 주시경(1905)는 주시경 강의를 들은 유만겸의 필기노트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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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문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歷代韓
國文法大系’에 수록된 이 시기의 문법서 중에서 몇 권을 제외하였다. 아래
의 목록에 들지 않은 책들은 음운론 부분의 내용만 있거나, 같은 저자의 이
전 책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들이다. 그리고 아래에 선정된 문법서들
내에서도 현재의 문법론의 영역 안에 있는 내용만 다룰 것이다. 한편, 안확
(1917)《朝鮮文法》의 경우는 정승철·최형용(2015)의 것을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주요 문법서(출판일 순)
저자명

출판/집필연월

서명

역대한국문법대계

유길준

1897-1904

朝鮮文典

1-01

주시경

1905경

國文文法

1-107

주시경

1908경

말

1-08

김희상

1909. 1.

初等國語語典

1-17

김규식

1909

大韓文法

1-14

주시경

1909경

高等國語文典

1-09

유길준

1909. 2.

大韓文典

1-06

주시경

1910. 4.

國語文法

1-11

김희상

1911. 10.

朝鮮語典

1-19

주시경

1911. 12.

朝鮮語文法

1-111

주시경

1913. 9.

朝鮮語文法

1-12

남궁억

1913

朝鮮文法

1-24

주시경

1914. 4.

말의 소리

1-13

김두봉

1916. 4.

조선말본

1-22

안확

1917. 1.

朝鮮文法

정승철‧최형용(2015)

이규영

1920. 7.

現今朝鮮文典

1-27

김원우

1922. 4.

朝鮮正音文典

1-28

리필수5)

1922. 6.

鮮文通解

1-34

5) 《鮮文通解》의 속표지에는 저자명이 李弼秀로 되어 있고, 《음문》의 겉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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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방

1922. 8.

新撰朝鮮語法

1-29

김두봉

1922

깁더조선말본

1-23

안확

1923. 4.

修正朝鮮文法

1-26

리필수

1923. 8.

음
 문

1-35

강매·김진호

1925. 5.

잘뽑은조선말과글의본

1-31

이상춘

1925. 10.

朝鮮語文法

1-36

홍기문

1927. 1-6.

朝鮮文典要領

1-38

김희상

1927. 4.

울이글틀

1-21

이완응

1929. 3.

中等敎科朝鮮語文典

1-40

이병기

1930. 6,9.

朝鮮文法講話

1-41

최현배

1930. 12.

朝鮮語의品詞分類論

1-44

박승빈

1931. 7.

朝鮮語學講義要旨

1-48

박상준

1932. 1.

改正綴字基準朝鮮語法

1-51

김윤경

1932. 7.

조선말본

1-53

신명균

1933. 12.

朝鮮語文法

1-57

최현배

1934. 4.

중등조선말본

1-45

박승빈

1935. 7.

朝鮮語學

1-50

심의린

1936. 5.

中等學校朝鮮語文法

1-59

최현배

1937. 2.

우리말본

1-47

장지영

1937.

朝鮮語典

1-56

박승빈

1937. 8.

簡易朝鮮語文法6)

1-49

본고는 위에 제시된 문법서들을 바탕으로 당대의 문법 체계의 흐름을 조망
할 예정이다. 다만 문법서의 내용 중에서도 품사론과 문장론의 내용을 중심
으로 다룰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시기의 문법서에서 품사론과 문장론의 내용

속표지에는‘리필수’로 되어 있어 편의상‘리필수’로 저자명을 통일하기로 하겠다.
6) 앞으로, 대상 문법서의 경우에는 서명은 생략하고‘저자명(연도)’형식으로 제시할 것이
다. 예를 들면, 김희상이 1911년에 출판한 《朝鮮語典》이라면,‘김희상(1911)’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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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어론의 내용은 품사론의 내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사론과 문장론의 내용에 집중하고 조어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章을 내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1.3. 선행 연구의 검토
이 시기의 문법서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서로는 일본인 학자의 저서인
小倉進平(1920)7)이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문법서들을 소개한 내용이 한 두
줄 정도로 아주 소략하여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에 비하여 김윤경(1938)《朝鮮文字及語學史》는 내용도 방대하고 가장 널
리 알려진 것이다. 이 연구서는 대체로, 먼저 문법서들 각각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간략한 평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의 소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법서들에 따라서는 거의 옮겨 적
은 것들도 있으며, 내용 소개에 비하여 자신의 평가는 다소 적은 편이어서
문법서들에 대한 필자의 시각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윤경(1938)이 제시하고 있는 문법서는 최광옥(1908)《大韓文典》8)과 유길
준(1909)《大韓文典》,

김희상(1909)《初等國語語典》,

김희상(1927)《울이글

틀》, 주시경(1910)《國語文法》, 김두봉(1916)《조선말본》, 이규영(1920)《現
今朝鮮文典》, 김원우(1922)《朝鮮正音文典》, 이규방(1922)《新撰朝鮮語法》,
강매·김진호(1925)《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 이상춘(1925)《朝鮮語文
法》, 정렬모(1928)《朝鮮語文法論》, 최현배(1934)《중등조선말본》과 이필수
(1922)《鮮文通解》, 박승빈(1935)《朝鮮語學》, 심의린(1936)《中等學校朝鮮語
文法》 등인데 당대 국어문법서의 상당 부분을 다루었다.
7) 이 저서에는, 실제 저술자가 유길준인, 최광옥(1908)《大韓文典》, 김희상(1909)《初等國
語語典》, 유길준(1909)《大韓文典》, 주시경(1910)《國語文法》, 김희상(1911)《朝鮮語
典》, 김두봉(1916)《조선말본》, 최재익(1918)《朝鮮語の先生》과 같은 당대의 주요 문
법서들에 대하여 한두 줄 정도의 간략한 논평이 실려 있는데, 일본 문법에 영향 여부에
대한 기술들도 있다. 참고로 정승철(2010: 177)에서는《朝鮮語學史》에 대한 이숭녕
(1956)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8) 이 문법서의 주인이 최광옥이 아니라 유길준이라는 것은 김민수(1957)를 통해 상세히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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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논의에서는 주시경의 제자들을 따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이 특
징이다. 김윤경(1938/1985: 406-456)에서는 ‘주시경 후계 학설’이란 항목으
로 아래와 같은 문법서들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2) 김두봉 《조선말본》9)
이규영 《現今朝鮮文典》
김원우 《朝鮮正音文典》
이규방 《新撰朝鮮語法》
강매‧김진호 《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
이상춘 《朝鮮語文法》
정열모 《朝鮮語文法論》
최현배 《중등조선말본》
其他 學者들 – 권덕규, 장지영, 신명균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김윤경(1938/1985: 413)에서 김두봉(1916)은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토’인‘ㄴ다, 지’와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토’인 ‘을
지’등은 맺씨에 붙이고‘겠, 았’은 움씨에 붙여‘가겠, 잡았’을 움씨의 뜻
바꿈으로 처리하였는데, 그러는 것보다 “때”를 나타내는 말은 일체 토씨에
붙임이 쉽고 편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시경(1910)이 언으로 본‘붉은’
에서‘붉’과‘은’을 구별하여‘붉’은‘얻씨’로,‘은’은‘겻씨’로 분리
해서 본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같은 책 420면에서는 이규영(1920)을 소개하는 서두에, 이규영의 이
문법서가 학교에서 敎科書로 쓰였던 만큼 여러 版을 거듭하게 되어 初學者에
게 영향을 끼침이 크고, 이는 저자 생전에 출판되지 못하고 한별(권덕규)이
바로잡아 박았다는 것이 권두에 실린 한별의 서문에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김윤경이 이렇게 주시경 학자들의 문법서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한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가 주시경의 제자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
9) 이 항목의 제목에는 《조선말본》만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깁더조선말본》까지 소
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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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생각된다.

(3) 돌아보건대 著者가 故 周時經 先生의 敎授를 받고 우리 말과 글에 對한 趣
味를 가지게 된 것은 26年 前(西紀 1911)의 일입니다.

(3)은 이 책의 서문 중 일부이다. 이를 살펴보면 김윤경이 주시경을 통하여
국어 연구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는데, 제자인 자신이 주시경의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의 문법서들을 분류할 때에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문
법서와 그렇지 않은 문법서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윤경은 이 책에서 가능한 한 많은 문법서를 다루려고 했다. 위에
서 제시한 그의 연구 대상은 당시 시중에 출판된 거의 모든 문법서를 망라하
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법서는 개별적인 문법 체계를
수립한 것은 아니나 당대까지의 문법연구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10)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민수(1995: 288)에서도 日人의 先行 연구를 밝히
지 않은 것은 옥의 티라고 하였으면서도 풍부한 資料史로서 이 저서가 당대
의 역저임을 밝혔다. 다시 김윤경(1938)의 서문 내용을 더 살펴보면 그가 이
저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엿볼 수 있다.

(4) 이번 개고(1934년부터 해왔던 제3차 개고)에는 훈민정음 발포 이후 현금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연구 학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망라하여 증보하게
되어 [하략]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내용으로부터 조선 시대 학자들의 우리말 연구
내용도 적지 않게 실려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특한 국어
문법관11)이 드러나 있는 안확(1917)《朝鮮文法》과 안확(1923)《修正朝鮮文
10) 김석득(1995: 24)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말에 대한 역사적 현실을 알 수 있는 동시
에, 우리 말글에 대한 학설의 통시적 발전 과정과, 우리 말글의 수난, 발전 및 정책의
역사를 통괄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11) 정승철(2012: 192)에서는 안확의 문법이 유길준의 《大韓文典》을 출발점으로 하고,
《大韓文典》의 체계나 용어를 바탕으로 초기 문법서 《朝鮮文法》을 구성하였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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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김윤
경이 1927년 1월, 잡지《東光》에 〈安廓氏의 無識을 笑함〉이라는 글로 안
확1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한 것을 보면 그의 글에 대한 평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5) 이번 十二月號에 실린 安廓氏의 우리글에 대한 沒常識한 글은 아주 값도
없고 混亂만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學에 派가 있음은 肯定할찌라도
그러한 無識하고 偏見的이고 非難的인 것은 無益有害라고 봄니다.13)

김윤경의 저작 이후에도 여러 종류의 국어학사 관련 저서들이 나왔지만,
외국어 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은 강복수(1972)
《國語文法史硏究》라 할 수 있다.
강복수(1972)는 제2장의 ‘國語文法硏究의 史的 動向’에서 외국인이 지은
국어문법서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서양인의 국어문법서와 일본인의 국어문
법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인이 지은 국어문법서를 통
해 각각의 문법가들이 가졌던 문법관과 문법체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3장에 있다. 제3장의 제목은 ‘외국문
법에서 입은 영향’으로 국어 문법이 외국어 문법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
고 특히 최광옥(1908)《大韓文典》14)과 유길준(1909) 《大韓文典》은 일본어
문법 중에서 田中義廉(1874)의 영향을, 김희상의 문법은 관계대명사와 형용사
의 설정 등에서 영어 문법의 영향(강복수1972: 162)을, 주시경의 문법은 그
구체적인 원전은 밝힐 수 없으나 적어도 ‘文法’이란 명칭이 일본에서 먼저

급하였다. 이 《朝鮮文法》의 개정·확장판이 바로 《修正朝鮮文法》이다.
12) 안확에 대하여 안병희(2003)에서는 한글의 연구사나 국어학사의 논저에서 거명조차 되
지 않았던 그의 생애와 연구를 조망하면서, 어문정리에 비록 채택이 되지 않은 주장이라
도 반면교사로서 일정한 기여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3) 이 내용은《역대한국문법대계》-23에 재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필명으로 ‘在東京
ㅎㄱ生’을 썼지만, 이는 김윤경의 호가 ‘한결’이고 당시에 동경에 立敎大學에 유학
했던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히 ‘ㅎㄱ生’은 김윤경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4) 역대한국문법대계에서는 최광옥《大韓文典》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김민수(1957)에서 그
책이 최광옥의 것이 아니라 유길준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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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고 품사의 수가 서양문법의 8품사에서 벗어나서 9품사15)로 되어 있
으며, 동작(움), 형용사(엇)의 설정과, 대명사, 수사를 명사에 포함시킨 것, 마
지막으로 虛辭를 독립품사로 설정한 것들을 들어 일본문법을 참조해서 이루
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강복수1972: 128)
그리고 최현배의 《우리말본》은 인용 원전은 알 수 없으나, 영어 문법의
체계에서 직접 도입된 듯한 근거로 동사의 12시제, 문장의 소재가 되는 단위
의 설정, 문장 성분의 종별을 들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문법 중에 특히 山
田孝雄의 문법 체계에서 도입된 듯한 근거로는 문법학 성립의 바탕이 되는
언어관과 문법관, 품사론에 있어서의 논리적 의미면의 중시, 품사분류의 기준
및 방법, 각 품사의 하위분류에 있어서의 분류원칙과 複文의 분류 등을 제시
하고 있다.(강복수1972: 160)
제4장에서는 ‘국어문법학의 계보’라는 주제로, ‘모색기1’에는 김두봉
(1916)《조선말본》, 이규영(1920)《現今朝鮮文典》, 김원우(1922)《朝鮮正音文
典》, 이규방(1922)《新撰朝鮮語法》, 강매·김진호(1925)《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

이상춘(1925)《朝鮮語文法》을

다루었고‘모색기2’에는

안확

(1923) 《修正朝鮮文法》, 이필수(1922) 《鮮文通解》, 이완응(1929) 《中等敎
科朝鮮語文典》를 다루었다. ‘모색기1’과 ‘모색기2’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색기1’에 있는 문법서들이 대체로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한
다면 ‘모색기2’의 문법서들은 주시경계와 다른 색깔을 보이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이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주시경의 제자들
중에서는 김두봉(1916)《조선말본》이후에 김두봉의 체계나 용어들을 거의
같게 하여 문법서를 집필한 사람들이 있었다. 스승인 주시경의 영향이 사후
에도 계속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정작 문법 체계를 세울 때는 스승인 주
시경의 체계보다도 오히려 同學이었던 김두봉의 체계에 더 가까이 갔다는 사
실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형성기’에는 박승빈16)(1935)《조선어학》, 한글 맞춤법과 최현배 문법,
15) 주시경(1910)은 9품사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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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1932)《조선어법》, 심의린(1936)《중등학교조선어문법》, 신명균(1933)
《조선어문법》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부터 서술 대상을 비교해 보면 김윤경
(1938)과 겹치는 문법서들이 많다. 그러나 강복수(1972)에는 여기에 안확
(1923)을 더 들고 있고, 이완응과 박상준의 문법서에도 관심을 보였다.

(6) 엄격히 따진다면 이 책에서 다룬 內容은 ‘國語文法學史’에 속하는 것이겠으
나 文法學은 그대로 文法으로 通稱되므로 ‘國語文法史硏究’라는 題名을 붙
여 본 것이다.

(6)에서 제시된 강복수(1972)의 머리말을 보면 이 책의 제목은 “國語文法
史硏究”이지만 실제로 다루는 것은 국어의 변천을 다룬 “國語文法史”가
아니라 국어문법 연구의 변천을 다룬 “國語文法學史”임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문법서들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있다.

(7) 大韓文典으로부터 文敎部의 學校文法統一案이 發表되기까지의 約 50年 동
안에 30餘名의 文法家에 의하여 近70種의 文法書가 刊行되었다. 그것들이
비록 國語敎育을 위한 敎科書에 지나지 않지마는 그래도 外國文法의 模倣
에서 비롯하여 그 動向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著者마
다의 獨自的인 文法的 見解가 그대로 反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
한 여러 文法書를 通觀함으로써 그 동안의 發達過程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다.

아울러 이 시기의 문법가들이 저술한 국어문법이 처음에는 외국문법을 모
방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차 독자적인 견해를 담아내어 갔다는 점
도 지적하고 있다.

(8) 여기서 한 가지 特記할 일은 지나친 規範性과 理論의 缺乏을 들 수 있으면
서도 여러 文法家가 國語 自體의 言語事實을 尊重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
16) 박승빈의 전반적인 생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저서로는 시정곤(201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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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여 그 속에 內在하고 있는 國語特有의 文法을 摸索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하나의 언어로 객관적으
로 바라보고 있으며,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문법 체
계를 수립하려는 문법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강복수(1972)에 대한 서평으로 고영근(1973: 111)에서는 이 기간에 나온 국
어문법에 관한 업적들을 整理하여 체계적으로 史述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국
어문법연구의 座標설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상찬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적이 《國語文法史硏究》가 아닐까 한다고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 한 문법가가 한 번 이상 문법서를 낸 경우
에 즉, 복수의 문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텍스트의 선택에 일관성이 결여
되었다고 지적하고, 서명이 동일하건 改題를 했던 간에 수정이 가해진 것은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견해의 相異點을 비교·검토하는 일이 국어문법의 계
보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필수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가 이
러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비판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희승(1955/1978)은 제4편 ‘文法論’에서 문법이 어떠한 체계를 갖추어서
책자로 나타난 것은 갑오경장 이후 서양문명의 자극을 받아, 국어·국문의
애용과 연구가 고조된 후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희승(1955/1978:
312)에서는 초기의 문법서가 품사 분류에 외국 문법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모
방하여 국어의 본질에 모순되는 점이 많았으나 점차 시대를 거듭하면서 분류
방법이 개선되고 국어의 특질을 잘 파악한 후에 부합되는 품사를 세운 일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품사의 명칭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이 시기의 문
법서들을 소개하고 있다. 유길준(1897-1904)《朝鮮文典》은 다루고 있지 않으
나, 최광옥(1908) 《大韓文典》을 필두로 다수의 문법서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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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민수(1980)는 제3편에 근대국어학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
는 문법서들을 총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법서 사이의 영향 관계, 그
리고 외국의 문법 연구를 수용하여 문법서를 저작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소
개하고 있다. 김완진·정광·장소원(1997)도 김민수(1980)의 내용과 유사한 방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논의인 최경봉(2016)《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는 대한제국 시
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넓은 시간에 걸쳐서 국어학의 큰 흐름을 정리하였다.
이 저서는 문법론뿐만 아니라 국어학의 전반적인 영역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최경봉(2016: 131)에서는 근대 국어학자들이 언어의 보편성을 이해하
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사유체계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성리학
적 사유체계를 벗어나 서구의 합리주의와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국어 연구에 적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어학자들이 접했던 영어 문법서는 언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방법과 틀을 제시하는 모델로 인식되고 이러한 영어 문법서와의 접촉을 통하
여 근대 초기의 문법가들은 서구 문법서를 통해 문법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체계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최경봉2016: 132) 이렇게 서구 문
법의 틀로 한국어를 보는 시각은 현대 한국어 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범주
인‘冠詞, 助動詞, 關係代名詞, 名詞의 性’등을 한국어의 문법 범주로 가정
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영어문법에 경도된 시도라기보다는
보편성의 준거가 성리학적 틀에서 서구의 틀로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어
문법의 범주틀이 한국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문법가들
의 임무였다고 이 책은 보고 있는 것이다.(최경봉2016: 133)
그러면서 그 예로 김규식이 冠詞를 形容詞의 하위 범주로 보고, 助動詞를
補助動詞의 개념으로 설정한 것, 이에 비하여 유길준의 助動詞는 動詞가 아
니라 동사에 붙어 문법적 작용을 하는, 현재 국어 문법의 語尾였다는 것,17)
주시경(1910)에서도 ‘명사의 性’을 나누되 ‘문법적인 性’이 아니라 어휘

17) 유길준(1897-1904)에서는 助動詞를 독립된 品詞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길준(1909)에서
는 助動詞가 독립된 品詞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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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로서의 性으로 명사 단어들을 나누고 있는 것들(최경봉2016: 133-135)
을 들어 한국어 문법에 서구문법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외국 문법의 영향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는 만큼,
문법가들이 국어 문법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을 통해 서구 문법으로 대표되는
보편 문법에만 매몰되지 않았음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김규식은 국어의 기
원을 계통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유길준과 주시경은 국어의 본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바른 규범을 세워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고 이를 교육하려는 개화 운
동, 민족 운동의 관점에 선 것이라고 보았다.(최경봉2016: 150)
중국의 연변에도 최광옥(1908) 《大韓文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중요한
문법서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 있는데, 리귀배(1989)가 그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주로 품사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김윤경(1938)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품사 체계를 나무그림 형태로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간략
하게 더하고 있다. 사실 이 논의에서 보여주는 각각의 문법서에 대한 내용의
양이 국내의 저서들에 비해 많거나 깊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논
의가 20세기 초의 한국어 문법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을 통하여 이 시기의 문법서들이 많은 부분에서 외국 문법의
영향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더 구
체적으로 어떤 언어의 문법에서, 어느 문법가 문법서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밝혀내고 그와 반대로 우리 문법가들이 문법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독자적
으로 발견한 국어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을 발견함으로써 발전시킨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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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당대의 문법 개념들은 어떠했는
지 살펴보고, 그러한 개념들이 각각의 문법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당대 문법론 중에서 품사론에서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각 절의 제목은 현재의 학교 문법의 품사명으로 하였으나, 당대의 품사명은
더욱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품사명을 기준으로 하되, 그와 유
사한 영역을 가졌던 다양한 품사들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문장론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현재의 문장 개념을 부르
는 여러 가지 명칭과 함께, 공통적으로 가졌던 문장 개념의 성격을 살펴보고,
문장성분에서는 특히 객어, 보어의 관계, 문장 성분의 배열과 생략을 알아볼
것이며, 구와 절의 영역 관계와 복문과 중문의 관계, 아울러 개별 문법서에서
다룬 특이한 문장들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문법가들의 이론적 흐름을 그려볼 것이다. 3장과 4장에서 정
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한 이론을 가진 문법가들을 묶어보고, 이전
의 문법 체계들이 다음의 문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피는 작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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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 개념과 문법 체계
2.1. 문법 개념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날의 대답은 비단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
람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또는 그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영어로 한다면‘grammar’의 의미를 가진 것으
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100여년 전의 사람들은 이 문법을‘grammar’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던 듯하다. 이에 대하여 이현희
(2015: 10-11)에서는 근대 이행기에‘文法’이 “글 짓는 법 내지 글 쓰는
법”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소리내어 읽는다면 전자
의‘文法’은 [문뻡]으로 후자의‘文法’은 [문법]으로 읽었을 것이라 언급하
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문법과 좁은 의미의 문법을 구별
하려 한다면 이현희(2017: 28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의 문법은
소리·형태·통사·의미·표기 등의 모든 측면을 다 아울러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문법은 형태와 통사의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넓은 의미의 문법은 《한글맞춤법》제1장 총칙 제1항
인“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언급된 ‘어법’이나 최현배의‘말본’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1930년대까지 학자들은‘文法’과‘語法’을 구별하고‘文
典’과‘語典’을

구별하여,‘文法’과‘文典’은‘文語’를

대상으로‘語

法’과‘語典’은‘口語’를 대상으로 하여, 고유어로는‘말본’과‘글본’
이 쓰이기도 하였다고 위의 논의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안예리(2016)에서는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문법 개념의 발
달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1906년부터 1937년까지의 주요 국어 문법서 30종
을 보았을 때, ‘文法’이 10종, ‘文典’이 9종, ‘말본’이 4종, ‘語典’
이 2종, ‘語法’이 1종, ‘글틀’이 1종으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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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사이에서도 가장 主流를 이루는 것은
‘文法’과‘文典’이다.‘文法’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으나,
‘文典’이 어떠한 이유로‘文法’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는가 하는 의문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 ‘文典’이라 하는 이 용어는 19세기 일본의 문법학자
들이 많이 썼던 것이다. 실제로‘文法’과 함께‘文典’은 문법서의 이름으
로 혼란스럽게 쓰여 왔는데, 다케우치 소켄(竹內宗賢)·오하라 도루(小原亨)가
1856년에 간행한 문법서의 제목은 《和蘭文典讀法》이고, 더 나아가 1874년
에 다나카 요시카도(田中義廉)가 간행한 문법서는 《小學日本文典》, 그리고
1876년에 나카네 기요시(中根淑)가 간행한 문법서도 《日本文典》이었다. 그
러다가 1908년 야마다 요시오(山田 孝雄)의《日本文法論》 이후에 문법서에
‘文典’이라는 단어보다는 ‘文法’이라는 단어를 쓰는 문법책들이 늘어나
게 되었다.18)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문법가들은 유길준(1897-1904)《朝鮮文典》, 주시
경(1909)《高等國語文典》과 같이 일본의 ‘文典’을 수용하여 썼는데, 이와
달리 주시경(1905경)《國文文法》,19) 주시경(1906)《大韓國語文法》, 김규식
(1909)《大韓文法》, 주시경(1910)《國語文法》, 안확(1917)《朝鮮文法》과 같
이 문법서 제목에‘文法’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文典’에 대응한다
는 의미로 ‘語典’을 사용한 것은 김희상(1909)《初等國語語典》,20) 고유어
로 ‘말본’을 사용한 김두봉(1916) 《조선말본》의 경우도 있다.
인접국인 중국의 문법서를 비교해 보면 1900년대 초에‘文典’을 사용한
문법서들이 있었다. 물론 중국인이 지은 최초의 현대적인 중국어 문법서는
馬建忠(1898)《馬氏文通》21)이었으나

來裕恂(1907)《漢文典》,

章士釗(1912)

18) 미쓰야 시게마쓰(1908) 《高等日本文法》, 야마다 요시오(1922) 《日本口語法講義》, 《日本文
法講義》, 마쓰시타 다이사부로(1928) 《改撰標準日本文法》 등 ‘文法’의 이름을 가진 문법
책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19) 주시경의 《國文文法》은 주시경의 수업 내용을 유길준의 장남인 유만겸이 필기한 노
트이다.
20) 김희상(1911)의 범례에서도 “본서는 조선어의 어음과 어법의 정칙을 가리키는바 語典
이오, 文典은 아니기로 본서의 용언 중 조선문자 및 한자의 음은 現時의 어음에 기하여
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 참고로 《馬氏文通》에서는 ‘文通’에 대해서 “조례를 견주어 같이 하고, 유사한 부
류면 늘려서 고금의 모든 서적의 뜻이 얼음이 녹듯이 풀리니, 능히 정통할 수 있게 하는

- 18 -

《中等國文典》,

戴克敦(1917)《國文典》등은

書名에‘文典’을

사용하였

다.22)
이제부터는 ‘文法’개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이 시기의 문법서들에서 보이는 정의들을 살펴보면 ‘思想’이나, ‘생각’
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최초의 문법서인 유길준
(1897-1904)《朝鮮文典》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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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分니라.23)

현대어로 풀이한다면 “문전은 사람의 사상을 글로 나타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니 언어론과 문장론의 두 편으로 나눈다.”이렇게 정리될 것이다.24) 일
단, 사상을 글로 나타내는 법이니 말에 대한 정의는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
는데, 결국 이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글로 사상을 잘 전달하는 법을 가르치
는 것이 문법의 본질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말’보다
‘글’을 강조하는 문법의 정의이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문법서에서는 문법을 어떻게 정의하였
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大槻文彦(1897)와 山田孝雄(1908)에서는 이러한 정
의를 볼 수 있다.

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으니 文通이다.”라 하였다. “比例而同之, 觸類而長之, 窮古今之
簡編, 字裏行間, 渙然冰釋, 皆有以得其會通, 輯爲一書, 名曰文通.” 《馬氏文通》 序
22) 김혜영(2011), 근대 중국의 언어 연구와 언어 관념 변화, 《중국학연구》 58, 중국학연구회
참조. 이러한 문전류의 문법서가 나오는 데에 영향을 준 것에는 문법가들이 집필할 당시에 일
본에 있었다는 사실도 있다.
23) 이 정의는‘文典大意’라는 항목에서 볼 수 있는데, 이‘文典大意’와 비슷한 항목이
일본과 한국의 다른 문법서에도 등장한다. 中根淑(1876)에는‘文典大旨’로, 김규식
(1909)에는 ‘文典槪意’로 유길준(1909)에는‘文典의 意義’로 바뀌어 등장한다, 유길
준(1897-1904), <朝鮮文典>,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7),《역대한국문법대계》 
-01, 탑출판사, 1면. 앞으로 본문 내에 예문 번호가 있는 원문은 현대의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병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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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람의 聲音 (중에) 意義 있는 것을 言語라 한다. 사람은 言語에 따라 그
思想을 述한다. 言語를 述함에 法則이 있고, 사람마다 그 法則에 따라 서
로 말하며, 서로 能히 그 思想을 통하게 한다.
言語를 物로 써서 만드는 標를 字 또는 文字라 하고, 죽 써 늘어놓은 것을
文 또는 文章이라 한다. 言語에 法則이 있는데, 故로 文章에도 法則이 있다.
그

法則을

文法이라

하고,

文法을

적은

글을

文典이라

한다.25)

[밑줄: 인용자]
(11) 言語에는 두 要素가 存在함을 確認한다. 思想과 聲音이 이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思想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感情, 欲求 等을 含有한 廣義의 思想
이다. 이 때문에 言語를 硏究함에는 두 方面이 存在하게 된다. 主로 聲音
을 硏究하는 것을 聲音學이라 한다. 言語의 思想的 方面을 硏究함은 辭彙
學 및 文法學이다, 辭彙學은 個個의 言語의 意義를 硏究한다. 文法學은
言語를 思想에 應하여 運用하는 法則을 硏究한다.26)

(10)과 (11)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언어를 통해 사상을 펼치고,
그 언어를 펼침에는 법칙이 있어서 사람마다 법칙으로 인해 말할 수도 있고
사상을 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과 다른 문법서에서도 문법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상’이나 ‘생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들이 있다. 김규식(1909)을 비롯하여, 김두봉(1922),
안확(1923), 최현배(1934, 1937)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25) “人ノ聲音ノ, 意義アルモノヲ言語トイフ. 人ハ, 言語二由リテ, 其思想ヲ述ブ.言語ヲ述ブ
ル二, 法則アリ. 人々, 其法則二由リテ, 相語リテ, 互二能ク其思想ヲ通ズ.”
“言語ヲ物二書キツクル標ヲ字, 又ハ, 文字トイヒ, 書キツラネタモノヲ‘文’又ハ‘文
章’トイフ. 言語二法則アルガ故二, 文章二モ法則アリ. 其法則ヲ‘文法’トイヒ, 文法ヲ
記シタル書ヲ ‘文典’トイフ.”大規文彦(1897: 1).
그리고 이하 우리말 번역은 본문에, 외국어 원문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할 것이다.
26) “言語には二の要素の存在するを見る. 思想と声音とこれなり. 吾人がここに思想といへ
るは感情欲求等を含有せる広義の思想なり. この故に言語を研究するには二の方面の存在
するなり. 主として声音を研究するもの之を声音学といふ. 言語の思想的方面を研究するは
辞彙学及文法学なり. 辞彙学は個々の言語の意義を研究す. 文法学は言語を思想に応じて運
用する法則を研究す.” 山田孝雄(19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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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文法이라 은 思想을 言語로 發表거나 文字로 記錄  整齊 規
例를 定야 論理 것을 云이니(김규식1909: 3)[하략]
문법이라 함은 사상을 언어로 발표하거나 문자로 기록하는 데 정제한 규례를
정하여 이치를 논한 것을 말함이니

(13) 말은 생각을 낱아내는 가림 있는 입의 소리(입으로 불어 내는)로 사람들의
사이에 서로 생각을 트는 대에 쓰는 가장 좋은 보람(몸짓이나 그림 따위도
서로 생각을 트는 대에 쓰는 한 보람)이라 이와 같이 서로 생각을 트는 대
에 쓰는 보람이므로 이 보람을 씀에는 사람마다 따로따로 다른 본(본세,
맘본하는 그 본)을 둠이 좋지 아니하고 반듯이 서로서로 같은 본을 좇음이
좋을지라 이러하므로 어느 결레 어느 나라의 말에든지 반듯이 제각금 서로
트어 쓰는 한 본이 있게 되엇나니 이르는 바 말본은 곳 이를 가리킴이라.
(김두봉1922: 1)
(14) 言語는 吾人의 思想을 交換하는 媒介라 此에 對하야 約束이 잇으니 그 約
束은 本來 民衆 全體에서 無意識的으로 組織된 者오 法律 規則과 갓티 意
識的으로 作成한 것은 안이니라 文法은 곳 이 無意識的으로 成立된 約束
을 抽하야 言語 上에 잇는 事實로써 그 秩序와 類別을 記述한바 그 法則
을 學하는 것이니라.(안확1923: 1)
언어는 우리의 사상을 교환하는 매개라서 이에 대하여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은
본래 민중 전체에서 무의식적으로 조직된 것이고, 법률 규칙과 같이 의식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문법은 곧 이 무의식적으로 성립된 약속을 빼서 언어상에
있는 사실로써 그 질서와 종류를 기술하였으므로 그 법칙을 배우는 것이다.

(15) 대중말에는 일정한 본(법)이 있나니, 이를 말본이라 한다. 우리가 말본을
공부하는 목적은 남의 말과 글월을 바로 깨치며, 또 제 생각을 바르게 나
타내기에 소용되게 함에 있다.(최현배1934: 2-3)
(16) 어느 나라의 말에든지 제각기 일정한 본(法)이 있나니, 그 본을 말본(語法)
이라 하며, 그 말본을 닦는 학문을 말본갈(語法學), 더러는 줄여서 말본(語
法)이라 하느니라. [중략] 그러면 조선말의 일정한 본(法)이란 대체 무엇인
가? 조선말의 낱낱의 낱말(單語)도 이미 세계 사람에게 공통하는 생각을
특히 조선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마는, 그 낱말만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없는 동시에, 또 말본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여러 낱말(單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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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얽어붙여서 쓰나니 이에 비로소 말본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
본은 낱말을 부리어서 월(文)을 만드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최현배1937:
2-3)

위의 정의들 중에서 고유어 술어를 주로 사용하는 문법서인 김두봉(1922), 최
현배(1934, 1937)은 ‘생각’이라는 고유어 단어를, 한자어 술어를 주로 사용
하는 김규식(1909), 안확(1923)은 ‘思想’이라는 한자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
다.
문법의 정의에 ‘사상’이나 ‘생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은 사람
들이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전달할 때 문법이 일정한 역할
을 해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물건이 다른 장소로 이
동할 때 길이 필요함과 같이 사상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도
문법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다음의 정의들은 문법의 정확한 기술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문법의
기술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이 서로 오해
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유길준(1909)의

정의에서는

유길준

(1897-1904)의 정의와 비교했을 때, ‘正確히’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들어온
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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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文典》
文典은 사람의 사상을 적어 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니 言語論과 文章論의 두 篇으로
나눈다.

(18) 文典이라 는 者 人의 思想 正確히 發表는 法 記載 學問이라.
《大韓文典》
文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을 정확히 발표하는 법을 기재한 학문이다.

단순히 사상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발표하는 법을 기재한 학문
을 文典이라 한 것이다. 이규방(1922)에서도 언어를 ‘正確히’ 쓰는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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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19) 其言語를 文字로 正確히 書함에는(이규방1922: 1)[하략]
그 언어를 문자로 정확히 씀에는

또한, 이병기(1930)에서는 어긋난 것을 바르게, 흐린 것을 똑똑하게, 어수선
한 것을 조촐하게 하는 것이 문법이라 하여, 문법이 언어를 바로잡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 文法이란 것은 그 나라말의 由來, 慣習, 組織의 엇떠함을 硏究하여 어긋난
것을 바르게 흐린 것을 똑똑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어수선한 것을 조촐하
게 하자는 것이라 그 原理로 말하면 내 나라나 남의 나라의 것이 그다지
다를 것이 업지마는 나라마다 歷史, 風俗, 慣習, 制度가 다름을 아 言語
도 그 만콤 다른 点이 업지 못함으로 이 다른 点까지라도 따지고 밝혀야
할 것이다.27)
文法이란 것은 그 나라말의 유래, 관습, 조직의 어떠함을 연구하여 어긋난 것을
바르게 흐린 것을 똑똑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어수선한 것을 조촐하게 하자는 것
이라 그 원리로 말하면 내 나라나 남의 나라의 것이 그다지 다를 것이 업지만 나
라마다 역사, 풍속, 관습, 제도가 다름을 따라 언어도 그만큼 다른 점이 없지 못
함으로 이 다른 점까지라도 따지고 밝혀야 할 것이다.

최현배(1934: 2-3)에서도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남의 말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쓰이기 위함이라 언급하고
있다.

(21) 대중말에는 일정한 본(법)이 있나니, 이를 말본이라 한다. 우리가 말본을
공부하는 목적은 남의 말과 글월을 바로 깨치며, 또 제 생각을 바르게 나
타내기에 소용되게 함에 있다.

27) 이병기(1930), <朝鮮文法講話>,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77),《역대한국문법대계》
-42, 탑출판사, 28면.

- 23 -

다음은 문법이 체계적인 규칙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생각은 김규
식(1909: 3), 김희상(1911: 1), 최현배(1929: 2)에서 볼 수 있다.

(22) 文法이라 은 思想을 言語로 發表거나 文字로 記錄  整齊 規
例를 定야 論理 것을 云이니[하략]
문법이라 함은 사상을 언어로 발표하거나 문자로 기록하는 데 정제한 규례를 정하여
이치를 논한 것을 말함이니

(23) 朝鮮語典 朝鮮語 適當히 語고 書 敎바 規矩28)이니라.
朝鮮語典은 조선어를 적당히 말하고 씀을 가르치므로 規矩이다.

(24) 어느 나라의 말에든지 제각금 一定한 法則이 있나니, 그 법을 말본(語法)
이라 하며, 그 말본을 닦는 학문을 말본갈(語法學), 더러는 줄이어서 말본
(語法)이라 하나니라.

김규식(1909)에서는 문법이 ‘정제한 규례를 정하여 논리한 것이어야 한
다’고 하였으며, 김희상(1911)은 문법이 물건을 재는 일종의‘規矩’라고 보
았고, 최현배(1929)에서는 문법이 어느 나라 말에도 다 있는 일정한 법칙이라
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대 초기의 문법가들 중에서는 문법이 체계적인 규
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법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시
기의 문법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법의 요건은 첫째는 사상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는 체계적인 규칙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법서들의 정의는 기술 문법적 측면보다는
규범 문법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법 체계도 기술
적인 것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주로 모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기 편리한, 그러
기 위해서는 높은 체계성이 필요하다.
28) 規矩는 規矩準繩의 줄임말로 목수가 쓰는 걸음쇠, 곱자, 수준기, 다림줄을 통틀어 이르
는 말이다. 흔히 지켜야 할 법도, 따라야 할 기준 등으로 사용되므로, 문법이 언어를 표
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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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법 체계
문법도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나름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 문법가들은
자신이 관찰한 언어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탕으로, 일관된 규칙이나 경향
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교한
체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루는 언어는 같은데 문법가마다 문법의 체
계가 왜 다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품사 분류에 있어서도 어떤 문법가
는 기능, 형태, 의미 중에서 기능을 중시하여 기능 중심으로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따라 단어들을 분류하고, 어떤 문법가
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형태가 변화하는 단어인지, 변화하지 않는 단어인
지 구별하고, 변화하는 단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따라 더 세
부적으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한편,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단어의 어
휘적인 의미에 집중하여, 예를 들면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인지, 사물
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인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체계들은 자국어를 연구하는 선배 문법학자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배워왔던 외국어 문법의 영향29)을 받거나, 외국 문법학자들의
이론 중에서 자신의 언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수용하여 성
립되기도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 전인 이 시기에는 주로 일본30)을
거쳐 소화된 서양 문법이나, 직접적으로 수용된 서양 문법, 특히 영어 문법의

29) 斉木美知世·鷲尾龍一(2012: 12-13)에서는 유길준(1909)에 영향을 준 일본의 大槻文彦가
처음 공부한 영문법 교과서가 《木の葉英文典》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
하면 ‘나뭇잎문전’정도가 되겠는데, 이 책은 존 만지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져온
The Elementary Catechisms: English Grammar(1850)이라는 책으로 大槻文彦는 이 책을
통하여 영어에 입문하고 후에 그의 대표 저서인 《言海》와 《廣日本文典》의 기원도
이 책으로부터였다는 것을 大槻文彦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0) 일본인들은 에도 시기에 서양의 언어들 중에서 네덜란드어를 주로 연구하였다. 그 이유
는 도쿠가와 막부가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의 나라들과 통상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이나 미국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미국에 의한 개항 이후에는 더욱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우리가 100여년 전에 접했던 영어 문법서들 중에서도 일본인들에 의해 소화되어 유
입된 것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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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문법서도 존재하였으며, 외국어 문법을 참고하였으나, 독자적인
체계가 두드러지는 문법서들도 출판되었다.
우선, 영어문법에 영향을 받은 문법서로 알려진 것은 김희상(1909, 1911),
김규식(1909), 남궁억(1913)이 대표적이다. 김희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배
재학당 출신으로 주시경과도 친분이 있는 인사였다. 그는 영어문법서를 공부
하다가 영어를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어 문법서를 한글로 번역하려는
과정에서 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피력하고 있다. 실
제로 김희상(1911)은 일본 문법의 영향을 받은 유길준에 비해 품사의 수가
적고, 같이 영어 문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김규식(1909)와 문장론 부분에서 유
사한 점이 있다. 일본 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법서에서는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文章’개념에 대하여‘文章’또는 ‘文’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였는데, 김규식(1909)와 김희상(1911)은 ‘句語’라는 개념으로 문장
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김희상(1911)에서는 終止의 意義에 따라 句語를 ‘平述句語’, ‘疑
問句語’, ‘共動句語’, ‘命令句語’, ‘感歎句語’로 분류하고, 성립의 체
재에 따라 ‘單句語’, ‘複句語’로 분류하고 있다. 이보다 2년 앞선 김규식
(1909)에서도 句語를 ‘布告句語’, ‘問句語’, ‘命令句語’, ‘提議句語’
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포고구어’는 ‘평술구어’와 유사하
며, ‘문구어’는 ‘의문구어’, ‘명령구어’는 술어까지 같고, ‘감탄구
어’와 ‘제의구어’에서만 차이점이 있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
김규식(1909)는 김규식이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지도를 받은 후, 미
국에 유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온 후에 출판되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문법서를 집필할 때에도 영어 문법에 대한 깊은 이
해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규식(1909)의 명사는 보통명사와 특
별명사 단위명사와 물질명사, 그리고 무형명사로 분류되었는데, 물질명사를
명사의 하위 부류로 설정했다는 것은 그가 영어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
거가 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물질명사가 문법적으로 큰 의의가 없는 점에서
볼 때, 영어 문법을 한국어에 적용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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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궁억은 동문학에서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다. 그는 동문학을 졸업한
이후에 總海關 見習生이 되고, 그 후에는 高宗의 통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
의 영어 실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그가 1913년 지은 것이
《조선문법》이다. 남궁억(1913)에서의 명사는 고유명사와 통상명사, 집합명
사와 무형명사로 분류되는데, 영어에서는 동사의 수 일치 부분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분류의 의미가 있으나, 한국어에는 큰 의미가 없는 집합명사를 설
정한 것으로 보아 김규식(1909)와 유사하게 영어문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일본어문법에 영향을 받은 문법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유길준(1897-1904, 1909)가 메이지 시대의 일본어 문법서들을 참고했다는 논
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일본어 문법에 영향을 받은 문법서와 받지 않은 문법
서로 배타적으로 나눌 수는 없으나,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일
본어 문법서를 참고했는지 엿볼 수 있다. 유길준(1897-1904)에서 각각의 품사
명을 소개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5) 言語 八種으로 分니 曰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일홈말

신 일홈 말

움작이 말

형용 말

부치 말

이름말

대신 이름하는 말

움직이는 말

형용하는 말

붙이는 말

後詞

接續詞

感嘆詞

토다 말

연잇 말

감탄 말

토 다는 말

연잇는 말

감탄하는 말

위를 보면 한자어 품사명과 함께 고유어로 품사명의 풀이를 한 내용이 있
다. 이는 일본의 田中義廉(1874 卷2:1b)에서 7품사의 명목이라는 내용으로 한
자어 품사명과 일본어 고유어 품사명을 같이 소개하는 형식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26) 명사 또(는) 이름말, 형용사 또(는) 모양말, 대명사 또(는) 대신말, 동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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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움직임말, 부사 또(는) 곁들임말, 접속사 또(는) 이음말, 감탄사 또(는)
한탄말이다.31)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유길준의 後詞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제
외하고는 형식면에서 한자어-고유어의 짝을 이루고 있는 점, ‘~~コトバ’와
‘~~는 말’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동일하며, 내용면에서도 각
각의 품사명에 대한 의미가 거의 유사하다.
안확(1913)의 경우는 ‘呼應’이라는 개념에서 일본문법과 유사한 찾아볼
수 있다. 메이지 시대의 문법서들 중에서는 문장론 부분에 呼應이나 ‘係(り)
結び’와 같은 문장 앞부분의 조사가 문말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호응 관계
에 대하여 설명한 것들이 있다. 안확(1913)에서는 일본어의 ‘係(り)結び’32)
와 같은 개념은 설정하지 않았으나, 呼應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動作의
呼應’, ‘時의 呼應’, ‘反對의 呼應’, ‘未定의 呼應’, ‘願望의 呼應’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呼應은 유길준의 문법서에서도 보이는 항목으
로 둘 다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문법의 영향이 더욱
잘 발견된다. 이완응(1929)에서는 그전까지 없었던 存在詞를 설정하여 ‘잇
다’, ‘업다’, ‘계시다’를 여기에 소속시켰다. 일본어에서도 ‘ある’와
‘なし’는 의미로는 반대이지만 활용의 방법이 달라서 의미를 고려하여 둘
을 같은 품사에 넣어야 할지,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다른 품사에 넣어야 할지,
품사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단어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存在詞’라
는 품사를 설정하였는데, 이완응(1929)가 이와 같은 방식을 한국어의 ‘있
다’, ‘없다’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린(1936)에서도 ‘잇다’,
‘업다’를 普通存在詞로, ‘계시다’를 尊敬存在詞로 설정하였다. 박승빈
31) “名詞又ナコトバ, 形容詞又サマコトバ, 代名詞又カハリコトバ, 動詞又ハタラキコトバ,
副詞又ソヘコトバ, 接續詞又ツギコトバ, 感歎詞又ナゲキコトバなり.”
일본어에서 ナ는 [名], サマ는 [樣], カハリ는 현재의 ‘かわり’[代(わ)り], ハタラキ는
[働き], ソヘ는 현재의 ‘そえ’[添え·副え], ツギ는 [継ぎ], ナゲキ는 [嘆き·歎き]의 의
미를 가진다. 이 문법서에서 유길준의 後詞와 같은 품사는 설정되지 않았다.
32) 일본어 전통문법의 용어인데, 문장 앞 부분의 特定 係助詞가 해당 문장의 終結詞에 영향
을 준다는 개념이다. 文章 呼應과 유사한 개념이다.

- 28 -

(1931, 1935, 1937)에도 存在詞를 독립적인 품사로 처리하고 있고, 용언 활용
의 해설에서 일본어의 동사 활용과 유사한 ‘段활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현대적인 문법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본문법을 참고한 것은
비단 우리 문법가들만은 아니다. 중국의 문법가들도 현대적인 문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본어 문법을 적지 않게 참고하였다. 김혜영(2011: 154)에
는 《漢文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책은 來裕恂의 저서이고, 그가 1902
년에 일본에서 집필했으며, 光緖 33년(1907)에 상무인서관에서 간행했다는 기
술이 있다. 또한 《漢文典》의 제목에서‘文典’은 당시 일본에서 문법서를
‘文典’이라 명명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같은 논문의 168면에서는 당대의 중국의 여러 문법서들이 일본과 한국에서처
럼 품사명을‘詞’字로 끝내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33)

(27) 章士釗(1912) 《中等國文典》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
(28) 戴克敦(1917) 《國文典》
名詞, 代名詞, 形容詞, 動詞, 狀詞, 介詞, 接續詞, 助詞, 嘆詞

외국어문법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독자적인 체계를 현저하게 보이는
문법서들도 이 시기에 존재하였다. 이른바 주시경계 문법서들이 바로 그것인
데, 주시경(1910, 1913, 1914)를 비롯하여, 김두봉(1916, 1922), 이규영(1920),
강매·김진호(1925), 최현배(1934, 1937), 장지영(1937)이 대표적이다.
이 문법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고유어를 사용하여 術語(갈말)를 설정
하였다는 점이다. 각각의 품사명을 비롯하여, 문장론의 여러 술어들까지 가능
하면 고유어를 살려 쓰려는 노력이 뚜렷이 보인다.
그러나 정작 주시경의 초기 문법서들은 한자어 술어를 사용하였다. 주시경
33) 이와 대비되는 것이 馬建忠(1898) 《馬氏文通》이다. 이 논의에서는 품사명에 ‘詞’ 대신
‘字’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중국어 품사를 크게 實字와 虛字로 나누고 實字에는 名字, 代
字, 動字, 靜字, 狀字 다섯 개를 두고, 虛字에는 介字, 連字, 助字, 嘆字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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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경)에서는 품사명에 名號, 形容, 動作, 間接, 引接, 驚覺, 助成을, 주시경
(1908)에서는 名號, 形容, 動作, 引接, 間接, 助成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체계를 갖춘 주시경(1910)부터는 고유어 술어를 사
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김두봉은 문법서에서 고유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면서도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자어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각각의 문법서가 품사론, 문장론 체계를 모두 제시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제시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품사론만 다룬 문법
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들 문법서는 지면이 적고, 품사론만 있기 때문
에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주시경(1905)는 품사 분류와 정의, 예
시 단어들만 기술되어 있고, 주시경(1908)도 품사 분류와 품사 전성 부분만
있는데, 품사 분류에 대한 내용은 극히 소략한 대신, 품사 전성에 대한 설명
이 아주 자세하게 실려있다. 아마도 다른 부분들이 당초에는 존재했지만 누
락된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1909)와 주시경(1914)도 품사 분류나 설명에 대한
분량은 극히 적은 편이다. 특히 주시경(1914)는 제목이《말의 소리》인 만큼
음운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 페이지만 품사 분류에 대한 내용이 실
려 있다.
한편, 김희상(1909)는 전3권 중에 제2권만 ‘歷代韓國文法大系’에 실려 있
다. 그리고 품사론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적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각각의 품사의 정의와 문장의 예를 들고, 연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다. 그러나 권3의 목차를 보면, 주어, 설명어, 객어 등의 문장 성분에 대한 항
목들을 파악할 수 있다. 남궁억(1913)도 품사론 부분만 남아있다. 이마저도
후치사와 감탄사 부분은 낙장으로 되어 있다. ‘歷代韓國文法大系’에 실려
있는 부분은 후대에 새로운 활자로, 다시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 존재했
던 문법서의 全貌를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이에 비하여, 홍기문(1927)의 경우는 별도의 문법서가 아니라, 잡지에 연재
된 칼럼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허락된 지면의 한계로 인해, 문장론의 부분까
지는 싣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품사론에 있어서는 품사 분류의 기
준으로부터, 품사 각론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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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현배(1930)은‘朝鮮語의 品詞分類論’이라는 이름답게 품사론만 전
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 역시, 당시 연희전문학교의 논문집 안에 있는 것
이어서 많은 지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문법서들은 품사론만 다룬 문법서들이지만, 후대에 나온 문법서일수
록 품사에 대한 설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논리적으로도 체계성을 갖추어 가
게 된다. 특히 최현배(1930)의 경우에는 품사론만 다루고 있지만, 논의의 깊
이가 상당한 수준에 있어 현재의 국어 문법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다.
앞서 품사론만 다룬 문법서들을 소개하였지만, 이 시기의 문법서들 중에서
품사론과 문장론을 다룬 문법서가 가장 일반적34)이고 종류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형태론보다는 품사론이 우위에 있었고 문장론과 더불어
문법론의 양대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품사론과 문장론이 실린 문법서
가 20세기 초 문법서의 가장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이다.
이에 속하는 문법서는 유길준(1897-1904), 유길준(1909), 김규식(1909), 김희
상(1911), 김원우(1922), 이규방(1922), 이필수(1922), 강매·김진호(1925), 이상
춘(1925), 박상준(1932), 신명균(1933), 박승빈(1931, 1935)이 있다.
이렇게 품사론과 문장론이 같이 있는 문법서들은 대개 품사론의 분량이 많
고 문장론의 분량이 적은 편이다. 품사의 수가 많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문장론에서 개념의 정의, 예문, 구문도해까지 포함해도
품사론의 내용보다는 현저히 적다.
품사론과 문장론과 조어론까지 다룬 문법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주시경과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문법서
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품사론과 문장론 외에도 조어론을 별도로 설정하여
기술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34) 19세기 서양의 문법서들 중 많은 것들은 ‘Orthography-Etymology-Syntax-Prosody’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체계를 일본의 문법가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中根淑(1876: 卷上
14ㄴ-15ㄱ)에도 위와 같이 ‘文字論-言語論-文章論-音調論’의 4체계를 제시하고, 문자
론은 문자의 字와 形을 論하고, 언어론은 언어의 品類를 논하고, 문장론은 주로 문장의
格法을 논하고, 음조론은 대개 음조의 節度를 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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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법서들은 대체로 지면이 많은 편이다. 해당 문법서를 제시하면, 주시
경(1910)에서는‘기몸헴’,‘기몸박굼’의 부분에서, 주시경(1911, 1913)에서
는‘기’를‘씨’로 고쳐‘씨몸헴’,‘씨몸박굼’에서 다루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김두봉(1916, 1922)에서는‘임의 어우름, 얻의 어우름, 움의 어우름’ 부
분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의 합성어를 제시하였다. 역시 주시경의 영향을 받
은 이규영(1920)에서는 ‘몸씨의 합성’ 부분에서, 안확(1923)에서는‘別種의
語’에서 조어론이 다루어졌다. 또한 이완응(1929)에서는‘합성어, 접두어, 접
미어’부분에서 합성과 파생을 다루었고, 이와 체계가 매우 유사한 심의린
(1936)에서는‘합성어’를‘복합어’로만 바꾸고,‘접두어, 접미어’와 함께
조어론 부분을 다루었다.
한편, 최현배(1934)에서는‘씨의 짜힘’부분에서, 최현배(1937)에서는 ‘씨
가지, 거듭씨’로 파생과 합성을 다루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의 장지영(1937)
에서도 ‘씨의 겹몸’부분에서 합성어가 다루어졌다.
흥미롭게도 박승빈은 1931년과 1935년의 문법서에서는 조어론 부분이 별도
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박승빈(1937)에서는‘합성어’부분을 따로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박승빈(1935)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승빈(1937)이 지면
의 축소와 내용의 간략화에도 불구하고 전편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합
성어’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박승빈의 문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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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사론 체계
3.1. 품사 분류의 기준
이 시기의 문법서들이 각각의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
나, 문법서에 그 분류의 기준을 명시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문법서들
의 상당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바로 품사 각론으로 들어가거나, 몇개의
품사로 나누었다는 정도의 기술을 덧붙이기도 하고, 설령 품사의 기준을 언
급하였다 하더라도, 막연한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품사의 분류 체계에 정합성을 기하기 위
하여 품사 분류의 기준을 상세히 밝힌 문법서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절에
서는 문법서에 기술된 품사 분류의 기준들을 찾아 살펴보고, 품사 분류의 기
준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주시경(1908)에서 가장 먼저 품사 분류의 기준이 제
시되어 있는데‘言體의 變法’항목에서‘그 職責의 類屬으로’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맡고 있는 職責을 단어들도 맡고 있음을
주시경은 생각한 듯하다. 이 내용만으로는 품사 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알기
는 어려우나, 현재 국어 문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능, 형태, 의미’의 기
준에 대응해 본다면, 셋 중에서 ‘기능’이라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주시경(1908)에서는 문장 내에서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名號, 動作, 形容’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引接, 間接, 助成’으
로 품사를 양분하고 있다.
이후 주시경(1909: 語法1)에서는 ‘其性質이 各異함을 隨하여’(그 성질의
각각 다름을 따라), 주시경(1910: 27)에서는 ‘낫기의 바탕(性質과 한가지의
뜻으로 씀이라) 따르어’, 주시경(1911, 1913)에서는 ‘낫기’만 ‘낫씨’로
바꾸어 주시경(1910)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 단어의 성질에 따라 분류
를 한다는 의미인데, 단어의 성질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품사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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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시경뿐만이 아니다. 이규영(1913: 20ㄱ-20ㄴ)에서도 ‘씨의 바탕을 딸
아’, 이상춘(1925: 35)에서도 ‘그 성질의 어떠함을 아’, 이완응(1929: 16)
에서도 ‘其性質上으로’, 이병기(1930: 55)에서도 ‘말의 性質로 보아’, 심
의린(1936: 19)에서도 ‘그 性質上으로 보아’라고 하여 막연한 품사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어의 성질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어의 형
태를 말하는 것인가, 단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인가, 단어가 가진 의미를 말하
는 것인가, 이렇게 품사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품
사 체계가 완전하지 못하여, 어느 한쪽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에
서는 빈틈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호한 품사 분류의 기준만 이 시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더욱 고
민한 문법서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김두봉(1916, 1922)에서는 씨갈 항목에서
‘그 쓰이는 결을 따라’라고 하여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단어의 기능 측면
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규영(1920), 신명균
(1933)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 한편, 안확(1917: 15)에서는‘性質의 近似한 類
를 따라’, 안확(1923: 18)에서는 ‘其性質이 文法에 近似함에 따라’로 기술
하면서 비슷한 단어들이 모이는 類로 품사의 기준을 잡으려 하였다.
이 시기의 품사 분류의 기준에서 가장 의미를 가지는 것은 홍기문(1927)의
것과 최현배(1930)의 것이다. 홍기문(1927: 98-99)에서는 두 가지의 품사 분류
실험을 하였는데, 두번째 실험보다는 첫번째 실험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하는 첫번째 실험은 完全한 一個의 單語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單語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쓰는 것. 즉 토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걸러
내고, 둘째로, 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쓰지 못하는 것. 즉 형용사와 동사를
다음으로 걸러내며, 셋째로, 토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고 독립해 쓰
기도 하는 것. 즉 명사와 부사를 걸러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와는 아주
관계가 없는 것. 즉 감탄사를 걸러내는 것이다.(홍기문 1927: 99)
결국 위의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토’
이다.‘토’는 어휘적으로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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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활약하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토’가 있고 없는 것은, 즉 토가 결합하고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단
어들의 성질을 파악으로 연결이 된다. 따라서 홍기문(1927)의 품사 분류의 기
준은 아주 독특하지만, 서양문법의 간섭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말의 품사
분류를 할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최현배(1930: 61)에서는 첫째로 어법에서의 구실을 보고 그 다음에는
뜻과 꼴을 보아 이것을 표준 삼아서 씨가름(품사 분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최현배(1937: 159-160)에서도 말법에서의 구실(職能, 役目35))을 주장
(主)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꼴(形式)과 뜻(意義)을 붙임(從)으로 삼아서 이 세
가지가 서로 關係하는 상태을 대중(標準)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최현배
에게는 구실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뒤에 꼴과 뜻을 그 다
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국어 문법 연구자들 가운데에도 기능,
형태, 의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를 두고 논의들이 이어지
는데, 최현배(1930, 1937)에서는 기능을 가장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문법서들이 품사 분류의 기능을 제시
하지 않았거나, 막연한 기준들을 제시한 것에 비해, 홍기문(1927)과 최현배
(1930, 1937)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후대의 국어 문법
연구에 가치있고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명사, 대명사, 수사
현대 국어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는 상위 항목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다. 먼저 체언에 대해서는 유목상(2017: 59-64)에서 명사 종
류의 말을 체언이라 하고 동사 종류의 말을 용언이라 하는데, 체언과 용언이
란 용어들은 일본 문법에서 차용해 온 용어로 일본과 한국 이외에 쓰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디 ‘体用’이란 말은 사물의 實体와 作用을 뜻하

35) 역목(役目)은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이다. 그 이유는 일본어 한자어이기 때문
이다. 일본어 ‘やくめ’(役目)는 구실, 역할, 기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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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문의 술어였으며, 그 술어를 고정적인 것을 ‘体’로, 可動的인 것을
‘用’으로 받아들여 문법에 적용시킨 것이 일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国語學會 編(1964: 612-613)에서도 ‘体言’에 대하여 단어를 문법
상의 성질로 분류한 가운데 한 類이고 각 품사보다는 상위의 분류에 속한다
고 하였으며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문법상 특색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
며 활용이 없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德田正信(1983: 21) 역시 大槻文彦
(1895)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9) [상략] 후에, 몸의 말, 씀의 말, 또는 체언, 용언의 칭, 모토오리 대인과 묘
현사 기몬 스님으로 일어나서, 후에 체언, 용언, 조사(助辭)의 삼대별의 칭
성이 되었다. 체언이란 어미가 활용하지 않는 말로, 명사(가) 그에 속하고,
용언이란 어미가 활용하는 말의 뜻으로 동사(가) 그에 속하고, 형상언도 그
에 들어간다. 조사(助辭)란 체언, 용언의 밖인 일체의 단어를, 잡유 포괄한
것으로, 다시 말해, 부사, 접속사, 테니오하, 감동사와 같은 활용(이) 있는
말도, 이것에 속한다.36)

그러나 20세기 초기의 문법가들 중에서는 현재의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모두 한 품사로 묶어 현재의 대명사와 수사를 하위 항목
으로 두거나, 명사와 대명사는 분리하되, 수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하위 항목
으로 둔 문법가들도 있었다.
특히 주시경과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문법가들은 대체로 대명사를 명사에
사 분리하지 않았다. 주시경(1905경)의 ‘名號’에도 ‘原名’과 ‘代名’의
하위항목을 두어 ‘原名’에는 지금의 名詞를 두고 ‘代名’에는 지금의 代
名詞와 數詞를 두었다.

36)“後ニ, 体ノ詞, 用ノ詞, 又ハ体言, 用言ノ称, 本居大人及ビ妙玄寺義門師ニ起リ, 後ニ, 体
言, 用言, 助辭ノ三大別ノ称成レリ. 体言トハ, 語尾ノ活用セヌ語ニテ, 名詞之ニ属シ, 用言
トハ, 語尾ノ活用スル語ノ意ニテ, 動詞之ニ属シ, 形狀言（形容詞）モ之ニ入ル. 助辭トハ
体言, 用言ノ外ナル一切ノ単語ヲ, 雜糅包括シタルモノニテ, 即チ副詞, 接続詞, 弖爾乎波,
感動詞, 如キ活用アル語モ, コレニ属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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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주시경(1910, 1911)은 ‘임’의 하위 항목으로 ‘제임’과 ‘대임’
을 , 주시경(1913)에서는 ‘임’의 하위 항목은 ‘제임’과 ‘넛임’을 두어
‘제임’에는 현재의 명사를, ‘대임’, ‘넛임’에는 현재의 대명사와 수사
를 두었다.37)

37) ‘대임’에서 ‘넛임’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헴’을 ‘셈’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
러나 완전히 통일하지는 못하고 ‘셈’과 ‘헴’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그림에서 발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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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는 주시경의 제자였던 김두봉(1916, 1922)를 통해 더욱 체계적
으로 정리되어, 이후 김윤경(1932), 장지영(1937) 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채
택하였다.

한편, 유길준(1897-1904)는 명사와 대명사를 처음부터 분리하여, 名詞에는
‘普通名詞’,‘特別名詞’,‘無形名詞’,‘變體名詞’의 하위 항목을 두고,
대명사에는‘普通代名詞’,‘人代名詞’,‘問代名詞’,‘指示代名詞’,‘關係
代名詞’를 두었다. 그러나 유길준(1909)에서는 ‘普通代名詞’를 없애고, 이
를 ‘指示代名詞’에 합류시켰다. 그리고 ‘人代名詞’에는 ‘不定稱’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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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意思關係’와 ‘形體關係’로 나누었던 것을 ‘純
全關係代名詞’와 ‘混成關係代名詞’로 체계를 바꾸었다. 이‘純全關係代名
詞’에는 기존의 ‘意思關係’인 ‘바’와 ‘形體關係’인‘거’를 모두 포
함하며, ‘混成關係代名詞’는 ‘거’와 ‘바’ 앞에 보통명사나 ‘이, 그,
뎌’를 결합한 것들을 소속시켰다. 결국 이는 관계대명사를 의미적 측면으로
분류했던 것을 구성적 측면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유길준(1897-1904)로부터 대명사를 품사의 한 종류로 설정하는 흐름
은 계속되어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에서 먼 많은 문법가들의 체계들에 계속
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시경의 제자이며, 많은 영향을 받은 최현배는, 그의 품
사론 체계에 대명사를 설정하였다. 최현배(1930, 1934, 1937)에 현재의 대명사
에 해당하는 ‘대이름씨’를 설정한 것이다. 최현배(1930: 65)에서 현재의 체
언에 해당하는 ‘임자씨’를 실질이 있는 개념을 드러내는 ‘바탕임자씨’와
일정한 바탕(實質)이 없는 ‘꼴임자씨’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현재의 數詞에 해당하는 ‘셈씨’로, 주관적인 성격을 가
진 것을‘대이름씨’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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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사 중에서는 ‘關係代名詞’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린 것이 있는
데, 현재의 依存名詞 혹은 形式名詞로 불리는 단어들이다. 그들은 대명사의
영역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른 품사인 명사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이 關係代名詞라는 항목은 유길준(1897-1904)부터 대명사의 한 자리를 차지
한 품사의 하위 항목인데, ‘것’, ‘바’등의 단어를 ‘關係代名詞’로 본
문법서는 유길준(1897-1904, 1909), 김희상(1911: 30), 남궁억(1913: 16-17), 안
확(1917: 29-30), 리필수(1922: 52), 이상춘(1925 47-48), 신명균(1933: 18) 등이
있고, 김규식(1909: 17ㄱ-17ㄴ)에서는 ‘關係的 代名詞’라 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을 주시경(1905경)에서는 큰 항목으로는 현재의 名詞類인 名
號에, 하위 항목으로는 현재의 代名詞에 해당하는‘代名’, 그리고‘代名’의
하위 항목인‘形接’에 넣었다. 이‘形接’은 주시경(1905경: 17ㄴ)에서 ‘形
容’에 붙는다는 것인데 항상 ‘形容의 字’ 아래에 쓰이는 것들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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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形接’은 ‘人民’에도 ‘物件’에도 ‘無質’에도 모
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形接’이 사람과 물건과 일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후 주시경(1910)에서는 ‘대임’ 안에 현재에 ‘冠形語’에 해당하는
‘언’을 잇는다는 의미의‘언잇’으로, 김두봉(1916)에서는 현재의 ‘代名
詞’에 해당하는 ‘넛임’의 하위 항목인 ‘매임넛임’에 이들을 두었다. 이
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길준(1897-1904)에서는 “關係代名詞 名詞 或 代
名詞의 動 意思 或 形體上에 關係 者를 云이니 意思 關係와 形體
關係의 別이 有지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면 첫
째, ‘명사 혹 대명사에 動하는’의 부분에서 ‘動한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는 그 자체로 어휘적인 의미
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설정한 ‘바’와 ‘거’는 자체적인
의미가 없이 그것에 선행하는 수식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는 기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意思 或
形體上에 關係하는 者”의 부분에서 ‘바’는 意思上에 관계하고, ‘거’는
形體上에 관계한다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意思 關係를 담당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것에 쓰이고, 形體 關係를 담당하는 ‘거’는 형체가 있는 것,
즉 보이는 것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사람을 담당하는
‘who’, 사물을 담당하는 ‘which’, 사람과 사물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that’으로 나누어지나, 유길준의 관계대명사는 간단히 말하면 형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나누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김규식(1909: 17-18)에서는 “關係的 代名詞 已爲 發表된
바나 將次 發表될 바 名詞나 代名詞를 擧야 說明語나 上下 詞句에 稽考되
게 며 意思를 相續야 指名 것을 云이니, 意思關係와 形體關係의
別이 有니……”라고 언급되었는데, 유길준의 논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
게 관계대명사를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關係한다’와 ‘稽考한다’, ‘意
思를 相續한다’가 이 관계대명사의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
의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예로 ‘바’ [意思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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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쟈’ [形體 關係]

를 들고 있다. 意思 關係와 形體 關係로 이러한 단어들을 하위 분류한 방식
은 유길준(1897-1904)와 같다.
김규식(1909)는 계속해서 “上等人의 職分이 下等人의 事보다 難  上
等人이 下等人의 引導者가 됨이라” 면 關係的 代名詞 ‘바’가 上下 詞句
에 意思關係를 相續야 名詞 ‘引導者’를 ‘職分이 難다’  詞句에
稽考되게 야 指名니 卽 意思關係的 代名詞요, “昨日에 老兄의 말
것이 此畵冊이오” 하면, 關係的 代名詞 ‘것’은 將次 發表될 바 名詞
‘冊’을 詞句, ‘老兄이 昨日에 말’에 形體 稽考야 言이니 形體關係
的 代名詞라.”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눈은 재 못 보니라.”의 예문에서 ‘쟈/자’는 自己 自身의 自
로 보인다. 위 문장에서는 ‘자’가 명사 ‘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현재의 再歸代名詞 ‘자기’에 해당하는 ‘쟈’도 關係代名詞의 하나로
본 것이다.
이에 비하여, 주시경(1910: 71)에서는 ‘關係代名詞’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임-대임-몬-언잇’의 구조를 통해 이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것, 바, 줄’을 들고 (풀이) 일하는 것, 일하는 바, 일하는 줄을 통
해,‘일하는’은 다‘언기’오, ‘것’과‘바’와‘줄’은 다‘언기’알에 잇
어지지 안이하고는 쓰이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이러한 대명사는 자
립성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위와는 달리, 김희상(1911)과 리필수(1922)는 ‘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
였다. 김희상(1911: 30)에서는 는 바 / 배오는 바 / 본 바 / 주는 바 等의
바와 같이 事爲의 關係 代述 되 代名詞 關係代名詞라 稱나니 此
但 ‘바’의 一語이라고 하였다. 다른 문법서에서 ‘것, 바, 줄’등의 대명
사를 제시한 것에 비해서는, 이 논의는 ‘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차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리필수(1922: 52)의 關係代名詞도 “上下 文句를 連結할 時에 使用되난 者
니 ‘바’字로 通用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 “만
물 중에 사람이 귀한 바는 특이한 정신이 있음이니라.”라고 하여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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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關係代名詞를 인정하였다.
이규방(1922)에 이르러서야 ‘것’, ‘바’ ‘줄’과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
독립하여 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규방(1922: 65)에서는 ‘事物代名
詞’의 여러 例를 설명하면서 위의 문법서들에서 關係代名詞의 특징으로 보
았던 기술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事物을 代名하는 詞는 數種이 有하나,
何者던지 指示代名詞 又는 動詞, 形容詞 下에 不附하고는 所用되지 몯하느니
라.”라고 하면서, 것은 ‘이것, 그것, 뎌것, 언의것, 본 것, 큰 것’과 같이
쓰이고, ‘바’는 ‘보는 바, 아는 바, 깃븐 바’와 같이 쓰이고, ‘줄’은
‘아는 줄, 먹을 줄, 맑은 줄’과 같이 쓰임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것’, ‘바’, ‘줄’은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안확(1923: 29)에서는 關系를 代稱하는 것이 있으니 ‘바’, ‘것’,
‘수’ 등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인 까닭에
接尾語에 屬한다고 하였다. 안확(1923)은 이것들이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였는데, 명사가 아니라 接尾語에 소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接尾語로
본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앞선 논의들과 비교해 볼 때, 대명사에서 탈피
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홍기문(1927: 131)에서는 ‘名詞補助’로, 박상준(1932: 67-68)에서는 ‘名詞
補助’와 앞뒤가 반대인 ‘補助名詞’로 보고 있다. 홍기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다른 말과 연결해서는 명사적 임무를 행하지만 자기만으로는 독립해
쓰지는 못한다. 이런 말에 ‘것’과 ‘줄’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名詞補助라
고 한 것이다.”고 하면서 이것이 명사이며, 독립 사용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
다.
여기에 홍기문(1927: 135-137)에서는 名詞補助를 크게 둘로 나누어, 前者에
는 ‘사람, 물건, 事由, 狀態/作爲/性質, 數量, 장소, 시간’ 등에서 쓰이는 현
재 국어문법의 의존명사들을 제시하고, 後者에는 ‘기’나 ‘음’을 통하여
명사로 轉用되는 단어들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바,
줄’등은 이 논의에서는 前者의‘事由’에 해당한다.
홍기문(1927)이 이러한 단어들을 대명사로 보지 않고 광의의 명사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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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항목으로 설정한 점은 이 문법서가 기존 대부분 문법서와의 큰 차이점
이다.
이와 달리, 박상준(1932: 67-68)은 세부 설명도 없이. 단순히 명사를 ‘主格
名詞’와 ‘補助名詞’로 분류하고, 主格名詞에는 ‘사람, 바람, 물, 쌀, 책,
少年’을 예로 들고, 補助名詞에는 ‘터’(올터이오), ‘체’(아는체한다),
‘따위’(그런따위), ‘때문’(잘하는때문에), ‘지’(졸업한지가 二年이오),
‘뿐’(할뿐이오), ‘따름’(할따름이오)와 같이 현재의 국어문법에서 의존명
사로 다루고 있는 명사 단어들을 예로 들고 있다.
앞선 논의들에서 관계대명사로 보았던 ‘바, 것, 줄, 수’등은 제시되지 않
았지만, 그것들과 유사한, 즉 선행하여 수식해주는 단어가 없으면 쓰일 수 없
는 단어들을 대명사가 아닌 명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선행하는 단어와 후행하는 단어를 연
결해 주면서 관계를 가지는 대명사라 하여 關係代名詞라고 설정되었으나, 점
점 선행하는 수식어 없이는 홀로 쓰일 수 없는 단어로 성격이 변하면서 현재
의 ‘依存名詞’에 해당하는‘불완전한 이름씨’로 귀착된 것이다. 이에 대
한 내용으로 최현배(1934: 23)에서 ‘것, 대, 바’ 따위와 같이 제 홀로는 따
로 서지 못하고 항상 다른 씨(어떤 씨 따위) 알에 쓰히는 것을 ‘불완전한
이름씨’라 하였다. 자립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단어에 의존하여 쓸 수밖에
없으므로 불완전한 이름씨로 命名한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依存名詞’로 불리는 단어들에 대한 위의 논의들을 다시 정리해 보
면, 처음에는 위와 아래의 단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명사
들을 ‘關係代名詞’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關係代名詞’
로 불리는 단어들의 의존성이 주목되어, ‘불완전한 이름씨’의 명칭을 거쳐
오늘날 의존명사 혹은 형식명사 등으로 개념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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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수사가 독립적인 품사가 된 것은
안확(1917)이 최초이다. 이 논의에서는 수사를 ‘基本數詞’와 ‘序數詞’,
‘時壽詞’로 나누고, 기본수사에는 명사처럼 쓰는 名的 數詞, 후행하는 체언
을 수식하는 形容的 數詞로 분류하였다. 이 논의의 특이한 점은 바로 時壽詞
인데, 年月日時 등을 수사로 본 것이다. 이를테면‘한시, 두시’도 수사이고,
‘정월, 이월’도 수사이다. 지금은 수관형사와 명사의 결합 형식을 하나의
단어인 수사로 본 점은 數와 관련된 단어 혹은 分類詞인 명사와의 결합 구성
까지 數詞로 보는 당대의 數詞 개념 인식의 수준을 드러낸다.

그리고 리필수(1922), 안확(1923), 이완응(1929), 최현배(1930, 1934, 1937),
박상준(1932)에서도 수사를 독립된 품사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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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리필수(1922)는 數詞를 일단 ‘個數詞’와 ‘序數詞’로
분류하고 ‘個數詞’는 다시 ‘名詞體’와 ‘形容詞體’로 나누었는데, 이는
현재의 학교문법에서 ‘數詞’와 ‘數冠形詞’로 분류한 것과 같다. ‘形容
詞體’의 ‘形容詞’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序
數詞’에서 특징적인 점은 ‘초이틀’, ‘삼월’같이 현재는 名詞로 사용되
는 것을 數詞로 넣은 것이다. 특히 ‘정월’ 같은 경우는 현재의 數詞 개념
에서 많이 먼 것으로 보인다.

안확(1923)에서는 안확(1917)의 체계보다 많이 간략해졌다. 안확(1917)의
‘基本數詞’는 ‘元數詞’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고 ‘序數詞, 助數詞’는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時數詞, 量數詞’는 수사의 하위 항목에서 사
라지게 되었다.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單位名詞’로 규정되어 있는 ‘助數
詞’는 물건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數詞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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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응(1929)은 고유어 수사와 한자음 수사를 가르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리고 ‘不名數’와 ‘名數’그것 자체로 명사처럼 쓸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
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不名數’는 단순한 숫자, 현재의 수사에
해당하며, ‘名數’는 안확(1917)의 時數詞나 리필수(1922)의 ‘정월’같은 단
어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체계의 더 큰 특징은 100을 기준으로 하여 한자음과 고유어 중에서 어
느 쪽을 쓰는지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대체로 100보다 적은 수는 고유어 수
사를 많이 쓰지만, 100 단위가 초과하면 ‘百, 千, 萬, 億, 兆’처럼 한자어로
된 수사를 많이 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 체계를 세웠다는 것은 우
리말에 대한 문법가의 예민한 감각을 보여준다.
위에서 보았던 名數와 不名數를 구분하는 수사 체계는 박상준(1932)에서도
보인다. 아래 그림을 보면 고유어이든 크게 名數와 不名數로 나누어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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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1930)는 수사에 해당하는 셈씨를 ‘實質體言’에 해당하는 ‘바탕임
자씨’가 아니라 ‘形式體言’에 해당하는 ‘골임자씨’에, ‘主觀的’이 아
니라 ‘客觀的’항목에 설정하였다.

수사를 품사체계에 설정한 문법서들은 전체적인 문법서의 수를 생각해 보
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시기의 문법가들 대부분에게는
수사가 아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
다. 아래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병기(1930)에서는 현재의 수사를 명
사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수사의 명사적 성격만 부각하여 독립 품사로 보
고 있지 않은 것이다.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뱍’, ‘천’, ‘만’ 따위들이 그것
인데 이것을 어떤 이는 數의 代名詞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한 獨立한
品詞로 하여 말하는 이도 있으나 다른 여러 代名詞와는 같지 않은 점이
많으며 그러타고 名詞의 性質을 가지고 안 있는 것은 아니니 名詞의 한
種類로 하여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본다.

박승빈(1931, 1935, 1937)에서 설정한 ‘表數名詞’의 설명을 보아도 짐작
할 수 있다. 박승빈은 ‘表數名詞’를 ‘無形名詞’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
다. 數詞의 抽象的인 性格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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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表數名詞를 數詞이라고 일커르며 獨立한 한 品詞로 處理하기도 함. 그러나
數도 한 事物을 表示함의 하나인즉 名詞에 包含될 性質임.
表數名詞는 그 本質이 無形名詞에 屬한 것임. 그러나 文典上 特殊의 關係가
이슴으로써 各別히 分類됨.
표수명사를 수사라고 일컬으며 독립한 한 품사로 처리하기도 함. 그러나 數도 또한
사물을 표시함의 하나이므로 명사에 포함될 성질임.
표수명사는 그 본질이 무형명사에 속한 것임. 그러나 문법상 특수 관계가 있으므로
따로 분류됨.

3.3. 동사
동사 중에서는 助動詞로 불린 것부터 먼저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먹는
다’라는 語形에서 ‘는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 시기에는 動詞의
一種으로 볼 것인가, 吐나 助詞의 一種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문법가들
이 매우 고민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의 존재는 박상준(1932)를 거쳐 최
현배(1937)에 이르러 비로소 ‘活用語尾’로 정리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살펴보고자 하
는데, 일단 동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들부터 보면, 유길준(1897-1904)에
서는 이것을 동사의 일종으로 보고 독립품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김규
식(1909)에서도 독립시키지 않고 동사에 소속시켰다.
반면, 주시경(1905경, 1908)은 ‘助成’이라는 품사로 보았다. 또한, 주시경
(1910, 1913)에서는 현재의 ‘終結語尾’에 해당하는 것을 ‘끗’이라 하고,
‘連結語尾’에 해당하는 것은 ‘잇’이라 하여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였다.
이들 논의의 뒤를 이은 김두봉(1916, 1922)은 주시경의 ‘끗’을 ‘맺’으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다.
김원우(1922)는 주시경의 ‘끗’, 김두봉의 ‘맺’을 한자어인‘完決詞’라
고 명명하였으며, 이상춘(1925)에서는 ‘終止詞’라고 하였다. 홍기문(1927)에
서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지만 ‘終決詞’라고 하며 시간과 경어의 차원에서
이를 다루었다. 이에, 신명균(1933)에서도 ‘終止詞’라고 하였다. 결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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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금씩 다르나, 동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가진다는 공
통점이 보인다.

유길준(1909)에서 助動詞가 독립 품사가 되고, 안확(1917)도 助動詞를 인정
한다. 특히, 안확(1923: 90)에서는 ‘助動詞라 하는 것이 助詞의 一種으로 語
尾가 變化하는 것이오. 한 動詞 形容詞 는 他語에 附하야 其意義를 助役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조동사가 조사의 일종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지적이
다. 바꾸어 생각하면, 그의 체계에서는 助詞가 助動詞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확(1923: 98)의 註에서는 ‘在來 種種의 文典에는 助動詞가 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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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論한지라. 然이나 本來 助動詞는 動詞가 傳來한 것이 만흔지라 是以
로 無한 것으로 推知하기 容易하니 學者는 맛당히 注意할 것’이라고 하였
다. 그런데 이는 助動詞를 助詞의 一種이라고 하면서 본래 助動詞는 動詞가
전래한 것이 많다고 하여 모순이 된다. 이러한 기술은 동사가 어휘적인 의미
를 잃고 문법화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전래하기 전에는 동
사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기능, 즉 다
른 어휘형태소에 붙어 문법적인 기능을 현재에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기
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린(1936: 86-123)에서도 助動詞 編에서 ‘終止’, ‘時’, ‘否
定’, ‘連接’, ‘添加’, ‘體言’, ‘用言’ 등의 조동사의 종류에 대한 기
술을 하였는데, 이완응(1929)와 겹치는 항목들이 많다. 이완응(1929)에서는
‘助用詞’라는 이름을 주고 ‘終止’, ‘時’, ‘不定’, ‘各種의 體言
下’, ‘文語文’에 해당하는 기술을 하였다.
이 助用詞는 박승빈(1931, 1935, 1937)에서도 등장하는데, 박승빈은 ‘助用
詞’라는 이름을 주고 ‘態’, ‘尊敬’, ‘時相’에 대한 항목을 기술하였
다. 특히, 박승빈(1935: 285)를 보면, “助用詞는 用言에 連接하야서 用言을
補助하야 그 內容에 무슨 特定한 意義를 添加하는 單語”이라고 하고, 註에
서 “助用詞의 文法上 資格은 英語엣 助動詞(Auxiliary verb)와 恰似한 것인데
朝鮮語 助用詞는 動詞의 補助로만 使用됨이 안이고 各 種類의 用言에 다 使
用되는 故로 助用詞이라고 名稱한 것임. 助用詞는 ‘主된 用言’의 名稱에
對하야 ‘補助用言’이라고도 니”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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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최현배(1937: 192)에서는, “보조어간을 어떻게 보아왔는가? 여
태까지의 말본책들은 다 씨몸과 씨끝을 각각 독립한 씨로 다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도움줄기(보조어간)을 둘 대가 없어서 더러는 아래의 씨(끗
토)에 붙이기도 하고(주 스승님: 잡, 았다) 더러는 우의 씨(풀이씨)에 붙이기
도 하다가(김두봉님: 잡았, 다), 필경에 이것(도움줄기)을 아주 따로 띄어내어
서 독립한 한 씨갈래(품사)로 잡은 이(박승빈님: 잡, 았, 다 그는 이따위를 조
용사라 한다)까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분석적 문법의 갈 대를 다 간 결과
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함은 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소
둘과 산소 하나로 하여 놓으면 거기에 물이란 성질을 얻어 볼 수 없음과 같
아서 사람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말 자체의 종합적 성질을 능히 밝
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것을 버리고 모다 한 씨(잡았다)로
잡고서 우에와 같이 풀이씨의 끝바꿈(활용)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현배(1937: 296-297)에서도 “보조동사인 도움움직씨란 것은 서양
문법의 auxiliary verb에 맞는 것이니 움직씨의 한 갈래이다. 이것하고 저 일
본문법에서 이르는 조동사하고는 똑똑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본문법에서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 이외의 말 아래에도 쓰히는 것인데, 즉 ‘동사를 보조
하는 사’가 아니며 또 그것은 동사의 일종도 아니요, 다만 조사의 일종이니
곧 활용하는(동하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조동사(활용하는 조사)라 함은 서양
문법의 갈말(術語)를 잘못 쓴 것이라고” 이제까지의 조동사에 대한 논의들
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최현배는 그들이 말한 조동사는 진정한 동사도 아니
고, 보조동사도 아닌 활용어미에 불과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어의 동사가 현실 발화에서 실현될 때, 어휘적 의미를 담당
하는 부분과 문법적 의미를 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문법 체계 내에서 설명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조동사의 설정 및 폐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주시경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문법가들이 국어의 교착성에 착안하여,
유길준(1909) 이후 ‘助動詞, 助用詞’ 등으로 일본 문법에서 수용한 개념들
을 독립적인 품사의 하나로 보았던 방향이 있었고, 주시경과 그의 후계 문법
가들이 보여준 ‘인접과 간접과 조성’ 그 후의 ‘겻, 잇, 끗/긋/맺’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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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의 교착성보다는 굴절성을 강조하여 동사가 활
용한다고 믿고 어휘적 의미를 가진 요소와 문법적 의미를 가진 요소를 하나
의 동사로 또 하나의 단어로 본 방향이다. 현재의 학교문법은 가장 나중의
것을 받아들여 동사가 활용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국어의 교착성을
생각해보면, 첫째 방향과 둘째 방향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문법서에서 동사의 분류 방법은 주로 自動詞와 他動詞의 구분이
대표적이다. 국어에서 이러한 자‧타동사 구분은 목적어와의 동반 여부로 결정
되기 때문에 문법적 의의가 있다.
유길준(1897-1904)의 체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동사를 작용하는 성질과 관계에 따라 양분하고, 성질에 따른 분류로는
자동사와 타동사, 관계에 따른 분류로는 주동사와 피동사로 나누었다.

주시경(1905)에서도 그 기준을 알기 어려우나, 크게 自動과 他動, 直動과
被動으로 나누었다. 유길준의 主動詞와 주시경의 直動은 매우 가까운 개념으
로 보인다.

그런데 유길준(1909)는 유길준(1897-1904)의 체계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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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피동사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동사를 타동사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이
다. 유길준(1909: 38)의 예를 보도록 하자.

(32) 개가 아해에게 마졋소

여기서 ‘마졋소’를 被動詞로 보았다. 현재의 국어 문법 입장에서는 ‘마
졋소’를 被動詞로 본 것도, 그 피동사가 타동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문
제가 된다.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는 ‘이, 히, 리, 기’등의 접미사를 결합하
거나, 피동형 어미결합체인‘어지다’를 결합하는 경우 被動詞로 보고 있는
데, 위의 단어는 어느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목적격 조사 ‘을/를’
의 유무로 혹은 목적격 조사가 없어도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의 여부로 타동
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현재 국어 문법에서 일반적이나, 위의 단어는 이것들
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길준(1909: 34)에서 他動詞의 정의를 살펴보면
“타동사는 그 움직임이 다른 사물에 미치는 말”(현대어 풀이)이라 하니
‘맞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어느 한쪽에서 사물에서 다른 한쪽 사물에 미치
는 것이 있으니 타동사로 본 것이라 생각된다. 20세기 초에는 형식상의 기준
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의미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맞다’ 등도 타동사로
인식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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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길준(1909)와 같이 피동사를 타동사의 하위 항목으로 삼은 문법서
들이

있었으나, 장지영(1937)은 자동사로 인식하였다. 장지영(1937: 36-37)에

서 “입음제움[被動詞]은 움직임이 될 때에 움직이는 이 하나만 움직이지 않
고 먼저 다른 님씨가 움즉일 때에 그를 받아서 제가 움즉이게 되는 것이니
이를 더불제움[共動自動詞]이라고도 하느니라.”이렇게 정의하고 ‘잡히, 걸
리, 맞, 먹히’와 같은 동사들을 더불제움[共動自動詞]으로 판단하였다.

장지영(1937)은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존재동사인 ‘있음움’과 행위동사인
‘함움’으로 대별하고 ‘함움’을 다시 자동사인 ‘제움’과 타동사인 ‘남
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제움 중에서 홀로제움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
장이 성립되는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규정하는 ‘完全自動詞’에 해당된다면
‘입음제움’은 자동사이기는 하나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렇
게 대상이 있어야 하는 성격을 고려하여 김두봉(1916, 1922) 등에서는 ‘더불
제움’혹은 ‘有對動詞’로 설정하기도 했다. 김두봉(1916: 88-89)에서 더불
제움은 움직임이 다른 명사에 미치는 동사라 정의하고, ‘걸’의 피동사인
‘걸리’, 위에서 보았던‘맞’을 ‘더불제움’의 동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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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규영(1920: 33-34)에서는 “물이 얼음이 된다”하면 이 ‘되’는
얼음이 없으면 말이 아니 됨으로 ‘되’ 따위를 ‘절움(不完全動詞)’이라
하였다. 이 ‘절움’은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보자면 보어를 요하는 동사이
다. 자동사이기는 하지만 보어가 없으면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문법서들 중에서는 동사의 종성 유무로 분류하는 체계들도 있
다.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인데,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체계로 볼 수 있
다. 이완응(1929: 53)에서는 語根의 末字가 單音字(終聲이 붓지 아니한 字)로
된 것을 單音動詞라 稱하고 ‘가다, 두다’와 같은 것들을 ‘規則單音動詞’
로, ‘흐르다’ 같은 것들은 ‘不規則單音動詞’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동사
들을 심의린(1936: 40)에서는 ‘中聲動詞’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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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이완응(1929: 54)의 複音動詞는 語根의 末字가 複音字(終聲이
붓흔 字)로 된 것을 云한다고 하고 심의린(1936: 41)의 ‘終聲動詞’는 語幹
의 끝 字가 終聲으로 마친 動詞를 이름이다. 이것을 또 規則終聲動詞와 不規
則終聲動詞의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였다.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의 동사 체계를 알 수 있는 위의 두 그림을 보
면 예시 단어들까지 표기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하다. 위의 두 동사 분류 체계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음절 동사만 있는 일본어 체계를 생각해 본다면 일
본인 학생 교육 목적의 교과서 내용으로 매우 효과적인 동사 분류 체계이다.
일본인 학생들이 보기에 자신들에게 친근한 동사부터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실제 교과서 내용의 진행 방향도 중성동사에서 종성동사로, 규칙동사에서
불규칙동사로 되어 있다. 이완응(1929)과 심의린(1936)은 일선 학교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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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조선에 거주하
는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어 교육을 했던 교사들이기도 하다. 현재
에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받침 유무로 활용 체계를 교수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이미 이 시
기에 있었던 것이다.
존재사의 경우는 이완응(1929), 최현배(1931, 1935, 1937), 심의린(1936)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학
교문법에서도 ‘있다’와 ‘없다’는 활용면 등에서 동사의 성격과 형용사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품사에 소속시켜야 할지 난점이 있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초기의 문법가들부터 한국어에 助動詞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에 고심을 하여 동사에 소속하는 補助動詞로 생각하거나 助詞에 넣
기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현재의 국어문법에서 말하는
‘時制’나 ‘尊敬’ 등을 나타내는 ‘先語末語尾’들에 대해서 ‘助動詞’
혹은 ‘助用詞’로 보는 문법서들이 있었는데, 최현배가 이들을 ‘도움줄
기’ 즉 ‘보조어간’으로 넣고 나머지 終決을 담당하는 것들은 하나의 단어
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한 어미로 보게 되었다.
動詞의 分詞와 時制에 관련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갖는 分詞가
국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문법의 영향
으로 볼 수 있다. 윤영민(2016ㄱ: 253)의 寶迫繁勝(1880)《韓語入門》에서의
시제에 대한 언급에서 그 범주를 ‘分詞’로 넣은 것은 ‘時制’와 ‘態’를
함께 다루려는 서양문법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다음은 ‘이다’와 관련된 논의를 보도록 하겠다. 박승빈(1935)의 指定詞,
최현배(1937)의 잡음씨로 독립된 품사가 되기 전까지 ‘이다’에 대한 다양
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길준(1897-1904)에서는 조동사로 보았다. 유길준(1897-1904: 20ㄱ-20ㄴ)에
서 조동사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데 “동사는 조동사의 도움을 얻어
활동하는 작용을 나타내는데 조동사는 또 동사의 일종으로 모든 동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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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곳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든다.

(33) ㄱ. 乙支文德은 英雄이라

ㄴ. 忠臣은 李舜臣 그 이로다

이들에 대해서 유길준(1897-1904: 20ㄴ-21ㄱ)에서는 조동사는 동사 외에 다른
종류의 단어와 연합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33ㄱ, ㄴ)의 ‘이라, 이로다’
를 그러한 조동사로 본 것이다.
한편, 주시경(1909: 2편1ㄴ) 에서는‘이다’를 현재의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完句’의 예로 제시하였고, 주시경(1910: 28)에서도 역시‘이다’를 ‘끗’
의 예로 제시하였다. 이는 주시경(1914: 59)에도 이어져‘이다’를 ‘긋’의
예로 제시하였다. 주시경은 일관성 있게 문장을 종결하는 품사에 ‘이다’를
소속시켰다. 김원우(1922: 18) 역시 ‘이다’가 完結詞에 소속되어 있다.
김규식(1909: 20ㄱ-20ㄴ)에서 ‘이다’를 동격동사로 보았는데, “同格動詞
라 은 其題目語를 說明 時에 其題目語와 同格의 說明詞가 無고 其動
詞의 說明이 完實치 못을 云함이니 幾分間은 自動詞와 近理니라.”라고
하여, 현재의 主語에 해당하는 題目語를 설명할 때 그 題目語와 동격의 說明
語 즉 현재의 敍述語가 없으면 그 동사의 설명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동격동
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 후에

(34) ㄱ. 拿坡倫이 法皇이 되엿쇼

ㄴ. 그 사람이 引導者이오

위와 같은 예를 들어 동격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다’ 동사이고
그 다음은 ‘되다’동사라 하고 있다. 아마 영어의 ‘is’를 고려하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 “He is doctor.”라는 문장이 있을 때 “He=doctor”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 관계가 동격관게라면 여기서 ‘is’가 동격을 만들어 주는 동사
가 될 수 있다. 영어 문법의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다’를 동격동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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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희상(1909: 57-58)은 “저 사람은 누구요”같은 예문으로 ‘이다’를 보
이고 있는데, ‘吐’라는 품사 항목의 내용이다. 그리고 남궁억(1913: 23-24)
에서도 ‘토’의 종류 가운데 시부법에서 다루고 있다. 한자어로 명기는 되
어 있지는 않으나, “시부법이란 것은 무슨 설명에 대하야 그러커나 아니 그
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니”라는 정의가 있고,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시]에 해당하고 ‘안이’는 [부]에 해당한다면 시부법의 한자 표기
는‘是否法’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다.

(35) [시]

그 큰 것이 내 말이오.
그 일을 오늘 필역하오.

[부]

그 큰 것이 내 말 안이오.
그 일을 오늘 필역 못하오.
것은 연통소리가 안일세.

최현배(1930: 83-84)의 내용을 정리하면, 최현배는‘이다’를 잡음씨로 설
정하고, 첫째, 실질의 관념은 없지만 풀이의 힘[陳述力]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토’는 진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토’라 할 수 없다. 둘째,
어미 활용을 통해 시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토는 활용하지 않고, 시제
를 드러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배들이 ‘이다’를 명사에 후행
하는 ‘토’로 보았으나 위와 같은 성질을 고려하여 독립한 품사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승빈 역시 ‘이’를 指定詞라 하여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였으나 ‘이’
하나만을 지정사로 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와 짝이 되는‘아니’의
경우는 부사 ‘안’에 ‘이’가 더해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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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형용사, 관형사
형용사와 관형사를 같이 검토하는 것은, 형용사와 관형사가 처음부터 분리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가진 수식 및 서술 기능 중에서 서술 기
능이 주가 되는 것은 형용사로, 수식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은 ‘언’이나
‘冠詞’를 거쳐 ‘冠形詞’ 혹은 ‘어떤씨’가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이 시기의 문법서에서 형용사에 대한 기술은 형용사의 수식 및 서술
과 관련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시경(1908)에서 “形名은 名號를 形
容단 말이니 엇더한 名號란 말이요, 名號가 엇더다는 것이 안이라.”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形名’은 수식의 기능만 하고 서술의 기능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김희상(1909)에서는 형용사에 서술 기능을 하는 것과 수식 기
능을 하는 형용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김규식(1909)의 형동사는 동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현재 형용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形動詞라 은 其題目語를 說明 時에 同格動詞 ‘이다’와 形容詞를 竝
用야 描言 것을 云이니 如斯 境遇에 動詞가 每樣 簡略야지
니”라고 설명하며, 그 예로 “이 집이 됴타.”를 들었는데, “形動詞 ‘됴
타’ 卽 形容詞 ‘됴흔’과 動詞 ‘이다’가 竝合야 題目語 ‘이 집이’
如何타 形容야 說明니 此句語를 原理로만 發表랴면 ‘이 집이 됴
흔이다’라 던지 同格名詞나 代名詞를 用야 ‘이 집이 됴흔 집이다.’
던지 ‘이 집이 됴흔 것이다’  것을 形動詞 ‘됴타’로 簡略히 描言
니라.”라는 설명을 더하고 있다. 이는 “바다가 넓다”와 같은 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논의는 한국어 형용사의 실현에 대하여
‘Be 동사+Adjective’의 영어식 발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의 논의에서는 형용사의 기본형을 명사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하였
기 때문에 부득이 설명하는(서술하는) 형식을 하나의 품사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형용사의 기본형을 서술형으로 할 것인가, 수식형으로 할 것
인가의 문제인데, 영어의 품사론에서는 관형사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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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가 수식 기능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여 형용사로 서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be)동사의 도움을 받아 한다. 이러한 영어 형용사의 성질
을 전제로 하여 국어의 형용사를 설정하고, 서술의 측면에서는 形動詞의 설
정으로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궁억(1913)에서는 “대명형용사란 것은 여러 가지 대명사 중에 형
용사의 성질이 잇는 자니, 그 쓰는 법례를 아래 보이건대, ‘이 붓이 저 붓보
다 낫소.’, ‘어느 때에 오겟소.’, ‘그런 사람이 그걸 해’”라고 정의와
예시를 함께 하고 있다. 여기서 대명형용사는 ‘이’, ‘저’, ‘어느’, ‘그
런’이 해당된다.
남궁억(1913)이 영어문법을 참고했다면 동사는 서술적 기능이 중심이고, 형
용사는 수식 기능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수식
기능과 서술 기능 모두 기술하고 있다. “형용사란 것은 온갓 명사의 성질이
나 상태를 형용하여 말함이라. 그 쓰는 법례는 명사의 우에 놋는 것도 있고
아래 놋는 것도 잇나니, 우에 놋는 것은 가령 원정한 형용사 ‘푸르’에
‘ㄴ’을 밧쳐서 명사 ‘산’ 우에 노흐면 ‘푸른 산’이라 할지오, 아래 놋
는 것은 명사 ‘산’ 아래 형용사 ‘푸르’를 놋고 그 아래 ‘오’ 토를 달
면 ‘산’이 ‘푸르오’라 할지니 이러므로 명사 우에 놋는 것은 항상
‘ㄴ’을 밧치고 아래 놋는 것은 항상 토를 다나니라.”
또한 “수량형용사란 것은 무슨 일이나 물건의 수효 혹 분량을 형용하는
말이니,”하며 정의를 내리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보이고 있다.

(36) ㄱ. 그 말은 온 세상이 아는 것이오.
ㄴ. 겹 저고리에 홋 속것 입엇나.
ㄷ. 선생은 하나요 학생은 쉬흔둘이오.

현대 국어문법에서 관형사나 접두사에 해당하는 것들도 모두 형용사로 보
고 있다. 명사류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이라면 모두 형용사
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 62 -

또한, “적용형용사란 것은 온갓 일이나 물건에 대하여 그 상태나 성질이
나 이름이나 물질을 형용하는 말이니 이를 세 종류에 난혼지라. 일은 상태형
용사, 이는 특정형용사요, 삼은 사물형용사니...”와 같이 정의와 분류를 시도
하며, 특정형용사는 ‘저이가 청년회 회장이오 / 남대문 정거장에 가 보아라
/ 그게 영국 말이오’와 같은 상황에서, 사물형용사는 ‘저 벽돌 담 보아라 /
작년 농사는 대풍이지오 / 동내 사람이 다 모엿더라’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
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정형용사와 사물형용사의 영역이 모호하다. 둘
다 명사이면서 후행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특정형용사가 후행의 명사를 특
별히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사물형용사에서 제시한 ‘벽
돌, 작년, 동내’이 사물이라면 ‘작년’과 ‘동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들에 후행하는 피수식어가 사물이라면 ‘담, 농사, 사람’이 사물이어야 하는
데 ‘농사’가 사물이라는 것이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김원우(1922)에서는 ‘元形容’의 세부 항목에 ‘形名(명사 수
식)’, ‘形動(동사 수식)’의 세부항목을 두었다. 이는 주시경(1908)의 ‘形
容’의 하위 분류와 유사한 점이 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冠形詞는 명사류를 수식하는 품사인데, 초기부터
독립 품사로 존재하지는 못하였다. 기능면으로 본다면 주시경(1908, 1909)의
‘形名’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冠形詞는 冠
詞 및 形容詞와 많은 관련이 있다. 일단, 冠詞에 대한 김규식(1909)의 설명을
살펴 보면, “冠詞라 은 名詞를 限界 形容詞인 每樣 名詞나 代名詞
前에만 置在고 形容詞로 變體되지 아니 것을 云인 其種이 有니
曰 定冠詞 曰 不定冠詞니라.”라고 하였다. 또한, “定冠詞라 은 某的을 擧
論 時에 言者 聽者가 已爲 知了바 特別的을 指名 것을 云인
指示代名詞的 形容詞 ‘그’가 卽 是라. 假令 “그 말 가져오라” 면 아
모 말이나 가져오라  거시 아니오 言者 聽者가 已爲 見엿거나 言論
엿거나 知了 特別 말 가져오라  거시라.”하고, “不定冠詞 某的
을 擧論 時에 特別 것을 指目지 아니고 其的의 等級 중 아모 거시던지
不定 ‘일’을 論인 數量的 形容詞 中 ‘’이 卽 是라. 假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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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오날 왓쇼” 면 엇더한 사람이던지 하이 온 거시오 特別한 사
이 온 거시 아니라.”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영어의 ‘a’와 ‘the’에
상당하는 예문을 제시하면서 定冠詞와 不定冠詞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그가
영어의 冠詞 개념을 가지고 위와 같은 국어의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
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을 계속한다.
“然이나 韓國語에 語尾의 變化를 多用으로 每樣 定冠詞 ‘그’와 指
示的 代名詞 ‘그’를 明白히 分明야 用치 아니 時가 多고 又 不定
冠詞 ‘’을 落고 言 時가 多니라. 假令 “‘그’  죰 쥬시오”
면 言者가 聽者의 便에 近在 冊을 指示야  바도 되면 他處에 在
고 言者 聽者가 知了바 特別 冊을 指目 것도 되니라. 又 不定冠
詞를 用야 “ 이 왓쇼”  것을  “사람이 왓쇼” 여도 其意趣
가 別無殊異니라. 由是로 或 曰 韓國語에 冠詞가 無되 其實은 無 것
이 아니오 其作用을 明白히 分析지 아니 所致니라.”하였는데 결국 한국어
에서는 관사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많고, 화자들이 사용해도 충분히 인식
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도 있다.
이후에 이상춘(1925), 김윤경(1932), 신명균(1933) 등에서 冠詞를 제시하였으
나, 김윤경(1932)와 신명균(1933)은 명칭만 약간씩 다를 뿐 김두봉(1916, 1922)
의 ‘언’ 체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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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形詞에 대한 명명은 박승빈(1935: 173-174)에서 볼 수 있다. 注에서 사물
의 형태를 표시하는 단어에 ”(1) 서술어로 사용하는 것을 형용사이라고, (2)
체언을 수식하는 것을 관형사이라고 니. 관형사는 보통의 관념에 형용사와
같이 관찰되는 것임. 그러나 조선어에는 관형사와 형용사가 그 내용의 의의
는 유사하나 문전상에 응용되는 자격은 전연히 서루 다으로써 각별한 품사
로 처리함. 형용사와 관형사를 각이한 품사로 구분함은 주시경씨의 선창이고
그 명칭을 전자는 ‘얻’. 후자는 ‘언’이라고 명명하야씀. 일본어의 형용사
(보통 형용사를 가르침이오, 지정 형용사는 격별이라)는 (1) 서술에 (2) 수식
에 병용됨. 영어의 형용사(Adjective)는 관형사와 가틈. 서술어로는 쓰디 못하
고 보어가 될 뿐임.” 이렇게 관형사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1937)의 ‘어떤씨’도 그 명칭만 다를 뿐, 박승빈의 ‘冠形詞’와 같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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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형용사의 수식 기능과 서술 기능에 대하여 이
시기의 문법가들은 형용사가 가진 수식 및 서술 기능 중에서 서술 기능이 주
가 되는 것은 형용사로, 수식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은 ‘언’이나 ‘冠詞’를
거쳐 ‘冠形詞’38) 혹은 ‘어떤씨’로 하여, 형용사에서 관형사를 독립시키
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이어갔다.

3.5. 부사, 감탄사
副詞 各論에서는 일단 주시경(1908)에서의 논의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의
논의에서 “形動은 動作을 形容단 말인데 動作만 形容는 것 안이요 形
容이나 形動도 形容는 것이니라.”고 언급이 있었는데, ‘形動’이 ‘動
作’, ‘形容’, 그리고 ‘形動’을 형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의 국어
문법서에서도 부사의 기능적 특징으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같은 부사를 수
38) 박은석(2015)는 한국어의 冠形詞와 중국어의 區別詞 그리고 일본어의 連体詞를 비교한
논의이다. 중국어의 구별사는 형용사와 부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飾詞(수식언)에
해당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어의 관형사나 일본어의 연체사와 같이 체언류를 수식하는
독립 품사로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시경의 形容이 관형사와 부사의 성질을 모두 가지
고 있다가 주시경(1910)의 ‘언’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가 되어가는 과정과 비교가
되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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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다는 점을 대체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形動’은 현재의 副
詞語와 대체로 일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희상(1909)에서는 副詞는 ‘動詞 修飾 副詞’, ‘形容詞 修飾 副
詞’, ‘副詞 修飾 副詞’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사에 현재 국어 문
법에서 接頭辭에 해당하는 ‘새-’, ‘시-’도 포함하였다.
남궁억(1913)에서는

부사를

‘원정부사(본래부사)’,

‘변성부사(전성부

사)’로 형태상으로만 분류했고, ‘변성부사’는 ‘형용사로부터 전성한 부
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국어문법의‘명사+부사격조사’인 副詞語 構
成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유사하게 여러 문법서들에서 원래부터 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것
들과 전성으로 인해 부사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 ‘變體副詞’,
‘變性副詞’, ‘變格副詞’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안확(1923: 38)에서는 “副詞라 하는 것은 動詞 形容詞 밋 副詞에 副
하야 其意義를 制限하고 副飾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있다. 또한, 안확(1923:
39-40)에서는 “그런데 副詞는 制限을 主하는 것인고로 他種 元詞라도 語를
制裁하는 意味를 帶하는 것은 다 이를 副詞라 하나니라”라고 하며, “기는
드시 오너라”, “날도록 만들다”, “적게 주다”, “산에서 온다”, “아침
에 먹엇다”와 같은 예를 들었다. 즉, 제재하는 의미를 띠는 것을 다 부사로
보는 것은 축자적으로는 ‘意味’라고 하였으나, 그의 품사 체계가 기능을
중시하는 체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것들을 ‘變體副詞’라 하
고 있다.
감탄사 부분에서는 感動詞와 感歎詞의 명칭 문제, 感歎詞의 위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유길준(1897-1904)에서는 ‘感歎詞’였는데, 유길준
(1909)에서는 ‘感動詞’로 바뀌었다. 한편, 주시경(1909)에서는 ‘感動’이라
고 하였고, 안확(1923), 이완응(1929), 박상준(1932)에서는 ‘感動詞’라 하였
다.
그러나

김희상(1909),

김규식(1909),

남궁억(1913),

김원우(1920),

이필수

(1922), 이규방(1922), 이상춘(1925), 홍기문(1927), 이병기(1930), 박승빈(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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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신명균(1933), 심의린(1936)과 같이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感歎詞’
를 사용하였다.
感歎詞의 種類로는, 이상춘(1925)에서는 ‘喜悅’, ‘悲哀’, ‘驚歎’,
‘憂慮’, ‘憤怒’, ‘覺悟’등의 감탄사의 종류들을 소개하였고, 신명균
(1933)에서도 ‘喜悅’, ‘驚異’, ‘呌呼’, ‘對答’, ‘認定’, ‘憂愁’의
감탄사를 소개하였다. 둘을 비교해보면 감탄사의 종류가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고유어 술어를 쓰는 김두봉(1916, 1922)에서는 감탄사를 ‘늑’이라고 하
고, 그 종류로 ‘깃븜늑’, ‘놀람늑’, ‘부름늑’, ‘이름늑’, ‘녀김늑’,
‘걱정늑’을 제시하였다. 이규영(1920)에서도 김두봉(1916, 1922)와 같이
‘늑’을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지만, 강매·김진호(1925)에서는 ‘늒임
말’을 사용하고, 이에 “깃븜, 노염, 슲움들에 늒이어 지연이 내는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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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말이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현배(1930, 1934, 1937)에서는
‘느낌씨’라 하였는데, 특히 최현배(1937)에서는 ‘감정적 느낌씨’, ‘의지
적 느낌씨’로 분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장지영(1937)에서는 ‘늑씨’로 하
고, ‘깃븜늑(歡喜)’, ‘슬픔늑(悲哀)’, ‘놀람늑(驚恐)’, ‘걱정늑(憂慮)’,
‘깨달음늑(覺悟)’으로 이를 분류하였다.
주시경(1914)에서는 그의 이전 문법서와 달리‘임’에 포함시켰는데, 현대
국어문법에서 관형어에 해당하는‘언’과 부사어에 해당하는‘억’도 포함시
켜서, ‘언’의 영역이 가장 확대되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명칭면에서는 ‘感歎詞’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 할 수 있고 ‘感動詞’가 소수라고 할 수 있다. 일본문법에서도 ‘感歎
詞’와 ‘感動詞’의 공방이 있었으나, 대개 ‘感歎詞’로 기울어진 후에 도
입되었기 때문에 ‘感歎詞’가 압도적인 것인 것으로 보인다. 김두봉(1916)
이후에 주시경계는 대체로 ‘늑’, ‘늒임말’, ‘느낌씨’, ‘늑씨’ 등의
술어를 사용하였다. 감탄사의 세부적으로는 일부의 문법서에서 유사한 세부
항목들이 보인다. 즉, ‘기쁨’이나 ‘놀람’, ‘걱정’, ‘부름’을 나타내는
세부항목들이 다수이고, 일부는 ‘대답’이나, ‘각오’, ‘인정’ 등을 나타
내는 세부항목을 넣기도 하였다. 이 감탄사의 위치에 대하여 심의린(1936)에
서는 ‘文의 머리에 붙는 것’, ‘文의 밑에 붙는 것’으로 분류한 바 있다.
결국 심의린의 문법서에서는 감탄사가 문장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는가에 대
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문장의 맨 앞에 붙는 것들과, 문장의 맨 끝에 붙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현재 국어문법에서 말하는 感歎詞의 獨立語的 性格
을 문장에서의 자리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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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사
현재 국어문법 체계에서는 주로 명사에 후행하여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
계를 나타내는 것들을‘助詞’라고 한다. 그리고 이 助詞는 기능의 차이에
따라 크게 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 명사구를 이어주는
접속 조사로 나뉜다.(유현경 외2018: 296)
그러나 이 시기의 문법서에는 현재의 국어문법 체계에서 助詞에 해당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助詞라는 용어는 같지만 품사 범주는 현재와 다
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들을 살펴보면 크게 분포와 기능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분
포를 고려한 것을 본다면 유길준(1897-1904), 김규식(1909), 안확(1917)에는
‘後詞’라는 품사가 있다. 품사명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단어에 후
행하는 분포적인 특성을 명칭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後詞’라는 품사명은 일본의 문법서인 中根淑(1876)에서도 발
견할 수 있다. 일본의 에도시기 영어문법에서는 ‘preposition’을 ‘處前辭,
前置辭, 前詞, 前置詞’39)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영어의
‘preposition’과 기능이 유사하면서, 주로 명사에 후행하는 것이므로 ‘後
詞’를 일본어 문법서에서 창안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본어와 마찬가
지로 한국어도 명사에 후행하면서 영어의 ‘preposition’의 기능을 하는 단
어들의 부류를 설정하려면 적절한 품사명이 필요한데, 일본 문법서를 참조한
유길준이 이 ‘後詞’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길준(1897-1904)의‘後詞’
는 다시 ‘主格’, ‘賓格’, ‘動體’, ‘止體’로 나누어져 主格에는
‘이’ 賓格에는 ‘을’ 動體에는 ‘으로’, 止體에는 ‘에’가 배정되었다.
결국 품사명은 분포를 고려하고, 하위 항목에서는 기능을 고려한 것이 되었
다.
그러나 유길준(1909)에서는 분포를 고려한‘後詞’가 없어지고 이러한 단어
39) 윤영민(2016ㄴ)에서는 ‘處前辭’는 澁川敬直(1840)《英文鑑》에서, ‘前置辭’는 竹內宗
賢·小原亨(1856)《和蘭文典讀法》, ‘前詞’는 竹內宗賢·小原亨(1856)《揷譯俄蘭磨智科》,
‘前置詞’는 足立梅景(1866)《英吉利文典字類》등에서 사용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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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능을 고려한 용어인 ‘接續詞’에 소속되어 接續詞 소속에서 主格,
賓格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시경(1910)과 김두봉(1916) 역시 ‘겻’이라는 품사명을 사용하여 분포를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단어의 겻에 있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겻은 현대어의 ‘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겻’은 어
떠한 단어의 곁에서 일정한 기능을 함을 품사명으로 알려주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김희상(1909)의 ‘吐’는 漢文讀法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吐는 漢文法에서 어휘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吐’는 분포보다는 기능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吐’는 명사류에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에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국어문법의 助詞와 語
尾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국어문법에서 사용되는 ‘조사’라는 명칭은 이규방(1922)으로부터
사용되었는데 이규방(1922)의 ‘조사’는 ‘助詞’가 아니라 ‘助辭’이다.
다른 품사명에는 ‘詞’를 사용하였음에 비하여 이 품사명에만 ‘辭’를 사
용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助詞’를 사용한 것은 리필수(1922)부터이다. 이후 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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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이상춘(1925), 이완응(1929), 이병기(1930), 박승빈(1931, 1935, 1937), 신
명균(1933), 심의린(1936) 등에서 사용하여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유사
한 강매‧김진호(1925)의 ‘도음말’이라는 품사명을 생각해 볼 때 ‘助詞’라
는 명칭은 기능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국어문법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하는 것과 비
례하여 그 영역도 문법서마다 다르고, 체계 역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정한 경향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이 시기 문법서들의 전
체적인 흐름은 첫째는 현재의 국어문법에서의 조사와 어미가 吐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틀에서 기술되다가 점차 조사와 어미를 분리하여 기술하는 방
향으로, 둘째는 접속조사와 어미가 접속사의 품사 범주에 있다가 점차 체언
을 접속하는 것은 조사로,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을 접속하는 것은 어미로
분리하여 기술하는 방향으로, 셋째는 격을 나타내는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
사를 분리하지 않고 기술하다가 격조사와 보조조사를 분리하여 기술하는 방
향으로 변화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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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장론 체계
4.1. 문장의 정의
文章論의 연구 대상이 文章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문장론에
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문장이 어떠한 존재이며, 또 그것은 어떠한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초의 국어 문법서의 문법 체계 중 문장론 체계를
조망하기 위하여, 우선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법서가 문장을 어떻게 정의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문장’이라고
부르는 용어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아래는 대표적인 문법서들의 정의들인데, 시대 순으로 나열하여, 어떠한 흐
름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해 보려고 한다.

(37) ㄱ. 유길준(1897-1904): 言語가 相集야 一思想의 完結 時 基長短을
不拘고 愷曰 一篇의 文章이라 니라.
ㄴ. 유길준(1909): 人의 聲音 一團體의 文字로 記錄야 其一定 思想
發現 者이고 一個 思想을 完結 者 皆 文章
ㄷ. 김규식(1909): 詞字를 聚合하여 完全한 思想을 發表하는 것
ㄹ. 김희상(1911): 詞와 吐의 集야 完全 思想 發表 것

(37ㄱ~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초기 문법서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言語, 文
字, 詞字, 詞와 吐를 모으거나 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言語, 文字, 詞字, 詞,
吐 등은 각각의 문법서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을 의미하
는 것이며, 현재의 국어 문법 연구에서 본다면 이것들은 단어이거나 단어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완전한 사상’, ‘사상의 완결’과 같이 문장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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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쓰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들을 모아 놓은 것이 하나의 사상을 빈틈없이
완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의 완결된 사상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주시경은 위와 같은 정의와 기술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 보인다. 주
시경(1910)에서는 문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 가장
근접한 ‘드’를 통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38) 주시경(1910: 37): 한 짠말에 남이가 잇어 다 맞은 말을 다 이름이라.

밑줄친 ‘남이가 잇어’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주시경(1910)의 ‘남이’는
현대 국어 문법에서 ‘서술어’에 해당한다. 위의 다른 정의들과 비교해 보
면 다른 정의에서는 특정한 문장 성분을 가리키는 것이 없이, 단순히 단어들
을 모은 것 정도로만 문장을 정의하였는데, 주시경(1910)에서는 서술어인
‘남이’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장 형성에 있어서 서술어
가 절대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의미의 완결 차원이 아
니라 구조적인 면에서 문장의 정의에 접근했다는 점이 이 정의의 가장 독창
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주시경(1910)의 이와 같은 문장의 정의는 이후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주시경(1910) 이후에도 문장의 정의는 대동소이한데, 그의 제자인 김두봉은
스승인 주시경의 생각을 이어받지 않고 유길준이나 김희상, 김규식과 같이
여러 가지 낱말들을 모아 하나의 생각을 다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39) 김두봉(1916): 여러 가지 씨 곳 낱말을 모아 한 생각을 다 낱아내는 것

위의 ‘한 생각을 다 낱아내는’의 부분과 유길준(1897-1904)의 ‘一思想의
完結’과 유길준(1909)의 ‘一個 思想을 完結’를 비교해 보면 句를 이루는
단어들이 고유어라는 점과 한자어라는 점만 다를 뿐 의미가 정확히 일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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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ㄱ. 안확(1923: 103): 單語의 秩序的 集合을 文 는 文章이라 하나니라. 그런데
秩序的 集合이 라 하는 것은 오직 文法에 倂遵한
集合의 意만 안이오 一個의 思想을 完全히 表出한 幾多
單語의 集團을 指한 것
ㄴ. 강매·김진호(1925: 140): 여러 가지 낱말을 모아 한 생각을 낱아내는 것
ㄷ. 박승빈(1931: 185): 單語가 集合하야서 完結된 意思를 表示하는 것

안확(1923), 강매·김진호(1925), 박승빈(1931)에서도 ‘一個의 思想’ 혹은
‘한 생각’을 ‘완전히’혹은 ‘완결되게’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최현배(1937)는 위의 정의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문장 의미
의 완결성에 독립성을 추가한 것이다.

(41) 최현배(1937: 975): 한 통일된 말로 들어낸 것이니, 뜻으로나 꼴(形式)로나
온전히 다른 것과 따로선(獨立한) 것

위의 정의는 문장 내부의 성격만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라는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문장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다른 문장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과 의미면에서나
형식면에서나 대등한 것이 되어야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정의들을 다시 종합해보면, 문장이라는 것은 대체로 ‘완전한 하나의
사상을 표출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일부 문법서에서는
서술어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문장 내부의 의미적 완결성에
다른 문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용어의 문제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文章’이라는 말
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지만, ‘文章’이라는 술어 대신 다른 술어를 사용
하고 있다.
오옥매(2008: 32)에서는 문장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를 7개를 소개하고 있
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文章’을 비롯하여 ‘句語’, ‘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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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등의 한자어 용어와 함께 ‘드’, ‘월’, ‘글’과 같은 고유어 용어
도 사용되고 있다.
유길준(1897-1904, 1909)와, 최광옥(1908), 이필수(1922), 안확(1923) 등에서
‘文章’을 사용하였다면, ‘文’은 이규방(1922), 이상춘(1925), 이완응(1929),
박승빈(1931, 1935), 신명균(1933), 심의린(1936) 등에서 사용되었다.
‘句語’는 김규식(1909), 김희상(1911, 1927), 박상준(1932) 등에서 사용되
고 ‘句’는 이필수(1922, 1923)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고유어 용어는 앞서 언급한 주시경(1910)의‘드’를 비롯하여,
김두봉(1916, 1922)와 그의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이규영(1920), 김윤경
(1932), 장지영(1937)과 최현배(1934, 1937)에서도 ‘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한편 ‘월’ 대신에 ‘글’을 사용한 문법서는 강매·김진호(1925)
이다.

4.2. 문장 성분
‘文章 成分’이란 용어는 현재의 국어 문법서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 문법서들을
찾아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이 ‘文章 成分’이란 용어는 이 시기의 첫 문법서인 유길준(1897-1904)부
터 사용된 것이 아니다. 유길준(1897-1904)는 ‘성분’과 관련된 용어조차 사
용하지 않다가, 유길준(1909)에 이르러 ‘本原’40)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김규식(1909)에서는 ‘成分’대신에‘部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마침내 김희상(1911)에 이르러 “句語를 組織하는 材料”라는 의미로‘成
分’이라는 술어가 처음 등장한다. 이후, 이필수(1922), 이규방(1922), 안확
(1923), 이완응(1929), 박승빈(1931, 1935, 1937), 박상준(1932), 신명균(1933), 심
의린(1936)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 보편적인 문법 용어로 자리잡았다.
주시경(1910, 1911, 1913)에서는 성분의 의미로 ‘듬’을 사용하였다. 현재
40) 유길준(1909: 91)에서 ‘本原’은 “文章의 組織上 必要 言語의 部分”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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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주어는 ‘임이듬’, 목적어는 ‘씀이듬’, 서술어는
‘남이듬’으로 하였다. 이와 달리 김두봉(1916, 1922)와 그의 영향을 받은
문법서들에서는 위의 성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였는데 김두봉(1916, 1922), 이규영(1920), 강매·김진호(1925), 장지영
(1937)에서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임자감’,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은 ‘풀이감’,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은 ‘매
임감’과 ‘딸림감’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현배(1931, 1934,
1937)의 경우에는‘임자말, 풀이말, 부림말’등으로도 알 수 있듯이‘말’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리해 보면 대체로 1920년대부터 ‘成分’이라는 술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주시경은 ‘듬’으로, 김두봉의 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는 문법서들에
서 ‘감’이라는 술어를 지키고 있는 형세를 알 수 있다.
문장 성분 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 중 대표적인 것이
우형식(2002)이다. 이 논의에서는 190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
어 문법서들에서 문장 성분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상세
히 살펴보고 있다. 본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1900~1929년까지의 문법서를
다룬 제2장과 1930~1945년까지의 문법서를 다룬 제3장이다.
우형식(2002: 94-96)에서는 1900~1929년까지의 문법서의 문장성분 분류 체
계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첫째는 유길준(1909)에서의 ‘總主
語’와 ‘補足語’의 설정, 김희상(1911)에서 ‘이다’를 현재 국어 문법에서
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說明語’의 설정, 김두봉(1916)에서의 딸림감과 매임
감의 구분, 안확(1923)에서의 獨立語의 설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우형식(2002: 147-149)에서는 1930~1945년까지의 문법서에서 앞서 언
급했던 유길준(1909)의 ‘總主語’와 박승빈(1931)의 ‘文主’를 두 용어의
정의41)를 통해 비교하면서, 總主語는 ‘他主語 以上에 在는’ 주어로서 주
어의 하나인데, ‘文主’는 ‘문장 성립의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41) 總主語는 “主語가 他主語 以上에 재야 他主語 及 其動作 若 形式을 統함”으로, 文
主는 “敍述語의 主題되는 主語 以外에 그 文의 主題로 사용되는 단어”로 정의되었다
고 우형식(2002: 148)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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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語의 形便에 依’해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다른 성분만큼의 독자성이 인
정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總主語와 文主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들에
대한 서술어가 된다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補語’에 대하여도 박승빈(1931)과 심의린(1936)은 ‘안해를 삼다’
같은 구성에서 ‘삼다’ 등의 동사에 선행하는 명사, ‘되다, 아니다’에 선
행하는 명사, ‘이다’와 결합해 사용하는 명사를 모두 포괄하여 넓게 해석
하고 있으며, 박상준(1932)는 ‘되다, 아니다, 이다’등의 특정한 용언과 관련
되는 것을 제외한 ‘명사+조사’형식을 補語로 설정한다. 이에 비해서 최현
배(1937)에서는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와 유사하게 ‘이다, 아니다’로 한정하
여 매우 제한적으로 補語가 설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문법서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주어’와
‘서술어’로 규정하고 있는 ‘主語’와 ‘說明語’42)는 문장 성분 체계를
갖고 있는 모든 문법서에 자리를 잡고 있다. 가장 극단적으로 2개의 성분만
명시적으로 보인 김규식(1909)에서도 ‘主語’에 해당하는 ‘題目語’와
‘說明語’는 존재한다.
여기에 유길준(1897-1904)와 김희상(1911)은 ‘客語’와 ‘修飾語’를 더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主語, 說明語, 客語, 修飾語’로 만들어지는 문장 성
분 체계는 다음과 같다.

42) 說明語는 현재 국어 문법의 敍述語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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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유길준(1897-1904)에서는 客語의 하위항목으로 標準客語
와 目的客語가 있고, 김희상(1911)은 主成分과 副成分으로 1차 분류를 하였으
나 ‘主語, 說明語, 客語, 修飾語’의 문장 성분 체계는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주시경은 현재 국어 문법에서 ‘修飾語’에 해당하는 성분의
설정 없이, ‘主語, 說明語, 客語’에 해당하는 ‘임이듬, 남이듬, 씀이듬’ 3
성분으로 성분 체계를 구성하였다.

한편, 유길준(1897-1904), 김희상(1911)과 성분의 수는 같지만, 수식어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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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고 客語를 ‘매임감’에 포함시킨, 김두봉(1916, 1922)와 그의 체계에
영향을 받은 이규영(1920), 강매·김진호(1925), 김윤경(1932), 장지영(1937)는
‘임자감43), 풀이감, 딸림감44), 매임감45)’의 4성분 체계46)를 가지고 있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김두봉(1916)에서는 문장의 주성분인 ‘으뜸감’에는
‘임자감(主格)’, ‘풀이감(說明格)’을 넣고, 부속성분인 ‘붙음감’에는 현
재의 국어 문법에서 관형어에 해당하는 ‘딸림감’과 목적어, 보어, 부사어에
해당하는 ‘매임감(關係格)’을 넣었다.
유길준(1909)는 유길준(1897-1904)의 客語 하위항목 중에서 標準客語에 해
당하는 것을 補足語로 변경하고, 目的客語를 기존의 客語에 그대로 두어 5성
분 체계를 설정하였다.

43)
44)
45)
46)

장지영(1937)에서는 ‘님자감’이라 명명하였다.
강매·김진호(1925)와 장지영(1937)에서는 ‘딸임감’이라 명명하였다.
장지영(1937)에서는 ‘꿈임감’이라 명명하였다.
신명균(1933)의 경우에는 ‘主格, 說明格, 從屬格, 關係格’이라는 한자어 용어로 명명
하였으나, 그 체계는 김두봉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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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체계는 안확(1917), 이규방(1922), 이완응(1929), 박상준(1932), 심
의린(1936) 등에서 유사하게 보인다. 유길준(1909)에서는 補足語로 명명하였으
나, 그 이후의 문법서에서는 대체로 補語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안확(1917)과 다르게, 안확(1923)에서는 文의 제1성분과 제2성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안확(1923: 104-108)에서는 文의 제1성분으로, 主語와 用語
를, 제2성분으로 客語, 補語, 屬語, 獨立語의 6성분 체계를 설정하였다. 안확
(1923)은 主語를 “敍述의 主張되는 者”로 정의하였으며, 用語를 “敍述하는
者”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앞서서 본 主語, 說明語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안확(1923)에서 屬語는 앞에서 보았던 修飾語에 해당하고, 客語, 補語는 유
길준(1909)의 客語, 補足語와 유사하다. 이 체계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獨立
語이다. 안확은 이 獨立語를 “特別한 處格에 在하야 主語 及 用語 等에 總
關係를 有한 것”이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42) ㄱ. 日氣는 가을이 서늘하다
ㄴ. 山과 水에 엇던 것이 됴흔가
ㄷ. 소인지 말인지 무엇이 보인다

(42)의 예문을 보면, 밑줄친 부분이 二重主語文의 大主語 역할도 하고,
‘山과 水에’, ‘소인지 말인지’는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구의 역할을 하
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일단 다른 성분에 넣지 못해서 ‘獨
立語’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세 문장을 보면, 문장의 맨 처음에 오는 것
은 기능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분포면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길준(1909)에서 主語의 하위항목으로 總主語를 설정한 것과, 안확
(1917)에서 유길준(1909)와 같은 방식으로 總主語를 설정한 것에서 다른 성분
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獨立語가 되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아울러 안확(1923)
의 獨立語는 현재 국어 문법에서 문장 내 감탄사 단어에 해당하는 獨立語와
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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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빈(1931)은 위의 문장 성분 체계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構造로 본 成分’과 ‘任務로 본 成分’으로 대별하고,
‘構造로 본 成分’하위 항목으로 單語, 句, 節 등을 설정하고 있다. 대체적
인 문법서들에서 문장 성분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성분 체계를 수립하는데, 박승빈(1931)은 문장의 구조적인 요소인 單
語, 句, 節까지 성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任務로 본 성분’에는
‘主語, 敍述語, 目的語, 補語, 修飾語’와 함께, ‘文主’라는 성분을 설정하
였다. 이 ‘文主’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어 문법에서 ‘二重主語
文’으로 보고 있는 문장의 ‘大主語’혹은 ‘서술절을 가진 주어’의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이 文主는 박승빈(1931, 1935, 1937) 문장론의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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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1934)에서는 ‘월의 조각’ 부분에서 문장 성분 체계를 다루고 있
다. 김두봉(1916, 1922)보다 훨씬 성분을 세분화하여 ‘임자말, 풀이말, 기움
말, 부림말, 꾸밈말, 홀로말’의 6성분 체계47)에 다시 ‘꾸밈말’을 ‘어떤
말’과 ‘어찌말’로 하위 분류하였다. 김두봉(1916, 1922)과 비교해 본다면,
김두봉의 ‘매임감’을 현재 국어 문법에서의 補語에 해당하는 ‘기움말’과
目的語에 해당하는‘부림말’로 나누었고, ‘홀로말’ 새로 설정한 차이가
있다. 대신 ‘꾸밈말’의 하위 항목인 ‘어떤말’, ‘어찌말’은 김두봉의
‘딸림감’과 ‘매임감’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홀로말은 獨立語로 병기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안확(1923)의 獨立語와는 성격이 다르다. 최현배(1934)의 獨立語는 “월의 가
운데서 다른 조각들과 형식상 긴밀한 관련이 없이 거의 따로서는 조각”이라
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 문장으로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43) ㄱ. 아버지, 손님이 오셨습니다.
ㄴ. 그러나, 그는 속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43)을 살펴보면, 사람을 부르는 말이나, 문장이 시작할 때 쓰이는 문장 부
47) 우형식(2002)에서는 상위 항목인 ‘꾸밈말’은 성분의 수에 넣지 않고, 하위 항목인
‘어떤말’, ‘어찌말’을 성분의 수에 넣어 7성분 체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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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류를 독립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장 내에
있으나, 다른 성분들과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적인 성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
한 성분을 ‘홀로말(獨立語)’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1937)의 체계는 최현배(1934)의 것과 약간 다르다. 성분의 이름이나
수는 같지만, 위계는 같지 않다. ‘임자말, 풀이말, 부림말, 기움말’을 ‘으
뜸조각’의 하위 항목으로 두었고, 최현배(1934)의 ‘꾸밈말’이 ‘붙음조
각’이 되어 ‘어떤말, 어찌말’을 하위 항목으로 두고 있다. ‘홀로말’의
경우에도 상위에 ‘홀로조각’을 두어 ‘X조각’이 ‘Y말’의 상위 항목으
로 신설된 것이다.
위의 문장 성분 체계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문법서들이 전혀 다른 성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사한 점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선
문법서들의 체계가 후대의 문법서들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補語의 설정과, 수식 대상에 다름에 따른 修飾語의 분화, 문장 내의 다른
성분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지 못하는 독립어의 新設은 문장 성분의 수를 늘
려주는 동시에, 더 정밀한 성분 연구로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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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주어와 설명어
주어에 대하여 유길준(1897-1904)에서는 ‘其作用을 起며 性質을 呈기
에 主되 語’라고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새가 운다”에서 ‘새’, “힘이
굳세다”에서 ‘힘’과 같은 것을 주어로 보았다.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새가’나 ‘힘이’까지를 주어로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
다. 유길준(1897-1904)에서 ‘가’나 ‘이’를 주어의 한 부분으로 넣지 않은
것은 名詞나 代名詞만을 주어로 인식하고 後詞와 결합한 것은 주어로 인식하
지 않은 듯하다. 주시경(1910)에서 ‘임이’에 ‘임이빗’을 결합한 ‘임이
듬’을 상정한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길준(1897-1904)의 後詞
는 이들 명사들에 결합하는 ‘格’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길준(1909)에서는 주어에 대하여 “思想 發現케  主格
의

體言”으로

정의하고

있다.

‘主格의

體言’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길준

(1897-1904)에서와 마찬가지로 “달이 밝다”와 같은 예에서 ‘달’만 주어
로 보았다.
유길준(1909)에서는 주어를 ‘形式에 因한 區別’로 한 개의 주어로 성립하
는 것을 單主語, 두 개 이상의 주어로 성립한 것을 複主語로 보았다. 그리고
“가을은 달이 밝소”와 같은 문장 안에서 ‘가을’과 같은 것들을 總主語,
“놉흔 산”과 같이 수식을 받아 주어가 된 것을 修飾主語로 나누고, ‘性質
에 因한 區別’로 “산이 놉흐어”에서 ‘산’과 같은 단순한 주어인 ‘文法
上 主語’와, “놉흔 산”과 같이 문법상 주어에 수식을 더한 것을 ‘論理上
主語’로 하여 나누었다. 유길준(1909)의 ‘단주어/복주어’는 안확(1917)에서
도 볼 수 있다.
김규식(1909)는 ‘主語’라는 용어가 아닌 ‘題目語’를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그 성질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호랑이가 간다”라는 예에서 ‘호랑
이’까지만 제목어가 된다는 점은 유길준의 문법서와 동일하다.
주시경(1910)에서는 위에서 본 유길준(1909)의 예문 “달이 밝다”에서
‘달’에 해당하는 것을 ‘임이’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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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빗’이라 하여, 이 둘을 합한 것을 ‘임이듬’이라 하였다. 현재 국어 문법
차원에서 보면 이 ‘임이듬’이 주어에 해당한다. 주시경(1910)에서는 ‘임이
듬’을 수식하는 ‘임이금’까지 더해 ‘임이붙이’라는 용어도 제시하고 있
다.
김두봉(1916, 1922)에서는 주로 주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임자감’을 들었
다. “문장의 주가 되는 것”, “임자가 되는 것”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이규영(1920), 강매·김진호
(1925), 김윤경(1932), 장지영(1937)에서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들 문법서에서는 현재 국어 문법의 주어에 해당하는 임자감과 서술어에 해당
하는 ‘풀이감’을 합하여 “월을 이룸에 으뜸되는 조각이라 하여”‘으뜸
감’이라는 상위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최현배(1934, 1937)에서는 ‘임자
감’이라는 용어 대신에 ‘임자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두봉(1916, 1922)와 다른 점은 ‘풀이감’에 해당하는
‘풀이말’에 그치지 않고 현재 국어 문법에서 補語에 해당하는 ‘기움말’
과 目的語에 해당하는 ‘부림말’까지를 합하여 김두봉(1916, 1922)의 ‘으뜸
감’에 해당하는 ‘으뜸조각’을 설정한 것이다. 김두봉(1916, 1922)의 체계
라면 이는 ‘매임감’까지 ‘으뜸감’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두봉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강매·김진호(1925: 141-143)에서는 이
‘임자감’을 ‘글을 이룸에 임자되는 조각’이라 하고, 그것을 다시 “홋된
임자”인‘홋임자’, “여럿으로 된 임자”인 ‘뭇임자’, “마디를 풀이로
삼은 임자”인 ‘큰임자’, “조각마디의 임자”인 작은임자로 분류하였다.
특히 ‘홋임자/뭇임자’의 대비는 유길준과 안확의 ‘단주어/복주어’의 대
비와 매우 유사하다.
다음은 說明語이다. 說明語는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는 ‘敍述語’에 해당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길준(1897-1904, 1909)를 비롯한 많은 문법서에서
‘說明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어문법의 敍述語에 대하여는
유길준(1897-1904: 第二編2ㄱ)에서 ‘說明語’를“其主語의 作用及性質을 說
明 語”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광옥(1908), 김규식(1909), 김희상(1911),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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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1917, 1923), 이규방(1922), 이필수(1922), 이완응(1929)에서도 ‘說明語’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1930년대의 문법서들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說明語는 아니나, 김원우(1922)는 ‘說明體’, 이상춘(1925)는 ‘說明
部’, 신명균(1933)은 ‘說明格’과 같이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는 ‘敍述語’, ‘術語’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敍述語’는 박승빈(1931, 1935, 1937), ‘術語’는 박상준(1932), 심의린
(1936)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고유어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시경(1910)과 김두봉(1916, 1922)
등이 있다. 먼저 주시경(1910: 41-42)는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라는
예문에서 ‘남이’는 ‘먹’, ‘남이빗’은 ‘소’, 이 둘을 합친 ‘남이듬’
은 ‘먹소’가 된다. 그리고 ‘먹소’를 수식하는 ‘잘’은 ‘남이금’이 되
어 ‘잘 먹소’는 ‘남이붙이’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敍述
語에 해당하는 것은 ‘남이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두봉(1916, 1922)에
서는 ‘풀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역시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이규
영(1920), 강매·김진호(1925), 김윤경(1932), 장지영(1937)에서도 같은 ‘풀이
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현배(1934, 1937)은 ‘풀이말’이라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길준(1909: 96-97)은 說明語 역시, ‘形式에
因하는 區別’로 하나만 있는 것을 單說明語, 둘 이상 되는 것을 複說明語라
하는데, 이는 안확(1917)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유길준(1909: 97-98)에서
는‘文法上 主語/論理上 主語’와 같은 방식인 ‘性質에 因하는 區別’로, 文
法上 說明語는 단순한 설명어를 의미하고, 論理上 說明語는 文法上 說明語에
修飾語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
강매·김진호(1925: 143-144)에서는 ‘풀이감’을 세분하여, 하나만 있는
풀이감을 ‘홋풀이’, 여럿으로 된 풀이를 ‘뭇풀이’로 나누었다.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도 문장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어와 서술어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문법서에서도 그 둘은 성분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김두봉(1916, 1922) 등에서는 ‘으뜸감’으로, 안확(1923)에서는
‘第一成分’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규식(1909)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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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赤身句語’에 ‘題目語’와 ‘說明語’ 두 성분만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문장론 체계에서 이 두 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20
세기 초의 국어 문법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4.2.2. 객어와 보어
客語에 대하여는 유길준(1897-1904: 第二編2ㄱ-2ㄴ)에서 “說明語가 他動詞
되 時 其目的 삼 語를 要며 又 自動詞及他動詞가 皆 其動作에 係
 標準을 要니 其目的 又 標準되 語를 曰 客語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현재 국어문법에 설정되어 있는 目的語와 유길준의 客語
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유길준(1897-1904)의 예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4) ㄱ. 구름이
主語
ㄴ. 바람이
主語

산을

덥펏다.

目的客語

說明語

비를

산으루

모러온다.

目的客語

標準客語

說明語

(44ㄱ,ㄴ)에서와 같이 객어 중에서 ‘산을’, ‘비를’과 같은 ‘目的客
語’만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目的語’로 볼 수 있고, ‘標準客語’인
‘산으루’는 현재의 국어문법에서라면, ‘目的語’가 아니라, ‘敍述語’에
해당하는 ‘說明語’인 ‘모러온다’를 수식하는 ‘副詞語’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산으루’에 대하여 ‘說明語’
를 수식하는 ‘修飾語’로 보지 않고 ‘客語’의 하위 범주인 ‘標準客語’
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 문장에서 說明語 ‘모러온다’는 ‘모러오는’
대상과 ‘모러오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선행하는 두 성분을
‘客語’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보면 ‘標準客語’는 현재
국어문법에서의 필수적 부사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유길준(1909)에서 이 ‘標準客語’를 ‘補足語’로 변경한다. 명칭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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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客語’의 하위항목에서 ‘客語’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로 위상이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이 ‘補足語’의 정의가 모호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한 名詞가 主語, 客語의 자리에 不在한 것”이라는 정의를
볼 때, ‘補足語’가 어떠한 기능을 가진 성분이 아니라 主語나 客語 자리에
없는 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국어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補語’
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안확(1917)의 ‘補語’에 대한 정의는 유길준(1909)의 ‘補
足語’의 정의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語義의 不分明한 處를 副詞로
써 補足하나니...”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語義의의 불분명한 부분을 補足
하는 성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품사상으로 ‘副詞’를 지목한 것을 보면
‘名詞’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길준(1909)에서는 ‘名詞’였던
‘補語’가 몇 년 후인 안확(1917)에서는‘副詞’가 된 것은 아래의 예문을
보면 더욱 의문이 생긴다.

(45) ㄱ. 물은 나진데루 흐른다. (유길준 1909)
ㄴ. 물은 나즌데로 흘너간다. (안확 1917)

유길준(1909: 102)에서 ‘나진데루’ 전체에 표시를 하였지만, 정작 설명은
‘나진데’만 ‘補足語’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길준(1909)에서는 名詞
가 補足語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안확(1917)의 ‘나즌데루’는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는 명사에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로 규정되겠지만 안확(1917)에
서는 이러한 부사어를 품사 ‘副詞’로 규정했기 때문에 품사가 달라진 것이
다. 결국 이 상황은 ‘副詞와 副詞語의 未分化時期’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이후, ‘補語’는 이규방(1922), 이완응(1929), 박승빈(1931, 1935, 1937), 박
상준(1932), 심의린(1936)에서 하나의 成分으로 자리잡았다. 이규방(1922: 198)
에서는 ‘補語’를 “名詞, 代名詞로 成하여 主語, 說明語, 客語 以外에서 文
意를 完全히 함에 不可缺한 語”로 정의하고 있다. 명사나 대명사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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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주어, 설명어, 객어가 아니라고 기술한 점에서는 유길준(1909)와 유사하
나, 문장의 뜻을 완전하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성분임을 기술한 점에서는
안확(1917)의 정의에 가깝다. 여기에 ‘不可缺한’이라는 기술을 생각하면 문
장의 필수성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규방(1922: 199)의
예이다.

(46) ㄱ. 袁世凱가 大總統이 되다.
ㄴ. 優等生이 校長에게 賞品을 받다
ㄷ. 月色이 눈과 같다
ㄹ. 나는 서울 사오

(46ㄱ~ㄹ)에서 밑줄친 부분들을 보면, 뒤의 조사까지 補語로 본 것이 아니
라 명사, 대명사 부분까지만 補語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국
어 문법, 특히 학교문법에서 ‘보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동사 ‘되
다’앞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補
語보다는 副詞語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補語에 대한 정의는 이완응(1929)과 심의린(1936)에서 더욱 정교하게 진화
한다. 이완응(1929: 179)에서는 “主語, 客語及 說明語의 外에 不可不 補치 아
니하면 文意를 完全히 하기 不能한 時에 必要한 語”로 규정하고,

(47) ㄱ. 리태산 씨가 회쟝이 되엿다
ㄴ. 나는 그 사람으로 알엇다

(47ㄱ,ㄴ)과 같은 예문을 들어, “客語도 아니고 說明語도 아니며, 없으면
文意를 完成키 不能한 語임으로 特히 補語라 名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
의 내용을 통하여 보어의 설정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의에서는, “補語는 名詞, 代名詞, 數詞로
成하고 其下에는 各種의 助詞가 伴하나니”라고 하여 補語가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구성으로 된 성분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국어 문법에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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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補語의 개념에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예는 현재의 것
보다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48) ㄱ. 광음은 살과 같소
ㄴ. 달이 공즁을 건너간다
ㄷ. 션이 도에게 풀을 힌다
ㄹ. 내가 의쥬를 갓다왓소
ㅁ. 나는 친구를 영등포지 젼송하얏소
ㅂ. 편지가 동경서 왓소

동사‘같다’에 선행하는 ‘명사+조사’구성을 비롯하여, 피동사 ‘힌
다’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 쓰인, ‘명사+조사’구성, 여기에 ‘가다’,
‘오다’의 목적이 되는 장소 뒤에 ‘을/를’이 결합한 것까지 보어로 보았
다는 점이 補語의 넓은 영역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의 학교문법에서처럼 ‘이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補語의 개념은
최현배(1934, 1937)에 들어와서 가능하게 되었다. 최현배는 이 ‘補語’를
‘기움말’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최현배(1934: 170) “잡음씨가 풀이말이
될 적에는 반듯이 그 실질적 생각을 나타내는 말로 기워야 하나니, 그 깁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최현배(1934)의 잡음씨는 ‘이다’, ‘아니다’이므로
현재의 학교문법에서의 補語의 필요 조건과 일치한다.

(49) ㄱ. 고래는 고기가 아니다.
ㄴ. 이것이 먹이다.

최현배(1937)은 여기에 더해 다른 문법서들을 상정하면서 “기움말의 범위
를 여러 가지로 잡는 일이 있으나, 나는 우(잡음씨가 풀이말이 될 적)와 같은
한 가지 경우에만 限하였노라”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움말과 부림말(目
的語)의 짜힘’부분에서 “기움말은 임자씨로만 되기도 하고, 임자씨가 토씨
를 더불어 되기도 한다.”라고 하여, 補語의 구성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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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현배(1934, 1937)에서 ‘기움말’을 설정한 가장 큰 의미는 주시
경과 주시경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현재의 補語에 해당하는 성분을 독립
성분으로 설정한 것이다. 주시경을 비롯하여, 김두봉(1916, 1922)부터, 김두봉
의 영향을 받은 장지영(1937)까지 현재의 補語에 해당하는 성분은 ‘매임
말’ 안에 현재의 目的語 성분과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현배의
‘기움말’ 설정은 큰 의의가 있다.
다시 ‘客語’로 돌아오면, 유길준(1897-1904)에서 客語의 하위 항목으로
‘標準客語’와 ‘目的客語’를 설정하였는데, 유길준(1909)에서는 標準客語
가 補足語가 되고 目的客語만이 客語로 남게 되었다. 客語는 현재의 국어 문
법에서는 目的語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문법서부터 ‘객어’는 문장
성분의 하나로 계속 존재해 왔다.
유길준(1909), 김희상(1911, 1927), 안확(1917, 1923), 이규방(1922), 이필수
(1922), 이완응(1929), 박상준(1932), 심의린(1936)에서 ‘客語’를 사용하였고,
김원우(1922)에서는 ‘客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주시경(1910)에서는 ‘씀이듬’이 ‘客語’에 해당한다. ‘씀이듬’
의 재료가 되는 명사는 ‘씀이’라 하고, 그 곁에 붙어 ‘씀이듬’을 만들어
주는, 현재의 目的格助詞에 해당하는 것이 ‘씀이빗’, 그리고 ‘씀이’를 앞
에서 수식해 주는 修飾語를 ‘씀이금’이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씀이’에
‘씀이빗’과 ‘씀이금’이 결합해 확장된 것을 ‘씀이붙이’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김두봉(1916, 1922)를 비롯한, 그의 영향을 받은 문법서에서는 客語
에 해당하는 성분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敍述語인
‘풀이감’과 관계를 ‘매임감’에 소속하게 하였다. 이 매임감에는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副詞語, 補語’에 해당하는 것들도 함께 소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目的語’를 사용하는 문법서는 박승빈(1931,
1934, 1937)이다. 박승빈(1931: 185)에서 ‘目的語’는 “敍述語가 他動詞인
境遇에 그 動作의 目的되는 事物을 表示하는 單語”를 말한다. 서술어가 타
동사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동작의 목적이 되는 사물을 표시하는 단어여
야 한다는 것의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目的語의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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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근접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 뒤의 조사까
지를 목적어로 보지 않는 것이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目的語와 다른
점이다.

(50) ㄱ. 漁父가 고기를 자브오
ㄴ. 學生이 글을 닐급니다

‘고기를, 글을’까지 밑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목적이 되
는 사물을 표시하는 名詞 단어까지만 표시되어 있어 현재의 目的語의 영역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4.2.3. 수식어
유길준(1897-1904: 第2編3ㄱ)의 修飾語는 현재 국어 문법에서 관형어와 부
사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主語, 客語, 說明語에 添附하여 修飾하는 語”로
정의하고 있다. 主語와 客語가 명사류이고, 說明語가 동사나 형용사류이기 때
문에 관형어와 부사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유길준
(1897-1904: 第2編3ㄱ)에서는“修飾語는 添附 原語 上에 居이 正則”이
라 하여, 수식어가 분포하는 위치도 설정한 바 있다. 한국어의 수식 구조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
길준(1897-1904)에서 사용한 용어 修飾語는 최광옥(1908), 유길준(1909), 김희
상(1911, 1927), 안확(1917), 이완응(1929), 박승빈(1931, 1935, 1937), 박상준
(1932), 심의린(1936)에서도 사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주시경(1910: 38)에서는 ‘금이듬’을 사용하였다. ‘금이’
역시 수식을 하는 단어로, 여기에 수식어로 만들어주는 ‘금이빗’과 결합하
면 문장성분인 ‘금이듬’이 된다. ‘금이듬’ 역시 “금낸다 하는 금이니
‘가르치’의 뜻과 한가지로 씀이 요 알에도 다 이러함”라는 정의를 가진
‘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쉽게 풀이한다면, ‘금낸다’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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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르치다’의 의미를 기술하였으나, 현재 국어문법서에서 많이 쓰
는 표현인‘한정한다’의 의미로 써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시경(1910)의
‘금이듬’역시, 유길준(1897-1904)의 ‘主語, 客語, 說明語’를 모두 수식한
다는 점에서 유길준의 ‘수식어’와 기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유길준(1897-1904)으로부터 주시경(1910)에 이르기까지 ‘主語, 客語, 說明
語’를 수식하였는데, 이는 김두봉(1916, 1922)에 의해서 양상이 달라진다.
김두봉(1916)에서는 꾸미는 대상에 따라 修飾語에 해당하는 것을 ‘딸림감’,
‘매임감’으로 나누었다. 일단 유길준(1897-1904)의 修飾語에 해당하는 것을
“월을 이룸에 붙음되는 조각”이라 하여 ‘붙음감’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항목으로 “몸씨 우에 있어 이에 딸리어 쓰이는 조각”은 딸림감으로, “씀
씨 우에 있어 이에 매이어 쓰이는 조각”은 매임감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몸씨’는 현재의 ‘체언’에 해당하고, ‘씀씨’는 용언에 해당하는데, 이
러한 하위 항목의 설정은 修飾語 체계의 分化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후,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이규영(1920), 강매·김진호(1925), 김윤경(1932)도 김두
봉과 같은 修飾語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장지영(1937)에서는 ‘임감’,
‘꿈임감’이라 하고, 신명균(1933)에서는 ‘從屬格’, ‘關係格’이라 하여
용어만 약간 다를 뿐 체계는 동일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修飾語에 대하여, 이규방(1922: 199)에서도 ‘裝飾語’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의 정의는 “修飾語라도 云하나니, 以上 主語, 說明語, 客語,
補語 外에 더욱 文意를 明確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최현배(1934, 1937)에서는 ‘꾸밈말’아래에‘어떤말’과 ‘어찌말’을 하
위 항목으로 두었다. 최현배의 ‘꾸밈말’은 “월 가운데에서 다른 말을 꾸
미는 말”로 정의되었는데, 최현배의 용어‘월’이 현재의 ‘문장’을 의미
하므로, 위의 정의를 다시 풀면 “문장 가운데에서 다른 성분을 꾸미는 성
분”이 된다. 그리고 이 ‘꾸밈말’은 “임자씨를 꾸미는 말”인 ‘어떤말’
로, “풀이씨를 꾸미는 말”인 ‘어찌말’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임자씨’
는 현재의 ‘주어’에 해당하고, ‘풀이씨’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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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ㄱ. 밝은 달이 솟았소
ㄴ. 바람이 몹시 분다

위와 같은 예문에서 ‘밝은’은 주어를 꾸미는 말인 ‘어떤말’이 될 것이
며, ‘몹시’는 서술어를 꾸미는 ‘어찌말’이 될 것이다.
안확(1923: 107)에서는 ‘屬語’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의 ‘屬語’는
“主語, 用語, 客語, 補語 等의 上에 在하야 其語를 修飾 制限하는 것”인데,
유길준(1897-1904, 1909)와 같이 수식의 기능을 가진 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2) ㄱ. 푸른 이 픠다
ㄴ. 이 모도 픠다
ㄷ. 내가 됴흔 사람을 만낫다
ㄹ. 어름은 찬 물로 되나니라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主語 ‘이’를 수식하는 것, 현재의 서술어
인 用語 ‘픠다’를 수식하는 것, 客語 ‘사람을’ 수식하는 것, 補語 ‘물
로’를 수식하는 것이다. ‘屬語’라는 용어의 의미를 逐字的으로 연상해 보
아도 ‘修飾의 기능을 가진 成分’을 나타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리필수(1922: 102)의 ‘補助語’는 명칭만 보아서는 ‘補語’를 연상하게
되는데, 정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一文句에서 主語나
客語나 說明語의 義을 더 補助하야 表示하난 者”로 되어 있어서 主語, 客語,
說明語를 모두 수식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면, ‘큰, 굵은, 깊이’를 모두
補助語로 본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補助語가 ‘義을
더 補助하야 表示하난 者’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53) 큰[補助語] 아희가[主語] 굵은[補助語] 나무를[客語] 깊히[補助語] 심었다[說明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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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성분의 배열과 생략
성분의 배열은 곧 문장 내의 語順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분의 배열 혹은
배치에 대하여 유길준(1897-1904)에서는 “主語 上에 居과 說明語 下
에 居이 正則이니라”라고 규정하였다.
유길준(1897-1904) 이후에도 성분의 배열과 생략에 대하여 다룬 문법서들이
많은데,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김희상(1911)에서는 ‘句語의 組織法’ 항
목에서 정서법, 도치법, 생략법, 감탄사의 용법을 다루었고, 현재의 複文에 해
당하는 ‘複句語의 組織法’ 항목에서는 連接法과 排置法으로 크게 나누고
배치법에 正序法과 變置法을 두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正序法은 주어는 위
에, 설명어는 아래에, 객어는 주어와 설명어의 사이에 놓이고, 수식어는 그
수식하는 말의 위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倒置法은 正序의 원칙을
변경하여 그 순서를 도치하는 법으로, 主語와 說明語의 倒置, 客語의 倒置를
들 수 있다. 한편, 省略法은 구어의 일개 부분을 생략하는 것으로, 주부의 생
략, 설명부의 생략, 객부의 생략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감
탄사의 용법’인데, 여기서 감탄사는 “一句語의 위에 있어 情만 發表하는
것”으로 기술하여, 감탄사의 위치가 항상 문장의 선두에 있음을 보이고 있
다.
김두봉(1916, 1922), 강매·김진호(1925), 김윤경(1932)는 ‘감의 벌임과 감
의 줄임’에서 이를 기술하고 있다. 강매·김진호(1925: 151-152)에서의 설명
을 살펴보면, 감의 벌임의 원칙으로, 첫째, 임자감은 풀이감보다 먼저, 둘째,
딸임감은 임말보다 먼저, 매임감은 씀말보다 먼저라 하여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의 줄임에서는
“글을 짬에는 그 앞 뒤의 만남과, 쓰어오던 버릇으로 말미암아 감을 줄이고
쓰는 일도 있나니”라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괄호 부분이 생략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54) ㄱ. 임자감의 줄임: (너는) 무엇을 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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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풀이감의 줄임: 저이는 어디로 (가느냐)
ㄷ. 딸임감의 줄임: 바람 앞에 (있는) 초불 같다
ㄹ. 매임감의 줄임: 그 사람은 (옷을) 잘입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략의 조건이다. “그 앞 뒤의 만남과, 쓰어
오던 버릇으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을 앞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문법서
인 이완응(1929: 185)에서도 ‘文의 전후 관계, 또는 종래의 관습에 의하야’,
박승빈(1931: 190)에서도‘文의 전후 관계, 일반의 관용, 대화 당시의 배경’,
박상준(1932: 194)에서도‘전후의 관계 또는 종래의 관용, 생략해도 語義가
명백한 경우’와 같이 유사한 조건들이 달려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생략의 조건은 ‘전후 조건과 관습에 의한 것’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전후 조건’은 같은 단어로 된 성분과 성분이 서로 만났을 때나,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앞에 있는 성분이 뒤에 다시 같은 성분으로 나왔을 때, 생략
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종래의 관습은 “(福童아) 어듸 가
느냐 ”에서와 같이, 국어 명령문에서는 청자가 화자의 앞에 있는 경우 2인
칭 주어를 생략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일반적인 어순은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라 할 수 있다. 여기
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수식어가 된다면,‘수식어-피수식어’
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안확(1923: 114-115)에서도 “單文의 各 成分은 一定한 位置가 有하야 排列
의 順序를 違키 不可하니라”라고 정의하며, 현재와 유사하게 성분의 순서를
명시하고 있다.

(55) ㄱ. 主語 – 一句의 首位
ㄴ. 用語 – 一句의 末位
ㄷ. 客語, 補語 – 一句의 中位
ㄹ. 屬語 – 各語의 上位

위의 내용을 보면 주어가 맨앞인 首位에, 지금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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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맨뒤인 末位에, 그 사이에 지금의 목적어와 보어인 客語와 補語가 위치한
다. 따라서 현재 국어 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순 체계는 비교적 빨리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분의 생략에 있어서도 성분의 전후 관계나, 명령문에서의 2인칭
생략 같은 국어의 구어적 특징이 조건이 되어 생략이 가능함을 대부분의 문
법서에서 기술하고 있어, 이 시기의 문법가들이 성분의 생략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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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와 절
4.3.1. 구
이 항에서는 문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구와 절에 대하여 이 시기의 문법
가들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유길준(1897-1904)에서는 “句를 言詞의 聚集 者라도 完結치 못 者니
曰 名詞句 曰 形容詞句 曰 副詞句가 是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명사
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분류하였다. 먼저 명사구는 “言詞가 相集야 名詞
의 用을 成 자”로 정의하였는데

(56) ㄱ. 울고 가 져 기러기
ㄴ. 집 지은 모양
ㄷ. 기 쉬운 일

(56ㄱ~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보는 名詞節과 같은
구성도 名詞句로 보고 있다.
형용사구 역시 “言詞가 相集야 形容詞의 用을 成 者를 云이니,
種種 詞下에 動詞의 各節 分詞及 接續詞 ‘의’를 合으로 立 者”라
하여 현재의 冠形詞句와 함께 명사 뒤에 ‘의’를 넣은 형식도 형용사구의
범주에 넣고 있다.

(57) ㄱ. 의 부탁 바든
ㄴ. 지혜 잇
ㄷ. 졈어실 의

(57ㄱ~ㄷ)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句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같이 있는 ‘의 부탁 바든’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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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는 관형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
길준(1897-1904)의 句는 문장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점에서 현재의 句와 같지
만 내부의 구조가 다르므로 현재의 句와 같은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다. 한편, 부사구는 “言詞가 相集야 副詞의 用을 成 者를 云이니,
種種 詞下에 原副詞의 諸語及 後詞 ‘에’, ‘로’의 添附로 立 자”
라 하였다.

(58) ㄱ. 못 본 쳐름
ㄴ. 가지고도 아니 가진 득히
ㄷ. 오날 아참에
ㄹ. 일 져녁로

첫 번째 예문에는 두 가지 흥미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의 표현으로 해석한
다면 ‘못 본 것처럼’으로 ‘본’과 ‘처럼’ 사이에는 ‘것’이 있고,
‘처럼’은 명사 ‘것’에 후행하는 ‘조사’인데, 이 문법서에서는 ‘처
럼’이 원래부터 부사인 ‘原副詞’로 설정되어 있다.
두 번째 예문에는 ‘득히’가 原副詞로 현재의 국어문법에서 말하는 副詞
句를 형성하는데, 단어의 어휘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듯이’와 같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명사 뒤에 ‘에’나 ‘로’를 넣어서 부사구를 형
성한다는 점은 현재의 국어 문법의 관점에서는 매우 특이한 기술이라고 판단
된다.
유길준(1909)에서는 ‘句’와 더불어 ‘節’도 설정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는 ‘句’를 “두 개 以上의 本原이 連綴集合하여 複雜한 一個 思想을 表出
하나 完全한 節을 이루지 못하는 것. 主語와 說明語 中 하나가 없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유길준(1897-1904)에서는 句와 節을 분리하지 않았는데, 유길
준(1909)에서 와서 句와 節을 분리하게 되었다.

(59) ㄱ. 名詞句: 나라의 근본 백셩이라 / 밝은 달밤에 기럭이의 소리
ㄴ. 形容詞句: 달밝은 밤 / 멀히 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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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添附詞句: 달밝은 밤에 기럭이가 울고 간다 / 거울처름 물이 맑다

(59)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副詞句’를 ‘添附詞句’로 용어를 바꾸어
‘名詞句, 形容詞句, 添附詞句’로 하위 분류하였는데, 유길준(1897-1904)에서
의 예처럼 현재의 節과 같은 형식을 갖는 예는 하나도 없고, 온전한 句의 예
만 제시하여 그의 이론의 진전을 보여준다.

주시경(1910)이나 김두봉(1916)에서는 ‘句’라는 용어를 보기 어렵다. 다만
김두봉(1916)에서는 임자감 부분의 “벌과 나비가 날아온다”라는 문장에서
‘벌과 나비가’를 ‘뭇임자’, 풀이감 부분의 “벌이 노래하며 나르오”라
는 문장에서 ‘노래하며 날으오’를 ‘뭇풀이’딸림감 부분의 “날래고 사나
운 범”에서 ‘날래고 사나운’을 ‘뭇딸림’, 매임감 부분에서 “크고 좋게
만들고나”라는 문장에서 ‘크고 좋게’를 ‘뭇매임’이라 하여 句와 유사한
형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성분의 확장형일 뿐, 문장의
구성 단계인 ‘單語->句->節->文章’에서의 句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두봉의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은 후대의 문법서들에
서는 句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안확(1923: 108-109)에서는 句를 ‘完全한 文을 成치 안 한
詞의 集合’으로 규정하고, “充分한 文의 形體를 具치 안 한 것이나 語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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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値는 有한 것이니 此等句에는 形容詞句, 副詞句, 又 名詞句의 稱이 잇나니
라.” 하며 구를 세분화하고 있다. 안확(1923: 108-109)에서 설명하고 있는 句
가 유길준의 句보다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충
분한 문의 형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주어와 서술어를 온전히 갖추
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박승빈(1931)의 句는 위의 것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句’를 “單語의 集合이 主部와 敍述部의 組織을 가초디 못한 것으로서 結
合된 意義로 一團이 되야서 文의 成分되는 使命을 行하(單語의 代身)는 것”
이라 하고, 名詞句, 冠形詞句, 副詞句, 敍述語(用言)句, 接續詞句, 感歎詞句로
하위 분류하였다. 敍述語(用言)句, 接續詞句, 感歎詞句가 매우 독특한 부분인
데,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

(60) ㄱ. 名詞句: 가기가 어렵다
ㄴ. 冠形詞句: 고우ㄴ 이 푸였다
ㄷ. 副詞句: 아이가 방에서 자오 / 손이 크게 깃버하오
ㄹ. 敍述語(用言)句: 빛이 불그며 푸르르며 하다
ㅁ. 接續詞句: 그 사람이 매우 늘것다 그러하나(그러나) 아직도 健康하다
ㅂ. 感歎詞句: 됴ㅎ다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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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詞句, 冠形詞句, 副詞句는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데, ‘冠形詞句’라는 용어는 박승빈(1931)이 최초이다. 그런데 이들 세 句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면, 현재의 시각으로서는 句가 아니라 單語로 보아야 하
는 것들이 많다. 정의에서‘단어의 집합’을 句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박
승빈(1931)의 품사체계에서는 이들이 1개의 단어가 아니라 2개의 단어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가’와 ‘기’가 각각의 단어인 셈이다. 따라서
박승빈(1931)의 名詞句, 冠形詞句, 副詞句는 현재의 것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敍述語(用言)句, 接續詞句, 感歎詞句는 다른 문법서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句의 설정으로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4.3.2. 절
이에 비해 절은 구와 구들이 모여 만드는 것으로 현재의 국어문법에는 주
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을 ‘節’이라고 한다. 유길준(1909)에서 節은
‘名詞節’, ‘形容詞節’, ‘添附詞節’, ‘獨立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
하였으며, “文章 같이 그 本原을 갖추었으나 複雜한 文章의 部分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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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ㄱ. 名詞節: 文章 中에 있어 그 資格이 名詞와 같은 것
ㄴ. 形容詞節: 文章 中에 있어 그 資格이 形容詞와 같은 것
ㄷ. 添附詞節: 文場 中에 있어 그 資格이 添附詞와 같은 것
ㄹ. 獨立節: 文章 中에 있어 다른 말과 對等한 資格을 가진 것

유길준(1909)의‘名詞節’, ‘形容詞節’, ‘添附詞節’은 같은 문법서에서
제시한 句의 체계‘名詞句’, ‘形容詞句’, ‘添附詞句’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독특한 것은 바로 평행하지 않은 獨立節이다. 名詞節,
形容詞節, 添附詞節이 전체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라면, 獨立節은 문장 내의 다른 다른 절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어
서 이질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절과 문장의 관계’, ‘절과 절의 관계’에
따라 節의 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유길준(1909)만이 아니다. 김두봉(1916)의 경
우에도 그렇고, 최현배(1934, 1937)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법서들이 이 두 가
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節의 여러 항목들을 설정하고 있다. 다시 獨立節로 돌
아와 아래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62) ㄱ. 산 놉고, 물 곱다
ㄴ. 힘 산 히고, 긔운 셰상 덥흐도다

(62)의 예문을 보면, 獨立節의 정의에서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문장 안
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유길준(1909)에서는 문장의 종
류를 單文, 複文, 重文의 3체계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重文에 해당하는 것이
위의 예문이다. 따라서 獨立節의 설정은 重文의 설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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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1916, 1922)에서는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글의 마디’라 하였다. ‘節’의 고유어 뜻이 ‘마디’이므로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김두봉(1916, 1922) 역시 유길준과 마찬가
지로 ‘마디[節]와 월[文章]의 관계’, ‘마디[節]와 마디[節]의 관계’에 따라
마디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김두봉(1916)은 “월의 으뜸감 곳 임자감과 풀이감
을 갖호고도 오히려 월의 한 조각 되는 것”을 ‘월의 마디’라 하였다. 이
마디는 다시 홋마디와 거듭마디로 나누어지는데, ‘홋마디’는 “마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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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것”을, ‘거듭마디’는 “마디가 여럿인 것”을 가리킨다.
홋마디에는 “마디가 서로 같은 값으로 갈서는”홀로마디, “월의 한 임자
나 풀이 노릇하는” 조각마디, “몸씨에 딸리어 쓰이거나 씀씨에 매이어 쓰
이는”붙음마디, “붙음마디를 둔”으뜸마디로 하위 분류된다. 유길준(1909)
의 獨立節이 위의 홀로마디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둘 다 문장 내에서의
절의 기능과는 관계 없이 다른 節 혹은 마디와의 관계를 통해 생겨난 개념이
기 때문이다. 조각마디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붙음마디는 문장 안의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
는 것, 으뜸마디는 이러한 수식 기능을 가진 절과 공존하는 절, 특히 붙음마
디에 수식을 받는 절을 의미한다.
한편, 거듭마디에는 “홀로마디가 거듭하여 끝 못난” 줄마디, “조각마디
가 거듭하여 끝 못난”겹마디, “붙음, 으뜸마디가 거듭하여 끝 못난” 덧마
디로 하위 분류된다. 풀이하면 독립절들이 거듭되어도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문장의 일부로만 존재하면 줄마디가 되고, 문장에서 주어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거듭되어도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으면 겹마디가 되며,
수식하는 절과 수식받는 절이 거듭되어도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으면 덧
마디가 되는 것이다. 이 거듭마디의 하위 분류는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김
두봉(1916)의 월의 갈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월, 겹월, 덧월’의 항목들
과 평행을 이루게 된다.
김두봉(1916)의 마디 체계는 이규영(1920), 김윤경(1932), 신명균(1933), 장지
영(1937)에서는 홋마디 체계만 제시되었는데, 신명균(1933)에서는 용어를 ‘獨
立節, 部分節, 附屬節, 主節’로 설정하여 ‘홀로마디, 조각마디, 붙음마디,
으뜸마디’와 평행을 이루게 하였다. 한편, 장지영(1937)의 경우에는 ‘홀로
마디, 조각마디, 붙음마디’는 설정되어 있으나, ‘으뜸마디’는 빠져있다.
이와 달리 강매·김진호(1925: 154)에서는 ‘節’을 ‘글의 마디’로 명명
하여 “글의 으뜸감 곳 임자감과 풀이감을 갖오고도 오히려 글의 한 조각 되
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김두봉(1916)의 홋마디와 거듭마디 체계를 모두 받
아들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규영(1920), 김윤경(1932), 신명균(1933),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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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에서 문장의 종류를 ‘홑월’과 ‘거듭월’로 간략히 분류한 것에 비
하여, 강매·김진호(1925)에서 ‘홋글, 줄글, 겹글, 덧글, 모임글’로 자세히
분류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마디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문장의 종류도 더욱 상세히 분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안확(1923: 110)에서는 節을 “完全文의 相結한 者”로 규정하고, 이들을
둘로 나누어 ‘同位節’은 “兩節이 何等 差別의 意思가 업는 것”으로,
‘屬節’은 “他節의 條件的 從立됨을 謂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3) ㄱ. 매화가 픠고, 새가 울다
ㄴ. 달이 발그면 별이 드물다 / 갑군은 패하얏스나 을군은 니겻다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매화가 픠고’와 ‘새가 울다’는 兩節에 차별
이 없기 때문에 同位節에 해당하고, ‘달이 발그면’은 ‘별이 드물다’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갑군은 패하얏스나’도 ‘을군은 니겻다’의 양보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 屬節이라고 할 수 있다.

박승빈(1931)에서 節은 “文의 一部로 된 單語의 集合으로서 그 內容에 主
部와 敍述部의 組織 卽 文됨의 資格이 具備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문법서에도 절은 문장의 자격을 갖춘 것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안확(1923)에
서 본 바와 같이, 절과 절의 관계를 중심으로 먼저 분류하고, 다음으로 節이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재차 분류하고 있다. ‘對等節/獨立節’은
“各各 獨立한 두 節이 單히 助詞의 接續에 因하야서 한 文으로 된 境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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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兄은 아오를 사랑하고, 아오는 兄을 恭敬하오”와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하여 ‘從屬節/付屬節’은 “한 節이 그 文의 成分으로 된
境遇”라 하면서, 名詞節에는 “李君이 돈을 바다쓰ㅁ이 分明하오”와 같은
예문을, 冠形詞節에는 “아이가 자는 房이 하다”와 같은 예문을 들고,
副詞節에는 “高君이 滋味 잇게 이야기하오 / 高君 저 달이 디도록 노르시
오”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유길준(1909)에서 ‘形容詞節’로 명명하였던 것
이 박승빈(1931)에 이르러 ‘冠形詞節’로 변경되었고, 이 용어는 현재의 국
어 문법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한편, 최현배(1934)에서는 ‘마디’에 대하여 “임자말과 풀이말을 갖훈 월
이 끝나지 아니한 때문에 그 독립성을 잃어 버리고 다른 월의 한 조각이 되
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도 문장이 되지
못한다는 기술은 앞에서 본 정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법서에서는 마디의 갈래를 마디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 특징이
다. 그러나 ‘맞선마디’와 같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눈 것도 있다. 먼저 임자마디[體言節]는 “월의 임자말 또는 부림말이 되어
서 임자씨처럼 쓰히는 마디”로 설명되어 있는데,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
어가 되어서 현재의 체언처럼 쓰이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맛이 달기가
꿀과 같다 / 나는 비가 옴을 좋아하오”와 같은 예문에서 밑줄친 부분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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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디가 된다. 다음은 풀이마디[用言節]로 “월의 풀이말이 되어서 풀이씨처
럼 쓰히는 마디”를 이른다. 이것도 풀이하면 문장의 서술어가 되어서 현재
의 용언처럼 쓰이는 것을 말한다. “오늘 밤은 달이 밝다 / 토끼는 앞발이 짜
르다”와 같은 예문에서 밑줄친 부분이 풀이마디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떤마
디[冠形節]는 “임자씨로 된 여러 가지 월조각을 꾸미는 어떤말이 되어서 어
떤씨처럼 쓰히는 마디”로 현재의 관형사절 혹은 관형절과 일치하는 마디이
다. “組織이 科學的인 한글은 모든 것이 가난한 조선에 짝이 없는 보배이
다”에서 밑줄친 부분이 어떤마디이다. 한편, 어찌마디[副詞節]는 “월의 어찌
말이 되어서 어찌씨처럼 쓰히는 마디”로 현대의 부사절과 일치하는 마디이
다. “우리 학교의 정원은 그 배치가 썩 아름답게 꾸미어 졌다”에서 밑줄친
부분이 어찌마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맞선마디[對立節]은 “아래 우 두 마디가 서로 같은 갑어치를
가지고 마주서는 마디”로 정의되어 있다. ‘서로 같은 갑어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다른 마디들
이 문장과 절의 관계에 주목한다면, 맞선마디는 절과 절의 관계에 주목한다.
결국 같은 것이지만, 김두봉(1916)의 ‘홀로마디’가 독립의 어감을 갖게 한
다면, 최현배(1934)의 ‘맞선마디’는 상대가 있는 대결의 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달은 밝고, 별은 드물다”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맞선마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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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문장의 종류
4.4.1. 구조에 따른 분류
이제 문장의 종류를 문장의 구조에 따라, 그리고 문장의 의의에 따라 나누
어서 보고자 한다. 먼저 구조에 따라 살펴보면, 유길준(1897-1904, 1909)는
‘單文-複文-重文’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單文은 말 그대로 단순한 문
장인데,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의미한다. 유길준(1897-1904)에서도 한
개의 주어에 한 개의 설명어를 가진 문장을 단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유길준(1897-1904)에는 重文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고, 이 重文 대신
에 聯搆文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大槻(1897)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大槻(1897: 263)에서 “두 文을 연락시켜, 한 文으로 구성하는 것을
聯搆文이라 한다48). ”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고 있다.

(64) ㄱ. 꽃 피고 새 운다. (花咲き,鳥鳴く.)
ㄴ. 물 맑으면 큰 고기 살지 않는다. (水清ければ,大魚棲まず.)
ㄷ. 봄 지나, 여름 오는 듯

(春過ぎて,夏来たるらし.)

유길준(1897-1904)에서도 聯搆文을 “二文을 聯絡야 一文을 搆成
者”로 정의하고, “說明語의 語尾 變化로 助動詞 中止段의 ‘고’, ‘며’
等語及 接續詞連體 ‘즉’, ‘고로’ 等語를 因야 其聯絡 法으로 文을
變야 句를 成 者”로 설명하고 있다. ‘文을 變야 句를 成 者’
라는 것은, 이 문법서에서는 句와 節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문장
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문장의 일부분이 됨을 말하는 것인데, 文章이 節로 쓰
이는 것을 의미한다. 유길준의 예는 아래와 같다.

(65) ㄱ. 비 오며 바람 분다
48) 원문은 “二文を聯絡しめて、一文に構成するを聯搆文とい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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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물이 말근즉 고기가 업니라

(65)의 예문을 보면, 대등한 두 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으므로, 현재
의 국어 문법에서 보편적으로 ‘重文’이라고 부르는 문장의 형식과 일치한
다. 특히, 유길준의 예 “물이 말근즉 고기가 업니라”는 위에서 제시한 大
槻文彦(1897)의 세번째 예와 너무 닮아서, 유길준이 얼마만큼 大槻(1897)의 영
향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후에 유길준(1909)에서는 이 聯搆文을 重文으
로 변경한다.
複文은 문장의 구조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길
준(1897-1904)에서는 복문을 ‘二個 以上 主語及 說明語를 合 자’규정하
였다. 그리고 아래에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孝悌忠信은 身을 立
 大本이오 禮義廉恥 己를 行 先務니라.”에서‘孝’,‘悌’,‘忠’,
‘信’을 각각의 主語로 본 점이 매우 독특하다. 또한, ‘複文’을 ‘二個 又
二個 以上의 單文이 相結하야 主從의 關係를 含한 者’로 규정하였는데,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단문이 주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複
文과도 유사한 기술을 하고 있다. 유길준(1897-1904, 1909)에서 시작된 3종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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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유사한 3종 체계는 후대의 많은 분법서에서 수용되었다. 김규식(1909)
에서는 ‘單純句語, 複雜句語, 連結句語’체계로, 이필수(1922)에서는 ‘單句,
複句, 獨立句’의 체계로, 이완응(1929), 심의린(1936)은 역시 ‘單文-複文-重
文’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시경(1910)의 경우에는 수많은 문장의 예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들기는 하였으나, 문장의 분석에 치우쳐 유길준(1897-1904, 1909)와 같이 문
장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김두봉(1916)은 ‘홋월-줄월-겹월-덧월-모월’의 5종 체계를 보이고 있다.
홋월은 “월의 감만 갖추고 월의 마디는 갖추지 아니한 월”로,

줄월은

“둘로부터 둘 더 되는 홀로마디들이 서로 줄달아 이루어진 월”, 겹월은
“조각마디를 갖춘 월”, 덧월은 “붙음마디와 으뜸마디를 갖춘 월”로 정의
하였으며, 이러한 월들이 모인 더 큰 월을 ‘모월’ 이라 하였는데, 이 모월
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66) ㄱ. 줄마디를 다시 홀로마디나 조각마디나 붙음마디나 으뜸마디로 삼은 월
ㄴ. 겹마디를 다시 홀로마디나 조각마디나 붙음마디나 으뜸마디로 삼은 월
ㄷ. 덧마디를 다시 홀로마디나 조각마디나 붙음마디나 으뜸마디로 삼은 월

김두봉(1916)의 홋월은 “봄이 한창이로구나.”, “좋은 꽃나무도 많더이
다”와 같이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규정하는 單文이라고 볼 수 있다. 줄월은
홀로마디들이 줄달아 있다고 기술한 점에서 현재의 重文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겹월은 조각마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二重主語文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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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매암이는 소리가 맑다”와 같은 예문을 보면 짐작
할 수 있다. 덧월은 수식 기능이 있는 붙음마디와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주어
와 서술어를 갖춘 으뜸마디가 결합한 것이므로 현재의 ‘複文’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모월은 가장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진 복문 이상의 것임을
위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김두봉의 이러한 5종 체계는 강매·김진호(1925)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문
법서에서는 ‘월’을 ‘글’로 바꾸고 ‘모월’을 ‘모임글’로 바꾸었을 뿐
대부분 체계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규영(1920), 김윤경(1932), 장지영(1937) 등은 이러한 5종 체계가
아니라 간략한 2종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신명균(1933)도 고유어에서 한자어
로만 바꾼‘單文-複文’의 2종 체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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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확(1923: 111)의 경우에는, ‘單文’을 ‘ 一個의 主語와 一個의 用語로
된 者’라고 규정하고 主語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用語’를 등장시켰다. 그
리고, 重文은 대개 대등한 절들이 연결된 문장을 말하는데, 안확(1923: 111)에
서도 역시 重文을 ‘同位節로 成한 者’로 규정하였다. 同位節이라 함은 양
절이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일 것이니,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확(1923: 121)에서는 “이 同位節이
連接함에는 ‘고’, ‘오’, ‘며’ 等 助詞와 ‘한’ 等 接續詞를 含하나
니라.” 라고 중문에 쓰이는 조사와 접속사들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안확(1923: 111)에서는 混合文을 ‘複文과 重文을 雜結한 者’로 규
정하여, 매우 복잡한 문장을 설명라려 하였다. 복문 자체로도 복잡한 구조인
데, 여기에 중문을 더 결합하는 것이라면, 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복잡
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당연 짐작이 된다. 복문으로도, 중문으로도 규
정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술어를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매·김진호(1925)에서도 ‘겹글’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것은 ‘조각
마디를 갖은 글들을 이름.’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매암이
는 소리가 맑다.”와 같은 문장인데, 현재 국어문법에서 이중주어문 혹은 주
격중출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장도 문장론의 내용으로 넣
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1937)에는 일단 겹월을 “둘 이상의 홑월이 그 꼴에서(形式上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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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얽히어서 한 덩이가 된 월”로 기술하고, “한 낱의 월 가운데에 둘이
나 둘 더 되는 마디(節)을 가진 월”과 “임자말과 풀이말의 관계의 성립이
두 번이나 두 번 더 되는 월”(최현배 1937: 1109)이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디의 어우름의 모양을 따라 ‘가진월’과 ‘벌린월’ 그리고 ‘이
은월’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가진월은 “모래벌이 눈이 부시게 히
다”에서와 같이 ‘거느림’의 관계를 마디와 마디 사이에 가지고 있다고 보
았다. 한편 벌린월은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에서와 같이, 마디와 마디
가 서로 나열하는 ‘벌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은월은“얼골은 나쁘되, 맘세는 좋다”에서와 같이 마디와 마디의 ‘어우
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벌림이란 “두 낱의 사물이 각각
제 개성을 또렷이 가지고서, 다만 편의상 한 덩이로서의 다룸을 받기 위하여
임시로 어떠한 필요한 형식을 취한 것” 이라고 최현배는 지적하였고, 어우
름이란 “두 낱이 서로 어울히어서 한 덩이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느림이란 “두 낱 가운데의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지고 또는
거느리고 있는 것”즉, 주종 관계, 지배·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두
봉(1916)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법서들은 ‘홑월-벌린월’체계를 가지고 있
었고, 유길준(1909)와 같은 ‘단문-중문-복문’의 체계를 가진 문법서들은 두
절이 있을 때, 대등 관계인가 주종 관계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
데 최현배(1937)에는 하나의 관계를 더 설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어우름 관
계인 것이다. 최현배(1937: 1131-1132)에서는 이은월을 가진월에서 갈라세운
까닭을 언급하고 있다. 이은월이라 한 것들은 그 앞뒤의 마디가 주종적이 아
니요 동등적인데, 世人은 흔히 그 앞뒤의 마디를 주종적으로 보지마는, 좀 자
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67) ㄱ. 언니는 부지런하지마는, 아우는 게으르다
ㄴ. 그 애가 내 동생인데, 나이가 열 두 살이다.

위의 두 예문을 보면, 도저히 앞마디가 뒷마디를 꾸미는 일만 하는 것(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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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앞뒤의 마디가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제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고, 이 두 절이 주종관계가 아니므로 포
유문의 영역에서 빼내어 이은월(連合文)이라는 새로 文種을 설정한 것이다.
기존의 경우에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절의 결합을 기존에는 주절
과 종속절의 관계로 보아 포유문으로 취급하였으나, 조건은 될지언정 “봄이
오면 꽃이 핀다”와 같이 어느 한 절이 다른 절에 결코 꾸밈은 되지 아니하
는 두 절의 결합을 ‘이은월’로 규정하여 가진월(包有文)에서 독립시켰다.

4.4.2. 의의에 따른 분류
이 항에서는 문장의 의의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김규식(1909)는 ‘布告
句語-問句語-命令句語-提意句語’의 4종 체계를, 김희상(1911)는 ‘平述句語疑問句語-共動句語-命令句語-感歎句語’의 5종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장의 종류에 ‘句語’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법서는 위의 두 문법서와 더불
어 박상준(1932)가 있으나, 박상준(1932)는 문장의 구조에 따른 분류 체계만
있을 뿐, 위의 두 문법서와 같이 의의나 성질에 따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
지는 않다.
우선, 김규식의 포고구어는 김희상의 평술구어와 대체로 일치하고, 김규식
의 문구어는 김희상의 의문구어에 대비된다. 명령구어의 경우에는 두 문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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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도 같은데, 김규식의 제의구어는 김희상의 공동구어와 맞는다. 그러면
김희상의 감탄구어만 남는데, 김규식(1909)에서는 감탄구어가 ‘포고, 문, 명
령, 제의’4종의 구어의 끝에 한 體勢로 가능함을 기술하고 있다.
안확(1917)은 세 가지 체계로 문장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의의상 분
류’, ‘수사상 분류’, ‘성언상 분류’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김규식과
김희상의 문법서와 유사한 체계가 ‘의의상 분류’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
림은 간략하게 그 분류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안확(1917)은 5종으로 문장의 종류를 제시하였는데, 敍說文은 “說明과 判
斷을 言한 것”으로, “공부를 잘하야도 行치 안하면 쓸데업나니라”와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설명과 판단을 말한 것이므로, 현재의 平敍文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命誡文은 “希望과 禁止 戒飭을 표하는 者”로,
“게르지 말고 부지런 하야라”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희망과 금지 등을
표한다고 하니 현재의 命令文과 같다. 疑問文은 “假疑던지 眞疑던지 疑心을
發하는 者”로 정의하고 “日氣가 흐리니 비가 올가”와 같은 예를 들었다.
의심을 발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疑問文과 용어의 명칭뿐만 아니라 성격도 같
다고 생각된다. 共命文은 “我汝를 勿論하고 共同行爲를 命하는 것”으로 설
명하였는데, 김규식(1909)의 提意句語, 김희상(1911)의 共動句語와 유사한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博覽會에 구경하쟈”라는 예를 들
었으므로 현재의 請誘文과도 상통한다. 詠歎文은 “感動의 情思를 表하는
者”로 기술하고 “아지 못게라 世上 人心이여”라는 예를 들었다. 김희상
(1911)의 感歎句語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感歎文과 상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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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修辭上 區別인데 이는 漢文學的인 分類 方法을 연상하게 한다. 안
확(1917)의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8) ㄱ. 理的文: 理性 學識을 由하야 論理的으로 推說하는 것
ㄴ. 氣的文: 血氣 膽力으로 駸駸 奔逸하게 敍하는 것
ㄷ. 情的文: 感情的을 由하야 發敍하는 것
ㄹ. 才的文: 天才에 任하야 機變 神化로 說하는 것
ㅁ. 辭的文: 外式的 修飾을 務하는 것

(68)에서 볼 수 있듯이 ‘理, 氣, 情’등의 개념들은 언어학에서, 특히 서양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문법서에서는 낯선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문장을 보았을 때,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재기발랄한 느낌을 주는지에 따라 종류를 구별한 것인데, 이는 안확
(1917)만의 독특한 문장 분류 체계이다.
세번째는 成言上 區別라는 것인데, 自述語와 引證語로 나누어진다. 안확
(1917: 82)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예문을 들고 있다.

(69) ㄱ. 그 사람이 온다고 하얏는데
ㄴ. 가겟다고

안 왓쇼
하얏쇼

(69)의 두 예문에서 인증어는 첫번째, 자술어는 두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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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안확(1917)에서는 이 자술어와 인증어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
지 않으나, 김희상(1911: 124)에 自述語와 引證語의 정의가 있어 참고하고자
한다.

(70) ㄱ. 自述語: 自意 發表 語.
예) 나는 시골노 가갯다
ㄴ. 引證語: 他人의 所言 引證 語.
예) 나는 시골노 가갯다고 그 사람이 말을 얏오

(70)의 정의를 보면, 自述語는 자신의 의도를 발표하는 것이고, 引證語는
타인이 말한 바를 인증하는 것이다. 예문을 보아도 自述語는 자신이 생각하
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며, 引證語는 남이 말한 바를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自述語는 자신이 말한 바에 대한 인
용으로, 引證語는 타인이 말한 바에 대한 인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춘(1925)에서도 인용과 관련한 문장을 문장 종류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
다. 이상춘(1925)는 의의상 분류 체계에서‘陳述文-命令文-疑問文-感歎文-引
用文’의 5종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김규식(1909)나 김희상(1911), 안확(1917)
에서 제시하였던,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규정하는 ‘請誘文’과 같은 종류는
별도로 두지 않고 인용문을 문장의 종류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춘(1925)에서
인용문은 “다르ㄴ49) 사람의 말을 끌어쓰는 글”로 정의하고 있다.

- 119 -

안확(1923)은 성질상 구별이라는 항목에서 “사상을 발표함에 의하야”다섯
가지로 문장의 종류를 잡았다. 안확(1917)과 비교해 보면 체계상의 차이를 보
인다. 그러나 비교에 앞서 안확(1923)의 ‘敍述文, 疑問文, 命戒文, 希望文, 感
歎文’의 성격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71) ㄱ. 敍述文: 宣明하는 者
ㄴ. 疑問文: 疑質의 意를 發하는 者
ㄷ. 命戒文: 禁止戒飾의 意를 表하는 者
ㄹ. 希望文: 要求의 意를 表하는 者
ㅁ. 感歎文: 感情을 表하는 者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문은 ‘선명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서술
하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문문은 안확(1917)의 설명과 거의 유사하
다. 명계문 역시 별 차이가 없으며, 희망문은 안확(1917)의 공명문에 대비된
다. 감탄문은 안확(1917)의 영탄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
면, 안확(1917)에 존재했던 修辭上 區別과 成言上 區別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다. 6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수정판을 낼 때, 필자가 기술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49) 이상춘(1925)에서는 현재의 관형사형 어미를 어간에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다. 위의 부분
은 원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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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규방(1922)는 ‘文語文’과 ‘口語文’으로 문장을
분류하였는데, 口語文은 “純全한 朝鮮語의 文”으로 정의하고 그 예로“해
는 점을고, 길은 멀다.”와 같은 예를 들었다. 이에 비하여 文語文은 “漢文
에 朝鮮文을 交入함”이라 정의하고 “日은 暮하고, 途는 遠하다.”라는 예를
들었다. 한자성어 ‘日暮途遠’을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어문이 구어
문에 비하여, 체언뿐 아니라 용언에 이르기까지 漢文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
여 주고 있다.
한편, 최현배(1937)은 ‘베풂월-시킴월-물음월-매임월’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유어의 用語를 사용하였지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베풂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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敍述文을 의미하고 시킴월은 命令文, 물음월은 疑問文, 꾀임월은 請誘文에 대
응된다. 이 4종 체계가 현행 국어 문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체계이다. 여기에
感歎文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 4종 체계가 기본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모든 문법서들의 문장 종류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로 의의에 따
른 문장의 종류에는 현재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체계를 가
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引用文이나, 口語文, 文語文을 넣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문법서의 경우에는 漢文學的 체계를 시도하려 했던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문장을 구조적으로만 분류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분류 체계를
시도하려 했던 문법가들의 노력을 쉽게 보아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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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문법가들의 이론적 계보
5.1. 계보 설정의 기준
제5장은 이 시기의 문법가들의 이론적 계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많은 문법가들과 문법서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유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들 사이의 계보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계보
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계보 설정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계보 설정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첫째 기준은 이들이 문
법 체계의 설명을 위해 같거나 類似한 用語를 사용하는가의 여부이다. 용어
가 같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개념이 같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렇게 같
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두 문법 체계는 아주 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기준은 文法 體系의 說明에 같거나 類似한 例를 提示하였는가의 여부
이다. 체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예를 들어 설명
한다면 후대의 문법서가 선대의 문법서를 참고했거나 동시대의 문법서라면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문법서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누
구나 연상할 수 있는 간단한 예문이라면 그러한 추측은 무모할 수도 있으나,
같거나 유사한 예문의 수가 월등히 많거나 결정적인 개념의 설명에서 같은
예를 든다면 두 문법가는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준은 영향받은 논의나 선대 학자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문법의 체
계는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한 스승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수업 받은 동학들
이라면 문법의 기초 형성과정이 같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문법가들 중 상당수는 주시경의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근원을 따져보는 방법을 사용하
면 계보를 그리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스승의 이론을
보완하고 추가하는 모습에서 이론의 발전 양상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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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준은 다른 부류들과 현저히 차이나는 점은 무엇인가의 여부이다.
같은 부류와 다른 부류로 나눌 때, 크게 차이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더욱 큰
상위 항목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면 그들은 같은 부류로 묶이기 어렵다. 따
라서 문법 체계의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찾
아낸다면 그들 이론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5.2. 주시경계
먼저 주시경계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주시경(1876~1914)이 현대 한국
어학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권의 피탈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과학적으로 敎授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
고 시도하고 실험한 학자이자 교육자이다.
주시경이 국어를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는 다시 스승의 길을 따라 국어 연
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시경이 40세가 되기 전에
요절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지 못한 것이다.
주시경의 제자들은 주시경의 문법 체계에 대하여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
지만, 그와 똑같은 문법 체계를 수립한 제자는 없었다. 오히려 스승의 이론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스승의 문법 체계
를 깨고 새로운 체계를 완성한 제자도 있었다.
이에 廣義의 주시경계 학자는 주시경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거나, 주시경의
문법 체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시경의 문법
체계는 매우 독특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한
학자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주시경과 같이 術語에 대하여 고유어를
사용하려고 하였다. 廣義의 주시경계의 가장 큰 무리인 김두봉계는 모두 고
유어 술어를 사용하였다. 그에 비하여 김원우, 이규방, 이상춘, 이병기, 신명
균과 같은 학자들은 주시경의 제자이거나 그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도 고유어 술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주시경의 문법 체계와
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 더 나아가 최현배와 박상준의 경우는 주시경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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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했던 이른바 단어를 최대한 분석해 내는 분석적 체계를 깨고, 용언의 어
간과 어미를 하나의 단어로 보면서, 이른바 준종합적 체계 혹은 절충적 체계
로 넘어간 사람들이다.
다시 정리하면, 김두봉계는 廣義의 주시경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김두봉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은 비교적 짧았지만, 그
의 품사론 체계와 문장론 체계를 따르는 학자들에 이규영, 강매·김진호, 김
윤경, 장지영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인다.
둘째 부류는 한자어로 술어를 사용하고, 주시경의 품사 체계와 유사한 점
들을 일부 가지고는 있지만, 주시경으로부터의 거리가 김두봉계보다는 먼 문
법가들이다. 여기에 김원우, 이규방, 이상춘, 이병기, 신명균 등이 있다.
셋째 부류는 주시경의 분석적 체계를 넘어 종합적 체계로 넘어간 문법가들
이다. 최현배가 대표적이지만, 박상준도 그와 같이 종합적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

5.2.1. 주시경
범주시경계에서 가장 처음 다룰 문법가는 물론 주시경50)이다. 그의 문법
체계는 당대의 시각에서도 현재의 시각에서도 매우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주시경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고영근(1988)은 주시
경의 서거 74주기를 맞으면서 그때까지의 주시경 연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회고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주시경에 대한 연구 성과를 6기로 나누었는데,
제1기(1914-1944)는 추모·추념의 시대, 제2기(1945-1955)는 광복을 계기로 한
유고집의 중판과 한힌샘에 대한 재인식의 시대, 제3기(1956-1965)는 탄생 80

50) 김민수(1962)는 주시경을 추모하는 신명균의 글을 바탕으로 그때까지의 주시경의 생애
와 업적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찾아 서로 맞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비어있는 부분들
을 채우려 한 고심이 보인다. 주시경이 현대적 국어 연구의 시조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논문이 국어학계의 대표 학술지인 《국어학》 1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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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과 85주년을 계기로 한 한힌샘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의 시대로 보았으
며, 제4기(1966-1975)는 탄생 90주년을 계기로 한힌샘 연구의 진전과 자료의
발굴, 제5기는 전기(1976-1985)와 후기(1981-1985)로 나누어,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한 전집 출간과 한힌샘 연구의 성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6기는 1986년 이후로, 학회와 연구소의 발족을 계기로 한 한힌샘 연구의 정
착을 보여준다.
한편, 김민수(1988)은 주시경의 제자인 유만겸의 소장본 《國文文法》을 역
주한 것이다. 이 역주 논문의 225-228면에서 다룬 ‘言分’에서는 전체적인
품사의 분류에 대한 내용과, ‘名號’·‘動作’·‘形容’의 분별에서는 현
재의 명사류와 동사,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 주시경의 초기 품사 분류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한다.
지금부터 주시경의 문법 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주시경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51)

(72) ㄱ. 주시경(1905경): 名號, 形容, 動作, 引接, 間接, 助成, 驚覺
ㄴ. 주시경(1908) : 原軆部-名號, 形容, 動作
關係部-引接, 間接, 助成
ㄷ. 주시경(1909): 動作, 形容, 形名, 形動, 關聯, 接續, 感動, 完句(語体)
ㄹ. 주시경(1910):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기난틀)
ㅁ. 주시경(1913):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씨52)난틀)
ㅂ. 주시경(1914): 임, 엇, 움, 겻, 잇, 긋

51) 주시경이 尙洞私立靑年學院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 《國文文法》에서는 ‘言分’이
라는 명목으로 名號, 形容, 動作, 間接, 引接, 警覺, 助成 등의 7품사를 설정하였는데, 形
容에는 명호를 형용하는 形名과 동작을 형용하는 形動, 형용을 형용하는 形形을 하위 항
목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警覺은 명호의 동작이나 형용을 도와 한 말을 마치는 것으로
현재의 감탄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수(1988), <주시경 「국문문법」 역주>,
《주시경학보》 1, 주시경연구소, 225-226면 참조.
52) 李基文(1976: 53)은 각주에서 ‘기’에서 ‘씨’로 고쳐진 이유에 대해 과일 등의‘씨
가’지니는 의미와의‘有緣性’을 추측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시경이 당시에 읽었
을 《月印釋譜》에서 단어의 의미 풀이에 나타나는 “好 됴 씨라”같은 문장에서
‘~하는 것’의 의미인 ‘씨’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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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를 보면, 주시경(1905경)은 품사의 수가 7개, 주시경(1908)은 6개, 주시
경(1909)는 8개이다. 주시경(1910, 1913)에서 품사의 수가 가장 많은 9개였는
데, 주시경(1914)에서는 품사의 수가 6개로 줄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김병문
(2012: 177)에서는 주시경(1914)의 몸씨(임, 엇, 움) 가운데 ‘엇’과 ‘움’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임’으로 바꾸는 데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활용
의 유무라고 보았다. 즉, 현재의 용어로 한다면,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는 단어들 중에서 활용하는 용언이 아니면 모두 ‘임’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시경의 제자인 권덕규(1929: 79)의 설명은 하나의 단서
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체언 곳 名詞字 또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부사, 접속사를 번역할 때에는 어미의 활용이 없이 조선말에 한자음만 붙이
어 닑고 용언 곳 동사나 형용사를 번역할 때에는 용언의 활용이 있어 곳 어
미를 활용시기어 한자음을 붙이어 닑는 것이다.”하면서 체언의 예로 ‘食(명
사) 밥 식’, ‘善(부사) 잘 선’, ‘復(접속사) 다시 부’를 들고, 용언의 예
로 ‘食(동사) 먹일 사’, ‘善(형용사) 착할 선’, ‘復(동사) 회복할 복’의
예를 들었다.
일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권덕규가‘다시’를 접속사로 보았지만
이 단어의 일반적인 쓰임을 생각하면 부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주시경(1910)의 품사 체계라면‘억’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김
병문(2012)에서 ‘활용의 유무’를 가지고 기준을 세운 것은 큰 틀에서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결국 한자의 훈을 새길 때 ‘임, 언,
억, 놀’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움, 엇’은 문맥에 따라 형태가 변하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면, 주시경(1914)의 ‘임, 언, 억, 놀’이 ‘임’으로
통합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시경(1905경)부터 주시경(1914)에 이르기까지 품사의 수와 명칭을 계속해
서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거듭했는데, 주시경(1910)의 품사명을 바탕으로 하
여 더욱 이론적인 발전을 도모한 무리들은 김두봉과 그의 동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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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김두봉계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두봉과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료들은
품사론의 측면에서는 주시경(1910)의 품사명과 품사 체계를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문장론의 측면에서는 주시경의 체계가 아닌 김두봉(1916, 1922)의 체
계를 수용한 문법가들이 있다. 앞으로 이들을 ‘김두봉계 학자’로 명명하고
그 중심인 김두봉을 필두로 하여 몇몇의 문법가들의 체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김두봉은 주시경의 여러 가지 실험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정하고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의 《조선말본》(1916)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의 품사 체계와 문장론 체계는 매우 안정적이다.

(73) 김두봉의 품사 체계
ㄱ. 김두봉(1916): 몸씨(임), 씀씨(얻, 움), 토씨(겻, 잇, 맺), 언, 억, 늑
ㄴ. 김두봉(1922): 으뜸씨(임, 얻, 움), 토(겻, 잇, 맺), 언, 억, 늑

우선, 김두봉 《조선말본》(1916)은 품사의 수나 명칭으로 보아 주시경
《국어문법》(1910)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191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유어 술어는 유지하였으나,‘끗’ 혹
은 ‘긋’은 ‘맺’으로 ‘놀’은 ‘늑’으로 ‘엇’은 ‘얻’으로 수정되어
설정하였다. 주시경이 수차례 품사의 명칭과 수를 변경하였던 것과 달리 김
두봉은 《조선말본》(1916)에서 《깁더조선말본》(1922)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임’의 하부항목인 현재의 대명사에 해당하는 ‘넛임’을 ‘대임’으로 바
꾼 것을 제외하고는 품사의 수나 명칭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주시경과 김두봉의 품사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명사인 임에 있
다. 서양문법이나 일본문법의 영향을 받은 비중이 큰 문법서들은 명사와 대
명사를 분리한 것에 비해, 주시경과 김두봉은 ‘임’이라는 품사 안에 현재
국어 문법에서 명사와 대명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넣어 분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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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다만 하위 항목인 ‘제임’과 ‘넛임’으로 분류한 것이다. 안확
(1917) 이후에 등장하는 數詞 역시 주시경과 김두봉의 품사 체계에서는
‘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시경과 김두봉의 ‘임’의 영역은
매우 크며, 김두봉이 주시경의 품사 체계를 수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두봉(1916)이‘임’을 ‘몸씨’로 설정하고, ‘얻, 움’을 ‘씀
씨’로 설정한 것은 일본어 문법의 体言,53) 用言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겻, 잇, 맺’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도 일본의 大槻文彦(1897)
에서 ‘てにをは’를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김두봉의 문장론 체계는 스승인 주시경의 문장론 체계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두봉은 주시경이 사용했던 문장 성분 체계 ‘임이듬(주어), 씀이
듬(목적어), 남이듬(서술어), 금이듬(수식어)’대신에,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주어와 서술어에 해당하는 ‘임자감’과 ‘풀이감’을 ‘으뜸감’으로, 곁에
서 이들을 수식하는 ‘딸림감(관형어), 매임감(목적어, 보어, 부사어)’을 ‘붙
음감’으로 설정하였다. 이 문장 성분 체계인 ‘감’의 체계는 이후 김두봉
계의 문법가들에 적극 수용되어, 명칭면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계
자체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김두봉의 ‘마디’ 역시 주시경의 문장론 체계에서는 설정되지 않은 것이
다. 제4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김두봉은 마디의 체계를 홋마디와 거듭마디로
크게 나누고, 홋마디의 아래에 ‘홀로, 조각, 붙음, 으뜸’마디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거듭마디의 아래에는 ‘줄, 겹, 덧’마디를 설정하였다. 한편, 문장의
종류에는‘홋월, 줄월, 겹월, 덧월, 모월’의 체계를 설정하여, 주시경보다 더
욱 체계적인 문장론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규영은 김두봉, 최현배, 신명균, 장지영 등과 같이 주시경에게 직접 가르
침을 받은 제자였지만 요절하였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적다. 실제로, 이규영
(1920)은 그가 죽은 후 권덕규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김해금(2017)은 주시경의

53) 야자와 마코토(2016: 201)에서는 오규 소라이의 《訓訳示蒙》의 내용을 빌어 한자를 크
게 正과 助로 나누고 正을 実과 虛로 더 나누어 実은 体와 用, 虛는 動과 靜으로 나누지
만 이 正/助와 実/虛의 분류는 일본 국학류 문법에 있어서 詞/辞와 体/用의 분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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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많이 있지만 학문적으로 진정한 주시경학파는 주시경, 김두봉, 이규영
으로 보았다. 이규영(1920)의 품사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4) 이규영의(1920) 품사 체계
몸씨(임씨, 얻씨, 움씨), 토씨(겻씨, 잇씨, 맺씨), 모임씨(언씨, 억씨, 늑씨)

(74)의 체계를 살펴보면, 김두봉(1916)의 체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임
씨’를 새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두봉(1916)의 몸씨와
씀씨를 몸씨로 통합하였다. 이것으로 이규영의(1920)은 體言, 用言을 중심으
로 하는 일본어 문법과는 다른 길을 갔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장론에서는 김두봉(1916)의 체계를 많이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규영(1920)
에서는 김두봉의 문장론 체계의 전모는 담지 못하고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
있는데, ‘감’체계는 김두봉의 것과 동일하며, ‘마디’체계는 ‘홋마디’
체계는 제시하고 있으나 ‘거듭마디’체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어
문법의 ‘문장’에 해당하는‘월’체계의 경우 김두봉의 다섯 가지 월을 제
시하지 않고 간략하게 ‘홋월’과, ‘거듭월’만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매·김진호(1925)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75) 강매·김진호(1925)의 품사 체계
이름말, 꼴말, 움즉임말, 꿈임말, 도음말, 잇음말, 늒임말

이 문법서에서는‘언’을 없앤 대신에 ‘언’에 해당하는 것을 ‘꼴말’과
‘움즉임말’의 쓰임[用法]에서 ‘몸말 붙임’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이 ‘몸말 붙임’이라는 용어는 일본어 문법에서의 ‘連体語’를 연상하게
한다.
‘도음말’ 역시, 현재의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끗’과 동사, 형용사 붙는
연결어미를‘아/어서, 아/어야’등을 넣었는데, 여기서도 ‘움즉임말 붙임’,
‘꼴말 붙임’이라는 용어는 일본어 문법의 ‘連用語’를 연상하게 한다.
‘잇음말’은 현재의 조사 ‘와, 과’, 연결어미 ‘이오, 고, 면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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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접속부사 ‘그러나, 하믈며, 또한’과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문장
앞에 ‘또, 혹시, 그러니, 그런즉’ 같은 것들이 있다.
결국 강매·김진호(1925)는 김두봉(1916, 1922)와 같이 고유어 술어를 사용
하였으나 품사의 수와 명칭도 현저하게 다르고 그 영역도 일본어 문법과 유
사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다른 체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
장론 체계에서는 ‘감’체계와 ‘마디’체계에서 김두봉(1916, 1922)의 체계
와 동일하며, ‘월’체계도 ‘월’이란 용어를 ‘글’이라는 용어로만 바꾸
었을 뿐 체계 자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김윤경(1932)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이 이규영(1920)의 품사
체계와 같다.

(76) 김윤경(1932)의 품사 체계
몸씨(임씨, 얻씨, 움씨), 토씨(겻씨, 잇씨, 맺씨), 모임씨(언씨, 억씨, 늑씨)

일본어 문법의 ‘体言’과 한국어의 ‘몸씨’는 얼핏 술어의 축자적인 의
미만 보아서는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한국어 문법의
‘몸씨’에는 ‘형용사’와 ‘동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몸씨’는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장 안에서 뼈
대를 이루는 성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몸씨는 활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지영(1937)의 품사 체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77) 장지영(1937)의 품사 체계
님씨(名詞), 얻씨(形容詞), 움씨(動詞), 겻씨(助詞), 닛씨(接續詞), 맺씨(終止辭),
언씨(冠形詞), 억씨(副詞), 늑씨(感歎詞)

‘임’을 ‘님’으로 ‘잇’을 ‘닛’으로 다르게 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두봉(1916, 1922)와 체계가 같다. 그러나 문장론 체계에서는 이규영(1920)과
마찬가지로 김두봉의 체계의 간략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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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은 ‘감’ 체계에 있어서는 김두봉의 체계와 같으나 ‘마디’ 체계에
서는 ‘홋마디’체계만 제시하였고, ‘월’체계에서도 ‘홑월’과 ‘거듭
월’만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품사론 체계를 정리해 보면, 김두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규영은 김두
봉과 품사 분류가 유사하나 상위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김윤경과 장지영
은 이규영과 품사 분류와 상위 항목도 같다. 한편, 강매·김진호(1925)는 김
두봉(1916, 1922)와 같이 고유어 술어를 사용하였으나 품사의 수와 명칭도 다
르고 그 영역도 많이 다르므로 품사 체계상 이 김두봉계에서 가장 먼 문법서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법서는 문장론에서 김두봉의 체계를 수용하여
거의 유사하므로 이 그룹에 넣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문장론 체계에서는, 김두봉(1916, 1922)와 가장 유사한 것이 강매·김진호
(1925)인데, 용어만 약간 다를 뿐, 복잡한 체계까지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적
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규영(1920), 김윤경(1932), 장지영(1937)
은 김두봉의 문장론 체계 전체를 수용하지 않고, ‘마디’체계나 ‘월’ 체
계에서 간략한 수준에서만 정리하고 있다.
김두봉계의 문법가들의 문법 체계를 살펴보면, 이규영, 강매·김진호, 김윤
경, 장지영에 이르기까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1930년대 후반까지 이
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정리하여 생각해 보면, 김두봉은 스승인 주시경이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합
리적인 품사론 및 문장론 체계의 수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
였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난해했던 주시경의 이론보다 그의 이론을 따르는 문
법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2.3. 최현배와 박상준
최현배도 김두봉과 마찬가지로 주시경의 여러 가지 실험들이 가지는 미비
점과 약점을 보완하려고 계속 노력하였는데, 김두봉이 1910년대에서 1920년
대 초까지 활약한 문법가였다면, 최현배는, 1930년대 이후부터 활약한 문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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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볼 수 있다. 그는 부단한 노력으로 준종합적 체계 혹은 절충적 체계라는
품사론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어학계에 가장 영향
을 많이 준 국어학자 중 한 사람이다.
한편, 박상준은 주시경의 이론에서는 많이 벗어나 보이나, 그의 문법서에서
고유어 품사 술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최현배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

(78) 최현배(1930, 1934, 1937):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즉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품사의 용어는 고유어를 사용하여 주시경계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대명
사와 수사를 명사에서 독립시켰고, 주시경의‘겻’에 해당하는 것들은 ‘움
즉씨’, ‘어떻씨’의 語尾와 ‘토씨’로, ‘잇’에 해당하는 것들도 ‘움즉
씨’, ‘어떻씨’의 語尾와 ‘토씨’로, ‘끗’에 해당하는 것들도 ‘움즉
씨’, ‘어떻씨’의 語尾로 분리하였다. 이는 주시경이 현재 국어문법에서 말
하는 用言의 語幹과 語尾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 분석적 체계의 품사론에
서, 명사와 결합한 助詞는 ‘토씨’라는 단어의 자격을 유지하되, 語尾의 경
우에는 선행하는 어간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보겠다는 준종합적 체계 혹
은 절충적 체계의 새로운 품사론이 등장함을 시사한다.
박상준 역시 최현배의 준종합적 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1932)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79) 박상준(1932)의 품사 체계
體言(名詞, 代名詞, 數詞), 用言(動詞, 形容詞), 助言(副詞, 接續詞, 感歎詞)

그리고 준종합적 체계의 수용과 관련하여, 박상준(1932: 103-104)에서는 다
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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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ㄱ. 산 은 솟았고, 물 은 흐른다.
ㄴ. 벼 를 훑으면서 노래 를 부른다.

(80)의 예에서 여백을 둔 것은 모두 독립된 단어임을 보여준다. ‘산’과
‘은’이 별개의 단어이고, ‘노래’와 ‘를’이 별개의 단어임을 예문에서
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솟았고, 흐른다, 훑으면서, 부른다’는 여백이 없
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단어로, 그리고 하나의 품사로 문법가가 보고 있음
을 알려준다. 이러한 띄어쓰기 방식은 이규영(1920)과 이상춘(1925)에서도 발
견할 수 있다.

(81) ㄱ. 꽃 이 붉 도다.
ㄴ. 나비 가 날 다.

이규영(1920: 62)
이상춘(1925: 124)

그러나 박상준의 품사 체계는 최현배와는 많이 다르다. 體言과 用言에 있
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助言이라는 품사의 상위 항목은 최현배의 품사 체
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장론 체계에 있어서도 최현배
의 문장 성분 체계, 구와 절의 체계, 문장 분류의 체계와 여러 면에서 다른
면이 더 많지만, 그가 품사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문제에 대하여 최현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에서 주시경계 문법 계보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5.2.4. 기타 문법가
위의 문법가들은 주시경의 분석적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각자의 개성이
강한 문법서들을 만든 사람들이다. 시기로 보면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문법서들을 내었으며, 김두봉계와는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다. 먼저
김원우(1922)의 품사 체계부터 보도록 하자

(82) 김원우(1922)의 품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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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關聯詞, 接續詞, 感歎詞, 完決詞

‘關聯詞’를 주시경(1910)의‘겻’으로, ‘接續詞’를 ‘잇’으로, ‘完決
詞’를 ‘끗’으로 본다면 한자어 술어로 바꾸었을 뿐 주시경(1910)의 영향
을 많이 받은 품사 체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명사를 설정했다는 점은 주시경계의 큰 흐름과는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시경계는 대체로 ‘임’ 안에 ‘넛임’ 혹은 ‘대임’을 설정
하여 대명사를 명사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關聯詞’의 정의에서는 “名詞, 代名詞, 動詞 등 각종 語間에 入하야 上
의 語句와 下의 語句의 關係를 定함이라.”고 하였는데, 예문에서는 명사 아
래에 있는 단어들만 예로 들어서, 현재와 같은 명사에 후행하는 단어들만을
關聯詞로 보았는지, 위의 정의와 같이 동사에 후행하는 어미들도 포함하였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문법서 75면의 ‘관계사의 用處’에서는 관계사가 명사, 대명사 아래에
만 쓴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관계사와 앞의 관련사가 같은 것이라면, 앞의
관련사의 정의는 잘못 기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원우(1922)는 문장론 체계에서도 주시경(1910)과 닮은 점이 있다. 아래의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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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우(1922)의 ‘語體의 區別’은 일단 ‘主體所屬, 客體所屬, 說明體所
屬’으로 분류된다. 이는 주시경(1910)의 ‘임이붙이, 씀이붙이, 남이붙이’에
대당된다. ‘겨레붙이’라는 고유어를 한자어 ‘族屬’으로 풀이할 수 있으
므로 ‘所屬’과 ‘붙이’에서도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主體, 客
體, 說明體’도 고유어로 한다면 ‘임이, 씀이, 남이’로 바꿀 수 있다. 실제
로 주시경(1910)에서 主語, 客語, 說明語의 의미로 ‘임이듬, 씀이듬, 남이
듬’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主體所屬은 다시 主體格分과, 主體職權, 主體指定으로 삼분하고,
客體所屬은 다시 客體格分, 客體職權, 客體指定으로 삼분하였다. 또한 說明體
所屬도 다시 說明體格分, 說明體職權, 說明體指定으로 삼분한 것이다. 이는
주시경(1910)에서 임이붙이를 ‘임이, 임이빗, 임이금’으로 씀이붙이를 ‘씀
이, 씀이빗, 씀이금’으로, 남이붙이를 ‘남이, 남이빗, 남이금’로 하위 분류
한 체계와 꼭 들어맞는다. 다음의 예문과 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83)
語分: 저[形名] 소[名]가[關] 푸른[形名] 풀[名]을[關] 잘[副] 먹[動]소[完] 품사분류
體分:
주시경(1910)

소[主]
[임이]

풀[客]

먹[說] 성분분류

[씀이]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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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우(1922) 가[主權54)]
주시경(1910)

[임이빗]

을[客權55)]

소[說權56)]

[씀이빗]

[남이빗]

김원우(1922) 저[主指57)] 푸른[客指58)] 잘[說指59)]
주시경(1910)

[임이금]

[씀이금]

[남이금]

김원우(1922) 소가[主格60)] 풀을[客格61)] 먹소[說格62)]
주시경(1910)

[임이듬]

[씀이듬]

[남이듬]

김원우(1922) 소, 풀, 먹[原] 가, 을, 소[附] 저, 푸른, 잘[附]
주시경(1908)

[原軆部]

김원우(1922) 저 소가[主屬63)]
주시경(1910)

[關係部]
푸른 풀64)[客屬65)] 잘 먹소[說屬66)]

[임이붙이67)]

[씀이붙이]

[남이붙이]

다음은 이규방(1922)의 품사 체계이다.

(84) 이규방(1922)의 품사 체계
名詞, 動詞, 形容詞, 助動詞, 助辭, 副詞, 接續詞, 感歎詞, 禁止詞, 否定詞,
呼應詞

(84)의 체계를 보면, 대명사와 수사를 명사 안에 포함시킨 것은 주시경계
다른 문법서들과 같다. ‘조동사’에는 ‘잇’에 해당하는 ‘中止의 조동
54) 主體職權의 약자이다.
55) 客體職權의 약자이다.
56) 說明體職權의 약자이다.
57) 主體指定의 약자이다.
58) 客體指定의 약자이다.
59) 說明體指定의 약자이다.
60) 主體格分의 약자이다.
61) 客體格分의 약자이다.
62) 說明體格分의 약자이다.
63) 主體所屬의 약자이다.
64) 이 체계라면 ‘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65) 客體所屬의 약자이다.
66) 說明體所屬의 약자이다.
67)‘紬屬’을‘명주붙이’,‘族屬’을‘겨레붙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처럼 주시경
이‘붙이’로 설정한 것을 김원우가‘屬’으로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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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있고, ‘끗’에 해당하는 ‘終止의 조동사’가 있다. 그리고 시제 역
할을 하는 조동사들 조동사들(已然, 將然)도 있고 유길준, 안확이 세운 조동
사의 意思 역할을 하는(命令, 願望)도 있다.
한편, ‘助辭’는 다른 품사들에게는 있는 ‘詞’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규
방(1922: 159)의 정의를 보면 “助辭라 함은 名詞 下에 附하여, 上下의 語를
承接하여 其意味의 通達을 助하며, 又는 其關契를 明確케 하며, 或은 語句를
終結하는 辭니, 俗 所謂 吐의 一種이라고 하였다.
명사 뒤에 결합한다는 정의를 보면 현재의 조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여기에 학교문법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서술격 조사’로 설정하였던
‘이다’류를 이 조사 안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禁止詞’, ‘否定詞’, ‘呼應詞’를 설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규방(1922)의 금지사는 ‘마/말’, 부정사는 故意의 ‘않/안’, 不能
의 ‘못’으로 나누었고, 呼應詞는 사람을 부르는 말인 ‘呼人詞’와 ‘이
애’, ‘이리온어라’와 대답하는 말인 應答詞 ‘오냐’, ‘그래’ 등이 있
다. 이규방의 품사 체계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특질이다. 이것은 주시경계의
주류에서 그가 많이 멀리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문장론 체계를 살펴보면 유길준(1909)와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규방(1922)에서 文의 成分은 ‘主語, 客語, 補語, 說明語, 裝飾語/修飾語’로
분류되어 있다. 유길준(1909)에서 문의 성분이 ‘主語, 客語, 補足語, 說明語,
修飾語’인 점을 볼 때, 공통된 용어인‘主語, 客語, 說明語, 修飾語’를 사용
하고 있고, 補語의 경우에는 용어는 다르나, 유길준(1909)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주시경보다는 유길준의 체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규방(1922)와 김원우(1922)는 “아기가 젖을 먹
소”처럼 똑같은 예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문장이라고는 해도, 서로
다른 문법서에서 똑같은 예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두 문법서가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춘(1925)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품사의 수가 1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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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상춘(1925)의 품사 체계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助詞, 接續詞, 終止詞, 冠詞, 副詞, 感歎詞

대명사를 명사에서 독립시킨 것은 주시경계의 경향에서 벗어나나, ‘언’
에 해당하는 ‘冠詞’를 설정했다는 점, ‘잇’에 해당하는 ‘接續詞’,
‘끗’에 해당하는 ‘終止詞’를 설정했다는 점은 주시경계 문법서임을 보여
준다. 특히 ‘冠詞’의 경우 동사, 형용사의 활용형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의
冠形詞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넣었다는 점에서 주시경의 ‘언’보다는 김두봉
의 ‘언’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역시 체언과 용언에 모두
결합하는 주시경의 ‘겻’과 같다.
문장론 체계의 경우에는 이상춘(1925)는 ‘句’체계에서 ‘單主句/複主句’
와 ‘大主句/小主句’등의 항목에서 ‘單主語/複主語’, ‘總主語’등을 설정
한 유길준(1909)와 유사점을 보인다. ‘文의 種類’와 관련된 체계에서는
‘引用文’을 넣었다는 점이 김희상(1911)이나 안확(1917)과 유사점을 보이는
데, 전체적인 체계의 유사함이 아니라 지엽적인 유사함이므로 영향 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듯하다.
다음은 이병기(1930)의 품사 체계이다.

(86) 이병기(1930)의 품사 체계
體言(名詞), 用言(形容詞, 動詞), 副詞(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詞(助詞)

7품사 체계로 보통의 다른 문법서들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품사의 수가 적
다. 대명사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주시경계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나, 助詞를
제일 처음 가른 것은 ‘觀念詞’와 ‘關係詞’로 품사를 가장 크게 나누는
일본의 山田文法을 연상하게 한다.
특이한 점은 부사, 접속사, 감동사를 상위 항목의 부사로 묶은 것이다. 57
페이지에서 그는 “어떤 이는 대명사나 수사를 독립한 품사로 하기도 하나
그는 명사라는 이름 알에 넣어 말한대도 못 될 것이 없으며 또는 조동사라는
품사와 관사라는 품사를 두어 가지고 말하기도 하나 우리말 그것이 맞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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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가 하며 또는 보통 토(조사)를 가지고 접속사라거나 종지사라고 하여 
루 품사를 둘 것이 아니라 조사라는 품사 알에 다 넣어버리고 워낙 접속사
그것만 가지고 한 품사로 하여 두는 것이 가할가 한다.”하며 자신의 품사
설정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의 언급을 분석해보면, 주시경계에서 많이 보이는
대명사, 수사의 명사 포함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대신에 冠詞의 필요
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주시경계의 ‘언’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
이다. 또한 ‘겻, 잇, 끗’ 중에서 ‘겻’과 ‘잇’은 남기고 ‘끗’은 없애
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가 주시경에게서 배운 제
자이지만 주시경계와는 명사에 대해서만 의견을 같이 할 뿐, 다른 부분에서
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신명균(1933)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

(87) 신명균(1933)의 품사 체계
名詞, 形容詞, 動詞, 不規則用言, 助詞, 接續詞, 終止詞, 冠詞, 副詞, 感歎詞

한자어로 품사의 명칭을 정했을 뿐, 주시경(1910, 1913), 김두봉(1916, 1922)
의 체계와 같다. 관사의 경우 이상춘과 같이 용언의 관형형을 배제하였으므
로 주시경의 ‘언’보다는 김두봉의 ‘언’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장론 체계에서는 김두봉(1916, 1922)의 체계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고
유어 용어 대신 한자어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이규영(1920), 김윤경
(1932), 장지영(193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김두봉의 문장론의 간략한 내
용들만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시경의 영향을 받은 점이 분명히 있으나, 각각의 개성이 강한 문
법가들이다. 주시경 사후에도 조선어연구회나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통해 서
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5.3. 유길준과 안확
유길준은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어느 문법가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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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본어 문법과 영어 문법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년
기에는 한학을 기본으로 익혔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문법 소양에 일본어와 서
양어문법이 혼합된 문법관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비해 안확은 주시경의 제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다. 또한 자신과 함
께 할 수 없는 동료 혹은 동지들이 없어서 외롭게 연구를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확의 助動詞는 유길준의 助動詞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확(1917)은 처음으로 數詞를 설정한 점이 특기할 일이다.
유길준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88) ㄱ. 유길준(1897-1904):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後詞, 接續詞,
感歎詞
ㄴ. 유길준(1909): 名詞, 代名詞, 動詞, 助動詞, 形容詞, 接續詞, 添附詞,
感動詞

(88)의 두 품사 체계를 비교해 보면 유길준(1897-1904)에서 동사에 소속되
어 있던 助動詞가 유길준(1909)에서는 독립된 품사가 되었으며, 유길준
(1897-1904)의 ‘副詞’, ‘感歎詞’는 유길준(1909)에서‘添附詞’와 ‘感動
詞’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유길준(1897-1904)의 ‘後詞’는 유길준(1909)의
‘接續詞’로 흡수되었다.
한편, 안확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89) ㄱ. 안확(1917):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助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後詞
ㄴ. 안확(1923):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助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詞

두 문법서를 비교해 보면 안확(1917)의 ‘後詞’가 안확(1923)에서는 ‘助
詞’로 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확(1917)의 ‘後詞’와 안확(1923)
의 ‘助詞’는 범위가 다르다. 전자는 “名詞, 代名詞, 數詞 等에 合하야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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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니…….”68)로 되어 있어 현재의 助詞의 범위와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후자는 “各種 原詞의의 下에 加添하야 其語의 趣意와 關系를
定하는 말이니…….”69)로 되어 있어 명사뿐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에도 결합
할 수 있어 그 영역이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승철(2012: 189)는 안확(1917)이 유길준(1909)에서 출발했을 개연성
을 확인하였다. 명사와 조동사 항목을 예로 들었는데, 유길준(1909)에서 명사
편의 하위 절 목차로 ‘名詞의 意義’, ‘名詞의 種類’, ‘名詞의 數量’,
‘名詞의 位格’의 순서를, 안확(1917)은 ‘名詞의 種類’, ‘名詞의 陰陽’,
‘指幼名詞’, ‘名詞의 數量’, ‘名詞의 位格’, ‘名詞의 作法’의 순서를
보이고 이것이 두 책 사이에 긴밀한 영향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助動詞의 경우는 유길준(1909)의 ‘助動詞의 意義 / 助動詞의 種類: 期
節, 階段, 意思’에 대하여 안확(1917)의 ‘助動詞의 種類 / 助動詞의 意思’
를 비교하며, 유길준(1909)의 階段은 어미의 위치에 따른 분류, 意思는 기능
에 따른 분류를 나타내는데, 안확(1917)의 ‘助動詞의 種類’와 ‘助動詞의
意思’에 대응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期節’은 현재 국어문법의 時制를
나타내는 語尾로 안확(1917)의 ‘意思’ 속에 포괄되어 있으므로, 안확(1917)
은 유길준(1909)를 기초로 하되 자신의 문법 인식 체계에 맞추어 그 내용을
수정한 문법서가 되는 셈이라고 하였다.
안확(1917)에서는 유길준(1909)의 문장론 체계와 유사한 점들이 있다. 문장
성분 체계에서는 ‘단주어/복주어’, ‘단객어/복객어’, ‘단설명어/복설명
어’의 대립이 유길준(1909)와 같이 나타나고, 總主語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안확(1923)에서는 성분 체계에서는 제1성분에 主語와 用語를 넣고,
제2성분에 客語, 補語, 屬語, 獨立語를 넣어 유길준(1909)의 체계에서 많이 멀
어졌다. 句 체계에서는 名詞句, 形容詞句, 副詞句를 설정하여 유길준(1909)의
체계와 동일하며, 특히 呼應이라는 개념은 유길준(1897-1904)에서는 ‘시제’
를 중심으로, 유길준(1909)에서는 ‘의미’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개념이었는

68) 정승철·최형용(2015: 81)에 그 내용이 실려있다.
69) 안확(1923: 85)에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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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안확(1923)은‘動作의 呼應, 時의 呼應, 反對의 呼應, 未定의 呼應, 願望의
呼應’으로 호응법의 종류를 설정하여 유길준의 두 문법서를 모두 참고한 것
처럼 보인다.

5.4. 김규식, 김희상, 남궁억, 이필수
김희상, 김규식, 남궁억은 비슷한 시기에 문법서를 내었고, 이필수는 1920
년대에 내었지만, 김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영어문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져왔다. 김희상은 배재학당
에서 수학하였고, 김규식은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후원을 받아 미국
에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 남궁억은 영어학교인 동문학 출신으로 영어 성적
이 우수해 고종의 통역도 했던 사람이다.
이들이 영어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문법서
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문법의 영향은 없는지, 독창적으로 내세운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김희상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90) ㄱ. 김희상(1909):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感歎詞, 吐
ㄴ. 김희상(1911):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吐

둘을 비교해 보면 김희상(1909)에 있던 ‘感歎詞’가 김희상(1911)에는 독
립된 품사로 남지 못했다, 이 ‘感歎詞’ 중에 ‘응, 오냐’와 같은 대답은
부사의 하위부류인 ‘應對副詞’에 소속되었고, ‘아, 그려, 야’같은 감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吐’의 하위 부류인 ‘感歎吐’에 소속되었다.
한편 김희상(1909)는 초급용 교과서이므로 품사의 정의와 예문 위주로 문법
서가 구성되었는데, 동사의 경우, ‘가다, 자다, 먹다’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간다, 잔다, 먹다’로 예시한 점이 특이하다.
다음은 김규식(1909)의 품사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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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김규식(1909)의 품사 체계
名詞, 代名詞, 動詞, 形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歎詞, 後詞

김희상과 마찬가지로 조동사를 별도의 품사로 다루지 않았다. 영어의 조동
사는 ‘auxiliary verb’를 이르는 것인데, 일본어 문법에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문법가들 중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어미를 조동사로 인식한 일본
어 문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문법가는 유길준, 안확
을 들 수 있다.
김규식(1909)의 품사 체계 중 가장 큰 특징은 ‘形動詞’라는 품사를 세운
것이다. 영어의 ‘Adjective’의 주기능은 수식 기능임을 인지하고, 한국어에
서는 형용하는 말이 수식과 서술을 모두 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수식의 기
능은 形容詞에 맡기고, 서술의 기능은 形動詞를 새로 설정하여 맡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시경(1908)의 ‘形動’과 혼동하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시경(1908)의 形動은 용언을 수식하는 현재의 副
詞 혹은 副詞語와 같은 것이다.
이상춘(1925: 56-57)의‘形動詞’도 김규식의 것과 명칭만 같을 뿐 다른 기
능을 가지는 품사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形容詞에서
변화된 動詞이다.

(92) ㄱ. 꽃이 붉어지다.
ㄴ. 때를 늦후지 말아라.

김희상과 김규식의 가장 큰 유사점은 문장론 체계에 있다. 김희상(1911,
1927)과 김규식(1909)는 현재 국어 문법에서 文章으로 규정하는 용어를 ‘句
語’라는 용어로 공통되게 사용하였다. 또한 구어의 종류에 있어서도 構造에
따른 문장의 종류 체계와 더불어, 意義에 따른 문장 종류의 체계를 세워, 김
규식(1909)는 ‘布告句語, 文句語, 命令句語, 提意句語’로, 김희상(1911)은
‘平述句語, 疑問句語, 共動句語, 命令句語, 感歎句語’로 체계를 잡았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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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용어는 약간 달라보이나, 거의 유사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두
문법서의 가까운 거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남궁억(1913)의 품사 체계이다.

(93) 남궁억(1913)의 품사 체계
명사, 대명사, 동사, 토, 형용사, 부사, 접속사, 후치사, 감탄사

남궁억(1913)에서도 조동사를 독립된 품사로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후치
사’는 Underwood(1890)나 김규식(1909)와 같이 명사에만 붙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남궁억(1913)의 ‘토’는 용언 뒤의 어미나, 명
사류 뒤의 ‘이다’만 포함하고 있다. 아쉽게도 남궁억(1913)은 문장론에 해
당하는 내용이 없다.
리필수(1922)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

(94) 리필수(1922)의 품사 체계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歎詞, 助詞

품사 분류에서는 위의 문법가들과 큰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으나, ‘句
語’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장을 설명하고, 현재의 단문에 해당하는 것을
‘單句’, 복문에 해당하는 것을 ‘複句’라고 설명하여 김희상, 김규식의 이
론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필수(1922, 1923)의 문장론 체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 八格과 九格
이다. 문장론의 시작 부분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는 다른 문법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 145 -

위의 그림은 리필수(1922)의 八格이고 아래의 그림은 이필수(1923)의 九格
이다. 1년 사이에 새로 개정판을 내면서 呼格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 格들은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는 格助詞 혹은 補助詞로 규정되고 있다. 현재의 문법
서라면 품사론 부분에 실려야 할 내용인데, 문장론 부분에 실은 것을 보면,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또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句語의 性質’부분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김규식(1909)나 김희상(1911)에 비하여 훨씬 세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규식(1909)와 김희상(1911)이 보인 문장의 종류 체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탐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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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어 문법 체계를 세움에 있어서 영어 문법의 도입을 많이 시도했
다는 점에서 하나의 부류로 묶을 수 있다. 영어와 국어의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 곳에서는 무리한 시도를 보이기도 하나, 대체로 보편문법적 차원에서
국어의 문법 체계를 세우려고 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5.5. 홍기문
홍기문은 그의 품사 분류 실험이 가장 대표적이다. 거의 無學이라고 볼 수
있는 그가, 앞사람들의 문법서들을 독학하여 자신의 문법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이에 홍기문은 자신만의 품사 분류 방법을 고안해 냈으므
로 별도의 절로 다루었다. 홍기문(1927)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95) ㄱ. 제1차 실험: 吐, 形容詞, 動詞, 名詞, 副司, 感歎詞
ㄴ. 제2차 실험: 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感歎詞, 格詞, 後系詞, 接續詞, 終決詞

제1차 실험을 통해서는 완전한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즉 독립해
있지 못하고 다른 단어를 보좌해서만 쓰는 것이라 하여 ‘토’를 제일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토’의 보좌를 받지 않고는 쓰지 못하는 ‘형용
사’와 ‘동사’를 걸러내었다. 세 번째는 토의 보좌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
도 하는 ‘명사’와 ‘부사’를 걸러내고, 마지막으로는 ‘토’와 아무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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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는 ‘감탄사’를 결러 내었다. ‘토’라는 기준 하나로 이렇게 다른
품사들을 분류해 내는 방법은 아주 신선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2차 실험에서는 서양문법의 방법을 참조하였는데, ‘格詞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다. 서양에는 명사의 굴절성으로 그 ‘격(case)’을 표시하지
만, 우리말에는 격을 표시하는 語詞가 있는데 이것을 ‘格詞’라고 하였다.
‘내가(I), 나를(Me), 나의(My)’등의 예를 보았을 때, 현재의 조사인 ‘가, 를,
의’를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後系詞’는 영어의 전치사와 기능이
비슷하다고 하여 위치만 명사의 앞이 아니라 뒤에 쓴다고 하였다. 영어의 기
준으로 본다면 後置詞에 해당할 것이나, 이것 역시 현재 국어 문법에서는 助
詞에 속하는 것인데, 홍기문은 ‘後系詞’의 예로 ‘까지, 처럼, 보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5.6. 이완응과 심의린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은 조선총독부 검정을 받은 문법서이다. 그리고
두 책의 체계도 거의 같다. 먼저 이완응(1929)의 품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

(96) 이완응(1929)의 품사 체계
名詞, 數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存在詞, 助用詞, 助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이완응(1929)는 ‘存在詞’를 처음으로 독립적인 품사로 설정하였다. 이
‘存在詞’에 소속된 단어는 ‘잇다, 업다, 계시다’이다. ‘存在詞’는 일본
어 문법에서, 특히 山田孝雄(1922) 《日本口語法講義》에 용언의 한 부류로
설정되어 ‘ある’를 그 예로 들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있다’와 ‘없다’
는 서술활용과 수식활용 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방식을 오가기 때문에 이들
을 하나의 품사로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더욱,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ある’는 ‘-ます’활용을 하고 ‘없다’라는 의미
를 가진 ‘ない’는 ‘-です’활용을 하기 때문에 의미의 측면을 따진다면
같은 품사로 넣어야 하는 것이 온당하나, 형태의 측면을 따진다면 결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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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로 넣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법가들 사이에서도 논
란이 많이 되었다.
한편, 이완응(1929)에서 助用詞는 용언의 종결어미나, 명사에 후행하는
‘이다’를 포함하고 있고, 조사는 각종의 품사에 붙어 그 단어에 意義를 더
하고,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종결어미를 제외
한 용언의 어미와 현재의 조사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심의린(1936)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97) 심의린(1936)의 품사 체계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存在詞, 助動詞, 助詞, 副詞, 接續詞, 感歎詞

이완응(1929)와 대체로 체계가 비슷하나, 심의린(1936)은 數詞를 名詞 안에
포함시키고, 이완응(1929)의 ‘助用詞’를 ‘助動詞’로 이름을 바꾸어 설정
하였다. 그러나 문법서의 목차에는 ‘助動詞(又는 助用詞)’로 되어 있다. 그
리고 둘다 현재 국어문법에서 말하는 용언의 종결어미에 대한 것으로 명칭만
다를 뿐이다. 助詞 역시 이완응(1929)의 것과 일치한다. 총독부의 검정을 받
았다는 두 문법서가 문법의 체계까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무리
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완응(1929)와 심의린(1936)은 문장론 체계에서도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
다. 먼저 문장 성분 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에서 유사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두 그림을 살펴보면, ‘설명어’와 ‘술어’라는 용어 하나를 제외하
고는 체계가 같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종류에 있어서도 이 두 문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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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文, 複文, 重文’의 체계가 동일하다.

5.7. 박승빈
최현배와 동시대에 활약한 박승빈은 최현배와 조선어학회 학자들의 반대편
에 있었지만,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 이론의 성장을 보였다. 그는 최현배와 치
열하게 논쟁하였지만 오히려 指定詞, 冠形詞에 대한 생각은 최현배와 유사하
였다. 그리고 ‘있다/ 없다’, ‘동사’류에 대한 고민도 유사하다. 또한, 최
현배의 ‘補助語幹’과 박승빈의 ‘助用詞’는 유사한 점이 많다.
박승빈의 품사 체계는 아래와 같다.

(98) 박승빈(1931, 1935, 1937): 名詞, 代名詞, 存在詞, 指定詞, 形容詞, 動詞,
助用詞, 助詞, 冠形詞, 副詞, 接續詞, 感歎詞

박승빈에게는 세 문법서의 품사 체계가 같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정
제된 내용이 기술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박승빈(1935)를 살펴보면, 이완응
(1929), 심의린(1936)과 같이 ‘存在詞’가 설정되어 있다. 存在詞의 예로 박
승빈은 ‘이스, 업스’를 들었다. 박승빈은 일본어와 같이 개음절 어형으로
용언의 기본형을 삼았기 때문에 ‘잇, 없’이 아니라 위와 같이‘이스, 업
스’가 되었다.
또한 ‘指定詞’라는 품사도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최현배의 ‘잡음씨’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현배의 지정사와 달리 박승빈의 指定
詞 단어는 ‘이’하나뿐이다. ‘아니’의 경우에는 부사‘안’과 지정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박승빈의 助用詞는 이완응(1929)나 심의린(1936)과 달리 용언의 ‘態
(voice)’, ‘時相(tense)’, 尊敬을 표시하는 어미가 해당된다. 이는 최현배의
‘도움줄기(보조어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조사의 경우에는 체언에 붙는 ‘體言助詞’, 용언에 붙는 ‘用言助詞’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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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현재의 보조사인 ‘는, 야, 만, 도’ 등이 ‘別働助詞’라는 명칭을 얻
게 되었다. ‘別働’이라는 말의 의미를 따져본다면‘특별한 임무’일 것이
므로, 체언 및 용언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
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冠形詞의 경우는 현재에도 품사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박승빈이 처음으
로 ‘冠形詞’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박승빈은 형용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서술에 있으므로, 형용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용언)조사가
결합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박승빈의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는, 현
재의 관형사와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승빈의 관형사는 ‘풋,
숫, 햇’과 같은 현재 국어 문법에서 접두사에 해당하는 단어들도 포함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위와 같은 접두사들 역시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
고 활용도 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관형사로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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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는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들의 문법 체계를 품사론과 문장론의 측면에
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 체계의 변화 양상과 흐름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총 39권의 문법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문법
서들 중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유길준(1897-1904)이고 시기가 가장 늦은 것
은 최현배(1937)이다. 따라서 본고의 작업을 통하여 20세기 초, 약 40년간의
국어문법사 변화 양상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주 내용은 문법서들의 품사론 체계와 문장론 체계의 특성과 변화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한데, 이 시기의 문법서들에서 제시된 문법이 가
져야 하는 공통적인 요건은, 문법이 첫째는 사상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
고, 둘째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는 체계적인 규칙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각각의 문법서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
법으로 문법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중 한 부류는 서양이나 일본
의 문법을 수용하여 용어나 체계에 있어서 서양의 것들을 국어에 접목하려
시도하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본의 문법
서를 참고한 문법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주시경을 비롯
한 김두봉, 최현배 등은 문법 용어를 고유어로 할 것을 강조하고, 체계의 수
립에 있어서도 서양이나 일본의 문법서의 적극적인 수용보다는 독자적인 체
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사론 체계에서는 명사의 영역 문제에서 명사의 영
역 안에 대명사와 수사까지 넣고 있는 주시경과 김두봉계에 비하여, 처음부
터 명사와 대명사를 분리한 유길준과, 명사에서 수사를 최초로 독립시킨 안
확(1917)이 있었으며, 최현배(1937)은 이전까지 관계대명사로 인식되었던 단어
들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이 단어들을 명사의 영역인 ‘불완전한 이름씨’
항목에 넣어 현재의 국어 문법에서 불완전명사 혹은 의존명사로 연결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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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였다.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의 설정 문제를 이 시기의 문법서들이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유길준(1909)으로부터 품사론 체계 안에 존재하였
던 조동사가 여러 논쟁들을 거치고 최현배(1937)에 이르러 용언의 활용어미
로 규정됨을 기술하였다. 또한, 자·타동사, 사·피동사의 분류 외에도, 이규
영(1920)으로부터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동사’를 찾아내고 이완응
(1929)와 심의린(1936)으로부터 받침 유무에 따라 동사를 분류하는 체계도 발
견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자동사의 영역에 있는 피동사가 이 시기에는 의
미적 측면의 중시로 인해 타동사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현배
와 박승빈이 독립 품사로 세운 ‘이다’는 그 이전에는 조동사, 동격동사 혹
은 ‘토’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김규식(1909)는 영어 문법의
‘is’를 연상하여 ‘이다’를 동격동사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용사와 관형사의 문제는 형용사 범주 안에 있었던 관형사가 어떻게 독립
의 과정을 지나왔는지, 관형사보다 더 큰 범주를 가진 관형어에 해당하는
‘언’이란 품사에서 관형사가 어떻게 독립의 과정을 지나왔는지, 두 차원에
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형용사에서의 독립은 영어 및 일본어 문법에 기대어
품사 체계를 세웠던 문법가들이 관형사의 수식 기능에 주목하여 형용사의 범
주 안에 넣었으나, 점차 형용사는 서술 기능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관형사는
수식 기능을 중심으로 인식되어 관형사가 형용사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립하
게 됨을 보였다. 한편 관형어와 한 범주 안에 있던 관형사는 그것 자체로 형
태변화 없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과, 어미를 붙여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나
누어져 그것 자체로 형태변화 없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가 관형어의 큰
범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부사와 감탄사에서는 부사가 같은 수식언인 형용사 및 관형사와 어떻게 분
화되었는지, 감탄사의 세부 기능과 분포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와, 활용이 가능한 형용사와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여러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품사로 설정이 되었는데, 그 여러가지 감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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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더욱 더 세분화하는 문법서의 기술도 있었으며, 질문에 대한 동의나 간
단한 응대의 말도 감탄사에 포함하는 문법서들의 기술도 제시하였다.
조사는 격의 문제로부터 어미와의 공존에서 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토’
라는 양자의 통합적 범주에서 현재의 체언에 붙는‘조사’와 용언에 붙는
‘어미’로 분화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문장론 체계에서는 문장 성분과 구와 절 문장의 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체
계들을 다루었는데, 크게 김두봉(1916, 1922)와 이를 따르는 문법 체계의 공
통점이 全部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품사론 체계와 문장론 체계를 탐구하면서 얻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들 문법서들의 계보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문법가들은
그들이 세운 문법 체계의 親疏에 따라 몇개의 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
데, 크게 범주시경계와 유길준·안확, 김규식·김희상·남궁억·이필수와 이
완응·심의린 등이 무리를 짓고 품사론과 문장론에서 여러 공통점들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 시기의 문법서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孔子·孟子가 살았
던 시기의 諸子百家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 문법서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
를 내면서도 같은 체계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경쟁하기
도 하면서 국어 문법 연구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진전 과정을 발굴하
고 소개하며 반성하는 것이 이 시기의 문법 체계를 연구하는 작업의 진정한
의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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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抄錄

20世紀初頭の韓国語文法書の文法体系の研究

金 周祥
本硏究の目的は、20世紀初頭の韓国語諸文法書の文法体系を品詞論と文章論
の側面を中心に検討し、韓国語文法の体系を確立した当時の文法家たちの様々
な試みを確認しつつ、これを基に文法体系の変化の様相と流れを探求すること
である。
この時期の韓国語文法書は当時の文法研究の方法と外国の文法研究の受容様
相などの全般的な研究状況を見せてくれており、現在の韓国語文法研究にも大
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そこで本研究は兪吉濬(1897-1904)《朝鮮文典》から
崔鉉培(1937)《우리말본》まで計39冊の文法書を調査した。
第2章ではまず、文法の定義から文法の条件を抽出したが、概ね思想の効果的
な伝達、正確な技術、体系的なルールの３点に要約できる。そして、このよう
な要件を備えていることが文法の真の概念であるとした。
また、影響関係の面から文法体系を調査したところ、西洋や日本の文法を取
り入れ、用語や体系の面から韓国語に適用しようと試みた文法書がある。特に
地理的に近く、交流が比較的容易だった日本の文法書を参考にしたものが多数
を占めていた。これに対し、周時経をはじめとする金斗奉、崔鉉培などの文法
書は、文法用語を固有語とすることを強調し、体系の樹立においても西洋や日
本の文法書の積極的な受容よりは、独自の体系を作る試みが目立つ。一方、構
成の面では、品詞論と文章論で構成された文法体系を持つ文法書がこの時期に
は最も普遍的だったことを確認した。
第3章の品詞分類の基準においては、同時期のほとんどの文法書が品詞分類の
基準を提示していなかったり、漠然とした基準を提示している中、洪基文(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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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では「吐」を中心に品詞分類を試み、崔鉉培(1930、1937)では機能を中心と
しつつ形態や意味も基準としており、他の文法書よりも明確かつ具体的な基準
を提示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また、品詞各論では、名詞では今日依存名詞として規定されている「것、바
」などが関係代名詞から不完全名詞へと品詞の範疇が変化していく過程、現在
の冠形詞が形容詞から分離される過程、日本語文法に影響を受けた文法家たち
によって助動詞と規定されていたものが崔鉉培(1930)に至って活用語尾と規定
される過程を記述した。
第4章は、まず文章の定義において、この時期の多くの文法書が大体において
文法要素が集まって完全な思想を表出するものを文章と見ていた中、周時経は
現在の敍述語に当たる「남이」があってこそ現在の文章に当たる「듬」が成り
立つという独特な見解を示している。この事から、彼が文章の様々な要素の中
で述語が文章形成に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と認識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また、文章の成分では兪吉濬(1897-1904)の標準客語が兪吉濬(1909)では補
足語に変わり、安廓(1917)に至って補語が登場しており、崔鉉培(1937)に至っ
て現在の学校文法で規定する補語が「기움말」という成分として定着する過程
を記述した。併せて、句と節の範疇が変化する様相と標準的な文章の配列と省
略の条件を扱った。文章の種類は「構造による分類」と「意義による分類」に
二元化し、前者には「単文-複文-重文」の体系などを、後者には「敍述文-疑
問文-命令文-請誘文-感歎文」の体系とともに、この時期の引用文に対する特
徴も付け加えた。
第5章で広義の周時経系は、周時経をはじめとし、大きく三つに分けたが、第
一の部類が金斗奉系である。金斗奉系は広義の周時経系のうちで最も大きな領
域を占める。金斗奉系には彼の品詞論体系と文章論体系に従う学者として、李
奎榮、姜邁、金鎮鎬、金允經、張志暎がいる。第二の部類は漢字語の用語を使
い、周時経の品詞体系と類似した点を一部持ってはいるが、周時経からの距離
が金斗奉系よりは遠い文法家たちである。金元祐、李奎昉、李常春、李秉岐、
申明均らがいる。第三の部類は崔鉉培と朴相埈で、彼らは周時経の分析的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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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越えて総合的な体系に移った文法家たちである。
これに対し、俞吉濬と安廓は名詞、助動詞の細部内容の記述面、文章成分体
系の類似点と「句」体系の同一さ、「呼応」に対する記述において、安廓が兪
吉濬の理論に少なからぬ影響を受けたことを考慮し、同じ部類とした。金熙祥
、金奎植、南宮億は同時期に文法書を出したが、彼らは英語文法に影響を受け
た人々とされてきた。一方、李弼秀は1920年代に文法書を発刊したが、金熙祥
の影響を受けたものと考えられる。金熙祥と金奎植、李弼秀の最大の類似点は
文章論体系にある。これらは「文章」という用語の代わりに「句語」という用
語を用い、「句語」の下位項目も類似点が多い。
一方、李完応と沈宜麟は朝鮮総督府の検定を受けた文法書を出版したが、彼
らの品詞論と文章論の体系が非常に類似しており、共に日本語文法の影響が目
立って現れる。最後に、独特の品詞分類実験として代表的な洪基文と冠形詞と
指定詞、存在詞を設定した朴勝彬は別個に扱った。

主要語: 文法槪念, 文法体系, 品詞論体系, 品詞分類, 文章論体系, 文章成分, 文章配列,
文法家系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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