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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어가기 5. 권덕규의 국어학적 연구에 대한 평가. 

2 권덕규의 생애 세 단행본 • 논설 • 논문을 중심으로 

3 권덕규의 語學觀과 쩌究態度 6. 나7 h기 

4 권덕큐가 지은 세 단행본의 성격 분석 

초록; 이 글에서는 먼저 權흙、奎의 생애를 다시 살펴 그동안 잘못 記述되어 온 점들을 바로장 

았다. 아울러 그의 연보와 논저목록을 새로 작성하여 權훌奎論이 다시 씌어질 수 있게 하였다. 

權흉奎는 자기가 설정한 연구의 세 단계， 즉 ‘實用的 方面’(말과 글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科學的

方面’(순수언어학적 연구를 행하는 단계)을 거쳐 應用的 方面’(古語를 연구하여 同系語와의 比較를 행하 

는 단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를 위해 古語를 연 

구하였다 그의 국어학적 연구의 목표를 한 마디로 압축하자연 ‘應用的 · 文厭學的’ 國語學의 追究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권덕규의 큰 장점은 많은 古文歡을 살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았다 當代에도 그러하거니와， 지금도 구해 보기 힘든 문헌을 그는 朝蘇t文會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많은 양의 독서가 그 뒤에 치밀한 연구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이쉽다고 

할 것이다 권덕규는 꼬집이 센 편이기는 하였지만， 과오라고 인정되면 추후에 수정을 행하였다 

그는 觀、U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作字規則’을 찾기도 하고 한자음에서 ‘半E’을 찾아 가며 규칙 

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외국어의 통사냐 형용사가 한국어에 들어와서는 명사 노릇밖에 못하다가 

제 本융훌 즉 통사나 형용사가 되려면 ‘하’라는 同化證을 얻어야 한다는 식의 일반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어학연구의 방법론 · 태도를 분명히 하였으나， 중 · 후기에는 그러지 못하였다 

연구경향도 문화사적 관점에서의 어학연구에서 국수적 · 민족사학적 관점에서의 어학연구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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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좋 章 聞 41 

되었다. 그러나 고유어 사용을 권장하기는 하였으내 品詞名을 고유어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지내 

친 작업은 꾀하지 않았다. 

핵심어 . 연보， 논저목록， 實用的 方面， 科學的 方面， 應用的 方面， 古語， 朝蘇光文會， 規則， 문화 

사적 관점， 국수적 · 민족사학적 관접 

1. 들어가기 

權惠奎(1891~1949?)는 韓末부터 해방 직후까지 그 한평생을 어학자 · 역사가 · 

교육자 · 수필가 · 시인 · 漫談家 · 毒줌家 · 奇A으로서 살다 간 인물이었다. 그는 「朝

蘇百A物J (1939)1)에 선정될 정도의 당대 名士로서 1920~1930년대 잡지의 A物評

이나 훌面史 소개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할 만름 숱한 適話를 남겼다. 石室居士라는 

필자가 『三千멸』 제7권 제8호( 1935) 에 r短彩錄」이 라고 하여 57명 의 名士틀을 四字

語句로 표현하였는바 그는 ‘節離白石 權惠、奎’라 표현되어 있다. 

그는 뿔、짧 · 한별 · 桓民 · 노덧물2)등의 雅號 또는 筆名으로 많은 글들을 남겼다. 

‘崔灌 權意奎’ [ r朝蘇語文에 就흉。FJ (1919~ 1920)], ‘崔灌生’ [ r ~t城機J ( O'"좁春J 15, 

1919); r新舊歲에 除혹야:J (0'"中央좁年會報.] 27, 1917) ] 등으로도， ‘桓民 한별’ [ r假明人 

頭上에 -棒J ( O'"東亞日報.]， 1920) ], ‘桓民生’ [ r前A未짧의 別金剛 r仙융洞天」 짧破記」 

(0'"東亞 B 報.]， 1940) ] 등으로도， ‘한별 權意奎’ [ r時調紀行J (r東亞B 報.]， 1931) 등]， ‘권 

한별’ [ r옛글 말의 몇낱 參考J (1939) ], ‘한별生’ [ r신삼는 말J (1939)], ‘한별’3) [r가을한 

1) 이 글 뒤에 붙은 r주요 참고문현」란에 나오는 논저류나 ‘〈부록 2> 권덕규의 국어학적 엽적 

목록’에 등재된 엽적들은 본문에서 제목과 출간연도만을 적기로 한다， 

2) ‘노덧물’은 흔히 서、波 方定煥의 수많은 필명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거나[대표적으로 

최수일 (2008: 739)], 驚山 李股相의 필명얀 것으로 파악되거나(조항범， 1994: 19-20) 하였 

다， 노덧물이 쓴 「閒者의 蘇典」을 언급하는 제5장에서 노덧물이 권덕규의 필명임을 알려 

주는 구체적 인 증거를 들기로 한다 

3) 그 외 r時評J ( O'"現代評論.D 1.3., 1927년 3월호) 등， ‘한결’이라는 필명으로 씌어진 글이 두 

회 더 보인다. 분야가 너무나 다른 일종의 정치평론이기 때문에 그 ‘한결’이 과연 권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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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語抄録

権恵査の生涯とその園語撃的業績についての一研究

李賢県

抄録: 本稿はまず耀恵査(クオン・ドッキュ)の生涯を見直し、従来の記述のうちい

くつかの誤りを正した。また、新たに彼の年譜と論著目録を作成し、樺恵杢論が再び記

述できるようにした。樺恵査は自ら設定した研究の進むべき三段階、すなわち『貰用的方

面J(言葉と文章を整理する段階)から『科撃的方面J(純粍に言語撃的な研究を行う段階)を

経、 「応用的方面J(古語を研究し同系語との比較を行う段階)へと進むべきことを確信し

ていた。彼はその最絡段階として、古語研究に取り組んだのである。彼の園語撃的研究

の目標を一言で表現するならば、 『応用的・文献撃的』園語撃の追究で、あったといえる。

このように樺恵査の強みは多くの古文献を渉識した点にある。当時も、そして今でも見

ることが難しい文献に彼は朝鮮光文舎において多く接する機舎を得た。多請の成果がそ

の後の轍密な研究へとつながらなかったのは、惜しむべきことである。擢恵査は白設へ

の固執が強い方ではあったが、誤りが認められれば追って修正した。また彼は規則を見

い出そうと努力した。 「作字規則」を立てたり、漢字昔において「宇2Jに闘する規則を追

求したりもした。また、外園語の動詞や形容詞が韓園語に借用されると、それ自体は名

詞としてしか働かず、その本来の姿である動詞や形容詞として働くには「許Jという 同化

証を得る必要がある、といった一般化を試みたりもした。初期には語撃研究の方法論 ・

態度を明確にしたが、中 ・後期にはそうではなかった。研究傾向も、文化史的観点での

語撃研究から、園梓的・民族史撃的観点、で、の語療研究へと移行した。しかし、固有語の

使用を推奨することはあっても、品詞名を固有語式にするなどの行き過ぎた試みは無

かった。

キーワード;年譜，論著目銑貰用的方面，科撃的方面，応用的方面，古語，朝鮮光文舎，

規則，文化史的観点，園梓的 ・民族史率的観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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