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반의 「조선어 학」 소고 

ζ조二 
。 석 중 

역사는 과거에 속하며 따라서 불변의 기존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일변의 진리에 불과하 

다. 전통은 부단히 현재에 대해 작용하고 동시에 현재에 의해 재조정된다. 과학-좀더 일 

반적인 의미에서 학문은 새로운 발전이냐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대한 새로운 반성을 

촉구하며， 새로운 역사적 조망을 요청한다. 이리하여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새로운 평가가 이루워 진다. 우리는 과학적 혁명이라고 블리우는 새로운 발견이 

나 발전이 있을때마다 새로운 교과서가 쓰여진다는 사실을 찰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하며 새로운 시야에서 과거를 채평가하지 않으면 아니 된 

다. 그런의미에서 오랫 동안절판되었던 박승벤의 「조선어학」의 사진복사판이 나오게 된 것 

을 요행이라고 생각한다. Chomsky의 변형이론이 등장한이후 지난 십오륙년동안언어학은 

콸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우리말 연구도 그 영향과 자극부로 적지않은 진전이 있 

었다. 이 키회에 다시한번 「조선어학」의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은 슷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더우기 저자가 조선어학회와 정면충돌하여 치열한논쟁을 별렸던 1930년대록부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날 다시 한번 냉철하게 그의 이흔을 131 판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비 

단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앞흐로의 우리말 연구에도 도움이 되2j라고 굳게 믿는다. 

먼저 서언에 나타난 그의 언어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한마마로 옥석흔효의 느낌을 준 

다. 예컨대 「초선어를 曉解하는 사람은 조선어문법을 曉解하는 사람이라. 언어학의 연구에 

속한 분류， 命名， 섣명등 여러가지 고찰은 전문연구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지마는， 언어 

가 문법에 마자쓰며， 플려쓰며의 결과는 상식적 直判으로 보통사람도 다 인식하는 바이라. 

고로 조선인이 조선어문법의 설명을 듣는 것은 알다 옷하는 사물을 배후는 것이 안이오. 

이의 그 결과는 알아있는 사물에 당한 문법학상의 설명을 드름에 그치는 바J2 이라고 말하 

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탁견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펀 「문화가노픈 민족은 발달된 합리 

적 언어를 가졌고 미개한 민족은 유치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며 서구중 

심의 전세기적인 사고방식의 유물이다 한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옷하고 선교사나 여 

1 Thomas S. Kuhn의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p. 137-8)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인용은 원칙적으로 원문 그대로 놓아두었다. 뜻이 모호하지 않는한 한자는 한글로 바꾸어 썼 다. 

인용푼이 현행 철자엽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만 박승빈이 고안해낸 흔동을 피하기 

위해 쓰지 않기로 했다 
3 문법이란 딸은 쓰는 사람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문법서의 언어현상에 대한 기술 

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화자의 자기 모국어에 대한 우의식적인 지식을 뜻하기도 한다. 후자 

의 뜻으로 쓸때 여기에 표영된 박승벤의 견해는 옳은것이다‘ 
4 박승번이 직접 세계 여러민족의 언어를 연구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렬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하기는 어려우니， 이것이 그의 견해라고 보기는 힘들겠다. 한때 이런 따위 발언을 하는 서구학자들이 

많았￡니 직접 혹은 일본서척을 통해 。l 런 사이비학설을 읽게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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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들이 아프리카의 여러민족이나 아메리컨 • 인다언의 말이 유치하고 단순하다고 속단했 

던 일도 있지만 그들의 말을 연구하고 분석기술한 경험이 있는 언어학자들은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나 하는것을 깨닫게 되었￡며， 다픈 언어는 서로 다른 문 

볍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더 발달되고 덜 발달된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가 「건실하다」던가 「浮虛하다」고 평하는것은 마치 언어의 

성음체계를 「거철다」던가 흑은 「낭만적이다」라는 말로 규정지려는 시도와도 비슷하다. 현 

제는 아무도 그런식의 표현을 빌어 언어를 기술하는 일이 없게되었다. 적어도 전문가들은. 

이책은 세펀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일펀이 서혼이고 제이， 제삽펀이 각기 음성과 문법에 

관한 것이다. 그는 서롤에서 언어와문자의 관계를 밝힌 다음 「언어의 법칙을 연구정리함에 

당하야 문자에 *힘Z尼하야 언어에 대한 관찰에 防뽑를 이푸임은 본말을 전도하는것J (p. 1)이 

라고 명쾌하게 지적하고 글과 말을 혼동하는 학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한펀 서구의 학자들 

은 분철 (segment)을 성음학상의 단위로 보아왔는데， 그는 「언어를 구성한 성음상 단위는 각 

발음 즉 음절이다J(p. l)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구학자들은 말 이라는 소리가 n 

}르(mal) 의 세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대해 박승빈은 이음절 전체를 한 단위 

로 삼고있어， 두견해카 서로 상반한다. 그러나 뒤이어 그는 「한 음절은 흡質과 흡꿇의 결 

합으로 성럽」된다고 보아 음철이 더 작은 단위로 분해 될수 있 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소리를 낼 때는 음절이 단위가 되고 소리를 분석할 혜는 음절을 구성하는 분절이 단위 

가 되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 나 요즘에 와서는 분절보다 더 작은 자질 (feature 혹은 compo

nent)을 단위로 삼는 이론이 지배적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생성음운혼자(gener

ative phonologist)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음절의 중요성이 싣험음성학자에 의해 재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싣이 다. 5 James D. McCawley가 日本말 액 센트 체계를 다푸는데 

음절이라는 개념을 음운흔(흡頭論)의 단위로 도입하고 있다는것도 흉미있는 일이다. 박승 

반은 「언어를 운전상으로 관찰하는 단위는 단어 J (p. 2) 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시-중에는 

독럽한 음절을 이루지 옷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한음절 이하의 단어를 인정 하고 

있다. 물흔 그가 단어보다 작은 단위로 형대소를 의 식 하고 있었는지는 영백하지 않다. 

제이장에서는 學理와 記字法에 언급하고 있는데 현대 말로 바꾸어놓으면 이론과 철자엽의 

관계이다. 철자법은 저자의 큰 관심꺼 리의 하나이며， 그의 보수적 입 장은 새로운 맞춤법통 

일안을 들고나선 조선어학회측과 불가피하게 정연충돌의 .52.-스를 달리고야 말 운명에 처 

해 있었던 것이다. 양측의 논갱 이 사회에까지 파급되어 크게 물의를 이르컸던 것은 국어학 

사상의 대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먼저 그의 철자법에 관한 이혼을 살펴보면 「기사방법의 

처리를 고찰함에는 학리적분해를 얀구함과 같이 단순한 이흔만으로는 진행 되기 어려운 것 

이오 실제 사용의 변의， 종래의 습관 기타 여러가지의 방연애 고려하여 결정하다 아니하면 

아니 될 바이라. 그러 함으로 그 처리 방법은 학리적 견해와 같히 절대적이 안이라. 짜라서 

그 방법이 반드시 유일무이 한 것이 안일마라J (p. 6) . 이것은 일찌 기 Y.R. Chao가 그의 유 

명 한 논문 “ Non-uniqueness of Phonemic Solutions of Phonetic Systems" 에 서 역 설 한 바와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겠 다. 음운을 기술하는데 유일한 해 결을 구하기가 힘들며 어느 

갱도 자의적인 결정이 불가피하다면 철자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말의 예를들 

5 김 진우의 A New Direction in Phonetics에서 syllabl e을 발음의 단위 로 보려는 최 근의 동향올 엿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참조 



훌훌 評 135 

어 보기로 하자. 정서 볍 (orthography) 에 의하연 [k] , [k'] , [kh]를 각각 그， 고， 크로 적게 

되어 있는데， 왜 두번째 소리의 경우에만 복합기호를 사용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끼 대신에 단일기호를 만들어 내어도 우방할것이고 그와 반대로 격 대신에 1동와 

같은 새로운 복합기호를 씨서 안될 하동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현행 철자법에서 갚단의 

부정둔을 CJ: 갚단로 척도록하고 얀묘에 경우에는 앞안단를 벼리고~난단로 적게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서술문에서 먹는다로 적￡변 의문문에서도 보흐얀?로 적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먹느냐로 적고 있A니 이것도 이흔의 번은을 들어내 주는것이 아닐까? 찾 

아내려 띤 이런 따위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뒤에서 다시 철자볍에 언급하기로 하고 다 

음펀A로 넘어가기로 하겠다. 

제이펀에서 그는 우리말의 성음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언어학에서 가장 앞선 부문 

이 성음학이며 ， 따라서 그외 과학 이전의 성음학연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때 뒤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몇가지 주목할만한 그의 견해를 발견할수 

있으니 이런점 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r인류의 성음은 이흔적으로 상상할 

다면 그수가 不定數로 만흔것이라J (p . 13) . 이것은 음성학의 초보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다 

‘ 아는 사실이지만 1930년대에 이렇게 뚜렷이 이사실을 알고있던 국어학자가 몇 사람 ‘ 있었 

을까? 더욱 홍미있는 점은 「이와같은 다수한 음 가온대에서 각 민족은 각각 그 어음￡로 

사용하는 몇가지의 표준음이 작정되야 이슴이라J (p . 13)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준음이 란 구조언어 학에 서 말하는 phoneme의 개 념 과 일 치 한다고 볼 수 있 

다 6 r각 민족이 각히 그 언어 를 사용함에 당하야 각각 그 표순음이 갱 하야뎌 서 그 표준음 

을 중심흐로 하고 그 표순음에 정근펀 모범위짜지의 안에있는 음은 그 표줍음으로 간주하 

야 처리하는 것이다.J(p. 14) 라는 설명은 그가 phoneme과 phone(單홉)의 구멸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r국어학사JCI66I)의 저자들이 「박송빈의 음의 기술태도는 서구에 

서 논의되기 시직한 음운론의 원리와 너무도 일치하는 점이 많다J (p. 165)고 지적하고 있 

는것은 정곡(正聽)을 얻은평이 라고 하겠다. 

그는 우리말 자음에 관해서는 대체로 훈민정음의 성명을 따르고 있는데 승과 E 계통에 

관한 독특한 관찰은 흥미있는 것이다. 등이 다른 자음들과 발음상 매우 다르다는것을 지적 

하고 정확하게 그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효프-분닌에서와 같이 르과 zero가 교체하 

는 경우와 울은변-울프에서와 같이 르과 드이 교체 하는 경우를 구별해 전자의 경우 옮과 

강은 기호로 적자고 주장했는데， 이점 그가 어 렴풋이나마 형태음소(morphophoneme)의 개 

념을 인식했던 것이 아난가 생각된다. 음성연구에서 또하나 특기할 것은 그의 「여음불발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의 정의를 빌려면 「한 발음성 (=자음) 이 바팀이 되고 발음이 전연 

히 종지되는 경우， 쪼는 그 다음에 아행 이외의 음이 연속되는 경우이나 문법적￡로 종속적 

관계가 없는 아행음이 연속되는 경우에 그 바텀된 발음성이 여음이 나디못하는 법칙 J (p.4 I) 

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말의 바칭되는 자음의 내파(implosion) 의 원칙을 단적으로 청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더우기 놀라운 사싶은 이 현상이 나타나는 세가지 음성적 환경을 들고 있는 

6 근태에 는 phonEme도 쓰는 사랍에 따라 듯이 달라져 ， 그 앞에 형용사를 부쳐 autonomous 
phoneme이 니 systematic phoneme이 니 하여 구별 하고 있 다 물론 여 기 서 는 구조언 어 학자들의 phoneme 
을 뜻하며， 전자를 가르킨다. 대표척인 저작으로 미국의 Pike의 Phonemics (1947) 그리고 영국의 Jones 
의 The Phoneme (1 962)를 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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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며， 그의 관찰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한가를 잘 들어내주고 있다. 그는 한결음 더 나 

가 이 법척의 작용으로 같은 계릉의-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음되는 위치가 같은- 음이 

중화(neu traliza tÎon)를 일A킨다떤가， 같은 동화작용 (assimilation)의 과정을 밟게된다는 사 

지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박승빈이 낱낱의 현상을 관찰하여 기술하는데만 만족하지 않고 

이런 사성들을 기초로 하나의 원리내지 법칙을 추출해 내서 그와 관련된 제현상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그의 과학자다운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 높이 평가되 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그러 나 또한펀 그가 塊은 「넋」대 신에 「넉 J ..2.-로， 價는 「값」대신에 「감」으로 적을 것을 주 

장한 것은 자가당착이라하겠다. 효인 이흐진로 발음되나 효안친는간박친로 소리나고 강 

사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갇이， 값이 의이가 문법적￡로 값 

에 종속되어 있는 반면에 아치는 그렇지 않기 해문이다. 경계표식 (boundary marker)을 싸 

서 적 으연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kaps十 i# #kaps# # achi # 

여음 불발의 법칙은 최종 자음군-다른 말로하연 쌍바침-의 단순화에도 작용한다. 그가 

kaps의 마지막 자음 S가 # 앞에 서 탈락되어 kap이 되어 값아치기- 가바치로 소리나게 된다 

는 것을 깨닫지 옷했던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말에서 승+기→기+ 

승→격가 되는 과정은 이미 널리 알려져 metathesis의 예로 언어학 입문서에서 까지 인용 

되고 있는 형펀이다 이에 대한 그의 견해가 잘못임은 재혼을 요하지 않는다. 제십일결에 

서 「조선문은음절문자의 제도에 의하야 기사하는 법칙 이 라J (p. 1 45)고 말했는데 만약에 음 

절운자를 sy Ilabary의 뜻으로 썼다면 이 역시 그풋된 해석이다. 우리 정서볍 이 힌데 묶어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지만， 우리문자는 어디까지나 alphabet이다. 다음변 

으로 넘어가기전에 철자법 에 관해 한마다만 더 하고자 한다. 

말소리를 글로 적으려고 할때 여러기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한 단어가 그 앞뒤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그때 마다 다르게 소리냐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예 컨데 年

은 렬 (年代) ， 얼(年金) ， 열(年令)， 박(每年) ， 련_c-年)등으로 발음된다. 소리냐는대로 적 

는다연 같은뜻을 가진 이 단어는 네가지 다른 표기 를 요구하게 된다. 花는 꽃으로 적 게 되 

어 있지 만， 이단어를 따로 떼어 한마다로 발음하면 꽁， 그리고 모음이 뒤따라 올때는 꽃 

(이 ) ， 또 뒤 에 오는 자음에 따라포(나무) , 표(신) , 꼴(밭)풍으로 다르게 소리난다. 그러 냐 

이 중 어느 하나를 골라서 표기 하느냐 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는것 같이 간단하지 않다. 이 련’ 

사실을 갱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박송먼은 본음주의， 대표음주의， 응용주의의 세가지 기

능성을 논의한 다음 대표주의를 버리고， 나머지 둘 중에서 본음주의를 채 택한다. 그러나 

그는 응용주의 가 「가장 진보된 합리적 기사법일마라J (p. 153)고 말하고 있다. 응용추의는 

현대 말로하면 phonemic principle에 의 한 표기 법 이 고 본음주의 는 morphophonemic principle 

에 기초한 표기 법 이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박승먼의 본음주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mor

phophonemic prìnciple에 서 벗 어 나는 점 이 적 지 않은데 , 그것 은 한 음절 로 발음될 수 없 는 

음은 앞의 형태소에 속하는 것도 뒤음철의 일부로 적을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 

7 David G. Lockwood의 Introducti on to Stratificational Grammar (p. 28)와 Sanford A. Schane의; 

Generative Phonology (p. 54)에 우리 말의 이 현 상에 대 한 언급을 찾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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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문법체계에 까지 영 향을 주어， 그의 동사의 어미활용에 관한 섣명은 

필요 이 상으노 휴장하여 큰 약점을 들어내고 있 다. 그의 주장하는 철자엽이 현행 절지-뱀에 

익숙힌 사람들에 케는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이 절 

대로 옳고 다른 하냐는 그릇된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는 학자기 있다연 이것은 하나를 알 

고 둘을 모르는 망말이라 하겠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원칙 위에서 고안된 것이며， 한마디로 

흑백을 가힐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펀이 배우기에 쉽 고， 쓰기에 펀리하며， 시 

종엘 갚하 'ìl 씬칙쓸 따르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 두 칠자법 사이의 우열을 비교 관단할 수 

있는 것 이가. 그 섣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조차 마해 결의 

간센 ι i 있으냐 ， 칠 지-법 에 대해 어떤 가치판단을 내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어 

휘목록(Iexicon) 속에 어떻게 한 형태소를 표기하느냐 하는데 아직 까지도 음운론자(phonolo-

gists)사이 에 의 견의 일치를 보지 뭇하고 소위 추상 대 구상(abstract vs . concrete) 의 논갱 이 

계속되고 있다 8 음풋론적으로 한 형태소의 표기가 결정되어도 그것무로 칠지-법의 운제 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 니 우리의 현행 철자법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띤 적 

어도 그들의 현대 언어학과는 인연이 먼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겠다. 

제삼펀 문볍은 이 책 의 백미(白릅)라고 하겠다. 음성론의 문장이 난삽(難빠)히고 읽 기 

힘든데 비해 문입 펀은 읽 기도 쉽고 기술도 체계적이다. 이것은 비단 통사볍이 전공인 냐 

의 펀견만은 아닌상싶다. 그는 먼저 단어를 체언과 용언으로 구분한 다음， 후자를 「존재사 

지정사， 형용사， 동사의 총칭 이라J (p. 215) 규정짓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관단 

이 다. 이 다와 있다를 별개 의 품사로 내세울 펼요가 있나하는 논의는 펄자의 관심 밖의 일이 

며 별로 흥미없는 문제 이지만， 중요한 사싣은 이들이 동사， 형용사와 더 불어 용언이란 멤 

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박승빈은 이다의 이를 용언으로 보아 「이의 단어가 완전히 존재하 

야 문법적 활용의 일체의 관계가 다른 용언과 건-豪도 서루 플렴이 엽스며 그 규칙이 간단하 

고 정연하야 응용상에 하등 착잡되거냐 표는 疑義가 생 활 여지가 업슴이라J (p. 222)고 한 

점은 참으로 간영하고 통찰갚은 기술이라고 하겠다. 이점 주시경 이후 안단와 안닌다를 한 

단위의 표현으로 처리하는 견해보다 앞섰다고 하겠다. 해방후 국어학계에 이다논쟁이 별어 

져 저명한 국어학자들 중에도 언어사실을 무시한 주관적이며 불함리한 결흔을 내리고 아직 

까지도 이를 명사의 격어마이니， 두자음 사이에 오는 삽입모음(epenthetical vowel)이니 하 

는등 혼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박승빈은 동사 한(다)의 활용과 비교하여 외가 용언 

의 얼종임을 보여주고 「이가 하와 같은 용언임을 인식하라J(p. 192)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 

시킨 다음 「지정사의 다음에 용언조사이며 조용사의 첨가되는 상태가 다른 용언인 존재사， 

형용사， 동사 엣 상태와 촌호도 다씀이 없스며 쪼 용언 이외의 말에는 그의 같이 용언조사 

이며 조용사가 송정될 이치도 엽고 짜라서 그러한 예도 엽슴J (p. 224)이라고 명 쾌 한 증명 

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그의 논의와 결론은 정확하고도 정당한 것이며， 해방후의 문 

법기슬이 이점에 관한 한 후퇴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학설에 귀를 기 

을이고 좀더 이를 연구했던플， 이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많은 공논(空論)의 되풀이를 면 

힐수 있었을 뿐 이-니라 우리말 연구가 한 결음 더 앞섰을 것이다. 이가 모음 뒤에서 생략 

8 서로대립하는 두갈래의 주장을 대표하는 논문으로 Kiparsky의 How Abstract is Phonology?와 

Hyman의 How Concrete is Phonology?를 들 수 있 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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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는 실사〔實詞)가 아니며 따라서 용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 리는 학자도 있었으나 실사는 생 략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기 전까지는 무의미한 

가설이c.]- . 만약에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벌언효엔란프한늪효문의 준 형이라면， 생략된 포 

하의 하는 실사가 아니며 따라서 용언이 아니라는 결혼이 펼터인데， 과연 그럴것인지 ? 또 
다른 학자는 이다의 다가 기본형이고 이는 자음뒤에서 다만 두개의 지음이 경치는 것을 막 

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힌펀 박승빈은 「조선어의 발음상에 충성 

음(=모음)의 아래에 지정사 이가 연속되는 경우에 그 음이 매몰되는 현상이 이슴. 그러나 

그것은 발음의 {足略에 인하야 생긴 홉便이 습관이 되야쓸 뿐이요. 문법상의 규칙￡로 본바 

는 안이 라J(p . 224)고 주장하여 정확하게 이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나는 앞서 두개의 철자법 이 서로 다를뿐이지 쉽사리 우월을 판단할수 있는 성질의 문제 

가 아니라는 태도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 제 박승빈의 이의 처리가 옳디고 주장 한다면， 서 

로 다른 문볍기술을 가지고 하냐는 옳고 다른 것은 잘옷이라는 기치펀딘을 내리는 것이니 

모순된 일이 아닐까? 그러나 문볍기슬은 철자법문제와 근본적으로 달라 언어사실에 근거 

하여 기술이나 설명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싣험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 내 

가 박승빈의 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한 두가지 만듣어 두겠다. 

객단， 월단린단，포순단 같은 표현을뀔안단， 경좋으L다， 관효안단와 비교해보면， 캔， 멀 
딘린， 포순와 같이 모음￡로 끝나는 말 뒤에는 닥가 오고 월， 옆二융， , 프낼-과 같이 바칩이 있 

는， 따라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이다가 쓰인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 현 

상만을 섣명하려면 의단를 기본형이라고 보고 모음 뒤에사 안가 틸릭했다고 해도 되고， 단 

가 기본형이나 두 자음이 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가 삽입되었다고 해도 된다. 

그런데 글로 쓸 때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도 의단를 쓰는 시람이 많다. 물론 단만 

을 소는 사랑들도 많다. 그러나 소리나는대로 적어 다만을 쓴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아무 

런 흉미도 없는 사실이다. 말할때 소리내지 않는 이 를 구태어 모음 둬에서도 쓴다는 일이 

언어심리학적으로 매우 홍미있는 사싣이며， 또한 섣명을 필요로하는 문제이다 3딘를 기 

본헝으로 가정하는 설에 의하면 글을 쓸 때는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모음이 겹쳐도 우방함￡ 

로 기본형 그대로 촬수 있다는 자연스힘고도 쉰게 수긍할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른말 

로 바꿔하면， 말할때는 모음이 거듭되면 발음하기 거북하니까 이 를 생략하는 법칙이 의무 

적으로 적용되지만글을 플 때는 모응이 겸쳐도 상관이 없음으로 이 볍칙이 수의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다. 한현 다를 기본형으로 보면 전혀 섣명 이 불기능하다. 말할 혜에는 일정한 규 

칙 이 있지만 달을 쓸때 에는 불규칙하게 쓴다고 말할수 밖에 없는데， 왜 이런 불규칙적인 

한싱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할 걸이 없다. 따라서 끌을 쓸때 이다가 모음뒤에 

서도 쇼인다는 사실은 닫가 기본형이 필수 없을 뿐아니 라 안가 자음이 경치는 것을 막기위 

한 수단으로 삽입되는것이라는 섣이 과오라는 언어학적 벤증이 되는 것이다. 그렇 에도 불 

구하고 과거에는 이러한 결정적 증가기 될수 있는 언어자료를 가지고도 우의미한 퉁계나 

일람표작성에 시종하여 문제의 핵심을 잃은 버생산적 논쟁만 거듭해 왔으니， 우리는 이것 

을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할것이 다. 

이를 명사의 격어미로 보는 학자들드 있는데 이것역시 그릇된 생각이다. 다음 문장들을 

비교해 보지 

(1 ) 그는 학생 이 다 (la. ) 그는 학생 이 아니 다 C<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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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는 학생이 되 었다 . (2a.) 그는 학생이 안 되었다. 

만약에 이를 격어미로 본다연 (2) 의 되도 명사의 격어미로 보아야 옳을 것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2)에서 되는 주격어미 이 다음에 오는데 비해， (1)의 이는 명사다음에 직접온 

다. 따략서 되는 동사이고 이다의 이는 명사어미이며， 이렇게 분포(distribution) 가 다른 두 

형태소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혼동이오 오류라고 냐의 입장을 반박할 학자들도 있을것 

이 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제 (1)과 (2)의 부정문 (1a) 와 (2a)를 비교 

해 보지 먼저 (1a) 가 (1)의 부정문임을 부정할 국어학자는 없을것￡로 안다. 그런데 ( la) 

에서는 안묘(현행 철자법 에서 안난단로 적어 부정어 말과 ~l료의 관계가 가리워지는 것은 

유감이다)가 주격이미 이 다음에 오니까 이와 되가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나의 견해 

가 흔동도 오류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되도 이와 같이 격어미로 

보든가 그외 반대로 이도 되와 같이 일종의 동사로 보아야 모순이 없을 것이다. 언어는 매 

우 욕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법을 그 부분들이 서로 치밀하게 관련되어 정연한 전체체 

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1)과 (2)만 비교해， 이 제한된 부분적 자료에 키초하여 어 떤 결 

론을 내린다연， 자료를 확대해 (la)와 (2a) 같은예문들을 포함시킬해， 그전에 내린 결론이 

전체의 언어사싣과 맞지 않을수가 있다는 것을 깨 닫게 될 것이 다. 한편 인브의 경우에 왜 

긍정문과 부정문 사이에 그와 짙은 엇갈림이 생거나하는것도 비교적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 

는 문제이다. 문장의 피상구조가 심층구조에서 변형법칙에 의해 파생 (derivation)된다는 입 

장을 취한다면 (1)의 펴상적 불규칙성 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파생과정의 어 

느 중간단계에서 문장(1)이 다음과 같은 구조플 가진다고 가정해 보자. 

(lb) 그는 학생이 이 다. 

우리 말에서 같은 모음이 겹칠때 이들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 예사이다. (물론 이 현상 

이 어떤 제약을 받는것은사싣이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문장(1) 이 파생된다. 부정문 

(1a)의 경우에는 부정어 안이 두 이 사이에 끼니까 이 법칙이 적용될수 없으며 따라서 주격 

어미 이가 남아 있게된다. 다시말해 이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이 서로 어긋 

난다고 보는것은 다만 피상적 사실에만 주목한 결과이다. 불규칙한것 같이 보이는 긍정문 

(1)은 규칙적인 심층구조(lb)에 규칙적인 모음생략의 법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제 이가 

명사의 격 어미라는 설이 전혀 근거 없는 오류이며 우리말 구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그릇된 기 슬이라는것이 들어난 셈이다. 위에 말한 두가지 이외에 많은 자료기- 의를 

용안으르 보는 입장을 언어학적으로 뒷바침해 주고있다 나는 여키서 안가 용언의 하냐이 

며 모음뒤 에서 발음상 탈락된다는 박승빈의 학실이 다른 어느 문법학자의 견해 보다도 정 

확하고 정당한 우리말 계사(copula) 의 기 술이라는 것을 발해두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다. 

그의 문법론에서 가장 홍미있는 대목의 하냐는 부정에 관한 것이다. 우리일의 부정문이 

두가지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싣이다. 그러나 이 두 부청문 사이에 어떤 관계 

가 있나， 또 다흔말로 하면 구조적A로 서로 어떻게 관련되나 하는데 대해서 일찌기 논의 

된 바 없무며 ， 변형문법이론이 우리말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이문제가 많은 언어 

3 나의 미 발표의 는문 Some Evidence for thc Existence of the Copula in Korean에 서 비 교적 상 
세하게 이와같은 견해를 뒷 받침하는 자료를 여러가지 들고 있다 Song (1972)참조. 위의 미딸코-의 논문 
을 정리되 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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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10 박송빈은 부정어기- 동사 뒤에 오는 행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사[부정사]가 용언 (지정사 이외 )의 다음에 사용되는 

경어에는 조사 디의 연결을 요함. 그러고 부정부사의 다음에 하(동사又는형용사의 훨만가 

진 단어 )를 사용하야 , ... 디 아니하」로 됨 . 동사 「마르(찌)J가 사용되는 째에도 그형태 기

「아니하」의 사용되는 셰와 가틈J (p. 346) 이 라고 논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두기 지 일은 

한에 대한 그의 해석과 권유문이나 명령문의 부정이 서술문의 부정과 평행 한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다시 「부청부사의 다음에 쓰히는 하는 우에있는 용언을 대표하 

는 것J (p. 363)이라고 부연 (數仍)하고 있는데 현대의 슬어로 바구어 놓으면 Pro-Verb이란 

말이다. 일반동사로 쓰이는 하와 부정문에 나타나는 하 사이의 차이는 요즘에 와서 변형 문 

법 학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그는 이미 30여년전에 이사실을 알고 있었던것 같다 11 

부정명령운 「가지 말아라」가 서술문의 부정인 「가지 않는다」와 그 형태기- 같다는 주장도 

그가 예민한 관찰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들어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정문속의 지 (박승빈의 다 )에 대한 그의 해석이야 말로 어학자로서 

의 그의 탁월한 재능과 갚은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 다. ，용언에 다 가 천가한것을 

문의성분에 당한 고찰로 보면 역시 한 명시구로 성럽되어서 보어 우는 목적어의 자격으로 

사용되는 것임 J (p. 348) 필자는 일찌 기 우리말 부정문에 두가지 형이 있다는 종래의 학설 

(아마 전설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겠 다. 아무런 학설도 없었￡니 말이다)을 부인히

고 이 두형 이 각각 다른 두개의 긍정문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내씨운바 있 

다 12 다음의 네 문장을 비교해 보라. 

(3) 운법을 배운다 (3a. ) 문법 을 안 배운다. 

(4) 문볍을 배우기는 한다 (4a . ) 문법을 배우지는 않는다 (<아니한다) 

나의 주장은 문장 (3a)는 (3)의 부정 문이 고， (4 a)는 문장(4 )의 부정 문이 라는 것 이 다 13 

만약 나의 기섣이 성 럽된다면， 다시 말해 부정문(4a)의 「문법을 배우지 」가 긍정문(4) 의 맹 

시-구 「문법 을 배 우기 」에 해당히는 것이 라띤 ， 용언에 다 가 첨가된것을 영사구로 브고， 이 것 

이 보어 또는 목적어의 기 능을 기 졌다는 그의 기 술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나는 박송빈 

의 이 러 한 견해를 모르고 나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 렸던 것인데， 이 것은 우연의 일 치 기-

10 부정 문제를 취급했거 나， 거 기에 언급한 학위 논문틀을 들면 다음과 같다 Soon-I-1 am Park Kim 
(1967) . Seok Choong Song (1967) . Eung-Do Cook (1968) . Hong-Bae Lee (1970) . Choon-Kyu Oh 
(1 971 ) , Suk-Jin Chang (1972) . 그 밖에도 많은 영문 a rt icle이 말표되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참고문 

헌 참조. 

11 Joe Jun gno Ree (1 968)의 Some Aspects of Korean Syntax 속에 서 효운한단의 힌칸를 심 층구죠 

에 설정할것인가 그렇 지 않으면 변형 볍 칙 에 의해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홍미 있는 논의 를 찾아볼수 있 

다 . Oh (1971b)에서 는 박승빈이 논의하고 있는 아니 하다의 하다를 변형 볍 칙 에 의 해 도입하고 있다. 

12 Song (1 967 )에 서 처 음 이 러 한 가설 을 설 갱 해 보았다 Song(1971 , 1973)창조. 

13 이 것은‘ 쉽사리 검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다. 다음 문장은 전반이 부갱문이 고 후만이 긍정문 
이다. 

1. 그는 당애 플 피 지는 않지 만 술을마시기는 한다. 

이제 이 문장의 전반을 긍정 으로 후반을 부청 으로 바꾸어 보자. 

2. 그는 담배 를 피 기 는 하지만 술을 마시지 는 않는다-

위의 두운장을 비교해 보면 기와 지가 순연히 그뒤 에 부정어가 따르냐 않느냐에 따라 결 갱 된다는 것 

을 알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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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같은 언어사실을 같은 견지에서 해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나의 부정에 관한 가설이 

이미 30여년전의 그의 이와같은 관찰속에 배태(뾰服)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 

다. 또한 그는 「안난와 만안는 발음은 가트나 문법상￡로는 큰 차이가 있음. 전자는 f한 

단어이오. 후자는 죠솥를두 단어이라J(p. 364)고 이둘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바른 관 

찰이다. 요늘날 이러한 둔법 적 구별을 무시하고 아니 하나로 통일해 쓰고 있는데， 과연 갱 

당한 처사인지 반문해볼 펼요는 없을까? 

는， 도， 나강은 조사를 그는 별동(別動)조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 조사가 주격 조사 

나 목적격조사 다음에 사용펠때는 주격조사가 목적격조사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우리말 

변형문법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형문볍의 벙-법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보 없지 않을것이니 간단히 그 입장을 해명해 두겠다. 먼저 는과 도가 나타나는 다음 
문장들을 검토해 보자. 

(5) a. 이 구두는 비 싸다. 

(6) a. 현 구두는 버 렸다. 

b. 그 책도 있다. 

b. 문법책도 샀다. 

이들 문장에서 는이나 도가 어떤 특수한 뜻을 그앞에 오는 영사구에 첨가하는 것은 사실 

이다. 명사와 동사 사이의 통사적 관계는 아무런 영항을 받지 않는다. (5)에서는 는이나 

도가 둬따르는 명사구가 여전히 주어 기능을 가지고 (6)에서는 목적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문법기술 속에 포함시키려면 우리는 명사구와 동사구 사이의 통사적 관계가 

결정 된 후에 는이나도가첨가된다고 가갱하는 수 밖에 없다. 그 한방펀으로 우리는 통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를 선정한 후에 박승빈의 별동조사가 얻붙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를 뒷바침 해주는 사실은 주격 맞 목적격어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조 

사가 실제로 격어미 뒤 에 겹쳐 쓰인다는 현상이다. 

(7) a. 서울에는 대학이 많다. 

(8) a. 그 여자와는 말도 한일이 없다. 

(9) a. 마누라 에 게 는 말하지 않았다. 

b. 시골에도 고등학교는 있다. 
b. 그 여자와도 연애를 한 모양이다. 

b. 장모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는과 도는 격어마에 딛붙어 쓰이는 것이 예사인데 주격어미 

와 목적격어미 뒤에서만 같이 쓰이 않는다 14 띠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세워서 

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j 주격 조사 l i 목적격 조사 ) +별동조사→cþ ， 2 

1 2 

별동조사가 뒤에 오면 제일항목이 영얘)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 인용을 읽는 사람은 누 

구나 박승빈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í별동조사가 체언 

에 첨가하는 경우에 그 체언의 격을 표시하는 조사(이， 를등)가 생략되는 일이 만흠. 그러 

나 그것이 문전상 하등 변경 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짚 별동조사가 표격 (表格)조사의 대신 

의 임무를 하는것도 안임 J(p. 354) . 

口과 기가 동사에 붙어 명사를 파생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며， 어느 문법책에서나 

14 주격조사 께서 뒤에서는 는이 생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데 대해 장석진에게 감사를 표 

한다. 주격조차 앞에오는 영 사가 [ + HonorificJ 인 경우에는 이 법칙이 척용되지 않도록 제약을 가해야 
펼것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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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급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박승빈은 이것이 요새말로 명사화표식 (Nomina lizer ) 으로 

쓰인다는 사싣을 인식히고 있었다. r용언에 므 우는 긴가 첨가되어 언어는…그 용얻과 죠 

사[u 과기를 기-르칩〕를 합하야서 (우는 그 우에있는 단어까지 합하야서 ) 병사구 우는 명시 

설 이 되는것입 J (p. 180). 그는 명사와 명사화한 문장을 식별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데 r (A ) 그 용언의 주어나 우는 목적어가 사용된 해， (B) 그 용언과 조사의 사이에 조 

용사가 사용된애 J (p. 180)를 듣고있다. 아래 예에서 (10)은 (A)의 경우이고 (11)은 (B)의 

경우이며， 따라서 하선 〔下線)을 그은 부분은 문장이 명사화 한것이라는 결론을 얻게된다. 

(10) a. 아이 가 잠 을 보고 b. 돈을 치기 가 자미 있다. 

(11) a. 거 르시 口을 .. . b. 거르시기가 ... 

이러한 그의 분석방법은 변형문법자들의 수법을 방불케 해 주는바， 그가 우리말 문장의 

성분 (constituen t)사이의 구조걱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좋은 증거 

가 된다. 

언어학을 전공한 학자들 가운데도 먹는다의 는이 현재시상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15 이른 

에 경도(碩倒)한 나머지 기술연어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벙법 조차 등한히 한데 서 요는 과 

오이라 하겠다.먹는다와 먹었다 만을 비교하면 늪이 현재시상을 나바내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언어의 구조가 얼마나 꽉잡하며 더구나 피 상구조가 불쥬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이 두 형태 만 비교해 그와같은 결흔을 내리는 것은 경솔한 일 이 다. 조곰만 시 

야를 넓혀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로하게 되면 그결론이 오류라는것이 자명 해 질 것이다. 

(A) 먹는가 먹었는기 

(B) 먹든가 먹었든가 

만약에 늪이 과거시상을 나타내는 월과 대조 (contrast)되는것이략면 의문문의 과거형에서 

현재 와 과거를 냐타내는 형태소가 동시에 나타나는것을 어 떻게 설영 할것인가? 도저 히 설 

명 할 도리가 없을것이다. (A)의 한쌍을 (B) 의 다른 힌쌍과 비교하면 는은 회상을 나타내 

는 등과 대초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확은 영 (zero) 과 대조된디는 사실이 명백해 

진다. 좀더 추상적으로 표기하연 (A )와 (B)가 다음과 같은 규칙적 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 먹 -cþ 는-가 먹 -었-는-가 

(B) 먹 -cþ-든-가 먹-었-든-가 

여 기에다 서술형을 보태 면 다음과 같다. 

(C) 먹 -rþ 는-다 용약 -었-는-다→먹 -었-다 

(D) 먹 -cþ-드-라 먹-었-드-리 

서술형의 경우에만 과거형 다음에서 늪이 떨 어 져 나깐다. 이 한기지 현상만 설명하면 네 

쌍의 형태가 얼마나 규칙 적인가를 알수있다. 코이 현재시상을 나타내지 않고 회상법에 대 

초되는 직 섣법 (Indica tive) 의 표식 이라는 것이 증명됨 에 따라 현재시상이 영 이라는 것드 을 

15 시 제( tense)와 시상 (aspect)을 엽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재언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논 

문에서는 원지자의 용어를 그대 로 답습했으니， 이것은 혼동올 피하기 위한 방연에 불과하다 한국말의 
시상에 관한 홍미있고 날카로운 (perceptive) 분석을 장석진(I973b)에서 찾아 볼수 있다 는을 현재로 보 

는 견해 는 Soon-Ham Park Kim ( 1967 )과 Hon g-Bae Lee (1 970) 에 서 찾아볼수 있 다 Samuel E. Martin 
( 1954 )의 Korean Morphophonemics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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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셈이다. 요새 술어를 빌연 우리말의 현재시상은 unmarked 되었다고 할수 있겠다. 이 

제 박송빈의 설명을 들어보자. í현재시상은 용언의 기본되는 시상이라. 고로 시상을 표시 

하는 조용사의 보조를 받음이 없이 용언만으로써 그 의의를 표시함J (p. 324). 그러나 이북 

다 더 놀라운 일은 통사연에서는 다른 시 상을 취해도 의마연에서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는 그의 관찰이 다. 그의 예 문을 인용하겠 다. 

(12) a. 

(1 3) a . 

(14) a. 

(15) a. 

(16) a. 

돈이 생겨쏘오 

손닝이 와쏘오 

션생이 되야λ다 

날이 저므러人다 

날이 어두워人다 

b. 돈이 이스오 
b. 손닝이 이스요 

b. 션생이다 

b. 세상이 어듭다 

b. 세상이 어듭다 

왼편의 문장들은 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 시 상은 과거 이 다. 한편 오른쪽의 문장들은 똥 

사 이외의 용언을 포함하며， 시상은 현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문장 

들이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박승빈은 과거시상을 나타내는 었이 과거와 반과거 [영에 

의 현재완료]에 두루쓰인다고 말하고 동사의 반과거는 동사 이외의 용언의 현재와 뜻이 같 

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í동사이외의 용언은 진행적 의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행의 

완료가 없A며 그 용언자체가 기존의 현상을 서술하야 동사의 반과거=현재완료〔영 어의 과 

거분사에 해당함〕에 상대됩 . 고로 동사의 반과거로 표시함과 동일한 취지의 언어로 설시 

(說示)함에 그 현재형을 사용하야서 현상을 설시함으로써 족함J (p. 327). 이것은 생성의미， 

론(generative semantics) 의 방법론과 비슷하며， 그가 여 러 측면에서 언어를 관찰히고 분 

석하며 얼마나 깊이 연구했던가를 들어내 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도표에 의해 동사와 형 

용사 사이의 시 상의 엇갈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홍미 있는 관찰이 라 하겠다. 

동사 형용一지정-존재사 

현 재 { 찰뿔 1 

( ... :.1 .... 1 ..... 1 현재 I 반과거 } 
과 거 t 단순과거 ; 

r _l _, ^, _ ~과거 
I 과거완료 j 

중과거 1 대과거 t 대과거 
(重) ‘ 

(p. 329) 

명사앞에 오는 포유문의 통사와 형용사의 어비를 비교해 보면 매우 흉131 있는 

어난다. 

동사 형용사 

현재 : 칩에가는 사람 / 눈치가 빠르느 사람 

과거 : 정에가ζ 사람/ 

사싣이 들 

동사의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와 형용사의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가 다같이 느이라는 것은 
다만 우얀의 일치 일까? 박승빈의 시상에 관한 설명이 이점에 대해서 시사해주는 바가 많 

은것 같다. 

점속사에 관한 그의 의견도 매우 재미있다. 장석진은 최근에 아래의 세문장이 같은 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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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진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16 

(17) Mary가 애를 댔다. John하고 결혼했다. 

(18) Mary가 애를 댔다. 그리고 John하고 결흔했다. 

(1 9) Mary가 애를 배고 John하고 결혼했 다. 

그런데 박승빈도 (18) 과( 19) 가 동일한 원리에서 이루워 졌다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명 

하고 있다. r조선어에는 본래의 접속사로 성립된 단어가 없고 조사로써 그 의사를 표시함 

이 정칙이라. 그러하야서 언어를 접속하는 경우에 그 우人말에 그의의를 가진 조사를 사용 

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우λ말을 돼표하는 문구를 다시쓰고 거기다가 그 의의를 가진 

조사를 사용하게 되는 제도이라J (p. 370). 물본 장석진의 논의는 생성의미혼을 토대로 하여 

이런 사싣들을 법칙화하려는 참신하고도 중요한 시드이며， 그런의미에서 우리말 연구에 새 

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박승반도 이러한 사실의 기본원려만은 명확 

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품사론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과거의 문법기술의 전통이었으니 그 이 상을 이 책 

에서 기대하기는 어 렵다. 다만 통사법에 관한 흥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으니 이것만 검로하 

고 이 글을 끝 맺기 로 하겠 다. 박승빈은 다음문장을 분석 함에 피 상구조에 나타나지 않는 성 

분 넷을 보충하고 있다. 이것들을 괄호안에 넣어서 표시하겠다. 

(20) (세인이 ) 태산이 높다하되 (그것 이 ) 하늘아래 외이로다. (고로) (사람이 ) 오쓰르고 

즈모 오 쓰르면돗 오쓰이 엽 것 마는 사람이 저 아니 오쓰고 외 를 높다 하도다. 

우리는 문장의 심층구조와 피상구초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찰 알고 있다. 그 이유중 

의 하냐는 동일한 명사구의 되풀이를 피하는데 있다. 첫번째 사람이 생략되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우리말(일본말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에서는 흔히 주어를 생략하는 일이 많 

으며， 더우기 삼인칭 복수명사가 부정 (indefinite)하게 사용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박송 

빈이 동사구 효드}의 주어가 부정 (不定)한 삼인칭복수 젠휠 (世人)이라고 본것은 전적으로 

옳은 판단이다. 과거에 흔히 외이로다 같은 문장에서 외가 주어라고 보는 경향이、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견해 이다. 크강의를 주어로 보고 외를 서술명사로 보고 있는 박송빈의 

분석이 정확하고도 타당한 것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그가 문장에서 생략된 명사구들과 

점속사를 보충하여 이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오늘날 변형이론의 기본 

원 리 가 되 는 문법 과정 (grammatical process)을 찰 이 해 하고 있 었 다는 뚜렷 한 증좌가 될 것 

이다. 

끝￡로 그러면 어 찌하여 박승벤의 문법이 우리학계에서 버림을 받아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나 하는데 대해 나의 억측을 사족(뾰足)으로 붙여볼까 한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철자볍 논쟁에서의 패배이다. 앞서 강조한바와 같이 반듯이 그의 주장이 그릇되어서 그렇 

게 된것이라고 보는것은 펀견이다. 한 학설 이 학계나 사회에 받아 들이어지고 흑은 배척을 

받고 하는것이 그 자체의 공과에만 의하지 않고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의 작용을 받는다. 

우리글이 alphabe t이니 음절로 묶어쓰느니 보다 풀어서 가로쓰면 철자법의 많은 문제가 자 

안히 해소될 것인데 이런 제안을 하면 이단시 (異端視)되는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학 

16 지금까지의 문법기술은 문장중심이었다. 우리말 운법기술에서 운장보다높은 단위의 구조를 대상 

으로 한것은 장석 진의 학위논문(1972) 이 처음이라고 하겠다. 그의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in Korean: On Connecting Sentences 도 그런의미에서 채미있고 또한 중요한 논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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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문제라기 보다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한기-지 중요한 요인은 그의 동사어미의 활용에 관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다. 툴펼 

요한 어간(語幹)과 어미 (語尾)의 구별을 하여 원단(原段)과 변동단(變動段)을 설정하는 풍 

심히 복잡한 체계를 시1 웠다. 과학척 기술은 간영할수록 좋으며 문법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채 계 블 따르만 바도， 받， 바다가 受를 뜻하는 통사의 원음， 약음， 변동단음이 되 는데 

받을 동사의 기본형a로 보면 이 런 구분이 전혀 블필요하게 된다. 그는 바드 며， 받-고， 

박단二선와 같이 분석 했는데 이것은 그릇된 분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어디까지 나켈二은 

며， 받-고， 받-아서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여기서 으며의 으와 아서의 아에 관한 논의는 

지 면상 피하겠으나， 간二보， 가 고， 간=전 ι간즈감'1 ) 에서 볼수 있듯이 으는 삽입모음 

(epenthetical vowel) 이고 아는 그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에만 언급해 두겠 다. 그는 동사 

의 어미를 아단(段) 어단등 일공기-지로 논았으나 역시 그럴 펄요가 없다. 생각컨대 이려한 

그의 문법 체계의 복잡성 이 많은 추종자를 얻지 옷한 주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 각된다. 거기 

에다 그 자신이 자인하듯이 「설명의 뺀盤과 문장의 짧帶」가 많은 독자들을 소원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에책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정당한 평 가를 받지 옷한 채 서가의 

먼지속에 묻혀있게 되고 말았던 것 같다‘ 그려나 언내하여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풍성 한 대 

가를 받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말 연구에 뜻을 두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정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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