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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행기의 
語學 ․ 文法 ․ 語法 ․ 文典 ․ 語典*1)1)

李賢熙**

1. 들어가기 

이 글은 근대 이행기에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어학의 성립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자그마한 문제를 언급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주로 몇 용어의 용법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한국인에 의해 행해진 이 시기의 한국어학 연구’에 대한 것이었는

바, 이 주제만으로는 항상 되풀이되곤 하는 매우 뻔한 기술1)을 행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한국어학’은 먼저 한국어의 학습을 

목표로 하여 일본인 학자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  이 글은 2012년 11월 29일에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개최된 2012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회의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자국어 인식과 자국어학의 성립>에서 발표된 필자

의 논문 “근대이행기 한국어학의 성립과 관련된 몇 문제”의 내용을 약간 손질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한국인에 의하여 1910년까지 이루어진 문법저술은 유길준의 원고본 및 油印本 《朝鮮文典》 
몇 종(1904년 이전 필사, 1906년 유인)과 《大韓文典》(1909), 崔光玉의 《大韓文典》(1908), 

周時經의 《國文文法》(1905년경 필사), 《國文講義(대한국어문법)》(1906), 《國語文典音學》
(1908), 《말》(1908년경 필사), 《高等國語文典》(1909년경 油印), 《國語文法》(1910), 金奎植
의 《大韓文法》(1908년 油印), 金熙祥의 《初等國語語典》(1909)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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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이들과의 일정한 관계하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어학이 구축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1894년 甲午更張이 이루어진 후 勅令 제1호로 나온 <公文式>은 한국

에서의 문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약 20년 전인 

1876년의 <丙子修護條規>에서는 ‘第三款 嗣後兩國徃來公文, 日本用其國
文, 自今十年間, 別具譯漢文一本, 朝鮮用眞文.’[현대어 번역문: 이후에 양

국 사이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 1본을 별도로 구비한다. 조선은 眞文을 쓴다.]

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the Classical Chinese”의 의미를 가지는 동

일한 대상이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漢文’이라 稱해지고 조선과 관련하여
서는 ‘眞文’이라 稱해져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이 시기에 다시 사용되

기 시작한 ‘漢文’2)이라는 용어는 일본을 통하여 조선에 들어와 새삼스레 

재발견된 것으로 보인다.3) 1894년의 칙령 제1호 <公文式>의 제14조에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4)이라 하여 ‘國文’, ‘漢文’, 

2) ‘漢字’는 이미 조선 초기에도 사용되었다. ‘漢字로 몬져 그를 오 그를 곧 因야 正音으
로  곧 因다 니라’(<釋譜詳節序>, 6)라는 夾註文이 그 한 예를 보인다.

3)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가 1888년에 고종임금에게 올린 이른바 <開化上疏>의 일부 내

용에 ‘設壯年學校 以漢文 或以諺文 譯政治財政內外法律歷史地理及算術理化學大意等書’라 

하여 이미 ‘漢文’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the Classical 

Chinese”의 의미를 가지는 ‘漢文’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현희 

외(2014: 26~27)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외교문서(事大文書)인 ‘吏文’과 대비하여 ‘漢
文’이 《成宗實錄》에서 두 번 사용되기도 한 것이다(권97, 9년 1월 3일자 기사, 권98, 9년 

11월 13일자 기사). 그 외, ‘漢文’은 ‘漢語와 吏文’의 복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중국 漢나
라의 文帝를 略稱하여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1894년 11월 21일에 공포된 칙령 제1호는 한문으로 작성되었지만, 이듬해 5월 8일

에 공포된 칙령 제86호에 가서는 국한문으로 작성되었다. ‘公文式 第一章 頒布式’ 제9조는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  本을 삼고 漢譯을 附며 혹 國漢文을 混用홈’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칙령 제1호에서 국문을 본위로 한다 하였으나 실제 문자생활에서는 국한문

이 대세를 이루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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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漢文’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새로이 사용되었다.5) 1894년 12월 12

일에는 이른바 <洪範14조>가 <大君主 展謁 宗廟誓告文>(漢文), <대군주

게서 죵묘에 젼알시고 셔야 고신글월>(國文), <大君主게셔 宗廟
에 展謁시고 誓告신 文>(國漢文)의 세 문체로 작성되어 宗廟에 告해
졌다. 

이로써 ‘國文論’이 속출하고 국문에 대한 탐구 열의가 고조되었다. 이런 

문체에 대한 논의는 이 시기의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가 되어 수없이 많

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語學’, ‘文法’, ‘文典’, ‘語典’ 등에 

대한 논의가 아울러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당대의 용법에 주목을 해 보고자 한다.

2. 外國語學과 本國語學

‘국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의 용법에 견인되어 한국에서도 근대 이행기

에 비로소 사용된 것으로 언급해 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이미 

조선 초기 문헌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근대 이행기 이전 시

기에 사용된 ‘國語’의 대표적인 용법 세 가지를 간략히 언급해 둔다. 

(1) 이제 우리 聖上이 [중략] 親히 입겻 一定시고 儒臣 韓繼禧 命샤 國語
로 飜譯시고(今我聖上이 [中略] 親定口訣시고 命儒臣韓繼禧샤 譯以
國語시고) (《金剛經諺解》, <孝寧大君跋>, 2)

5) 이 칙령 제1조에 사용된 ‘國文, 漢文, 國漢文’은 작성된 문장을 의미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國文’이 그 뒷 시기에서처럼 문자 자체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작성된 

문장이나 텍스트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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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ㆍㅡ起ㅣ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
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 (《訓民正音解例》, <合字解>, 52)

(3) 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夬之一音而已, 此尤可笑者也. (申叔舟, <東國正
韻序>)

(1)의 ‘國語’는 古代漢語(the Classical Chinese)에 대비되는 “한국어(the 

Korean language or the national language)”의 의미를 가진다. 이 ‘國語’

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다 포함된다. (2)의 ‘國語’는 ‘兒童之言’이나 ‘邊野
之語’에 대비되어, 世代나 地域의 차이에 의한 方言分化와 관련하여 “표
준적인 한국어(the standard Korean)”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후자의 ‘邊
野之語’와 대비되어서는 ‘國語’가 中央語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의 ‘國語’는 ‘字音’에 대비되는바, 한자음이나 한자어를 제외한 “固有語
音(the sound of native word)”, 혹은 “固有語(the native word)”의 의미

를 가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근대 이행기에는 ‘語學’이라는 용어가 주로 “언어를 배우는 일”을 뜻하

였다. 

(4) (四) 外國語學校를 合倂統一 事. 

今日 各國이 文明諸國言語를 學校 一課目中에 添入야 學術上 文學上 實
用上으로 硏究은 此로 因야 先進國의 精華를 透來며 世界文化의 盛
衰移動을 推究고 商業上 交際上 種種의 方面에 活用야 自國의 文化를 
增進며 自國의 經營을 發展코져 는 目的에 出이라. 我國도 此에 鑑 
바 有야 巨款의 費用을 投고 各種 語學校를 設立홈이 于今 十餘載라. 

此間에 如何 人材를 養出야 國民智識開發上에 幾何의 效力이 有엿고 
國勢發展上에 如何 影響이 及엿스며 今日의 制를 維持 繼續면 將來 
如何 程度의 發達을 見지 吾人이 此에 論究 餘暇를 不有나 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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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면 我國의 語學校 一定의 主義가 無타 謂도다. 今日지의 實行
 바로쎠 論면 果然 如何 目的으로 如何 方面에 投合 人物을 培養
인지 或 外國의 普通學校와 類似 性質이 不無나 普通科의 敎授 絶
無 狀態오 語學을 學習코져  者 單其一時的 勢力의 消長으로쎠 優
劣을 判며  各校 學徒間에 一種 難言의 觀念이 有야 同校同學의 
生徒가 아니면 一是 外人視며 世人이  語學徒를 視되 各其 國勢力
의 多少로쎠 區分야 兄弟相鬩며 同胞相裂 傾向이 不無고 個中 
尤慮 者 學徒가 一定 主旨가 無고 半生半熟의 開化에 沈醉야 自
國의 精神을 消失며 自國을 自侮고 自國을 自害는 發作이라. 今日 如
此히 種種의 病痛이 生홈은 第一 語學校에 統一이 缺고 第二 語學徒 資格
의 制限이 嚴正치 못고 第三 語學徒의 常識素養이 不足에 基因홈인則 
今日 救治의 方策은 一大 語學校를 設立 後에 各 語學校를 合倂統一고 
學課에 必要 普通을 添加야 多少 外國中學校의 制와 如케 며 學徒
 丁年 以上에 達 者로 多少 本國學問에 素養이 有고 品行이 方正 
者로 撰拔入學케 면 幾分의 經費도 節減고 國民培養의 一重要 機關
이 되리로다. [밑줄: 인용자] (張膺震, <我國國民敎育의 振興策>, 《太極學
報》 3, 1906) 

(5) 第二 語學 
語學이란 者 本國語와 外國語를 不論고 其要가 知識을 交換 媒介
오 品性을 陶冶 資料라 其敎科中에 在야 殆히 倫理로 더부러 均히 
各科의 基礎가 되니 注意이 最宜니라 [밑줄과 띄어쓰기: 인용자] (柳
瑾 譯述, <敎育學原理>, 《大韓自强會月報》 6, 1906)

 

위 인용문 (4)와 (5)에서는 학문영역으로서의 ‘語學’이 아니라 교과과정

으로서의 ‘語學’의 쓰임새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조선어학’이

니 ‘한국어학’이니 하는 용어가 “Korean linguistics”의 의미보다 주로 

“the learning of Korea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8  東亞文化 第53輯

191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용법 외에, “linguistics”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諸 名士의 朝鮮 女子解放觀>(《開闢》 4, 1920)에 응답한 

권덕규는 스스로를 ‘朝鮮語學者 權悳奎’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박승빈은 

자기 저서의 제목을 《朝鮮語學》(1935)이라 하여 언어학의 한 하위부문으
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다른 나라의 말을 지칭할 때, ‘各國語’니 

‘別國語’니 하여 표현해 왔고 單數로서의 외국어는 ‘X語’의 구조로 표현해 

왔다. 外國語는 他國語이다. 그런데 외국어의 짝은 ‘本國語’가 되고 타국

어의 짝은 ‘自國語’가 된다. 神聖한 언어인 Latin어에 대비하여, 유럽 각국

의 언어(俗語)는 ‘the vernacular(language)’로 불렸듯이, 동아시아의 神
聖言語인 漢文에 대비하여 중국의 백화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과 함께 

한국어(조선어)도 ‘the vernacular(language)’로 불릴 수 있다. 이것을 흔

히 ‘自國語’로 번역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자국어’라는 표현은 자기 나라

가 아닐 경우, 언제든지 유효하다. 그러나 한국인이 한국어를 지칭하면서 

‘자국어’라고 하는 것은 원리상 어색하다. 

근대 이행기에 이미 그러한 경우에도 ‘自國語’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은 

바 아니나,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我國語’, ‘吾國語’, ‘本國語’ 등과 같은 표

현이 훨씬 더 널리 사용되었다.

(6) 吾人의 言語 卽 吾人의 日用常行 間에 萬般思想을 表現 聲音이
며 吾人의 文字 卽 吾國文의 簡易精妙 狀軆니[俗所謂諺文이 是라] 吾
人이 旣此一種言語를 自有고 又此一種文字를 自有則 亦其應用 一
種文典이 不有면 不可도다 言語가 旣有 以上은 自然其文典이 亦有
거 吾人이 先民以來로 漢土의 文字를 借用야 本國의 言語와 混合
 國語가 漢文의 영향을 受야 言語의 獨立을 幾失나 語法6)의 變化 
不起 故로 別立 門戶를 保守야 外來文字의 侵蝕을 不被則 若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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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을 著야 써 朝鮮의 固有言語를 表出진 國文漢文의 區別에 自劃
더러 漢文이 國文의 範圍內에 入야 我의 利用될 이니 彼英法諸國
의 語도 厥初 皆他國의 文言과 混和 者로 各其文典의 採用 바 되
야 今日의 純然 一軆를 成이라 故로 我國의 言語도 已往은 漢文과 
相錯얏시나 今以後 天下列國의 變通을 隨야 自然其混合言文이 益多
진則 文典의 成立이 有진 其採用이 亦何妨리오 吾國民의 言語 
四千年 行用 者어 今에 至토록 文典의 未有은 誠一欠事라 吾人이 才
識의 未逮을 不顧고 今에 文典을 修著노니 意思의 穿鑿과 式套의 幷
誤 具眼者의 譏笑를 未免지나 是 因야 後來君子의 硏究 資를 
供며 修正 具를 作則 幸甚 中에 吾人이 今此大方諸家에 向야 
願 者 純然 我國文字로 我國言語의 字典을 著야 써 我國民의 思
想聲音을 世界上에 表出에 在노라 [밑줄과 띄어쓰기: 인용자] (兪吉濬, 

<朝鮮文典序>, 1904)  

‘本國의 言語’ 및 ‘我國의 言語’가 ‘國語’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

용되어 있다. ‘the vernacular (language)’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 시기는 

흔히 ‘國粹’와 ‘本國學’을 강조한 시기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7)

‘자국’ 및 ‘자국어’, ‘자국어학’ 등은 제3자의 것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

되고, 본인의 것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법이 된다. 한자

(어) ‘自’가 한국어의 ‘자기, 저, 당신’처럼 이른바 再歸辭(reflexive word)

이기 때문이다.

(7) 한국인: 우리 한국인이 {우리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을} 잘 구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인도 자기 나라 말을 당연히 잘 구사하겠

6) 원래 원고에는 ‘文典’을 지우고 ‘語法’으로 수정한 상태로 되어 있다. 유길준이 매우 예리하

게 용어 사용을 峻別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7) 李佑成․ 鄭昌烈(1981)에서 특히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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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미국인: 그럼요. 한국인이 자기 나라 말을 잘 구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 가운데에는 {우리 나라 말을, *자

기 나라 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한국어를 ‘자국어’가 아니라 ‘본

국어’라고 부르거나 완전히 객관화하여 ‘한국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3. 文法 ․ 語法 ․ 文典 ․ 語典

‘文法’이라는 용어가 重義的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글 짓는 법”과 

“grammar8)”의 의미가 그것이다.9) 근대 이행기에는 ‘文法’이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申采浩의 논설 
<文法을 宜統一>(《畿湖興學會月報》 5, 1908)에 사용된 ‘文法’은 “글 짓는 

법 내지 글 쓰는 법”을 뜻하여 국문체로 할 것이냐, 한문체로 할 것이냐, 

국한문체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용법을 보

이는 예를 아래에 열거해 둔다. 

(8) ○일본 장례회에셔 작년에 우리 나라 각 학교 도들의 글시를 모도와 상
고 야 표장 차로 가져 갓더니 근일에 각학교에 표장 지를 난화주려 
 그 표장지 헤 대한 이라고 아니쓰고 죠션국 이라고만 죠고마케 섯

8) 사실은 grammar도 중의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 외에, “the study of 

graph”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9) 그 발음이 전자는 [문법]이고, 후자는 [문뻡]이라 초분절음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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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 저의 나라 일홈은 대일본국 이라고 대로 쓴고로 졔학교 학원들이 
협의 기를 이런 문법은 량국 교졔샹에 업스니 학부에 편지 고 외부로 
보여 일본을 도로 죳차보낸다 더라 (독립신문, 1898년 5월 23일)

(9) 文法은 運用의 方法이니 四大法과 其他諸法이 有지라 四大法은 比喩法 
和成法 布置法 表出法이 是라 (崔在學, 《實地應用作文法》, 徽文館, 1909)

(8)에서는 “‘대한’이라고 쓰느냐, ‘죠션국’이라고 쓰느냐 하는 것을 ‘문법’

의 문제로 언급하고 있으며, (9)에서는 ‘文法’을 修辭法의 의미로 사용하
고 있다. 

(8)과 동일한 《독립신문》에 쓰인 ‘문법’임에도 그와는 달리 “grammar”

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존재한다.

(10) 한영자뎐 한영문법

죠션 사이 영국 말을 호랴면 이 두보다 더 긴 거시 업지라 이 
두이 미국인 원두우  거시니 한영 뎐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야  이오 한영문법은 영국문법과 죠션 문법을 서로 견주 엇시
니 말이 간단야 영국 말을 셰히 호랴면 이이 잇서야  거시니라 
갑 한영뎐 원 한영문법 삼원  학당 한미 화활판소에 와 사라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광고)

《한영자뎐》과 《한영문법》에 대한 광고 문안이다. ‘한영문법’의 ‘문법’은 

정확하게는 “the book of grammar”의 의미를 가진다. 그 외, 주시경의 

《國文文法》(1905년경), 《國語文法》(1910)이나 김규식의 《大韓文法》(1908) 
등의 書名에 쓰인 ‘文法’ 역시 “grammar”(더 정확하게는 “the book of 

grammar”)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文法’에 대하여 ‘語法’을 짝지우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조금 뒷 



12  東亞文化 第53輯

시기이지만, 南宮檍은 그의 저서 《조선 어법》(1913년경 필사)에서, 또 李
奎昉은 그의 저서 《新撰 朝鮮語法》(1922)에서, 그리고 李弼秀는 그의 저
서 《鮮文通解》(1922)에서 ‘어법’이 ‘문법’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文法’이 文語의 “grammar”를 의미하는 반면, ‘語法’은 口語의 
“grammar”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11) 大抵 言語라 하난 것은 意思를 發表한 者며 文字라 하난 것은 言語를 代表
한 者니 故로 語法이 精一하여야 聽之也易하며 文法이 精一하여야 解之也
易한지라 萬若 語法이 不一하며 文法이 不同하야 語者와 聽者로 하야금 
一軌에 不出하고 各各 岐貳를 生할 時는 지10) 完全한 語法이 되며 完全
한 文法이 되리오 [중략] 故로 淺學의 淺狹함을 不顧하고 猥濫히 此書를 
著하야 讀者의 參考에 供하오니 萬若 此가 朝鮮文典에 對하야 萬分之一이
라도 裨益된다 할진대 不佞의 生光이 實로 遠大하리로다 [띄어쓰기: 인용

자] (李弼秀, <自序>, 《鮮文通解》, 1922)  

대표적으로 이필수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어법이 정밀하여야 듣기가 쉬

우며, 문법이 정밀하여야 해석하기가 쉽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文典’과 ‘語典’의 준별에도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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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吉濬, <文典大意>, 《朝鮮文典》, 1906)에서처럼 ‘文典’은 “the 

book of grammar”의 의미를 가지지만, “the grammar book of the 

written language”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축소시키고서 그에 대응하는 

‘語典’을 “the grammar book of the spoken language”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10) 李弼秀 특유의 표기다. ‘ㅡ’와 ‘ㅓ’를 합자하여 장음을 가진 ‘ㅕ’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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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精選日韓言文自通全
本書 俗語와 語典과 文典을 分類合纂야 自初學으로 至中學高等지 
獨習自通에 便利  不啻라 各學校敎科用에도 第一適當오며 且習完
에 言文이 幷通 無雙寶典이오
發行及原賣所 京城罷朝橋下隅 廣德書舘
分賣所 寺洞唯一書館 典洞光東書局
開城仁愛堂書店洪仁杓 (皇城新聞, 1909년 12월 17일, 3250호)

위 인용문은 결국 ‘語典과 文典’이 ‘言文이 幷通 無雙寶典’이라는 것

인데, 말할 것도 없이 ‘語典’은 口語인 ‘言’에 대한 ‘無雙寶典’인 것이요, 

‘文典’은 文語인 ‘文’에 대한 ‘無雙寶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 문안

이다. 즉, 《精選日韓言文自通(全)》이라는 책은 ‘어전’과 ‘문전’의 성격을 

다 가진 ‘무쌍보전’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 ‘문전’과 ‘어전’이 어떻게 풀이

되어 있는지 일별해 본다.

(13) 【문전:】 (文典) 名 문법 어법을 설명한 책
    【어:전:】 (語典) 名 ① 말의 범 文典 ② 사전(辭典)

      

‘어전’이 “사전”의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실제로 

‘字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좀 뒷 시기이지만, 김두봉은 ‘文法’이나 ‘文典’ 대신에 ‘말본’이라는 새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14) 길이 없기어든 가지야 못하리요마는 그 말미암을 땅이 어대며 본이 없기

어든 말이야 못하리요마는 그 말미암을 바가 무엇이뇨 이러하므로 감에는 

반듯이 길이 있고 말에는 반듯이 본이 있게 되는 것이로다 그러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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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본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랴고는 아니하엿고 다만 「말모이」 만들기에

만 얼을 받히엇더니 슬프다 꿈도 생각도 밖에 지난 여름에 우리 한힌샘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이 답지 못한 사람이 이 「말본」까지 짓기에 이르엇

도다 [밑줄: 인용자] (김두봉, <머리말>, 《조선말본》, 1916)  

가는 데 길이 있듯이 ‘말’에는 ‘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본’이라는 

것이다. 이 ‘본’은 “法”의 의미를 가지는 고유어였다. 

중세어에서부터 합성동사 ‘본받다’와 ‘法받다’가 동의어로 사용되었음

도 이에 참조된다.

(15) a. 風 미오 俗 시라 님 德은  고 효 百姓은 플 
니 미 플 우희 불면 다  렛호미 님금 시논 이 
百姓이 다 본받미  百姓의 모다 화 논 이 風俗이라 
니라 (월인석보 2: 72)

b. 너희 무 본바도 願티 아니노라 伯高 본받다가 得디 몯야
도 오히려 조심 士ㅣ 외리니(不願汝曹 效也노라 效伯高
다가 不得이라도 猶爲謹敕之士리니) (내훈 1: 34)

 

(16) a. 녯 부텻 해 브트샤 祖述샤 [祖 法바 씨오 述은  이 
 일울 씨라] 燈明ㅅ 道 니샤 뵈실 미시니라(據古佛之處
者 示祖述샤 以繼燈明之道耳시니라) (법화경언해 1: 21)

b. 내 이제 說法호미 다 諸佛을 法바샷다(我今說法이 皆式諸佛也ㅣ
샷다) (법화경언해 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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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기

이상으로 근대 이행기에 이루어진 ‘한국어학’ 내지 ‘한국어문법’의 정립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용어와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간혹 이 

시기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여 엉뚱한 논의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앞으로 그 시기 여러 학자들의 저술들이 간행되기까지의 과

정을 더 깊이 천착하여 좀 더 풍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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