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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본 고는 근대 태동기 국어 문법서인 김규식『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에서 드러나는 국어 문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대 태동기 이전에 발간된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서의 격 체계 전개 과정 및 『大韓文法(1908)』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유길준『大韓文典(1909)』와 주시경『國語文法(1910)』의 격 체계 양상을 배경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Ⅱ. 서양 선교사의 격 체계 유형
근대 태동기 이전 시기 서양인의 관점에서 다룬 격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명사 곡용론을 바탕으로 하여 후치사
와 격표지를 양분하는 체계이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한국어의 격 체계에 대하여 서양 언어의 전치사에 대응하는 체계 즉, 후치사의 관점에
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의 시작은 Losny(1864)에서부터이다. 이후 Dallet(1874)에서는 격 어미와 후치사를 처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Ridel(1881)과 Scott(1887)으로 이어졌다. 이들 문법서에서는 공통적으로 격 어미를 9격 또는 10격으로 구분하였다. 후치사
에 대한 정의를 보면, Dallet(1874)과 Ridel(1881)에서는 불어의 전치사를 대신하는 것이 후치사라 하였으며, Scott(1887)에서는 후치사를
용법상 부사적인 속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둘째는 후치사 범주를 확대하여 격 어미를 후치사의 범주 안에 넣은 후치사 단독 체계이다. 이는 Underwood(1890)의 체계인데, 후치사
를 ‘명사에 붙어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나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집합’으로 보고 이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서로 다른 유형
으로 묶는 것은 문법을 더 복잡하게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격 표지까지 후치사 범주 안에 모두 포함하고 이를
다시 단순(simple)후치사·복합(composite)후치사·동사(Verbal)후치사로 분류하였다.

Ⅲ.1. 『大韓文法(1908)』 격 체계 - 사자학(詞字學)_후사(後詞)
김규식은 후치사 단독 체계를 세운 Underwood(1890)를 비판하고 격 체계를 후사(後詞)와 격 어미로 나누었다. 그리고 후사(後詞)는 독
립된 품사로서 ‘품사학’에서, 격 어미는 변사법(變詞法)에서 서술하였다.
‘후사(後詞)’란 ‘명사나 명사 대우에 붙어 그 명사로 하여금 부사절 되게 하는 것’으로 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형
태에 따라 문장 안에서 단독으로 선행 명사와 연접하는 단순 후사이며, 다른 하나는 후사나 다른 품사에 붙어 선행 명사와 연접하는 복잡
후사이다. 이를 의미기능에 따라 나누면 격치·처소·시기·연유·목적·계고·구별·응종·반대·대표·소유·물질 후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격치 후
사는 소유격 어미와 지명격 어미에 대응하고 연유 후사와 물질 후사는 원인격 어미와 대응한다.

Ⅲ.2. 『大韓文法(1908)』 격 체계 - 변사법(變詞法)_격 어미
변사법(變詞法)이란 ‘명사가 문장에 인용될 때 각 그 상관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품사의 어미가 변화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말’
로, 격 체계와 관련해서는 ‘명사 격의 변체’라 하여 이를 주격·소유격·목적격·지명격·원인격 5격 체제로 구분하였다. 이 중 소유격·지명격·원
인격은 격치 후사와 중복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들을 모두 ‘후사(後詞)’의 한 갈래로 편입시키지 않은 것은 ‘후사(後詞)’와 격 어미는 기
능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소유격·지명격·원인격 어미를 격치 후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격과 목적격 어미를 ‘후사(後詞)’로
볼 수 없으며 만일 주격과 목적격 어미까지 ‘후사(後詞)’의 범주에 넣는다면 동사나 형용사의 어미 역시 ‘후사(後詞)’의 범주에 넣는 것이 가
능해지므로 ‘후사(後詞)’와 격 어미를 분명하게 분리한 것이다.
격 어미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주시경의『國語文法(1910)』과 일변 일치점이 있다. 주시경(1910)은 격 표지를 '만이'라 칭하고 이를 12
갈래로 하위 구분하였다. 이 중, 아무 다른 뜻 없이 순수하게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은 주체격(임홋만)과 객체격(씀홋만) 단 두 가지뿐으로,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명칭에 ‘홋’을 첨가해 별도의 의미 기능이 있는 격 표지의 명칭과 차이를 두었다. 이는 김규식이 후사(後詞)와 그 기
능이 중복되는 소유격·지명격·원인격 어미를 제외하면 순수 격 표지는 주격과 목적격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본 것과 동일한 관점이다.

Ⅳ. 나오기
김규식『大韓文法(1908)』은 철저한 명사 곡용론의 관점에서 Underwood(1890)가 제시한 후치사 단독 격 체계를 비판하고 격 어미와 후
사(後詞)로 나누어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Dallet(1874)에서 시작해 Ridel(1881)과 Scott(1887)으로 이어지는 격의 양분 체계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존 서양의 전통 문법관에 따른 구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국어의 사
정에 맞게 개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