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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김규식『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에서 드러나는 서양 문법에 대한 이해와 순수 국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김규식의 문법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예상하는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서 Dallet(1874), Ridel(1881), Underwood(1890)의 격 체계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大韓文法(1908)』
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유길준『大韓文典(1909)』와 주시경『國語文法(1910)』의 격 체계를 분석하고, 『大韓文
法(1908)』과 비교하였다.
근대 계몽기 서양의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는 격 체계에 대한 유형론적 양상이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
다. 하나는 격 표지와 후치사로 양분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구분은 Dallet(1874)에서 시작해 Ridel(1881)과
Scott(1887)으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Underwood(1890)가 제시한 단일 체계이다. Underwood(1890)는 후치사 범
주를 확대하여 격 표지도 후치사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후치사 단독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격 표지에 해당
하는 단순형과 후치사 기능을 하는 복합형, 동사형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유길준『大韓文典(1909)』은 이전본인 『朝鮮文典(1906)』에서 격 체계를 ‘후사(後詞)’와 ‘접속사(接續詞)’로 이원
화했던 것을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접속사(接續詞)’ 단독 체계로 수정하였다. 이 중, 순수 격 표지는 주
격과 목적격 두 가지로만 보았다. 한편, 주시경『國語文法(1910)』의 격 체계는 ‘겻’ 단독 체계이다. ‘겻’은 격 표지
를 나타내는 ‘만이’와 후치사인 ‘금이’로 나뉜다. ‘만이’에는 12개의 하위 갈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문법
적 기능만 하는 것은 주격(임홋만)과 목적격(씀홋만) 두 가지만 있다고 보았다.
『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는 크게 ‘후사(後詞)’와 ‘명사 격의 변체’로 양분된다. 후치사에 해당하는 ‘후사(後
詞)’는 그 의미에 따라 총 12개로 나누었으며, ‘명사 격의 변체’는 주격·소유격·목적격·지명격·원인격 총 5 격으로
나누었다. 김규식이 격 체계를 양분한 이유 중 하나는 주격과 목적격의 경우, 오롯이 선행 명사의 격을 나타내는
기능만 있으므로 ‘후사(後詞)’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 순수하게 문법적 기능만 담당하는 격 표지
는 주격과 목적격뿐이라는 관점은 유길준, 주시경과 일치한다. 또한 ‘와/과’에 대한 의미 기능 서술에서도 주시경
과 공통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김규식『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는 Dallet(1874)에서 시작해 Ridel(1881)과 Scott(1887)으로 이어지
는 격의 양분 체계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체계는 다르다. 『大韓文法(1908)』의 순수 격 표
지는 주격과 목적격 두 가지뿐이므로 후사(後詞)의 범주가 12개인 것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Ridel(1881)과
Scott(1887)이 격 표지를 10 격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탄탄히 한 것에 비해, 후치사의 체계는 상대적으로 빈약
한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는 김규식이 기존 서양의 격 체계 분류를 따르되,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
하고 당시 국어의 사정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길준, 주시경의 체계와 일변 공통적
인 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비단 격 체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 것이다. 향후
『大韓文法(1908)』의 다른 문법 체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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