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10 개회인사

10:10∼10:45 기조강연Ⅰ 세종의 한글창제와 한글의 오늘 이현희(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10:55∼11:30 기조강연Ⅱ 한글 운동의 역사적 의의 이준식(독립기념관 관장)

11:30∼13:00 중식

13:00∼15:40

1분과

한글창제와 조선의 민본정치 사회 문현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선임연구원)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 발표 이상혁(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교육원 부교수)

토론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훈민정음의 교육과 확산 : 
훈민정음은 어떻게 가르치고 확산되었을까

발표 백두현(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론 정우영(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명예교수)

한글의 지방보급과 백성의 참여 발표 최경봉(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론 박병철(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2분과

한글, 한국어 사랑과 조선의 독립 사회 왕현종(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양 발표 박걸순(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 김용달(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전문위원)

주시경의 어문 운동 전략 발표 김병문(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조교수)

토론 유민호(세종학교육원 객원연구원)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발표 이지원(대림대학교 인문사회계 교수)

토론 윤덕영(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3분과

한글의 세계화와 한국어 교육 사회 김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글자모(字母) 교육의 표준화 방안

발표 김지형(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토론 박기선(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부교수)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통한 한글과 한국어 보급

발표 강승혜(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토론 이은경(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한글에 대한 국외의 관점들에 관한 소고 발표 임재호(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토론 전정미(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4분과

한글을 활용한 한류와 여주문화 사회 안동희(여주문화원 사무국장)

대중문화로 만난 한국, 한글로 소통하다 발표 김나영(여주대학교 한국어학원 강사)

토론 서종훈(전 민예총 여주지부장)

훈민정음 제자원리로 살펴보는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발표 강병인(한글 글씨연구가)

토론 정복동(서예가)

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 발표 김유영(세종한글사랑 회장)

토론 유돈석(문화유산다사랑보존회 이사)

한글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방안 발표 봉순이(세종한글문화포럼 이사장)

토론 정민세(해밀공방 대표)

16:00∼17:00 5분과
여주문화발전방안 "고르게 행복, 다함께 평화“ 발표 장주식(여강길 상임대표)

토론 박영민(여주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1~4분과 사회자(4명)

17:00∼17:30 시상식,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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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글창제와 
관련된 몇 문제

이현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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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글창제와 관련된 몇 문제

이현희(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

1. 들어가기: 영릉의 천릉․신도비명과 훈민정음 제작의 비밀주의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1397. 4. 10. ~ 1450. 2. 17. 재위 1418. 8. 10. ~ 1450. 

2. 17. 永膺大君第에서 승하)1)은 1408년에 심온의 큰따님 심씨(1395. 9. 28. ~ 

1446. 3. 24. 首陽大君第에서 승하)2)와 가례를 올려 슬하에 8남 2녀를 두었다.3) 세종

이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창제해 내고, 1446년 9월에 문헌 ≪훈민정음≫이 완성

되던 중간 시기인 1444년 12월 광평대군의 별세, 1445년 1월 평원대군의 별세, 

1446년 3월 소헌왕후의 승하가 연이었으니 궁중의 시름은 참으로 깊었다 할 것이다. 

1446년에 태종의 헌릉 서쪽 대모산(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동릉이실(同陵異室)

로 조영된 영릉에 소헌왕후를 묻고 1450년 세종의 승하 후 합부(合祔)하였다가 예종 

1) 조선 정부는 갑오경장 시기에 양력(그레고리력)을 채택하였는데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삼았다. 이 글에
서 1896년 이전의 연대는 음력으로 표기되고 그 이후의 연대는 양력으로 표기된다. 

2) 1408년 가례시 敬淑翁主에 봉해졌다가 1417년에 三韓國大夫人으로 改封되고, 부군 충녕대군이 왕세자가 된 1418년에 敬嬪에 봉해
졌다가 세종의 즉위 후 恭妃라 일컬어졌으나 1432년에 중궁에게 미칭을 올리는 마땅하지 않다 하여 그저 왕비로만 일컬어졌다. 승하 
후 소헌(昭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문종대에 선인제성(宣仁齊聖)이라는 존호가 바쳐졌다. 

3) 문종(1414~1452), 수양대군 유(1417~1468), 안평대군 용(1418~1453), 임영대군 규(1420~1469), 광평대군 여(1425~1444. 12. 
7.), 금성대군 유(1426~1457), 평원대군 임(1427~1445. 1. 16.), 영응대군 염(1434~1467)의 8남과 貞昭公主(처음에는 貞惠. 
1412~1424), 貞懿公主(1415~1477)의 2녀가 그들이다. 그 외, 영빈 姜氏 소생 1남(화의군 영), 愼嬪 김씨 소생 6남(계양군 증, 의
창군 창, 밀성군 침, 익현군 운, 영해군 장, 담양군 거), 惠嬪 楊氏 소생 3남(한남군 어, 수춘군 현, 영풍군 전), 叔媛 이씨 소생 1녀
(정안옹주), 尙寢 송씨 소생 1녀(정현옹주)가 있어 도합 18남 4녀를 두었다. 이와 같이 자식을 많이 본 것은 부왕 태종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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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1469)에 현재의 능지로 천장하였다. 옛 영릉에 있던 석물들은 그 자리에 묻혔는

데, 1974년 3월 12일에 석상, 세종대왕 신도비 등이 발굴되어 세종대왕기념관 앞뜰

로 옮겨졌다 한다.4) 비명(碑銘)은 정인지(1396~1478)가 글을 짓고 안평대군이 글씨

를 썼다. 세종대왕 신도비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많으나 그 내용은 여러 곳

에 전재되어 있어 찾아 읽기 쉽다.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은 “병인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음운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게 하니 오랑캐와 중국의 여러 소리를 번역하여 

통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그 제작이 정미함이 가히 고금에 뛰어났다 할 만하다.(丙寅

創製訓民正音, 以盡聲韻之變, 藩漢諸音譯, 無不通, 其制作精微, 可謂超出古今.)”(≪신증동

국여지승람≫ 권7, 여주목, 능묘)와 “서사(書史)를 편찬하여 정치의 득실을 거울삼고, 

훈민정음을 제정하여 누속을 씻으셨도다.(撰集書史, 監觀得失, 訓民正音, 一洗陋俗.)”(≪

신증동국여지승람≫ 권7, 여주목, 능묘), “병인년의 훈민졍음[언문이라]을 창야 지

으샤, 셩운의 변을 극진히 고, 번 ․ 한 모든 어음을 번역야 통티 못 거시 업
니, 그 졔작의 졍미미 가히 고금의 여나다 니너라.”(녈셩지장통긔 5: 17)와 “셔

 찬집야 득실을 보시며, 훈민졍음이 더러온 풍쇽을 고”(녈셩지장통긔 5: 26) 

정도밖에 없다.  

그러나 의정부에서 찬(撰)한 세종대왕의 행장이라든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선

(李渲) 등을 북경에 보내어 부고를 고하고 시호를 청하면서 중국의 예부(禮部)에 상신한 

글이라든가 시책문(諡冊文)이나 애책문(哀冊文)이라든가 하는 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내용이 한 글자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1444년 2월에 최만리 등이 올린 이

른바 갑자상소문에서 “우리나라는 조종 이래로 지성으로 큰 나라를 섬겨 중국 제도를 

모두 따라 왔습니다. 이제 동문동궤의 시절을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심에, 보고 듣고

서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중략] 혹시 (이 사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이를 

그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나라를 섬기고 그 문물을 우러러 사모함에 부끄러

움이 어찌 없겠습니까?(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

文, 有駭關聽. [중략]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라 한 내용이 사실임

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이 사실은 홍현보, <세종 영릉신도비명의 체재에 관한 연구>(≪세종학 연구≫ 14, 2006)에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어 큰 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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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 당대 어문사업의 추이와 언어관5)

1443년 12월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그와 관련지어 세종대에 구상되어 펼쳐진 일련

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6)

(1) 세종 25년(1443) 12월            새 문자 훈민정음 창제 

    세종 26년(1444) 2월             ≪운회≫7)의 번역8) 논의

    세종 28년(1446) 9월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 · 반포 

    세종 29년(1447) 9월             ≪동국정운≫ 완성

    세종 27년경 ~ 단종 3년(1455)    ≪홍무정운역훈≫ 및 ≪사성통고≫ 완성

    세종 27년 ~ 세종 29년          ≪용비어천가≫ 완성

    세종 29년(1447)                 ≪석보상절≫ 및 ≪월인천강지곡≫ 완성

    세종 ~ 단종 원년(1453)          ≪직해동자습≫ 및 ≪역훈평화≫ 완성

세종 29년에 완성된 ≪석보상절≫은 수양대군이 편찬한 것이고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친제한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할 때, 그 외에 다른 문헌의 편찬 사업에 빠짐없

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은 신숙주가 유일하다(뒤의 표 참조).9) 다음의 표를 통해 신

숙주가 훈민정음과 관계된 중요 편찬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5) 이 章 이후의 기술은 이미 발표된 발표자의 글들에서 전재․발췌된 부분이 많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 발표문에서 일일이 전거 표시
를 행하지 못함도 양해하기 바란다.

6) ≪삼강행실도≫, ≪남명집언해≫ 등의 번역이 시작되었음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7) ≪고금운회거요≫를 줄인 명칭이다.

8) ≪운회≫의 번역은 直音法 혹은 讀音法이나 反切法 등에 의한 한자음 표시를 대체하여 한글로써 懸音하거나 注音하는 작업을 의미한
다. 현대 이전의 ‘飜譯’은 ① translating a language into the other language, ② annotating the sounds of Classical 
Chinese, ③ copying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의 ‘번역’은 ②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9) 세조대에 간경도감에서 아주 많은 불경이 언해되어 간행되었지만 그 일에 참여한 신하들의 열함에 보한재 신숙주는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그의 불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인지만큼 세조에게 드러내어 놓고 불사에 대한 반대태도를 보인 것
은 아니지만, 유언에서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불교 의식을 사용하지 말며 서적을 순장하라’고 한 사실은 불교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신숙주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2002)의 12~13면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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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그 제작이 정미함이 가히 고금에 뛰어났다 할 만하다.(丙寅

創製訓民正音, 以盡聲韻之變, 藩漢諸音譯, 無不通, 其制作精微, 可謂超出古今.)”(≪신증동

국여지승람≫ 권7, 여주목, 능묘)와 “서사(書史)를 편찬하여 정치의 득실을 거울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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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 졔작의 졍미미 가히 고금의 여나다 니너라.”(녈셩지장통긔 5: 17)와 “셔

 찬집야 득실을 보시며, 훈민졍음이 더러온 풍쇽을 고”(녈셩지장통긔 5: 26) 

정도밖에 없다.  

그러나 의정부에서 찬(撰)한 세종대왕의 행장이라든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선

(李渲) 등을 북경에 보내어 부고를 고하고 시호를 청하면서 중국의 예부(禮部)에 상신한 

글이라든가 시책문(諡冊文)이나 애책문(哀冊文)이라든가 하는 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내용이 한 글자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1444년 2월에 최만리 등이 올린 이

른바 갑자상소문에서 “우리나라는 조종 이래로 지성으로 큰 나라를 섬겨 중국 제도를 

모두 따라 왔습니다. 이제 동문동궤의 시절을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심에, 보고 듣고

서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중략] 혹시 (이 사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이를 

그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나라를 섬기고 그 문물을 우러러 사모함에 부끄러

움이 어찌 없겠습니까?(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

文, 有駭關聽. [중략]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라 한 내용이 사실임

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이 사실은 홍현보, <세종 영릉신도비명의 체재에 관한 연구>(≪세종학 연구≫ 14, 2006)에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어 큰 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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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③ copying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의 ‘번역’은 ②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9) 세조대에 간경도감에서 아주 많은 불경이 언해되어 간행되었지만 그 일에 참여한 신하들의 열함에 보한재 신숙주는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그의 불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인지만큼 세조에게 드러내어 놓고 불사에 대한 반대태도를 보인 것
은 아니지만, 유언에서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불교 의식을 사용하지 말며 서적을 순장하라’고 한 사실은 불교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신숙주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2002)의 12~13면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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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인명

훈민정음 

해례본
운회 번역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권제 ○

정인지 ○ ○

안지 ○

최항 ○ ○ ○ ○

박팽년 ○ ○ ○ ○

신숙주 ○ ○ ○ ○ ○ ○

성삼문 ○ ○ ○ ○ ○

강희안 ○ ○ ○ ○

이개 ○ ○ ○ ○

이선(현)로 ○ ○ ○ ○

신영손 ○

조변안 ○ ○ ○

김증 ○ ○ ○

손수산 ○ ○

합계 8명 6명 11명 9명 5명 5명

이를 통해 신숙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성삼문이 그 뒤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 질정관으로 참여한 사람도 그 둘이 주축이 되었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0) 

그렇다고 하여, 신숙주․성삼문 등이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기는 어려

울 듯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보한재 신숙주에 한정하여 살피기로 한다. 그는 흔히 

일컬어져 온 바 ‘諺文八儒’ 또는 ‘親揀名儒’11)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관여했던 수많은 편

찬 작업에서 그는 성삼문과 더불어 언제나 중추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보한재집≫에 

들어 있는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사대교린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여 피차가 믿고 조금도 틈

이 벌어지지 않았다. 표전(表箋)과 사명(詞命)이 모두 공의 손에서 이루어졌는데 

10) 뒤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그 두 사람 외에 통사로서 손수산이 함께 갔다. 손수산은 ≪홍무정운역훈≫과 ≪직해동자습≫의 편찬에도 
관계하였는바, 중국어 통역관으로서 상당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강희맹의 <최항묘지>에 보이는 표현이다.

세종의 한글창제와 관련된 몇 문제 13

뜻과 글이 겸비해 나라의 외교가 이에 힘입어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중략] 임

금[세조]이 여러 나라의 사신을 인견하려 하면 미리 공에게 사신들에게 할 말과 

대답해 보낼 말을 갖추어 써 올리게 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사신이 앞에 앉으면 

공이 명을 받아 오가면서 임금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때의 행동한 용의(容儀)가 

훌륭하였다. [중략] 공은 한어․왜어․몽고어․ 여진어 등에 두루 능통하여 통역관이 

없을 때는 스스로 뜻을 말한 후에 공이 손수 여러 ‘譯語’를 번역하여 아뢰었다. 

그래서 통역관들이 이에 힘입어 환히 깨달아 스승에게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 

(≪보한재집≫ <보유>, 강희맹, <문충공행장>)

(3) 임금이 우리나라 음운이 중국어와 비록 다르지만 그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의 

청탁과 고하는 미상불 중국과 같아야 하며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의 글자가 

있어서 그 나랏말을 기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언문 자모 

28자를 어제하여 금중(禁中)에다 국(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문신을 가려 뽑아 

찬정하게 하였다. 공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어음이 그릇된 것과 운(韻)

의 실전을 바로잡았다. 이 때 마침 중국의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죄를 짓고 요

동에 와 있었다. 을축년(1445)에 임금이 공에게 명하여 중국에 들어가는 사신을 

따라가 요동에 도착해 황찬을 만나 음운에 대해 질문하게 하였다. 공은 언문자

로 중국음을 ‘번역’해 황찬이 묻는 대로 즉시 대답하여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

찬이 매우 훌륭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요동을 무릇 13차례나 왕복하였다. (≪보

한재집≫ <보유>, 강희맹, <문충공행장>)

(4) 세종이 우리나라의 음운이 중국어와 다르지만 오음의 청탁과 고하는 미상불 중

국과 같아야 하고 다른 나라는 모두 자기 나라의 글자가 있어서 그 나랏말을 기

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언문 자모 28자를 만들고자 궁궐 

안에 국(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문신을 가려 뽑아 찬정하게 하였다. 공은 임금

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어음이 그릇된 것과 운(韻)의 실전을 바로잡았다. 이 

때 마침 중국의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죄를 짓고 요동에 와 있었다. 을축년

(1445) 봄에 임금이 공에게 명하여 중국에 들어가는 사신을 따라가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질문하게 하였다. 공은 언문자로써 중국음을 ‘번역’해 황찬이 묻는 

대로 즉시 대답하였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찬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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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인명

훈민정음 

해례본
운회 번역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권제 ○

정인지 ○ ○

안지 ○

최항 ○ ○ ○ ○

박팽년 ○ ○ ○ ○

신숙주 ○ ○ ○ ○ ○ ○

성삼문 ○ ○ ○ ○ ○

강희안 ○ ○ ○ ○

이개 ○ ○ ○ ○

이선(현)로 ○ ○ ○ ○

신영손 ○

조변안 ○ ○ ○

김증 ○ ○ ○

손수산 ○ ○

합계 8명 6명 11명 9명 5명 5명

이를 통해 신숙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성삼문이 그 뒤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 질정관으로 참여한 사람도 그 둘이 주축이 되었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0) 

그렇다고 하여, 신숙주․성삼문 등이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기는 어려

울 듯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보한재 신숙주에 한정하여 살피기로 한다. 그는 흔히 

일컬어져 온 바 ‘諺文八儒’ 또는 ‘親揀名儒’11)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관여했던 수많은 편

찬 작업에서 그는 성삼문과 더불어 언제나 중추적인 위치에 서 있었다. ≪보한재집≫에 

들어 있는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사대교린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여 피차가 믿고 조금도 틈

이 벌어지지 않았다. 표전(表箋)과 사명(詞命)이 모두 공의 손에서 이루어졌는데 

10) 뒤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그 두 사람 외에 통사로서 손수산이 함께 갔다. 손수산은 ≪홍무정운역훈≫과 ≪직해동자습≫의 편찬에도 
관계하였는바, 중국어 통역관으로서 상당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강희맹의 <최항묘지>에 보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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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과 글이 겸비해 나라의 외교가 이에 힘입어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중략] 임

금[세조]이 여러 나라의 사신을 인견하려 하면 미리 공에게 사신들에게 할 말과 

대답해 보낼 말을 갖추어 써 올리게 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사신이 앞에 앉으면 

공이 명을 받아 오가면서 임금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때의 행동한 용의(容儀)가 

훌륭하였다. [중략] 공은 한어․왜어․몽고어․ 여진어 등에 두루 능통하여 통역관이 

없을 때는 스스로 뜻을 말한 후에 공이 손수 여러 ‘譯語’를 번역하여 아뢰었다. 

그래서 통역관들이 이에 힘입어 환히 깨달아 스승에게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 

(≪보한재집≫ <보유>, 강희맹, <문충공행장>)

(3) 임금이 우리나라 음운이 중국어와 비록 다르지만 그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의 

청탁과 고하는 미상불 중국과 같아야 하며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의 글자가 

있어서 그 나랏말을 기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언문 자모 

28자를 어제하여 금중(禁中)에다 국(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문신을 가려 뽑아 

찬정하게 하였다. 공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어음이 그릇된 것과 운(韻)

의 실전을 바로잡았다. 이 때 마침 중국의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죄를 짓고 요

동에 와 있었다. 을축년(1445)에 임금이 공에게 명하여 중국에 들어가는 사신을 

따라가 요동에 도착해 황찬을 만나 음운에 대해 질문하게 하였다. 공은 언문자

로 중국음을 ‘번역’해 황찬이 묻는 대로 즉시 대답하여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

찬이 매우 훌륭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요동을 무릇 13차례나 왕복하였다. (≪보

한재집≫ <보유>, 강희맹, <문충공행장>)

(4) 세종이 우리나라의 음운이 중국어와 다르지만 오음의 청탁과 고하는 미상불 중

국과 같아야 하고 다른 나라는 모두 자기 나라의 글자가 있어서 그 나랏말을 기

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언문 자모 28자를 만들고자 궁궐 

안에 국(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문신을 가려 뽑아 찬정하게 하였다. 공은 임금

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어음이 그릇된 것과 운(韻)의 실전을 바로잡았다. 이 

때 마침 중국의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죄를 짓고 요동에 와 있었다. 을축년

(1445) 봄에 임금이 공에게 명하여 중국에 들어가는 사신을 따라가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질문하게 하였다. 공은 언문자로써 중국음을 ‘번역’해 황찬이 묻는 

대로 즉시 대답하였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찬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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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요동을 무릇 13차례나 왕복하였다. (≪보한재집≫ <보유>, 이파, <묘지>) 

(5) 세종이 여러 나라가 각기 글자를 제정하여 그 나랏말을 기록하는데 유독 우리나

라만은 없으므로 자모 28자를 제정하여 언문이라고 하고 금중(禁中)에다 서국(書

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문신을 가려 뽑아 찬정하게 하였다. 공이 홀로 내전에 

출입하여 친히 성지를 받들어 오음의 청탁의 분별과 유자(紐字), 해성(諧聲)의 법

을 정했는데 다른 유사(儒士)들은 그대로 따를 뿐이었다. 세종이 또 언문 글자로

써 중국음을 ‘번역’하고자 하여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죄를 짓고 요동에 유배되

었다는 말을 듣고 공에게 명하여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요동에 들어가 황

찬에게 질문하게 하였다. 공은 말을 들으면 문득 해득하여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

으니 황찬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요동을 무릇 13차례나 왕복하였다. 

(≪보한재집≫ <보유>, 이승소, <비명>)

(2)는 역학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발휘한 보한재의 모습을, (3)~(5)의 글들은 훈민정

음 창제 이후에 한자음 정리 사업에 참여하고 요동 질정관12)으로서 활동한 보한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전해 준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사업에는 보한재 등 언문팔유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언문팔유 가운데 예

조판서 겸 집현전 대제학이었던 정인지(1396~1478)를 제외한, 집현전 응교 최항

(1409~1474), 부교리 박팽년(1417~1456), 보한재(1417~1475), 수찬 성삼문

(1418~1456), 敦寧府 주부 강희안(1418~1465), 집현전 부수찬 이개(1417~1456), 이

선로(미상~1453) 등 7인은 20대 학자로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에 직접 관여하

였으며, 그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한자음 정리 사업에도 동원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13)  

신숙주는 ≪동국정운≫의 <서문>과 ≪홍무정운역훈≫의 <서문>에서 풍토에 따라 기

가 다르며, 기가 다르면 소리도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2) ‘요동 질정관’이라는 표현은 ≪성종실록≫ 권 236, 21년 1월 17일 경오조에 보인다.

13) 보한재만 두고 말한다면, 세종 20년(1438) 사마양시에 합격하여 동시에 생원․진사가 되고, 세종 21년(1439)에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농시 직장이 되었다가 세종 23년(1441)에 비로소 집현전 부수찬이 되었으며,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해인 세종 25년
(1443) 2월 21일에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서 활약하고 9개월 후인 10월 19일에 귀국하였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창제 사업에 얼
마만큼 깊이 관여하였는지 알기가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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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ㄱ. 대저 음 자체에 이동(異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 자체에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이동이 있는 것이니 

대개 지세가 다르면 기후가 다르며, 기후가 다르면 사람들이 숨쉬는 것

(즉, 발음)이 다르니, 동쪽과 남쪽 사람은 치음과 순음을 많이 쓰며, 서쪽

과 북쪽 사람은 목소리[喉音]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동국정

운≫ <서문>)

     ㄴ. 성운학은 가장 깨우치기 어려운 학문이다. 대개 사방의 풍토가 같지 않으

면 기(氣)도 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소리는 기에서 생기는 것이라, 소위 

사성과 칠음, 즉 성과 운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다. (≪홍무정운역

훈≫ <서문>) 

이러한 견해는 풍토설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인바, ≪훈민정음≫의 <해례서>에서 정인

지가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다르다.(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고 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풍토설은 이미 세종 

원년(1419)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온 ≪성리대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극경세서

≫ 권 2의 <正聲正音> 圖의 주에 들어 있고,14) ≪홍무정운≫의 <서문>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15)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견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16) 

신숙주는 그의 시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담고 있다. 다음은 <送義州譯學訓導李>(≪

보한재집≫ 권 10)라는 시의 일부이다.

 (7) 기 있으면 반드시 형이 있고   有氣必有形

    형 있으면 반드시 소리가 있네.   有形必有聲

    음과 양이 서로 부딪치고 부딪혀             陰陽相軋拍

    소리가 그에 따라 생기는구나.          聲音因而成

    서와 북은 음이 무거워                  西北陰之重

14) 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謂風土殊而呼吸異故也.

15) 以人言之, 其所居有南北東西之殊, 故所發有剽疾重遲之異. 四方之音, 萬有不同.

16) 이러한 풍토설은 조선시대 내내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심지어는 개화기 때 주시경도 그의 <대한국어문법발
문>(1906)에서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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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요동을 무릇 13차례나 왕복하였다. (≪보한재집≫ <보유>, 이파, <묘지>) 

(5) 세종이 여러 나라가 각기 글자를 제정하여 그 나랏말을 기록하는데 유독 우리나

라만은 없으므로 자모 28자를 제정하여 언문이라고 하고 금중(禁中)에다 서국(書

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문신을 가려 뽑아 찬정하게 하였다. 공이 홀로 내전에 

출입하여 친히 성지를 받들어 오음의 청탁의 분별과 유자(紐字), 해성(諧聲)의 법

을 정했는데 다른 유사(儒士)들은 그대로 따를 뿐이었다. 세종이 또 언문 글자로

써 중국음을 ‘번역’하고자 하여 한림학사 황찬(黃瓚)이 죄를 짓고 요동에 유배되

었다는 말을 듣고 공에게 명하여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요동에 들어가 황

찬에게 질문하게 하였다. 공은 말을 들으면 문득 해득하여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

으니 황찬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요동을 무릇 13차례나 왕복하였다. 

(≪보한재집≫ <보유>, 이승소, <비명>)

(2)는 역학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발휘한 보한재의 모습을, (3)~(5)의 글들은 훈민정

음 창제 이후에 한자음 정리 사업에 참여하고 요동 질정관12)으로서 활동한 보한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전해 준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사업에는 보한재 등 언문팔유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언문팔유 가운데 예

조판서 겸 집현전 대제학이었던 정인지(1396~1478)를 제외한, 집현전 응교 최항

(1409~1474), 부교리 박팽년(1417~1456), 보한재(1417~1475), 수찬 성삼문

(1418~1456), 敦寧府 주부 강희안(1418~1465), 집현전 부수찬 이개(1417~1456), 이

선로(미상~1453) 등 7인은 20대 학자로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에 직접 관여하

였으며, 그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한자음 정리 사업에도 동원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13)  

신숙주는 ≪동국정운≫의 <서문>과 ≪홍무정운역훈≫의 <서문>에서 풍토에 따라 기

가 다르며, 기가 다르면 소리도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2) ‘요동 질정관’이라는 표현은 ≪성종실록≫ 권 236, 21년 1월 17일 경오조에 보인다.

13) 보한재만 두고 말한다면, 세종 20년(1438) 사마양시에 합격하여 동시에 생원․진사가 되고, 세종 21년(1439)에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농시 직장이 되었다가 세종 23년(1441)에 비로소 집현전 부수찬이 되었으며,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해인 세종 25년
(1443) 2월 21일에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서 활약하고 9개월 후인 10월 19일에 귀국하였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창제 사업에 얼
마만큼 깊이 관여하였는지 알기가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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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ㄱ. 대저 음 자체에 이동(異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 자체에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이동이 있는 것이니 

대개 지세가 다르면 기후가 다르며, 기후가 다르면 사람들이 숨쉬는 것

(즉, 발음)이 다르니, 동쪽과 남쪽 사람은 치음과 순음을 많이 쓰며, 서쪽

과 북쪽 사람은 목소리[喉音]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동국정

운≫ <서문>)

     ㄴ. 성운학은 가장 깨우치기 어려운 학문이다. 대개 사방의 풍토가 같지 않으

면 기(氣)도 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소리는 기에서 생기는 것이라, 소위 

사성과 칠음, 즉 성과 운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다. (≪홍무정운역

훈≫ <서문>) 

이러한 견해는 풍토설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인바, ≪훈민정음≫의 <해례서>에서 정인

지가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다르다.(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고 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풍토설은 이미 세종 

원년(1419)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온 ≪성리대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극경세서

≫ 권 2의 <正聲正音> 圖의 주에 들어 있고,14) ≪홍무정운≫의 <서문>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15)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견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16) 

신숙주는 그의 시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담고 있다. 다음은 <送義州譯學訓導李>(≪

보한재집≫ 권 10)라는 시의 일부이다.

 (7) 기 있으면 반드시 형이 있고   有氣必有形

    형 있으면 반드시 소리가 있네.   有形必有聲

    음과 양이 서로 부딪치고 부딪혀             陰陽相軋拍

    소리가 그에 따라 생기는구나.          聲音因而成

    서와 북은 음이 무거워                  西北陰之重

14) 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謂風土殊而呼吸異故也.

15) 以人言之, 其所居有南北東西之殊, 故所發有剽疾重遲之異. 四方之音, 萬有不同.

16) 이러한 풍토설은 조선시대 내내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심지어는 개화기 때 주시경도 그의 <대한국어문법발
문>(1906)에서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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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목과 혀에서 나고             音從喉舌生

   동과 남은 양의 위치라서       東南陽之位

   소리가 입술과 이에서 나온다네.       音從脣齒輕

   소리는 본래 곳에 따라 옮기나니       聲音固宜隨處移 

   말로써 중국과 오랑캐를 분간할 나위 없네.          不必持此分華夷  

   우리 임금이 언어의 의의를 중히 여겨              吾王重舌義

   예악·문물을 열었도다.       禮樂文物開 

세종 당대의 주류적인 언어관은 언어도구관17) 내지 언어권위관18)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세종 24년(1444) 2월에 이른바 <갑자상소문>을 읽은 세종이 최만리 등을 

앞에 두고서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 아느냐? 내가 

만일 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를 바로잡겠느냐?’((≪세종실록≫ 권 

103,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조)고 꾸짖은 내용이나, 신숙주가 ≪동국정운≫의 <서

문>에서 ‘어리석은 스승이나 일반 선비들이 반절법도 모르고 자모와 운모의 분류방식

도 몰라서, 혹은 글자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음으로 하고, 혹은 앞 시대에 임금

의 휘자 같은 것을 피하던 것으로 해서 다른 음을 빌리며, 혹은 두 글자를 합해서 하

나로 하고, 혹은 한 음을 둘로 나누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리고, 혹은 점이나 획을 더

하거나 덜며, 혹은 중국 본토음을 따르고, 혹은 우리나라 음을 따라서, 자모와 칠음, 

청탁, 사성이 모두 변하였다.’고 개탄한 내용은 다 이러한 언어권위관과 관련된 것이

다. 세종과 당대 학자들은 언어의 변화를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서 학자의 임무가 타

락한 언어를 교정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믿었던바, 한국한자음의 오류(‘訛’, ‘亂’, ‘變’)

를 크게 고치지 않는다면(‘一大正之’), 날이 갈수록 혼란이 더욱 심해져서 이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이루어진 문법연구나 인도에서 이루어진 

파니니의 문법연구에서도 나타났던 것이었다. 자기 당대의 언어는 타락하고 왜곡된 것

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 언어의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언어연구와 문법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세종대에 세종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당대의 우리 한자음이 

17) 김민수,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1981)의 20면을 참조하였다. 

18) 김민수,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1981)의 131~132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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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운서를 교정하고 한자음을 교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그와 

동궤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세종 대 사람들은 비단 우리 한자음만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중국한자음도 왜곡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신숙주는 ≪홍무정운역훈≫의 <서

문>에서 명나라 때 편찬된 ≪홍무정운≫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운서라고 

믿으면서 오류를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9) 그의 시 <次工部韻示謹甫>(≪보

한재집≫ 권 11)에서는, 

 

 (8) 중국어에 오랑캐의 잡된 소리가 섞여  華人胡羯雜侏離

    성음이 바르지 못한 지 그 얼마인고.         鄕不正音知幾許

    운 가운데 경위의 청탁이 뒤섞이니         韻中淸濁混涇渭

    한 조각 심화로 가슴이 닳는구나.         一片愁火胸中煮

라고 읊고 있고, <次工部韻示謹甫>(≪보한재집≫ 권 10)에서는

 (9) 옛 왕도는 동과 남에 멀리 있고   故業東南遠

    요동 하늘엔 서와 북이 넓구나.   遼天西北寬

    속음은 정과 변에 어두워           俗音昧正變

    거센 물결을 헤아릴 수 없네   不量回驚瀾

라고 읊고 있다.

한국한자음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국정운≫을 편찬하고, 중국한자음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운서라고 믿었던 ≪홍무정운≫20)에 훈민정음으로 음을 단 

≪홍무정운역훈≫을 편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언어도구관 내지 언어권위관은 正

音․正聲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正聲’과 ‘正音’은 일종의 표준음이라고 할 것이다. 

19) ‘심약이 ≪사성운보≫를 지은 이후로 중국 남방음이 섞여서 식자들이 이를 근심해 왔으나 역사상 아직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명나라 태조 황제께서 성운체계가 어그러지고 순서가 어지러워진 것을 딱하게 여기시어 유신들에게 한결같이 중원아음으로써 
기준을 삼아 ≪홍무정운≫을 정하라고 명하시니, ≪홍무정운≫은 실로 천하만국이 받들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극찬하였다. 

20) 그러나 중국에서는 ≪홍무정운≫을 역대에 편찬된 운서 가운데 가장 실패한 운서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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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목과 혀에서 나고             音從喉舌生

   동과 남은 양의 위치라서       東南陽之位

   소리가 입술과 이에서 나온다네.       音從脣齒輕

   소리는 본래 곳에 따라 옮기나니       聲音固宜隨處移 

   말로써 중국과 오랑캐를 분간할 나위 없네.          不必持此分華夷  

   우리 임금이 언어의 의의를 중히 여겨              吾王重舌義

   예악·문물을 열었도다.       禮樂文物開 

세종 당대의 주류적인 언어관은 언어도구관17) 내지 언어권위관18)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세종 24년(1444) 2월에 이른바 <갑자상소문>을 읽은 세종이 최만리 등을 

앞에 두고서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 아느냐? 내가 

만일 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를 바로잡겠느냐?’((≪세종실록≫ 권 

103,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조)고 꾸짖은 내용이나, 신숙주가 ≪동국정운≫의 <서

문>에서 ‘어리석은 스승이나 일반 선비들이 반절법도 모르고 자모와 운모의 분류방식

도 몰라서, 혹은 글자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음으로 하고, 혹은 앞 시대에 임금

의 휘자 같은 것을 피하던 것으로 해서 다른 음을 빌리며, 혹은 두 글자를 합해서 하

나로 하고, 혹은 한 음을 둘로 나누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리고, 혹은 점이나 획을 더

하거나 덜며, 혹은 중국 본토음을 따르고, 혹은 우리나라 음을 따라서, 자모와 칠음, 

청탁, 사성이 모두 변하였다.’고 개탄한 내용은 다 이러한 언어권위관과 관련된 것이

다. 세종과 당대 학자들은 언어의 변화를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서 학자의 임무가 타

락한 언어를 교정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믿었던바, 한국한자음의 오류(‘訛’, ‘亂’, ‘變’)

를 크게 고치지 않는다면(‘一大正之’), 날이 갈수록 혼란이 더욱 심해져서 이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이루어진 문법연구나 인도에서 이루어진 

파니니의 문법연구에서도 나타났던 것이었다. 자기 당대의 언어는 타락하고 왜곡된 것

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 언어의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언어연구와 문법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세종대에 세종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당대의 우리 한자음이 

17) 김민수,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1981)의 20면을 참조하였다. 

18) 김민수,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1981)의 131~132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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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운서를 교정하고 한자음을 교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그와 

동궤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세종 대 사람들은 비단 우리 한자음만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중국한자음도 왜곡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신숙주는 ≪홍무정운역훈≫의 <서

문>에서 명나라 때 편찬된 ≪홍무정운≫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운서라고 

믿으면서 오류를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9) 그의 시 <次工部韻示謹甫>(≪보

한재집≫ 권 11)에서는, 

 

 (8) 중국어에 오랑캐의 잡된 소리가 섞여  華人胡羯雜侏離

    성음이 바르지 못한 지 그 얼마인고.         鄕不正音知幾許

    운 가운데 경위의 청탁이 뒤섞이니         韻中淸濁混涇渭

    한 조각 심화로 가슴이 닳는구나.         一片愁火胸中煮

라고 읊고 있고, <次工部韻示謹甫>(≪보한재집≫ 권 10)에서는

 (9) 옛 왕도는 동과 남에 멀리 있고   故業東南遠

    요동 하늘엔 서와 북이 넓구나.   遼天西北寬

    속음은 정과 변에 어두워           俗音昧正變

    거센 물결을 헤아릴 수 없네   不量回驚瀾

라고 읊고 있다.

한국한자음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국정운≫을 편찬하고, 중국한자음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운서라고 믿었던 ≪홍무정운≫20)에 훈민정음으로 음을 단 

≪홍무정운역훈≫을 편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언어도구관 내지 언어권위관은 正

音․正聲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正聲’과 ‘正音’은 일종의 표준음이라고 할 것이다. 

19) ‘심약이 ≪사성운보≫를 지은 이후로 중국 남방음이 섞여서 식자들이 이를 근심해 왔으나 역사상 아직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명나라 태조 황제께서 성운체계가 어그러지고 순서가 어지러워진 것을 딱하게 여기시어 유신들에게 한결같이 중원아음으로써 
기준을 삼아 ≪홍무정운≫을 정하라고 명하시니, ≪홍무정운≫은 실로 천하만국이 받들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극찬하였다. 

20) 그러나 중국에서는 ≪홍무정운≫을 역대에 편찬된 운서 가운데 가장 실패한 운서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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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 당대의 문자생활

본 발표자는 새로운 표음문자가 출현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결국 言文一致가 

되지 않는 어문생활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바, 훈민정음 창제 전의 文語는 한문과 

이두문이 雅․俗의 이항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21) ‘文字’가 “漢文”을 뜻하는 예

는 수없이 많지만, “이두문”을 뜻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雖然, 諺書卽俗行之方言22)也, 

狀啓乃乙覽之文字也.[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언서는 민간에서 행하는 우리글이고, 장계

는 임금께서 보시는 ‘文字’(문서 = 이두문)입니다.] [≪승정원일기≫ 헌종 6년(1840) 3

월 28일]의 ‘文字’가 그 한 예가 아닐까 한다. 조선시대에는 관찰사나 암행어사, 외국

에 나간 使臣들이 임금께 보고하는 狀啓는 이두문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악과 문물은 중국에 거의 비견된다. 다만 우리말

만은 그러하지 못하다.(吾東方禮樂文章,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고 하면서 다

음의 두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0) ㄱ.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을 잘 알기 어려움을 걱정하고,(學書者患其旨趣之

難曉,)

     ㄴ. 옥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을 알아내기 어려움을 괴로워한다.(治獄者病

其曲折之難通.) 

(10ㄱ)은 글을 배울 때 의미 파악이 어려움을 말하고, (10ㄴ)은 獄事를 다스리는 사

람이 글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힘듦을 말한다. ‘쓰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읽어 해석하기’의 관점에서 당대에 통용되던 문어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음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 뒤를 이어 설총이 이두를 만들어 관부와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그것도 

일상언어에 있어서는 만의 일도 통달되지 않음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21) 본 발표자는 이미 훈민정음 창제 후에는 한문과 언문이 雅․俗의 이항대립적인 관계에 있게 되었는데, 이두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雅’

쪽에 속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俗’쪽에 속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마치 ‘官’[벼슬아치]과 ‘民’[百姓]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지배층인 ‘官吏’에 포함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피지배층인 ‘吏民’에 포함되기도 하는 ‘吏’[구실아치]처럼 일종의 박쥐같은 문체였다고 

파악한 바 있다. 이두문은 한문ㆍ언문의 이른바 ‘眞諺兩書’ 사이에서 경우에 따라 ‘眞文(書)’쪽에 속하기도 하고 ‘諺文(書)’쪽에 속하

기도 하였다. 그들이 결코 삼항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2) 이곳의 ‘方言’이 음성언어가 아니라 문자언어에 해당함이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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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ㄱ)의 경우 이두번역문은 ≪대명률직해≫나 ≪양잠경험촬요≫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 (10ㄴ)의 경우 ‘治獄’과 관련하여 관부와 민간에 두루 쓰이던 행정문서들

(緘答․遲晩; 所志․白活․單子․等狀․上書․原情 및 그에 대한 처결문인 題音․題辭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문을 통한 문자생활과 이두문을 통한 문자생활에 어

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음을 정인지는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훈민정음을 통한 문자생활은 한문과 이두문의 번역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文字’를 이미 “한문”23) 외에 “이두”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극히 드물

었지만 예전에도 없지는 않았다.24) 그리하여 훈민정음의 창제를 차자표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25) 훈민정음 창제의 원래 의도는 한문은 그대로 유

지하고 이두문 대신에 언문을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國之語音’과 ‘不通’하는 대상인 ‘文字’(文語)에 한문 외에 이두문도 포함된다

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이한 것은 훈민정음 창제를 전후하여 ‘聽訟’에 

대한 언급이 무척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세종 시대에는 ‘賤人天民論’이라 부를 만한, 

세종 임금의 사법제도 일신작업이 있었으므로,26) 세종의 관심이 獄事와 관련된 이두문

에 주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새 문자와 관련하여 ‘官’[벼슬아

치]에 대한 언급은 없고 ‘吏’[구실아치]와 ‘民’[百姓]에 대한 언급만이 있음도 유의를 요

한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가 일차적으로 ‘愚民’을 대상으로 한다고 천명되었으나, 

창제 당대에는 ‘吏’ 이하의 계층에 새로운 문자를 통한 문자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443년 12월 말에서 1444년 2월 초에 이르는 3개월 

동안 諺文을 ‘吏事’에 시행한 일과 ‘吏輩’에게 훈민정음을 학습시킨 일이 있었음이 갑자

23) 이 ‘文字’를 ‘漢文’이라 파악한 것은 주시경의 글에 처음 나타난다. 주시경은 ‘正音 親序’라 하여 ‘國之語音이 異乎中國며 與文字로 

卽漢文不相流通이라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余ㅣ 爲此憫然여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人易習고 便於

日用耳로라 시니라’(주시경, <必尙自國文言>, ≪皇城新聞≫ 제2446호, 1907)를 들고서 그 뒤에 자세한 해설을 가하였다. 그 해설

을 참조해 볼 때, 여기서의 ‘漢文’은 ‘한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卽漢文’ 부분을 ≪황성신문≫ 편집자가 잘못 위치시

킨 것으로 파악하였음인지 주시경은 원래의 글을 원고본 ≪말≫(1908년 전후)의 부록에다가 다시 실었는데 거기에는 ‘與文字[卽漢文

字]로’라 적어 달리 처리하였다.

24) 조규태,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개정판; 한국문화사, 2010)의 9면, 이상규 외(주해), 홍기문 원저, ≪증보정음발달사≫(역락, 
2016)의 27면 각주 (1), 박지홍․박유리, ≪우리나라 글살이의 변천과 훈민정음≫(새문사, 2013)의 200~201면 등이 그것이다. 

25) 남풍현, <훈민정음과 차자표기법과의 관계>(≪국문학논집≫ 9, 단국대학교, 1978)과 남풍현, <훈민정음의 당초목적과 그 의의>(≪동양
학≫ 10, 1980).

26) 최이돈, <조선초기 賤人天民論의 전개>(≪朝鮮時代史學報≫ 5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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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 당대의 문자생활

본 발표자는 새로운 표음문자가 출현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결국 言文一致가 

되지 않는 어문생활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바, 훈민정음 창제 전의 文語는 한문과 

이두문이 雅․俗의 이항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21) ‘文字’가 “漢文”을 뜻하는 예

는 수없이 많지만, “이두문”을 뜻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雖然, 諺書卽俗行之方言22)也, 

狀啓乃乙覽之文字也.[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언서는 민간에서 행하는 우리글이고, 장계

는 임금께서 보시는 ‘文字’(문서 = 이두문)입니다.] [≪승정원일기≫ 헌종 6년(1840) 3

월 28일]의 ‘文字’가 그 한 예가 아닐까 한다. 조선시대에는 관찰사나 암행어사, 외국

에 나간 使臣들이 임금께 보고하는 狀啓는 이두문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악과 문물은 중국에 거의 비견된다. 다만 우리말

만은 그러하지 못하다.(吾東方禮樂文章,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고 하면서 다

음의 두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0) ㄱ.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을 잘 알기 어려움을 걱정하고,(學書者患其旨趣之

難曉,)

     ㄴ. 옥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을 알아내기 어려움을 괴로워한다.(治獄者病

其曲折之難通.) 

(10ㄱ)은 글을 배울 때 의미 파악이 어려움을 말하고, (10ㄴ)은 獄事를 다스리는 사

람이 글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힘듦을 말한다. ‘쓰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읽어 해석하기’의 관점에서 당대에 통용되던 문어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음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 뒤를 이어 설총이 이두를 만들어 관부와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그것도 

일상언어에 있어서는 만의 일도 통달되지 않음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21) 본 발표자는 이미 훈민정음 창제 후에는 한문과 언문이 雅․俗의 이항대립적인 관계에 있게 되었는데, 이두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雅’

쪽에 속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俗’쪽에 속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마치 ‘官’[벼슬아치]과 ‘民’[百姓]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지배층인 ‘官吏’에 포함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피지배층인 ‘吏民’에 포함되기도 하는 ‘吏’[구실아치]처럼 일종의 박쥐같은 문체였다고 

파악한 바 있다. 이두문은 한문ㆍ언문의 이른바 ‘眞諺兩書’ 사이에서 경우에 따라 ‘眞文(書)’쪽에 속하기도 하고 ‘諺文(書)’쪽에 속하

기도 하였다. 그들이 결코 삼항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2) 이곳의 ‘方言’이 음성언어가 아니라 문자언어에 해당함이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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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ㄱ)의 경우 이두번역문은 ≪대명률직해≫나 ≪양잠경험촬요≫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고, (10ㄴ)의 경우 ‘治獄’과 관련하여 관부와 민간에 두루 쓰이던 행정문서들

(緘答․遲晩; 所志․白活․單子․等狀․上書․原情 및 그에 대한 처결문인 題音․題辭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문을 통한 문자생활과 이두문을 통한 문자생활에 어

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음을 정인지는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훈민정음을 통한 문자생활은 한문과 이두문의 번역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文字’를 이미 “한문”23) 외에 “이두”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극히 드물

었지만 예전에도 없지는 않았다.24) 그리하여 훈민정음의 창제를 차자표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25) 훈민정음 창제의 원래 의도는 한문은 그대로 유

지하고 이두문 대신에 언문을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國之語音’과 ‘不通’하는 대상인 ‘文字’(文語)에 한문 외에 이두문도 포함된다

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이한 것은 훈민정음 창제를 전후하여 ‘聽訟’에 

대한 언급이 무척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세종 시대에는 ‘賤人天民論’이라 부를 만한, 

세종 임금의 사법제도 일신작업이 있었으므로,26) 세종의 관심이 獄事와 관련된 이두문

에 주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새 문자와 관련하여 ‘官’[벼슬아

치]에 대한 언급은 없고 ‘吏’[구실아치]와 ‘民’[百姓]에 대한 언급만이 있음도 유의를 요

한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가 일차적으로 ‘愚民’을 대상으로 한다고 천명되었으나, 

창제 당대에는 ‘吏’ 이하의 계층에 새로운 문자를 통한 문자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443년 12월 말에서 1444년 2월 초에 이르는 3개월 

동안 諺文을 ‘吏事’에 시행한 일과 ‘吏輩’에게 훈민정음을 학습시킨 일이 있었음이 갑자

23) 이 ‘文字’를 ‘漢文’이라 파악한 것은 주시경의 글에 처음 나타난다. 주시경은 ‘正音 親序’라 하여 ‘國之語音이 異乎中國며 與文字로 

卽漢文不相流通이라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余ㅣ 爲此憫然여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人易習고 便於

日用耳로라 시니라’(주시경, <必尙自國文言>, ≪皇城新聞≫ 제2446호, 1907)를 들고서 그 뒤에 자세한 해설을 가하였다. 그 해설

을 참조해 볼 때, 여기서의 ‘漢文’은 ‘한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卽漢文’ 부분을 ≪황성신문≫ 편집자가 잘못 위치시

킨 것으로 파악하였음인지 주시경은 원래의 글을 원고본 ≪말≫(1908년 전후)의 부록에다가 다시 실었는데 거기에는 ‘與文字[卽漢文

字]로’라 적어 달리 처리하였다.

24) 조규태,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개정판; 한국문화사, 2010)의 9면, 이상규 외(주해), 홍기문 원저, ≪증보정음발달사≫(역락, 
2016)의 27면 각주 (1), 박지홍․박유리, ≪우리나라 글살이의 변천과 훈민정음≫(새문사, 2013)의 200~201면 등이 그것이다. 

25) 남풍현, <훈민정음과 차자표기법과의 관계>(≪국문학논집≫ 9, 단국대학교, 1978)과 남풍현, <훈민정음의 당초목적과 그 의의>(≪동양
학≫ 10, 1980).

26) 최이돈, <조선초기 賤人天民論의 전개>(≪朝鮮時代史學報≫ 57, 2011).



20 2019 한글날 학술대회

상소문에 지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7) 해례본 간행 후에는 ‘吏科’와 ‘吏典’의 取才時

에도 훈민정음을 시험보게 조처한 사실28)이 주목된다. 

최만리 등의 갑자상소문뿐 아니라 정인지의 서문에도 역시 그 문제가 거론되어 있

다. 이 두 글이 시기를 달리 하지만 사실은 서로 반박하고 해명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둘 다 이두를 거론하면서 갑자상소문에서는 이두

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새 문자로 대체될 대상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정인지

의 서문에서는 매우 꺽꺽하고 막히기 때문에 새 문자로 대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

되어 있다. 

이러한 이두의 正體性에 대한 인식상 차이는, 

 (11) ㄱ. 吏讀[중략] 至於言語之間, 則不能達其萬一焉,’(이두는 일상언어를 적음에 이

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도달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인지 서문)

     ㄴ. 吏讀[중략], 施於語助, 與文字元不相離. [중략] 亦興學之一助也. [중략] 何用

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이두는 [중략] 虛辭에 베풀어지므로 

원래 한자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략] 역시 興學에 一助가 됩니다. 

[중략] 어째서 예로부터 써 온 폐단이 없는 글자를 고쳐서, 속되고 이로움

이 없는 글자를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갑자상소문 제3항)

에서 극명히 대비되어 나타난다.

심지어 갑자상소문을 본 세종이 최만리 등을 불러 힐문하는 과정에서도 그 인식상 

차이가 드러난다. 

 

27)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비록 언문을 구실아치의 일에 시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제3항)과 ‘今不博採群議, 驟令吏輩十餘人訓習,[요즈

음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아전 무리 십여 인에게 (언문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시며]’(제5

항)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28) ‘傳旨吏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並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 取之.(이조에 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와 이전의 

취재 때에는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뜻은 통하지 못하더라도 合字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114, 28년(1446) 12월 26일]와 ‘自今咸吉子弟試吏科者, [중략] 先取訓民正音, 入格者許取他才, 各司吏典取才者, 並
試訓民正音.(“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중략]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세종실록≫ 권116, 29년

(1447) 4월 20일)]의 두 기사가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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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ㄱ.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薛聰吏讀, 亦非異音乎?(너희들이 말하기를, ‘음

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설

총의 이두도 역시 음을 달리 한 것이 아니냐?) (세종의 詰問) 

     ㄴ. 薛聰吏讀, 雖曰異音, 然依音依釋, 語助文字, 元不相離. 今此諺文, 合諸字而竝

書, 變其音釋, 而非字形也.[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을 달리 한다고 말하지

만, 음에 의거하거나 새김에 의거하거나 하니 虛辭(이두)와 한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의 이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고 어울러 

적으니 그 음과 새김을 변화시킨 것이지 한자의 꼴이 아닙니다.] (최만리 

등의 대답)  

이 문답은 갑자상소문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

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혹시 말하기를, ‘언문은 다 옛글자에 근본

을 둔 것이지 새 글자가 아니다.’ 하고 말한다면, 글자의 꼴은 비록 옛 전자와 비슷할

지라도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일이니 실로 근거한 

바가 없습니다.)”(갑자상소문 제1항)가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래 小學은 한

자의 形․音․義를 연구하는 분야인바, 문자학․성운학․훈고학이 그에 해당된다. 그런데 최만

리 등의 입장에서는 비루하기는 하지만 이두는 그래도 이 形․音․義의 세 요소29)를 다 

갖추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언문에는 形과 音은 있으나 義는 없다.30) 이러니 언

문을 한자의 꼴[字形]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刑獄과 관련하여 이두를 거론하면서도, 갑자상소문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民의 관점에서 이두문의 효능이 어떠한가를 언급하지만,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治獄者의 

관점에서 이두문의 효능이 어떠한가를 언급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29) 혹은 ‘書․言․意’의 세 요소로 파악되기도 한다. 

30) 후대에 유형원이 ‘東方諺文, 亦有音無義.(우리나라의 언문은 음은 있으나 뜻은 없다.)’(≪반계수록≫ 권25, <續篇上>, <言語>)라고 한 

것은 이 사실을 잘 지적한 것이다. 신유한이 1719년에 통신사행으로 일본에 갔을 때, 가나[假名]를 形․音․義의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그들의 ‘언문’(가나)이나 우리 언문이나 다 ‘音은 있으나 釋은 없다’고 언급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國中所用諺文有四十八字, 字形

皆截眞書首尾點劃, 有音而無釋, 互着而成聲, 略如我國諺文.(나라 안에서 쓰는 언문이 48자가 있는데, 글자꼴은 다 한자의 머리나 꼬

리의 점과 획을 잘라 만들었고, 음만 있고 새김이 없어 서로 붙여 소리를 이루는 것이 대략 우리나라의 언문과 같았다.)’(≪해유록≫ 

下, <附聞見雜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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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문에 지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7) 해례본 간행 후에는 ‘吏科’와 ‘吏典’의 取才時

에도 훈민정음을 시험보게 조처한 사실28)이 주목된다. 

최만리 등의 갑자상소문뿐 아니라 정인지의 서문에도 역시 그 문제가 거론되어 있

다. 이 두 글이 시기를 달리 하지만 사실은 서로 반박하고 해명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둘 다 이두를 거론하면서 갑자상소문에서는 이두

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새 문자로 대체될 대상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정인지

의 서문에서는 매우 꺽꺽하고 막히기 때문에 새 문자로 대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

되어 있다. 

이러한 이두의 正體性에 대한 인식상 차이는, 

 (11) ㄱ. 吏讀[중략] 至於言語之間, 則不能達其萬一焉,’(이두는 일상언어를 적음에 이

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도달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인지 서문)

     ㄴ. 吏讀[중략], 施於語助, 與文字元不相離. [중략] 亦興學之一助也. [중략] 何用

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이두는 [중략] 虛辭에 베풀어지므로 

원래 한자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략] 역시 興學에 一助가 됩니다. 

[중략] 어째서 예로부터 써 온 폐단이 없는 글자를 고쳐서, 속되고 이로움

이 없는 글자를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갑자상소문 제3항)

에서 극명히 대비되어 나타난다.

심지어 갑자상소문을 본 세종이 최만리 등을 불러 힐문하는 과정에서도 그 인식상 

차이가 드러난다. 

 

27)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비록 언문을 구실아치의 일에 시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제3항)과 ‘今不博採群議, 驟令吏輩十餘人訓習,[요즈

음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아전 무리 십여 인에게 (언문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시며]’(제5

항)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28) ‘傳旨吏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並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 取之.(이조에 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와 이전의 

취재 때에는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뜻은 통하지 못하더라도 合字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권114, 28년(1446) 12월 26일]와 ‘自今咸吉子弟試吏科者, [중략] 先取訓民正音, 入格者許取他才, 各司吏典取才者, 並
試訓民正音.(“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중략]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세종실록≫ 권116, 29년

(1447) 4월 20일)]의 두 기사가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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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ㄱ.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薛聰吏讀, 亦非異音乎?(너희들이 말하기를, ‘음

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설

총의 이두도 역시 음을 달리 한 것이 아니냐?) (세종의 詰問) 

     ㄴ. 薛聰吏讀, 雖曰異音, 然依音依釋, 語助文字, 元不相離. 今此諺文, 合諸字而竝

書, 變其音釋, 而非字形也.[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을 달리 한다고 말하지

만, 음에 의거하거나 새김에 의거하거나 하니 虛辭(이두)와 한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의 이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고 어울러 

적으니 그 음과 새김을 변화시킨 것이지 한자의 꼴이 아닙니다.] (최만리 

등의 대답)  

이 문답은 갑자상소문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

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혹시 말하기를, ‘언문은 다 옛글자에 근본

을 둔 것이지 새 글자가 아니다.’ 하고 말한다면, 글자의 꼴은 비록 옛 전자와 비슷할

지라도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일이니 실로 근거한 

바가 없습니다.)”(갑자상소문 제1항)가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래 小學은 한

자의 形․音․義를 연구하는 분야인바, 문자학․성운학․훈고학이 그에 해당된다. 그런데 최만

리 등의 입장에서는 비루하기는 하지만 이두는 그래도 이 形․音․義의 세 요소29)를 다 

갖추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언문에는 形과 音은 있으나 義는 없다.30) 이러니 언

문을 한자의 꼴[字形]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刑獄과 관련하여 이두를 거론하면서도, 갑자상소문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民의 관점에서 이두문의 효능이 어떠한가를 언급하지만,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治獄者의 

관점에서 이두문의 효능이 어떠한가를 언급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29) 혹은 ‘書․言․意’의 세 요소로 파악되기도 한다. 

30) 후대에 유형원이 ‘東方諺文, 亦有音無義.(우리나라의 언문은 음은 있으나 뜻은 없다.)’(≪반계수록≫ 권25, <續篇上>, <言語>)라고 한 

것은 이 사실을 잘 지적한 것이다. 신유한이 1719년에 통신사행으로 일본에 갔을 때, 가나[假名]를 形․音․義의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그들의 ‘언문’(가나)이나 우리 언문이나 다 ‘音은 있으나 釋은 없다’고 언급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國中所用諺文有四十八字, 字形

皆截眞書首尾點劃, 有音而無釋, 互着而成聲, 略如我國諺文.(나라 안에서 쓰는 언문이 48자가 있는데, 글자꼴은 다 한자의 머리나 꼬

리의 점과 획을 잘라 만들었고, 음만 있고 새김이 없어 서로 붙여 소리를 이루는 것이 대략 우리나라의 언문과 같았다.)’(≪해유록≫ 

下, <附聞見雜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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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ㄱ.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중략] 以是聽訟, 可以得其情.(옥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을 알아내기 어려움을 괴로워한다. [중략] 이 글자로써 訟事를 심

리하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정인지 서문)

     ㄴ. 若曰刑殺獄辭, 以吏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寃, 今以

諺文, 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易曉, 而無抱屈者. 然自古中

國, 言與文同, 獄訟之間, 寃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吏讀者, 親讀招

辭, [중략] 是知刑獄之平不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만약에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말을 이두문으로써 쓴다면, 글

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차이로 혹시 억울함

을 당하는 일이 있으나, 이제 언문으로써 죄인의 말을 바로 써서 읽어 주

고 듣게 한다면, 비록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중국은 예로부

터 말과 글이 같은데도 죄인을 다스리고 소송하는 사건에 원통한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이두를 

아는 사람이 공소장을 몸소 읽어 보고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

하여도, [중략] 이로써 형옥의 공평함과 불공평함이 옥리의 자질 여하에 

있는 것이지 말과 글이 같음과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

다.) (갑자상소문 제4항)

(13ㄱ)은 ‘治獄者’에게 이두문이 어떠한가를 언급하고 있으나, (13ㄴ)은 옥에 갇힌 民

에게 이두문이 어떠한가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저 앞의 (12ㄱ)을 뒤이어 세종은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

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또 이두 제작의 본뜻은 그것이 ‘民’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을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만약 그것이 ‘民’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언문 역시 ‘民’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을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최만리 등을 힐난하고 

있다. 세종의 ‘便民’이라는 표현에서는 이두문과 언문의 주체가 될 넓은 의미의 ‘民’(

‘吏’와 좁은 의미의 ‘民’을 합한 것)을 말하고 있어, 좁은 의미의 ‘民’만을 諺文과 관련

지어 말하면서 ‘吏’와 엄격히 구분한 갑자상소문과는 인식상 큰 차이가 있음도 지적되

어야 할 것이다. 세종은 이두문 대신 언문을 사용할 주체를 ‘吏’와 ‘民’ 둘을 합친 ‘民’

으로 파악하였지만, 갑자상소문에는 ‘官’과 ‘吏’를 제외한 ‘民’이 혹시 언문을 사용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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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吏’를 ‘官’의 

일부로 넣어 ‘官吏層’으로 파악하느냐, ‘民’의 일부로 넣어 ‘吏民層’으로 파악하느냐의 

인식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결국 言文一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위 (13ㄴ)에 언문은 ‘直書其言’(그 말을 직접 있는 그대

로 적는다)을 할 수 있는 문자임이 언급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언문으로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한자로 쓰여진 문어(한문과 이두문)는 번역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31) 그리고 (13ㄴ)에서 ‘言與文同’(말과 글이 

동일함), ‘言與文之同不同’(말과 글의 같음과 같지 않음) 등의 언급을 한 것도 언문의 

제작과 관련된 요체가 언문일치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잘 말한다 할 것이다. 후대

의 표현을 빌리자면, ‘言自言, 文自文.’(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李喜經, ≪雪峀外史≫; 

≪위암문고≫ 권25 內集 <論國文關係論>)이라든가, ‘語自語, 書自書’(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朴趾源, ≪熱河日記≫, <避暑錄>)라든가, ‘書自書, 言自言’(글은 글대로, 말은 말

대로)(이유원, ≪林下筆記≫ 권33 <華東玉糝編>, <方言>)이라든가 하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파의 논리인 것이다.32)

원래 문자는 그 언어에 적당해야 한다.33) 그리하여 문자를 자신의 언어에 최적화시

켜 나가게 된다. 고립어이면서 음절구조가 단순한 편인 중국어에는 단어문자이자 표의

문자인 한자가 잘 어울린다. 그러나 교착어인 한국어는 복잡한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

어서 단어문자이자 표의문자인 한자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한 언어의 구조적 차

이가 결국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로 귀결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교착어인 일본

31) 李德懋의 다음 말이 번역 과정의 어려움을 잘 말해 준다. ‘非生於中國者, 能文尤難, 以其方言枳之也. 如中州人一言一語, 無非文字. 

[중략] 以其口耳皆通, 而目識其字, 只隔些兒耳, 故事半功倍. [중략] 東國人則以方言釋之, 百言幾至三四百言, 又有吐幾五六十言, 比中

國四五倍.[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문장에 능숙하기는 더욱 어려운바, 이는 ‘方言’(그 나라의 말)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은 한 마디 말이라도 ‘文字’가 아닌 것이 없다. [중략] 입과 귀가 통하기 때문에 눈으로 그 글자를 아는 것은 쉽기 때문에 반만 

노력해도 성취된다. [중략]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말로 풀이하므로 백 마디 말이 거의 300~400 마디 말이 되고 또 토가 있어서 거의 

50~60 마디 말이 되어 중국과 비교하면 4~5 갑절이나 된다.]’(≪청장관전서≫ 권52, <耳目口心書> 5).

32)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1995)에서는 ‘言文’과 ‘諺文’의 항을 다음과 같이 등재하였다. 곱씹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밑줄은 인용자

의 것이다). 

  언문01 ｢명｣ 말과 글이라는 뜻으로 “입말과 글말”을 이르는 말. ∥~이 막히는데가 없다. ~이 일치하다. § 言文

  언문02 ｢명｣ 늘 쓰는 입말의 글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우리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을 글말의 글자인 한자, 한문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뒤에 한자, 한문을 떠받드는 기풍이 조장되면서 우리 글을 낮잡아보는 이름으로 되였다.

33) 연규동(옮김), 쿨마스(지음), ≪문자의 언어학 Writing Systems≫(문자․사회․문화 총서 28,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6),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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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ㄱ.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중략] 以是聽訟, 可以得其情.(옥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을 알아내기 어려움을 괴로워한다. [중략] 이 글자로써 訟事를 심

리하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정인지 서문)

     ㄴ. 若曰刑殺獄辭, 以吏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寃, 今以

諺文, 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易曉, 而無抱屈者. 然自古中

國, 言與文同, 獄訟之間, 寃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吏讀者, 親讀招

辭, [중략] 是知刑獄之平不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만약에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말을 이두문으로써 쓴다면, 글

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차이로 혹시 억울함

을 당하는 일이 있으나, 이제 언문으로써 죄인의 말을 바로 써서 읽어 주

고 듣게 한다면, 비록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중국은 예로부

터 말과 글이 같은데도 죄인을 다스리고 소송하는 사건에 원통한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이두를 

아는 사람이 공소장을 몸소 읽어 보고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

하여도, [중략] 이로써 형옥의 공평함과 불공평함이 옥리의 자질 여하에 

있는 것이지 말과 글이 같음과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

다.) (갑자상소문 제4항)

(13ㄱ)은 ‘治獄者’에게 이두문이 어떠한가를 언급하고 있으나, (13ㄴ)은 옥에 갇힌 民

에게 이두문이 어떠한가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저 앞의 (12ㄱ)을 뒤이어 세종은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

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또 이두 제작의 본뜻은 그것이 ‘民’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을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만약 그것이 ‘民’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언문 역시 ‘民’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을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최만리 등을 힐난하고 

있다. 세종의 ‘便民’이라는 표현에서는 이두문과 언문의 주체가 될 넓은 의미의 ‘民’(

‘吏’와 좁은 의미의 ‘民’을 합한 것)을 말하고 있어, 좁은 의미의 ‘民’만을 諺文과 관련

지어 말하면서 ‘吏’와 엄격히 구분한 갑자상소문과는 인식상 큰 차이가 있음도 지적되

어야 할 것이다. 세종은 이두문 대신 언문을 사용할 주체를 ‘吏’와 ‘民’ 둘을 합친 ‘民’

으로 파악하였지만, 갑자상소문에는 ‘官’과 ‘吏’를 제외한 ‘民’이 혹시 언문을 사용할 주

세종의 한글창제와 관련된 몇 문제 23

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吏’를 ‘官’의 

일부로 넣어 ‘官吏層’으로 파악하느냐, ‘民’의 일부로 넣어 ‘吏民層’으로 파악하느냐의 

인식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결국 言文一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위 (13ㄴ)에 언문은 ‘直書其言’(그 말을 직접 있는 그대

로 적는다)을 할 수 있는 문자임이 언급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언문으로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한자로 쓰여진 문어(한문과 이두문)는 번역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31) 그리고 (13ㄴ)에서 ‘言與文同’(말과 글이 

동일함), ‘言與文之同不同’(말과 글의 같음과 같지 않음) 등의 언급을 한 것도 언문의 

제작과 관련된 요체가 언문일치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잘 말한다 할 것이다. 후대

의 표현을 빌리자면, ‘言自言, 文自文.’(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李喜經, ≪雪峀外史≫; 

≪위암문고≫ 권25 內集 <論國文關係論>)이라든가, ‘語自語, 書自書’(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朴趾源, ≪熱河日記≫, <避暑錄>)라든가, ‘書自書, 言自言’(글은 글대로, 말은 말

대로)(이유원, ≪林下筆記≫ 권33 <華東玉糝編>, <方言>)이라든가 하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파의 논리인 것이다.32)

원래 문자는 그 언어에 적당해야 한다.33) 그리하여 문자를 자신의 언어에 최적화시

켜 나가게 된다. 고립어이면서 음절구조가 단순한 편인 중국어에는 단어문자이자 표의

문자인 한자가 잘 어울린다. 그러나 교착어인 한국어는 복잡한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

어서 단어문자이자 표의문자인 한자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한 언어의 구조적 차

이가 결국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로 귀결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교착어인 일본

31) 李德懋의 다음 말이 번역 과정의 어려움을 잘 말해 준다. ‘非生於中國者, 能文尤難, 以其方言枳之也. 如中州人一言一語, 無非文字. 

[중략] 以其口耳皆通, 而目識其字, 只隔些兒耳, 故事半功倍. [중략] 東國人則以方言釋之, 百言幾至三四百言, 又有吐幾五六十言, 比中

國四五倍.[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문장에 능숙하기는 더욱 어려운바, 이는 ‘方言’(그 나라의 말)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은 한 마디 말이라도 ‘文字’가 아닌 것이 없다. [중략] 입과 귀가 통하기 때문에 눈으로 그 글자를 아는 것은 쉽기 때문에 반만 

노력해도 성취된다. [중략]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말로 풀이하므로 백 마디 말이 거의 300~400 마디 말이 되고 또 토가 있어서 거의 

50~60 마디 말이 되어 중국과 비교하면 4~5 갑절이나 된다.]’(≪청장관전서≫ 권52, <耳目口心書> 5).

32)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1995)에서는 ‘言文’과 ‘諺文’의 항을 다음과 같이 등재하였다. 곱씹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밑줄은 인용자

의 것이다). 

  언문01 ｢명｣ 말과 글이라는 뜻으로 “입말과 글말”을 이르는 말. ∥~이 막히는데가 없다. ~이 일치하다. § 言文

  언문02 ｢명｣ 늘 쓰는 입말의 글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우리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을 글말의 글자인 한자, 한문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뒤에 한자, 한문을 떠받드는 기풍이 조장되면서 우리 글을 낮잡아보는 이름으로 되였다.

33) 연규동(옮김), 쿨마스(지음), ≪문자의 언어학 Writing Systems≫(문자․사회․문화 총서 28,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6),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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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단순한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절문자인 가나[假名]로써 만족하고 마나

[眞名]인 한자와 혼용하는 길을 걸어온 것이다.

 

4. 나가기: 한글의 ‘작명부(作名父)’ 논쟁과 관련하여

이 발표문에서 나가기 전에 현대의 ‘한글’이라는 명칭을 만든 사람에 대한 논쟁에 대

하여 한 마디 해 두고자 한다. 애류(한별) 권덕규(1891~1949?)의 朝鮮光文會에서의 역

할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관여설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 관여설 또는 불참여설 등도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광문회의 3대 모토(修史․理言․立學) 가운데 理言의 두 축

(사전편찬․문법정리)의 일환으로 ≪말모이≫의 편찬이 1910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권덕규의 <石儂先生과 歷史言語(1~9)>(1932)에 나타나는 기술사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新字典≫(新文館, 1915)의 편찬을 1910년부터 1915년까지 主幹으로서 진두지

휘하였던 石儂34) 柳瑾(1861~1921)에 대한 추모․회고담을 담은 이 9편의 연재물은 조

선광문회, ≪신자전≫, ≪말모이≫(≪朝鮮語辭典≫ 혹은 ≪朝鮮語字典≫), 조선광문회에 

드나들었던 인물들 등등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핍진하게 잘 담아 두고 있다. 이 사실

들은 비록 미시적인 사실들일는지 모르나 국어학사의 서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증

언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이,

 (14) ㄱ. 그에 한참 周時經先生의 系統을 바다 가갸거겨를 들고 國文이니 國學

이니 하야 이것을 발우잡고 이것을 세우자고 議論하고 외치든 이라 

[<石儂先生과 歷史言語(1)>]

      ㄴ. 이는 先生이 新字典 編纂으로 汨沒하고 절믄이들은 朝鮮語辭典을 編纂하

노라 들든 판이다. [<石儂先生과 歷史言語(3)>]

      ㄷ. 이것은 少年으로의 내가 저녁  품팔이를 하고 나오든 에 先生을 모시

어 先生에게 오늘 아무개의 글[권덕규의 <假明人頭上에 一棒>(1920)을 가

리킴: 인용자]로 하야 雲養老人과 이런 問答이 잇섯다는 말슴을 들은 것이

다. [<石儂先生과 歷史言語>(7)>]

34) 그 자신이 주시경식으로 작명한 것으로 “돌놈”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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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권덕규 자신이 행한 증언은 아르바이트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가 

열심히 조선광문회에 나갔음을 말한다. 

조선광문회에서 최남선, 유근, 주시경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사전 및 자전 편찬 작

업을 하기 위해 모여 있으면서 ‘가갸거겨’식 문자 이름을 ‘한글’로 할 수 있었을 것인

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작명이라기보다 조선광문회 출입인사 공동의 작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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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조선광문회에 나갔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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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발표에 앞서 먼저 밝혀 둘 일이 있다. 그동안 한글과 관련된 글을 여러 편 썼고 오

늘 발표에서도 한글 운동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는 민족 운동사를 전공한 사회사 연구

자이지 언어학이나 국어학 전공자가 아니다.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이 지금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남북의 평화 통일 또는 평화 공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한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한글 운동에서 비롯되었다.1) 나

중에 우리의 언어 생활, 언어를 둘러싼 앎의 체제 문제에까지 관심이 확장되었지만2) 

내가 언어로서의 한글 자체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다. 

민족 운동사를 공부하다가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이 스스로 남긴 기록 가운데 

우리 말글을 지키려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 중

국 상하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일본 도쿄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려운 

1) 이준식, ｢외솔과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 현상과 인식 18권 3호, 1994; ｢일제 침략기 한글 운동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
집, 49집, 1996

2) 이준식, 「최현배와 김두봉-언어의 분단을 막은 두 한글학자」, 『역사비평』, 82, 2008; 「해방 후 국어학계의 분열과 대립-언어민족주의
와 ‘과학적’ 언어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지식인의 월북과 남북 국어학계의 재편: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동
방학지』, 168(2014); 「정태진의 한글운동론과 조선어학회 활동」, 『동방학지』, 17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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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무릅쓰고 국한문 섞어쓰기나 한글만 쓰기로 펴낸 신문과 잡지를 볼 때마다 울

컥해지고는 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찾는 중국 타이항산 자락에는 윤세주와 진광화

라는, 조선의용대 두 투사의 초장지가 남아 있다. 일제가 타이항산의 항일 세력을 소탕

하기 위해 벌인 작전에서 전사한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 중국 사람들이 첫 묘소를 쓴 

곳이다. 오래 전에 물어물어 이곳을 처음 들렸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기억이 아

직도 뚜렷하다. 꽤 큰 두 묘소의 아랫부분에는 한결같이 ‘조선 민족 영령’ 가로 풀어쓰

기한 ‘ㅈㅗㅅㅓㄴㅁㅣㄴㅈㅗㄱㅕㅇㄴㅕㅇ ’이 새겨져 있었다. 독립 운동에서 한글이 어

떤 뜻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여겨져서 먹먹했다. 

근대 이후 우리 민족의 과제는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겪은 식민 지배 체제를 극복

하는 것,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분단 체제를 해체하고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두 가지 과제와 관련해 한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니 중요한 역할

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흔히 민족이란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 생활 및 공통의 문화로 표현되는 심리 상태

를 토대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규정된다. 민족은 불변의 사회적 실체가 아니

다. 역사적으로 최근의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났다. 이는 민족이 특정한 종류의 근대 영

토 국가 곧 민족 국가에 관련될 때만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해 언어는 근대 민족의 형성, 근대 민족 국가의 성립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언어는 민족이 형성되고 그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특

히 근대 이후 일정한 정치적 힘을 가져 왔고 국가, 종교와 함께 민족 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였다. 

한글 운동의 역사적 의의 31

일제 강점기 한글 운동은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정리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리고 일제의 민족 말살에 항거하고 민족 언어를 

보존하려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민족 운동의 의미를 가졌다. 해방과 동시에 등장한 

분단 체제 아래 한글은 남북 모두에서 국가의 언어가 되었다. 이제 한글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졌지만 한글 운동의 큰 뜻은 그대로 이어졌다. 분단 체제에서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된 것이 공통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는 내가 이미 쓴 몇 편의 글을 바탕으로 근대 이후 한글 운동의 역사적 의

미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한글 운동을 처음 시작한 주시경과 그의 두 제자 김두

봉과 최현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논의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이 한글 중심이라는 데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은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개의 언어에 바탕을 두

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중 표기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한글은 상말이

라는 뜻의 ‘언문(諺文)’이라고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배층의 언어가 아니라 피지

배층(지배층의 여성까지 포함)의 언어였다. 나라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

었다. 19세기 말까지 우리 민족은 ‘한자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1세

기 현재 우리는 ‘한자의 세계’가 아니라 ‘한글의 세계’에 살고 있다.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를 周時經, 金枓奉, 崔鉉培가 아니라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로 쓰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자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의 전환은 단지 표기법의 변화뿐만 아

니라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도 한자를 쓰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현실로 굳어

진 ‘한글의 세계’를 다시 ‘한자의 세계’로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한자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

다는 사실이다. 말과 글의 일치, 한글 전용, 한글 가로쓰기를 핵심으로 언어 생활의 혁

명적 변화를 처음 주장한 것은 19세기 말의 주시경이었다. 그리고 주시경에 의해 시작된 

한글 혁명의 움직임을 현실로 만든 것은 그의 제자인 김두봉과 최현배였다. 해외에서 

독립 운동을 벌이다가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김두봉은 평양행을 

선택했다. 반면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에서 옥고를 치루고 있던 최현배는 해방 

이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북한의 김두봉과 남쪽의 최현배는 한동안 

각각 남북의 언어정책을 총괄하면서 스승이 남긴 한글혁명의 뜻을 실행에 옮겨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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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규정된다. 민족은 불변의 사회적 실체가 아니

다. 역사적으로 최근의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났다. 이는 민족이 특정한 종류의 근대 영

토 국가 곧 민족 국가에 관련될 때만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해 언어는 근대 민족의 형성, 근대 민족 국가의 성립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언어는 민족이 형성되고 그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특

히 근대 이후 일정한 정치적 힘을 가져 왔고 국가, 종교와 함께 민족 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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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한글 운동은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정리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리고 일제의 민족 말살에 항거하고 민족 언어를 

보존하려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민족 운동의 의미를 가졌다. 해방과 동시에 등장한 

분단 체제 아래 한글은 남북 모두에서 국가의 언어가 되었다. 이제 한글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졌지만 한글 운동의 큰 뜻은 그대로 이어졌다. 분단 체제에서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된 것이 공통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는 내가 이미 쓴 몇 편의 글을 바탕으로 근대 이후 한글 운동의 역사적 의

미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한글 운동을 처음 시작한 주시경과 그의 두 제자 김두

봉과 최현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논의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이 한글 중심이라는 데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은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개의 언어에 바탕을 두

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중 표기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한글은 상말이

라는 뜻의 ‘언문(諺文)’이라고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배층의 언어가 아니라 피지

배층(지배층의 여성까지 포함)의 언어였다. 나라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

었다. 19세기 말까지 우리 민족은 ‘한자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1세

기 현재 우리는 ‘한자의 세계’가 아니라 ‘한글의 세계’에 살고 있다.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를 周時經, 金枓奉, 崔鉉培가 아니라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로 쓰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자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의 전환은 단지 표기법의 변화뿐만 아

니라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도 한자를 쓰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현실로 굳어

진 ‘한글의 세계’를 다시 ‘한자의 세계’로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한자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

다는 사실이다. 말과 글의 일치, 한글 전용, 한글 가로쓰기를 핵심으로 언어 생활의 혁

명적 변화를 처음 주장한 것은 19세기 말의 주시경이었다. 그리고 주시경에 의해 시작된 

한글 혁명의 움직임을 현실로 만든 것은 그의 제자인 김두봉과 최현배였다. 해외에서 

독립 운동을 벌이다가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김두봉은 평양행을 

선택했다. 반면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에서 옥고를 치루고 있던 최현배는 해방 

이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북한의 김두봉과 남쪽의 최현배는 한동안 

각각 남북의 언어정책을 총괄하면서 스승이 남긴 한글혁명의 뜻을 실행에 옮겨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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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김두봉, 최현배가 이끈 한글 혁명의 의미는 오래 전에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

고 불리던 한국, 중국, 일본의 언어 상황을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이야 당연

히 한자만 써 왔고 지금도 쓰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한글과 가나라는 독자적

인 언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 세기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 모두 한자에 한글 또는 

가나를 섞어 쓰는 이중 표기 체제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이 여전

히 이중 표기 체제를 버리지 못한 데 비해 한국(북한을 포함)은 이중 표기 체제에서 벗

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마시코 히데노리3)라는 일본 교육 사회학자가 2001년에 발표한 ｢가나 그리고 

내셔날리즘(かな, そして 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논문을 읽고 크게 놀란 적이 있다.4) 

놀란 이유는 논문의 형식에 있었다. 논문은 인용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

로 쓰여 있다. 마시코의 주된 관심은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진 국어가 어떻게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차별과 배제의 핵심은 피지배층이 익히기 어려운 한자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그는 민중의 언어를 해방의 도구로 되돌리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한다. 현재 모든 일본인이 쓰는 한자 위주의 일본어는 국가가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강요한 데 지나지 않으며 민중의 진짜 일본어는 가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나만으로

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마시코의 속내였다. 마시

코의 가나만으로 논문쓰기는 일종의 실험이었다. 그러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마시코

의 주장은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쳐 지금도 일본에서는 가나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시코를 따라 가나만으로 논문을 쓰는 연구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가나만으로 글을 쓰는 것이 파격적인 실험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한자(주)와 가나(종)를 섞어 쓰는 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1948년에 법률 제6호로 공포된 한글전용법에 따라 한글

전용이라는 원칙이 공문서, 교과서, 신문·잡지에서 관철되고 있다. 한자는 필요할 때만 

3) 마시코는 이름의 한자 표기가 益子英雅이지만 스스로 ましこ ひでのり라는 가나 표기를 고집하는 별난 학자이다. 대표 업적으
로는 ましこ ひでのり, 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日本’(三元社, 1997); 日本人という自画像(三元社, 2002); ことばの政治社會學
(三元社, 2002); ことば/権力/差別(三元社, 2006); 幻想としての人種／民族／国民(三元社, 2008) 등이 있다. 

4) ましこ ひでのり, ｢かな, そして ナショナリズム｣, ことばと社會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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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하는 정도이다. 언중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한글 가로쓰기를 채택한 지도 오래 되

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더더욱 한글 가로쓰기 원칙에 충실하다. 한글전

용 반대세력에서 ‘한글전용=종북좌파’라는 억지 주장까지 내세우면서 한글전용을 없었

던 일로 하려고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한글 전용법의 폐지를 계속 시도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 혁명에 실패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한글의 세계로의 언

어 혁명이 일어난 셈이다. 그리고 한자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의 언어 혁명은 단지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실제로 1948년 분단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한자 폐기와 한글 전용이라는, 언어 생활의 중요한 원칙이 남북 

모두에서 이미 확립된 바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글 가로쓰기도 실현되었다. 19세

기까지의 한자 세로쓰기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한글 가로쓰기로의 혁명적 변화

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남북 모두에서 주시경이 주창한 한글 혁명이 마치 ‘2인 3각’처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글 혁명은 한글의 정리, 보급을 통해 언중으

로서의 민족의 언어 생활을 민족 국가 수립과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민족 국가 수립은 반쪽의 일이 되고 말았다. 한글 혁명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혹시라도 북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하겠지만 북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물론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몇몇 

단어가 생경하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글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나온 글을 읽는 데 따로 사전이 필요할 정도

는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일제강점기에 나온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글 전용의 가로쓰기로 쓰였기 때문이다. 

남북의 언어 생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몇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육성이 처음으로 남쪽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해졌는데 김정은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을 떠나 그의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다는 남쪽 국민은 없었다. 2018년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김정은의 발언은 200자 원고지로 

10쪽 가량의 긴 내용이다. 그 가운데는 ‘북남, 조선반도, 용용히, 높뛰는’ 등 남쪽 국

민에게는 어색한 단어가 몇 개 포함되어 있지만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다. 

물론 북한이 남쪽 국민들을 의식해 표현을 다듬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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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가나만으로 글을 쓰는 것이 파격적인 실험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한자(주)와 가나(종)를 섞어 쓰는 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1948년에 법률 제6호로 공포된 한글전용법에 따라 한글

전용이라는 원칙이 공문서, 교과서, 신문·잡지에서 관철되고 있다. 한자는 필요할 때만 

3) 마시코는 이름의 한자 표기가 益子英雅이지만 스스로 ましこ ひでのり라는 가나 표기를 고집하는 별난 학자이다. 대표 업적으
로는 ましこ ひでのり, 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日本’(三元社, 1997); 日本人という自画像(三元社, 2002); ことばの政治社會學
(三元社, 2002); ことば/権力/差別(三元社, 2006); 幻想としての人種／民族／国民(三元社, 2008) 등이 있다. 

4) ましこ ひでのり, ｢かな, そして ナショナリズム｣, ことばと社會 3, 2001.

한글 운동의 역사적 의의 33

병기하는 정도이다. 언중이 보는 신문과 잡지가 한글 가로쓰기를 채택한 지도 오래 되

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더더욱 한글 가로쓰기 원칙에 충실하다. 한글전

용 반대세력에서 ‘한글전용=종북좌파’라는 억지 주장까지 내세우면서 한글전용을 없었

던 일로 하려고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한글 전용법의 폐지를 계속 시도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 혁명에 실패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한글의 세계로의 언

어 혁명이 일어난 셈이다. 그리고 한자의 세계에서 한글의 세계로의 언어 혁명은 단지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실제로 1948년 분단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한자 폐기와 한글 전용이라는, 언어 생활의 중요한 원칙이 남북 

모두에서 이미 확립된 바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글 가로쓰기도 실현되었다. 19세

기까지의 한자 세로쓰기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한글 가로쓰기로의 혁명적 변화

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남북 모두에서 주시경이 주창한 한글 혁명이 마치 ‘2인 3각’처럼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글 혁명은 한글의 정리, 보급을 통해 언중으

로서의 민족의 언어 생활을 민족 국가 수립과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민족 국가 수립은 반쪽의 일이 되고 말았다. 한글 혁명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혹시라도 북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하겠지만 북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물론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몇몇 

단어가 생경하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글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나온 글을 읽는 데 따로 사전이 필요할 정도

는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일제강점기에 나온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글 전용의 가로쓰기로 쓰였기 때문이다. 

남북의 언어 생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몇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육성이 처음으로 남쪽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해졌는데 김정은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을 떠나 그의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다는 남쪽 국민은 없었다. 2018년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김정은의 발언은 200자 원고지로 

10쪽 가량의 긴 내용이다. 그 가운데는 ‘북남, 조선반도, 용용히, 높뛰는’ 등 남쪽 국

민에게는 어색한 단어가 몇 개 포함되어 있지만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다. 

물론 북한이 남쪽 국민들을 의식해 표현을 다듬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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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읽을 때의 표정과 동작으로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8년 4월 판문점회담과 9월 평양회담에서의 김정은 발언을 통해 남북의 

언어생활이 ‘생각만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여겨도 좋을 것

이다. 여기서 ‘생각만큼’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분단체제가 고착된 뒤 남북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이질화가 진

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어쨌거나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한국에 비해 북한

은 3대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체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질화의 첫 번

째 측면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북

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따르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이질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난다. 역사의 경우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의 광복 이후 현대가 시작되었다

고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한에서는 192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김

일성이 이끈 항일무장투쟁이 북한 정권의 뿌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남북의 언어생활도 이질화되었다든지 더 나아가 

주체 언어이론에 입각한 북한의 말글이 ‘정통’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생방송으로 진행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듯이 실제로는 

남북 언어 생활의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당연히 의문이 든다. 분단체제가 70

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말글의 이질화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

일까?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의 만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주시경에서 김두봉과 

최현배로 이어지는 언어민족주의,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추구한 말과 글의 일치, 한글 

전용, 가로쓰기, 형태주의 문법 이론이라는 공통의 요소가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인 요

인인 것이다.

3. 주시경 학파의 태동

민족 운동으로서의 한글 운동은 19세기 말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자주적인 근대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족의 언어인 한글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해 처음으로 한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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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을 든 것은 주시경이었다. 이 시기 그와의 만남을 통해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일군의 청년들 곧 김두봉, 신명균, 권덕규, 최현배, 정열모, 김윤경 등이 이후 한글 

운동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주시경은 한글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은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바람 앞의 등잔불과 같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주시경의 생각을 ‘언

어 민족주의’라고 한다.5) 주시경은 말글이 독립의 얼(性)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나라의 성쇠는 말글의 성쇠에 달려 있었다.6) 주시경에게 배우거나 같이 활동하면서 민

족의 말글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주시경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말-글-얼 

일체’의 사상, ‘말글의 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글 전용, 한글 가로(풀어)쓰기를 주장

하고 어휘 형태소의 기본형 곧 낱말의 원형을 고정해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에 따라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이바지하려고 한 사람들을 주시경 학파라고 할 수 있다.7)

주시경은 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편집에 적극 관여하는 한편 각종 학교와 강

습회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해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독립신문』

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한글 사용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최초의 한글 연구 

모임인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했으며, 1907년에는 최초의 한글 교육 기관인 하기 

국어강습소를 개설했다. 이어 1908년에는 강습소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

(國語演究學會)를 조직했고, 1909년에는 국어연구학회 산하에 국어강습소를 개설했다.8)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 1910년 이후 주시경의 한글 운동

에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 주시경은 한글을 대한제국의 나랏말글 곧 ‘국어’로 만들

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강제병합은 ‘국어’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

문이다. 더욱이 일제는 한편으로는 총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한편 식민 지배의 필

요에 따라 민족 의식을 말살하기 처음부터 한글 사용을 억제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주력했다. 

5) 주시경의 언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신용하,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일지사, 1987) 볼 것.

6) 주시경, 국어문법(1910), 1~2쪽.

7) 원래 ‘주시경파’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최현배, 『한글의 바른 길』(조선어학회, 1937), 45쪽. 그러나 ‘파’라는 말이 주
는, 다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주시경 학파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여겨진다. 주시경 학파라는 생각은 김석득, ｢근‧현
대의 국어(학) 정신사｣, 한글, 272(2006)에서 따온 것이다.

8) 20세기 초반 한글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고영근, 「개화기의 국어연구단체와 국문보급활동」, 『한국학보』, 30(1983); 
김민수, 「조선어학회의 창립과 그 연혁」, 『주시경학보』, 5(1992)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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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생각만큼’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분단체제가 고착된 뒤 남북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이질화가 진

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어쨌거나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한국에 비해 북한

은 3대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체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질화의 첫 번

째 측면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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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한에서는 192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김

일성이 이끈 항일무장투쟁이 북한 정권의 뿌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남북의 언어생활도 이질화되었다든지 더 나아가 

주체 언어이론에 입각한 북한의 말글이 ‘정통’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생방송으로 진행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듯이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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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말글의 이질화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

일까?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의 만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주시경에서 김두봉과 

최현배로 이어지는 언어민족주의,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추구한 말과 글의 일치, 한글 

전용, 가로쓰기, 형태주의 문법 이론이라는 공통의 요소가 남북 언어의 차이를 줄인 요

인인 것이다.

3. 주시경 학파의 태동

민족 운동으로서의 한글 운동은 19세기 말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자주적인 근대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족의 언어인 한글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해 처음으로 한글 운동의 

한글 운동의 역사적 의의 35

깃발을 든 것은 주시경이었다. 이 시기 그와의 만남을 통해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일군의 청년들 곧 김두봉, 신명균, 권덕규, 최현배, 정열모, 김윤경 등이 이후 한글 

운동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주시경은 한글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은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바람 앞의 등잔불과 같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주시경의 생각을 ‘언

어 민족주의’라고 한다.5) 주시경은 말글이 독립의 얼(性)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나라의 성쇠는 말글의 성쇠에 달려 있었다.6) 주시경에게 배우거나 같이 활동하면서 민

족의 말글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주시경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말-글-얼 

일체’의 사상, ‘말글의 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글 전용, 한글 가로(풀어)쓰기를 주장

하고 어휘 형태소의 기본형 곧 낱말의 원형을 고정해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에 따라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이바지하려고 한 사람들을 주시경 학파라고 할 수 있다.7)

주시경은 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편집에 적극 관여하는 한편 각종 학교와 강

습회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해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독립신문』

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한글 사용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최초의 한글 연구 

모임인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했으며, 1907년에는 최초의 한글 교육 기관인 하기 

국어강습소를 개설했다. 이어 1908년에는 강습소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

(國語演究學會)를 조직했고, 1909년에는 국어연구학회 산하에 국어강습소를 개설했다.8)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 1910년 이후 주시경의 한글 운동

에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 주시경은 한글을 대한제국의 나랏말글 곧 ‘국어’로 만들

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강제병합은 ‘국어’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

문이다. 더욱이 일제는 한편으로는 총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한편 식민 지배의 필

요에 따라 민족 의식을 말살하기 처음부터 한글 사용을 억제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주력했다. 

5) 주시경의 언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신용하,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일지사, 1987) 볼 것.

6) 주시경, 국어문법(1910), 1~2쪽.

7) 원래 ‘주시경파’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최현배, 『한글의 바른 길』(조선어학회, 1937), 45쪽. 그러나 ‘파’라는 말이 주
는, 다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주시경 학파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여겨진다. 주시경 학파라는 생각은 김석득, ｢근‧현
대의 국어(학) 정신사｣, 한글, 272(2006)에서 따온 것이다.

8) 20세기 초반 한글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고영근, 「개화기의 국어연구단체와 국문보급활동」, 『한국학보』, 30(1983); 
김민수, 「조선어학회의 창립과 그 연혁」, 『주시경학보』, 5(1992)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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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을 계기로 주시경이 추진하던 한글 운동은 객관적으로 좌절될 처지에 놓였

지만 한글 운동을 통해 근대 민족 국가의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주시경의 소망 자체

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시경의 제자인 최현배에 따르면 “건지려던 나라가 이미 없어지

기는 하였으나, 그 백성인 내 겨레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이미 엎어진 큰 집을 

미래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깊고 먼 스승(주시경 - 글쓴이)의 포부였으며, 더 간절하

고 질긴 스승의 의지”9)였다는 것이다. 주시경은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도 민족 국

가 건설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포기하기보다는 거기에 독립을 위한 기반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처하려고 했다. 

주시경은 1911년에 국어연구학회를 조선언문회(朝鮮言文會 곧 배달말글몯음)로 개편

하는 동시에 국어강습소도 조선어강습원으로 개편해 처음으로 중등과 학생을 모집했다. 

다시 1912년에는 조선어강습원에 고등과를 설치하고, 1913년에는 배달말글몯음의 이

름을 한글모로 바꾸었다. 

국문동식회, 국어연구학회, 조선언문회, 국어 강습소, 조선어강습원을 통해 주시경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여러 제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제자는 김

두봉과 최현배이다. 1913년 3월 2일 배달말글몯음(나중에 한글모로 이름이 바뀜)의 조

선어강습원 고등과 수료식이 있었다. 강사인 주시경으로부터 졸업증서를 받은 졸업생 

33명 가운데 동래 출신의 김두봉(1889년생)과 울산 출신의 최현배(1894년생)가 특히 

눈에 띤다. 나이는 김두봉이 다섯 살 많았지만 같은 경상남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둘은 

절친한 사이였다. 최현배가 주시경의 한글 강습에 처음 나가게 된 것도 김두봉이 권했

기 때문이었다.10) 이보다 앞서 주시경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만

든 국어연구학회 산하 강습소의 2회 졸업생(1911) 명단에도 김두봉과 최현배의 이름이 

적혀 있다. 두 사람이 1910년에 강습소에 같이 입학했고 그 뒤 4년 정도 주시경 문하

에서 같이 한글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은 나란히 주시경의 

제자로서 문법 이론과 언어 민족주의를 배우게 되었다. 

김두봉11)은 1909년 서울의 기호학교를 졸업한 뒤 다음 해에 배재학당에 다시 들어

갔다. 그리고 배재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주시경과 만났다. 주시경과의 만남을 통해 

9) 최현배, 「나의 존경하는 교육자 주 시경 스승」, 『나라건지는 교육』(정음사, 1963), 159~60쪽.

10) 최현배, ｢주시경 선생과 나｣, 한글의 투쟁(1954) 최현배에 따르면 “나는 김00(김두봉-글쓴이)님을 따라 일요일마다 박동에 있는 
보성중학교에서 열리는 조선어강습원에 다니었”다고 한다.

11) 김두봉의 행적에 대해 잘 정리된 글로 심지연, 김두봉: 한글 연구에서 무장투쟁으로(동아일보사, 1992); 김두봉 연구: 잊혀진 혁
명가의 초상(인간사랑, 1993)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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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민족의 말글이라는 문제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러면서 그는 주시경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밟기 시작했다. 1910년에는 국어연구학회의 

국어강습소에 입학했고, 1913년 3월에는 조선어강습원 고등과를 마쳤다.12) 

관립 학교인 한성고등학교(강제병합 이후에는 경기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최

현배13)는 김두봉의 손에 이끌려 주시경의 제자가 되었다. 1910년 10월부터 1911년 

6월까지는 국어강습소에서, 1911년 9월부터 1912년 3월까지는 조선어강습원 중등과

에서, 그리고 1912년 3월부터 1913년 3월까지는 조선어강습원 고등과에서 주시경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언문회의 특별 회원으로 활동했다.14) 조선어강습원을 수

석으로 졸업한 최현배는 스승인 주시경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1913년에 열린 조선

언문회 임시 총회에서 주시경이 회칙 초안을 상정하자 외솔이 이에 동의했다는 기록에

서 회칙의 초안 작성과 그에 대한 동의라는 역할 분담이 상징하는 주시경과 최현배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최현배는 주 시경의 ‘특별한 부탁’에 따라 1914년 동래 

동명학교에 개설된 하기 조선어강습소의 강사로 파견되었다.15) 

1910년에 시작된 주시경과 두 제자(김두봉, 최현배)의 만남은 한글 운동의 역사 더 나

아가서는 한글 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한글 혁명의 역사에서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승과 제자가 만난 기간은 기껏해야 5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 5년의 만남을 통해 

현재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는 ‘한글의 세계’로의 일대전환의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주시경은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에게 언어 민족주의를 심는 데 온힘을 쏟았다. 

일종의 사설 학원인 강습소와 강습원, 그리고 정규 학교에서의 한글 교육이 바로 그것

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언어 민족주의에 눈을 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한글의 연

구와 보급을 통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실천에 옮겨나갔다. 

그러나 주시경 학파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글 운동을 다른 차원의 민족 운

동과 결합시키려고 한 것이다. 주시경은 한글학자이자 한글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16) 그

러나 당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주시경이 죽은 뒤 10여 년이 지나 간행된 한글 5

12)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졸업 동기 가운데는 최현배, 권덕규, 신명균 등이 있었다.

13) 최현배의 행적에 대해 잘 정리된 글로 허웅, ｢최현배｣(서울 : 동아일보사, 1993); 고영근,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집문당, 1995) 
등을 볼 것. 

14) 이규영, ｢한글모 죽보기｣ 볼 것. 이 자료는 조선언문회 의사원 이 규영이 손으로 쓴 것인데 ｢한힌샘 연구｣, 1(1988)에 그 영인본이 
실려 있다. 

15) 최현배,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 『나라사랑』, 10(1973), 168쪽. 

16) 김민수, ｢주시경의 업적｣, 국어학, 1(196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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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을 계기로 주시경이 추진하던 한글 운동은 객관적으로 좌절될 처지에 놓였

지만 한글 운동을 통해 근대 민족 국가의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주시경의 소망 자체

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시경의 제자인 최현배에 따르면 “건지려던 나라가 이미 없어지

기는 하였으나, 그 백성인 내 겨레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이미 엎어진 큰 집을 

미래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깊고 먼 스승(주시경 - 글쓴이)의 포부였으며, 더 간절하

고 질긴 스승의 의지”9)였다는 것이다. 주시경은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도 민족 국

가 건설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포기하기보다는 거기에 독립을 위한 기반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처하려고 했다. 

주시경은 1911년에 국어연구학회를 조선언문회(朝鮮言文會 곧 배달말글몯음)로 개편

하는 동시에 국어강습소도 조선어강습원으로 개편해 처음으로 중등과 학생을 모집했다. 

다시 1912년에는 조선어강습원에 고등과를 설치하고, 1913년에는 배달말글몯음의 이

름을 한글모로 바꾸었다. 

국문동식회, 국어연구학회, 조선언문회, 국어 강습소, 조선어강습원을 통해 주시경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여러 제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제자는 김

두봉과 최현배이다. 1913년 3월 2일 배달말글몯음(나중에 한글모로 이름이 바뀜)의 조

선어강습원 고등과 수료식이 있었다. 강사인 주시경으로부터 졸업증서를 받은 졸업생 

33명 가운데 동래 출신의 김두봉(1889년생)과 울산 출신의 최현배(1894년생)가 특히 

눈에 띤다. 나이는 김두봉이 다섯 살 많았지만 같은 경상남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둘은 

절친한 사이였다. 최현배가 주시경의 한글 강습에 처음 나가게 된 것도 김두봉이 권했

기 때문이었다.10) 이보다 앞서 주시경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만

든 국어연구학회 산하 강습소의 2회 졸업생(1911) 명단에도 김두봉과 최현배의 이름이 

적혀 있다. 두 사람이 1910년에 강습소에 같이 입학했고 그 뒤 4년 정도 주시경 문하

에서 같이 한글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은 나란히 주시경의 

제자로서 문법 이론과 언어 민족주의를 배우게 되었다. 

김두봉11)은 1909년 서울의 기호학교를 졸업한 뒤 다음 해에 배재학당에 다시 들어

갔다. 그리고 배재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주시경과 만났다. 주시경과의 만남을 통해 

9) 최현배, 「나의 존경하는 교육자 주 시경 스승」, 『나라건지는 교육』(정음사, 1963), 159~60쪽.

10) 최현배, ｢주시경 선생과 나｣, 한글의 투쟁(1954) 최현배에 따르면 “나는 김00(김두봉-글쓴이)님을 따라 일요일마다 박동에 있는 
보성중학교에서 열리는 조선어강습원에 다니었”다고 한다.

11) 김두봉의 행적에 대해 잘 정리된 글로 심지연, 김두봉: 한글 연구에서 무장투쟁으로(동아일보사, 1992); 김두봉 연구: 잊혀진 혁
명가의 초상(인간사랑, 1993)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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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민족의 말글이라는 문제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러면서 그는 주시경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밟기 시작했다. 1910년에는 국어연구학회의 

국어강습소에 입학했고, 1913년 3월에는 조선어강습원 고등과를 마쳤다.12) 

관립 학교인 한성고등학교(강제병합 이후에는 경기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최

현배13)는 김두봉의 손에 이끌려 주시경의 제자가 되었다. 1910년 10월부터 1911년 

6월까지는 국어강습소에서, 1911년 9월부터 1912년 3월까지는 조선어강습원 중등과

에서, 그리고 1912년 3월부터 1913년 3월까지는 조선어강습원 고등과에서 주시경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언문회의 특별 회원으로 활동했다.14) 조선어강습원을 수

석으로 졸업한 최현배는 스승인 주시경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1913년에 열린 조선

언문회 임시 총회에서 주시경이 회칙 초안을 상정하자 외솔이 이에 동의했다는 기록에

서 회칙의 초안 작성과 그에 대한 동의라는 역할 분담이 상징하는 주시경과 최현배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최현배는 주 시경의 ‘특별한 부탁’에 따라 1914년 동래 

동명학교에 개설된 하기 조선어강습소의 강사로 파견되었다.15) 

1910년에 시작된 주시경과 두 제자(김두봉, 최현배)의 만남은 한글 운동의 역사 더 나

아가서는 한글 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한글 혁명의 역사에서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승과 제자가 만난 기간은 기껏해야 5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 5년의 만남을 통해 

현재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는 ‘한글의 세계’로의 일대전환의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주시경은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에게 언어 민족주의를 심는 데 온힘을 쏟았다. 

일종의 사설 학원인 강습소와 강습원, 그리고 정규 학교에서의 한글 교육이 바로 그것

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언어 민족주의에 눈을 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한글의 연

구와 보급을 통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실천에 옮겨나갔다. 

그러나 주시경 학파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글 운동을 다른 차원의 민족 운

동과 결합시키려고 한 것이다. 주시경은 한글학자이자 한글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16) 그

러나 당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주시경이 죽은 뒤 10여 년이 지나 간행된 한글 5

12)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졸업 동기 가운데는 최현배, 권덕규, 신명균 등이 있었다.

13) 최현배의 행적에 대해 잘 정리된 글로 허웅, ｢최현배｣(서울 : 동아일보사, 1993); 고영근,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집문당, 1995) 
등을 볼 것. 

14) 이규영, ｢한글모 죽보기｣ 볼 것. 이 자료는 조선언문회 의사원 이 규영이 손으로 쓴 것인데 ｢한힌샘 연구｣, 1(1988)에 그 영인본이 
실려 있다. 

15) 최현배,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 『나라사랑』, 10(1973), 168쪽. 

16) 김민수, ｢주시경의 업적｣, 국어학, 1(196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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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927)에는 “선생(주시경-글쓴이)은 가세 빈곤하여 갖은 고역을 하시면서도 학문 연구

와 국사 경륜에 염염불태(炎炎不怠)하시었다”는 대목이 나온다.17) 이 글을 쓴 이는 주시경 

학파의 한 성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주시경의 행적을 ‘학문 연구’와 ‘국사 경륜’으

로 구분한 것이 흥미롭다. 주시경이 전념했다는 국사 경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시경 학파의 몇 가지 활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정치적 성격을 띤 결사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던 1909년 대

동청년단(일부 자료에는 대동청년당)이라는 비밀 결사가 만들어졌다.18) 초대 단장은 나

중에 조선어강습원의 원장이 되는 남형우였다. 단원 가운데는 경상도 출신이 많았다. 

1907년에 출범한 비밀 결사 신민회가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조직을 꾸리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신민회 계열의 경상도 출신들이 항일 운동을 위해 만든 조직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형우, 김동삼, 박중화, 신백우, 신채호 등은 대동청년단

원이자 신민회원이었다. 그런데 주시경의 제자인 김두봉도 이 단체에 참가했다. 남형

우, 김두봉 외에도 나중에 조선어학회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이극로. 그리고 조선어

학회 활동의 재정 후원자가 된 이우식, 윤병호 등도 대동청년단 단원이었다. 따라서 황

해도 출신인 주시경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주시경 학파가 대동청년단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병합 1년 뒤인 1911년 9월을 전후해서는 주시경, 남형우를 비롯한 배달말글몯

음 회원 다수가 대종교에 입교했다. 나철이 대종교를 만든 목적은 단군을 내세워 민족

혼을 일깨우는 데 있었다. 주시경의 제자인 김두봉과 최현배도 대종교에 입교했다. 김

두봉은 나철이 일제에 항거하다가 끝내 뜻을 이룰 수 없어 1916년 음력 8월 4일 황

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자결할 때 수행할 정도로 대종교 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

행했다.19) 최현배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2년 무렵 담임인 다카하시(高

橋亨: 나중에 경성제국대학 철학 교수)가 말리는데도 몰래 다니면서 경전을 손수 베껴 

읽을 정도로 대종교에 빠져 있었다.20) 

1915년 무렵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된 교원양성소 학생들과 경성고등보통학교 학

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식산장려계라는 비밀 모임이 꾸려졌다.21) 모임은 조선의 경제적 

17) ｢주시경 선생 약력과 진영｣, 한글, 5(1927), 1쪽.

18) 대동청년단에 대해서는 권대웅, ｢대동청년단 연구｣, 수촌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1992) 등을 볼 것.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엮음,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1976), 760~761쪽.

20) 최근학,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전기｣, 나라사랑, 1(1971), 151쪽. 

21)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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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표방했다. 조선에서 만들어진 옷감을 입는 것으로 겨레의 힘을 길러 식민지 경

제의 예속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회원은 130여 명이었는데 김두봉도 협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모임에는 김두봉뿐만 아니라 배달말글모듬 회원들이 대거 가입했다. 조선

어강습원 원감인 윤창식이 총무를 맡았고 남형우도 협의원이 되었다. 장지영 등은 일

반 회원으로 참가했다. 

이상의 활동보다 더 극적인 일은 일제 강점 이후 한글 교육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

에서 주시경이 해외 망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처 망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주시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망명 이후 어떠한 활동을 벌이려고 했는지에 대해

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글 운동에 주력하던 것과

는 다른 모습으로 민족 운동을 계속하려고 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상해파와 이르크추크파가 서로 맞서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두 파가 맞

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조선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주

시경 학파는 상해파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22)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해외의 이동휘 세력과 국내의 사회혁명당 세력이 결합한 것이

었다. 그런데 사회혁명당의 성원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자는 것이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민족 운동자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

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23) 사회혁명당의 이러한 방침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에서도 이어졌다. 상해파의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의 당면 혁명을 민족 혁명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24) 그랬기 때문에 상해파는 임시정부 등 민족주의 단체와의 통일 

전선에 적극적이었다. 상해파의 최고 지도자인 이동휘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민족 통일 전선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비해 상해파와 대립하던 이

르쿠츠크파의 경우 조선 혁명을 부르주아지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회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소비에트 건설론을 갖고 있던 이르쿠츠크파는 민족주의 세

력과의 연대를 절실한 과제로 여기지 않았다.25)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상해파와 이르쿠

22)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글로 임경석, ｢20세기 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신지식층의 대응｣, 대동문화연구, 43(2003) 
볼 것.

23) 김철수, ｢본대로, 드른대로, 생각난대로, 지어만든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엮음, 지운 김철수,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 8쪽.

24)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11年 朝鮮治安狀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2), 385~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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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927)에는 “선생(주시경-글쓴이)은 가세 빈곤하여 갖은 고역을 하시면서도 학문 연구

와 국사 경륜에 염염불태(炎炎不怠)하시었다”는 대목이 나온다.17) 이 글을 쓴 이는 주시경 

학파의 한 성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주시경의 행적을 ‘학문 연구’와 ‘국사 경륜’으

로 구분한 것이 흥미롭다. 주시경이 전념했다는 국사 경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시경 학파의 몇 가지 활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정치적 성격을 띤 결사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던 1909년 대

동청년단(일부 자료에는 대동청년당)이라는 비밀 결사가 만들어졌다.18) 초대 단장은 나

중에 조선어강습원의 원장이 되는 남형우였다. 단원 가운데는 경상도 출신이 많았다. 

1907년에 출범한 비밀 결사 신민회가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조직을 꾸리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신민회 계열의 경상도 출신들이 항일 운동을 위해 만든 조직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형우, 김동삼, 박중화, 신백우, 신채호 등은 대동청년단

원이자 신민회원이었다. 그런데 주시경의 제자인 김두봉도 이 단체에 참가했다. 남형

우, 김두봉 외에도 나중에 조선어학회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이극로. 그리고 조선어

학회 활동의 재정 후원자가 된 이우식, 윤병호 등도 대동청년단 단원이었다. 따라서 황

해도 출신인 주시경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주시경 학파가 대동청년단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병합 1년 뒤인 1911년 9월을 전후해서는 주시경, 남형우를 비롯한 배달말글몯

음 회원 다수가 대종교에 입교했다. 나철이 대종교를 만든 목적은 단군을 내세워 민족

혼을 일깨우는 데 있었다. 주시경의 제자인 김두봉과 최현배도 대종교에 입교했다. 김

두봉은 나철이 일제에 항거하다가 끝내 뜻을 이룰 수 없어 1916년 음력 8월 4일 황

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자결할 때 수행할 정도로 대종교 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

행했다.19) 최현배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2년 무렵 담임인 다카하시(高

橋亨: 나중에 경성제국대학 철학 교수)가 말리는데도 몰래 다니면서 경전을 손수 베껴 

읽을 정도로 대종교에 빠져 있었다.20) 

1915년 무렵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된 교원양성소 학생들과 경성고등보통학교 학

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식산장려계라는 비밀 모임이 꾸려졌다.21) 모임은 조선의 경제적 

17) ｢주시경 선생 약력과 진영｣, 한글, 5(1927), 1쪽.

18) 대동청년단에 대해서는 권대웅, ｢대동청년단 연구｣, 수촌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1992) 등을 볼 것.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엮음,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1976), 760~761쪽.

20) 최근학,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전기｣, 나라사랑, 1(1971), 151쪽. 

21)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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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표방했다. 조선에서 만들어진 옷감을 입는 것으로 겨레의 힘을 길러 식민지 경

제의 예속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회원은 130여 명이었는데 김두봉도 협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모임에는 김두봉뿐만 아니라 배달말글모듬 회원들이 대거 가입했다. 조선

어강습원 원감인 윤창식이 총무를 맡았고 남형우도 협의원이 되었다. 장지영 등은 일

반 회원으로 참가했다. 

이상의 활동보다 더 극적인 일은 일제 강점 이후 한글 교육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

에서 주시경이 해외 망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처 망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주시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망명 이후 어떠한 활동을 벌이려고 했는지에 대해

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글 운동에 주력하던 것과

는 다른 모습으로 민족 운동을 계속하려고 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상해파와 이르크추크파가 서로 맞서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두 파가 맞

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조선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주

시경 학파는 상해파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22)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해외의 이동휘 세력과 국내의 사회혁명당 세력이 결합한 것이

었다. 그런데 사회혁명당의 성원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자는 것이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민족 운동자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

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23) 사회혁명당의 이러한 방침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에서도 이어졌다. 상해파의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의 당면 혁명을 민족 혁명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24) 그랬기 때문에 상해파는 임시정부 등 민족주의 단체와의 통일 

전선에 적극적이었다. 상해파의 최고 지도자인 이동휘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민족 통일 전선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비해 상해파와 대립하던 이

르쿠츠크파의 경우 조선 혁명을 부르주아지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회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소비에트 건설론을 갖고 있던 이르쿠츠크파는 민족주의 세

력과의 연대를 절실한 과제로 여기지 않았다.25)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상해파와 이르쿠

22)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글로 임경석, ｢20세기 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신지식층의 대응｣, 대동문화연구, 43(2003) 
볼 것.

23) 김철수, ｢본대로, 드른대로, 생각난대로, 지어만든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엮음, 지운 김철수,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 8쪽.

24)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11年 朝鮮治安狀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2), 385~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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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크파 사이에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달모듬이라는 조직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

1921년 12월 사회혁명당 출신이자 상해파의 간부이던 홍도는 상해파의 전신인 사회

혁명당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사회혁명당의 역사를 대략 말하면 1911년에 고려 국어

학자 주시경 등의 발기로 배달모듬이라는 단체가 일어났는데, 그 종지는 고려에 정치 

혁명을 실현하며 풍속 개량과 기타 여러 가지 문명 사업이었다”26)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달모듬은 1915년 이후 일본에서 결성된 신아동맹당(또는 신아동맹단)의 한국 지부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1915년에 일본 동경에서 고려, 중국, 안남 등 각국 

유학생들이 신아동맹단을 조직했는데 그 종지는 일본 제국주의 타파와 서로 도움과 민

족 평등과 및 국제 평등 여러 가지인데, 고려 배달모듬은 이 신아동맹단의 지부로 행

사하였”다는 것이다.27) 홍도는 신아동맹당과 사회혁명당에 직접 참여한 이였다. 홍도의 

말이 맞다면 배달모듬은 신아동맹당 조선지부를 거쳐 사회혁명당으로, 그리고 다시 상

해파 고려공산당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해파만 이러한 주장을 편 것이 아니다. 이르쿠츠크파의 간부이던 김철훈은 코민테

른에 낸 한 보고서에서 “소위 박진순 일파당의 기근(基根)된다는 배달모둠(사회 혁명주

의 단체)”에 대해 언급했다.28) 여기서 거론된 박진순은 상해파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김철훈이 경쟁 세력인 상해파의 국내 간부와 배달모둠을 이어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편 사람은 또 있다. 역시 이르쿠츠크파

의 지도자로 코민테른 파견 대표이기도 한 한명세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1921년 11월 16일자 보고서에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조직 기반 가운데 하나가 서울

의 비밀 단체 사회혁명당인데 이 단체의 전신은 민족 단체 배달모둠(ПяДармод

ум-러시아어 발음으로는 뺘다르모둠)이라고 언급했다.29)

결국 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두 파가 모두 상해파의 뿌리로 ‘배달모듬(또는 

배달모둠)’을 지목한 셈이다. 여기서 배달모듬은 배달말글몯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말글몯음은 어쨌든 조직이 공개된 합법 단체였다. 그리고 활동의 영역도 말글의 

연구와 보급에 있었다. 그런데 주시경 학파의 성원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이와는 다른 

25)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역사비평사, 2003), 434~441쪽.

26) 붉은군사, 2(1921년 12월 24일), 5쪽.

27) 위의 글.

28) 고려공산당 중앙간부 위원장 김철훈, ｢박진순 일파에 대한 보고-제3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에｣(1921년 12월 27일). 2쪽.

29) 고려공산당 대표 한명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상임간부회 앞 보고｣(원문은 러시아어), 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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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민족 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다. 주시경이 그러했고 김두봉이 그러했다. 이들이 

배달말글몯음이라는 합법 단체 안에 비밀 결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배달모듬의 성원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주시경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를테면 1910

년-1914년 사이에 조선어강습원을 통해 형성된 한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주시경을 따

라 대종교에 들어갈 정도로 주시경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나 한글 운동 이외의 다른 

분야 민족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혁명적 민족주의’30)의 성향을 보인 사람들이 배달

모듬의 성원이었을 것이다. 

4. 일제강점기 김두봉과 최현배의 활동 

1) 김두봉의 해외 망명

1914년 주시경이 죽은 뒤 그의 학문과 정신을 잇는 수제자로 간주된 이는 김두봉이

었다. “고 백천(白泉: 한힌샘-글쓴이) 주시경 씨의 후를 계(繼)하야 당대 아 어문계에 

우이(牛耳)를 집(執)하얏”다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31) 실제로 김두봉은 주시경이 

살아 있을 때 사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으며, 조선말본(1916)을 지어 주시경 문법을 

체계화했다. 주시경을 이어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강사가 된 것도 김두봉이었다. 김두봉

은 조선어강습원 외에도 서울의 여러 중등학교에 강사로 나가면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민족혼을 불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곧 불가능해졌다. 조선식산장려

계 사건으로 교단에서 쫓겨난 것이다. 김두봉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시위에 가담했

다. 그리고 경찰의 체포를 피해 한 달 동안 피신하다가 1919년 4월 망명의 길에 올랐

다.

김두봉은 상하이에 도착한 뒤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곧 의정원 의원에서 

해임되자 임시정부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다. 상해파 고려공산당 당원이던 여

30) 초기 사회주의 운동이 ‘혁명적 민족주의’의 한 갈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준식, ｢국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1999);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의 진화와 발전: 민족 문제 인식
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43(국사편찬위원회, 2006); 임경석, 앞의 책 등을 볼 것,

31) 동아일보, 19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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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크파 사이에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달모듬이라는 조직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

1921년 12월 사회혁명당 출신이자 상해파의 간부이던 홍도는 상해파의 전신인 사회

혁명당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사회혁명당의 역사를 대략 말하면 1911년에 고려 국어

학자 주시경 등의 발기로 배달모듬이라는 단체가 일어났는데, 그 종지는 고려에 정치 

혁명을 실현하며 풍속 개량과 기타 여러 가지 문명 사업이었다”26)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달모듬은 1915년 이후 일본에서 결성된 신아동맹당(또는 신아동맹단)의 한국 지부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1915년에 일본 동경에서 고려, 중국, 안남 등 각국 

유학생들이 신아동맹단을 조직했는데 그 종지는 일본 제국주의 타파와 서로 도움과 민

족 평등과 및 국제 평등 여러 가지인데, 고려 배달모듬은 이 신아동맹단의 지부로 행

사하였”다는 것이다.27) 홍도는 신아동맹당과 사회혁명당에 직접 참여한 이였다. 홍도의 

말이 맞다면 배달모듬은 신아동맹당 조선지부를 거쳐 사회혁명당으로, 그리고 다시 상

해파 고려공산당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해파만 이러한 주장을 편 것이 아니다. 이르쿠츠크파의 간부이던 김철훈은 코민테

른에 낸 한 보고서에서 “소위 박진순 일파당의 기근(基根)된다는 배달모둠(사회 혁명주

의 단체)”에 대해 언급했다.28) 여기서 거론된 박진순은 상해파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김철훈이 경쟁 세력인 상해파의 국내 간부와 배달모둠을 이어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편 사람은 또 있다. 역시 이르쿠츠크파

의 지도자로 코민테른 파견 대표이기도 한 한명세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1921년 11월 16일자 보고서에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조직 기반 가운데 하나가 서울

의 비밀 단체 사회혁명당인데 이 단체의 전신은 민족 단체 배달모둠(ПяДармод

ум-러시아어 발음으로는 뺘다르모둠)이라고 언급했다.29)

결국 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두 파가 모두 상해파의 뿌리로 ‘배달모듬(또는 

배달모둠)’을 지목한 셈이다. 여기서 배달모듬은 배달말글몯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말글몯음은 어쨌든 조직이 공개된 합법 단체였다. 그리고 활동의 영역도 말글의 

연구와 보급에 있었다. 그런데 주시경 학파의 성원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이와는 다른 

25)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역사비평사, 2003), 434~441쪽.

26) 붉은군사, 2(1921년 12월 24일), 5쪽.

27) 위의 글.

28) 고려공산당 중앙간부 위원장 김철훈, ｢박진순 일파에 대한 보고-제3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에｣(1921년 12월 27일). 2쪽.

29) 고려공산당 대표 한명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상임간부회 앞 보고｣(원문은 러시아어), 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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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민족 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다. 주시경이 그러했고 김두봉이 그러했다. 이들이 

배달말글몯음이라는 합법 단체 안에 비밀 결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배달모듬의 성원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주시경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를테면 1910

년-1914년 사이에 조선어강습원을 통해 형성된 한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주시경을 따

라 대종교에 들어갈 정도로 주시경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나 한글 운동 이외의 다른 

분야 민족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혁명적 민족주의’30)의 성향을 보인 사람들이 배달

모듬의 성원이었을 것이다. 

4. 일제강점기 김두봉과 최현배의 활동 

1) 김두봉의 해외 망명

1914년 주시경이 죽은 뒤 그의 학문과 정신을 잇는 수제자로 간주된 이는 김두봉이

었다. “고 백천(白泉: 한힌샘-글쓴이) 주시경 씨의 후를 계(繼)하야 당대 아 어문계에 

우이(牛耳)를 집(執)하얏”다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31) 실제로 김두봉은 주시경이 

살아 있을 때 사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으며, 조선말본(1916)을 지어 주시경 문법을 

체계화했다. 주시경을 이어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강사가 된 것도 김두봉이었다. 김두봉

은 조선어강습원 외에도 서울의 여러 중등학교에 강사로 나가면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민족혼을 불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곧 불가능해졌다. 조선식산장려

계 사건으로 교단에서 쫓겨난 것이다. 김두봉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시위에 가담했

다. 그리고 경찰의 체포를 피해 한 달 동안 피신하다가 1919년 4월 망명의 길에 올랐

다.

김두봉은 상하이에 도착한 뒤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곧 의정원 의원에서 

해임되자 임시정부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다. 상해파 고려공산당 당원이던 여

30) 초기 사회주의 운동이 ‘혁명적 민족주의’의 한 갈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준식, ｢국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1999);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의 진화와 발전: 민족 문제 인식
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43(국사편찬위원회, 2006); 임경석, 앞의 책 등을 볼 것,

31) 동아일보, 19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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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형에 따르면, 김두봉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전신인 한인공산당에 가입한 바 있었다

고 한다.32) 한인공산당은 이동휘 등이 만든 한인사회당이 1920년에 이름을 바꾼 것이

다. 따라서 1920년 무렵 김두봉이 상해파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에 김두봉이 상해파의 자금을 받아 사전 편찬 작업을 했다는 김철수의 증

언33)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다만 김두봉과 상해파의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주시경 사후 늘 간직하

고 있던 사전 편찬에 대한 염원이 그를 조직 활동에서 멀어지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에 김두봉은 사전 편찬을 위해 “말을 고르고 말을 다듬고 하는 것”을 “생활

의 전부”로 삼고 있었다.34)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한 일이 조선말본을 고쳐 깁더 

조선말본(1922년)으로 낸 것이었다. 

이 책의 표지는 “깁더조선말본/ ㅈㅗㅎ－ㄹㄱ－ㄹ/ 표준말/ 김두봉 짓음/ 사ㅇ하ㅣ 

새ㄱㄹ지ㅂ펴ㅁ”처럼 한글 가로 풀어쓰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지뿐만 아니라 본문에

서도 가로풀어쓰기는 이루어지고 있다. 한글 가로 풀어쓰기는 주시경에 의해 1908년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주시경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저서 『말의 소리』35) 마지막 한 

쪽에서 가로풀어쓰기를 시험적으로 선보인 적이 있었다.36) 김두봉은 망명지 상하이에

서 스승의 뜻을 이어 한글 가로풀어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사전 발간을 포함해 한글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망명 중의 한글 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 김두봉은 1920

년대 말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직접 항일 투쟁에 참여한 것이다. 1929년에 한국독

립당 비서장이 되었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좌우 연합 전선에 적극 참여해 한국대일전

선통일동맹, 민족혁명당의 간부로 활동했다. 

1939년 민족혁명당원들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가 출범하고 1941년에는 산시(山西)

성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그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창설되었다. 김두

봉은 당시 항일 투쟁의 최전선이던 연안행을 택했다. 무장 투쟁의 일선에 나선 것이다. 

1942년 7월 10일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화북조선독립동맹(이하 독립동맹)으로, 조선의

32)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범우사, 1998), 265~266쪽.

33) 김철수, 앞의 글, 10~11쪽..

34) 김광주, ｢상해시절회상기 상｣, 세대, 1965년 12월호, 256~257쪽.

35) 주시경, 『말의 소리』(신문관, 1914)

36) 주시경의 가로쓰기 주장을 ‘모아쓰기’로 바꾸어보면 다음과 같다. “글의 가장 좋은 것은 그 가장 잘 다듬은 말을 적은 것이오 또 이
를 가로 쓰는 것이니라. 가로 글은 쓰기와 보기와 박기에 가장 좋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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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편될 때 김두봉은 독립동맹 주석으로 선출

되었다. 아울러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혁명군정학교 교장을 겸했다. 해방 공간에서 연안

파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다.

무장 투쟁의 가운데서도 한글에 대한 사랑만은 계속되었다. 독립동맹의 주석이자 조선

혁명군정학교 교장으로 김두봉은 기회가 있을 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한글

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워주려고 노력했다는 김학철의 회

고37)가 이를 잘 보여준다. 김두봉이 깊이 관여하고 있던 조선의용대의 활동에서 한글 가

로 풀어쓰기의 흔적이 자주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아래의 사진이 대

표적인 보기이다. 아것은 조선의용대 창립 당시의 기념 사진인데 깃발 위에 조선의용대를 

가로 풀어쓰기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 김두봉의 흔적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최현배의 한글 운동

주시경이 죽었을 때 동래에 머물고 있던 최현배는 멀리서 한글의 체계화와 대중적 

보급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도모한다는 스승의 유지를 잇는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망명의 길을 선택한 김두봉과는 달리 최현배는 국내에서 활동하

는 길을 선택했다. 

최현배는 1915년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1919년에 귀국해 잠깐 보

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22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연구

과를 거쳐 교토제국대학 철학과를 1925년에 졸업하고 1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한 다

37) 김학철, ｢동포작가 김학철의 연변통신 6｣, 전망 199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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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형에 따르면, 김두봉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전신인 한인공산당에 가입한 바 있었다

고 한다.32) 한인공산당은 이동휘 등이 만든 한인사회당이 1920년에 이름을 바꾼 것이

다. 따라서 1920년 무렵 김두봉이 상해파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에 김두봉이 상해파의 자금을 받아 사전 편찬 작업을 했다는 김철수의 증

언33)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다만 김두봉과 상해파의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주시경 사후 늘 간직하

고 있던 사전 편찬에 대한 염원이 그를 조직 활동에서 멀어지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1920년대에 김두봉은 사전 편찬을 위해 “말을 고르고 말을 다듬고 하는 것”을 “생활

의 전부”로 삼고 있었다.34)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한 일이 조선말본을 고쳐 깁더 

조선말본(1922년)으로 낸 것이었다. 

이 책의 표지는 “깁더조선말본/ ㅈㅗㅎ－ㄹㄱ－ㄹ/ 표준말/ 김두봉 짓음/ 사ㅇ하ㅣ 

새ㄱㄹ지ㅂ펴ㅁ”처럼 한글 가로 풀어쓰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지뿐만 아니라 본문에

서도 가로풀어쓰기는 이루어지고 있다. 한글 가로 풀어쓰기는 주시경에 의해 1908년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주시경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저서 『말의 소리』35) 마지막 한 

쪽에서 가로풀어쓰기를 시험적으로 선보인 적이 있었다.36) 김두봉은 망명지 상하이에

서 스승의 뜻을 이어 한글 가로풀어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사전 발간을 포함해 한글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망명 중의 한글 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 김두봉은 1920

년대 말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직접 항일 투쟁에 참여한 것이다. 1929년에 한국독

립당 비서장이 되었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좌우 연합 전선에 적극 참여해 한국대일전

선통일동맹, 민족혁명당의 간부로 활동했다. 

1939년 민족혁명당원들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가 출범하고 1941년에는 산시(山西)

성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그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창설되었다. 김두

봉은 당시 항일 투쟁의 최전선이던 연안행을 택했다. 무장 투쟁의 일선에 나선 것이다. 

1942년 7월 10일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화북조선독립동맹(이하 독립동맹)으로, 조선의

32)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범우사, 1998), 265~266쪽.

33) 김철수, 앞의 글, 10~11쪽..

34) 김광주, ｢상해시절회상기 상｣, 세대, 1965년 12월호, 256~257쪽.

35) 주시경, 『말의 소리』(신문관, 1914)

36) 주시경의 가로쓰기 주장을 ‘모아쓰기’로 바꾸어보면 다음과 같다. “글의 가장 좋은 것은 그 가장 잘 다듬은 말을 적은 것이오 또 이
를 가로 쓰는 것이니라. 가로 글은 쓰기와 보기와 박기에 가장 좋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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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편될 때 김두봉은 독립동맹 주석으로 선출

되었다. 아울러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혁명군정학교 교장을 겸했다. 해방 공간에서 연안

파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다.

무장 투쟁의 가운데서도 한글에 대한 사랑만은 계속되었다. 독립동맹의 주석이자 조선

혁명군정학교 교장으로 김두봉은 기회가 있을 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한글

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워주려고 노력했다는 김학철의 회

고37)가 이를 잘 보여준다. 김두봉이 깊이 관여하고 있던 조선의용대의 활동에서 한글 가

로 풀어쓰기의 흔적이 자주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아래의 사진이 대

표적인 보기이다. 아것은 조선의용대 창립 당시의 기념 사진인데 깃발 위에 조선의용대를 

가로 풀어쓰기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 김두봉의 흔적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최현배의 한글 운동

주시경이 죽었을 때 동래에 머물고 있던 최현배는 멀리서 한글의 체계화와 대중적 

보급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도모한다는 스승의 유지를 잇는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망명의 길을 선택한 김두봉과는 달리 최현배는 국내에서 활동하

는 길을 선택했다. 

최현배는 1915년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1919년에 귀국해 잠깐 보

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22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연구

과를 거쳐 교토제국대학 철학과를 1925년에 졸업하고 1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한 다

37) 김학철, ｢동포작가 김학철의 연변통신 6｣, 전망 199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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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926년 4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유학 중에도 방학 기간에는 귀국해 교

토유학생학우회 주최의 지방 순회 강연회에서 “우리 말과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38) 등 한글 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 나갔다. 최현배는 이 때의 강연 내용

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는데39) 무엇보다도 가로쓰기를 주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가로

쓰기에 대한 강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40) 그리고 1926년 무렵에는 『우리말본 첫째

매 소리갈』｣의 초고를 완성했다.41) 

최현배는 김두봉이 없는 상황에서 주시경의 후계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일본 

유학을 통해 한글 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훈련을 쌓고 새로운 학문을 배운 전문 지식인

이기도 했다. 1926년 동아일보에 9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연재된 ｢조선 민족 

갱생의 도｣42)를 통해 지식인 사회의 주목을 받은 뒤에는 주시경 학파의 새로운 지도

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활동이 두드러진 분야는 한글 운동의 이론화였다. 최현배는 일제 강점기 한글 

운동의 최고 이론가였다. 그는 주시경을 이어받아 언어의 규범성을 강조하고 한자 폐

지와 한글 쓰기를 제창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1929년에 펴낸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이다. 이 책은 원래 1926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을 책으로 다시 낸 것

인데 1926년만 해도 온통 한자와 한자말 투성이었지만 1929년에는 한자를 쓰지 않으

려는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다.43) 따라서 불과 3년 사이에 한글 쓰기의 뜻이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글 운동을 다른 민족 운동과 관련시키는 작업도 했다. 최현배는 바야흐로 

‘민중의 시대’가 열린 이상 모든 민족이 깨어나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는 결국 한글 운동을 포함한 민족 운동이 궁극적으로 민중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했다. 최현배가 한글의 정리와 통일 작업을 벌이면서 소수 특권층 중심의 언어 문화

를 비판하면서 민중이 쓰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38) 「한글에 한평생 외솔 최현배」, 『나라사랑』, 75(1990), 15쪽. 

39) 최현배,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2년 8월 29일~9월 23일.

40) 최현배, 「우리글의 가로쓰기에 대하여」, 『조선일보』, 1926년 11월 18일, 19일; 「한글 가로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글』, 5권 
2호~5호(1937)

41) 최현배, 『우리말본 첫째매 소리갈』(연희전문출판부, 1929), 머리말.

42) 이 글은 1930년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동아일보 사장인 송진우는 “온 조선의 유심 인사들
이 동서남북에서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 대해 - 글쓴이) 큰 충격과 감명과 찬동을 표하였다”고 한다. 최현배, 앞의 글(1973), 
170쪽. 

43) 허웅, 앞의 책, 102~103쪽

한글 운동의 역사적 의의 45

최현배는 한글 운동의 목표를 한글의 연구, 통일, 보급으로 설정했다. 다시 통일 사

업으로는 맞춤법 통일, 표준말 사정, 사전 편찬, 가로글씨 제정, 조선말 소리와 로마자

의 대조안 작성 및 외국어 고유 명사 사전 편찬을, 보급 사업으로는 맞춤법 통일안 선

전, 한글 강습회 개최, 신문․잡지 등 출판물의 교정 돕기 등을 꼽았다.44) 이러한 사업

들은 실제로 최현배가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실천에 옮

겨졌다.

한편 최현배는 주시경이 마무리하지 못한 문법 이론의 체계화에도 온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29년에는 우리말본, 1934년에는 중등 조선말본, 1936년에는 중등교

육 조선어법, 1937년에는 우리말본(온책), 1942년에는 한글갈을 냄으로써 문법 

이론가로서도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최현배가 돌아온 뒤 그의 유학 도중 주시경 제자들이 한글모의 후신으로 만든 조선

어연구회는 본격적인 한글 운동 단체로 개편되었다. 1929년 10월에는 사전편찬위원회

를 조직했고, 1930년 12월에는 한글 맞춤법 제정, 표준말 사정, 외래어 표기법 작성에 

착수했다. 이와 같이 한글 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쌓아가던 조선어연구회

는 1931년 1월 조선어학회로 개편되었다. 

개편 이후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30년대 초는 한글 운동의 전성

기였다. 최현배를 비롯한 회원들은 1931년부터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강습회를 개최

하는 등 한글 보급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1933년 10월에는 맞춤법 통일 작업을 마

무리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하 맞춤법 통일안)으로 발표했다. 이어 1934년 6월 ‘외

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하고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

다. 이로써 한글의 정리와 통일이라는 과제가 일단락되었다. 조선어학회의 이러한 활동

은 당시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다. 조선어학회는 소

수의 한글 전문가로 구성된 작은 모임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성

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밖에서 지원한 사람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언론계, 교

육계, 종교계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사회주의 지식인들도 조선어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한글 운동의 ‘부르주아적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45)

최현배 등의 노력에 의해 일제 강점기 언어 생활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

44) 이준식, 앞의 글(1994), 50쪽.

45) 이준식, 앞의 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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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926년 4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유학 중에도 방학 기간에는 귀국해 교

토유학생학우회 주최의 지방 순회 강연회에서 “우리 말과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38) 등 한글 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 나갔다. 최현배는 이 때의 강연 내용

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는데39) 무엇보다도 가로쓰기를 주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가로

쓰기에 대한 강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40) 그리고 1926년 무렵에는 『우리말본 첫째

매 소리갈』｣의 초고를 완성했다.41) 

최현배는 김두봉이 없는 상황에서 주시경의 후계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일본 

유학을 통해 한글 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훈련을 쌓고 새로운 학문을 배운 전문 지식인

이기도 했다. 1926년 동아일보에 9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연재된 ｢조선 민족 

갱생의 도｣42)를 통해 지식인 사회의 주목을 받은 뒤에는 주시경 학파의 새로운 지도

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활동이 두드러진 분야는 한글 운동의 이론화였다. 최현배는 일제 강점기 한글 

운동의 최고 이론가였다. 그는 주시경을 이어받아 언어의 규범성을 강조하고 한자 폐

지와 한글 쓰기를 제창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1929년에 펴낸 조선 민족 

갱생의 도이다. 이 책은 원래 1926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을 책으로 다시 낸 것

인데 1926년만 해도 온통 한자와 한자말 투성이었지만 1929년에는 한자를 쓰지 않으

려는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다.43) 따라서 불과 3년 사이에 한글 쓰기의 뜻이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글 운동을 다른 민족 운동과 관련시키는 작업도 했다. 최현배는 바야흐로 

‘민중의 시대’가 열린 이상 모든 민족이 깨어나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는 결국 한글 운동을 포함한 민족 운동이 궁극적으로 민중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했다. 최현배가 한글의 정리와 통일 작업을 벌이면서 소수 특권층 중심의 언어 문화

를 비판하면서 민중이 쓰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38) 「한글에 한평생 외솔 최현배」, 『나라사랑』, 75(1990), 15쪽. 

39) 최현배,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2년 8월 29일~9월 23일.

40) 최현배, 「우리글의 가로쓰기에 대하여」, 『조선일보』, 1926년 11월 18일, 19일; 「한글 가로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글』, 5권 
2호~5호(1937)

41) 최현배, 『우리말본 첫째매 소리갈』(연희전문출판부, 1929), 머리말.

42) 이 글은 1930년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동아일보 사장인 송진우는 “온 조선의 유심 인사들
이 동서남북에서 (「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 대해 - 글쓴이) 큰 충격과 감명과 찬동을 표하였다”고 한다. 최현배, 앞의 글(1973), 
170쪽. 

43) 허웅, 앞의 책,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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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는 한글 운동의 목표를 한글의 연구, 통일, 보급으로 설정했다. 다시 통일 사

업으로는 맞춤법 통일, 표준말 사정, 사전 편찬, 가로글씨 제정, 조선말 소리와 로마자

의 대조안 작성 및 외국어 고유 명사 사전 편찬을, 보급 사업으로는 맞춤법 통일안 선

전, 한글 강습회 개최, 신문․잡지 등 출판물의 교정 돕기 등을 꼽았다.44) 이러한 사업

들은 실제로 최현배가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실천에 옮

겨졌다.

한편 최현배는 주시경이 마무리하지 못한 문법 이론의 체계화에도 온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29년에는 우리말본, 1934년에는 중등 조선말본, 1936년에는 중등교

육 조선어법, 1937년에는 우리말본(온책), 1942년에는 한글갈을 냄으로써 문법 

이론가로서도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최현배가 돌아온 뒤 그의 유학 도중 주시경 제자들이 한글모의 후신으로 만든 조선

어연구회는 본격적인 한글 운동 단체로 개편되었다. 1929년 10월에는 사전편찬위원회

를 조직했고, 1930년 12월에는 한글 맞춤법 제정, 표준말 사정, 외래어 표기법 작성에 

착수했다. 이와 같이 한글 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쌓아가던 조선어연구회

는 1931년 1월 조선어학회로 개편되었다. 

개편 이후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30년대 초는 한글 운동의 전성

기였다. 최현배를 비롯한 회원들은 1931년부터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강습회를 개최

하는 등 한글 보급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1933년 10월에는 맞춤법 통일 작업을 마

무리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하 맞춤법 통일안)으로 발표했다. 이어 1934년 6월 ‘외

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하고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

다. 이로써 한글의 정리와 통일이라는 과제가 일단락되었다. 조선어학회의 이러한 활동

은 당시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다. 조선어학회는 소

수의 한글 전문가로 구성된 작은 모임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성

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밖에서 지원한 사람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언론계, 교

육계, 종교계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사회주의 지식인들도 조선어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한글 운동의 ‘부르주아적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45)

최현배 등의 노력에 의해 일제 강점기 언어 생활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

44) 이준식, 앞의 글(1994), 50쪽.

45) 이준식, 앞의 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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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20년대 이후 창간된 여러 언론 매체가 이전보다 훨씬 한문의 비중이 줄어든 국

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한문 혼용의 세로쓰기라는 과도기적

인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이미 한자의 세계를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

다. 더욱이 일제 강점 말기에는 조선어학회 사건(1942년)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이

윤재, 한징이 옥사하고 최현배 등은 해방이 될 때까지 옥중에 갇혀 있었다. 이 사실만

으로도 해방 이후 최현배와 조선어학회는 한글 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

었다. 

4. 한글 운동을 이은 해방 이후 남북의 언어 정책 

1) 김두봉과 북한의 언어 정책

김두봉은 남쪽 출신이었지만 해방 뒤 남이 아니라 북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

고 연안파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에 이은 북한정권의 2인자가 되었다. 주시경의 후계자

에 북한정권의 2인자라는 위상이 더해지면서 김두봉은 자연스럽게 북한 언어정책의 중

심이 되었다. 1946년에 설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어 이 대학이 개설한 

조선어학 강좌는 물론이고 1947년 8월 같은 대학 안에 설치된 조선어문연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두봉의 북행을 통해 주시경에서 김두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북한의 언어학과 언

어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북한 정권 수립 이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조선어학회가 마련

한 ‘맞춤법 통일안’이 그대로 통용될 정도였다. 1947년 7월에 간행된 김종오의 한글

독본과 김용진의 한글맞춤법통일안해설 등은 최현배를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46) 

1948년에는 조선어문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어 신철자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조

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다음 해에 조선어문연구회

가 펴낸 신철자법의 해설서에는 “주시경 선생의 사상 속에 배태되고 조선어학회에 의

하여 계승된 철자법 상의 형태주의 원칙을 더 한층 발전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이 요

46) 고영근, 앞의 책, 759쪽; 북한의 언어문화(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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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부합한 것이 수십 년간의 학적 연구에서 완성된 김두봉 선생의 문법 내지 철자법 

상의 새로운 견해였으며, 이 새로운 견해를 토대로 하여 조선어문연구회는 1948년 1

월 15일 조선어 신철자법을 발표하여 어문운동사 상에 또 하나의 비약의 발자국을 남

기게 되었다”47)고 적혀 있다. 남쪽의 조선어학회가 만든 맞춤법에 김두봉의 견해를 더

해 ‘더 한층 발전’시킨 것이 신철자법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미 남북에 분단정부가 수립

된 뒤이지만 남쪽의 맞춤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배후에는 김두봉이라는 존재가 자리

를 잡고 있었다. 실제로 김두봉이 실각하기 이전에 나온 북한의 조선어학 관련 글에는 

김두봉의 ‘지도’를 지적하는 것이 많다. 김두봉이 일제 강점기에 펴낸 조선말본
(1916)과 깁더 조선말본(1922)이 북의 언어연구·정책에서 강령의 역할을 했음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어학 강좌와 조선어문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자폐지와 글자개혁을 전제

로 하는 신철자법의 제정은 김일성의 노선에 따라 김두봉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것이 당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48) 조선어문연구회의 기관지인 조선어연구
창간호(1949년)에서 “이국 땅에서 풍찬노숙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해방의 조국

의 문화 건설을 앞내 보시고 조선어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여 오신 공화국의 

오직 한 분이신 언어학박사 김두봉 선생”이라는 찬사를 늘어놓은 것이라든지 1949년

에 발표된 김두봉 탄생 60주년 기념 논문에서 신철자법에 나타나는 김두봉의 철자법 

이론을 맑스·레닌의 사상과 관련시켜 그 당위성을 평가한 것49) 등은 북한 언어 정책에

서 김두봉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두봉이 처음부터 북한의 언어정책에 조선어학회의 방침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갖

고 있었기 때문에 신철자법에도 남쪽의 맞춤법이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

두봉은 1947년 12월 이윤재의 유고를 김병제가 엮어 서울에서 표준 조선어사전을 

간행할 때 직접 쓴 서문을 보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북한에서 자신의 깁더 

조선말본을 학교 말본으로 채택하려고 했을 때 최현배의 중등 조선말본을 대신 추

천했다.50) 늘 남쪽의 한글 운동 동지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947년 초

까지도 김두봉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높게 평가했다. 큰 흐름에서는 그것이 

47)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문법(조선어문연구회, 1949), 86쪽.

48) 신구현, ｢조선어문의 통일과 발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 조선어문 학자의 당면과업｣, 조선어연구, 1949년 12월호.

49) 김수경, ｢조선 어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선생의 탄생 6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어연구, 1권 3호(1949)

50) 박지홍, ｢김두봉의 발자취｣, 한힌샘 주시경 연구, 5·6(1993),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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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20년대 이후 창간된 여러 언론 매체가 이전보다 훨씬 한문의 비중이 줄어든 국

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한문 혼용의 세로쓰기라는 과도기적

인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이미 한자의 세계를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

다. 더욱이 일제 강점 말기에는 조선어학회 사건(1942년)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이

윤재, 한징이 옥사하고 최현배 등은 해방이 될 때까지 옥중에 갇혀 있었다. 이 사실만

으로도 해방 이후 최현배와 조선어학회는 한글 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

었다. 

4. 한글 운동을 이은 해방 이후 남북의 언어 정책 

1) 김두봉과 북한의 언어 정책

김두봉은 남쪽 출신이었지만 해방 뒤 남이 아니라 북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

고 연안파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에 이은 북한정권의 2인자가 되었다. 주시경의 후계자

에 북한정권의 2인자라는 위상이 더해지면서 김두봉은 자연스럽게 북한 언어정책의 중

심이 되었다. 1946년에 설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어 이 대학이 개설한 

조선어학 강좌는 물론이고 1947년 8월 같은 대학 안에 설치된 조선어문연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두봉의 북행을 통해 주시경에서 김두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북한의 언어학과 언

어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북한 정권 수립 이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조선어학회가 마련

한 ‘맞춤법 통일안’이 그대로 통용될 정도였다. 1947년 7월에 간행된 김종오의 한글

독본과 김용진의 한글맞춤법통일안해설 등은 최현배를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46) 

1948년에는 조선어문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어 신철자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조

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다음 해에 조선어문연구회

가 펴낸 신철자법의 해설서에는 “주시경 선생의 사상 속에 배태되고 조선어학회에 의

하여 계승된 철자법 상의 형태주의 원칙을 더 한층 발전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이 요

46) 고영근, 앞의 책, 759쪽; 북한의 언어문화(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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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부합한 것이 수십 년간의 학적 연구에서 완성된 김두봉 선생의 문법 내지 철자법 

상의 새로운 견해였으며, 이 새로운 견해를 토대로 하여 조선어문연구회는 1948년 1

월 15일 조선어 신철자법을 발표하여 어문운동사 상에 또 하나의 비약의 발자국을 남

기게 되었다”47)고 적혀 있다. 남쪽의 조선어학회가 만든 맞춤법에 김두봉의 견해를 더

해 ‘더 한층 발전’시킨 것이 신철자법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미 남북에 분단정부가 수립

된 뒤이지만 남쪽의 맞춤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배후에는 김두봉이라는 존재가 자리

를 잡고 있었다. 실제로 김두봉이 실각하기 이전에 나온 북한의 조선어학 관련 글에는 

김두봉의 ‘지도’를 지적하는 것이 많다. 김두봉이 일제 강점기에 펴낸 조선말본
(1916)과 깁더 조선말본(1922)이 북의 언어연구·정책에서 강령의 역할을 했음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어학 강좌와 조선어문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한자폐지와 글자개혁을 전제

로 하는 신철자법의 제정은 김일성의 노선에 따라 김두봉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것이 당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48) 조선어문연구회의 기관지인 조선어연구
창간호(1949년)에서 “이국 땅에서 풍찬노숙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해방의 조국

의 문화 건설을 앞내 보시고 조선어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여 오신 공화국의 

오직 한 분이신 언어학박사 김두봉 선생”이라는 찬사를 늘어놓은 것이라든지 1949년

에 발표된 김두봉 탄생 60주년 기념 논문에서 신철자법에 나타나는 김두봉의 철자법 

이론을 맑스·레닌의 사상과 관련시켜 그 당위성을 평가한 것49) 등은 북한 언어 정책에

서 김두봉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두봉이 처음부터 북한의 언어정책에 조선어학회의 방침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갖

고 있었기 때문에 신철자법에도 남쪽의 맞춤법이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

두봉은 1947년 12월 이윤재의 유고를 김병제가 엮어 서울에서 표준 조선어사전을 

간행할 때 직접 쓴 서문을 보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북한에서 자신의 깁더 

조선말본을 학교 말본으로 채택하려고 했을 때 최현배의 중등 조선말본을 대신 추

천했다.50) 늘 남쪽의 한글 운동 동지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947년 초

까지도 김두봉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높게 평가했다. 큰 흐름에서는 그것이 

47)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문법(조선어문연구회, 1949), 86쪽.

48) 신구현, ｢조선어문의 통일과 발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 조선어문 학자의 당면과업｣, 조선어연구, 1949년 12월호.

49) 김수경, ｢조선 어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선생의 탄생 6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어연구, 1권 3호(1949)

50) 박지홍, ｢김두봉의 발자취｣, 한힌샘 주시경 연구, 5·6(1993),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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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이 좀 

더 철저한 형태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두봉은 194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면서 김두봉을 

대신해 북한의 조선어학계를 이끌 인물이 필요했다. 이때 김두봉의 제자라고 세간에 

알려진 이극로가 월북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대로 북에 남은 것이다. 

이극로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최현배와 더불어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51) 한글 운동을 조직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일을 주도한 것은 

이극로였다. 최현배는 한글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주도했다. 두 사람이 

해방 뒤 정치 노선을 둘러싸고 일시적으로 갈등하는 일도 있었다.52) 그렇지만 이극로

도 최현배도 한글 운동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성에 대해서만은 인정하고 있었다. 

1947년 조선어학회가 마련한 조선말 큰사전 1권의 발간을 앞두고 사전에 올릴 말

본의 용어를 한글로 할 것이냐 한자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선어학회 안에서 논란

이 벌어졌다. 이 때 이극로가 나섰다. 이극로는 사전 편찬이 최현배의 문법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최현배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았다. “명사, 대명사로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흡사 남이 다 지어 놓은 집에 가서 벽지는 무슨 색깔로 하라, 못은 어디

에 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현배 선생은 왜정 때 생명을 걸고 우리말의 문

법을 집대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선생이 배운 체계를 두고 용어

만은 우리 생각에 맞게 고치겠다고 하겠습니까?”53)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

는 데 기초가 될 언어 생활의 정리에 주시경에서 최현배로 이어지는 조선어학회의 입

장이 주된 흐름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극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언어를 민족 문제의 중심으로 보고 한글 운동을 민족 혁

명의 기초로 판단하고 있었다.54) 1948년이라는 시점은 남북에서 분단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하

던 이극로로서는 체제가 나뉘고 국토가 나뉘어도 언어의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

한 심정이 되었을 것이다. 

51) 이극로에 대해서는 이극로, 고투 40년(범우, 2008); 박용규, 북으로 간 한글운동가 이극로 평전(차송, 2005); 이극로박사 기념
사업회 편, 이극로의 우리말글 연구와 민족운동(선인, 2010) 등을 볼 것.

52) 최호연, 조선어학회, 청진동 시절 상(진명문화사, 1992), 34~35쪽.

53) 박지홍, ｢고루 이극로 박사의 교훈｣, 한글문학, 22(1994), 20~21쪽.

54) 이극로,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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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로의 월북 이후 조선어학계의 중심은 김두봉에서 이극로로 이전했다. 실제로 조

선어문연구회의 기관지인 조선어 연구에는 “새로 발족한 조선어문연구회에는 남북 

조선의 어학계의 권위가 집결되어 있다. (중략) 공화국에 오직 한 분이신 언어학 박사 

김두봉 선생을 비롯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다. 여기에 공화국 남

반부에서 (중략) 조선어학회를 끝끝내 영도하시다가 드디어 6년의 혹형을 받고 영어의 

생활을 하신 이극로 선생을 비롯하여 어문학계의 권위자가 다수 참가하여 있다”55)라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조선어문연구회야말로 이제 남북을 아울러 한글운동의 

적통이 모인 통일적 조직체이고 따라서 언어문제와 관련된 한 북한이 민족적 정통성, 

학문적 전문성, 언어 통일에서의 정당성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는 자부심이 넘쳐난다. 

월북 지식인인 이만규가 언어의 통일 문제에 대해 “(조선)어문연구회가 연구 실천하는 

국문학상 과업도 이것이 남북을 통일하는 기초와 전형이 될 것”56)이라고 밝힘으로써 

연구회의 목적이 남북 언어의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한 데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철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은 일단 서로 다른 맞춤법 체계를 갖추었지만 그 내용

을 들여다보면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신철자법이 규

칙성을 중시해 한자어 표기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자모의 이름도 ‘ㄱ, ㄴ, ㄷ’ 

등을 ‘기윽, 니은, 디읃’ 등으로 하고 ‘ㄲ’ 등의 이름을 ‘끼윾’ 등으로 해 김두봉의 깁
더 조선말본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합성어의 표기에서 사이시옷이 아니라 사

이표를 사용하고 형태론적 어음 교체에 사용되는 ‘6자모’를 새로 도입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맞춤법 통일안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모두 형태주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4년 신철자법을 개정한 ‘조선어 철자법’(이하 철자법)에서

도 김두봉의 형태주의 문법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57)

지금까지 주로 맞춤법의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신철자법이나 철자법에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그것은 한글로만 언어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것도 가로쓰기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 북한의 신문과 교과서를 보면 점차 한글 쓰기가 강화되어 1949년 이후에

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한글 쓰기가 시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된

다. 신철자법의 제정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글 쓰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55)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문연구회의 사업전망｣, 조선어 연구, 창간호(1949), 134쪽. 

56) 조선어문연구회, ｢국문 연구 단체의 연혁｣, 조선어 연구, 창간호(1949), 10쪽.

57) 철자법은 김두봉 문법에 정열모 문법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영근, 앞의 책(1999),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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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이 좀 

더 철저한 형태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두봉은 194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면서 김두봉을 

대신해 북한의 조선어학계를 이끌 인물이 필요했다. 이때 김두봉의 제자라고 세간에 

알려진 이극로가 월북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대로 북에 남은 것이다. 

이극로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최현배와 더불어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51) 한글 운동을 조직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일을 주도한 것은 

이극로였다. 최현배는 한글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주도했다. 두 사람이 

해방 뒤 정치 노선을 둘러싸고 일시적으로 갈등하는 일도 있었다.52) 그렇지만 이극로

도 최현배도 한글 운동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성에 대해서만은 인정하고 있었다. 

1947년 조선어학회가 마련한 조선말 큰사전 1권의 발간을 앞두고 사전에 올릴 말

본의 용어를 한글로 할 것이냐 한자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선어학회 안에서 논란

이 벌어졌다. 이 때 이극로가 나섰다. 이극로는 사전 편찬이 최현배의 문법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최현배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았다. “명사, 대명사로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흡사 남이 다 지어 놓은 집에 가서 벽지는 무슨 색깔로 하라, 못은 어디

에 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현배 선생은 왜정 때 생명을 걸고 우리말의 문

법을 집대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선생이 배운 체계를 두고 용어

만은 우리 생각에 맞게 고치겠다고 하겠습니까?”53)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

는 데 기초가 될 언어 생활의 정리에 주시경에서 최현배로 이어지는 조선어학회의 입

장이 주된 흐름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극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언어를 민족 문제의 중심으로 보고 한글 운동을 민족 혁

명의 기초로 판단하고 있었다.54) 1948년이라는 시점은 남북에서 분단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하

던 이극로로서는 체제가 나뉘고 국토가 나뉘어도 언어의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

한 심정이 되었을 것이다. 

51) 이극로에 대해서는 이극로, 고투 40년(범우, 2008); 박용규, 북으로 간 한글운동가 이극로 평전(차송, 2005); 이극로박사 기념
사업회 편, 이극로의 우리말글 연구와 민족운동(선인, 2010) 등을 볼 것.

52) 최호연, 조선어학회, 청진동 시절 상(진명문화사, 1992), 34~35쪽.

53) 박지홍, ｢고루 이극로 박사의 교훈｣, 한글문학, 22(1994), 20~21쪽.

54) 이극로,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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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로의 월북 이후 조선어학계의 중심은 김두봉에서 이극로로 이전했다. 실제로 조

선어문연구회의 기관지인 조선어 연구에는 “새로 발족한 조선어문연구회에는 남북 

조선의 어학계의 권위가 집결되어 있다. (중략) 공화국에 오직 한 분이신 언어학 박사 

김두봉 선생을 비롯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다. 여기에 공화국 남

반부에서 (중략) 조선어학회를 끝끝내 영도하시다가 드디어 6년의 혹형을 받고 영어의 

생활을 하신 이극로 선생을 비롯하여 어문학계의 권위자가 다수 참가하여 있다”55)라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조선어문연구회야말로 이제 남북을 아울러 한글운동의 

적통이 모인 통일적 조직체이고 따라서 언어문제와 관련된 한 북한이 민족적 정통성, 

학문적 전문성, 언어 통일에서의 정당성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는 자부심이 넘쳐난다. 

월북 지식인인 이만규가 언어의 통일 문제에 대해 “(조선)어문연구회가 연구 실천하는 

국문학상 과업도 이것이 남북을 통일하는 기초와 전형이 될 것”56)이라고 밝힘으로써 

연구회의 목적이 남북 언어의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한 데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철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은 일단 서로 다른 맞춤법 체계를 갖추었지만 그 내용

을 들여다보면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신철자법이 규

칙성을 중시해 한자어 표기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자모의 이름도 ‘ㄱ, ㄴ, ㄷ’ 

등을 ‘기윽, 니은, 디읃’ 등으로 하고 ‘ㄲ’ 등의 이름을 ‘끼윾’ 등으로 해 김두봉의 깁
더 조선말본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합성어의 표기에서 사이시옷이 아니라 사

이표를 사용하고 형태론적 어음 교체에 사용되는 ‘6자모’를 새로 도입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맞춤법 통일안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모두 형태주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4년 신철자법을 개정한 ‘조선어 철자법’(이하 철자법)에서

도 김두봉의 형태주의 문법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57)

지금까지 주로 맞춤법의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신철자법이나 철자법에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그것은 한글로만 언어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것도 가로쓰기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 북한의 신문과 교과서를 보면 점차 한글 쓰기가 강화되어 1949년 이후에

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한글 쓰기가 시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된

다. 신철자법의 제정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글 쓰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55)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문연구회의 사업전망｣, 조선어 연구, 창간호(1949), 134쪽. 

56) 조선어문연구회, ｢국문 연구 단체의 연혁｣, 조선어 연구, 창간호(1949), 10쪽.

57) 철자법은 김두봉 문법에 정열모 문법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영근, 앞의 책(1999),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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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김두봉만이 아니었다. 이만규도 한자 폐지를 주장했는데58) 그 논리는 최현배의 

한자 폐지 이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김두봉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가로 풀어쓰

기의 시도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조선어연구 표지를 보면 제일 위에 

조선어연구를 가로로 풀어쓴 뒤 그 밑에 모아쓰기로 제목을 달고 삼가 드림을 다시 가

로로 풀어쓴 것을 알 수 있다.59) 

2) 최현배와 남한의 언어 정책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 갇혀 있던 최현배는 출옥하자마자 원래 활동의 근

거지였던 서울행을 선택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8월 20일 조선어학회를 재건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21일 그는 미군정청 학무국 편수과장에 취임했

다. 편수과장은 교과서 발간을 책임지고 있던 자리였다. 최현배에 이어 10월 1일에는 

주시경 학파의 오랜 동지인 장지영이 편수관으로 임명되었다. 장지영 외에 역시 조선

어학회의 동지인 이병기도 편수관이 되었다. 세 사람이 편수과에 들어감으로써 조선어

학회의 이론이 언어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1946년 2월 학무국 편수과는 문교부 편수

국으로 바뀌었다. 국장은 최현배, 부국장은 장지영이었다. 여기에 최현배는 조선교육심

의회의 교과서 분과의 책임을 맡아 교과서에 한글 가로쓰기가 채택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현배는 첫 국어 교과서의 편찬을 조선어학회에 일임했다. 그리하여 조선어학회 이

름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국어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공민 교과서의 편찬

도 조선어학회에 위촉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교과목

의 교과서가 최현배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런 가운데 최현배가 추진한 한글 가로쓰기와 가로 풀어쓰기가 논란거리가 되었다. 

사실 가로 풀어쓰기는 주시경 이래 주시경 학파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글자 개혁의 마지막 

과제였다. 그런데 조윤제, 이숭녕 등 경성제국대학 출신 학자들이 가로 풀어쓰기는 물

론이고 가로쓰기에 반대하고 나섰다.60) 이에 1945년 12월 조선교육심의회는 가로 풀

어쓰기가 이상적이기는 하나 당장 실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묶어 쓰되 가로쓰기만을 허

58) 리만규, ｢동양에 있어서의 한자의 운명｣, 조선어연구, 1권 6호(1949)

59) 가로쓰기의 경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60) 고영근, 앞의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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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로 결정했다. 가로 풀어쓰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가로쓰기 자체는 미

군정청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조선교육심의회와는 별도로 군정청도 한자 폐지를 결정했다. 그 핵심은 초등‧중
등 교육에서는 한글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과도기적인 조치로 한자

를 함께 쓰도록 한다는 것, 관공서의 문서와 지명, 인명은 반드시 한글로 쓰되 필요하

면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최현배가 1947년에 낸 글자의 혁명을 

보면 자구마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미군정청의 한자 폐지 결정이 

최현배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자 폐지에 대해 각 정치 세력도 원칙적으

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61) 

미군정의 교육 관료로서 한글 전용과 한글 가로쓰기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최현배

는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도 이러한 언어 정책이 지속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글 전용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공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

가 붙기는 했지만 공문서를 한글로 쓰기로 했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대한제국 

시기부터 주시경 등이 추진하던 한글의 세계로의 전환이 이제 국가에 의해 공인된 것

이다.

맞춤법의 경우 애초에는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인된 것은 없었다. 그러

나 일제 강점기에 이미 각계각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맞춤법 통일안이 거의 

공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용되었다. 

최현배는 처음부터 관료 행정 체계를 매개로 자신의 뜻을 펴려고 했다. 일제 강점기

에는 다양한 지식인 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민중 속에서 한글 운동의 원동력을 

얻으려고 한 데 비해, 해방 공간과 분단 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국가의 힘을 통해 빠른 

시일에 자신이 주장하던 바를 언어 정책에 관철시키려고 했다.

최현배는 1948년 9월 편수국장을 사직했다. 그리고 1949년 9월 조선어학회의 이름

을 한글학회로 바꾸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최현배가 편수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9년 7월 문교부가 문법 용어로 “당분간 한 개념에 대하여 순수

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용으로 된 것의 두 가지”를 쓰기로 결정했다. 당시 문법 교

61) 이응호,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성청사, 1974), 202~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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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김두봉만이 아니었다. 이만규도 한자 폐지를 주장했는데58) 그 논리는 최현배의 

한자 폐지 이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김두봉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가로 풀어쓰

기의 시도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조선어연구 표지를 보면 제일 위에 

조선어연구를 가로로 풀어쓴 뒤 그 밑에 모아쓰기로 제목을 달고 삼가 드림을 다시 가

로로 풀어쓴 것을 알 수 있다.59) 

2) 최현배와 남한의 언어 정책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 갇혀 있던 최현배는 출옥하자마자 원래 활동의 근

거지였던 서울행을 선택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8월 20일 조선어학회를 재건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21일 그는 미군정청 학무국 편수과장에 취임했

다. 편수과장은 교과서 발간을 책임지고 있던 자리였다. 최현배에 이어 10월 1일에는 

주시경 학파의 오랜 동지인 장지영이 편수관으로 임명되었다. 장지영 외에 역시 조선

어학회의 동지인 이병기도 편수관이 되었다. 세 사람이 편수과에 들어감으로써 조선어

학회의 이론이 언어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1946년 2월 학무국 편수과는 문교부 편수

국으로 바뀌었다. 국장은 최현배, 부국장은 장지영이었다. 여기에 최현배는 조선교육심

의회의 교과서 분과의 책임을 맡아 교과서에 한글 가로쓰기가 채택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현배는 첫 국어 교과서의 편찬을 조선어학회에 일임했다. 그리하여 조선어학회 이

름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국어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공민 교과서의 편찬

도 조선어학회에 위촉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교과목

의 교과서가 최현배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그런 가운데 최현배가 추진한 한글 가로쓰기와 가로 풀어쓰기가 논란거리가 되었다. 

사실 가로 풀어쓰기는 주시경 이래 주시경 학파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글자 개혁의 마지막 

과제였다. 그런데 조윤제, 이숭녕 등 경성제국대학 출신 학자들이 가로 풀어쓰기는 물

론이고 가로쓰기에 반대하고 나섰다.60) 이에 1945년 12월 조선교육심의회는 가로 풀

어쓰기가 이상적이기는 하나 당장 실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묶어 쓰되 가로쓰기만을 허

58) 리만규, ｢동양에 있어서의 한자의 운명｣, 조선어연구, 1권 6호(1949)

59) 가로쓰기의 경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60) 고영근, 앞의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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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로 결정했다. 가로 풀어쓰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가로쓰기 자체는 미

군정청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조선교육심의회와는 별도로 군정청도 한자 폐지를 결정했다. 그 핵심은 초등‧중
등 교육에서는 한글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과도기적인 조치로 한자

를 함께 쓰도록 한다는 것, 관공서의 문서와 지명, 인명은 반드시 한글로 쓰되 필요하

면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최현배가 1947년에 낸 글자의 혁명을 

보면 자구마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미군정청의 한자 폐지 결정이 

최현배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자 폐지에 대해 각 정치 세력도 원칙적으

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61) 

미군정의 교육 관료로서 한글 전용과 한글 가로쓰기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최현배

는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도 이러한 언어 정책이 지속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글 전용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공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

가 붙기는 했지만 공문서를 한글로 쓰기로 했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대한제국 

시기부터 주시경 등이 추진하던 한글의 세계로의 전환이 이제 국가에 의해 공인된 것

이다.

맞춤법의 경우 애초에는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인된 것은 없었다. 그러

나 일제 강점기에 이미 각계각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맞춤법 통일안이 거의 

공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용되었다. 

최현배는 처음부터 관료 행정 체계를 매개로 자신의 뜻을 펴려고 했다. 일제 강점기

에는 다양한 지식인 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민중 속에서 한글 운동의 원동력을 

얻으려고 한 데 비해, 해방 공간과 분단 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국가의 힘을 통해 빠른 

시일에 자신이 주장하던 바를 언어 정책에 관철시키려고 했다.

최현배는 1948년 9월 편수국장을 사직했다. 그리고 1949년 9월 조선어학회의 이름

을 한글학회로 바꾸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최현배가 편수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9년 7월 문교부가 문법 용어로 “당분간 한 개념에 대하여 순수

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용으로 된 것의 두 가지”를 쓰기로 결정했다. 당시 문법 교

61) 이응호,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성청사, 1974), 202~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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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이희승의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현배의 영향을 받아 한글 용어를 쓰고 있었

다. 그런데도 한자 문법 용어가 같이 채택된 배경에는 한글 전용에 반대하던 이희승과 

이숭녕이 있었다.62) 최현배는 자칫하면 한글 전용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1951년 1월 다시 문교부 편수국장에 취임함으로써 국가 권력

의 끈을 놓지 않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교육 관료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한글 간소화 파동

이 일어난 것이다. 원래 한글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맞춤법에 관해서는 형태주의

를 바탕으로 한 맞춤법 통일안보다 그 이전의 표음주의 맞춤법, 곧 낱말을 소리가 나

는 대로 적는 맞춤법을 선호했다. 이에 우선 정부 기관에 구식 맞춤법을 사용하라는 

훈령을 보내고 1954년 3월에 한글 간소화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문화계의 강한 반발

에 부딪혀 결국 보류되었다.

이 파동의 와중인 1954년 1월 최현배는 편수국장을 그만두었다. 이승만의 한글 간

소화 방침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언어 정책에서의 주도권은 현저하게 약화되었

다. 국가 기구를 통해 언어 정책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역으로 국가 기구와의 연계가 

끊어지는 순간 최현배의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시 한글 운동의 정당성

을 한글학회가 독점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3) 남북에서의 언어 정책의 변환

해방 공간에서부터 단독 정부 수립 직후까지 남북에서 언어 혁명은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소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 혁명의 주역 두 사람이 모두 언어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그것을 먼저 겪은 것은 최현배였다. 교육 관료에서 물러난 뒤 최현배는 아직 한글학

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한글학회는 민간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한글 간소화 

파동 이후 현실 언어 정책에 대한 최현배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한글 간소

화 파동 당시 문제 해결을 위임받았던 학술원은 한글학회를 논의의 주체에서 빼버렸

다. 그만큼 최현배의 힘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역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된 한글 운동의 목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한글 

62) 최현배, 외솔 최현배 박사 고희 기념논문집(정음사, 1968), 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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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곧 한글을 지키고 가다듬기 위

한 노력을 통해 확보된 한글학회의 정당성이 이제 더 이상 심각한 논의거리가 되지 않

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언어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

을 행사해온 한글학회는 언어 정책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1963년 7월 문교부에 의해 제정된 학교 문법 통일안이었다. 문

교부는 문법 용어로 한글 용어와 한자 용어를 같이 쓰기로 한 1949년의 결정을 바꾸

어 한자 용어만을 쓰기로 결정했다. 쉽게 이야기해 최현배가 주장한 ‘이름씨’가 아니라 

이희승이 주장한 ‘명사’가 채택된 것이다. 결정의 방식은 심의위원의 표결이었다. 표결 

결과는 한 표 차이였다. 이로써 문법 파동이 시작되었다. 그 핵심에는 한글 전용의 문

제, 곧 ‘명사’냐 ‘이름씨’냐, ‘문법’이냐 ‘말본’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명사

와 문법을 지지한 ‘문법파’는 한글 전용 반대론자들이었다. 이름씨와 말본을 견지한 

‘말본파’는 한글 전용론자들이었다. 비록 한 표 차이라도 패배는 패배였다. 이제 한글 

전용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글 전용 반대를 내건 학회가 

만들어지고 한글 전용론에 반대하는 담론이 생산되었다.

최현배에게 박정희 정권의 등장은 마지막 기회였다. 1961년 군사 정부가 들어서자 

한글학회는 한글 전용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최현배 등의 건의에 따라 

1962년 2월 한글전용특별심의회가 설치되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한글학회는 한글 전용의 법제화를 촉구했으나 반대 여론 때문에 바로 실현되지

는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통치의 한 수단으로 언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말에는 한글 전용화 정책이 다시 강화되었다. 1970년부터는 정부 문서뿐만 

아니라 민원 서류에도 한글 전용이 적용되었고 언론․출판계에 대해서도 한글 전용이 적

극 권장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어기본법에 이르기까지 한글 전용

의 원칙만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글 전용 반대론자들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 그 핵

심에는 1984년에 설립된 국어연구소와 그 후신으로 1991년에 출범한 국립국어연구원

이 자리를 잡고 있다. 국어연구소는 “이희승을 따르던 사람들로 한자 혼용에 앞장 선 

사람들”63)에 의해 설립이 추진된 기구였다. 이들은 국어를 둘러싼 여러 정책이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한글학회의 

63) 동아일보, 1983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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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이희승의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현배의 영향을 받아 한글 용어를 쓰고 있었

다. 그런데도 한자 문법 용어가 같이 채택된 배경에는 한글 전용에 반대하던 이희승과 

이숭녕이 있었다.62) 최현배는 자칫하면 한글 전용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1951년 1월 다시 문교부 편수국장에 취임함으로써 국가 권력

의 끈을 놓지 않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교육 관료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한글 간소화 파동

이 일어난 것이다. 원래 한글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맞춤법에 관해서는 형태주의

를 바탕으로 한 맞춤법 통일안보다 그 이전의 표음주의 맞춤법, 곧 낱말을 소리가 나

는 대로 적는 맞춤법을 선호했다. 이에 우선 정부 기관에 구식 맞춤법을 사용하라는 

훈령을 보내고 1954년 3월에 한글 간소화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문화계의 강한 반발

에 부딪혀 결국 보류되었다.

이 파동의 와중인 1954년 1월 최현배는 편수국장을 그만두었다. 이승만의 한글 간

소화 방침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언어 정책에서의 주도권은 현저하게 약화되었

다. 국가 기구를 통해 언어 정책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역으로 국가 기구와의 연계가 

끊어지는 순간 최현배의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시 한글 운동의 정당성

을 한글학회가 독점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3) 남북에서의 언어 정책의 변환

해방 공간에서부터 단독 정부 수립 직후까지 남북에서 언어 혁명은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소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 혁명의 주역 두 사람이 모두 언어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그것을 먼저 겪은 것은 최현배였다. 교육 관료에서 물러난 뒤 최현배는 아직 한글학

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한글학회는 민간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한글 간소화 

파동 이후 현실 언어 정책에 대한 최현배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한글 간소

화 파동 당시 문제 해결을 위임받았던 학술원은 한글학회를 논의의 주체에서 빼버렸

다. 그만큼 최현배의 힘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역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된 한글 운동의 목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한글 

62) 최현배, 외솔 최현배 박사 고희 기념논문집(정음사, 1968), 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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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곧 한글을 지키고 가다듬기 위

한 노력을 통해 확보된 한글학회의 정당성이 이제 더 이상 심각한 논의거리가 되지 않

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언어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

을 행사해온 한글학회는 언어 정책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1963년 7월 문교부에 의해 제정된 학교 문법 통일안이었다. 문

교부는 문법 용어로 한글 용어와 한자 용어를 같이 쓰기로 한 1949년의 결정을 바꾸

어 한자 용어만을 쓰기로 결정했다. 쉽게 이야기해 최현배가 주장한 ‘이름씨’가 아니라 

이희승이 주장한 ‘명사’가 채택된 것이다. 결정의 방식은 심의위원의 표결이었다. 표결 

결과는 한 표 차이였다. 이로써 문법 파동이 시작되었다. 그 핵심에는 한글 전용의 문

제, 곧 ‘명사’냐 ‘이름씨’냐, ‘문법’이냐 ‘말본’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명사

와 문법을 지지한 ‘문법파’는 한글 전용 반대론자들이었다. 이름씨와 말본을 견지한 

‘말본파’는 한글 전용론자들이었다. 비록 한 표 차이라도 패배는 패배였다. 이제 한글 

전용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글 전용 반대를 내건 학회가 

만들어지고 한글 전용론에 반대하는 담론이 생산되었다.

최현배에게 박정희 정권의 등장은 마지막 기회였다. 1961년 군사 정부가 들어서자 

한글학회는 한글 전용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최현배 등의 건의에 따라 

1962년 2월 한글전용특별심의회가 설치되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한글학회는 한글 전용의 법제화를 촉구했으나 반대 여론 때문에 바로 실현되지

는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통치의 한 수단으로 언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말에는 한글 전용화 정책이 다시 강화되었다. 1970년부터는 정부 문서뿐만 

아니라 민원 서류에도 한글 전용이 적용되었고 언론․출판계에 대해서도 한글 전용이 적

극 권장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어기본법에 이르기까지 한글 전용

의 원칙만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글 전용 반대론자들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 그 핵

심에는 1984년에 설립된 국어연구소와 그 후신으로 1991년에 출범한 국립국어연구원

이 자리를 잡고 있다. 국어연구소는 “이희승을 따르던 사람들로 한자 혼용에 앞장 선 

사람들”63)에 의해 설립이 추진된 기구였다. 이들은 국어를 둘러싼 여러 정책이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한글학회의 

63) 동아일보, 1983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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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언어 정책의 방향은 실제로 이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 국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89년 반세기 가까이 통용되어오던 맞춤법 통

일안 대신에 새로 제정한 ‘한글 맞춤법’이 오늘날 국정 맞춤법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한

글학회가 편찬한 사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이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따로 만들어졌다. 이제 한글학회는 하나의 민간 단체로 주변화된 

것이다.64)

김두봉의 경우는 최현배보다 더 비참했다. 1956년 3월의 종파 사건, 곧 연안파의 

최창익 등이 김일성을 공격한 사건으로 김두봉은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에서 쫓겨났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조선로동당에서도 쫓겨났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김일성에 의해 ‘반당 종파 분자’로 지목됨으로써 완전히 몰락했다.

김두봉이 숙청되자 북한 언어학계는 일제히 김두봉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글자 개혁의 

비판에 나섰다. 그런데 비판의 초점은 이른바 ‘6자모 이론’에만 국한되었다. 북한의 언

어 생활 자체가 김두봉 이론에 바탕을 두고 꾸려진 상황에서 언어 정책의 특성상 김두

봉 이론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질적인 부분에 비판이 집

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철자법 대신에 1966년 ‘조선말 규범집’이 나왔으나 김두

봉 이론의 나머지 중요한 측면(가로쓰기, 한글 쓰기, 한자어의 경우 두음법칙을 일정하

지 않는 것 등)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김두봉의 실각 이후 조선어학회의 핵심이던 이극로가 북한의 언어 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64년 1월과 1966년 5월 두 차례의 언어 관련 교시

를 통해 김일성이 ‘새로운’ 언어 정책의 기조를 제시했다. 문화어라는 이름 아래 평양

말을 새로운 표준어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 북한의 언어 정책은 주체 이론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김두봉의 업적은 공식적으로 계속 부정되고 있다. 아니 김

두봉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한 김영황이 1996년에 펴낸 조선언어학사연구65)에서 어학

사 서술의 범위를 일제강점기의 조선어학회 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단순

히 조선어학회 활동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한의 최현배 등이 일구어낸 1945년 

이전의 업적을 의미 있게 다룬 것은 북한에서도 분단을 뛰어넘어 남북을 아우르는 어

64) 김영환, ｢한글 사랑 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앞날｣, 한글, 276(2007)

65) 김영황, 조선언어학사연구(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6). 이 책은 서울에서도 1999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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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한글을 통한 민족 재통합

주시경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한글의 세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한글 혁명

가였다. 그러나 말과 글의 일치, 한글 전용, 가로(풀어)쓰기, 형태주의 문법 이론을 핵

심으로 하는 주시경의 한글 혁명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강제 병합과 주시경의 죽

음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주시경이 남긴 한글 혁명의 뜻을 이어받아 실제로 한글 

혁명을 실행에 옮겨나간 것은 제자인 김두봉과 최현배였다.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가 만난 1910년과 1914년 사이의 5년은 한글 운동 더 나아

가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에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년 남짓의 짧은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스승과 제자의 한글 사랑이 오늘날의 한글 전용, 가로쓰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식민지 모국인 일본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언어 혁명이 식민지 조선에서 

싹이 터 해방 공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세 사람의 만남은 민족 재통합을 눈앞에 둔 2019년에 더 뜻깊게 다가온다. 최근 있

었던 몇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남북의 언어 생활에는 큰 차이

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이 한자어의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띄어쓰기의 

범위가 조금 다르다든지 남쪽에서는 잘 쓰지 않는 생경한 어휘를 쓴다든지 하는 정도

이다. 남북의 언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분단 체제가 들어선 지 70년 이상

이 되었는데도 남북의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모두 주시경에서 김두봉과 최현

배로 이어지는 주시경 학파의 공이다. 

얼마 전부터 한국 학계에도 탈근대(post modern)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탈근

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탈민족을 주장한다.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사

실은 민족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논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싫든 좋든 민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른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분단 체제로 인해 70년 이상을 분단의 고통 아래 

신음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

로서는 민족을 포기할 수 없다. 민족의 언어로서의 한글은 그래서 중요하다. 한 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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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언어 정책의 방향은 실제로 이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 국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89년 반세기 가까이 통용되어오던 맞춤법 통

일안 대신에 새로 제정한 ‘한글 맞춤법’이 오늘날 국정 맞춤법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한

글학회가 편찬한 사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이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따로 만들어졌다. 이제 한글학회는 하나의 민간 단체로 주변화된 

것이다.64)

김두봉의 경우는 최현배보다 더 비참했다. 1956년 3월의 종파 사건, 곧 연안파의 

최창익 등이 김일성을 공격한 사건으로 김두봉은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에서 쫓겨났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조선로동당에서도 쫓겨났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김일성에 의해 ‘반당 종파 분자’로 지목됨으로써 완전히 몰락했다.

김두봉이 숙청되자 북한 언어학계는 일제히 김두봉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글자 개혁의 

비판에 나섰다. 그런데 비판의 초점은 이른바 ‘6자모 이론’에만 국한되었다. 북한의 언

어 생활 자체가 김두봉 이론에 바탕을 두고 꾸려진 상황에서 언어 정책의 특성상 김두

봉 이론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질적인 부분에 비판이 집

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철자법 대신에 1966년 ‘조선말 규범집’이 나왔으나 김두

봉 이론의 나머지 중요한 측면(가로쓰기, 한글 쓰기, 한자어의 경우 두음법칙을 일정하

지 않는 것 등)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김두봉의 실각 이후 조선어학회의 핵심이던 이극로가 북한의 언어 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64년 1월과 1966년 5월 두 차례의 언어 관련 교시

를 통해 김일성이 ‘새로운’ 언어 정책의 기조를 제시했다. 문화어라는 이름 아래 평양

말을 새로운 표준어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 북한의 언어 정책은 주체 이론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김두봉의 업적은 공식적으로 계속 부정되고 있다. 아니 김

두봉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한 김영황이 1996년에 펴낸 조선언어학사연구65)에서 어학

사 서술의 범위를 일제강점기의 조선어학회 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단순

히 조선어학회 활동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한의 최현배 등이 일구어낸 1945년 

이전의 업적을 의미 있게 다룬 것은 북한에서도 분단을 뛰어넘어 남북을 아우르는 어

64) 김영환, ｢한글 사랑 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앞날｣, 한글, 276(2007)

65) 김영황, 조선언어학사연구(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6). 이 책은 서울에서도 1999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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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한글을 통한 민족 재통합

주시경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한글의 세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한글 혁명

가였다. 그러나 말과 글의 일치, 한글 전용, 가로(풀어)쓰기, 형태주의 문법 이론을 핵

심으로 하는 주시경의 한글 혁명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강제 병합과 주시경의 죽

음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주시경이 남긴 한글 혁명의 뜻을 이어받아 실제로 한글 

혁명을 실행에 옮겨나간 것은 제자인 김두봉과 최현배였다.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가 만난 1910년과 1914년 사이의 5년은 한글 운동 더 나아

가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에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년 남짓의 짧은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스승과 제자의 한글 사랑이 오늘날의 한글 전용, 가로쓰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식민지 모국인 일본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언어 혁명이 식민지 조선에서 

싹이 터 해방 공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세 사람의 만남은 민족 재통합을 눈앞에 둔 2019년에 더 뜻깊게 다가온다. 최근 있

었던 몇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남북의 언어 생활에는 큰 차이

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이 한자어의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띄어쓰기의 

범위가 조금 다르다든지 남쪽에서는 잘 쓰지 않는 생경한 어휘를 쓴다든지 하는 정도

이다. 남북의 언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분단 체제가 들어선 지 70년 이상

이 되었는데도 남북의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모두 주시경에서 김두봉과 최현

배로 이어지는 주시경 학파의 공이다. 

얼마 전부터 한국 학계에도 탈근대(post modern)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탈근

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탈민족을 주장한다.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사

실은 민족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논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싫든 좋든 민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른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분단 체제로 인해 70년 이상을 분단의 고통 아래 

신음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

로서는 민족을 포기할 수 없다. 민족의 언어로서의 한글은 그래서 중요하다. 한 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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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전에 민족 국가 수립을 위한 나랏말글로 한글에 눈길을 돌린 주시경, 그리고 스승

인 주시경의 뜻을 이어받아 한글을 나랏말글로 만드는 데 이바지한 김두봉과 최현배가 

펼친 한글 운동은 민족 재통합을 앞둔 오늘날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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