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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종의 시대(1418~50)는 조선 언어문화의 전성기였다. 유교 중심의 국가가 건설되

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제도와 이념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언

어 정책의 변화가 그 중추에 있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은 한문과 이두로 

상징되는 차자표기라는 이중 문자 표기의 시대에서 삼중 문자 표기의 시대의 서막이었

다.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피 신문자 훈민정음의 탄생이었다. 재론할 여지없이 그 창제

의 주체는 세종이었다1). 훈민정음 창제의 조력자들은 왕실, 불교 관련 인사들까지 거

론되기도 하지만, 실증적으로 주목할 인물들은 집현전 학자들일 수밖에 없다. 『훈민정

음』(1446) 후서에서 정인지도 역시 신문자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했으며, ‘해례’의 참

여자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글자는 상형을 하였으며 고전

1)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 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
(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 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경술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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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篆)을 모방하고…(중략)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

하시니, 이에 신(臣)정인지는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

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 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

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였다. 이것을 본 이는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

(중략)…遂命詳加解釋, 以喩諸人。於是, 臣與集賢殿應敎崔恒、副校理朴彭年ㆍ申叔舟、修撰成三問、敦

寧注簿姜希顔、行集賢殿副修撰李塏, 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2)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언어 질서의 상황을 훈민정음 창제로 

귀결되는 내재적 발전과정으로 보고 그에 대한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문주의’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서 훈민정음 창제의 중층적 목적 가운데 한자음 정리 문제가 훈민정

음 창제 목적의 한 측면이었음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집현전 

학자들을 중세의 언어문화 질서를 수용하는 한문주의자로 규정하고 미시적 각론에서 

대척점에 있었던 최만리와 정인지가 서로 다르게 바라본 중세의 언어 의식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정인지 후서에 등장하는 집현전 학자 신숙주, 성삼문 등의 업적 등을 통

하여 훈민정음 창제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언어 문자 의식의 길항 관계를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세의 ‘國之語音’을 다시 생각해 보

면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언어 의식을 언어 정책적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인문학적 배경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 고유 문자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15세기 전에 우리의 고유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문자 생

2)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1446), 9월 29일 갑오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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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란 불완전한 것이었다. 한자 권위관이 지배했고, 한자의 전래와 함께 그것을 직접 

수용하거나, 차용하였다. 그 결과는 한자의 국어화 과정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차자 표

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문이라는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차자표기라는 우리말 표기 수단이 한자를 변형하여 탄생했을지라도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은 한자 및 한문의 힘이 지배하는 언어 권위관의3) 시대였고, 정

책적으로 이중 문자 생활의 양상이었다. 그것은 고대 국어를 지나 중세 국어까지 관통

하면서 요지부동의 흐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金敏洙(1980, 1987)에서는 최행귀가4) 바라본 ‘향찰의 비국제성’을 밝

히고 향찰의 제한성을 벗어나기 위하여 번역이 필요했기에 그는 향찰과 한문의 병행을 

주장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문장어로서의 한문과 구두어로서의 우리말이 공존되던 

이원체제 아래서 한문은 상류층이나 대외적 문장이었고, 향찰은 중류층이나 대내적인 

문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대체로 명백히 밝혀지는 것은 최행귀가 결

코 향찰을 폐지하고자 하지 않았음 알 수 있다. ‘所冀遍東西而無㝵 眞草並行’로5) 표현

되는 이 부분은 그가 결코 향찰을 비판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다. 곧, 최행귀는 향가, 혹은 향어의 문자 내지는 표기로서 향찰을 대외적으로는 인

정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그가 살았던 당대의 대내적 공용 문자로 인식했다는 점을 읽

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중세 전기의 최행귀의 문자 의식에서 언어 권위관의 입장에서 한문의 위

치를 국제적인 공용 문자로 의식한 점과 그것과 아울러 향어의 표기 수단으로서의 향

찰을 한문과 더불어 국내의 공용 문자로 당당하게 의식한 점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그

의 이러한 문자 의식은 대외적 한문주의와 대내적 차자표기라는 이중 문자 의식이었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문자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 나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이

르렀지만, 그 한계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유 문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역사적 필연성, 신문자 문자 발명의 문화적 축적과 국가 정체의 변화 등은 결국 우리

3) 언어 권위관은 고대 국어 이후 19세기까지 지배해 온 한자 및 한문의 권위관이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고려 시대 최행귀의 언
어 이론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라틴어가 과거에 가졌던 권위에 비견되는 것으로 한자 및 한문은 동양의 라
틴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문자였던 것이다. 김민수(1980)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이상혁(1999), 이상혁(2004)에서도 다룬 
바 있다.

4) 崔行歸는 高麗 제 4대 光宗 시대의 인물로 翰林學士 內議承旨 知制誥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다. 자신이 저술한 책이 아닌, 赫連挺이 
지은 均如傳의 ‘第八譯歌現德分者’에서 향가의 譯詩를 제시하면서 그 序에서 언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鄕札과 관련지어 밝혔다.

5) ‘眞草並行’의 표현 중 ‘眞草’의 의미를 金敏洙(1980, 1987)에서는 ‘眞’을 향가로, ‘草’를 한시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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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篆)을 모방하고…(중략)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

하시니, 이에 신(臣)정인지는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

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 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

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였다. 이것을 본 이는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

(중략)…遂命詳加解釋, 以喩諸人。於是, 臣與集賢殿應敎崔恒、副校理朴彭年ㆍ申叔舟、修撰成三問、敦

寧注簿姜希顔、行集賢殿副修撰李塏, 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 以敍其梗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2)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언어 질서의 상황을 훈민정음 창제로 

귀결되는 내재적 발전과정으로 보고 그에 대한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한문주의’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서 훈민정음 창제의 중층적 목적 가운데 한자음 정리 문제가 훈민정

음 창제 목적의 한 측면이었음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집현전 

학자들을 중세의 언어문화 질서를 수용하는 한문주의자로 규정하고 미시적 각론에서 

대척점에 있었던 최만리와 정인지가 서로 다르게 바라본 중세의 언어 의식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정인지 후서에 등장하는 집현전 학자 신숙주, 성삼문 등의 업적 등을 통

하여 훈민정음 창제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언어 문자 의식의 길항 관계를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세의 ‘國之語音’을 다시 생각해 보

면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언어 의식을 언어 정책적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인문학적 배경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 고유 문자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15세기 전에 우리의 고유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문자 생

2)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1446), 9월 29일 갑오 4번째 기사.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 13

활이란 불완전한 것이었다. 한자 권위관이 지배했고, 한자의 전래와 함께 그것을 직접 

수용하거나, 차용하였다. 그 결과는 한자의 국어화 과정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차자 표

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문이라는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차자표기라는 우리말 표기 수단이 한자를 변형하여 탄생했을지라도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은 한자 및 한문의 힘이 지배하는 언어 권위관의3) 시대였고, 정

책적으로 이중 문자 생활의 양상이었다. 그것은 고대 국어를 지나 중세 국어까지 관통

하면서 요지부동의 흐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金敏洙(1980, 1987)에서는 최행귀가4) 바라본 ‘향찰의 비국제성’을 밝

히고 향찰의 제한성을 벗어나기 위하여 번역이 필요했기에 그는 향찰과 한문의 병행을 

주장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문장어로서의 한문과 구두어로서의 우리말이 공존되던 

이원체제 아래서 한문은 상류층이나 대외적 문장이었고, 향찰은 중류층이나 대내적인 

문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대체로 명백히 밝혀지는 것은 최행귀가 결

코 향찰을 폐지하고자 하지 않았음 알 수 있다. ‘所冀遍東西而無㝵 眞草並行’로5) 표현

되는 이 부분은 그가 결코 향찰을 비판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다. 곧, 최행귀는 향가, 혹은 향어의 문자 내지는 표기로서 향찰을 대외적으로는 인

정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그가 살았던 당대의 대내적 공용 문자로 인식했다는 점을 읽

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중세 전기의 최행귀의 문자 의식에서 언어 권위관의 입장에서 한문의 위

치를 국제적인 공용 문자로 의식한 점과 그것과 아울러 향어의 표기 수단으로서의 향

찰을 한문과 더불어 국내의 공용 문자로 당당하게 의식한 점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그

의 이러한 문자 의식은 대외적 한문주의와 대내적 차자표기라는 이중 문자 의식이었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문자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 나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이

르렀지만, 그 한계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유 문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역사적 필연성, 신문자 문자 발명의 문화적 축적과 국가 정체의 변화 등은 결국 우리

3) 언어 권위관은 고대 국어 이후 19세기까지 지배해 온 한자 및 한문의 권위관이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고려 시대 최행귀의 언
어 이론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라틴어가 과거에 가졌던 권위에 비견되는 것으로 한자 및 한문은 동양의 라
틴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문자였던 것이다. 김민수(1980)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이상혁(1999), 이상혁(2004)에서도 다룬 
바 있다.

4) 崔行歸는 高麗 제 4대 光宗 시대의 인물로 翰林學士 內議承旨 知制誥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다. 자신이 저술한 책이 아닌, 赫連挺이 
지은 均如傳의 ‘第八譯歌現德分者’에서 향가의 譯詩를 제시하면서 그 序에서 언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鄕札과 관련지어 밝혔다.

5) ‘眞草並行’의 표현 중 ‘眞草’의 의미를 金敏洙(1980, 1987)에서는 ‘眞’을 향가로, ‘草’를 한시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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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소중한 훈민정음을 견인해 내었다. 그것은 우리의 (한)국어사 및 (한)국어학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자, 문화적 혁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문자 창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을 가능케 한 훈민정음 창

제 이전의 인문학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고려와 조선 초기에 형성된 인문학적 발전이 서로 유기적 연

관성을 가질 때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문자 음운학으로 대표되는 중국 성운학(聲韻學)의 도입과 발달, 차자 표기의 

한계, 그리고 고려 시대 이후 성리학 수용과 역(易)철학의 발전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는 한편으로는 한자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표기 체계의 완성이기도 했지

만, 그 탄생 기반은 한자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성운학의 

기본 개념인 ‘聲’과 ‘韻’의 변용이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고려 시대 이래로 운서의 수입, 운서의 복간(覆刊), 자체 운서의 제작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성운학에 대한 깊이를 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한자음 정리

를 위해 조선의 운서에서 한자음을 표기하는 것은 반절(反切)보다 더 효율적인 발음 기

호로서 표음문자가 제격이었고 그것은 세종의 성운학적 지식과 언어 능력이 결합된 신

문자 훈민정음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훈민정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제자 원리가 역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

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훈민정음 창제의 철학적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역철학이 신문자 창제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추론이 가능하며, 

이 역시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중요한 인문학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

려 말 성리학의 융성과 그에 따른 철학적 기반의 성숙에 기인한 역철학은 훈민정음
텍스트 내적 원리이기도 하겠지만, 조선의 인문학적 흐름으로 볼 때 유교라는 당대 가

치관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원리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 창제 배경론에서 논의

될 성질의 것이다.

언어 내적인 면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론에서 간과한 부분이 어제서문의 ‘우민(우

민)’이다. 어리석은 백성은 어제 서문의 맥락에서 단순히 글 모르는 ’수 있겠으나, 좀 

더 포괄적으로 ‘백성’의 외연을 확장하면 한자와 한자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는 다수로서의 백성 혹은 우민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글을 모

르는 백성들을 위한 우리말 표기 체계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측면과 함께, ‘동음(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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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이든 ‘화음(華音)’이든 한자음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그 변화된 음의 정확히 발

음을 알지 못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당대의 언어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자음 정리를 

위한 훈민정음의 창제의 배경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그 이전 시대, 혹은 당대의 시대 배경론(성운학의 발달, 역철학의 성

립)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창제 목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훈민정음 창제 

후 ‘운회(韻會)’를 번역하라는 세종의 지시와 그 이후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의 간

행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창제 조력자와 협력자들로 대변되는 집현전 학자

들은 주체들은 한문이나 한자에 대한 신념은 물론 한자음에 대한 교정과 개신(改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문자 의식을 보편적 한문주의자

였던 최만리와 정인지로 대비하여 거시적 측면 살펴보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와 이에 

찬동한 집현전 학자들의 당대의 언어관을 정리하는 의의로 그 가치가 있다. 또한 훈민

정음을 한자음 표기의 표음적 및 주음적 성격의 발음 기호로6) 이해하고자 했던 신숙

주, 성삼문의 미시적 언어· 문자 의식을 탐색하는 것도 역시 훈민정음 창제의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2. 최만리와 정인지의 대립과 언어·문자 의식의 길항

최만리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세종 26년(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언문’ 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천명한 글이다. 최만리 

등이 상소문을 올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상소문 5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7) 

⑤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

(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명을 모아 이를 각본(刻本)하여 급하게 널리 세상에 공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 사람들의 공론이 어떠하겠습니까?8)

6) 필자는 훈민정음의 표음성과 주음성(注音性)을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는 문자로서 훈민정음이 
고유어나 ‘東音’을 표기하는 특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후자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 ‘華音’
을 비롯한 다른 언어의 음을 표기하는 특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음성
도 표음성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표음적 특성을 대내적 표기 특성으
로, 주음적 특성을 대외적 특성으로 파악해 보고자 구분한 것이다. 이것은 한자로 발음을 표시
하는 이른바 중국식 반절 표기인 양자 표음법에 대한 극복이자 반동이다.

7) 강신항(1987:157) 참조. 실록 국역본과 대조하여 필자가 다소 윤문하였음.

8)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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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소중한 훈민정음을 견인해 내었다. 그것은 우리의 (한)국어사 및 (한)국어학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자, 문화적 혁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문자 창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을 가능케 한 훈민정음 창

제 이전의 인문학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고려와 조선 초기에 형성된 인문학적 발전이 서로 유기적 연

관성을 가질 때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문자 음운학으로 대표되는 중국 성운학(聲韻學)의 도입과 발달, 차자 표기의 

한계, 그리고 고려 시대 이후 성리학 수용과 역(易)철학의 발전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는 한편으로는 한자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표기 체계의 완성이기도 했지

만, 그 탄생 기반은 한자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성운학의 

기본 개념인 ‘聲’과 ‘韻’의 변용이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고려 시대 이래로 운서의 수입, 운서의 복간(覆刊), 자체 운서의 제작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성운학에 대한 깊이를 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한자음 정리

를 위해 조선의 운서에서 한자음을 표기하는 것은 반절(反切)보다 더 효율적인 발음 기

호로서 표음문자가 제격이었고 그것은 세종의 성운학적 지식과 언어 능력이 결합된 신

문자 훈민정음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훈민정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제자 원리가 역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

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훈민정음 창제의 철학적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역철학이 신문자 창제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추론이 가능하며, 

이 역시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중요한 인문학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

려 말 성리학의 융성과 그에 따른 철학적 기반의 성숙에 기인한 역철학은 훈민정음
텍스트 내적 원리이기도 하겠지만, 조선의 인문학적 흐름으로 볼 때 유교라는 당대 가

치관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원리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 창제 배경론에서 논의

될 성질의 것이다.

언어 내적인 면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론에서 간과한 부분이 어제서문의 ‘우민(우

민)’이다. 어리석은 백성은 어제 서문의 맥락에서 단순히 글 모르는 ’수 있겠으나, 좀 

더 포괄적으로 ‘백성’의 외연을 확장하면 한자와 한자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는 다수로서의 백성 혹은 우민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글을 모

르는 백성들을 위한 우리말 표기 체계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측면과 함께, ‘동음(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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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이든 ‘화음(華音)’이든 한자음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그 변화된 음의 정확히 발

음을 알지 못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당대의 언어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자음 정리를 

위한 훈민정음의 창제의 배경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그 이전 시대, 혹은 당대의 시대 배경론(성운학의 발달, 역철학의 성

립)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창제 목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훈민정음 창제 

후 ‘운회(韻會)’를 번역하라는 세종의 지시와 그 이후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의 간

행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창제 조력자와 협력자들로 대변되는 집현전 학자

들은 주체들은 한문이나 한자에 대한 신념은 물론 한자음에 대한 교정과 개신(改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문자 의식을 보편적 한문주의자

였던 최만리와 정인지로 대비하여 거시적 측면 살펴보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와 이에 

찬동한 집현전 학자들의 당대의 언어관을 정리하는 의의로 그 가치가 있다. 또한 훈민

정음을 한자음 표기의 표음적 및 주음적 성격의 발음 기호로6) 이해하고자 했던 신숙

주, 성삼문의 미시적 언어· 문자 의식을 탐색하는 것도 역시 훈민정음 창제의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2. 최만리와 정인지의 대립과 언어·문자 의식의 길항

최만리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세종 26년(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언문’ 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천명한 글이다. 최만리 

등이 상소문을 올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상소문 5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7) 

⑤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

(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명을 모아 이를 각본(刻本)하여 급하게 널리 세상에 공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 사람들의 공론이 어떠하겠습니까?8)

6) 필자는 훈민정음의 표음성과 주음성(注音性)을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는 문자로서 훈민정음이 
고유어나 ‘東音’을 표기하는 특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후자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 ‘華音’
을 비롯한 다른 언어의 음을 표기하는 특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음성
도 표음성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표음적 특성을 대내적 표기 특성으
로, 주음적 특성을 대외적 특성으로 파악해 보고자 구분한 것이다. 이것은 한자로 발음을 표시
하는 이른바 중국식 반절 표기인 양자 표음법에 대한 극복이자 반동이다.

7) 강신항(1987:157) 참조. 실록 국역본과 대조하여 필자가 다소 윤문하였음.

8)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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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운서인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에 훈민정음을 

주음한 것이 널리 알려졌을 때 그에 따른 걱정과 염려를 드러낸 것으로 이미 이 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점으로 창제 후에 운서 한자의 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했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것으로 보면 최만리의 입장에서 운서를 고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언어 권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선이다. 무

엇보다도 최만리 등의 훈민정음 창제 및 그 사용 반대론자는 한자 혹은 한문을 숭상하

는 것이 사대의 예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최만리가 훈민정음을 반대한 논

거에 대해 분석을 통해 그의 보수적인 언어·문자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9). 

①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오로지 중화(中

華)의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글과 제도를 같이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신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서 이상하게 여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밫탕으로 한 것이고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형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어긋

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

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중국을 섬기는 데 있어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10)

한자의 구성원리에 어긋나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지성사대(至誠事

大)에 어긋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조선은 ‘지성사대’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 최만리는 신문자의 창제는 중국을 섬기는 예에 어긋난다

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반발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으며, 그러한 중세 질

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보수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② 예부터 9개 지역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예가 

없습니다. 오직 몽고(蒙古)·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오랑캐의 일이므로 특별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옛글에 말하기

9) 여기에 제시된 이하 번역문은 모두 강신항(1897)과 조선왕조실록 번역문을 대조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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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駭觀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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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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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국의 영향을 입어 오랑캐를 변화시킨’다고 하였지만, 중국이 오랑캐로 변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는 모두 우리나라가 기자(箕子)의 유풍을 가지고 

있어, 문물과 예악을 중국과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

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진다면 이것이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쇠똥구리의 환약을 

취하는 것으니, 어찌 문명의 큰 해가 아니겠습니까?11)

 최만리는 또한 중국 주변의 오랑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들과 같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문자를 

만드는 일은 오랑캐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 역시도 중국과의 기존 질

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는 것을 ‘문명

의 큰 해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의 지나친 중국 숭상의 일면이다. 

③ 신라 설총(薛聰)이 만든 이두(吏讀)는 비록 거칠고 촌스러우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

는 글자를 빌려서 어조사로 사용하였기에 한자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하인들의 의 무리까지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한자를 알게 된 후에 이두를 쓰게 되니,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한자에 의지해야 능히 

뜻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두로 인하여 한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아서 학문을 

진흥하는 데에 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結

繩) 문자를 사용하는 시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려 잠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수 있습

니다. 그래도 바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사용하여 임시방편으로 

삼는 것보다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한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

획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수천 년 사용하면서 관청의 문서 기록이나 약속 계약 등에 사용되면서 

아무런 탈이 없었는데, 어찌 예부터 쓰 오면서 폐단이 없는 글자를 고쳐서 따로 속되고 별

로 이득이 안 되는 글자를 창제하십니까? 만약에 언문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들이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한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뉠 것입니다. 진실

로 관리된 자들이 언문만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학들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11)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狄事耳, 無足道者.《傳》曰: "用夏
變夷, 未聞變於夷者也。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
螗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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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운서인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에 훈민정음을 

주음한 것이 널리 알려졌을 때 그에 따른 걱정과 염려를 드러낸 것으로 이미 이 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점으로 창제 후에 운서 한자의 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했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것으로 보면 최만리의 입장에서 운서를 고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언어 권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선이다. 무

엇보다도 최만리 등의 훈민정음 창제 및 그 사용 반대론자는 한자 혹은 한문을 숭상하

는 것이 사대의 예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최만리가 훈민정음을 반대한 논

거에 대해 분석을 통해 그의 보수적인 언어·문자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9). 

①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오로지 중화(中

華)의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글과 제도를 같이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신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서 이상하게 여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밫탕으로 한 것이고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형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어긋

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

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중국을 섬기는 데 있어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10)

한자의 구성원리에 어긋나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지성사대(至誠事

大)에 어긋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조선은 ‘지성사대’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 최만리는 신문자의 창제는 중국을 섬기는 예에 어긋난다

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반발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으며, 그러한 중세 질

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보수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② 예부터 9개 지역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예가 

없습니다. 오직 몽고(蒙古)·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오랑캐의 일이므로 특별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옛글에 말하기

9) 여기에 제시된 이하 번역문은 모두 강신항(1897)과 조선왕조실록 번역문을 대조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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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駭觀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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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 17

를, 중국의 영향을 입어 오랑캐를 변화시킨’다고 하였지만, 중국이 오랑캐로 변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는 모두 우리나라가 기자(箕子)의 유풍을 가지고 

있어, 문물과 예악을 중국과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

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진다면 이것이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쇠똥구리의 환약을 

취하는 것으니, 어찌 문명의 큰 해가 아니겠습니까?11)

 최만리는 또한 중국 주변의 오랑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들과 같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문자를 

만드는 일은 오랑캐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 역시도 중국과의 기존 질

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는 것을 ‘문명

의 큰 해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의 지나친 중국 숭상의 일면이다. 

③ 신라 설총(薛聰)이 만든 이두(吏讀)는 비록 거칠고 촌스러우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

는 글자를 빌려서 어조사로 사용하였기에 한자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하인들의 의 무리까지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한자를 알게 된 후에 이두를 쓰게 되니,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한자에 의지해야 능히 

뜻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두로 인하여 한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아서 학문을 

진흥하는 데에 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結

繩) 문자를 사용하는 시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려 잠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수 있습

니다. 그래도 바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사용하여 임시방편으로 

삼는 것보다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한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

획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수천 년 사용하면서 관청의 문서 기록이나 약속 계약 등에 사용되면서 

아무런 탈이 없었는데, 어찌 예부터 쓰 오면서 폐단이 없는 글자를 고쳐서 따로 속되고 별

로 이득이 안 되는 글자를 창제하십니까? 만약에 언문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들이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한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뉠 것입니다. 진실

로 관리된 자들이 언문만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학들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11)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狄事耳, 無足道者.《傳》曰: "用夏
變夷, 未聞變於夷者也。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
螗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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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자의 언문으로도 충분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苦心勞思)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공부하겠습니까? (중략)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

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12) 

최만리는 신문자 반대의 세 번째 주장으로 신라 이래로 이두를 써 온 전통이 있으

나, 이것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이두 사용이 학문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부터 언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관리도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한자 

공부에 힘을 쓰지 않아서 성리학 연구가 쇠퇴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최만리의 주장 속에는 우선 중인 이하의 계층에서는 모두 이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양반 지배층의 문자인 한문이라는 문자의 권위를 지

키면서 양반이 아닌 계층 모두에게 차자 문자인 이두가 한자의 차용으로 완성된 것을 

의식하고 한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맥락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최만리

의 생각은 한자라는 문자를 바탕으로 한 문자 체제 아래서 두 개의 표기 수단(한문, 이

두)을 지향하는 이중 문자 의식의 시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만일에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말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

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옵니다. (중략) 가령 옥에 갇혀 있는 죄수 

중에서 이두를 잘 아는 자가 있어서 직접 자기가 공술한 내용을 읽어 보고, 그 내용이 허

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겠습니까? 죄인을 공평하거나 공평하지 못하게 다스리는 

12) 新羅 薜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先讀數書, 粗知文字, 然
後乃用吏讀。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若我國, 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必曰: "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
期會等事, 無有防(礎) 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苟爲
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중략) 厭舊喜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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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옥리(獄吏)의 자질에 달린 것이지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다. 언문

으로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신들은 그 타탕함을 알 수 없습니다.13)

최만리는 또한 이두를 사용함으로써 형사 제도가 제대로 안되니 그 대신에 훈민정음

을 사용해야 그것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질

에 달린 것이니 새로운 문자를 사용한다고 그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앞의 주장과 함께 최만리에게 이두라는 차자 표기 문자는 곧 백성들의 문자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그는 굳이 백성을 위한 다른 문자 창제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만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자의 등장이 곧 한문의 위축뿐

만이 아니라 차자 표기의 위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숭유(崇

儒)의 의지를 지닌 그에게 한문을 진흥시키는 데 장애물이기도 했다.

위의 최만리 상소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최만리의 언어·문자 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중국 한문을 기반으로 한 언어 권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언어 권위관은 중세의 질서인 지성사대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 

조선은 다른 오랑캐와는 차별되는 동아시아 중세 질서에 순응하는 보편적 한문주의라

고 명명할 수 있다. 그 보편적 한문주의는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 이두를 허용할 수

는 있어도 한문의 위축을 가져올 언문 사용은 허용될 수 없는 인식 태도이다. 제도의 

문제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량 문제이지 언어 및 문자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보편적 한문주의에 기반할 때 언어권위관에 따라서 운서를 그대로 지키고 그에 

따르는 것은 일종의 당시 언어 규범의 실천이다. ⑤의 상소 동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운서의 음을 고치고, 그 고친 음을 언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한자 주음 표

기에 대한 반동이자 한자 반절법 중심의 표기 규범의 파괴라고 인식한 것이다. 한자음

을 언문으로 고치는 행위가 한자 및 한문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한 것이고, 이것은 

중세의 보수주의자에게 한자와 한문이 지니는 권위 의식의 소산이다. 결국 최만리 등

과 같은 보수적인 보편적 한문주의자의 입장에서 중세의 어문 질서는 한자를 중심으로 

한 이중 문자 의식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대척점에 있었던 집현전 학자 정인지는 공교롭게도 

13)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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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若然則雖
用諺文, 何異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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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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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자의 언문으로도 충분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苦心勞思)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공부하겠습니까? (중략)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

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12) 

최만리는 신문자 반대의 세 번째 주장으로 신라 이래로 이두를 써 온 전통이 있으

나, 이것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이두 사용이 학문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부터 언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관리도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한자 

공부에 힘을 쓰지 않아서 성리학 연구가 쇠퇴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최만리의 주장 속에는 우선 중인 이하의 계층에서는 모두 이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양반 지배층의 문자인 한문이라는 문자의 권위를 지

키면서 양반이 아닌 계층 모두에게 차자 문자인 이두가 한자의 차용으로 완성된 것을 

의식하고 한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맥락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최만리

의 생각은 한자라는 문자를 바탕으로 한 문자 체제 아래서 두 개의 표기 수단(한문, 이

두)을 지향하는 이중 문자 의식의 시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만일에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말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

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옵니다. (중략) 가령 옥에 갇혀 있는 죄수 

중에서 이두를 잘 아는 자가 있어서 직접 자기가 공술한 내용을 읽어 보고, 그 내용이 허

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겠습니까? 죄인을 공평하거나 공평하지 못하게 다스리는 

12) 新羅 薜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先讀數書, 粗知文字, 然
後乃用吏讀。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若我國, 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必曰: "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
期會等事, 無有防(礎) 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苟爲
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중략) 厭舊喜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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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옥리(獄吏)의 자질에 달린 것이지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다. 언문

으로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신들은 그 타탕함을 알 수 없습니다.13)

최만리는 또한 이두를 사용함으로써 형사 제도가 제대로 안되니 그 대신에 훈민정음

을 사용해야 그것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질

에 달린 것이니 새로운 문자를 사용한다고 그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앞의 주장과 함께 최만리에게 이두라는 차자 표기 문자는 곧 백성들의 문자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그는 굳이 백성을 위한 다른 문자 창제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만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자의 등장이 곧 한문의 위축뿐

만이 아니라 차자 표기의 위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숭유(崇

儒)의 의지를 지닌 그에게 한문을 진흥시키는 데 장애물이기도 했다.

위의 최만리 상소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최만리의 언어·문자 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중국 한문을 기반으로 한 언어 권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언어 권위관은 중세의 질서인 지성사대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 

조선은 다른 오랑캐와는 차별되는 동아시아 중세 질서에 순응하는 보편적 한문주의라

고 명명할 수 있다. 그 보편적 한문주의는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 이두를 허용할 수

는 있어도 한문의 위축을 가져올 언문 사용은 허용될 수 없는 인식 태도이다. 제도의 

문제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량 문제이지 언어 및 문자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보편적 한문주의에 기반할 때 언어권위관에 따라서 운서를 그대로 지키고 그에 

따르는 것은 일종의 당시 언어 규범의 실천이다. ⑤의 상소 동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운서의 음을 고치고, 그 고친 음을 언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한자 주음 표

기에 대한 반동이자 한자 반절법 중심의 표기 규범의 파괴라고 인식한 것이다. 한자음

을 언문으로 고치는 행위가 한자 및 한문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한 것이고, 이것은 

중세의 보수주의자에게 한자와 한문이 지니는 권위 의식의 소산이다. 결국 최만리 등

과 같은 보수적인 보편적 한문주의자의 입장에서 중세의 어문 질서는 한자를 중심으로 

한 이중 문자 의식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대척점에 있었던 집현전 학자 정인지는 공교롭게도 

13)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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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若然則雖
用諺文, 何異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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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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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의 ‘서(序)’에서 최만리의 보편적 한문주의에 반하는 입장을 세종과 함

께 공유함으로써 보수주의적 언어관에서 과감하게 벗어났다. 그것은 세종의 온전한 뜻

이었고,14) 해례 편찬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전략)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고 소리의 기운 또한 그에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통용하게 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

이 없겠는가? 요컨대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요,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비길만 하나, 다만 우리말이 

같이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

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

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막

히어, 비루하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

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

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129) 에 합하여 삼재의 뜻과 이기의 정묘함이 다 들

어 있지 않음이 없다. (중략) 자운(字韻)에서는 청탁이 잘 분별될 수가 있고, 악가(樂歌)에

서는 율려(律呂)가 서로 화합될 수 있어서 쓰는 데마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어디를 가

더라도 통하지 못할 바가 아니니,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후략)15)

정인지는 이 서문에서 한문의 부정을 통해 훈민정음 창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14) 정치적으로 정인지는 세종의 부탁을 저버리고 癸酉靖亂 때는 首陽의 편에 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상적으로는 抑佛崇儒에 철저
하여 世宗二十三年(1441)에 왕이 好佛함을 비판하는 上疏文을 올린 적이 있다(鄭尙均(1986)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소한 훈민정음 
관계 문헌에서 드러나는 정인지의 문자 의식은 명목상 세종의 의지를 따르는 태도 내지는 세종을 대변하는 인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15) (전략)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 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要
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吾東方禮樂文物,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 薛聰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癸亥冬, 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二氣之妙, 莫不該括 (중략) 字韻
則淸濁之能卞,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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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다. 다만 풍토에 따라 소리도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어권위관에서 벗어나려

는 의식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언문 불일치에 상징을 한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두의 

불편함을 절절히 호소했다. 그에 대한 반동은 친제 신문자의 탄생이었고 정인지는 집

현전 소장학파의 입장에서 세종의 뜻을 따른 대변자였다. 특히 훈민정음의 사용이 한

자음 자운의 명확한 분별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천하의 성음을 모두 적을 수 있다는 

신문자의 보편적 표음주의 의식 또한 그의 이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언어·문

자 의식이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도 그는 3중의 언어·문자 의식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정인지의 문자 의식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그의 의식을 신문자 우월주의적 

발상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의 문자 의식 기저에 깔린 태도는 분명 한문

을 숭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문자의 창제에 주도적 역할

을 하고 신문자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졌던 것은 현실적 한문주의가 철저하게 

통하기 어려운 시대였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는 당

시의 이중적 문자 생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문자를 만들어 삼중적 문자 생활의 번

거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문

자 의식은 상당히 앞섰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역시 한문주의라는 중세의 의식을 극복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최만리의 언어·문자 의식은 ‘지성사대’의 발상이자 지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의 그러한 문자 의식도 그의 개인적인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보편적 

언어 의식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중적인 문자 생활

의 처지에서 신문자의 창제는 곧 삼중의 문자 생활이라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그는 문자 사용의 난맥상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한 우려가 한편으로 한문이라는 문자

를 고수하고 그 안에서 이중의 문자 생활을 지켜가고자 했던 현실적 대안으로 기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문자 의식은 중세적 한계를 드러내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철저하게 중세라는 시대에 기존 문자에 대한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최만리나 정인지,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 모두 그들의 언어·문자 

의식은 기본적으로 중세 질서에 순응하는 관점이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최만리는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보편적 한문주의의 입장이었고, 정인지는 현실적 한문주의의 시선

이었다는 점이다. 정인지 등이 고민한 것은 이두를 대체하는 표기 수단으로 훈민정음

도 있었으나, 운서의 한자음을 정확하게 정음으로 표기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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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의 ‘서(序)’에서 최만리의 보편적 한문주의에 반하는 입장을 세종과 함

께 공유함으로써 보수주의적 언어관에서 과감하게 벗어났다. 그것은 세종의 온전한 뜻

이었고,14) 해례 편찬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전략)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고 소리의 기운 또한 그에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통용하게 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

이 없겠는가? 요컨대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요,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비길만 하나, 다만 우리말이 

같이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

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

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막

히어, 비루하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

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

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129) 에 합하여 삼재의 뜻과 이기의 정묘함이 다 들

어 있지 않음이 없다. (중략) 자운(字韻)에서는 청탁이 잘 분별될 수가 있고, 악가(樂歌)에

서는 율려(律呂)가 서로 화합될 수 있어서 쓰는 데마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어디를 가

더라도 통하지 못할 바가 아니니,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후략)15)

정인지는 이 서문에서 한문의 부정을 통해 훈민정음 창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14) 정치적으로 정인지는 세종의 부탁을 저버리고 癸酉靖亂 때는 首陽의 편에 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상적으로는 抑佛崇儒에 철저
하여 世宗二十三年(1441)에 왕이 好佛함을 비판하는 上疏文을 올린 적이 있다(鄭尙均(1986)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소한 훈민정음 
관계 문헌에서 드러나는 정인지의 문자 의식은 명목상 세종의 의지를 따르는 태도 내지는 세종을 대변하는 인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15) (전략)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 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要
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吾東方禮樂文物,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昔新羅 薛聰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癸亥冬, 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二氣之妙, 莫不該括 (중략) 字韻
則淸濁之能卞,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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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다. 다만 풍토에 따라 소리도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어권위관에서 벗어나려

는 의식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언문 불일치에 상징을 한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두의 

불편함을 절절히 호소했다. 그에 대한 반동은 친제 신문자의 탄생이었고 정인지는 집

현전 소장학파의 입장에서 세종의 뜻을 따른 대변자였다. 특히 훈민정음의 사용이 한

자음 자운의 명확한 분별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천하의 성음을 모두 적을 수 있다는 

신문자의 보편적 표음주의 의식 또한 그의 이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언어·문

자 의식이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어도 그는 3중의 언어·문자 의식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정인지의 문자 의식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그의 의식을 신문자 우월주의적 

발상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의 문자 의식 기저에 깔린 태도는 분명 한문

을 숭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문자의 창제에 주도적 역할

을 하고 신문자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졌던 것은 현실적 한문주의가 철저하게 

통하기 어려운 시대였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는 당

시의 이중적 문자 생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문자를 만들어 삼중적 문자 생활의 번

거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문

자 의식은 상당히 앞섰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역시 한문주의라는 중세의 의식을 극복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최만리의 언어·문자 의식은 ‘지성사대’의 발상이자 지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의 그러한 문자 의식도 그의 개인적인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보편적 

언어 의식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중적인 문자 생활

의 처지에서 신문자의 창제는 곧 삼중의 문자 생활이라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그는 문자 사용의 난맥상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한 우려가 한편으로 한문이라는 문자

를 고수하고 그 안에서 이중의 문자 생활을 지켜가고자 했던 현실적 대안으로 기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문자 의식은 중세적 한계를 드러내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철저하게 중세라는 시대에 기존 문자에 대한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최만리나 정인지,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 모두 그들의 언어·문자 

의식은 기본적으로 중세 질서에 순응하는 관점이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최만리는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보편적 한문주의의 입장이었고, 정인지는 현실적 한문주의의 시선

이었다는 점이다. 정인지 등이 고민한 것은 이두를 대체하는 표기 수단으로 훈민정음

도 있었으나, 운서의 한자음을 정확하게 정음으로 표기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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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실천은 다음 장에서 언급할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의 편찬이었다. 

이 운서들의 편찬과 번역은 훈민정음이 글을 모르는 평민을 위한 어문 정책의 소산

만이 아니라 한자 및 한문을 아는 양반 계층만을 위한 국어학적 성과였다. 한자와 한

문을 버리고 훈민정음을 표기 서사 규범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중세의 

모든 계층에게 쓸모 있고 다양하게 기능하는 훈민정음이 절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

인지는 언어·문자 의식은 한자와 한문, 이두를 버리고 훈민정음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훈민정음의 탄생은 세 표기 규범이 병존하는 삼중의 언어 생활을 

중세에 구현하고자 했던 의지의 소산이었다고 이해된다. 그것은 당연히 세종의 정신이

기도 했다.

결국 이 시대의 최만리와 정인지의 언어·의 문자 의식은 보편적 한문주의와 현실적 

한문주의의 길항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도 대체로 동일하고 한

문의 기능과 그 쓰임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자표기인 이두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는 두 사람이 차이를 보인다. 보편적 한문주의 안에서 차자표기의 유용론를 

주장한 최만리가 있다면, 차자표기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한계론을 주장한 정인지는 한

자와 한문을 인정하는 현실적 한문주의 안에서 운서의 한자음 주음 방식의 대전환을 

꾀했고 언문, 훈민정음이라는 신문자 창제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지성사대의 맥락을 깨

지 않고 실용성과 현실성을 하여 한자음 개신의 문제를 고민한 세력이 정인지를 비롯

한 집현적 소장학파, 소위 정음음운학파의 지향이었고. 세종은 그들에게 실천적 과제를 

부여했다.

3. 집현전 소장학파, 정음음운학파의 언어·문자 의식의 지향

3.1 『東國正韻』(1448)과 신숙주의 언어·문자 의식

집현전 정음음운학파의 학자 중에서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이

로 신숙주를 빼놓을 수 없다. 다음은 그가 쓴 『동국정운』 서문 내용을 보도록 하자.

대저 음(音)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고, 사람이 다

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고 같음이 있나니, 대개 지세가 다름으로써 풍

습과 기질이 다르며, 풍습과 기질이 다름으로써 호흡하는 것이 다르니, 동남 지방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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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의 움직임과 서북 지방의 볼과 목구멍의 움직임이 이런 것이어서, 드디어 글 뜻으로는 

비록 통할지라도 성음(聲音)은 같지 않게 된다.16) 

우리나라의 강산이 자연스럽게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

이 어찌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음(語音)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

이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어음(語音)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것이 자음(字音)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음은 비록 변하였더라도 청탁(淸濁)과 사성(四聲)은 옛날과 같은데, 일찍이 책으로 저

술하여 그 바른 것을 전한 것이 없어서, 용렬한 스승과 속된 선비가 글자를 반절(反切)하는 

법칙을 모르고 얽어놓은 요점에 어두워서 혹은 글자 모양이 비슷함에 따라 같은 음으로, 

혹은 이전의 임금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여 다른 음으로 빌려 적기도 하며, 혹은 두 글자

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거나, 혹은 한 음을 나누어 둘을 만들거나 하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려 쓰거나, 혹은 점이나 획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혹은 한음(漢音)을 따르거

나, 혹은 이어(俚語)를 따르기도 하여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 및 사성(四聲)이 

모두 변한 것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성음(聲音)이 문란하여 경(涇)과 위(渭)가 함께 흐르는지라 가로[橫]로는 

사성(四聲)의 세로줄[經]을 잃고 세로[縱]로는 칠음(七音)의 가로줄[緯]에 뒤얽혀서, 날줄과 

씨줄이 짜이지 못하고 가볍고 무거움이 차례가 뒤바뀌어, 성운(聲韻)이 변한 것이 극에 이

르렀다. 세속에서 선비이자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혹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사

사로이 자작으로 고쳐서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나,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그대로 구습(舊習)을 따르는 이가 많으니, 만일 크게 바로잡지 아니하면 오래 될수록 더욱 

심하여져서 장차 구해낼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17)

위 서문 내용 중에서 신숙주는 언어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인식을 자연스

16) 夫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蓋以地勢別而風氣殊, 風氣殊而呼吸異, 東南之齒唇, 西北之頰喉是已。遂使文軌雖通, 
聲音不同焉。 

17)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
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闢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其音雖變, 淸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
以傳其正, 庸師俗儒不知切字之法, 昧於(紐躡) 之要, 或因字體相似而爲一音, 或因前代避諱而假他音, 或合二字爲一, 或分一音爲二, 或
借用他字, 或加減點畫, 或依漢音, 或從俚語, 而字母七音淸濁四聲, 皆有變焉。(중략) 聲音亂而涇渭同流, 橫失四聲之經, 縱亂七音之緯, 
經緯不交, 輕重易序, 而聲韻之變極矣。世之爲儒師者, 往往或知其失, 私自改之, 以敎子弟, 然重於擅改, 因循舊習者多矣。若不大正之, 則
兪久兪甚, 將有不可救之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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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실천은 다음 장에서 언급할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의 편찬이었다. 

이 운서들의 편찬과 번역은 훈민정음이 글을 모르는 평민을 위한 어문 정책의 소산

만이 아니라 한자 및 한문을 아는 양반 계층만을 위한 국어학적 성과였다. 한자와 한

문을 버리고 훈민정음을 표기 서사 규범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중세의 

모든 계층에게 쓸모 있고 다양하게 기능하는 훈민정음이 절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

인지는 언어·문자 의식은 한자와 한문, 이두를 버리고 훈민정음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훈민정음의 탄생은 세 표기 규범이 병존하는 삼중의 언어 생활을 

중세에 구현하고자 했던 의지의 소산이었다고 이해된다. 그것은 당연히 세종의 정신이

기도 했다.

결국 이 시대의 최만리와 정인지의 언어·의 문자 의식은 보편적 한문주의와 현실적 

한문주의의 길항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도 대체로 동일하고 한

문의 기능과 그 쓰임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자표기인 이두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는 두 사람이 차이를 보인다. 보편적 한문주의 안에서 차자표기의 유용론를 

주장한 최만리가 있다면, 차자표기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한계론을 주장한 정인지는 한

자와 한문을 인정하는 현실적 한문주의 안에서 운서의 한자음 주음 방식의 대전환을 

꾀했고 언문, 훈민정음이라는 신문자 창제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지성사대의 맥락을 깨

지 않고 실용성과 현실성을 하여 한자음 개신의 문제를 고민한 세력이 정인지를 비롯

한 집현적 소장학파, 소위 정음음운학파의 지향이었고. 세종은 그들에게 실천적 과제를 

부여했다.

3. 집현전 소장학파, 정음음운학파의 언어·문자 의식의 지향

3.1 『東國正韻』(1448)과 신숙주의 언어·문자 의식

집현전 정음음운학파의 학자 중에서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이

로 신숙주를 빼놓을 수 없다. 다음은 그가 쓴 『동국정운』 서문 내용을 보도록 하자.

대저 음(音)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고, 사람이 다

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고 같음이 있나니, 대개 지세가 다름으로써 풍

습과 기질이 다르며, 풍습과 기질이 다름으로써 호흡하는 것이 다르니, 동남 지방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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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의 움직임과 서북 지방의 볼과 목구멍의 움직임이 이런 것이어서, 드디어 글 뜻으로는 

비록 통할지라도 성음(聲音)은 같지 않게 된다.16) 

우리나라의 강산이 자연스럽게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

이 어찌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음(語音)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

이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어음(語音)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것이 자음(字音)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음은 비록 변하였더라도 청탁(淸濁)과 사성(四聲)은 옛날과 같은데, 일찍이 책으로 저

술하여 그 바른 것을 전한 것이 없어서, 용렬한 스승과 속된 선비가 글자를 반절(反切)하는 

법칙을 모르고 얽어놓은 요점에 어두워서 혹은 글자 모양이 비슷함에 따라 같은 음으로, 

혹은 이전의 임금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여 다른 음으로 빌려 적기도 하며, 혹은 두 글자

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거나, 혹은 한 음을 나누어 둘을 만들거나 하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려 쓰거나, 혹은 점이나 획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혹은 한음(漢音)을 따르거

나, 혹은 이어(俚語)를 따르기도 하여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 및 사성(四聲)이 

모두 변한 것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성음(聲音)이 문란하여 경(涇)과 위(渭)가 함께 흐르는지라 가로[橫]로는 

사성(四聲)의 세로줄[經]을 잃고 세로[縱]로는 칠음(七音)의 가로줄[緯]에 뒤얽혀서, 날줄과 

씨줄이 짜이지 못하고 가볍고 무거움이 차례가 뒤바뀌어, 성운(聲韻)이 변한 것이 극에 이

르렀다. 세속에서 선비이자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혹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사

사로이 자작으로 고쳐서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나,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그대로 구습(舊習)을 따르는 이가 많으니, 만일 크게 바로잡지 아니하면 오래 될수록 더욱 

심하여져서 장차 구해낼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17)

위 서문 내용 중에서 신숙주는 언어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인식을 자연스

16) 夫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蓋以地勢別而風氣殊, 風氣殊而呼吸異, 東南之齒唇, 西北之頰喉是已。遂使文軌雖通, 
聲音不同焉。 

17)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
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闢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其音雖變, 淸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
以傳其正, 庸師俗儒不知切字之法, 昧於(紐躡) 之要, 或因字體相似而爲一音, 或因前代避諱而假他音, 或合二字爲一, 或分一音爲二, 或
借用他字, 或加減點畫, 或依漢音, 或從俚語, 而字母七音淸濁四聲, 皆有變焉。(중략) 聲音亂而涇渭同流, 橫失四聲之經, 縱亂七音之緯, 
經緯不交, 輕重易序, 而聲韻之變極矣。世之爲儒師者, 往往或知其失, 私自改之, 以敎子弟, 然重於擅改, 因循舊習者多矣。若不大正之, 則
兪久兪甚, 將有不可救之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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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수용하고 있다. 당시 조선 말고도 중국 내에서도 발음이 지역에 따라 심하게 변

하고 있음을 신숙주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 우리 사이

에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한자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신

숙주의 현실 인식이 뚜렷하다. 

특히 그는 반절의 규칙도 모르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자 및 한자음 교육 현장에서 

난맥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위의 문제 의식은 철처하게 한자음이 혼란해진 당

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 문헌이 한자음 교정를 통한 이상적인 한자음 제

정의 조선 운서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두와 차자표기의 불편함에 기인한 우리말 

표기를 위한 훈민정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 서문에서는 어떤 내용도 찾을 없다. 

운서의 서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종은 정음음운학파 신숙주에게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신(臣) 신숙주와 수 집현전 직제학 신 최항, 수 직집현전 신 성삼문·신 박팽년, 수 

집현전 교리신 이개, 수 이조정랑 신 강희안, 수 병조정랑 신 이현로, 수 승문원 교리 신

(臣) 조변안, 승문원 부교리 신 김증에게 명하시길 세속의 습속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 오

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쓰이는 음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도 맞추어서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과 사성(四聲) 등에 걸쳐 그 본말을 자세히 밝히라고 

하시고 올바른 것으로 회복하라고 하셨다. 신들이 재주와 학식이 얕고 짧으며 학문 공부가 

좁고 비루하여 그 뜻에 미치지 못했다. 매번 지시하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번거롭게 하였기

에 이에 옛사람이 편성한 음운과 제정한 자모를 가지고 합쳐야 할 것은 합치고 나눠야 할 

것은 나누되, 하나의 합침과 하나의 나눔이나 한 성음과 한 자운마다 모두 위에 결재를 받

았다. 또한 각각 고증과 근거를 두었다.

이에 사성으로 조절하고 91운과 23자모로 기준을 삼은 다음 임금께서 친히 지으신 훈

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였다. ‘질(質)’·‘물(勿)’ 둘의 운(韻)은 ‘영(影)’으로 ‘내(來)’를 보충

하는 방식으로 속음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옛 습관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

두 고쳐졌다, 글이 완성되어 이름을 하사하시기를 『동국정운(東國正韻)』이라 하시고, 신 숙

주에게 명하시어 서문을 지으라 하셨다. 훈민정음이 제작되면서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

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18) 

18)臣叔舟及守集賢殿直提學臣崔恒、守直集賢殿臣成三問ㆍ臣朴彭年、守集賢殿校理臣李愷、守吏曹正郞臣姜希顔、守兵曹正郞臣李賢老、守承文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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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자들이 그대로 등장한다. 

정인지를 제외하고 신숙주를 중심으로 해례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이 작업에 함께 했

다. 『동국정운』의 편찬에서 한자음 정리는 세종의 명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에 쓰이는 관습을 널리 채택할 것을 강조

했고, 옛날부터 전해 오는 서적을 널리 상고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한 글자가 여러 개

의 음으로 쓰일 때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과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91운 23자모의 체계를 세웠으며, 반절(反切) 대신에 훈민정음으로써 표음할 것을 지시

하셨다. 특히 ㄷ 입성은 민간의 발음에 따라 ㄹ로 바꾸되, 입성의 자질을 살리기 위하

여 ‘ㅭ’과 같이 ‘이영보래(以影補來)의 원칙으로 표기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들에게 훈민정음은 한자음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양반인 그에게서 훈민정

음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신문자라는 인식보다는 조선의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

서 훈민정음의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에 집중되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세종

의 명을 받아서 『동국정운』을 편찬한 목적은 혼란스러운 조선의 한자음을 정리하는 데 

있었고, 그 중심에 신숙주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상적인 조선의 교정 한자음의 표기

는 훈민정음이 담당하였다. 

3.2 『洪武正韻譯訓』(1455)과 신숙주, 성삼문의 언어·문자 의식

당시 중국 자음(字音)의 표준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은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서로 『洪武正韻』을 인정하고 신숙주, 성산문 등에게 훈민정

음으로 한자음을 표기할 것을 명하였다. 그것이 『홍무정운역훈』이다. 원래의 반절로는 

표시되지 않았던 당시의 북방음도 아울러 조사하여 이를 속음(俗音)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문헌은 결국 당시 중국 한자음 발음 사전에 해당한다. 여기에 제시된 서문은 신숙

주의 문집인 『保閑齋集』에 실린 것을 인용하였다.

校理臣曺變安、承文院副校理臣金曾, 旁採俗習, 博考傳籍, 本諸廣用之音, 協之古韻之切, 字母七音、淸濁四聲, 靡不究其源委, 以復乎正。臣
等才識淺短, 學問孤陋, 奉承未達, 每煩指顧, 乃因古人編韻定母, 可倂者倂之, 可分者分之, 一倂一分、一聲一韻, 皆稟宸斷, 而亦各有考據。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 因俗歸正, 舊習譌謬, 至是而悉革矣。書成, 賜
名曰《東國正韻》, 仍命臣叔舟爲序 (중략) 自正音作而萬古一聲, 毫釐不差, 實傳音之樞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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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수용하고 있다. 당시 조선 말고도 중국 내에서도 발음이 지역에 따라 심하게 변

하고 있음을 신숙주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 우리 사이

에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한자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신

숙주의 현실 인식이 뚜렷하다. 

특히 그는 반절의 규칙도 모르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자 및 한자음 교육 현장에서 

난맥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위의 문제 의식은 철처하게 한자음이 혼란해진 당

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 문헌이 한자음 교정를 통한 이상적인 한자음 제

정의 조선 운서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두와 차자표기의 불편함에 기인한 우리말 

표기를 위한 훈민정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 서문에서는 어떤 내용도 찾을 없다. 

운서의 서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종은 정음음운학파 신숙주에게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신(臣) 신숙주와 수 집현전 직제학 신 최항, 수 직집현전 신 성삼문·신 박팽년, 수 

집현전 교리신 이개, 수 이조정랑 신 강희안, 수 병조정랑 신 이현로, 수 승문원 교리 신

(臣) 조변안, 승문원 부교리 신 김증에게 명하시길 세속의 습속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 오

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쓰이는 음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도 맞추어서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과 사성(四聲) 등에 걸쳐 그 본말을 자세히 밝히라고 

하시고 올바른 것으로 회복하라고 하셨다. 신들이 재주와 학식이 얕고 짧으며 학문 공부가 

좁고 비루하여 그 뜻에 미치지 못했다. 매번 지시하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번거롭게 하였기

에 이에 옛사람이 편성한 음운과 제정한 자모를 가지고 합쳐야 할 것은 합치고 나눠야 할 

것은 나누되, 하나의 합침과 하나의 나눔이나 한 성음과 한 자운마다 모두 위에 결재를 받

았다. 또한 각각 고증과 근거를 두었다.

이에 사성으로 조절하고 91운과 23자모로 기준을 삼은 다음 임금께서 친히 지으신 훈

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였다. ‘질(質)’·‘물(勿)’ 둘의 운(韻)은 ‘영(影)’으로 ‘내(來)’를 보충

하는 방식으로 속음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옛 습관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

두 고쳐졌다, 글이 완성되어 이름을 하사하시기를 『동국정운(東國正韻)』이라 하시고, 신 숙

주에게 명하시어 서문을 지으라 하셨다. 훈민정음이 제작되면서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

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18) 

18)臣叔舟及守集賢殿直提學臣崔恒、守直集賢殿臣成三問ㆍ臣朴彭年、守集賢殿校理臣李愷、守吏曹正郞臣姜希顔、守兵曹正郞臣李賢老、守承文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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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자들이 그대로 등장한다. 

정인지를 제외하고 신숙주를 중심으로 해례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이 작업에 함께 했

다. 『동국정운』의 편찬에서 한자음 정리는 세종의 명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에 쓰이는 관습을 널리 채택할 것을 강조

했고, 옛날부터 전해 오는 서적을 널리 상고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한 글자가 여러 개

의 음으로 쓰일 때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과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91운 23자모의 체계를 세웠으며, 반절(反切) 대신에 훈민정음으로써 표음할 것을 지시

하셨다. 특히 ㄷ 입성은 민간의 발음에 따라 ㄹ로 바꾸되, 입성의 자질을 살리기 위하

여 ‘ㅭ’과 같이 ‘이영보래(以影補來)의 원칙으로 표기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들에게 훈민정음은 한자음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양반인 그에게서 훈민정

음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신문자라는 인식보다는 조선의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

서 훈민정음의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에 집중되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세종

의 명을 받아서 『동국정운』을 편찬한 목적은 혼란스러운 조선의 한자음을 정리하는 데 

있었고, 그 중심에 신숙주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상적인 조선의 교정 한자음의 표기

는 훈민정음이 담당하였다. 

3.2 『洪武正韻譯訓』(1455)과 신숙주, 성삼문의 언어·문자 의식

당시 중국 자음(字音)의 표준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은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서로 『洪武正韻』을 인정하고 신숙주, 성산문 등에게 훈민정

음으로 한자음을 표기할 것을 명하였다. 그것이 『홍무정운역훈』이다. 원래의 반절로는 

표시되지 않았던 당시의 북방음도 아울러 조사하여 이를 속음(俗音)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문헌은 결국 당시 중국 한자음 발음 사전에 해당한다. 여기에 제시된 서문은 신숙

주의 문집인 『保閑齋集』에 실린 것을 인용하였다.

校理臣曺變安、承文院副校理臣金曾, 旁採俗習, 博考傳籍, 本諸廣用之音, 協之古韻之切, 字母七音、淸濁四聲, 靡不究其源委, 以復乎正。臣
等才識淺短, 學問孤陋, 奉承未達, 每煩指顧, 乃因古人編韻定母, 可倂者倂之, 可分者分之, 一倂一分、一聲一韻, 皆稟宸斷, 而亦各有考據。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 因俗歸正, 舊習譌謬, 至是而悉革矣。書成, 賜
名曰《東國正韻》, 仍命臣叔舟爲序 (중략) 自正音作而萬古一聲, 毫釐不差, 實傳音之樞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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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종대왕께서 운학에 뜻을 두고 깊이 연구하시어 훈민정음과 같은 약간의 글자를 

창제하시니, 사방의 만물의 소리를 전하지 못함이 없으며, 우리 동방의 선비가 비로소 사

성과 칠음을 알게 되어 저절로 갖추지 못할 것이 없으며, 특히 자운(字韻)에만 한할 것만이 

아니다. 이에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 그리하여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 현 예조 참의 

신 성삼문, 전농소윤 신 조변안, 지금산 군사 신 김증, 전 행통례문봉례랑 신 손수산 및 

신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옛 것을 교정하게 하고, 수양대군과 계양군이 출납을 맡도록 하

고, 모두 친히 임석하여 법식대로 정하여 칠음으로 맞추고, 사성으로 고르고, 청탁으로 고

르니, 종횡 경위가 비로소 바르게 되어 결함이 없다. 그러나 어음이 이미 다르고 와전이 

역시 심하여, 신 등에게 중국의 선생이나 학자에게 물어 보라고 명하셨다. 그리하여 왕래

가 7~8회에 이르렀고, 물어본 사람이 몇이나 된다. 19)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

는 현실은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맥락과 유사하다. 그 어음은 이미 중국과는 너무 다르

고 그 와전이 심하다는 점을 경계하고 세종은 신숙주 등에게 중국의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 보라고 세종은 명하였다. 이에 신숙주는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중국 자음을 정확

히 익혔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음(語音)’에 주목해야 한다. 이 어음은 중국 자음과는 거리가 먼 우

리의 음이다. 곧 동음(東音)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어음은 중국 화음(華)과는 달랐던 

음인 동시에 중국 한자음의 관점에서는 ‘와전(訛傳)’된 것이었다. 원음에 어긋나는 것인 

셈이다. 그러나 이 어음을 폐기해야 한다든가 어음을 화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음의 변화 현실을 수용하고 중국 화음을 『홍무정

운역훈』에서 훈민정음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동국정운』의 편찬과는 그 

편찬 목적이 다른 것이다.

19)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硏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吾東邦之士 始知四聲七音 自無所不具 非特字韻而已
也 於是以吾東國 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令今禮曹參議臣成三問 典農少尹臣曹變安 知金山郡事臣金曾 前行通
禮門奉禮郞臣孫壽山及臣叔舟等 稽古證閱 首陽大君臣諱 桂陽君臣璔 監掌出納 而悉親臨課定 叶以七音 調以四聲 諧之以淸濁 縱衡經緯 
始正罔缺 然語音旣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所 與質之者 若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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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대왕께서 세자로 계실 때부터 성인으로 세종대왕을 보좌하여 성운 관계 사업에 참여

하셨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신 등 및 전 판관 신 노삼, 현 감찰 신 권인, 부사직 신 임

원준에게 명하여 거듭 교정을 가하게 하였다. 무릇 홍무운(홍무정운)을 가지고 합하고 나눈 

것은 모두 바로잡아 놓았는데, 유독 칠음의 앞뒤가 그 차례가 맞지 않았다. 그러나 감히 경

솔하게 변경할 수 없어서, 다만 그전 것을 그대로 두고 자모를 여러 운과 각 글자의 머리

에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반절을 대신하고, 그 속음과 두 가지로 

사용하는 음을 몰라서는 아니 되므로 나누어서 본 글자의 아래 주를 달고, 만약 또 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략 주석을 가해서 그 보기를 보여주고, 또 세종대왕께서 정해 놓으

신 『사성통고』를 따로 첫머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지어서 지침을 만들었다. 삼가 생각하

옵건대, 성상(단종)께서 즉위하시자 빨리 인출해서 반포하도록 명하여 널리 전하게 하시고, 

신이 일찍이 선왕에게 명을 받았다 해서, 명하여 서문을 지어 전말을 기록하게 하셨다.20)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훈민정음’이 반절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과 

중국 자음을 화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음도 함께 주음하는 편찬 방식에 대한 언

급이다. 이 『홍무정운역훈』의 훈민정음 기능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왜 ‘반절(反切)’이라

고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상 한자 두 자로 성과 운을 표시하는 양

자표음법인 반절법을 이 운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

음은 천하의 성음을 다 적을 수 있다고 했으니 중국 자음인 화음은 물론 북방음에 해

당하는 속음도 적을 수 있는 발음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훈민정음이 하나의 목적

만을 위해 제정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서문에서 『홍무정운역훈』을 편찬하는 방식의 

이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동국정운』은 우리의 이상적인 교정 한자음을 표기한 운서이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으로 편찬한 조선식 운서이다. 그 반면에 『홍무정운역훈』은 중국 화음의 발음 

사전으로 『동국정운』과는 그 결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이 두 운서의 한자

음 표기에 대내적 주음기호와 대외적 주음 기호를 겸해서 사용된 발음기호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20)文宗恭順大王 自在東邸 以聖輔聖 參定聲韻 及嗣寶位 命臣等 .及前判官臣魯參 今監察臣權引 副司直臣任元濬 重加讐校 夫洪武韻用韻
倂析 悉就於正 而獨七音先後 不由其序 然不敢輕有變更 但因其舊 而分入字母於諸韻各字之首 用訓民正音 以代反切 其俗音及兩用之音 
又不可以不知 則分注本字之下 若又有難通者 則略加注釋 以示其例 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 別附之頭面 復著凡例 爲之指南 恭惟聖上卽位 
亟命印頒以廣其傳 以臣嘗受命於先王 命作序 以識顚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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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종대왕께서 운학에 뜻을 두고 깊이 연구하시어 훈민정음과 같은 약간의 글자를 

창제하시니, 사방의 만물의 소리를 전하지 못함이 없으며, 우리 동방의 선비가 비로소 사

성과 칠음을 알게 되어 저절로 갖추지 못할 것이 없으며, 특히 자운(字韻)에만 한할 것만이 

아니다. 이에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 그리하여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 현 예조 참의 

신 성삼문, 전농소윤 신 조변안, 지금산 군사 신 김증, 전 행통례문봉례랑 신 손수산 및 

신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옛 것을 교정하게 하고, 수양대군과 계양군이 출납을 맡도록 하

고, 모두 친히 임석하여 법식대로 정하여 칠음으로 맞추고, 사성으로 고르고, 청탁으로 고

르니, 종횡 경위가 비로소 바르게 되어 결함이 없다. 그러나 어음이 이미 다르고 와전이 

역시 심하여, 신 등에게 중국의 선생이나 학자에게 물어 보라고 명하셨다. 그리하여 왕래

가 7~8회에 이르렀고, 물어본 사람이 몇이나 된다. 19)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

는 현실은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맥락과 유사하다. 그 어음은 이미 중국과는 너무 다르

고 그 와전이 심하다는 점을 경계하고 세종은 신숙주 등에게 중국의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 보라고 세종은 명하였다. 이에 신숙주는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중국 자음을 정확

히 익혔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음(語音)’에 주목해야 한다. 이 어음은 중국 자음과는 거리가 먼 우

리의 음이다. 곧 동음(東音)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어음은 중국 화음(華)과는 달랐던 

음인 동시에 중국 한자음의 관점에서는 ‘와전(訛傳)’된 것이었다. 원음에 어긋나는 것인 

셈이다. 그러나 이 어음을 폐기해야 한다든가 어음을 화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음의 변화 현실을 수용하고 중국 화음을 『홍무정

운역훈』에서 훈민정음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동국정운』의 편찬과는 그 

편찬 목적이 다른 것이다.

19)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硏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吾東邦之士 始知四聲七音 自無所不具 非特字韻而已
也 於是以吾東國 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令今禮曹參議臣成三問 典農少尹臣曹變安 知金山郡事臣金曾 前行通
禮門奉禮郞臣孫壽山及臣叔舟等 稽古證閱 首陽大君臣諱 桂陽君臣璔 監掌出納 而悉親臨課定 叶以七音 調以四聲 諧之以淸濁 縱衡經緯 
始正罔缺 然語音旣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所 與質之者 若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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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대왕께서 세자로 계실 때부터 성인으로 세종대왕을 보좌하여 성운 관계 사업에 참여

하셨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신 등 및 전 판관 신 노삼, 현 감찰 신 권인, 부사직 신 임

원준에게 명하여 거듭 교정을 가하게 하였다. 무릇 홍무운(홍무정운)을 가지고 합하고 나눈 

것은 모두 바로잡아 놓았는데, 유독 칠음의 앞뒤가 그 차례가 맞지 않았다. 그러나 감히 경

솔하게 변경할 수 없어서, 다만 그전 것을 그대로 두고 자모를 여러 운과 각 글자의 머리

에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반절을 대신하고, 그 속음과 두 가지로 

사용하는 음을 몰라서는 아니 되므로 나누어서 본 글자의 아래 주를 달고, 만약 또 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략 주석을 가해서 그 보기를 보여주고, 또 세종대왕께서 정해 놓으

신 『사성통고』를 따로 첫머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지어서 지침을 만들었다. 삼가 생각하

옵건대, 성상(단종)께서 즉위하시자 빨리 인출해서 반포하도록 명하여 널리 전하게 하시고, 

신이 일찍이 선왕에게 명을 받았다 해서, 명하여 서문을 지어 전말을 기록하게 하셨다.20)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훈민정음’이 반절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과 

중국 자음을 화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음도 함께 주음하는 편찬 방식에 대한 언

급이다. 이 『홍무정운역훈』의 훈민정음 기능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왜 ‘반절(反切)’이라

고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상 한자 두 자로 성과 운을 표시하는 양

자표음법인 반절법을 이 운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

음은 천하의 성음을 다 적을 수 있다고 했으니 중국 자음인 화음은 물론 북방음에 해

당하는 속음도 적을 수 있는 발음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훈민정음이 하나의 목적

만을 위해 제정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서문에서 『홍무정운역훈』을 편찬하는 방식의 

이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동국정운』은 우리의 이상적인 교정 한자음을 표기한 운서이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으로 편찬한 조선식 운서이다. 그 반면에 『홍무정운역훈』은 중국 화음의 발음 

사전으로 『동국정운』과는 그 결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이 두 운서의 한자

음 표기에 대내적 주음기호와 대외적 주음 기호를 겸해서 사용된 발음기호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20)文宗恭順大王 自在東邸 以聖輔聖 參定聲韻 及嗣寶位 命臣等 .及前判官臣魯參 今監察臣權引 副司直臣任元濬 重加讐校 夫洪武韻用韻
倂析 悉就於正 而獨七音先後 不由其序 然不敢輕有變更 但因其舊 而分入字母於諸韻各字之首 用訓民正音 以代反切 其俗音及兩用之音 
又不可以不知 則分注本字之下 若又有難通者 則略加注釋 以示其例 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 別附之頭面 復著凡例 爲之指南 恭惟聖上卽位 
亟命印頒以廣其傳 以臣嘗受命於先王 命作序 以識顚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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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直解童子習』과 성삼문의 언어·문자 의식

『직해동자습』은 그 서문에 따르면 『直解童子習譯訓評話』이었을 것을 추정된다. 이 문

헌은 전하지 않는다.21) 신숙주와 함께 당시에 빼어난 정음음운학자였던 성삼문이 그 

서문을 쓴 것이 『東文選』에 전한다. 따라서 성삼문의 직접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달고 

당시 한어 교과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헌이다.

우리나라가 바다 건너에 있어 중국과는 말이 달라 역관이 있어야 서로 통하므로, 우리 

선대 임금께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승문원을 두어 이문(吏文)을 맡게 하고, 사역원에서는 

통역을 맡아 그 일만 전념하게 하여 그 자리를 오래 두었으니, 생각하는 바가 두루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러나 한음(漢音)을 배우는 사람이 몇 다리를 건너서 전수한 것을 그대

로 받아들인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주 많다. 종(從)으로는 사성의 빠르고 

느림이 혼란스럽고, 횡으로는 칠음이 청탁을 상실해 버렸다. 게다가 중국의 학자가 옆에 

있어 정정해 주는 일도 없기 때문에, 노숙한 선비나 역관으로 평생을 몸 바쳐도 고루한 데 

빠지고 말았다. 세종과 문종께서 이를 염려하시어 이 훈민정음을 지어내셨으니, 세상의 어

떠한 소리라도 옮겨 쓰지 못할 것이 없다. 『홍무정운』을 번역하여 중국 화음을 바로잡아 

놓았고 『直解童子習譯訓評話』는 실로 화어(중국어)를 배우는 문호가 되었다.22)

우선 위의 내용에서는 ‘言語與中國異’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 ‘語音與中國異’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言語’야말로 ‘語音’과는 달리 ‘우리말’이다. 한자음이 우리

와 중국이 다른 것은 물론 역관을 두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통해 우리말과 당

시 중국어가 달랐음을 강조하면서 이 문헌이 한어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홍무정운』을 번역하여 중국 화음을 바로잡아 놓은 것이 『홍무정운역훈』이

라면 이 문헌은 ‘華音’이 아닌 ‘華語’를 배우는 문호(門戶)가 되었다는 언급을 통해 이 

문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1) 문헌이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서문에 비추어 볼 때, 세종 때 시작하여 단종 때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我東方在海外。言語與中國異。因譯乃通。自我祖宗事大至誠。置承文院掌吏文。司譯院掌譯語。專其業而久其任。其爲慮也。盖無不周。第以學漢音者。
得於轉傳之餘。承授旣久。訛繆滋多。縱亂四聲之疾舒。衡失七音之淸濁。又無中原學士從旁正之。故號爲宿儒老譯。終身由之。而卒於孤陋。我世宗，
文宗。慨念於此。旣作訓民正音。天下之聲。始無不可書矣。於是。譯洪武正韻。以正華音。又以直解童子習譯訓評話。乃學華語之門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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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생긴 지 몇 천 년이 지났으나,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말에 칠음(七音)이 우

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칠음도 모르니 청탁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

지 않겠는가?. 중국말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이 한 번 번역

되면 칠음과 사성(四聲)이 입을 따라서 저절로 분별이 되어 경위가 서로 분명하여 털끝만

큼의 차질도 없을 것이니, 곁에서 밝혀 줄 사람이 없다고 근심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배

우는 자가 먼저 정음(正音) 몇 자만 배우고서 다음으로 이 책을 보면, 열흘 정도로 중국말

도 통할 수 있고 운학(韻學)도 깨칠 수 있어, 중국을 섬기는 일이 이로써 다 될 것이다.23) 

 그러나 중국어 학습은 중국 한자의 화음을 익히는 것이 1차적임은 분명하기에 이 책도 

중국 화음을 위해 한자의 음을 훈민정음으로 달아 놓았으며, 한자의 훈도 각 글자마다 아래

에 써 넣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훈민정음을 몇 자만 학습하고도 이 책을 보면 화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운학을 깨치기 쉬워서 ‘지성사대’의 예를 이 책

을 통해 다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성삼문 자신의 현실적 한문주의자의 면모도 확인하

는 대목이다. 또한 서문을 통해 성삼문의 화음, 화어 실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숙주와 성삼문은 세종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한 한문주의자였다. 그러나 이 둘은 

한자권위관에 얽매이지만은 않았다. 우리의 음도 중국의 자음과 다른 것은 물론 중국

의 음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음 정리가 국내외적으로 중

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한문주의자였으나, 현실적 한문주의자들이었다. 『훈민

정음』 해례의 후서에서 정음음운학파 집현전 학자의 언어·문자 의식을 대표적으로 보

여준 사람이 정인지라면 신숙주와 성삼문은 그것을 미시적으로 실천한 연구자였다. 신

숙주는 이상적인 조선의 한자음, 중국 화음 전문가로 연구와 편찬을 주도한 학자였고, 

성삼문은 신숙주만큼은 아니었으나, 조선의 한자음, 중국 화음, 중국 화어에 조예가 깊

었던 연구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語音’의 문제와 15세기 한자음 정리의 맥락

정음음운학파 집현적 학자, 신숙주, 성삼문의 운서 편찬 및 한자음 정리 업적을 살피

23)東方有國。經幾千百載之久。人日用而不知七音之在我。七音且不知。况其淸濁輕重乎。無惑乎漢語之難學也。此書一譯。而七音四聲。隨口自分。經
緯交正。毫釐不差。又何患從旁正之之無其人乎。學者。苟能先學正音若干字。次及於斯。則浹旬之間。漢語可通。韻學可明。而事大之能事畢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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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直解童子習』과 성삼문의 언어·문자 의식

『직해동자습』은 그 서문에 따르면 『直解童子習譯訓評話』이었을 것을 추정된다. 이 문

헌은 전하지 않는다.21) 신숙주와 함께 당시에 빼어난 정음음운학자였던 성삼문이 그 

서문을 쓴 것이 『東文選』에 전한다. 따라서 성삼문의 직접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달고 

당시 한어 교과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헌이다.

우리나라가 바다 건너에 있어 중국과는 말이 달라 역관이 있어야 서로 통하므로, 우리 

선대 임금께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승문원을 두어 이문(吏文)을 맡게 하고, 사역원에서는 

통역을 맡아 그 일만 전념하게 하여 그 자리를 오래 두었으니, 생각하는 바가 두루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러나 한음(漢音)을 배우는 사람이 몇 다리를 건너서 전수한 것을 그대

로 받아들인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주 많다. 종(從)으로는 사성의 빠르고 

느림이 혼란스럽고, 횡으로는 칠음이 청탁을 상실해 버렸다. 게다가 중국의 학자가 옆에 

있어 정정해 주는 일도 없기 때문에, 노숙한 선비나 역관으로 평생을 몸 바쳐도 고루한 데 

빠지고 말았다. 세종과 문종께서 이를 염려하시어 이 훈민정음을 지어내셨으니, 세상의 어

떠한 소리라도 옮겨 쓰지 못할 것이 없다. 『홍무정운』을 번역하여 중국 화음을 바로잡아 

놓았고 『直解童子習譯訓評話』는 실로 화어(중국어)를 배우는 문호가 되었다.22)

우선 위의 내용에서는 ‘言語與中國異’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 ‘語音與中國異’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言語’야말로 ‘語音’과는 달리 ‘우리말’이다. 한자음이 우리

와 중국이 다른 것은 물론 역관을 두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통해 우리말과 당

시 중국어가 달랐음을 강조하면서 이 문헌이 한어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홍무정운』을 번역하여 중국 화음을 바로잡아 놓은 것이 『홍무정운역훈』이

라면 이 문헌은 ‘華音’이 아닌 ‘華語’를 배우는 문호(門戶)가 되었다는 언급을 통해 이 

문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1) 문헌이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서문에 비추어 볼 때, 세종 때 시작하여 단종 때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我東方在海外。言語與中國異。因譯乃通。自我祖宗事大至誠。置承文院掌吏文。司譯院掌譯語。專其業而久其任。其爲慮也。盖無不周。第以學漢音者。
得於轉傳之餘。承授旣久。訛繆滋多。縱亂四聲之疾舒。衡失七音之淸濁。又無中原學士從旁正之。故號爲宿儒老譯。終身由之。而卒於孤陋。我世宗，
文宗。慨念於此。旣作訓民正音。天下之聲。始無不可書矣。於是。譯洪武正韻。以正華音。又以直解童子習譯訓評話。乃學華語之門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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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생긴 지 몇 천 년이 지났으나,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말에 칠음(七音)이 우

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칠음도 모르니 청탁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

지 않겠는가?. 중국말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이 한 번 번역

되면 칠음과 사성(四聲)이 입을 따라서 저절로 분별이 되어 경위가 서로 분명하여 털끝만

큼의 차질도 없을 것이니, 곁에서 밝혀 줄 사람이 없다고 근심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배

우는 자가 먼저 정음(正音) 몇 자만 배우고서 다음으로 이 책을 보면, 열흘 정도로 중국말

도 통할 수 있고 운학(韻學)도 깨칠 수 있어, 중국을 섬기는 일이 이로써 다 될 것이다.23) 

 그러나 중국어 학습은 중국 한자의 화음을 익히는 것이 1차적임은 분명하기에 이 책도 

중국 화음을 위해 한자의 음을 훈민정음으로 달아 놓았으며, 한자의 훈도 각 글자마다 아래

에 써 넣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훈민정음을 몇 자만 학습하고도 이 책을 보면 화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운학을 깨치기 쉬워서 ‘지성사대’의 예를 이 책

을 통해 다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성삼문 자신의 현실적 한문주의자의 면모도 확인하

는 대목이다. 또한 서문을 통해 성삼문의 화음, 화어 실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숙주와 성삼문은 세종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한 한문주의자였다. 그러나 이 둘은 

한자권위관에 얽매이지만은 않았다. 우리의 음도 중국의 자음과 다른 것은 물론 중국

의 음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음 정리가 국내외적으로 중

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한문주의자였으나, 현실적 한문주의자들이었다. 『훈민

정음』 해례의 후서에서 정음음운학파 집현전 학자의 언어·문자 의식을 대표적으로 보

여준 사람이 정인지라면 신숙주와 성삼문은 그것을 미시적으로 실천한 연구자였다. 신

숙주는 이상적인 조선의 한자음, 중국 화음 전문가로 연구와 편찬을 주도한 학자였고, 

성삼문은 신숙주만큼은 아니었으나, 조선의 한자음, 중국 화음, 중국 화어에 조예가 깊

었던 연구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語音’의 문제와 15세기 한자음 정리의 맥락

정음음운학파 집현적 학자, 신숙주, 성삼문의 운서 편찬 및 한자음 정리 업적을 살피

23)東方有國。經幾千百載之久。人日用而不知七音之在我。七音且不知。况其淸濁輕重乎。無惑乎漢語之難學也。此書一譯。而七音四聲。隨口自分。經
緯交正。毫釐不差。又何患從旁正之之無其人乎。學者。苟能先學正音若干字。次及於斯。則浹旬之間。漢語可通。韻學可明。而事大之能事畢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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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시 훈민정음의 ‘國之語音’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다. 이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은 

우리말 표기 수단이라기보다는 한자음 표음 혹은 주음 기호의 성격으로 다가오기 때문

이다. 한자 두 글자로 한자음을 적은 전통적인 중국 운서가 조선에서 조선식 운서로 

탄생하며 한자음 발음을 정음으로 달고, 정음으로 번역하였으니 그들에게 훈민정음은 

한자음 표기를 위한 전사기호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소 초보적인 의문이 생긴다. 훈민정음의 ‘國之語音’은 무엇인가? 이미 알

려진 대로『훈민정음』언해본의 ‘나랏말미’의 번역 문제와도 연관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고민은 월인석보 권두에 함께 있었던『훈민정음』언해본의 ‘나랏말미’에 주목해 

왔다. 당연히 당시의 번역이 이러했기 때문에 ‘국지어음’은 대체로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아래 제시한 당시의 몇몇 사료, 그리고 훈민정음언해본 중

에서 월인석보 권두본에 비해 비길 바는 아니나, 육당문고본의 첫머리의 번역을 주목

하며 ‘국지어음’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 31

위의 그림은 월인석보 권두의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 언해본(위)과 육당문고본(아래)

의 일부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국지어음’에 대한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 언해

본의 번역은 ‘나랏말미’이다. 그러나 육당문고의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위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나랏말소리’다. 일반적으로 여러 이본 중에서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 언해본

이 더 높은 국어사적 가치를 인정 받아서 그것을 통해 원본 재구의 노력이 이루어졌다.24) 

그런데 ‘국지어음’의 번역이 ‘나랏말소리’로 이루어진 육당문고본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적었다. 보사가 이루어진 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

고 그리고 보사된 부분의 표기 양상도 15세기 표기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국지어음’의 ‘어음’을 조선의 한자음으로 보고 

육당문고본의 ‘나랏말소리’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육당문고본 『훈민정음』 언해본의 ‘나

랏말소리’는 곧 한자음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국지어

음’과 관련된 ‘어음’에 대한 출현은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그리고 신숙주의 『보

한재집』의 기록에서 몇 차례 ‘어음’이 등장한다.

24) 이에 대한 정본 제구의 연구는 정우영(2000, 2005)에 소상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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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시 훈민정음의 ‘國之語音’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다. 이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은 

우리말 표기 수단이라기보다는 한자음 표음 혹은 주음 기호의 성격으로 다가오기 때문

이다. 한자 두 글자로 한자음을 적은 전통적인 중국 운서가 조선에서 조선식 운서로 

탄생하며 한자음 발음을 정음으로 달고, 정음으로 번역하였으니 그들에게 훈민정음은 

한자음 표기를 위한 전사기호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소 초보적인 의문이 생긴다. 훈민정음의 ‘國之語音’은 무엇인가? 이미 알

려진 대로『훈민정음』언해본의 ‘나랏말미’의 번역 문제와도 연관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고민은 월인석보 권두에 함께 있었던『훈민정음』언해본의 ‘나랏말미’에 주목해 

왔다. 당연히 당시의 번역이 이러했기 때문에 ‘국지어음’은 대체로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아래 제시한 당시의 몇몇 사료, 그리고 훈민정음언해본 중

에서 월인석보 권두본에 비해 비길 바는 아니나, 육당문고본의 첫머리의 번역을 주목

하며 ‘국지어음’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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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월인석보 권두의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 언해본(위)과 육당문고본(아래)

의 일부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국지어음’에 대한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 언해

본의 번역은 ‘나랏말미’이다. 그러나 육당문고의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위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나랏말소리’다. 일반적으로 여러 이본 중에서 월인석보 권두의 『훈민정음』 언해본

이 더 높은 국어사적 가치를 인정 받아서 그것을 통해 원본 재구의 노력이 이루어졌다.24) 

그런데 ‘국지어음’의 번역이 ‘나랏말소리’로 이루어진 육당문고본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적었다. 보사가 이루어진 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

고 그리고 보사된 부분의 표기 양상도 15세기 표기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국지어음’의 ‘어음’을 조선의 한자음으로 보고 

육당문고본의 ‘나랏말소리’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육당문고본 『훈민정음』 언해본의 ‘나

랏말소리’는 곧 한자음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국지어

음’과 관련된 ‘어음’에 대한 출현은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그리고 신숙주의 『보

한재집』의 기록에서 몇 차례 ‘어음’이 등장한다.

24) 이에 대한 정본 제구의 연구는 정우영(2000, 2005)에 소상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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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4번 ‘어음’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산이 자연스럽게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

이 어찌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음(語音)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

이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어음(語音)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 자음(字音)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다.25)

가령 아음의 경우는 계모에 속하는 글자들이 거의 견모로 발음되니, 이것은 자모가 변한 

것이다. 계모에 속하는 자음도 간혹 효모에 넣으니 이것도 칠음이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음(語音)도 그 청탁의 구별이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자음(字音)에는 홀로 탁음이 

없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음(語音)은 사성이 매우 분명한데, 자음(字音)에서는 상성

과 거성의 구별이 없다.26)

『홍무정운역훈』 서문에서는 2번 ‘어음’이 출현한다.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

해야 했다. 그리하여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 현 예조 참의 신 성삼문, 

전농소윤 신 조변안, 지금산 군사 신 김증, 전행 통례문 봉례랑 신 손수산 및 신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옛 것을 교정하게 하고, 수양대군과 계양군이 출납을 맡도록 하고, 모두 친

히 임석하여 법식대로 정하여 칠음으로 맞추고, 사성으로 고르고, 청탁으로 고르니, 종횡 

경위가 비로소 바르게 되어 결함이 없다. 그러나 어음(語音)이 이미 다르고 와전이 역시 심

하여, 신 등에게 중국의 선생이나 학자에게 물어 보라고 명하셨다. 그리하여 왕래가 7~8

회에 이르렀고, 물어본 사람이 몇이나 된다.27) 

25)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
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闢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其音雖變,

26) 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 溪母之字, 或入於曉母, 此七音之變也。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
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此淸濁之變也。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27)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硏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吾東邦之士 始知四聲七音 自無所不具 非特字韻而已
也 於是以吾東國 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令今禮曹參議臣成三問 典農少尹臣曹變安 知金山郡事臣金曾 前行通
禮門奉禮郞臣孫壽山及臣叔舟等 稽古證閱 首陽大君臣諱 桂陽君臣璔 監掌出納 而悉親臨課定 叶以七音 調以四聲 諧之以淸濁 縱衡經緯 
始正罔缺 然語音旣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所 與質之者 若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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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리의 상소문과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語音’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다.최만리는 문자에 주목하여 ‘諺文’을, 정인지는 ‘正音’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다. 이들

은 미시적인 한자음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비켜나 있다. 그에 비해 운서를 연구하고 

편찬한 신숙주와 성삼문의 서문에서는 ‘어음’이 ‘화음’에 대응하여 등장한다. 

『동국정운』에 등장하는 “어음(語音)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

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같은 표현은 맥락상 ‘國之語音’와 

대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홍무정운역훈』에 등장하는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 그

리하여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와 같은 표현에서 등장하는 ‘어음’도 

마찬가지로 보고자 한다,

이 ‘어음’들은 당시 조선 한자음, 혹은 조선 자음(字音)이다. 그렇다면 어제서문의 ‘國

之語音’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국지어음은도 당연히 당시 조선의 한자음이다. 따라서 

육당문고본 『훈민정음』 언해본 번역자가 ‘나랏말’이 아니라 ‘나랏말소리’ 번역한 것

으로 볼 때, 그가 신숙주나 성삼문 같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기능과 관련하

여 ‘한자음’ 문제에 주목한 연구자라는 점을 합리적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한재집』의 일부 기록에서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임금(세종)께서 우리나라 음운(本國音韻)이 화어(중국어)와 비록 다르나, 그 ‘아설순치후’, 

‘청탁’, ‘고하’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모두 제 

나라 음(國音)을 나타낼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제 언어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글

자가 없다고 하셔서 언문 자모 28자를 만드시고, 궁중 안에 기관을 설치하여 문신을 선발

하여 언문 관련 서적을 편찬할 때, 공이 실제로 임금의 재가를 받들었다.28) 

우리나라 어음(語音)이 잘못되어 정운(正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때마침 한림학

사 황찬이 죄를 지어 요동에 귀양을 와 있었으므로 을축(세종 27년) 봄에 공에게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음운을 물어 보라고 명하시었다. 공이 언자(諺

字)로 화음(華音)을 옮겨서 묻는 대로 빨리 깨달아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찬이 크게 이를 

28)世宗 以諸國各製字 以記國語 獨我無之 御製字母二十八字 名曰諺文 開局禁中 擇文臣撰定 公 獨出入內殿 親承睿裁 定其五音淸濁之辨 
紐字諧聲之法 諸儒受成而己 世宗 又欲以諺字 華音 聞翰林學士 黃瓚以罪 配遼東 命公隨朝京 使入遼東 見瓚質問 公聞言輒解 不差毫釐 
瓚大奇之 自是 往返遼東 凡十三度 丁卯秋 中中試第四人 超授集賢應敎 庚午春 翰林學士倪 謙等 賚詔到國 世宗 命公從遊 蓋欲問和中
原典故 且學韻語也 翰林 一見如舊 相與唱酬 稱公爲東方巨擘 (中略) 公 旁通 諸國音韻 手飜諸譯以進 學譯者 不煩師授 易以通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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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4번 ‘어음’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산이 자연스럽게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

이 어찌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음(語音)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

이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어음(語音)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 자음(字音)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다.25)

가령 아음의 경우는 계모에 속하는 글자들이 거의 견모로 발음되니, 이것은 자모가 변한 

것이다. 계모에 속하는 자음도 간혹 효모에 넣으니 이것도 칠음이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음(語音)도 그 청탁의 구별이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자음(字音)에는 홀로 탁음이 

없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음(語音)은 사성이 매우 분명한데, 자음(字音)에서는 상성

과 거성의 구별이 없다.26)

『홍무정운역훈』 서문에서는 2번 ‘어음’이 출현한다.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

해야 했다. 그리하여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 현 예조 참의 신 성삼문, 

전농소윤 신 조변안, 지금산 군사 신 김증, 전행 통례문 봉례랑 신 손수산 및 신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옛 것을 교정하게 하고, 수양대군과 계양군이 출납을 맡도록 하고, 모두 친

히 임석하여 법식대로 정하여 칠음으로 맞추고, 사성으로 고르고, 청탁으로 고르니, 종횡 

경위가 비로소 바르게 되어 결함이 없다. 그러나 어음(語音)이 이미 다르고 와전이 역시 심

하여, 신 등에게 중국의 선생이나 학자에게 물어 보라고 명하셨다. 그리하여 왕래가 7~8

회에 이르렀고, 물어본 사람이 몇이나 된다.27) 

25)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
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闢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其音雖變,

26) 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 溪母之字, 或入於曉母, 此七音之變也。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
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此淸濁之變也。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27)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硏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吾東邦之士 始知四聲七音 自無所不具 非特字韻而已
也 於是以吾東國 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令今禮曹參議臣成三問 典農少尹臣曹變安 知金山郡事臣金曾 前行通
禮門奉禮郞臣孫壽山及臣叔舟等 稽古證閱 首陽大君臣諱 桂陽君臣璔 監掌出納 而悉親臨課定 叶以七音 調以四聲 諧之以淸濁 縱衡經緯 
始正罔缺 然語音旣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所 與質之者 若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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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리의 상소문과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語音’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다.최만리는 문자에 주목하여 ‘諺文’을, 정인지는 ‘正音’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다. 이들

은 미시적인 한자음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비켜나 있다. 그에 비해 운서를 연구하고 

편찬한 신숙주와 성삼문의 서문에서는 ‘어음’이 ‘화음’에 대응하여 등장한다. 

『동국정운』에 등장하는 “어음(語音)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

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같은 표현은 맥락상 ‘國之語音’와 

대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홍무정운역훈』에 등장하는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 그

리하여 먼저 『홍무정운』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와 같은 표현에서 등장하는 ‘어음’도 

마찬가지로 보고자 한다,

이 ‘어음’들은 당시 조선 한자음, 혹은 조선 자음(字音)이다. 그렇다면 어제서문의 ‘國

之語音’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국지어음은도 당연히 당시 조선의 한자음이다. 따라서 

육당문고본 『훈민정음』 언해본 번역자가 ‘나랏말’이 아니라 ‘나랏말소리’ 번역한 것

으로 볼 때, 그가 신숙주나 성삼문 같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기능과 관련하

여 ‘한자음’ 문제에 주목한 연구자라는 점을 합리적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한재집』의 일부 기록에서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임금(세종)께서 우리나라 음운(本國音韻)이 화어(중국어)와 비록 다르나, 그 ‘아설순치후’, 

‘청탁’, ‘고하’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모두 제 

나라 음(國音)을 나타낼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제 언어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글

자가 없다고 하셔서 언문 자모 28자를 만드시고, 궁중 안에 기관을 설치하여 문신을 선발

하여 언문 관련 서적을 편찬할 때, 공이 실제로 임금의 재가를 받들었다.28) 

우리나라 어음(語音)이 잘못되어 정운(正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때마침 한림학

사 황찬이 죄를 지어 요동에 귀양을 와 있었으므로 을축(세종 27년) 봄에 공에게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음운을 물어 보라고 명하시었다. 공이 언자(諺

字)로 화음(華音)을 옮겨서 묻는 대로 빨리 깨달아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찬이 크게 이를 

28)世宗 以諸國各製字 以記國語 獨我無之 御製字母二十八字 名曰諺文 開局禁中 擇文臣撰定 公 獨出入內殿 親承睿裁 定其五音淸濁之辨 
紐字諧聲之法 諸儒受成而己 世宗 又欲以諺字 華音 聞翰林學士 黃瓚以罪 配遼東 命公隨朝京 使入遼東 見瓚質問 公聞言輒解 不差毫釐 
瓚大奇之 自是 往返遼東 凡十三度 丁卯秋 中中試第四人 超授集賢應敎 庚午春 翰林學士倪 謙等 賚詔到國 世宗 命公從遊 蓋欲問和中
原典故 且學韻語也 翰林 一見如舊 相與唱酬 稱公爲東方巨擘 (中略) 公 旁通 諸國音韻 手飜諸譯以進 學譯者 不煩師授 易以通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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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요동에 다녀오기 무릇 열세 번이었다. (중략) 공이 한어, 왜어, 

몽고어, 여진어 등에 모두 통하여 때때로 혹시 통역의 힘을 비는 일이 있었어도 역시 스스

로 뜻을 이해했다. 나중에 공이 직접 외국어를 번역하여 나라에 바치니 통역들이 이에 힘

입어 밝게 통하여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았다.29)

1) 임금(세종)께서 우리나라 음운(本國音韻)이 화어(중국어)와 비록 다르나, 

2) 제 나라 음(國音)을...

3) 우리나라 어음(語音)이 잘못되어 정운(正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용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신숙주에게서 ‘本國音韻, 國音, 語音’

은 위의 문맥에서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는 ‘말’에 주목하지 않고, ‘말소리’에 주

목한 연구자일 수밖에 없다. 운서 연구 및 편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국음운’은 

우리 한자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음’도 소리에 기반한 특정한 나라의 

음이다. 그에게서 ‘어음’은 교정해야 할 대상이지만, ‘국지어음’의 ‘어음’이다. 위의 맥

락에서 ‘정운’은 당연히 바른 한자음으로30) 이해할 수밖에 없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같은 『보한재집 』附錄 碑銘(陽城 李承召 撰)에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봄에 사직의 벼슬에 오르고, 일본국 통신사 서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변중문이 상사이었

다. (중략) 9개월만에 귀국하여 명을 받들어 어제언문(御製諺文)을31) 편찬하였다. (중략) 태

허집에서32) 말하기를 세종께서 처음에 언문을 만드실 때, 집현전 여러 학자들이 연서하여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그 옳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니, 세종께서 신 문충공(숙주) 및 최항 

등 여덟 학사에게 그 일을 맡아서 『훈민정음』·『동국정운』을 짓도록 명하시니, 우리나라 어

음(語音)이 비로소 바르게 되었다.33) 

29) 上 以本國音韻 與華語 雖殊 其牙舌脣齒候淸濁高下 未嘗不與中國同 列國皆有國音之文 以記國語 獨我國無之 御製諺文字母 二十八字 
設局於禁中 擇文臣撰定 公實承睿裁 本國語音 註僞正韻失傳 時適翰林學士黃瓚 以罪 配遼東 乙丑春 命公隨入朝使臣到 見瓚 質問音韻 
公以諺字　華音 隨問輒解不 差毫釐 瓚大奇之 自是 往還遼東 凡十三度 (中略) 公 俱通漢倭蒙古女眞等語 時或假舌人 亦自達意 後公
手飜 譯語以進 舌人 賴以通曉 不假師授 (卷十一 附錄 行狀, 晋山 姜希孟 撰) 

30) 강신항(1987)에서는 한자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고, 이런 이유로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이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

31) 훈민정음해례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이 문집은 최항의 시문집을 가리킨다.

33) 春 爲司直 除日本國通信使書狀官 卞仲文爲上使 (중략) 九箇月 還朝奉撰御製諺文 (중략) 英陵 初制諺文 集賢諸儒 合辭抗疏 陳其不可 
英陵 明申文忠及崔恒等八學士 掌其事 作 訓民正音東國正韻等書 東方語音 始正 (卷十二 年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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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기의 어음도 ‘국지어음’의 ‘어음’이며 조선 한자음으로 추정된다. 신숙주는 세

종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해례)와 『동국정운』을 편찬하고 그것을 바르게 잡았다고 언

급하고 있다. 아래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신숙주가 물어본 음운은 중국 한자음이었

다. 성삼문과 함ㄲ[ 바로 당대의 중국 한자음, 화음을 배운 것이고, 홍무정운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홍무정운역훈』이다.

요동으로 사신으로 가서 중국의 한림학사 황찬에게 음운(音韻)을 물어 보았다. 열세 번 

다녀왔다. 소문쇄록에서 말하기를 신 문충공(신숙주)이 성삼문과 함께 요동에서 화음(華音)

을 배우고 일 년에 세 번 갔었으며 서로 주고 받았던 시가 많다. 을해(세조 원년, 곧 단종 

3년 1455) 2월에 성삼문과 함께 홍무정운을 번역하고 새기다.34) 

이렇게 볼 때, 육당문고본 『훈민정음』 언해본 언해자는 신숙주, 성삼문 등 정음음운

학자의 견해나 언어·문자 의식을 이해하거나 계승한 연구자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에게서 ‘어음’은 ‘국지어음’이고 그것은 ‘나랏말소리’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

라서 위의 기록에서 출현한 ‘어음’은 조선 한자음에 해당하며, 어제서문의 ‘국지어음’도 

조선 한자음으로도 볼 수 있다. ‘나랏말소리’와 같은 언해를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

이다. 신숙주 등의 집현전 학자들은 정음음운학자였으나, 한자음에 몰두한 연구자들이

었다. 우리말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중국 한자음과 조선 한자음의 

불일치를 염려하고 직접 중국 사신에게 한자음을 제대로 배운 한자음 전문가였기 때문

에 당대의 동아시아 언어 현실을 수용하고 한자음을 개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현실적 

한문주의자들이기도 했다.

Ⅲ. 결론 :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어문 정책과 훈민정음 창제의 한 측면

그렇다면 세종의 명을 받아 운서를 연구하고 편찬한 신숙주, 성삼문 같은 집현전 학

34) 使遼東 與中朝翰林學士黃瓚 質問音韻 往還十三度 謏聞瑣錄云 申文忠公 與成三問 學華音干遼東 一年三往 多有唱和之(丙寅 公 三十
歲) 二月 與成三問 譯訓洪武正韻(乙亥 公 三十九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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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요동에 다녀오기 무릇 열세 번이었다. (중략) 공이 한어, 왜어, 

몽고어, 여진어 등에 모두 통하여 때때로 혹시 통역의 힘을 비는 일이 있었어도 역시 스스

로 뜻을 이해했다. 나중에 공이 직접 외국어를 번역하여 나라에 바치니 통역들이 이에 힘

입어 밝게 통하여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았다.29)

1) 임금(세종)께서 우리나라 음운(本國音韻)이 화어(중국어)와 비록 다르나, 

2) 제 나라 음(國音)을...

3) 우리나라 어음(語音)이 잘못되어 정운(正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용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신숙주에게서 ‘本國音韻, 國音, 語音’

은 위의 문맥에서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는 ‘말’에 주목하지 않고, ‘말소리’에 주

목한 연구자일 수밖에 없다. 운서 연구 및 편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국음운’은 

우리 한자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음’도 소리에 기반한 특정한 나라의 

음이다. 그에게서 ‘어음’은 교정해야 할 대상이지만, ‘국지어음’의 ‘어음’이다. 위의 맥

락에서 ‘정운’은 당연히 바른 한자음으로30) 이해할 수밖에 없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같은 『보한재집 』附錄 碑銘(陽城 李承召 撰)에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봄에 사직의 벼슬에 오르고, 일본국 통신사 서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변중문이 상사이었

다. (중략) 9개월만에 귀국하여 명을 받들어 어제언문(御製諺文)을31) 편찬하였다. (중략) 태

허집에서32) 말하기를 세종께서 처음에 언문을 만드실 때, 집현전 여러 학자들이 연서하여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그 옳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니, 세종께서 신 문충공(숙주) 및 최항 

등 여덟 학사에게 그 일을 맡아서 『훈민정음』·『동국정운』을 짓도록 명하시니, 우리나라 어

음(語音)이 비로소 바르게 되었다.33) 

29) 上 以本國音韻 與華語 雖殊 其牙舌脣齒候淸濁高下 未嘗不與中國同 列國皆有國音之文 以記國語 獨我國無之 御製諺文字母 二十八字 
設局於禁中 擇文臣撰定 公實承睿裁 本國語音 註僞正韻失傳 時適翰林學士黃瓚 以罪 配遼東 乙丑春 命公隨入朝使臣到 見瓚 質問音韻 
公以諺字　華音 隨問輒解不 差毫釐 瓚大奇之 自是 往還遼東 凡十三度 (中略) 公 俱通漢倭蒙古女眞等語 時或假舌人 亦自達意 後公
手飜 譯語以進 舌人 賴以通曉 不假師授 (卷十一 附錄 行狀, 晋山 姜希孟 撰) 

30) 강신항(1987)에서는 한자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고, 이런 이유로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이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

31) 훈민정음해례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이 문집은 최항의 시문집을 가리킨다.

33) 春 爲司直 除日本國通信使書狀官 卞仲文爲上使 (중략) 九箇月 還朝奉撰御製諺文 (중략) 英陵 初制諺文 集賢諸儒 合辭抗疏 陳其不可 
英陵 明申文忠及崔恒等八學士 掌其事 作 訓民正音東國正韻等書 東方語音 始正 (卷十二 年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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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기의 어음도 ‘국지어음’의 ‘어음’이며 조선 한자음으로 추정된다. 신숙주는 세

종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해례)와 『동국정운』을 편찬하고 그것을 바르게 잡았다고 언

급하고 있다. 아래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신숙주가 물어본 음운은 중국 한자음이었

다. 성삼문과 함ㄲ[ 바로 당대의 중국 한자음, 화음을 배운 것이고, 홍무정운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홍무정운역훈』이다.

요동으로 사신으로 가서 중국의 한림학사 황찬에게 음운(音韻)을 물어 보았다. 열세 번 

다녀왔다. 소문쇄록에서 말하기를 신 문충공(신숙주)이 성삼문과 함께 요동에서 화음(華音)

을 배우고 일 년에 세 번 갔었으며 서로 주고 받았던 시가 많다. 을해(세조 원년, 곧 단종 

3년 1455) 2월에 성삼문과 함께 홍무정운을 번역하고 새기다.34) 

이렇게 볼 때, 육당문고본 『훈민정음』 언해본 언해자는 신숙주, 성삼문 등 정음음운

학자의 견해나 언어·문자 의식을 이해하거나 계승한 연구자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에게서 ‘어음’은 ‘국지어음’이고 그것은 ‘나랏말소리’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

라서 위의 기록에서 출현한 ‘어음’은 조선 한자음에 해당하며, 어제서문의 ‘국지어음’도 

조선 한자음으로도 볼 수 있다. ‘나랏말소리’와 같은 언해를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

이다. 신숙주 등의 집현전 학자들은 정음음운학자였으나, 한자음에 몰두한 연구자들이

었다. 우리말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중국 한자음과 조선 한자음의 

불일치를 염려하고 직접 중국 사신에게 한자음을 제대로 배운 한자음 전문가였기 때문

에 당대의 동아시아 언어 현실을 수용하고 한자음을 개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현실적 

한문주의자들이기도 했다.

Ⅲ. 결론 :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어문 정책과 훈민정음 창제의 한 측면

그렇다면 세종의 명을 받아 운서를 연구하고 편찬한 신숙주, 성삼문 같은 집현전 학

34) 使遼東 與中朝翰林學士黃瓚 質問音韻 往還十三度 謏聞瑣錄云 申文忠公 與成三問 學華音干遼東 一年三往 多有唱和之(丙寅 公 三十
歲) 二月 與成三問 譯訓洪武正韻(乙亥 公 三十九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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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육당문고본 『훈민정음』언해본의 번역자는 훈민정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

을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세의 질서 안에서 한문을 버리고 훈민정음을 택하고자 했

던 진보적이거나 혁명적 언어 정책의 연구자나 실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15세 훈민정

음 창제 당시의 집현전 학자들은 한자, 한문에서 한글로의 대체가 아니라, 병존의 질서 

속에서 현실적 한문주의자의 선택한 자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한 방향을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중층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자음 정리의 

문제와 운서 편찬, 두 언해본 이본의 첫장 번역의 상이함이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중

층성을 대변해 주는 방증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결과 이루어진 신

문자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고유어만을 위한 표기니, 한자음만을 위한 표기

니 하면서 그 창제 목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에서는 <用字例>를 통해서 신문자로 고

유어를 94개 표기하고 있다35). 훈민정음이라는 문헌에 기대어 본다면 본질적이고 1

차적으로 훈민정음은 고유어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국정운의 편찬과 홍무정운역훈의 간행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국정운은 金

敏洙(1980)의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최초로 이루어진 한자음 통일안으로서 조선 한자

음 자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운서다. 그리고 홍무정운역훈 역시 한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한어발음사전이자 당시 한조(漢朝) 사전이다. 이 경우에는 표음 문자로

서의 훈민정음은 우리말 표기 수단, 표기 체계라기보다는 당시 동아시아의 발음 기호

로서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훈민정음이 단순히 백성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실

용적인 신문자로 탄생한 점 말고도 당시 지배층의 효과적인 한자, 한문의 이해를 위한 

전사 체계로서 그 역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훈민정음 창제의 일차적 목적은 부재한 우리말 표기 체계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우리말이 무엇인가? 고유어로만 되어 있는가? 한자가 고래로 유입된 이래 한자 및 한

자어의 정착은 관습이자 당시 조선어의 한 양상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한자음 정리

는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양반이 시를 짓고 운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자 학습서의 

뜻과 한자음을 위해서도, 유교 경전의 번역을 위해서도 그에 대한 정리는 불가피한 것

이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또 다른 측면이다.

35) 이상혁(2000)과 9장의 훈민정음의 <용자례> 분석”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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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창제를 집현전 학자와 연계할 때 그들은 역설적으로 한문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보편적 한문주의자로서 신문자의 제정을 유해한 일로 치부하는 보수적인 언어·

문자의식을 보여준 최만리와는 결이 달랐던 정음음운학파의 집현적 소장학자들이다. 그

러나, 중세의 ‘지성사대’, ‘유교적 질서’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훈민정음은 한자음 정리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 기능은 창제 목적의 중층

적 담론에서 깊이 숙고되어야 할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한 방향이라는 점을 마지막으

로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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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육당문고본 『훈민정음』언해본의 번역자는 훈민정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

을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세의 질서 안에서 한문을 버리고 훈민정음을 택하고자 했

던 진보적이거나 혁명적 언어 정책의 연구자나 실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15세 훈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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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운서 편찬, 두 언해본 이본의 첫장 번역의 상이함이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중

층성을 대변해 주는 방증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결과 이루어진 신

문자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고유어만을 위한 표기니, 한자음만을 위한 표기

니 하면서 그 창제 목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에서는 <用字例>를 통해서 신문자로 고

유어를 94개 표기하고 있다35). 훈민정음이라는 문헌에 기대어 본다면 본질적이고 1

차적으로 훈민정음은 고유어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국정운의 편찬과 홍무정운역훈의 간행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국정운은 金

敏洙(1980)의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최초로 이루어진 한자음 통일안으로서 조선 한자

음 자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운서다. 그리고 홍무정운역훈 역시 한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한어발음사전이자 당시 한조(漢朝) 사전이다. 이 경우에는 표음 문자로

서의 훈민정음은 우리말 표기 수단, 표기 체계라기보다는 당시 동아시아의 발음 기호

로서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훈민정음이 단순히 백성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실

용적인 신문자로 탄생한 점 말고도 당시 지배층의 효과적인 한자, 한문의 이해를 위한 

전사 체계로서 그 역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훈민정음 창제의 일차적 목적은 부재한 우리말 표기 체계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우리말이 무엇인가? 고유어로만 되어 있는가? 한자가 고래로 유입된 이래 한자 및 한

자어의 정착은 관습이자 당시 조선어의 한 양상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한자음 정리

는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양반이 시를 짓고 운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자 학습서의 

뜻과 한자음을 위해서도, 유교 경전의 번역을 위해서도 그에 대한 정리는 불가피한 것

이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또 다른 측면이다.

35) 이상혁(2000)과 9장의 훈민정음의 <용자례> 분석”을 참고할 것.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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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담론에서 깊이 숙고되어야 할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한 방향이라는 점을 마지막으

로 강조하고자 한다.



38 2019 한글날 학술대회

<참고문헌>

강신항, 문정공 최항 선생의 생애와 업적, <어문연구> 제32권 제4호, 427~447, 

2004.

강신항, 신숙주의 음운학, 어문연구 제30-4호, 349~375, 2002.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87.

김민수, 국어학사의 기본이해, 집문당, 1987.

김민수, 신국어학사, 일조각, 1980.

김민수, 주해훈민정음, 통문관, 1957.

김슬옹, 성삼문의 훈민정음 관련 공로 의미, 나라사랑 127집, 149~173, 2018.

김슬옹, 조선시대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2.

김주원·이현희·이호권·정상훈·정우영·조규태, 훈민정음 언해본의 정본 제작에 관한 

연구, 국어사연구7, 7~40, 2007.

김주필,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이 올린 갑자상소문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22

집, 145~174, 2014.

김주필, <갑자상소문>과 《훈민정음》의 두 <서문>, 반교어문연구 제44집, 114~151, 

2016.

남윤경, 세종대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한 역사적 접근,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문동석, 집현전 학자 최항의 활동과 업적, 나라사랑 127집, 외솔회, 174~188, 

2018.

민현구, 신숙주와 집현전 학자들, 새국어생활, 12-3(가을호), 71~87, 2002.

박영준, 시정곤, 정주리, 최경봉, 우리말의 수수께끼, 김영사, 2002.

백두현, 우리말(한국어)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 민족어 의식의 발달, 언어과학 28호, 

115~140, 2004.

백두현,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한국문학언어학 67호, 9~38, 

2016.

안병희,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그 협력자, 국어학 제44호, 3-38, 2004.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새국어생활 제12권 제3호, 5-25, 2002.

이상혁,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 2004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 39

이상혁,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2004.

이상혁, 홍기문의 훈민정음 번역과 국어학사의 한 경향”, 한국어학 73, 111~134, 

2016.

이상혁, <정음발달사>(1446)에 제시된 훈민정음해례의 번역과 분석에 대하여, 한국어

문학국제학술포럼(JKC) 46집, 37~66. 2019.

이현희,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237~253, 1997.

장윤희, 정인지의 생애와 훈민정음, 나라사랑, 127, 189~224, 2018.

정광, 성삼문의 학문과 조선 전기의 역학, 한국어문교육연구 30집, 259~291, 2002.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박문사, 2019.

정우영, 훈민정음언해의 이본과 원본 재구에 관한 연구, 물교어문논집 5, 25~58, 

2000.

정우영, 언해본의 성립과 원본 재구, 국어국문학, 139, 75-113, 2005.

조오현, 15세기 성운학자 계보 연구, 한말연구 제27호, 347~377, 2010.

최기호,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집현전관과 언문반대상소-, 동방학지36·37, 

531-557, 1983.

홍기문, 정음발달사(상하), 서울신문국, 1946.



38 2019 한글날 학술대회

<참고문헌>

강신항, 문정공 최항 선생의 생애와 업적, <어문연구> 제32권 제4호, 427~447, 

2004.

강신항, 신숙주의 음운학, 어문연구 제30-4호, 349~375, 2002.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87.

김민수, 국어학사의 기본이해, 집문당, 1987.

김민수, 신국어학사, 일조각, 1980.

김민수, 주해훈민정음, 통문관, 1957.

김슬옹, 성삼문의 훈민정음 관련 공로 의미, 나라사랑 127집, 149~173, 2018.

김슬옹, 조선시대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2.

김주원·이현희·이호권·정상훈·정우영·조규태, 훈민정음 언해본의 정본 제작에 관한 

연구, 국어사연구7, 7~40, 2007.

김주필,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이 올린 갑자상소문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22

집, 145~174, 2014.

김주필, <갑자상소문>과 《훈민정음》의 두 <서문>, 반교어문연구 제44집, 114~151, 

2016.

남윤경, 세종대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한 역사적 접근,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문동석, 집현전 학자 최항의 활동과 업적, 나라사랑 127집, 외솔회, 174~188, 

2018.

민현구, 신숙주와 집현전 학자들, 새국어생활, 12-3(가을호), 71~87, 2002.

박영준, 시정곤, 정주리, 최경봉, 우리말의 수수께끼, 김영사, 2002.

백두현, 우리말(한국어)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 민족어 의식의 발달, 언어과학 28호, 

115~140, 2004.

백두현,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그 의미, 한국문학언어학 67호, 9~38, 

2016.

안병희,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그 협력자, 국어학 제44호, 3-38, 2004.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새국어생활 제12권 제3호, 5-25, 2002.

이상혁,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 2004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 39

이상혁,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2004.

이상혁, 홍기문의 훈민정음 번역과 국어학사의 한 경향”, 한국어학 73, 111~134, 

2016.

이상혁, <정음발달사>(1446)에 제시된 훈민정음해례의 번역과 분석에 대하여, 한국어

문학국제학술포럼(JKC) 46집, 37~66. 2019.

이현희,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237~253, 1997.

장윤희, 정인지의 생애와 훈민정음, 나라사랑, 127, 189~224, 2018.

정광, 성삼문의 학문과 조선 전기의 역학, 한국어문교육연구 30집, 259~291, 2002.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박문사, 2019.

정우영, 훈민정음언해의 이본과 원본 재구에 관한 연구, 물교어문논집 5, 25~58, 

2000.

정우영, 언해본의 성립과 원본 재구, 국어국문학, 139, 75-113, 2005.

조오현, 15세기 성운학자 계보 연구, 한말연구 제27호, 347~377, 2010.

최기호,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집현전관과 언문반대상소-, 동방학지36·37, 

531-557, 1983.

홍기문, 정음발달사(상하), 서울신문국, 1946.



40 2019 한글날 학술대회

“훈민정음 창제와 집현전 학자들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발표자께서는 최만리 상소문 및 여러 서문들을 살펴 집현전 학자인 최만리,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의 한문주의적 언어·문자 의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민정음 창

제 목적 중 하나가 한자음 표기 및 정리였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훈

민정음의 창제 목적에 고유어 표기만이 아니라 한자음 표기도 있었다는 데 동의하며, 

이는 수많은 선배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현전 학자들이 한문주

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배경 아래서 한자음 표기 문제에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수행을 집중했다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론에 대한 대체

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토론자로서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의

문이 있는 몇 가지 내용만 되짚어 보려 합니다.

첫째, 발표문의 서론·본론·결론을 통틀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주요 논점 중 하

나인데, 발표문의 제목이나 장·절 제목에 ‘목적’이라는 표현이 없는 점이 의아합니다. 

그리고 창제 이후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한 정책들은 창제 주체인 세종의 의도로 실현

된 것이므로 창제 목적과 관련될 수 있겠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가졌던 언어·문자 의

식이 창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발표문의 Ⅱ장 2절에서는 최만리가 한문과 이두를 사용하는 ‘이중적 문자 생

활’을 지향하는 ‘이중의 언어·문자 의식’을 가진 데 비해, 세종과 정인지는 한문과 이

두와 한글을 사용하는 ‘삼중적 문자 생활’을 지향하는 ‘삼중의 언어·문자 의식’을 가졌

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만리나 세종과 정인지가 한문 및 한자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은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자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두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종과 정인지가 이두를 폐지하지 않고 한

글과 공존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논의와 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삼중의 언어·문자 

의식’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이두의 폐단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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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목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만리로 대표되는 한문·이두의 ‘이중 문자 의식’과 세종과 정인지로 대표되는 한

문·한글의 ‘이중 문자 의식’이 부딪치다가,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한문의 지위는 유지되

고 이두와 한글은 나름의 사용역을 찾아 공존하게 된 결과가 ‘삼중 문자 시대’, ‘삼중

적 문자 생활’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발표문의 Ⅱ장 4절에서는 동국정운 서문 등에 나오는 ‘語音’이 조선 한자음

을 의미한다고 보고, 훈민정음 어제 서문의 ‘國之語音’도 조선 한자음으로 보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국정운 서문의 

“矧吾東方, 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

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 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闢之

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 亦隨而變也｡(하물며 우리나라는 안팎의 산하가 

저절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른데, 호흡이 어찌 중국어의 음

과 서로 합치되겠는가? 그러니 말소리가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자의 

음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중국어의 음과 같아야 하나, 호흡이 돌고 도는 사이에 경중과 

합벽의 기틀도 반드시 말소리에 저절로 이끌리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그 한자음도 따

라서 변하는 까닭이다.)”에서 “至於文字之音”은 앞에 나온 ‘語音’을 다시 지시하는 듯한 

“이 자음(字音)이”로 번역될 이유가 전혀 없고, 앞에 나온 ‘語音’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

아 “한자의 음에 이르러서는” 또는 “한자음에서는”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 “亦必有

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 亦隨而變也｡”도 우리말의 음에 이끌려서 한자음이 변했

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동국정운 서문의 한문 문맥으로 볼 때 ‘語音’은 일반적인 말

소리로 해석되며, 한자음으로 해석되는 표현은 ‘文字之音’ 또는 ‘字音’입니다. 또 홍무

정운역훈 서문이나 보한재집의 ‘語音’도 말소리로 해석할 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동국정운 서문, 홍무정운역훈 서문, 보한재집의 ‘語音’이 한자음의 변화를 

설명하기 전에 언어가 다르다는 일반적 진술을 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語音’은 

일반적인 말소리를 뜻하는 표현이라서, 세종실록에서 말이 안 통하는 여진인을 나타낼 

때도, 효종실록에서 말이 안 통하는 서양인을 나타낼 때도 “語音不通”이라는 표현이 사

용됩니다.

그리고 설령 집현전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이 한자음 표기를 위한 전사 기호로 이해되

었고, 그러한 의미가 동국정운 서문 등의 ‘語音’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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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직접 지은 어제 서문의 ‘國之語音’의 의미를 조선 한자음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세종실록 25년(1443년) 음력 12월 기사에 “凡于文字及本國俚

語, 皆可得而書”라고 나와 있듯이, 훈민정음은 창제 당시부터 한자음과 우리말을 다 표

기할 수 있는 문자라고 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國之語音’은 조선 한자음도 포함하는 

우리말 또는 우리말 소리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語音’의 해석과 관련하여 육당문고 소장 훈민정음 언해본의 후대 보사 부분을 

거론하는 것도 논지의 정당화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보사 부분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알 수 없고 ‘와’나 ‘지을’ 등 중세국어나 근대

국어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Ⅱ장 1절에서는 최행귀

의 “所冀, 遍東西而無㝵, 眞草並行”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각주 3)에 ‘眞’을 향가로, 

‘草’를 한시로 번역한 김민수(1980, 1987)을 제시했는데, 순서가 바뀐 듯합니다. 한자

를 ‘眞書’라고 불렀던 것을 고려하면 ‘眞’을 한시로, ‘草’를 향가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

다. 황선엽(2011), ｢균여 향가 표기 소고｣에서 균여가 지은 십구장원통기의 간기 부

분에 나오는 “然其文皆方言古訓歌草而寫 及乎後世 歌草之書不傳”이라는 구절에서 ‘古訓’

과 ‘歌草’가 각각 석독구결과 향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草’를 향가로 해

석할 근거를 추가했다는 점도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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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 교육과 확산 
- 훈민정음은 어떻게 가르치고 확산되었을까

백두현(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훈민정음이란 문자가 가진 가장 주목되는 특성은 이 문자의 제자 원리에 보편적 가

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는 이 문자가 가진 민주성(民主性)이다. 세종대왕은 한자를 배우지 못해 문자

를 모르는 무식한 백성[愚民]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민

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의 이 특성을 민주성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1) 둘째는 이 

문자가 가진 음성학적 과학성이다. 훈민정음은 글자의 자형이 음성기관의 움직임과 형

상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세계 문자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셋째는 사상적 측면

의 철학성이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과 음양(陰陽)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삼분법과 중성 기본자(⋅
ㅡㅣ) 제자 원리에 삼재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성 기본자를 서로 합성하여 

나머지 중성자를 만들 때 음양의 원리에 따랐다. 

민주성⋅과학성⋅철학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훈민정음은 한국이라는 정

치⋅문화적 단위를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표지(標識)로서 한국 민족을 한국 민족답게 

만드는 핵심이 되어 있다.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특징짓는 가장 뚜렷한 징표는 한국어

와 한글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그 보급은 중요한 정치 문화사적 의미

1) 이기문(1974: 12)은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은 세종의 의도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의식과 다른 것이지만 중세 군주에게 우
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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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 교육과 확산 
- 훈민정음은 어떻게 가르치고 확산되었을까

백두현(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훈민정음이란 문자가 가진 가장 주목되는 특성은 이 문자의 제자 원리에 보편적 가

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는 이 문자가 가진 민주성(民主性)이다. 세종대왕은 한자를 배우지 못해 문자

를 모르는 무식한 백성[愚民]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민

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의 이 특성을 민주성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1) 둘째는 이 

문자가 가진 음성학적 과학성이다. 훈민정음은 글자의 자형이 음성기관의 움직임과 형

상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세계 문자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셋째는 사상적 측면

의 철학성이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과 음양(陰陽)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삼분법과 중성 기본자(⋅
ㅡㅣ) 제자 원리에 삼재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중성 기본자를 서로 합성하여 

나머지 중성자를 만들 때 음양의 원리에 따랐다. 

민주성⋅과학성⋅철학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훈민정음은 한국이라는 정

치⋅문화적 단위를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표지(標識)로서 한국 민족을 한국 민족답게 

만드는 핵심이 되어 있다.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특징짓는 가장 뚜렷한 징표는 한국어

와 한글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그 보급은 중요한 정치 문화사적 의미

1) 이기문(1974: 12)은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은 세종의 의도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의식과 다른 것이지만 중세 군주에게 우
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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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필자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 문자의 보급

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밝혀 보기로 한다.

1.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보급 정책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글로써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은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리석은 백성(=문자를 모르는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

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배워 일상의 쓰임에 편하게 하라.”라는 문장이 세종이 밝힌 

훈민정음 창제 목적이다. Ramsey(2010)가 지적했듯이, 지구상의 어떤 문자도 왕이 백

성을 위해 만들어 준 것은 없다. 특히 이미 통용되던 주류 문자(漢字)를 젖혀 두고 백

성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은 인류 문명사의 독보적 존재

이다. 백성을 위해 만든 새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1) 궁중에서 

(1)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한글 문헌을 간행함

훈민정음을 완성한 직후인 세종 28년 11월 8일에 언문청을 설치하였다. “드디어 언

문청을 설치하여 사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어천가의 시[龍飛詩]를 태조실록(太祖實錄)

에 첨가토록 하였다.”라는 실록 기사가 언문청 설치와 그 과업을 알려 준다. 언문청을 

설치하고 이 관청에서 용비어천가의 시 125장을 태조실록에 첨가토록 한 것이다. 언문

청은 정음 관련 문헌을 간행하기 위해 세종이 설치한 기관이다.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정음 문헌의 간행을 언문청에서 수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종 29년 

7월 1일 기사에 언문청 소속 관원들이 서사(書寫)의 공이 있다고 하여, 왕이 특전을 베

푼 기사가 있다. 언문청은 세종 31년 기사에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서 언문청이 초

창기의 훈민정음 보급에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세종⋅단종⋅세조 대의 한글 서적 

출판은 언문청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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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대신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함

훈민정음 반포 직후의 조정 관료와 유생들은 대부분 언문을 몰랐다. 아직 정음을 배

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당시의 관료들은 언문을 배우려는 적극적 노력

을 하지 않았을 듯하다. 최만리 등이 올린 언문 반대 상소문에 담긴 언문 경시는 대부

분 양반 지식인의 생각을 대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세종은 조정 관리들도 정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한 달이 되는 세종 28년(1446) 10월 10일에 임금에게 직언을 고하는 대간(臺諫)들

의 상소문에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 세종은 신하들이 임금을 속인 일이

라 여겼다. 이에 세종이 “대간(臺諫)의 죄를 일일이 들어 언문(諺文)으로써 써서, 환관 

김득상(金得祥)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하였다.”2) 같은 날(1446.10.10)

에 집현전의 이계전, 최항, 박팽년, 성삼문, 이개 등 여러 명이 대간의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아뢰자. 수양대군이 이들에게 임금이 의금부에 유시한 언문서를 내어 보이었다. 

이 언문서에는 대간의 죄상이 적혀 있었다. 1446년 10월 13일에도 세종이 언문서(諺

文書) 몇 장을 대신들에게 보여 주며 “경 등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왔으니, 만약 이 

글을 자세히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3) 왕이 내린 언문 유시를 읽지 못

해 그 뜻을 받들지 못하는 신하의 처지가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세종이 자신

의 뜻을 언문으로 써서 신하들에게 보인 의도는 분명하다. 신하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 언문 유시를 쓴 때는 훈민정음의 완성(1446.12)보다 두 달 정도 

앞선다. 훈민정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을 신하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세종의 의도였을 것이다.

(3) 세자의 서연(書筵)에서 훈민정음을 강의케 함

세종 29년 11월 14일 조에 이석형(李石亨)이 세자의 서연(書筵)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 이 상서에 “지금 서연관(書筵官) 열 사람에 언문(諺文)과 의서(醫書)를 제

하면 겨우 신 등의 여섯 사람이 윤차로 진강(進講)하옵는데”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속

에 동궁을 가르친 서연 강의 과목으로 ‘언문’이 포함되어 있다. 서연은 국가의 가장 중

요한 교육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 서연에 ‘언문’ 과목이 설강(設講)된 것은 훈민정음의 

2) 세종실록 28년 10월 10일. 이 상소는 세종이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자암에서 행한 불사에 관련된 것이어서 세종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10월 13일 실록기사에 세종과 하연이 나눈 대화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세종 31년 6월 20일 조에도 신하들에게 보이는 글을 언문으로 쓴 것이 거의 20장이 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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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필자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 문자의 보급

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밝혀 보기로 한다.

1.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보급 정책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글로써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은 세종대왕이 지으신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리석은 백성(=문자를 모르는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

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배워 일상의 쓰임에 편하게 하라.”라는 문장이 세종이 밝힌 

훈민정음 창제 목적이다. Ramsey(2010)가 지적했듯이, 지구상의 어떤 문자도 왕이 백

성을 위해 만들어 준 것은 없다. 특히 이미 통용되던 주류 문자(漢字)를 젖혀 두고 백

성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은 인류 문명사의 독보적 존재

이다. 백성을 위해 만든 새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1) 궁중에서 

(1)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한글 문헌을 간행함

훈민정음을 완성한 직후인 세종 28년 11월 8일에 언문청을 설치하였다. “드디어 언

문청을 설치하여 사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어천가의 시[龍飛詩]를 태조실록(太祖實錄)

에 첨가토록 하였다.”라는 실록 기사가 언문청 설치와 그 과업을 알려 준다. 언문청을 

설치하고 이 관청에서 용비어천가의 시 125장을 태조실록에 첨가토록 한 것이다. 언문

청은 정음 관련 문헌을 간행하기 위해 세종이 설치한 기관이다.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정음 문헌의 간행을 언문청에서 수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종 29년 

7월 1일 기사에 언문청 소속 관원들이 서사(書寫)의 공이 있다고 하여, 왕이 특전을 베

푼 기사가 있다. 언문청은 세종 31년 기사에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서 언문청이 초

창기의 훈민정음 보급에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세종⋅단종⋅세조 대의 한글 서적 

출판은 언문청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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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대신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함

훈민정음 반포 직후의 조정 관료와 유생들은 대부분 언문을 몰랐다. 아직 정음을 배

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당시의 관료들은 언문을 배우려는 적극적 노력

을 하지 않았을 듯하다. 최만리 등이 올린 언문 반대 상소문에 담긴 언문 경시는 대부

분 양반 지식인의 생각을 대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세종은 조정 관리들도 정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한 달이 되는 세종 28년(1446) 10월 10일에 임금에게 직언을 고하는 대간(臺諫)들

의 상소문에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 세종은 신하들이 임금을 속인 일이

라 여겼다. 이에 세종이 “대간(臺諫)의 죄를 일일이 들어 언문(諺文)으로써 써서, 환관 

김득상(金得祥)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하였다.”2) 같은 날(1446.10.10)

에 집현전의 이계전, 최항, 박팽년, 성삼문, 이개 등 여러 명이 대간의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아뢰자. 수양대군이 이들에게 임금이 의금부에 유시한 언문서를 내어 보이었다. 

이 언문서에는 대간의 죄상이 적혀 있었다. 1446년 10월 13일에도 세종이 언문서(諺

文書) 몇 장을 대신들에게 보여 주며 “경 등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왔으니, 만약 이 

글을 자세히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3) 왕이 내린 언문 유시를 읽지 못

해 그 뜻을 받들지 못하는 신하의 처지가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세종이 자신

의 뜻을 언문으로 써서 신하들에게 보인 의도는 분명하다. 신하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 언문 유시를 쓴 때는 훈민정음의 완성(1446.12)보다 두 달 정도 

앞선다. 훈민정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을 신하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세종의 의도였을 것이다.

(3) 세자의 서연(書筵)에서 훈민정음을 강의케 함

세종 29년 11월 14일 조에 이석형(李石亨)이 세자의 서연(書筵)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 이 상서에 “지금 서연관(書筵官) 열 사람에 언문(諺文)과 의서(醫書)를 제

하면 겨우 신 등의 여섯 사람이 윤차로 진강(進講)하옵는데”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속

에 동궁을 가르친 서연 강의 과목으로 ‘언문’이 포함되어 있다. 서연은 국가의 가장 중

요한 교육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 서연에 ‘언문’ 과목이 설강(設講)된 것은 훈민정음의 

2) 세종실록 28년 10월 10일. 이 상소는 세종이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자암에서 행한 불사에 관련된 것이어서 세종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10월 13일 실록기사에 세종과 하연이 나눈 대화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세종 31년 6월 20일 조에도 신하들에게 보이는 글을 언문으로 쓴 것이 거의 20장이 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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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확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자에게 서연에서 훈민정음

을 가르쳤다면 당시의 주요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유생들에게도 훈민정음의 이치를 

가르친 것은 당연한 순서였을 것이다.

(4) 훈민정음으로 사서(四書)를 번역케 함 

논어⋅맹자⋅대학⋅중용이란 사서는 유학(儒學) 공부의 기본 서적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사서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직제학 김문(金

汶)이 임금의 명을 받아 사서 번역 일을 하다가 죽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상주 목사로 

근무하던 김구(金鉤)를 집현전으로 불러들여 훈민정음으로 사서를 번역케 하였다.4) 그

러나 이 번역 사업은 세종 당대에 이루어내지 못하고 선조 대에 가서 완성된다. 사서

를 훈민정음으로 번역케 한 것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훈민정음을 익혀 보다 쉽

게 사서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여기에는 유학의 사상을 널리 보급

하려는 뜻은 물론이고, 사서를 공부하는 지식인층에게 훈민정음을 보급하려는 세종의 

의도가 담겨 있다.

궁중에서 시행된 네 가지 훈민정음 교육 정책은 세자와 조정의 대신을 비롯한 양반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특징을 갖는다.

2) 과거(科擧) 시험에서

(1) 이서(吏胥)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을 부과함

세종대왕은 정음 창제 직후에 관청의 실무를 담당한 이서(吏胥) 10여 명에게 이 문

자를 익히도록 하였다(세종 26년의 최만리 상소문). 정음 반포(1446.9) 이후에는 이서

를 선발할 때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였고(1446.12.26), 함길도 및 각 관아의 관리

를 선발할 때 정음을 먼저 시험하여 합격한 자에게 다음 시험을 볼 자격을 주라고 지

시하였다(1447.4.20). 세종의 이러한 조치는 이서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관공서에서 작

성하는 이두 문서를 한글 문서로 대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세종의 뜻은 실현되지 못

하였다. 관청의 이두문 공문서는 갑오개혁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4) 세종 30년 3월 2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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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과(文科) 초장(初場) 시험에서 훈민정음을 강설하도록 함

세조 6년(1460)에 예조(禮曹)에서 과거 시험의 대표격인 문과의 초장(初場)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을 두자는 계문(啓文)을 임금께 올렸다.5) 이 때의 ‘훈민정음’은 훈민정

음 해례본을 가리킨다. 이 책의 내용을 외고 그 뜻을 풀이하는 시험 과목을 문과 시

험에 부과한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얼마나 오래 시행되었는지는 

그 뒷날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짐작컨대 당시의 한문 숭배의 풍토로 보아 그리 

오래 계속되었을 것 같지 않다. 

3) 성균관에서

세종 29년에 예조에서 성균관 학생들의 학습 과목에 대한 상서(上書)를 임금께 올렸

다.6) 예조의 이 상서에 성균관 학생들에게 사서(四書)와 아울러 훈민정음과 동국정

운을 시험 과목에 부과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 기록은 성균관 학생들에게 훈민정

음 해례본을 교재로 삼아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쳤고, 이에 대한 시험을 치렀음

을 의미한다.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시기에 성균관에 가서 공부했

던 유생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가져간 교재였을 것이다. 성균관의 이런 교육 과정은 

지방의 향교 등 다른 교육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얼마

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그 뒷날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세종은 중인층에 대한 훈민정음 보급을 위해 이서(吏胥)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

을 두었으며, 성균관 학생의 학습 과목에 훈민정음을 두었다. 세조는 양반 지식층 

관리를 선발하는 문과 시험에서 훈민정음의 강설을 부과했다. 이 정책들은 훈민정음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와 문과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급 관리들이 배우도록 

한 조처였다. 우리는 훈민정음 교육이 한때는(세종~세조) 국가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7) 

5) 세조 6년(1460) 5월 28일 기사.

6) 세종 29년 9월 17일 기사

7) 한글 학습과 관련된 16세기의 자료와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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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확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자에게 서연에서 훈민정음

을 가르쳤다면 당시의 주요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유생들에게도 훈민정음의 이치를 

가르친 것은 당연한 순서였을 것이다.

(4) 훈민정음으로 사서(四書)를 번역케 함 

논어⋅맹자⋅대학⋅중용이란 사서는 유학(儒學) 공부의 기본 서적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사서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직제학 김문(金

汶)이 임금의 명을 받아 사서 번역 일을 하다가 죽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상주 목사로 

근무하던 김구(金鉤)를 집현전으로 불러들여 훈민정음으로 사서를 번역케 하였다.4) 그

러나 이 번역 사업은 세종 당대에 이루어내지 못하고 선조 대에 가서 완성된다. 사서

를 훈민정음으로 번역케 한 것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훈민정음을 익혀 보다 쉽

게 사서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여기에는 유학의 사상을 널리 보급

하려는 뜻은 물론이고, 사서를 공부하는 지식인층에게 훈민정음을 보급하려는 세종의 

의도가 담겨 있다.

궁중에서 시행된 네 가지 훈민정음 교육 정책은 세자와 조정의 대신을 비롯한 양반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특징을 갖는다.

2) 과거(科擧) 시험에서

(1) 이서(吏胥)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을 부과함

세종대왕은 정음 창제 직후에 관청의 실무를 담당한 이서(吏胥) 10여 명에게 이 문

자를 익히도록 하였다(세종 26년의 최만리 상소문). 정음 반포(1446.9) 이후에는 이서

를 선발할 때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였고(1446.12.26), 함길도 및 각 관아의 관리

를 선발할 때 정음을 먼저 시험하여 합격한 자에게 다음 시험을 볼 자격을 주라고 지

시하였다(1447.4.20). 세종의 이러한 조치는 이서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관공서에서 작

성하는 이두 문서를 한글 문서로 대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세종의 뜻은 실현되지 못

하였다. 관청의 이두문 공문서는 갑오개혁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4) 세종 30년 3월 2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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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과(文科) 초장(初場) 시험에서 훈민정음을 강설하도록 함

세조 6년(1460)에 예조(禮曹)에서 과거 시험의 대표격인 문과의 초장(初場)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을 두자는 계문(啓文)을 임금께 올렸다.5) 이 때의 ‘훈민정음’은 훈민정

음 해례본을 가리킨다. 이 책의 내용을 외고 그 뜻을 풀이하는 시험 과목을 문과 시

험에 부과한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얼마나 오래 시행되었는지는 

그 뒷날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짐작컨대 당시의 한문 숭배의 풍토로 보아 그리 

오래 계속되었을 것 같지 않다. 

3) 성균관에서

세종 29년에 예조에서 성균관 학생들의 학습 과목에 대한 상서(上書)를 임금께 올렸

다.6) 예조의 이 상서에 성균관 학생들에게 사서(四書)와 아울러 훈민정음과 동국정

운을 시험 과목에 부과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 기록은 성균관 학생들에게 훈민정

음 해례본을 교재로 삼아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쳤고, 이에 대한 시험을 치렀음

을 의미한다.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시기에 성균관에 가서 공부했

던 유생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가져간 교재였을 것이다. 성균관의 이런 교육 과정은 

지방의 향교 등 다른 교육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얼마

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그 뒷날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세종은 중인층에 대한 훈민정음 보급을 위해 이서(吏胥)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

을 두었으며, 성균관 학생의 학습 과목에 훈민정음을 두었다. 세조는 양반 지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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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문헌의 편찬과 한글 가사의 창작

(1) 용비어천가의 창작과 편찬

세종은 새로 만든 문자의 시험적 운용을 도모하고, 이 문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간행 사업에 훈민정음을 활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서적이 용비어천가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실의 조상(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태종) 6대의 사적(事

跡)을 중국 역대 제왕들의 행적을 상응시켜, 한글 시와 한문 산문에 담은 것이다. 125

개장의 한글 시와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한시(漢詩)가 본문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한문으로 사적에 대한 풀이를 주해 형식으로 붙였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이 창제 

이전인 1442년과8) 반포된 1446년 사이에 편찬되었고, 간행은 1447년에 이루어졌

다.9) 세종은 정음 창제 이전에 벌써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1443년 12월에 정음 창제 기사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세종은 정음 창제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1442년 3월)에 정음으로 용비어천가 노래를 지으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조선 왕조의 개창에 큰 공을 세운 태조 등의 위업을 찬

양한 용비어천가를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먼저 완성한 것이다. 훈민정음과 왕실의 

권위를 서로 결부시킨 출판 사업이라는 점에서 훈민정음을 권위를 높이려는 세종의 뜻

을 읽을 수 있다. 용비어천가의 125장 가사를 본문으로 삼아 큰 글자의 정음으로 

표기하고, 주석문에는 작은 크기의 한문을 사용한 점은 훈민정음의 위상을 높이려는 

세종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문만 존중하는 당시의 식자층이 

새 문자 훈민정음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하려는 세종의 뜻이 담겨 있다.

(2) 한글 불교서 석보상절 편찬과 월인천강지곡 창작 

1446년에 세종대왕의 왕비 소헌왕후가 돌아가시자(1446.3.24)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은 아들 수양대군과 문신 김수온으로 하여금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찬케 

했다. 이 책은 부처의 일대기를 이야기 형식의 한글 문장으로 지은 것이다. 이 책이 완

8) 세종실록에서 ‘龍飛御天歌’를 검색해 보니 세종 24년(1442) 3월 1일 기사에 처음 나타난다. 이 기사에 태조 이성계가 남원 운봉에서 
왜구를 소탕한 위업을 세종이 스스로 말하면서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노인을 찾아내어 사적을 조
사하라고 명하였다. 이 기사의 끝에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고자 하여 이러한 전지를 내린 것이었다.”
(時 上方欲撰 《龍飛御天歌》, 故乃下此傳旨)라는 사평(史評)이 붙어 있다. 

9) 세종 27년(1445) 4월 5일 실록 기사에 권제⋅인지⋅안지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올렸다는 내용이 있다. 올리면서 바친 전(箋)에 
“옛일을 증거로 하고 노래는 나랏말(國言)을 쓰고, (노래에 연계된) 시(詩)를 지어 그 말을 풀이하였습니다.”(證諸古事, 歌用國言. 仍繫
之詩, 以解其語.)라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1446.9) 이전에 용비어천가를 먼저 완성한(1445.4.5)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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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자 세종대왕은 친히 부처의 공덕을 칭송한 시가(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

曲)을 한글로 짓고 곡(曲)을 붙여 부르게 했다고 한다. 이 두 책은 1447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가 유교를 숭상하기는 했지만 불교는 민간에서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처님의 생애를 한글 서적으로 간행

하고, 세종대왕 스스로 부처님 찬양시를 한글로 지은 것이다. 이런 책의 간행은 한글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록 제한된 범위였다 하더라도 한글로 된 가사

를 백성들이 접하게 됨으로써 새 문자는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2. 한글의 확산과 보급 과정

먼저 궁중에서 한글이 확산되어 간 양상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어서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을 통해 한글의 지역적 확산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

고 사회 계층적 관점에서 한글이 상층에서 하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고찰한다.

1) 궁중의 한글 사용 확대

세종대 이후 연산군(재위 1494~1506)까지의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통해 궁중 생활에

서 한글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자.

(1) 양녕대군의 한글 편지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대 이후, 한글 사용의 최초 기록은 양녕대군과 관련되어 있다. 

문종(文宗) 1년(1451) 11월 17일 기사에, 양녕대군이 조카 문종에게 언문(諺文)10) 편

지를 썼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편지의 내용은 귀양살이 중인 김경재가 서울로 돌아와 

딸을 시집보낼 수 있도록, 양녕대군이 문종에게 청한 것이다. 이것은 남성 왕족 간에 

오고간 한글 편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양녕이 한글로 편지를 쓴 까닭은 비밀스

럽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10) 언문(諺文)은 한글을 가리키는 조선 시대의 일반적 용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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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궁녀들의 연애편지

조선 시대에 한글 사용의 주체로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이 한글을 사

용한 최초의 기록은 단종 1년(1453)에 나타난다. 이 해 4월 2일에 수강궁의 어느 시

녀가 궁중 무관인 별감(別監)과 사통한 사실이 있다고 시녀 ‘묘단’이 혜빈에게 한글 문

장으로 고자질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글을 승정원에 내려 처결토록 하였다.11) 여

성이 한글을 사용한 첫 기록이 궁중 시녀와 별감 간의 ‘사통’(私通)으로 시작된 것이 

흥미롭다. 혜빈을 비롯하여 ‘묘단’과 ‘중비’ 등 시녀들까지 한글로 글을 쓸 정도인 것으로 

보아, 당시 궁내의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글 해득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일어난 1453년 4월이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6년 반 정도 되는 때이다.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궁중의 시녀들이 이 문자를 배워 편지 글을 썼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실은 훈민정음이 여성들에게 환영받았으며 적극적으로 배웠음을 

의미한다. 문자로써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해 보지 못했던 궁녀들에게 그

것을 가능케 해 준 한글은 참으로 신기하고 기특한 존재였을 것이다. 한자를 모르는 

문자 소외 계층이 한글을 통해 문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문자를 통한 교양과 지식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조 11년(1465) 9월 4일 기사에는 궁녀 덕중(德中)이 귀성군 이준(龜城君 李浚)을 

연모하는 편지를 언문으로 써서, 환관 최호(崔湖)를 통해 이준에게 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남녀 간 연모의 정을 한글로 써서 표현한 것은 한글이 섬세하고 미묘한 마음을 

나타내는 데 적합함을 의미한다. 세조 14년 5월 12일 기사에 “임금이 사정전에서 8명

의 기녀에게 언문 가사를 주어 부르게 하였으니 곧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궁내에서 일한 기녀들도 언문을 읽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왕비와 대비의 언문 교서

조선시대의 여성은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지만 수렴청정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비

가 정치 행위에 관여하였다. 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했을 때 대비가 일정 기간 동안 수

11) 같은 해 4월 14일 조에는 관련 당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시녀인 ‘중비’, ‘자금’, ‘가지’, ‘월계’가 월계의 방에 모여서 언문으로 서신
을 써 별감 ‘부귀’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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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청정을 하였던 바, 이런 시기에 대비가 언문서를 통해 국정에 참여하였다. 대비가 내

린 문서는 언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언문 교서’ 또는 ‘언문서’라 불렸다. 이 언문 교서는 

한문으로 번역되어 실록에 그 내용이 축약되어 실렸다. 

내전의 왕비나 대비가 한글을 쓴 기록으로 가장 빠른 것은 세조 4년(1458) 8월 24

일 조에 김분(金汾)과 김린(金潾)의 옥사(獄事)를 논할 때, 중궁(中宮)이 자신의 의견을 

한글로 지어 임금께 올린 일이다. 성종 1년(1470) 3월 9일 조에도 “내전에서 나온 언

문에 그 당시 경신 옹주가 그 어머니에게 불순하던 모양과 세조가 처결한 사유가 실렸

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성종실록에는 언문 관련 기사가 19건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

이 윤씨 폐비 문제와 관련하여 중궁과 대비가 자기의 생각을 한글로 적어 올리거나 윤

씨의 시녀 및 사가(私家)의 비복(婢僕)이 한글 편지로 모의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뒷날 연산군 때 익명의 언문 투서(연산 10년, 1504년 7월)로 발생한 언문 금압(禁壓)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많은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게 된다. 이밖에도 명종대의 문정대

비, 인조 대의 인목대비, 영조 대의 인원대비, 정조 대와 순조대의 정순대비가 언문서

로 국정에 관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4) 연산군대의 언문투서 사건과 한글 수난

연산군 10년(1504년 7월 20일)에 왕의 폭정을 비판하는 익명의 언문 투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에 연산군은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

라.”는 영을 내렸다. 이때부터 연산군 폐위되는 1506년 8월 말에 이르기까지12) 2년 

동안에 걸쳐 투서자 검거를 위한 광란적 수사가 진행되었다. 도성의 문을 모두 닫아걸

고 범인 색출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잡혀 들어온 이는 의녀 신분인 개금, 덕금, 고

온지였다. 이들을 국문하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자, 이들의 집안을 뒤져 이들이 쓴 한

글 편지를 다 가져오게 하고, 이들의 남편이나 가족까지 잡아와 고문하였다. 의금부는 

한글을 아는 자에게 필적을 제출하게 하여 필체를 대조하였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

는 자나 무고하게 고발하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여 형장을 받게 하니 감옥에 억울한 사

람들이 가득차고 죽어나가는 자가 무수하였다. 이 때 잡혀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성

12) 연산군의 폐위와 중종의 즉위는 연산군 12년(1506년) 9월 2일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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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궁녀들의 연애편지

조선 시대에 한글 사용의 주체로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이 한글을 사

용한 최초의 기록은 단종 1년(1453)에 나타난다. 이 해 4월 2일에 수강궁의 어느 시

녀가 궁중 무관인 별감(別監)과 사통한 사실이 있다고 시녀 ‘묘단’이 혜빈에게 한글 문

장으로 고자질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글을 승정원에 내려 처결토록 하였다.11) 여

성이 한글을 사용한 첫 기록이 궁중 시녀와 별감 간의 ‘사통’(私通)으로 시작된 것이 

흥미롭다. 혜빈을 비롯하여 ‘묘단’과 ‘중비’ 등 시녀들까지 한글로 글을 쓸 정도인 것으로 

보아, 당시 궁내의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글 해득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일어난 1453년 4월이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6년 반 정도 되는 때이다.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궁중의 시녀들이 이 문자를 배워 편지 글을 썼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실은 훈민정음이 여성들에게 환영받았으며 적극적으로 배웠음을 

의미한다. 문자로써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해 보지 못했던 궁녀들에게 그

것을 가능케 해 준 한글은 참으로 신기하고 기특한 존재였을 것이다. 한자를 모르는 

문자 소외 계층이 한글을 통해 문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문자를 통한 교양과 지식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조 11년(1465) 9월 4일 기사에는 궁녀 덕중(德中)이 귀성군 이준(龜城君 李浚)을 

연모하는 편지를 언문으로 써서, 환관 최호(崔湖)를 통해 이준에게 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남녀 간 연모의 정을 한글로 써서 표현한 것은 한글이 섬세하고 미묘한 마음을 

나타내는 데 적합함을 의미한다. 세조 14년 5월 12일 기사에 “임금이 사정전에서 8명

의 기녀에게 언문 가사를 주어 부르게 하였으니 곧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궁내에서 일한 기녀들도 언문을 읽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왕비와 대비의 언문 교서

조선시대의 여성은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지만 수렴청정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비

가 정치 행위에 관여하였다. 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했을 때 대비가 일정 기간 동안 수

11) 같은 해 4월 14일 조에는 관련 당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시녀인 ‘중비’, ‘자금’, ‘가지’, ‘월계’가 월계의 방에 모여서 언문으로 서신
을 써 별감 ‘부귀’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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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청정을 하였던 바, 이런 시기에 대비가 언문서를 통해 국정에 참여하였다. 대비가 내

린 문서는 언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언문 교서’ 또는 ‘언문서’라 불렸다. 이 언문 교서는 

한문으로 번역되어 실록에 그 내용이 축약되어 실렸다. 

내전의 왕비나 대비가 한글을 쓴 기록으로 가장 빠른 것은 세조 4년(1458) 8월 24

일 조에 김분(金汾)과 김린(金潾)의 옥사(獄事)를 논할 때, 중궁(中宮)이 자신의 의견을 

한글로 지어 임금께 올린 일이다. 성종 1년(1470) 3월 9일 조에도 “내전에서 나온 언

문에 그 당시 경신 옹주가 그 어머니에게 불순하던 모양과 세조가 처결한 사유가 실렸

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성종실록에는 언문 관련 기사가 19건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

이 윤씨 폐비 문제와 관련하여 중궁과 대비가 자기의 생각을 한글로 적어 올리거나 윤

씨의 시녀 및 사가(私家)의 비복(婢僕)이 한글 편지로 모의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뒷날 연산군 때 익명의 언문 투서(연산 10년, 1504년 7월)로 발생한 언문 금압(禁壓)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많은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게 된다. 이밖에도 명종대의 문정대

비, 인조 대의 인목대비, 영조 대의 인원대비, 정조 대와 순조대의 정순대비가 언문서

로 국정에 관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4) 연산군대의 언문투서 사건과 한글 수난

연산군 10년(1504년 7월 20일)에 왕의 폭정을 비판하는 익명의 언문 투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당일에 연산군은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

라.”는 영을 내렸다. 이때부터 연산군 폐위되는 1506년 8월 말에 이르기까지12) 2년 

동안에 걸쳐 투서자 검거를 위한 광란적 수사가 진행되었다. 도성의 문을 모두 닫아걸

고 범인 색출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잡혀 들어온 이는 의녀 신분인 개금, 덕금, 고

온지였다. 이들을 국문하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자, 이들의 집안을 뒤져 이들이 쓴 한

글 편지를 다 가져오게 하고, 이들의 남편이나 가족까지 잡아와 고문하였다. 의금부는 

한글을 아는 자에게 필적을 제출하게 하여 필체를 대조하였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

는 자나 무고하게 고발하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여 형장을 받게 하니 감옥에 억울한 사

람들이 가득차고 죽어나가는 자가 무수하였다. 이 때 잡혀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의 성

12) 연산군의 폐위와 중종의 즉위는 연산군 12년(1506년) 9월 2일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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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도야지’, ‘돌비’ 등처럼 성이 없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김인령’, ‘김세훈’ 등과 같이 성명 석 자가 번듯한 사람도 있다. 노비 신분의 하

층민과 양인 이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 사건이 1504년에 일어났

으니 훈민정음 반포 후 58년 되던 해이다. 약 반세기 만에 한글은 민중들의 문자가 되

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도 언문으로 역서(曆書)를 번역한 일(연산 10년 12월 10일), 궁

녀의 제문을 번역한 일(연산 11년 9월 15일), 대비의 생일에 올린 글을 언문으로 번역

한 일(연산 12년 6월 24일), 언문을 아는 여자를 궁녀로 뽑은 일(연산 12년 5월 29

일) 등에서 보듯이 한글이 여전히 활용되었다.

(5) 승려의 한글 사용

조선왕조실록에 승려로서 한글 사용의 최초 기록을 남긴 이는 신미(信眉)이다. 불교

를 억압한 조선 정부는 세금과 역을 부담하지 않는 승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금강

경과 법화경을 강경(講經)케 하여 능하지 못한 자를 환속시키려 했다. 이 말을 들은 

승려 신미(信眉)가 임금 예종에게 한글 편지를 써서 비밀히 아뢰었다.13) “중으로서 경

을 외는 자는 간혹 있으나, 만약에 강경(講經)을 하면 천 명이나 만 명 중에 겨우 한둘

뿐일 것이니, 원컨대 다만 외는 것만으로 시험하게 하소서.”라고 했다. 

명종 14년 11월 9일 기사에는 승려 성청(性淸)이 금원군 이영(錦原君 李岺)과 내통하

며 부처에게 복을 빌었고, 성청이 대비의 한글 편지를 위조했다는 사건이 나타난다.14) 

궁중의 보모상궁이라 자칭하는 여인이 임해군 이숙노의 집에 머물던 승려와 정기적으

로 사통하는 자리에서 한글 편지 10여 통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있다(인조 4년 7월 

7일). 이런 기록들은 한글에 익숙한 승려들이 한글 편지로 일반인과 의사소통한 사실

을 알려 준다.

위와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15) 궁중에서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한글이 다양한 용도로 생활에 활용되었음

13) 예종 1년 6월 27일 기사.

14) 성청(性淸)이 대비의 언문 서찰을 위조하여 경상도 관찰사 이감(李戡)에게 보내어 자기가 거주하던 절을 돌봐주고자 하였으나 일이 발
각되어 마침내 처형당했다. 

15) 1485년(성종 16년) 7월 17일에 서울 시전의 상인들이 저자를 옮긴 데 불만을 품고 언문으로 판서와 참판을 비웃고 헐뜯는 글을 호
조판서 이덕량(李德良)의 동생 집에 몰래 던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체포된 사람 중에 유막지라는 노비 신분의 사람이 언문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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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궁중의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은 한글이 익히기 쉽고 진솔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왕비와 대비는 국정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한글

을 사용했고, 승려들은 일반인과 소통하는 수동으로 한글을 활용했다.

2) 한글 사용의 지역적 확대

(1) 서울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

훈민정음의 보급을 살핌에 있어서 우리는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각종 서적의 간행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이 세종 

대에 나오고,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등 10종에 달하는 언해서가 세조 대에 간행

되었다. 성종 대에도 두시언해, 구급간이방언해, 삼강행실도 및 불경 언해류가 

나왔다. 불경 언해류의 간행은 호불(好佛) 군주가 뒷받침하는 왕실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의서(醫書)와 교화서(敎化書) 등과 함께 훈민정음의 보급에 기여했다. 이러한 

서적의 출판으로 훈민정음은 서울의 식자층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다. 

(2)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서울 사람들에게 이 문자가 비교적 빨리 알려졌겠지만 지방과 

시골의 경우는 더 늦었을 것이다. 훈민정음이 지방 거주민에게 전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듯하다. 당시 출판의 형편으로 보아 앞에서 언급한 불교서 등 한글 번역

서가 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국적인 규모로 훈민정음이 전파

된 과정과 그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대강의 시

기는 파악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라는 새 문자의 구체적 형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성종 3년

(1472)에 임금이 내린 한글 포고문일 것이다. 성종은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뜻을 백성

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서울과 모든 도(道)의 여러 고을에 한글 포고문을 반포하였다.16) 

한글 반포 25년이 지난 1472년에 방방곡곡에 나붙은 한글 포고문은 지방민에게 새로

운 문자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임진왜란 중 1593년에 선조가 백

는 기사도 있다. 노비의 언문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16) 성종 3년 9월 경자(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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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도야지’, ‘돌비’ 등처럼 성이 없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김인령’, ‘김세훈’ 등과 같이 성명 석 자가 번듯한 사람도 있다. 노비 신분의 하

층민과 양인 이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 사건이 1504년에 일어났

으니 훈민정음 반포 후 58년 되던 해이다. 약 반세기 만에 한글은 민중들의 문자가 되

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도 언문으로 역서(曆書)를 번역한 일(연산 10년 12월 10일), 궁

녀의 제문을 번역한 일(연산 11년 9월 15일), 대비의 생일에 올린 글을 언문으로 번역

한 일(연산 12년 6월 24일), 언문을 아는 여자를 궁녀로 뽑은 일(연산 12년 5월 29

일) 등에서 보듯이 한글이 여전히 활용되었다.

(5) 승려의 한글 사용

조선왕조실록에 승려로서 한글 사용의 최초 기록을 남긴 이는 신미(信眉)이다. 불교

를 억압한 조선 정부는 세금과 역을 부담하지 않는 승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금강

경과 법화경을 강경(講經)케 하여 능하지 못한 자를 환속시키려 했다. 이 말을 들은 

승려 신미(信眉)가 임금 예종에게 한글 편지를 써서 비밀히 아뢰었다.13) “중으로서 경

을 외는 자는 간혹 있으나, 만약에 강경(講經)을 하면 천 명이나 만 명 중에 겨우 한둘

뿐일 것이니, 원컨대 다만 외는 것만으로 시험하게 하소서.”라고 했다. 

명종 14년 11월 9일 기사에는 승려 성청(性淸)이 금원군 이영(錦原君 李岺)과 내통하

며 부처에게 복을 빌었고, 성청이 대비의 한글 편지를 위조했다는 사건이 나타난다.14) 

궁중의 보모상궁이라 자칭하는 여인이 임해군 이숙노의 집에 머물던 승려와 정기적으

로 사통하는 자리에서 한글 편지 10여 통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있다(인조 4년 7월 

7일). 이런 기록들은 한글에 익숙한 승려들이 한글 편지로 일반인과 의사소통한 사실

을 알려 준다.

위와 같은 실록 기사를 통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15) 궁중에서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한글이 다양한 용도로 생활에 활용되었음

13) 예종 1년 6월 27일 기사.

14) 성청(性淸)이 대비의 언문 서찰을 위조하여 경상도 관찰사 이감(李戡)에게 보내어 자기가 거주하던 절을 돌봐주고자 하였으나 일이 발
각되어 마침내 처형당했다. 

15) 1485년(성종 16년) 7월 17일에 서울 시전의 상인들이 저자를 옮긴 데 불만을 품고 언문으로 판서와 참판을 비웃고 헐뜯는 글을 호
조판서 이덕량(李德良)의 동생 집에 몰래 던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체포된 사람 중에 유막지라는 노비 신분의 사람이 언문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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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궁중의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은 한글이 익히기 쉽고 진솔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왕비와 대비는 국정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한글

을 사용했고, 승려들은 일반인과 소통하는 수동으로 한글을 활용했다.

2) 한글 사용의 지역적 확대

(1) 서울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

훈민정음의 보급을 살핌에 있어서 우리는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각종 서적의 간행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이 세종 

대에 나오고,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등 10종에 달하는 언해서가 세조 대에 간행

되었다. 성종 대에도 두시언해, 구급간이방언해, 삼강행실도 및 불경 언해류가 

나왔다. 불경 언해류의 간행은 호불(好佛) 군주가 뒷받침하는 왕실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의서(醫書)와 교화서(敎化書) 등과 함께 훈민정음의 보급에 기여했다. 이러한 

서적의 출판으로 훈민정음은 서울의 식자층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다. 

(2)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서울 사람들에게 이 문자가 비교적 빨리 알려졌겠지만 지방과 

시골의 경우는 더 늦었을 것이다. 훈민정음이 지방 거주민에게 전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듯하다. 당시 출판의 형편으로 보아 앞에서 언급한 불교서 등 한글 번역

서가 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국적인 규모로 훈민정음이 전파

된 과정과 그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대강의 시

기는 파악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라는 새 문자의 구체적 형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성종 3년

(1472)에 임금이 내린 한글 포고문일 것이다. 성종은 스스로 근검절약하는 뜻을 백성

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서울과 모든 도(道)의 여러 고을에 한글 포고문을 반포하였다.16) 

한글 반포 25년이 지난 1472년에 방방곡곡에 나붙은 한글 포고문은 지방민에게 새로

운 문자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임진왜란 중 1593년에 선조가 백

는 기사도 있다. 노비의 언문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16) 성종 3년 9월 경자(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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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게 반포한 한글 유서(諭書)는 16세기 말기에 한글이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

급되었음을 암시한다.

지방에서 한글 문헌은 1500년 이후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 지방에서 

간행된 각종 한글 문헌은 한글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을 보여 준다. 16세기에 간행

된 한글 문헌은 그 성격상 크게 다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불교서이다. 지방에서 간행된 최초의 한글 문헌은 경상도 합천 봉서사(鳳栖寺, 

현재의 해인사 원당암)에서 1500년에 간행한 목우자수심결언해이다. 이 책은 간경도

감판(초간본 1467)을 덮새긴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한글 서적이 지방에서 간행되었다

는 사실은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승려 등)이 지방에도 있었다는 증거이다. 간

경도감이 폐지된 이후 불경 간행은 각 지역의 사찰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16세

기부터 지방의 여러 사찰에서 불교서 언해본이 나왔다. 사법어언해의 중간본이 충청

도 고운사(1517), 황해도 심원사(1525), 전라도 송광사(1577) 등 각 지역에서 간행되

었다. 그밖에도 많은 불교서가 지방에서 간행되었다.

둘째는 농사와 풍속 교화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한글 서적의 간행이다. 1518년에 경

상도 관찰사 김안국(金安國)은 이륜행실도,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잠서언해, 
농서언해, 벽온방언해 등을 경상도에서 간행했다. 이는 원간본으로서의 한글 서적

이 지방에서 간행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간이벽온방(1525), 촌가구급방(1538), 

분문온역이해방 등의 의학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지방에서도 간행되었다.

셋째는 초학자를 위해 한글 훈을 붙인 한자 자서(字書)의 간행이다. 훈몽자회
(1527), 천자문(1529), 유합(1529),17) 광주천자문(1575) 등은 초학자가 한자를 

익히는 단계에서 한글을 배웠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서들이 한글 보급에 기여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책들은 초학자의 한자 학습에 한글이 유용하게 활용된 증거이

며, 어린 아동들이 일찍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 세 부류의 한글 문헌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은 16세기 초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 

중엽경에는 더 많이 간행되었다. 이 사실은 16세기 초에 지방 사회에 한글 보급이 점

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

17) 1529년에 나온 천자문과 유합은 기록으로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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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후술할 언간(諺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필자는 16세기 중엽 경이 한글 보급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지방 사회에도 

한글 보급이 일정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상층부인 

양반가를 중심으로 한글 보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3) 윤음의 반포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글을 윤음(綸音)이라 한다. ‘윤음’은 임금의 말이란 뜻이다. 

왕이 관리나 백성들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호소하거나 위무⋅경계하려 할 때 윤음(綸

音)을 반포했다. 윤음의 내용은 진휼(賑恤), 위무(慰撫), 계주(戒酒), 척사(斥邪), 양로(養

老), 권농(勸農) 등이다. 특히 심한 흉년이나 전염병 등으로 재해가 극심하여 민생이 도

탄에 빠졌을 때 민습 수습을 위해 반포한 것이 여러 개 있다. 당시의 가장 시급한 사

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 윤음을 활용한 것이다. 왕이 내린 윤음의 구체적 

집행은 지방 관아의 관찰사, 군수, 현감 등 지방관들의 몫이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윤

음은 한글의 지역적 확산에 기여했다.

백성들에게 임금의 뜻을 한글 문장을 통해 널리 펼쳤던 첫 번째 시도는 성종 대에 

있었다. 성종 3년(1472) 9월 7일에 의정부에서 건의하였다. 임금이 절검(節儉)에 힘써 

몸소 행하고 이를 이끌겠다는 글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성부(漢城府)와 모든 도(道)의 여

러 고을에 반포(頒布)해서 관문(關門)과 장시(場市), 촌락 거리에 걸어두게 하였다. 한글 

반포 후 25년이 지난 때에 반포된 성종의 담화문은 방방곡곡에 한글의 실체를 널리 

알리는 데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왕대 별로 반포한 ‘윤음언해’의 건수를 계산해 보니 성종대 1건, 중종대 1건, 선조대 

1건,18) 영조대 2건, 정조대 25건(언해가 없는 3건을 합치면 28건), 고종대 3건으로 

모두 33건(언해 없는 것을 포함하면 도합 36건)이었다. 정조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민

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음을 이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문서로서 한글 본문이 남아 있으며, 가장 오래된 문서는 임진왜란 도중에 선조가 

반포한 한글 교서이다. 이 문서의 제목은 ‘셩의게 니 글이라’로 되어 있다.

18) 선조 대 이전의 3건은 모두 ‘윤음’이란 명칭을 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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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게 반포한 한글 유서(諭書)는 16세기 말기에 한글이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

급되었음을 암시한다.

지방에서 한글 문헌은 1500년 이후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 지방에서 

간행된 각종 한글 문헌은 한글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을 보여 준다. 16세기에 간행

된 한글 문헌은 그 성격상 크게 다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불교서이다. 지방에서 간행된 최초의 한글 문헌은 경상도 합천 봉서사(鳳栖寺, 

현재의 해인사 원당암)에서 1500년에 간행한 목우자수심결언해이다. 이 책은 간경도

감판(초간본 1467)을 덮새긴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한글 서적이 지방에서 간행되었다

는 사실은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승려 등)이 지방에도 있었다는 증거이다. 간

경도감이 폐지된 이후 불경 간행은 각 지역의 사찰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16세

기부터 지방의 여러 사찰에서 불교서 언해본이 나왔다. 사법어언해의 중간본이 충청

도 고운사(1517), 황해도 심원사(1525), 전라도 송광사(1577) 등 각 지역에서 간행되

었다. 그밖에도 많은 불교서가 지방에서 간행되었다.

둘째는 농사와 풍속 교화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한글 서적의 간행이다. 1518년에 경

상도 관찰사 김안국(金安國)은 이륜행실도,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잠서언해, 
농서언해, 벽온방언해 등을 경상도에서 간행했다. 이는 원간본으로서의 한글 서적

이 지방에서 간행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간이벽온방(1525), 촌가구급방(1538), 

분문온역이해방 등의 의학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지방에서도 간행되었다.

셋째는 초학자를 위해 한글 훈을 붙인 한자 자서(字書)의 간행이다. 훈몽자회
(1527), 천자문(1529), 유합(1529),17) 광주천자문(1575) 등은 초학자가 한자를 

익히는 단계에서 한글을 배웠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서들이 한글 보급에 기여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책들은 초학자의 한자 학습에 한글이 유용하게 활용된 증거이

며, 어린 아동들이 일찍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 세 부류의 한글 문헌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은 16세기 초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 

중엽경에는 더 많이 간행되었다. 이 사실은 16세기 초에 지방 사회에 한글 보급이 점

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

17) 1529년에 나온 천자문과 유합은 기록으로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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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후술할 언간(諺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필자는 16세기 중엽 경이 한글 보급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지방 사회에도 

한글 보급이 일정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상층부인 

양반가를 중심으로 한글 보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3) 윤음의 반포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글을 윤음(綸音)이라 한다. ‘윤음’은 임금의 말이란 뜻이다. 

왕이 관리나 백성들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호소하거나 위무⋅경계하려 할 때 윤음(綸

音)을 반포했다. 윤음의 내용은 진휼(賑恤), 위무(慰撫), 계주(戒酒), 척사(斥邪), 양로(養

老), 권농(勸農) 등이다. 특히 심한 흉년이나 전염병 등으로 재해가 극심하여 민생이 도

탄에 빠졌을 때 민습 수습을 위해 반포한 것이 여러 개 있다. 당시의 가장 시급한 사

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 윤음을 활용한 것이다. 왕이 내린 윤음의 구체적 

집행은 지방 관아의 관찰사, 군수, 현감 등 지방관들의 몫이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윤

음은 한글의 지역적 확산에 기여했다.

백성들에게 임금의 뜻을 한글 문장을 통해 널리 펼쳤던 첫 번째 시도는 성종 대에 

있었다. 성종 3년(1472) 9월 7일에 의정부에서 건의하였다. 임금이 절검(節儉)에 힘써 

몸소 행하고 이를 이끌겠다는 글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성부(漢城府)와 모든 도(道)의 여

러 고을에 반포(頒布)해서 관문(關門)과 장시(場市), 촌락 거리에 걸어두게 하였다. 한글 

반포 후 25년이 지난 때에 반포된 성종의 담화문은 방방곡곡에 한글의 실체를 널리 

알리는 데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왕대 별로 반포한 ‘윤음언해’의 건수를 계산해 보니 성종대 1건, 중종대 1건, 선조대 

1건,18) 영조대 2건, 정조대 25건(언해가 없는 3건을 합치면 28건), 고종대 3건으로 

모두 33건(언해 없는 것을 포함하면 도합 36건)이었다. 정조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민

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음을 이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문서로서 한글 본문이 남아 있으며, 가장 오래된 문서는 임진왜란 도중에 선조가 

반포한 한글 교서이다. 이 문서의 제목은 ‘셩의게 니 글이라’로 되어 있다.

18) 선조 대 이전의 3건은 모두 ‘윤음’이란 명칭을 달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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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한글 윤음으로 가장 오래된 ｢선조 한글 교서｣, 1593년. 75.0X48.8cm.

조선전기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호암미술관 1996,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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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사용의 사회 계층적 확대

한글 사용의 지역적 확대와 아울러 사회 계층적 확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 사대부가 여성의 경우 

한글 창제 이후 이 문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편지이다. 한글 

편지는 흔히 ‘언간’(諺簡)이라 불린다. 한문 편지가 거의 대부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사실과 달리, 한글 편지는 남녀가 함께 이용한 문자 생활 수단이었다.19) 언간은 주로 

여성들이 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전하는 한글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를 검토해 보면 남성이 발신자이고 여성이 수신자인 비율이 상당히 높다.20) 

현재 실물이 전하고 있는 민간의 한글 편지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21) ｢나신걸 언간｣(신창맹씨묘 출토)은 현전하는 언간 중에서 가장 이

른 것으로 1490년경에 쓴 것이다(배영환 2012). 이 편지의 필자가 문관이 아니라 무

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순천김씨언간｣은 1560년대에서부터 1580년대에 

걸쳐 쓰여진 것으로 순천김씨와 그의 딸이 쓴 편지가 대부분이다(조항범 1998:23). 송

강 정철(鄭澈) 집안의 언간은 정철의 어머니 죽산 안씨(竹山 安氏 1495-1573)가 아들

에게 쓴 것 3매(1571, 1572), 송강이 부인에게 쓴 것 3매(1571, 1573, 1593), 송강

의 부인 유씨가 아들에게 쓴 1매(연대 미상)가 있다. 이응태(李應台)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 편지는 1586년에 쓴 편지 1매이다. 이응태(1556-1586)가 서른의 나이

에 갑자기 죽자 그의 아내가 그 슬픔을 적어 고인의 관 속에 넣은 편지이다. 학봉 김

성일(金誠一)이 임진왜란 전장에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 1매는 1592년에 쓴 것이다. ｢
현풍곽씨언간｣은 전체 분량이 176매인데 곽주(1569~ 1617)가 쓴 것이 106매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이 그의 아내 하씨에게 보낸 편지다. 이 편지들은 1602년과 1652년 사

이에 쓴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위의 언간 자료로 볼 때 16세기 후기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가의 남

성은 물론 부녀자들도 한글 사용에 능통한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 남성과 여성에게 두루 쓰여진 한글 편지는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많이 나타난다. 

20) 백두현(2005)에 의하면 어머니가 딸과 아들에게 보낸 언간이 39.5%로 가장 많다. 그리고 아내⋅어머니⋅며느리가 수신자 역할
을 한 비율은 40.5%이다. 이 수치는 언간의 수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21)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간략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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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한글 윤음으로 가장 오래된 ｢선조 한글 교서｣, 1593년. 75.0X48.8cm.

조선전기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호암미술관 1996,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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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사용의 사회 계층적 확대

한글 사용의 지역적 확대와 아울러 사회 계층적 확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 사대부가 여성의 경우 

한글 창제 이후 이 문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편지이다. 한글 

편지는 흔히 ‘언간’(諺簡)이라 불린다. 한문 편지가 거의 대부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사실과 달리, 한글 편지는 남녀가 함께 이용한 문자 생활 수단이었다.19) 언간은 주로 

여성들이 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전하는 한글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를 검토해 보면 남성이 발신자이고 여성이 수신자인 비율이 상당히 높다.20) 

현재 실물이 전하고 있는 민간의 한글 편지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21) ｢나신걸 언간｣(신창맹씨묘 출토)은 현전하는 언간 중에서 가장 이

른 것으로 1490년경에 쓴 것이다(배영환 2012). 이 편지의 필자가 문관이 아니라 무

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순천김씨언간｣은 1560년대에서부터 1580년대에 

걸쳐 쓰여진 것으로 순천김씨와 그의 딸이 쓴 편지가 대부분이다(조항범 1998:23). 송

강 정철(鄭澈) 집안의 언간은 정철의 어머니 죽산 안씨(竹山 安氏 1495-1573)가 아들

에게 쓴 것 3매(1571, 1572), 송강이 부인에게 쓴 것 3매(1571, 1573, 1593), 송강

의 부인 유씨가 아들에게 쓴 1매(연대 미상)가 있다. 이응태(李應台)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 편지는 1586년에 쓴 편지 1매이다. 이응태(1556-1586)가 서른의 나이

에 갑자기 죽자 그의 아내가 그 슬픔을 적어 고인의 관 속에 넣은 편지이다. 학봉 김

성일(金誠一)이 임진왜란 전장에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 1매는 1592년에 쓴 것이다. ｢
현풍곽씨언간｣은 전체 분량이 176매인데 곽주(1569~ 1617)가 쓴 것이 106매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이 그의 아내 하씨에게 보낸 편지다. 이 편지들은 1602년과 1652년 사

이에 쓴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위의 언간 자료로 볼 때 16세기 후기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가의 남

성은 물론 부녀자들도 한글 사용에 능통한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 남성과 여성에게 두루 쓰여진 한글 편지는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많이 나타난다. 

20) 백두현(2005)에 의하면 어머니가 딸과 아들에게 보낸 언간이 39.5%로 가장 많다. 그리고 아내⋅어머니⋅며느리가 수신자 역할
을 한 비율은 40.5%이다. 이 수치는 언간의 수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21)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간략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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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인층의 경우

중인층을 포함한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에게 한글이 보급된 것은 양반층보다 시기적

으로 더 늦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및 중세 사회에서 문자는 통치자와 

그에 봉사하는 식자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는 다르다. 비록 피지배층이 

직접 한글로 쓴 기록물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들이 한글 사용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

다. 양반층 이하의 하위 계층의 한글 사용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한글의 보급 과

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1485년(성종 17)에 서울의 상인들이 저자를 옮긴 데 불만을 품고 언문으로 판서와 

참판을 헐뜯는 글을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의 동생 집에 몰래 던진 사건이 

있었다(위 각주 15). 서울의 상인(양인층)들이 한글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중인층의 한글 사용 사례는 해남 윤씨 문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윤선도는 봉림대군

과 인평대군의 사부였다. 윤선도가 병이 났을 때 대군이 사부에게 물품을 보내었는데, 

‘장무’(掌務) 직책의 ‘니튱신’(이충신)이 1665년에 한글로 쓴 송기(送記)가 해남 윤씨가 

문서에 남아 있다(남풍현 1996:29). ‘장무’는 중인 또는 무관이 담당한 직책이므로 이 

자료는 중인층의 한글 사용 사례가 된다. 

중인층에 속한 서리나 아전도 한글 편지를 썼다. 병조에 소속된 서리 서응상(徐應祥)

이 대비전의 나인들과 주고받은 언문 편지 한 통이 국청에 내려져 수사의 대상이 되었

다.22) 서리가 쓴 편지의 실물은 희귀하다. 백두현(2015)에서 예천군 서리로 서울에 파

견되어 근무하던 이인채(李仁采)가 군수에게 보낸 언간을 소개한 바 있다.

(3) 노비 등 하층민의 경우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노비가 언문서를 쓴 기록이 드물게 나타난다. 성종 21년(1490) 

11월 13일 기사는 정진(鄭溱)⋅정회(鄭淮)⋅정수(鄭洙) 3형제가 이복모 누이인 수춘군

의 아내를 사주해서 거짓 소장을 올린 사건을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다. 수춘군의 아

내가 올린 소장은 정회(鄭淮)가 소유한 종의 남편(婢夫) 정의손(鄭義孫)이 대필한 위조문

서였다. 정의손이 말하기를, “수춘군의 아내가 언문의 서장(書狀)으로 내용을 나에게 보

여 주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서(眞書)로 번역하여 금부에 글을 바쳤고, 추납

22) 광해 6년 1월 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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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納)한 장초(狀草)는 곧 진서(眞書)로 기초(起草)한 것을 가지고 언문으로 번역한 것입

니다.”23) 정의손은 신분이 종의 남편(婢夫)이라 되어 있음에도 진서(漢文)과 언문을 모

두 쓸 수 있는 인물이다. 정의손의 출계가 실록 기사에 나와 있지 않으나 정황으로 보

아 정진(鄭溱) 등 3형제의 아버지인 정자제(鄭自濟)가 婢女를 사통하여 낳은 자식인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婢夫인 정의손이 한문과 언문에 능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비 

신분이 문자를 배우게 된 동기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연산군대의 언문 투서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된 사람 중에는 노비로 판단되는 이름이 

여러 개 있다. 이것은 노비들 중에 언문 해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 주

는 증거이다. 중종실록 등에도 노비 관련 기록이 있다.

노비의 한글 사용을 암시하는 실물 증거도 남아 있다. 양반이 노비 등 하층민에게 

준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층민의 한글 해득 능력을 엿볼 수 있다.24) 해남 윤씨가

에 소장된 한글 배지(牌旨) 3매가 고문서집성(3권)에 수록되어 있다. 한글 문서를 노

비에게 준 사실을 근거로 그 노비의 한글 해득 능력을 단정할 수 없지만, 전답 매매문

서의 중요성과 한글 습득의 용이함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충청도 회덕 

은진 송씨가의 한글 문서 중에는 송규렴(宋奎濂 1630-1709)이 그의 노복 ‘긔튝이’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있다. 이 자료는 노복의 한글 해득 능력을 암시하지만 누군가 읽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층민의 한글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다른 자료도 있다. 한글 필사본 재조

번방지(再造藩邦志)에는 전라도에서 재인(才人)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일본군의 장수가 

되어 정유재란 때 조선에 들어와 투항할 기회만 찾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옛 고향

을 찾아 그 주춧돌에 언문으로 자신의 회포를 적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왜적의 

동정을 탐지하기 위해 ‘니신튱’이란 자를 적진에 보내어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한글로 

적은 문서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권5, 1장). 임진왜란 당시 천민 계층에 속한 재

인이 한글을 해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니신튱’이란 자도 일개 병사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한글 보급이 양반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6세기 말에는 하층민에게로 확산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17세기 초기의 ｢현풍

23) 원문 : “壽春君妻之狀, 乃鄭義孫之所撰也, 義孫, 鄭淮之婢夫也。 義孫供招云: ‘壽春君妻, 以諺文書狀, 意以示我, 我以眞書飜譯而書呈
禁府, 推納狀草, 則乃眞書起草, 而以諺文飜譯” (성종 21년 11월 13일 기사).

24)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상민층이 직접 쓴 한글 문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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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인층의 경우

중인층을 포함한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에게 한글이 보급된 것은 양반층보다 시기적

으로 더 늦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및 중세 사회에서 문자는 통치자와 

그에 봉사하는 식자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는 다르다. 비록 피지배층이 

직접 한글로 쓴 기록물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들이 한글 사용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

다. 양반층 이하의 하위 계층의 한글 사용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한글의 보급 과

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1485년(성종 17)에 서울의 상인들이 저자를 옮긴 데 불만을 품고 언문으로 판서와 

참판을 헐뜯는 글을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의 동생 집에 몰래 던진 사건이 

있었다(위 각주 15). 서울의 상인(양인층)들이 한글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중인층의 한글 사용 사례는 해남 윤씨 문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윤선도는 봉림대군

과 인평대군의 사부였다. 윤선도가 병이 났을 때 대군이 사부에게 물품을 보내었는데, 

‘장무’(掌務) 직책의 ‘니튱신’(이충신)이 1665년에 한글로 쓴 송기(送記)가 해남 윤씨가 

문서에 남아 있다(남풍현 1996:29). ‘장무’는 중인 또는 무관이 담당한 직책이므로 이 

자료는 중인층의 한글 사용 사례가 된다. 

중인층에 속한 서리나 아전도 한글 편지를 썼다. 병조에 소속된 서리 서응상(徐應祥)

이 대비전의 나인들과 주고받은 언문 편지 한 통이 국청에 내려져 수사의 대상이 되었

다.22) 서리가 쓴 편지의 실물은 희귀하다. 백두현(2015)에서 예천군 서리로 서울에 파

견되어 근무하던 이인채(李仁采)가 군수에게 보낸 언간을 소개한 바 있다.

(3) 노비 등 하층민의 경우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노비가 언문서를 쓴 기록이 드물게 나타난다. 성종 21년(1490) 

11월 13일 기사는 정진(鄭溱)⋅정회(鄭淮)⋅정수(鄭洙) 3형제가 이복모 누이인 수춘군

의 아내를 사주해서 거짓 소장을 올린 사건을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다. 수춘군의 아

내가 올린 소장은 정회(鄭淮)가 소유한 종의 남편(婢夫) 정의손(鄭義孫)이 대필한 위조문

서였다. 정의손이 말하기를, “수춘군의 아내가 언문의 서장(書狀)으로 내용을 나에게 보

여 주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서(眞書)로 번역하여 금부에 글을 바쳤고, 추납

22) 광해 6년 1월 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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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納)한 장초(狀草)는 곧 진서(眞書)로 기초(起草)한 것을 가지고 언문으로 번역한 것입

니다.”23) 정의손은 신분이 종의 남편(婢夫)이라 되어 있음에도 진서(漢文)과 언문을 모

두 쓸 수 있는 인물이다. 정의손의 출계가 실록 기사에 나와 있지 않으나 정황으로 보

아 정진(鄭溱) 등 3형제의 아버지인 정자제(鄭自濟)가 婢女를 사통하여 낳은 자식인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婢夫인 정의손이 한문과 언문에 능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비 

신분이 문자를 배우게 된 동기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연산군대의 언문 투서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된 사람 중에는 노비로 판단되는 이름이 

여러 개 있다. 이것은 노비들 중에 언문 해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 주

는 증거이다. 중종실록 등에도 노비 관련 기록이 있다.

노비의 한글 사용을 암시하는 실물 증거도 남아 있다. 양반이 노비 등 하층민에게 

준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층민의 한글 해득 능력을 엿볼 수 있다.24) 해남 윤씨가

에 소장된 한글 배지(牌旨) 3매가 고문서집성(3권)에 수록되어 있다. 한글 문서를 노

비에게 준 사실을 근거로 그 노비의 한글 해득 능력을 단정할 수 없지만, 전답 매매문

서의 중요성과 한글 습득의 용이함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충청도 회덕 

은진 송씨가의 한글 문서 중에는 송규렴(宋奎濂 1630-1709)이 그의 노복 ‘긔튝이’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있다. 이 자료는 노복의 한글 해득 능력을 암시하지만 누군가 읽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층민의 한글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다른 자료도 있다. 한글 필사본 재조

번방지(再造藩邦志)에는 전라도에서 재인(才人)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일본군의 장수가 

되어 정유재란 때 조선에 들어와 투항할 기회만 찾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옛 고향

을 찾아 그 주춧돌에 언문으로 자신의 회포를 적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왜적의 

동정을 탐지하기 위해 ‘니신튱’이란 자를 적진에 보내어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한글로 

적은 문서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권5, 1장). 임진왜란 당시 천민 계층에 속한 재

인이 한글을 해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니신튱’이란 자도 일개 병사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한글 보급이 양반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6세기 말에는 하층민에게로 확산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17세기 초기의 ｢현풍

23) 원문 : “壽春君妻之狀, 乃鄭義孫之所撰也, 義孫, 鄭淮之婢夫也。 義孫供招云: ‘壽春君妻, 以諺文書狀, 意以示我, 我以眞書飜譯而書呈
禁府, 推納狀草, 則乃眞書起草, 而以諺文飜譯” (성종 21년 11월 13일 기사).

24)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상민층이 직접 쓴 한글 문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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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언간｣에도 양반인 곽주가 노복 ‘곽샹이’에게 병든 말을 치료하도록 지시하는 편지

가 있다. 이런 자료들은 노복 중의 일부가 한글 해득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4) 승려들이 쓴 한글 편지와 대중을 위한 불교 포교서의 간행

승려들도 한글 편지를 썼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궁중 여성과 승려가 언간을 주고받았

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보인다. 궁중 나인의 언문 서간이 먼 절간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이 상소문에서 언급한 것이 있고(명종 20년 10월 10일), 

광해군 때의 보모 상궁이 임해군 이숙노의 집에 머물던 승려와 정기적으로 사통하며 

언간 편지 10여 통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인조 4년 7월 7일) 등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25) 이런 기사는 궁중 여성과 승려 간의 교신이 한글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승려가 관노비와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사건도 발견된다. 은수라는 승려가 죄를 지

어 문초를 받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서울 사는 내수사의 노비 윤만천이 언문으로 된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는데, 그 내용 중에 여러 차례 짚신을 보내 주어 대단히 감사하

니 한 번 와서 서로 만났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26) 한 것이다. 내수사(內需司)의 

노비 윤만천이 승려 은수에게 한글 편지를 써 보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그러나 궁중 나인과 승려 간에 오고간 한글 편지는 그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승려

가 쓴 한글 편지로 현재 실물이 전하고 있는 것은 설훈이란 화승(畵僧)이 스승에게 보

낸 글이다. 화승 설훈의 한글 편지는 충남 수덕사의 탱화를 보수하던 중 그 배접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편지에는 탱화 제작에 소요된 금가루와 명주를 구하는 사연이 

있다. 이 편지의 끝에 ‘甲午二月初五日 弟子雪訓 伏地’(갑오년 이월 초오일에 제자 설훈

이 엎드려 사룁니다)라고 편지를 쓴 연월일을 기록해 놓았다. 이 탱화의 제작 연대가 

1774년이므로 편지 말미에 나오는 ‘甲午’는 1774년에 해당한다. 이 편지가 발견됨으

로써 승려의 한글 편지 실물이 확인된 셈이다.

사찰에서 대중을 독자층으로 하여 간행한 한글본 불교 포교서 염불보권문도 한글 

사용의 확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염불보권문은 18세기 벽두부터 18세기 말

25) 백두현(2004)에 실린 부록 참고.

26) 중종 34년 5월 2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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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여섯 번이나 간행되었다. 예천 용문사판(1703), 대구 동

화사판(1764), 황해도 은율 흥률사판(1765), 평안도 영변 용문사판(1765), 합천 해인

사판(1776), 전라도 무장 선운사판(1787)이 그것이다. 이 책에 한글 문장에는 간행 지

역의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의 초간본이 1704년에 경북 예천이라는 벽지에서 

간행되어 시골의 하층민들이 한글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한글 드디어 나랏글이 되다.

한글이 비록 1446년에 반포되었지만 국가 행정의 중심 문자는 되지 못하였다. 한문

은 여전히 가장 권위를 가진 국가 기록문자였다. 세종과 세조대의 한글 존중 정신이 

점차 쇠퇴하면서 한글은 여성이 쓰는 문자로 굳어지고, 남성은 한문을 써야 한다는 관

념이 더욱 고착되었다. 한글이 국가의 공용(公用)문자가 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다. 

1894년(고종 31년) 11월 21일의 칙령 제1호 공문식(公文式)이 공포됨에 따라 한글

은 국가의 공용문자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 칙령 제1호는 한글을 국문으로 

삼는다는 법률적 공포를 한 문서이다. 이 칙령의 반포는 제2의 한글 창제라 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며, 한국인의 문자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말 그대

로 한국인의 언어 문자 생활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1894년에 한글을 국가의 문자 즉 국문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

후 이 문자를 꾸준히 사용해 온 역사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한글을 국가 문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자를 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

서 사용해 온 전통에 힘입은 것이다. 국가가 한글을 공용문자로 정하고 법령으로 공포

했다고 하더라도 한글 사용의 역사적 기반이 없었다면 그 실천은 불가능한 것이다. 19

세기 말 나라의 독립과 함께 한글이 문자생활의 주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칙령과 

공문식을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방방곡곡에 한글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이 없었더라면 한글을 국가 문자로 선포한 칙령이

나 공문식은 빈 염불에 지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갑오개혁 즈음에 한글을 공용문자로 사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글 

표기의 혼란이었다. 개화기 이래의 국어국문의 정리 운동은 이 혼란을 지양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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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언간｣에도 양반인 곽주가 노복 ‘곽샹이’에게 병든 말을 치료하도록 지시하는 편지

가 있다. 이런 자료들은 노복 중의 일부가 한글 해득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4) 승려들이 쓴 한글 편지와 대중을 위한 불교 포교서의 간행

승려들도 한글 편지를 썼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궁중 여성과 승려가 언간을 주고받았

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보인다. 궁중 나인의 언문 서간이 먼 절간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이 상소문에서 언급한 것이 있고(명종 20년 10월 10일), 

광해군 때의 보모 상궁이 임해군 이숙노의 집에 머물던 승려와 정기적으로 사통하며 

언간 편지 10여 통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인조 4년 7월 7일) 등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25) 이런 기사는 궁중 여성과 승려 간의 교신이 한글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승려가 관노비와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사건도 발견된다. 은수라는 승려가 죄를 지

어 문초를 받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서울 사는 내수사의 노비 윤만천이 언문으로 된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는데, 그 내용 중에 여러 차례 짚신을 보내 주어 대단히 감사하

니 한 번 와서 서로 만났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26) 한 것이다. 내수사(內需司)의 

노비 윤만천이 승려 은수에게 한글 편지를 써 보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그러나 궁중 나인과 승려 간에 오고간 한글 편지는 그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승려

가 쓴 한글 편지로 현재 실물이 전하고 있는 것은 설훈이란 화승(畵僧)이 스승에게 보

낸 글이다. 화승 설훈의 한글 편지는 충남 수덕사의 탱화를 보수하던 중 그 배접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편지에는 탱화 제작에 소요된 금가루와 명주를 구하는 사연이 

있다. 이 편지의 끝에 ‘甲午二月初五日 弟子雪訓 伏地’(갑오년 이월 초오일에 제자 설훈

이 엎드려 사룁니다)라고 편지를 쓴 연월일을 기록해 놓았다. 이 탱화의 제작 연대가 

1774년이므로 편지 말미에 나오는 ‘甲午’는 1774년에 해당한다. 이 편지가 발견됨으

로써 승려의 한글 편지 실물이 확인된 셈이다.

사찰에서 대중을 독자층으로 하여 간행한 한글본 불교 포교서 염불보권문도 한글 

사용의 확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염불보권문은 18세기 벽두부터 18세기 말

25) 백두현(2004)에 실린 부록 참고.

26) 중종 34년 5월 2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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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여섯 번이나 간행되었다. 예천 용문사판(1703), 대구 동

화사판(1764), 황해도 은율 흥률사판(1765), 평안도 영변 용문사판(1765), 합천 해인

사판(1776), 전라도 무장 선운사판(1787)이 그것이다. 이 책에 한글 문장에는 간행 지

역의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의 초간본이 1704년에 경북 예천이라는 벽지에서 

간행되어 시골의 하층민들이 한글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한글 드디어 나랏글이 되다.

한글이 비록 1446년에 반포되었지만 국가 행정의 중심 문자는 되지 못하였다. 한문

은 여전히 가장 권위를 가진 국가 기록문자였다. 세종과 세조대의 한글 존중 정신이 

점차 쇠퇴하면서 한글은 여성이 쓰는 문자로 굳어지고, 남성은 한문을 써야 한다는 관

념이 더욱 고착되었다. 한글이 국가의 공용(公用)문자가 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다. 

1894년(고종 31년) 11월 21일의 칙령 제1호 공문식(公文式)이 공포됨에 따라 한글

은 국가의 공용문자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 칙령 제1호는 한글을 국문으로 

삼는다는 법률적 공포를 한 문서이다. 이 칙령의 반포는 제2의 한글 창제라 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며, 한국인의 문자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말 그대

로 한국인의 언어 문자 생활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1894년에 한글을 국가의 문자 즉 국문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

후 이 문자를 꾸준히 사용해 온 역사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한글을 국가 문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자를 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

서 사용해 온 전통에 힘입은 것이다. 국가가 한글을 공용문자로 정하고 법령으로 공포

했다고 하더라도 한글 사용의 역사적 기반이 없었다면 그 실천은 불가능한 것이다. 19

세기 말 나라의 독립과 함께 한글이 문자생활의 주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칙령과 

공문식을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방방곡곡에 한글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이 없었더라면 한글을 국가 문자로 선포한 칙령이

나 공문식은 빈 염불에 지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갑오개혁 즈음에 한글을 공용문자로 사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글 

표기의 혼란이었다. 개화기 이래의 국어국문의 정리 운동은 이 혼란을 지양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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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시경 등

이 참여한 국문연구소의 의정안이 나

왔다. 

가정에서 사사롭게 이루어지던 한

글 교육이 20세기 초기에는 국가의 

교육제도로 들어오고, 문맹퇴치를 위

한 사회운동에 힘입어 한글 문해력 

인구 비율이 급증하였다. 미군정청이 

1946년 9월에 조사한 한국인의 한

글 문해율(해득률) 수치는 58%였다.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

부는 “작대기식 투표 일소”라는 구호 

아래 한글 교육 정책을 실천하여 선

거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50~60년대에 

국가에서 시행한 한글 교육 정책에 

의해 전국민의 9할 이상이 한글 문

해력을 가지게 되었다. 재건국민운동

본부의 조사에서 1961년의 한글 문

맹률은 8.1%이고, 1962년의 문맹률은 9.5%이다(이희수 2002:48). 1962년경에 한국

인의 90% 이상이 한글 문해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한글은 우리

나라 문자생활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글이 대한민국 국민 대부

분이 사용하는 ‘국민 문자’가 된 것은 1960년부터 계산하면 아직 60년도 채 되지 않

는 셈이다. 

4. 무엇으로 한글을 가르쳤나 : 한글 교육 자료

여기서는 한글 보급과 교육에 기여한 교육 자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6세기 중

엽에 이르러 한글 보급이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된 계기는 무엇일까? 우리

[그림 15]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공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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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답을 한글 학습 자료에서 찾을 수 있

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온 한글 학습 자

료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앞머리에 실

린 어제서문과 예의편이다. 해례본이 한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쓸모 있는 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의 한문 지식인이 훈민

정음을 터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예의｣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한글의 

정곡을 담은 것이어서 훈민정음 자모를 익히

는 학습서로 유용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문과 초장의 시험 과목

에 훈민정음을 부과한 것이나, 성균관 강좌 

과목에 훈민정음을 넣음으로써 한문 능력을 

사진 지식인 남성이 한글을 배울 수 있었고, 

여기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월인석보(1459) 권두에 붙은 훈민정음 언해이다. 이 훈민정음 언해는 해례본

의 어제 서문과 예의편을 번역한 것이며, 월인석보의 저본(底本)인 석보상절(1447) 

권두에도 실렸을 것이다(안병희 1985: 

798). 해례본과 달리 이 책은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들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셋째는 훈몽자회(1527)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이

다. 특히 훈몽자회에는 “변방의 시

골 사람들이 언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언문자모를 아울러 붙인

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기록은 

한글 보급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그림 16] 훈몽자회 범례의 자모배열표

[그림 17] 기축신간반절(己丑新刊反切). 시중에서 팔았던 한 

장짜리 언문 학습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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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시경 등

이 참여한 국문연구소의 의정안이 나

왔다. 

가정에서 사사롭게 이루어지던 한

글 교육이 20세기 초기에는 국가의 

교육제도로 들어오고, 문맹퇴치를 위

한 사회운동에 힘입어 한글 문해력 

인구 비율이 급증하였다. 미군정청이 

1946년 9월에 조사한 한국인의 한

글 문해율(해득률) 수치는 58%였다.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

부는 “작대기식 투표 일소”라는 구호 

아래 한글 교육 정책을 실천하여 선

거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50~60년대에 

국가에서 시행한 한글 교육 정책에 

의해 전국민의 9할 이상이 한글 문

해력을 가지게 되었다. 재건국민운동

본부의 조사에서 1961년의 한글 문

맹률은 8.1%이고, 1962년의 문맹률은 9.5%이다(이희수 2002:48). 1962년경에 한국

인의 90% 이상이 한글 문해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한글은 우리

나라 문자생활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글이 대한민국 국민 대부

분이 사용하는 ‘국민 문자’가 된 것은 1960년부터 계산하면 아직 60년도 채 되지 않

는 셈이다. 

4. 무엇으로 한글을 가르쳤나 : 한글 교육 자료

여기서는 한글 보급과 교육에 기여한 교육 자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6세기 중

엽에 이르러 한글 보급이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된 계기는 무엇일까? 우리

[그림 15]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공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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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답을 한글 학습 자료에서 찾을 수 있

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온 한글 학습 자

료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앞머리에 실

린 어제서문과 예의편이다. 해례본이 한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쓸모 있는 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의 한문 지식인이 훈민

정음을 터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예의｣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한글의 

정곡을 담은 것이어서 훈민정음 자모를 익히

는 학습서로 유용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문과 초장의 시험 과목

에 훈민정음을 부과한 것이나, 성균관 강좌 

과목에 훈민정음을 넣음으로써 한문 능력을 

사진 지식인 남성이 한글을 배울 수 있었고, 

여기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월인석보(1459) 권두에 붙은 훈민정음 언해이다. 이 훈민정음 언해는 해례본

의 어제 서문과 예의편을 번역한 것이며, 월인석보의 저본(底本)인 석보상절(1447) 

권두에도 실렸을 것이다(안병희 1985: 

798). 해례본과 달리 이 책은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들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셋째는 훈몽자회(1527)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이

다. 특히 훈몽자회에는 “변방의 시

골 사람들이 언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언문자모를 아울러 붙인

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기록은 

한글 보급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그림 16] 훈몽자회 범례의 자모배열표

[그림 17] 기축신간반절(己丑新刊反切). 시중에서 팔았던 한 

장짜리 언문 학습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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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언문을 먼저 배우고 한자를 익히도록 배려한 최세진의 ‘언문자모’는 한글 보급

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27) 이 ‘언문자모’를 간략하게 만든 것이 곧 ‘언

본’ 혹은 ‘반절’에 나타난 한글 자모 

음절표이다.

넷째는 진언집류에 붙은 ‘언본’(諺本)

이다. 언본’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은 1569년(선조 2년) 안

심사(安心寺) 중간판 진언집(眞言集)에 

실린 것이다(안병희 1985:801).28) 이 

책은 중간본이므로 초간본에 실린 언본

의 연대는 더 소급될 것이다.29) 불교

서에 실린 언본은 간결하면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한글 학습 문자표로서 승려와 민간

인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30) 이 

언본은 진언집의 것처럼 훈몽자회의 ‘언문자

모’를 간략하게 한 것이다. 이어서 일용작법의 

권두에 실린 것처럼, 초성자와 중성자를 결합한 

‘가나다라’의 자모표를 세로로 배열한 표 형식의 

언본이 나왔다. 

다섯째는 방각본으로 한 장의 목판에 새겨진 음

절표(音節表)이다. 음절표란 한글 자모를 가로 세로

로 배열하여 자모의 상호 결합 예를 간단히 보이

고, 이를 외워 한글 글자 운용법을 익히도록 만든 

것이다. 방각본 음절표 중에 ‘기축신간반절’(己丑新

27) 훈몽자회는 초간본이 나온 후 여러 지방에서 간행되어 여러 이본들이 존재한다. 수차례에 걸친 이러한 간행은 한글을 널리 보급시
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8) 디지털한글박물관에 안심사판 진언집의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으나 필자가 확인해 보니 여기에는 언본이 실려 있지 않았다.

29) 안심사판 진언집에 실린 언본은 신흥사 복각판 진언집(1658)에 그대로 실리고, 만연사에서 중간한 진언집(1777)에는 약간 수
정된 내용으로 실렸다. 또한 이 언본은 비밀교집(1784) 권두에 ‘언반절’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실렸다(안병희 1985b:801). 

30) 이외에도 재물보(才物譜, 1798)의 언서(諺書), 일용작법(日用作法, 1869)의 언본(諺本) 등이 있다. 후자는 진언집의 언본과 
거의 같은 것이다.

[그림 18] 日用作法(1869)의 언본 

[그림 19] 신정심상소학의 음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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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反切)이란 간기를 가진 것이 있다. 이 기축년은 1889년이라고 한다.31) 이 음절표는 

불교서의 언본이 약간 변용되어 판매용으로 인쇄된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는 1896년 학부(學部)에서 간행한 교과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의 권1

의 첫머리에 수록된 음절표이다. 이 음절표는 국가가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공식적으로 간행한 최초의 한글 교육 자료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

미는 크다.32) 이 책의 음절표를 통해 한글 학습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 체제에 정

식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5. 누가 한글을 가르쳤나 

1) 양반가 여성들이 집안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증거 : 현풍곽씨언간

한글 교육을 누가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민간에서 아

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킨 구체적 기록이 ｢현풍곽씨언간｣에 나온다. 곽주가 외갓집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장모에게 청하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식 여러히 갓오니 우연이 쇼란히 너기시거냐 노이다. ...(중략)... 아 
식 둘란 게 갓 제 언문 쳐 보내쇼셔. 슈고롭오만 언문 치쇼셔. 
기 젓와 다가 알외노이다. [곽씨언간 2] 

자식들이 여럿 갔으니 얼마나 요란히 여기실까 하고 염려하옵니다. ...(중략)... 아우의 

자식 둘이 거기에 가 있을 때에 언문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수고로우시겠으나 언문을 가

르치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러워 하다가 아뢰옵니다.

이밖에도 곽주가 부인 하씨에게 보낸 편지 중에도 아이들이 한글을 빨리 배워 편지

31) M. Courant, Bibliographie Coreenne, Vo;.1. 1894, pp.1-6
  前間恭作, 古鮮冊譜 권 3, 1957, p. 1616.  안병희(1985b:796)에서 재인용함.

32)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이후의 각종 한글 서적에는 언본 혹은 반절표의 전통을 이은 다양한 형식의 한글 학습 자모표가 등장
한다. 이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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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언문을 먼저 배우고 한자를 익히도록 배려한 최세진의 ‘언문자모’는 한글 보급

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27) 이 ‘언문자모’를 간략하게 만든 것이 곧 ‘언

본’ 혹은 ‘반절’에 나타난 한글 자모 

음절표이다.

넷째는 진언집류에 붙은 ‘언본’(諺本)

이다. 언본’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은 1569년(선조 2년) 안

심사(安心寺) 중간판 진언집(眞言集)에 

실린 것이다(안병희 1985:801).28) 이 

책은 중간본이므로 초간본에 실린 언본

의 연대는 더 소급될 것이다.29) 불교

서에 실린 언본은 간결하면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한글 학습 문자표로서 승려와 민간

인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30) 이 

언본은 진언집의 것처럼 훈몽자회의 ‘언문자

모’를 간략하게 한 것이다. 이어서 일용작법의 

권두에 실린 것처럼, 초성자와 중성자를 결합한 

‘가나다라’의 자모표를 세로로 배열한 표 형식의 

언본이 나왔다. 

다섯째는 방각본으로 한 장의 목판에 새겨진 음

절표(音節表)이다. 음절표란 한글 자모를 가로 세로

로 배열하여 자모의 상호 결합 예를 간단히 보이

고, 이를 외워 한글 글자 운용법을 익히도록 만든 

것이다. 방각본 음절표 중에 ‘기축신간반절’(己丑新

27) 훈몽자회는 초간본이 나온 후 여러 지방에서 간행되어 여러 이본들이 존재한다. 수차례에 걸친 이러한 간행은 한글을 널리 보급시
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28) 디지털한글박물관에 안심사판 진언집의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으나 필자가 확인해 보니 여기에는 언본이 실려 있지 않았다.

29) 안심사판 진언집에 실린 언본은 신흥사 복각판 진언집(1658)에 그대로 실리고, 만연사에서 중간한 진언집(1777)에는 약간 수
정된 내용으로 실렸다. 또한 이 언본은 비밀교집(1784) 권두에 ‘언반절’이란 명칭으로 바뀌어 실렸다(안병희 1985b:801). 

30) 이외에도 재물보(才物譜, 1798)의 언서(諺書), 일용작법(日用作法, 1869)의 언본(諺本) 등이 있다. 후자는 진언집의 언본과 
거의 같은 것이다.

[그림 18] 日用作法(1869)의 언본 

[그림 19] 신정심상소학의 음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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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反切)이란 간기를 가진 것이 있다. 이 기축년은 1889년이라고 한다.31) 이 음절표는 

불교서의 언본이 약간 변용되어 판매용으로 인쇄된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는 1896년 학부(學部)에서 간행한 교과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의 권1

의 첫머리에 수록된 음절표이다. 이 음절표는 국가가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공식적으로 간행한 최초의 한글 교육 자료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

미는 크다.32) 이 책의 음절표를 통해 한글 학습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 체제에 정

식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5. 누가 한글을 가르쳤나 

1) 양반가 여성들이 집안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증거 : 현풍곽씨언간

한글 교육을 누가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민간에서 아

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킨 구체적 기록이 ｢현풍곽씨언간｣에 나온다. 곽주가 외갓집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장모에게 청하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식 여러히 갓오니 우연이 쇼란히 너기시거냐 노이다. ...(중략)... 아 
식 둘란 게 갓 제 언문 쳐 보내쇼셔. 슈고롭오만 언문 치쇼셔. 
기 젓와 다가 알외노이다. [곽씨언간 2] 

자식들이 여럿 갔으니 얼마나 요란히 여기실까 하고 염려하옵니다. ...(중략)... 아우의 

자식 둘이 거기에 가 있을 때에 언문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수고로우시겠으나 언문을 가

르치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러워 하다가 아뢰옵니다.

이밖에도 곽주가 부인 하씨에게 보낸 편지 중에도 아이들이 한글을 빨리 배워 편지

31) M. Courant, Bibliographie Coreenne, Vo;.1. 1894, pp.1-6
  前間恭作, 古鮮冊譜 권 3, 1957, p. 1616.  안병희(1985b:796)에서 재인용함.

32)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이후의 각종 한글 서적에는 언본 혹은 반절표의 전통을 이은 다양한 형식의 한글 학습 자모표가 등장
한다. 이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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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양반가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상당한 관심

을 가졌던 점, 그리고 부녀자들이 

이 교육을 담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글 교육이 가정에서 사사

롭게 이루어졌고 그 주체가 여성이

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국가의 

공식적 한글 교육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집

안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

음을 위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서당에서 한글을 가르쳤을까?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정음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여러 분 있다. 정순

우(2012: 313~326)는 서당의 교재 목록을 제시하고 한글을 썼음직한 천자문, 유

합, 훈몽자회, 정몽유어 등 19종을 들었다. 그러나 서당에서 한글의 자모자 쓰는 

법을 가르쳤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현풍곽씨언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양반가 아이들은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언문’을 배운 후에 서당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서당에서는 한글을 이미 깨친 아이들에게 천자문 등의 한자 초학서를 가르

쳤다고 봄이 온당하다.33)

3) 국가가 한글 교육의 주체자 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양반층이 쓴 한글 학습 자료는 훈몽자회(1527)의 ｢언문자모｣가 나온 이후

에 찾을 수 없다. ｢언문자모｣는 한문이어서 하층민이 읽을 수 없다. 한글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모자 음절표는 불교서 일용작법에 처음 실렸다. ｢정축신간반절｣ 등 

33) 언문을 배우지 못하고 늦게 서당에 다니게 된 어린이에게 서당 훈장이 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쳤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 20]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부탁하는 편지(곽주가 장모에게)

(161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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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으로 판매된 음절표는 19세기 말기에 한글 학습 수요가 늘면서 자생적으로 출판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양반 지배층의 손으로 낸 음절표는 앞에서 본 ｢신정심상소학｣
(1896)에 실린 것이 최초이다. 조선의 양반 지배층은 한문이든 언문이든 문자를 그들

의 전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종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정음을 양반층은 

양반 집안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사사롭게 쓰는 문자로 가두어 버렸다. 한문이든 언

문이든 문자를 독점하는 것이 지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임을 양반들은 잘 알

고 있었던 것이다. 하층민들이 글자를 깨우치게 되면 이들이 지식을 얻게 되고, 이로써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까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하층민들이 언문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층민들이 쉽게 언문을 깨우칠 수 

있는 자모 음절표와 같은 학습자료를 공간된 서적에 넣지 않았다. 양반 지식인들은 일

본 학인에게 표 형식의 ｢언문｣을 작성해 주었지만 백성을 위한 언문 학습 자료를 인쇄

하여 널리 보급하지는 않았다.

조선의 양반지배층이 세종의 뜻을 저버리고 한글을 하층민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189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문법서 국문정리를 지

은 리봉운은 이 책의 서문에서, “각국 사람은 본국 글을 숭상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학

습하여 국정과 민사를 못할 일이 없이 하여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강하건마는 조선

사람은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본국 글은 전혀 이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하구나. 세

종임금께서 언문을 만드셨건마는 그 후로 국문을 가르치는 학교와 선생이 없어서 글의 

이치와 쓰는 규범을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였다.”라고34) 증언하였다. 19세기 말기의 지

식인이었던 리봉운은 세종임금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와 선생

이 전혀 없었음을 한탄한 것이다. 리봉운은 조선이란 나라에서 한글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최초로 비판한 지식인이었다.

6. 마무리

한국어와 한글이 국가의 언어와 문자로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갑오개혁(1894) 이

후부터이다. 갑오개혁 당시에 한글을 국문으로 승격시키고 국가의 공용문자로 삼을 수 

34) 이봉운이 쓴 문장의 맞춤법은 필자가 현대국어에 맞도록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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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양반가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상당한 관심

을 가졌던 점, 그리고 부녀자들이 

이 교육을 담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글 교육이 가정에서 사사

롭게 이루어졌고 그 주체가 여성이

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국가의 

공식적 한글 교육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집

안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

음을 위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서당에서 한글을 가르쳤을까?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정음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여러 분 있다. 정순

우(2012: 313~326)는 서당의 교재 목록을 제시하고 한글을 썼음직한 천자문, 유

합, 훈몽자회, 정몽유어 등 19종을 들었다. 그러나 서당에서 한글의 자모자 쓰는 

법을 가르쳤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현풍곽씨언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양반가 아이들은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언문’을 배운 후에 서당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서당에서는 한글을 이미 깨친 아이들에게 천자문 등의 한자 초학서를 가르

쳤다고 봄이 온당하다.33)

3) 국가가 한글 교육의 주체자 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양반층이 쓴 한글 학습 자료는 훈몽자회(1527)의 ｢언문자모｣가 나온 이후

에 찾을 수 없다. ｢언문자모｣는 한문이어서 하층민이 읽을 수 없다. 한글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모자 음절표는 불교서 일용작법에 처음 실렸다. ｢정축신간반절｣ 등 

33) 언문을 배우지 못하고 늦게 서당에 다니게 된 어린이에게 서당 훈장이 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쳤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 20]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부탁하는 편지(곽주가 장모에게)

(161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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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으로 판매된 음절표는 19세기 말기에 한글 학습 수요가 늘면서 자생적으로 출판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양반 지배층의 손으로 낸 음절표는 앞에서 본 ｢신정심상소학｣
(1896)에 실린 것이 최초이다. 조선의 양반 지배층은 한문이든 언문이든 문자를 그들

의 전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종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정음을 양반층은 

양반 집안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사사롭게 쓰는 문자로 가두어 버렸다. 한문이든 언

문이든 문자를 독점하는 것이 지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임을 양반들은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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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은, 한글 창제 이후 19세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한글 보급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 보급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런 문자 개혁은 불가능했

거나 설령 시행했더라도 실패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갑오개혁 이후의 문자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5세기 이후 19세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한글이 꾸준히 학습되고 사용되어 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이 ‘국문’(=나랏글)이 되었지만 명실상부하게 우리말을 적는 문자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해방(1945년) 이후부터이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어가 ‘국어’가 되었고, 

우리말과 한글은 ‘조선어’와 ‘조선문’으로 격하되었다. 한글이 한국인의 문자로서 실질

적 주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인 것이다. 1945년 이후에야 한글은 교

육과 문화, 국가 행정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문자’가 되었다.

1945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하

여 상당한 수준의 국가적 성취를 일구어냈다. 한국은 불과 60년 기간에 국가적 차원에

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 60년 기간은 우리 민족사에서 엄청난 발전과 변

화와 혁신의 시대였다. 서구 학문과 문명의 도입, 서구의 종교와 사상의 유입 등 서구

화의 흐름이 변화의 기본 바탕이었다. 한국인이 일구어낸 성취의 원천은 교육에 있고,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한말(=한국어)과 한글이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

였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지향한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한글이란 매체가 작용한 힘

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언문일치가 제대로 된 최근 60년 동안에 우리 민

족이 이루어낸 경제⋅문화⋅학술의 성취는 과거 역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

다. 민주화⋅근대화 60년의 과정에서 한말과 한글은 신정보를 담아내고,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함으로써 문화와 학술을 발전시키는 중요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세종임금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정음이 20세기에 와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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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 교육과 확산”에 대한 토론문

정우영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명예교수)

발표자 백두현 교수는 이미 백두현(2001),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

구”를 필두로 하여, 백두현(2007, 2012, 2015, 2016) 등 여러 논의를 통해, 이 분야에 

관한 역사적 맥락과 그것의 정밀한 기술에 크게 기여해 온, 그야말로 사계의 권위자다. 

이 발표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역사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그

것의 보급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축으로 큰 가닥을 잡고, 국어사 자료의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여러 층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어왔는지를 새롭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저는 토론자로서, 백두현 교수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한다. 다만, 토

론에서는 이 발표 논문의 가치가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석ㆍ검토ㆍ보완했

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표자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토론자의 소견 몇 가지를 덧붙이

고자 한다.

1.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보급 정책

1)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한글 문헌을 간행함

훈민정음을 완성한 직후인 세종 28년 11월 8일에 언문청을 설치하였다. “드디어 언

문청을 설치하여 사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어천가의 시[龍飛詩]를 태조실록(太祖實錄)

에 첨가토록 하였다.”라는 실록 기사가 언문청 설치와 그 과업을 알려 준다. 언문청(諺

文廳)을 설치하고 이 관청에서 용비어천가의 시 125장을 태조실록에 첨가토록 한 것이

다. (밑줄은 토론자. 이하 모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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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문청’은 한글(훈민정음) 보급과 관련된 중추적 기관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

요하다. 발표문에서 지적한 ‘언문청’의 설치시기와 실록 기사의 내용 분석에 다소 문제

가 있다.1) 

 ① 문자의 명칭과 관련해 ≪훈민정음≫ 해례본(1446.9.) 완성 후에 ‘언문청’이 설치되

었다는 해석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정음청’이라면 몰라도). 실제로는 1443년 

12월 ‘諺文’(후에 ‘훈민정음’) 창제 후 1444년 2월 사이에 ‘언문청(諺文廳)’이 설치되었

을 개연성이 크다. 

 ② 위에 번역ㆍ제시한 세종실록의 원문은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諺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로 되어 있다. 구문 파악과 그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한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태조실록于)諺文廳), 考(태조실록)事迹, 添

入≪龍飛詩≫” 정도로 복원한 다음에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은 “≪태

조실록≫을 내전에 들여오도록 명하고, 드디어 (태조실록을) 언문청(諺文廳)에 안치하고(/

놓아두고), (태조실록의) 사적을 상고하여 용비시(龍飛詩)에 첨입(添入)하게 하였다.”와 같

이 해석해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실록의 그 다음 내용은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사관(史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諺文廳)은 얕아서 감추어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며[淺露] 외인(外人)의 출입이 

무상(無常)하니, 신 등은 (언문청에 태조실록을 두는 것을) 매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

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하여 내전으로 (태조실록을) 들여오도록 하고, 춘추관 기주

관 어효첨(魚孝瞻)과 기사관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태조실록에 있는 관련 사적을) 초

록(抄錄)하여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4:18ㄱ> (세종 28년 1446.11.8.) 

 ③ ‘언문청’의 설치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종실록 기사(1449.1.27.)가 참고

할 만하다. “임금(=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반(謀反)ㆍ강도 외에 나머지 죄인에게는 

모두 감등(減等)을 하고, 만약 죽을 죄인이 너무 많으면 비록 강도라도 혹 용서해 (죽음

을) 면하는데, 유독 윤배의 몸에 이르러서만 어찌 일일이 법대로 할 것인가. 현로(주. 李

賢老=李善老)의 일은 너희들이 실정을 알지 못한다. 처음 현로가 최읍과 더불어 같이 언

문청(諺文廳)에 있어서 상종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일 사정(私情)이 있으면 최읍의 

1) 이에 대해서는 이근우(2016: 352-356, 2017: 207-209)에서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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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마땅히 굽혀 들었을 것인데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가상하거늘 하물며 감

히 죄를 줄 것인가. 너희들의 말이 어찌하여 서로 맞지 아니함이 이와 같은가?’”<세종실

록 123:11ㄴ> (세종 31년 1449.1.27.)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세종과 이현로(옛 이름은 ‘李善老’임. 1447.2. 최항의 <용비

어천가발>에는 ‘李賢老’)의 첫 만남은, 세종 26년(1444) 2월 16일 즈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집현전 교리 최항(崔恒)ㆍ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 신숙주(申叔

舟)ㆍ이선로(李善老)ㆍ이개(李塏), 돈녕부주부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

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 대군 이

유(李瑈)ㆍ안평대군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

도록 하였으므로 상(賞)을 거듭 내려 주고 공억(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

다.”<세종실록 103:19ㄱ>(세종 26년 1444. 2.16.)

 이상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문청(諺文廳)’은 세종 25년(1443년) 12

월 ‘언문’ 창제 이후로부터 세종 26년(1444년) 2월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정 대신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함

세종은 조정 관리들도 정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같은 날(1446.10.10)

에 집현전의 이계전, 최항, 박팽년, 성삼문, 이개 등 여러 명이 대간의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아뢰자, 수양대군이 이들에게 임금이 의금부에 유시한 언문서를 내어 보이었다. 

이 언문서에는 대간의 죄상이 적혀 있었다. 1446년 10월 13일에도 세종이 언문서(諺

文書) 몇 장을 대신들에게 보여 주며 “경 등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왔으니, 만약 이 

글을 자세히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내린 언문 유시를 읽지 못

해 그 뜻을 받들지 못하는 신하의 처지가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세종이 자신

의 뜻을 언문으로 써서 신하들에게 보인 의도는 분명하다. 신하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 언문 유시를 쓴 때는 훈민정음의 완성(1446.12)보다 두 달 정도 

앞선다. 훈민정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을 신하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세종의 의도였을 것이다.

==> 훈민정음 완성 시기(1446.12.)도 낯설거니와, 세종의 유시(諭示) 내용을 신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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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문청’은 한글(훈민정음) 보급과 관련된 중추적 기관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

요하다. 발표문에서 지적한 ‘언문청’의 설치시기와 실록 기사의 내용 분석에 다소 문제

가 있다.1) 

 ① 문자의 명칭과 관련해 ≪훈민정음≫ 해례본(1446.9.) 완성 후에 ‘언문청’이 설치되

었다는 해석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정음청’이라면 몰라도). 실제로는 1443년 

12월 ‘諺文’(후에 ‘훈민정음’) 창제 후 1444년 2월 사이에 ‘언문청(諺文廳)’이 설치되었

을 개연성이 크다. 

 ② 위에 번역ㆍ제시한 세종실록의 원문은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諺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로 되어 있다. 구문 파악과 그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한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태조실록于)諺文廳), 考(태조실록)事迹, 添

入≪龍飛詩≫” 정도로 복원한 다음에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은 “≪태

조실록≫을 내전에 들여오도록 명하고, 드디어 (태조실록을) 언문청(諺文廳)에 안치하고(/

놓아두고), (태조실록의) 사적을 상고하여 용비시(龍飛詩)에 첨입(添入)하게 하였다.”와 같

이 해석해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실록의 그 다음 내용은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사관(史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諺文廳)은 얕아서 감추어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며[淺露] 외인(外人)의 출입이 

무상(無常)하니, 신 등은 (언문청에 태조실록을 두는 것을) 매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

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하여 내전으로 (태조실록을) 들여오도록 하고, 춘추관 기주

관 어효첨(魚孝瞻)과 기사관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태조실록에 있는 관련 사적을) 초

록(抄錄)하여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4:18ㄱ> (세종 28년 1446.11.8.) 

 ③ ‘언문청’의 설치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종실록 기사(1449.1.27.)가 참고

할 만하다. “임금(=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반(謀反)ㆍ강도 외에 나머지 죄인에게는 

모두 감등(減等)을 하고, 만약 죽을 죄인이 너무 많으면 비록 강도라도 혹 용서해 (죽음

을) 면하는데, 유독 윤배의 몸에 이르러서만 어찌 일일이 법대로 할 것인가. 현로(주. 李

賢老=李善老)의 일은 너희들이 실정을 알지 못한다. 처음 현로가 최읍과 더불어 같이 언

문청(諺文廳)에 있어서 상종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일 사정(私情)이 있으면 최읍의 

1) 이에 대해서는 이근우(2016: 352-356, 2017: 207-209)에서도 밝힌 바 있다.

훈민정음의 교육과 확산 75

청을 마땅히 굽혀 들었을 것인데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가상하거늘 하물며 감

히 죄를 줄 것인가. 너희들의 말이 어찌하여 서로 맞지 아니함이 이와 같은가?’”<세종실

록 123:11ㄴ> (세종 31년 1449.1.27.)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세종과 이현로(옛 이름은 ‘李善老’임. 1447.2. 최항의 <용비

어천가발>에는 ‘李賢老’)의 첫 만남은, 세종 26년(1444) 2월 16일 즈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집현전 교리 최항(崔恒)ㆍ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 신숙주(申叔

舟)ㆍ이선로(李善老)ㆍ이개(李塏), 돈녕부주부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

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 대군 이

유(李瑈)ㆍ안평대군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

도록 하였으므로 상(賞)을 거듭 내려 주고 공억(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

다.”<세종실록 103:19ㄱ>(세종 26년 1444. 2.16.)

 이상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문청(諺文廳)’은 세종 25년(1443년) 12

월 ‘언문’ 창제 이후로부터 세종 26년(1444년) 2월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정 대신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함

세종은 조정 관리들도 정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같은 날(1446.10.10)

에 집현전의 이계전, 최항, 박팽년, 성삼문, 이개 등 여러 명이 대간의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아뢰자, 수양대군이 이들에게 임금이 의금부에 유시한 언문서를 내어 보이었다. 

이 언문서에는 대간의 죄상이 적혀 있었다. 1446년 10월 13일에도 세종이 언문서(諺

文書) 몇 장을 대신들에게 보여 주며 “경 등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왔으니, 만약 이 

글을 자세히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내린 언문 유시를 읽지 못

해 그 뜻을 받들지 못하는 신하의 처지가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세종이 자신

의 뜻을 언문으로 써서 신하들에게 보인 의도는 분명하다. 신하들이 언문을 배우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 언문 유시를 쓴 때는 훈민정음의 완성(1446.12)보다 두 달 정도 

앞선다. 훈민정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을 신하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세종의 의도였을 것이다.

==> 훈민정음 완성 시기(1446.12.)도 낯설거니와, 세종의 유시(諭示) 내용을 신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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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훈민정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 언문서 정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세종의 언문 유시가 조정 관리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각성을 의도한 것이

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오히려 그 핵심은 ‘대간들의 죄상’에 있는 것이지, 

‘언문(훈민정음)’ 유시를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아닐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실

록 내용을 참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양대군이 즉시 붓을 잡아 계(啓)를 쓰기를, “대간(臺諫)이 간사하여 임금에게 무례(無

禮)하였으니, 이를 죄주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지마는, 이를 죄준다면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니, 죄는 비록 이와 같지마는 마땅히 너그

러이 용납해야 됩니다.” (또한 수양대군이) 황수신에게 말하기를 “대간(臺諫)들이 임금을 

속인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하략) 대간이 본디 이 죄가 없었는가?”』

3) 성균관에서

① 세종 29년에 예조에서 성균관 학생들의 학습 과목에 대한 상서(上書)를 임금께 

올렸다(세종 29년 9월 17일 기사). 예조의 이 상서에 성균관 학생들에게 사서(四書)와 

아울러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을 시험 과목에 부과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② 이 기

록은 성균관 학생들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교재로 삼아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

쳤고, 이에 대한 시험을 치렀음을 의미한다.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시기에 성균관에 가서 공부했던 유생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가져간 교재였을 것이다. 

성균관의 이런 교육 과정은 지방의 향교 등 다른 교육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그 뒷날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③ 세종은 중인층에 대한 훈민정음 보급을 위해 이서(吏胥) 선발 시험에 훈민정

음 과목을 두었으며, 성균관 학생의 학습 과목에 훈민정음을 두었다.

==> 위에 제시한 ① ≪세종실록≫ 기사(세종 29년 1447.9.17.)는 실록에 들어 있지 않

다. 조사해본 결과, 세조(世祖) 6년(1460년) 9월 17일 기사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② 

정확하지 않은 기록에 의거해 어떤 사실을 추정해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

와 함께 지적한,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본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필서 메모가 있는 해례본(상주본)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후자가 여기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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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책의 제목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자

료(‘五聲制字攷’)에 대해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들은 정확한 기록에 

의거한 결론의 도출이 아니므로, ③에 서술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4) 한글 문헌의 편찬과 한글 가사의 창작

(1) 용비어천가의 창작과 편찬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이 창제 이전인 1442년과 반포된 1446년 사이에 편찬되었

고, 간행은 1447년에 이루어졌다. 세종은 정음 창제 이전에 벌써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1443년 12월에 정음 창제 기사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

면, 세종은 정음 창제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1442년 3월)에 정음으로 용비어천가 노래

를 지으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조선 왕조의 개창에 

큰 공을 세운 태조 등의 위업을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먼저 

완성한 것이다.

==> 발표자의 서술을 음미해보면, 1443년 12월 ‘언문’(후에 ‘훈민정음’) 창제 후 1446

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 완성 과정에서, ≪용비어천가≫의 완성은 충분히 가능한 일

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특이한 사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밑줄 

친 ①내용은, 주지하듯이 ‘언문’(是謂훈민정음)은 1443년 12월에 세종이 친제했다고 하

였다. 그보다 앞서 1년 9개월 전에 용비어천가 기사가 나온다 하여 이를 ‘정음(正音)’으

로 용비어천가를 지으려 생각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실록 기사 끝에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고자 하여 이러한 전지를 내린 것이었

다.”[時 上方欲撰龍飛御天歌, 故乃下此傳旨]라는 사평(史評)은, 세종이 전지(傳旨)를 내리기 

이전에 이미 조선 건국의 위업을 찬양하는 어떤 문헌(후에 ≪용비어천가≫) 제작 프로젝

트가 기획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 

부가적 기록은 세종실록 편찬시(1452-54)에 추가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② 해례본 완성 이전에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지은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이미 

1443년 12월에 ‘언문’을 창제했으므로, 비록 ‘훈민정음’ 해설서인 해례본(1446.9.)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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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훈민정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 언문서 정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세종의 언문 유시가 조정 관리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각성을 의도한 것이

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오히려 그 핵심은 ‘대간들의 죄상’에 있는 것이지, 

‘언문(훈민정음)’ 유시를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아닐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실

록 내용을 참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양대군이 즉시 붓을 잡아 계(啓)를 쓰기를, “대간(臺諫)이 간사하여 임금에게 무례(無

禮)하였으니, 이를 죄주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지마는, 이를 죄준다면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니, 죄는 비록 이와 같지마는 마땅히 너그

러이 용납해야 됩니다.” (또한 수양대군이) 황수신에게 말하기를 “대간(臺諫)들이 임금을 

속인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하략) 대간이 본디 이 죄가 없었는가?”』

3) 성균관에서

① 세종 29년에 예조에서 성균관 학생들의 학습 과목에 대한 상서(上書)를 임금께 

올렸다(세종 29년 9월 17일 기사). 예조의 이 상서에 성균관 학생들에게 사서(四書)와 

아울러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을 시험 과목에 부과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② 이 기

록은 성균관 학생들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교재로 삼아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

쳤고, 이에 대한 시험을 치렀음을 의미한다.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시기에 성균관에 가서 공부했던 유생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가져간 교재였을 것이다. 

성균관의 이런 교육 과정은 지방의 향교 등 다른 교육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그 뒷날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③ 세종은 중인층에 대한 훈민정음 보급을 위해 이서(吏胥) 선발 시험에 훈민정

음 과목을 두었으며, 성균관 학생의 학습 과목에 훈민정음을 두었다.

==> 위에 제시한 ① ≪세종실록≫ 기사(세종 29년 1447.9.17.)는 실록에 들어 있지 않

다. 조사해본 결과, 세조(世祖) 6년(1460년) 9월 17일 기사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② 

정확하지 않은 기록에 의거해 어떤 사실을 추정해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

와 함께 지적한,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본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필서 메모가 있는 해례본(상주본)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후자가 여기에 관련

훈민정음의 교육과 확산 77

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책의 제목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자

료(‘五聲制字攷’)에 대해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들은 정확한 기록에 

의거한 결론의 도출이 아니므로, ③에 서술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4) 한글 문헌의 편찬과 한글 가사의 창작

(1) 용비어천가의 창작과 편찬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이 창제 이전인 1442년과 반포된 1446년 사이에 편찬되었

고, 간행은 1447년에 이루어졌다. 세종은 정음 창제 이전에 벌써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1443년 12월에 정음 창제 기사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

면, 세종은 정음 창제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1442년 3월)에 정음으로 용비어천가 노래

를 지으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조선 왕조의 개창에 

큰 공을 세운 태조 등의 위업을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먼저 

완성한 것이다.

==> 발표자의 서술을 음미해보면, 1443년 12월 ‘언문’(후에 ‘훈민정음’) 창제 후 1446

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 완성 과정에서, ≪용비어천가≫의 완성은 충분히 가능한 일

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특이한 사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밑줄 

친 ①내용은, 주지하듯이 ‘언문’(是謂훈민정음)은 1443년 12월에 세종이 친제했다고 하

였다. 그보다 앞서 1년 9개월 전에 용비어천가 기사가 나온다 하여 이를 ‘정음(正音)’으

로 용비어천가를 지으려 생각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실록 기사 끝에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고자 하여 이러한 전지를 내린 것이었

다.”[時 上方欲撰龍飛御天歌, 故乃下此傳旨]라는 사평(史評)은, 세종이 전지(傳旨)를 내리기 

이전에 이미 조선 건국의 위업을 찬양하는 어떤 문헌(후에 ≪용비어천가≫) 제작 프로젝

트가 기획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 

부가적 기록은 세종실록 편찬시(1452-54)에 추가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② 해례본 완성 이전에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지은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이미 

1443년 12월에 ‘언문’을 창제했으므로, 비록 ‘훈민정음’ 해설서인 해례본(1446.9.)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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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언문’에 관한 규정(<언문자모(諺文字母)>로 추정)만 가지고도 <용

비어천가> 제작이 가능하다. 실제로 ≪세종실록≫에는 1445년 4월 5일에 용비어천가

(10권)를 편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용비어천가≫는 해례본 완성(1446.9.)을 

계기로, 일부 수정을 거쳐 1447년 2월에 편찬 완료되고(최항 <용비어천가발>), 1447년 

10월에 550본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한글의 확산과 보급 과정

1) 궁녀들의 연애편지

이 사건(주. 궁중시녀와 별감의 ‘사통’)이 일어난 1453년 4월이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6년 반 정도 되는 때이다.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궁중의 시녀들이 이 

문자를 배워 편지 글을 썼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실은 훈민정음이 여성들에게 환영

받았으며 적극적으로 배웠음을 의미한다. 

==> 발표자의 논문 전체를 훑어보면, 한글 사용의 출발점을 훈민정음 반포(1446.9.)에 

고정시켜 놓고 한글의 확산과 보급 문제를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1443년 12월에 세종의 ‘언문(諺文)’ 창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기 이전인 1444년 1~2월 사이에 일정한 한

글 교육 과정을 거쳐(최만리 등의 ‘갑자상소문’에서 거론함) ‘언문’으로 ≪운회≫ 번역을 

시도했으며(1444.2.16.), 1445년 4월 5일에는 ≪용비어천가≫를 편찬했다는 기록까지 

나온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종이 1443년 12월 ‘언문’을 친제할 때, 이미 한글(언문) 

보급을 위한 모종의 교육자료까지 제작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자료가 <정인지서>에 보이는 “약게예의(略揭例義)”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는 한글 사용의 보급과 확산 과정의 시대적 범위를, 오늘 발표문에서보다 조금 더 위로 

소급ㆍ확대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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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사용의 지역적 확대

(1)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

① 한글 반포 25년이 지난 1472년에 방방곡곡에 나붙은 한글 포고문은 지방민에게 

새로운 문자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임진왜란 중 1593년에 선조

가 백성들에게 반포한 한글 유서(諭書)는 16세기 말기에 한글이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

도 보급되었음을 암시한다.

② 16세기 초에 지방 사회에 한글 보급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16세기 중엽 이

후에는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후술할 언간(諺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필자는 16세기 중엽 경이 한글 보급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지방 사회에도 한글 보급이 일정한 수준으로 진행되

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상층부인 양반가를 중심으로 한글 보급이 이

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 ① 발표자가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종 20년(1489년) ≪구급간이

방언해≫(전 9권)의 간행과 배포, 그리고 성종(成宗)이 8도 관찰사에게 보낸 이 책의 개

간ㆍ인출 광포(廣布) 지시까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15세기 후반에도 백성들의 한글 사용

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② 한글 포고문이나 유서(諭書)를 반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글 학습을 위한 자모표 같은 교재(<언문자모>)가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한글 보급ㆍ사용의 시기와 관련하여, 과거 백두현(2001, 2007: 173)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후 16세기 전기에는 한글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것을 오늘 발표한 내용과 비교하여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결론적으로 정

리해 주시기 바란다.

4. 무엇으로 한글을 가르쳤나 : 한글 교육 자료

한글 보급과 교육에 기여한 교육 자료에 대해,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한글 보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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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언문’에 관한 규정(<언문자모(諺文字母)>로 추정)만 가지고도 <용

비어천가> 제작이 가능하다. 실제로 ≪세종실록≫에는 1445년 4월 5일에 용비어천가

(10권)를 편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용비어천가≫는 해례본 완성(1446.9.)을 

계기로, 일부 수정을 거쳐 1447년 2월에 편찬 완료되고(최항 <용비어천가발>), 1447년 

10월에 550본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한글의 확산과 보급 과정

1) 궁녀들의 연애편지

이 사건(주. 궁중시녀와 별감의 ‘사통’)이 일어난 1453년 4월이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6년 반 정도 되는 때이다.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궁중의 시녀들이 이 

문자를 배워 편지 글을 썼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실은 훈민정음이 여성들에게 환영

받았으며 적극적으로 배웠음을 의미한다. 

==> 발표자의 논문 전체를 훑어보면, 한글 사용의 출발점을 훈민정음 반포(1446.9.)에 

고정시켜 놓고 한글의 확산과 보급 문제를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1443년 12월에 세종의 ‘언문(諺文)’ 창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기 이전인 1444년 1~2월 사이에 일정한 한

글 교육 과정을 거쳐(최만리 등의 ‘갑자상소문’에서 거론함) ‘언문’으로 ≪운회≫ 번역을 

시도했으며(1444.2.16.), 1445년 4월 5일에는 ≪용비어천가≫를 편찬했다는 기록까지 

나온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종이 1443년 12월 ‘언문’을 친제할 때, 이미 한글(언문) 

보급을 위한 모종의 교육자료까지 제작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자료가 <정인지서>에 보이는 “약게예의(略揭例義)”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는 한글 사용의 보급과 확산 과정의 시대적 범위를, 오늘 발표문에서보다 조금 더 위로 

소급ㆍ확대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훈민정음의 교육과 확산 79

2) 한글 사용의 지역적 확대

(1)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

① 한글 반포 25년이 지난 1472년에 방방곡곡에 나붙은 한글 포고문은 지방민에게 

새로운 문자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임진왜란 중 1593년에 선조

가 백성들에게 반포한 한글 유서(諭書)는 16세기 말기에 한글이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

도 보급되었음을 암시한다.

② 16세기 초에 지방 사회에 한글 보급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16세기 중엽 이

후에는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후술할 언간(諺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필자는 16세기 중엽 경이 한글 보급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지방 사회에도 한글 보급이 일정한 수준으로 진행되

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상층부인 양반가를 중심으로 한글 보급이 이

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 ① 발표자가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종 20년(1489년) ≪구급간이

방언해≫(전 9권)의 간행과 배포, 그리고 성종(成宗)이 8도 관찰사에게 보낸 이 책의 개

간ㆍ인출 광포(廣布) 지시까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15세기 후반에도 백성들의 한글 사용

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② 한글 포고문이나 유서(諭書)를 반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글 학습을 위한 자모표 같은 교재(<언문자모>)가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한글 보급ㆍ사용의 시기와 관련하여, 과거 백두현(2001, 2007: 173)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후 16세기 전기에는 한글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것을 오늘 발표한 내용과 비교하여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결론적으로 정

리해 주시기 바란다.

4. 무엇으로 한글을 가르쳤나 : 한글 교육 자료

한글 보급과 교육에 기여한 교육 자료에 대해,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한글 보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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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된 계기는 (중략) 한글 학습 자료에서 찾을 수 있

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온 한글 학습 자료, 즉 한글 보급과 교육에 기여한 교육 

자료에 대하여, ① 해례본의 어제서문과 예의편, ② 월인석보(1459) 권두에 붙은 훈

민정음 언해, ③ 훈몽자회(1527)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 ④ 진

언집류에 붙은 ‘언본’(諺本), ⑤ 방각본으로 한 장의 목판에 새겨진 음절표(音節表), ⑥ 

1896년 학부(學部)에서 간행한 교과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권1의 첫머리에 

수록된 음절표 등이다. 

첫째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앞머리에 실린 어제서문과 예의편이다. 해례본이 한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쓸모 있는 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의 한문 지식인이 훈민

정음을 터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예의｣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한글

의 정곡을 담은 것이어서 훈민정음 자모를 익히는 학습서로 유용했을 것이다. 

둘째는 월인석보(1459) 권두에 붙은 훈민정음 언해이다. 이 훈민정음 언해는 해례

본의 어제서문과 예의편을 번역한 것이며, 월인석보의 저본(底本)인 석보상절
(1447) 권두에도 실렸을 것이다(안병희 1985: 798). 해례본과 달리 이 책은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들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셋째는 훈몽자회(1527)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이다. 특히 훈
몽자회에는 “변방의 시골 사람들이 언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언문자모를 아

울러 붙인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 조선시대 한글 보급에 기여한 교육자료를 ①~⑥으로 파악한 데 대해서는 토론자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제시된 순서는 자료의 간행 연도를 고려한 배열로 보이는데, 

1443년 12월 ‘언문’ 창제에서 ≪훈민정음≫ 해례본(1446.9.) 완성 이후까지 연보를 작

성해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① 해례본의 어제서문이나 예의편을 가지고는 한글로 언어를 문자화하기가 쉽지 

않다. 해례본의 경우는 오히려 그보다 <용자례>가 적격하다 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는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실려 전하는 <언문자모>가 제1순위이고(이동림 1973, 강창석 

2014), ‘세종어제서문’을 포함한 ‘예의편(정음편)’을 단행본으로 번역ㆍ간행한 ≪훈민정

음≫ 언해본(1446년 12월말)이 실질적인 한글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1443년 12월 ‘언문’(是謂訓民正音) 창제로부터 ≪훈민정음≫ 해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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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9.) 완성과 ≪석보상절≫ 등 정음 초기문헌에 이르기까지의 연보(年譜)를 토대로 

교육 자료를 재배열하면 ① 언문자모, ② 해례본의 예의편(정음편) 및 용자례, ③ 훈민정

음언해 등의 순서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토론치고 너무 많은 내용을 거론하여 발표자의 심기를 어지럽힌 것은 아닌지 걱정된

다. 발표자의 논의에 대해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 분야 최고 전

문가이신 백두현 교수님의 이번 발표 내용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염원하는 응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학계의 발전은 해당 연구 주제의 본질을 

통찰할 줄 아는, 관련 전문가의 높은 안목과 식견, 그리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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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된 계기는 (중략) 한글 학습 자료에서 찾을 수 있

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온 한글 학습 자료, 즉 한글 보급과 교육에 기여한 교육 

자료에 대하여, ① 해례본의 어제서문과 예의편, ② 월인석보(1459) 권두에 붙은 훈

민정음 언해, ③ 훈몽자회(1527)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 ④ 진

언집류에 붙은 ‘언본’(諺本), ⑤ 방각본으로 한 장의 목판에 새겨진 음절표(音節表), ⑥ 

1896년 학부(學部)에서 간행한 교과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권1의 첫머리에 

수록된 음절표 등이다. 

첫째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앞머리에 실린 어제서문과 예의편이다. 해례본이 한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쓸모 있는 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의 한문 지식인이 훈민

정음을 터득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예의｣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한글

의 정곡을 담은 것이어서 훈민정음 자모를 익히는 학습서로 유용했을 것이다. 

둘째는 월인석보(1459) 권두에 붙은 훈민정음 언해이다. 이 훈민정음 언해는 해례

본의 어제서문과 예의편을 번역한 것이며, 월인석보의 저본(底本)인 석보상절
(1447) 권두에도 실렸을 것이다(안병희 1985: 798). 해례본과 달리 이 책은 한문을 

모르는 부녀자들이 한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셋째는 훈몽자회(1527)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이다. 특히 훈
몽자회에는 “변방의 시골 사람들이 언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언문자모를 아

울러 붙인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 조선시대 한글 보급에 기여한 교육자료를 ①~⑥으로 파악한 데 대해서는 토론자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제시된 순서는 자료의 간행 연도를 고려한 배열로 보이는데, 

1443년 12월 ‘언문’ 창제에서 ≪훈민정음≫ 해례본(1446.9.) 완성 이후까지 연보를 작

성해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① 해례본의 어제서문이나 예의편을 가지고는 한글로 언어를 문자화하기가 쉽지 

않다. 해례본의 경우는 오히려 그보다 <용자례>가 적격하다 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는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실려 전하는 <언문자모>가 제1순위이고(이동림 1973, 강창석 

2014), ‘세종어제서문’을 포함한 ‘예의편(정음편)’을 단행본으로 번역ㆍ간행한 ≪훈민정

음≫ 언해본(1446년 12월말)이 실질적인 한글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1443년 12월 ‘언문’(是謂訓民正音) 창제로부터 ≪훈민정음≫ 해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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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9.) 완성과 ≪석보상절≫ 등 정음 초기문헌에 이르기까지의 연보(年譜)를 토대로 

교육 자료를 재배열하면 ① 언문자모, ② 해례본의 예의편(정음편) 및 용자례, ③ 훈민정

음언해 등의 순서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토론치고 너무 많은 내용을 거론하여 발표자의 심기를 어지럽힌 것은 아닌지 걱정된

다. 발표자의 논의에 대해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 분야 최고 전

문가이신 백두현 교수님의 이번 발표 내용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염원하는 응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학계의 발전은 해당 연구 주제의 본질을 

통찰할 줄 아는, 관련 전문가의 높은 안목과 식견, 그리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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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지방 보급과 백성의 참여
- 한글 보급의 동인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최경봉(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의 보급 양상을 검토하면서, 한글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동인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회적 기반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전근대 사회에서 한글의 전국적 보급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글의 보급과 관련한 초기의 논의에서는 한글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에서는 한글의 빠른 확산과 보급을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에 따른 자연스러

운 결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문자외적 사실에 초점을 맞춰 한글 보급의 역사를 조

명한 안병희(198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병희(1985)에서는 한글 교육, 한글 사용

과 관련된 법규 등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글 사용의 실제를 검토하였다. 안병희

(1985)를 이어 한글 보급 문제를 논의한 연구로는 백두현(2001), 김슬옹(2005, 

2012), 시정곤(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논의를 통해 한글이 확산되는 과정, 한

글 사용의 제도화 과정, 한글 교육의 기반 등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한글 보급의 동인과 그것의 시대적 의미를 조명하는 논의

로 이어졌는데, 시대적 의미를 판단하는 논의의 틀에 견인되어 한글 보급의 맥락을 간

과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글 사용의 확장을 근대화의 한 징표로 설명하거나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한글 연구에서 근대적 성격을 조명하는 논의가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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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글 보급의 동인과 시대적 의미를 구체적인 한글 보급 맥락과 관련지어 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글의 전국적 보급이 유교 국가 건설과 중세적 질서의 구축이라는 과

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조선 시대 한글 보급 

정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중세적 질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전근대 시대의 한글 보급과 근대 이후의 한글 보급을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

다는 관점이다. 결국 한글 창제 이후 진행된 한글 보급의 근대적 의미는 중화 문명으

로 대표되는 중세적 질서의 해체 과정에서 한문을 대신할 문자의 사용 기반을 마련했

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중세적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이

면서 동시에 탈중세의 기반이 되는 한글의 양면성에 주목하면서 전근대 시대 한글 보

급의 특성을 설명할 것이다. 

2. 한글 보급의 동인과 사회적 기반

2.1. 유교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와 한글의 전국적 보급

한글 창제된 후 한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민간에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이 

반포된 지 불과 3년 후인 1449년 정승을 비난하는 한글 익명서(匿名書)가 등장하고, 

또 1453년에는 궁녀와 별감이 한글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은 한

글을 아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16세기 이후에는 서울을 넘어 

지방에서까지 한글 서적이 간행되는 것을 볼 때, 한글 창제 후 반세기가 넘지 않은 시

점에 이미 전국적으로 한글 사용자층이 두껍게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글은 왜 이렇게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는가?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

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아무리 쉬운 문자여도 교육과 학습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빠른 속도의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글의 보급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글의 보급 속도를 설명함에 있어, 한글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관을 

백성에게 교육시키고자 했던 세종의 의도와 조선 왕조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음에 주목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한글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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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이다. 안병희(1985)에서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듯이, 한글 문서는 공문서의 양식을 예시한 『경국대전』의 ‘용문

자식(用文字式)’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수교(受敎)와 전지(傳旨)로 반포된 법령에서는 

한글로 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처

럼 한글을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유교 사상 전파의 도구로 활용

한 한글 보급 정책의 양면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글 보급 정책에 나타난 양면성은 결국 중화 문명에 기반한 중세질서의 유지를 위

한 정책의 특수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성리학적 이념 사회를 구축

하는 동시에 ‘동문동궤(同文同軌)’라는 중화 문명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

의 목표가 양면적인 한글 보급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글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언문을 통한 백성 교화의 방법을 구체

적으로 밝힌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士族)의 가장(家長), 부로(父老) 혹은 

교수(敎授), 훈도(訓導)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 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약 대

의에 능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왕

에게 보고하여 상을 준다. _『경국대전』 권3, 「예전(禮典)」, ‘장려편’

위의 인용은 『삼강행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이

해시키고, 이를 통해 선행하는 자가 있으면 왕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조

선 왕조가 백성의 교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았으며 여기에서 한글의 역할을 분

명하게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에서, 유교적 가치관

의 확산을 뜻하는 ‘교화’는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규범을 완성하는 문제였

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한글을 통한 백성의 교화 방안이 자주 등장한 것은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 특히 성종실록의 기사에는 교화를 위해 한글 교서를 함

1) 김슬옹(2005: 64)에서는 실록에 나타난 언해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총 273건의 내용 중 교화에 해당하는 기
사가 218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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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글 보급의 동인과 시대적 의미를 구체적인 한글 보급 맥락과 관련지어 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글의 전국적 보급이 유교 국가 건설과 중세적 질서의 구축이라는 과

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조선 시대 한글 보급 

정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중세적 질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전근대 시대의 한글 보급과 근대 이후의 한글 보급을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

다는 관점이다. 결국 한글 창제 이후 진행된 한글 보급의 근대적 의미는 중화 문명으

로 대표되는 중세적 질서의 해체 과정에서 한문을 대신할 문자의 사용 기반을 마련했

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중세적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이

면서 동시에 탈중세의 기반이 되는 한글의 양면성에 주목하면서 전근대 시대 한글 보

급의 특성을 설명할 것이다. 

2. 한글 보급의 동인과 사회적 기반

2.1. 유교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와 한글의 전국적 보급

한글 창제된 후 한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민간에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이 

반포된 지 불과 3년 후인 1449년 정승을 비난하는 한글 익명서(匿名書)가 등장하고, 

또 1453년에는 궁녀와 별감이 한글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은 한

글을 아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16세기 이후에는 서울을 넘어 

지방에서까지 한글 서적이 간행되는 것을 볼 때, 한글 창제 후 반세기가 넘지 않은 시

점에 이미 전국적으로 한글 사용자층이 두껍게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글은 왜 이렇게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는가?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

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아무리 쉬운 문자여도 교육과 학습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빠른 속도의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글의 보급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글의 보급 속도를 설명함에 있어, 한글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관을 

백성에게 교육시키고자 했던 세종의 의도와 조선 왕조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음에 주목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한글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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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이다. 안병희(1985)에서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듯이, 한글 문서는 공문서의 양식을 예시한 『경국대전』의 ‘용문

자식(用文字式)’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수교(受敎)와 전지(傳旨)로 반포된 법령에서는 

한글로 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처

럼 한글을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유교 사상 전파의 도구로 활용

한 한글 보급 정책의 양면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글 보급 정책에 나타난 양면성은 결국 중화 문명에 기반한 중세질서의 유지를 위

한 정책의 특수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성리학적 이념 사회를 구축

하는 동시에 ‘동문동궤(同文同軌)’라는 중화 문명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

의 목표가 양면적인 한글 보급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글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언문을 통한 백성 교화의 방법을 구체

적으로 밝힌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士族)의 가장(家長), 부로(父老) 혹은 

교수(敎授), 훈도(訓導)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 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약 대

의에 능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왕

에게 보고하여 상을 준다. _『경국대전』 권3, 「예전(禮典)」, ‘장려편’

위의 인용은 『삼강행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부녀자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이

해시키고, 이를 통해 선행하는 자가 있으면 왕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조

선 왕조가 백성의 교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았으며 여기에서 한글의 역할을 분

명하게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에서, 유교적 가치관

의 확산을 뜻하는 ‘교화’는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규범을 완성하는 문제였

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한글을 통한 백성의 교화 방안이 자주 등장한 것은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 특히 성종실록의 기사에는 교화를 위해 한글 교서를 함

1) 김슬옹(2005: 64)에서는 실록에 나타난 언해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총 273건의 내용 중 교화에 해당하는 기
사가 218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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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내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조선 왕조에서 한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컨대 전교서(典校署)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사인(寫印)토록 하여 한성부(漢城府)와 모

든 도(道)의 여러 고을에 이를 반포(頒布)해서 관문(官門)과 방시(坊市)・촌락(村落)・여항(閭

巷)에 걸어두도록 하여 위로는 크고 작은 조신(朝臣)으로부터 아래로는 궁벽한 곳에 사는 

작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상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극한 뜻을 알지 아니함이 없게 하

여, 각각 깨닫고 살피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곤궁(困窮)한 짓을 남기지 말게 할 것입니

다. 이와 같이 하여도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는 스스로 허물을 불러

들이는 것이니, 이를 형벌케 하여 용서하여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한글[諺字]로 번역하고 인출(印出)을 해서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부인(婦人)과 소자(小子)들

까지도 두루 알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_『성종실록』권22, (1472).9.7.

위의 기사는 한문 교서를 한글로 번역하게 하여 전국의 모든 백성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교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반포함으로써 

전국의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면 한글 반포 후 26

년이 지난 시점에 한글 보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을 담은 한글 서적의 보급과 같은 교화 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한글 보급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보면, 한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 ‘언문자모’를 실은 『훈몽자회』

의 간행 이전부터 간단한 한글 학습 자료, 즉 ‘반절표’가 한글 학습에 활용되었을 것이

라는 추정2)(안병희, 1985)은 설득력이 있다. 『월인석보』에 훈민정음 예의가 덧붙여진 

것이나 『훈몽자회』에 언문자모가 덧붙여진 것을 보면, 한글을 읽고 쓰는 방식을 설명

한 간편한 학습 자료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했고, 이 한글 학습 자료를 통해 한글 보

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절표’와 같은 학습 자료를 통해 한글 보급

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화를 위한 언해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6세기에 들어서는 교화의 방법

2) 안병희(1985)에서는 반절표의 역사가 한글 창제 직후에 한글의 학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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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격월(激越)한 행실이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독습(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일용(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열녀전(列女傳)》・《여

계(女誡)》・《여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반(印頒)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

로는 궁액(宮掖)으로부터 조정 경사(朝廷卿士)의 집에 미치고 아래로는 여염의 소민(小民)들

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강습하게 해서, 일국의 집들이 모두 바르게 되게 하소

서. _『중종실록』 권28, (1517).6.27.

위의 기사는 특수한 일을 다룬 『삼강행실』보다는 일상사를 다룬 『소학』, 『열녀전』, 

『여계』, 『여측』 등을 언문으로 번역, 반포하여 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는 백성들의 교화 정책이 정교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조선 후

기로 갈수록 교화정책은 정교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데, 이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나온 뒤 『속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나오고, 이를 증보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언해본

이 나오고, 삼강행실에서 다루지 않은 이륜을 가르치기 위해 『이륜행실도』를 그리고 

이를 통합하여 『오륜행실도』 언해본을 간행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국신속

삼강행실도』가 임진왜란을 겪은 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간행하였다는 점은 조선 

시대 교화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교화가 유학 서적의 

언해서를 보급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화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모색

된다.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은 예언의 서적에 있지 않고 다만 교화가 시행되지 않고 풍속

이 안정되지 않아 갖가지 이상한 일이 본도에서 발생할까 염려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안

필복과 안치복에게 이 전교로 일깨운 다음에 갇혀 있는 그의 가족도 모두 방면하라.…… 

여름에 내린 유시를 경이 과연 일일이 선포하였는가? 그들도 충성하고 싶은 양심을 갖추

고 있으므로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완고히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

은 비밀히 유시한 글 한 통과 문인방을 법에 따라 결안(結案)한 것을 한문과 언문으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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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내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조선 왕조에서 한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컨대 전교서(典校署)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사인(寫印)토록 하여 한성부(漢城府)와 모

든 도(道)의 여러 고을에 이를 반포(頒布)해서 관문(官門)과 방시(坊市)・촌락(村落)・여항(閭

巷)에 걸어두도록 하여 위로는 크고 작은 조신(朝臣)으로부터 아래로는 궁벽한 곳에 사는 

작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상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극한 뜻을 알지 아니함이 없게 하

여, 각각 깨닫고 살피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곤궁(困窮)한 짓을 남기지 말게 할 것입니

다. 이와 같이 하여도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는 스스로 허물을 불러

들이는 것이니, 이를 형벌케 하여 용서하여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한글[諺字]로 번역하고 인출(印出)을 해서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부인(婦人)과 소자(小子)들

까지도 두루 알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_『성종실록』권22, (1472).9.7.

위의 기사는 한문 교서를 한글로 번역하게 하여 전국의 모든 백성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교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반포함으로써 

전국의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면 한글 반포 후 26

년이 지난 시점에 한글 보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을 담은 한글 서적의 보급과 같은 교화 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한글 보급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보면, 한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 ‘언문자모’를 실은 『훈몽자회』

의 간행 이전부터 간단한 한글 학습 자료, 즉 ‘반절표’가 한글 학습에 활용되었을 것이

라는 추정2)(안병희, 1985)은 설득력이 있다. 『월인석보』에 훈민정음 예의가 덧붙여진 

것이나 『훈몽자회』에 언문자모가 덧붙여진 것을 보면, 한글을 읽고 쓰는 방식을 설명

한 간편한 학습 자료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했고, 이 한글 학습 자료를 통해 한글 보

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절표’와 같은 학습 자료를 통해 한글 보급

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화를 위한 언해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6세기에 들어서는 교화의 방법

2) 안병희(1985)에서는 반절표의 역사가 한글 창제 직후에 한글의 학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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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격월(激越)한 행실이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독습(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일용(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열녀전(列女傳)》・《여

계(女誡)》・《여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반(印頒)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

로는 궁액(宮掖)으로부터 조정 경사(朝廷卿士)의 집에 미치고 아래로는 여염의 소민(小民)들

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강습하게 해서, 일국의 집들이 모두 바르게 되게 하소

서. _『중종실록』 권28, (1517).6.27.

위의 기사는 특수한 일을 다룬 『삼강행실』보다는 일상사를 다룬 『소학』, 『열녀전』, 

『여계』, 『여측』 등을 언문으로 번역, 반포하여 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는 백성들의 교화 정책이 정교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조선 후

기로 갈수록 교화정책은 정교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데, 이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나온 뒤 『속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나오고, 이를 증보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언해본

이 나오고, 삼강행실에서 다루지 않은 이륜을 가르치기 위해 『이륜행실도』를 그리고 

이를 통합하여 『오륜행실도』 언해본을 간행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국신속

삼강행실도』가 임진왜란을 겪은 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간행하였다는 점은 조선 

시대 교화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교화가 유학 서적의 

언해서를 보급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화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모색

된다.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은 예언의 서적에 있지 않고 다만 교화가 시행되지 않고 풍속

이 안정되지 않아 갖가지 이상한 일이 본도에서 발생할까 염려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안

필복과 안치복에게 이 전교로 일깨운 다음에 갇혀 있는 그의 가족도 모두 방면하라.…… 

여름에 내린 유시를 경이 과연 일일이 선포하였는가? 그들도 충성하고 싶은 양심을 갖추

고 있으므로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완고히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

은 비밀히 유시한 글 한 통과 문인방을 법에 따라 결안(結案)한 것을 한문과 언문으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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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써서 방면한 죄수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직접 수령들에게 주의시켜 반드시 

조정의 뜻을 선포하여 유신(維新)의 효과를 다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_『정조실록』 권14, 

(1782).12.10.

정조는 황해도에서 일어난 『정감록(鄭鑑錄)』 관련 사건에서, 불온한 예언서를 소지한 

죄보다도 교화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더 걱정하면서, 죄인을 방면하되 그 죄목과 훈계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깨우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한글을 활용하여 유교

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건이다. 이러한 대응은 

서학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세속에는 이른바 서학(西學)이란 것이 진실로 하나의 큰 변괴입니다. 근년에 성

상의 전교에 분명히 게시(揭示)하였고 처분이 엄정하셨으나, 시일이 조금 오래되자 그 단서

가 점점 성하여 서울에서부터 먼 시골에 이르기까지 돌려가며 서로 속이고 유혹하여 어리

석은 농부와 무지한 촌부(村夫)까지도 그 책을 언문으로 베껴 신명(神明)처럼 받들면서 죽

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으니, 이렇게 계속된다면 요망한 학설로 인한 종당의 화가 어느 지

경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_『정조실록』 권26, (1788).8.2.

이 글은 한글로 된 천주교 교리서가 전국적으로 유포되는 상황3)에서 서학의 확산을 

막을 방책을 궁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문이다. 이 상소의 핵심 주장은 유교 질서에 

대한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나오게 된다. ‘척사윤음(斥邪綸音)’에는 유학의 가르침과 도학(道學)을 숭상한 사례를 언급

하며, 사악한 서양의 종교에 현혹되지 말고 성인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다. 특히 1839년(헌종 5)의 ‘척사윤음’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배포

되는데, 이 책은 한문 원본에 한글 번역본을 덧붙인 체제로 제작된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조선 왕조가 19세기 후반까지 유학의 이념을 고수하며 이를 통해 중세 질서를 견

고히 유지했던 것은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1801년에 정약종(丁若鍾)의 『주교요지(主敎要旨)』가 나왔을 때, 주문모(周文謨) 신부는 한글로 된 이 책이 특히 무식한 부녀자와 아이
들에게 어떤 다른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인준 간행하였고, 이후 한글로 된 천주교 교리서가 증가하게 된다. 1864년에는 
서울에 있는 두 곳의 목판 인쇄소에서 4책의 교리서를 간행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출판소가 세워질 만큼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글 교리서의 수요가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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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선왕조에서는 온 백성을 아울러 성리학적 이념 사회

의 구축을 도모하면서도 ‘동문동궤(同文同軌)’라는 중화문명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글을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의 교화에 한

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면적인 한글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결국 한글은 유교 국

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2.2. 한글 보급의 사회적 기반

 

2.1에서 교화와 관련한 『경국대전』의 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士族)의 가장(家長), 부로(父老) 혹은 교수(敎授), 

훈도(訓導)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 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라는 구절을 보면, 

백성의 교화는 향촌의 어른인 사대부와 향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敎授)와 훈도

(訓導)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교화가 지방 교육 기관과 향촌의 자

치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향약(鄕約)처럼 권선징악과 상

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향촌의 자치 규약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

촌에서의 교화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항교가 16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중등교육기관이었음을 감안하면, 

한글 교육과 보급의 사회적 기반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근대 시대의 초등교

육을 담당했던 서당(書堂)이다. 서당은 문중이나 마을에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인근

의 학자를 훈장으로 초빙하여 설치하기도 했으며, 마을의 식자가 직접 서당을 열어 마

을의 자제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처럼 서당은 마을의 민간 교육기관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정에서도 서당의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철견(李鐵堅)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들으니, 전 서부령(西部令) 유인달(兪仁達)이 광주(廣州)에 살면서 별도로 서당(書

堂)을 세워 교회(敎誨)를 게을리하지 않아 향중(鄕中)의 자제가 서로 모여 수업(受業)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가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하는데, 사실인가? 경은 그 허실(虛實)

을 친히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_『성종실록』 권15, (14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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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써서 방면한 죄수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직접 수령들에게 주의시켜 반드시 

조정의 뜻을 선포하여 유신(維新)의 효과를 다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_『정조실록』 권14, 

(1782).12.10.

정조는 황해도에서 일어난 『정감록(鄭鑑錄)』 관련 사건에서, 불온한 예언서를 소지한 

죄보다도 교화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더 걱정하면서, 죄인을 방면하되 그 죄목과 훈계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깨우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한글을 활용하여 유교

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건이다. 이러한 대응은 

서학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세속에는 이른바 서학(西學)이란 것이 진실로 하나의 큰 변괴입니다. 근년에 성

상의 전교에 분명히 게시(揭示)하였고 처분이 엄정하셨으나, 시일이 조금 오래되자 그 단서

가 점점 성하여 서울에서부터 먼 시골에 이르기까지 돌려가며 서로 속이고 유혹하여 어리

석은 농부와 무지한 촌부(村夫)까지도 그 책을 언문으로 베껴 신명(神明)처럼 받들면서 죽

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으니, 이렇게 계속된다면 요망한 학설로 인한 종당의 화가 어느 지

경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_『정조실록』 권26, (1788).8.2.

이 글은 한글로 된 천주교 교리서가 전국적으로 유포되는 상황3)에서 서학의 확산을 

막을 방책을 궁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문이다. 이 상소의 핵심 주장은 유교 질서에 

대한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나오게 된다. ‘척사윤음(斥邪綸音)’에는 유학의 가르침과 도학(道學)을 숭상한 사례를 언급

하며, 사악한 서양의 종교에 현혹되지 말고 성인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다. 특히 1839년(헌종 5)의 ‘척사윤음’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배포

되는데, 이 책은 한문 원본에 한글 번역본을 덧붙인 체제로 제작된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조선 왕조가 19세기 후반까지 유학의 이념을 고수하며 이를 통해 중세 질서를 견

고히 유지했던 것은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1801년에 정약종(丁若鍾)의 『주교요지(主敎要旨)』가 나왔을 때, 주문모(周文謨) 신부는 한글로 된 이 책이 특히 무식한 부녀자와 아이
들에게 어떤 다른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인준 간행하였고, 이후 한글로 된 천주교 교리서가 증가하게 된다. 1864년에는 
서울에 있는 두 곳의 목판 인쇄소에서 4책의 교리서를 간행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출판소가 세워질 만큼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글 교리서의 수요가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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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선왕조에서는 온 백성을 아울러 성리학적 이념 사회

의 구축을 도모하면서도 ‘동문동궤(同文同軌)’라는 중화문명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글을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의 교화에 한

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면적인 한글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결국 한글은 유교 국

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2.2. 한글 보급의 사회적 기반

 

2.1에서 교화와 관련한 『경국대전』의 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士族)의 가장(家長), 부로(父老) 혹은 교수(敎授), 

훈도(訓導)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 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라는 구절을 보면, 

백성의 교화는 향촌의 어른인 사대부와 향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敎授)와 훈도

(訓導)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교화가 지방 교육 기관과 향촌의 자

치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향약(鄕約)처럼 권선징악과 상

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향촌의 자치 규약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

촌에서의 교화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항교가 16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중등교육기관이었음을 감안하면, 

한글 교육과 보급의 사회적 기반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근대 시대의 초등교

육을 담당했던 서당(書堂)이다. 서당은 문중이나 마을에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인근

의 학자를 훈장으로 초빙하여 설치하기도 했으며, 마을의 식자가 직접 서당을 열어 마

을의 자제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처럼 서당은 마을의 민간 교육기관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정에서도 서당의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철견(李鐵堅)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들으니, 전 서부령(西部令) 유인달(兪仁達)이 광주(廣州)에 살면서 별도로 서당(書

堂)을 세워 교회(敎誨)를 게을리하지 않아 향중(鄕中)의 자제가 서로 모여 수업(受業)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가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하는데, 사실인가? 경은 그 허실(虛實)

을 친히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_『성종실록』 권15, (14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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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거론된 서당은 내용상 16세기 말부터 일반화된 기초 교육기관으로서의 ‘서당’

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지방에서는 향교 이외

에도 개인적으로 소규모 교육 기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향촌의 자제들을 교육, 교화하

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서당을 운영했던 이들

은 “사족(士族)의 가장(家長)”이거나 “부로(父老)”로서 향촌의 교화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16세기 말부터는 서당이 기초 교육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백성의 교화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주 교재가 『동몽선습』, 『소학』 등과 같은 

유학의 기본 소양서이었으니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글 보급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서당에서 한글로 음과 훈을 기록한 『천자문』이나 『훈몽자회』 등 

기초 한자 학습서를 가르쳤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서 거론했듯이 한자 교육을 본

격화하기 전에 한글을 읽고 쓰는 교육이 선행되었고 볼 수 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

(1527년)에서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변두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문자모’를 함께 기록하여 그들로 하여금 언문을 먼저 익히게 

하고 다음에 훈몽자회를 익히면 깨닫고 가르치는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문자를 통하지 못

하는 사람도 언문을 먼저 배우고 문자를 안다면 비록 스승으로부터 교수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앞으로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최세진은 한글을 먼저 배우고 이를 통해 한자를 학습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훈

몽자회』의 범례 끝에 ‘언문자모’를 첨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한자 학습을 위한 

선행 학습의 의미로 한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서당에서 한글을 가르쳤다는 것은 한

글 보급과 확산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훈몽자회』에 포함된 ‘언문자모’가 한글 

학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 것을 보면, 당시 한자 학습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당은 한

글 보급의 중요한 기관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조선후기에는 서당이 증가하여 각 고을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30여 개가 

넘는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반촌뿐만 아니라 민촌에도 서당이 세워져 

평민과 천민의 자제도 교육을 받았던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4) 조선후기에 작성된 

토지 매매 문서 등을 보면 평민이나 천민이 작성한 문서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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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서당에서의 교육이 일반화한 결과5)라 할 수 있다. 개화기에 조선을 여행한 서양

인들이 조선의 문자 보급 상황을 높게 평가한 것을 보면, 한글의 보급과 관련하여 서

당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문(諺文)은 지식인들 사이에는 쓰여지지 않고 무시당했다. 그러나 나는 강 주변에 살

고 있는 하층민들이 그들 자신의 글씨체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사

벨라 비숍,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86쪽)

“조선인들은 읽기 좋게 쓰인 필체를 아주 높이 평가하며, 상당수의 국민이 글자를 쓸 줄 

아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에른스트폰헤세 바르텍, 『조

선, 1984년 여름』, 212쪽)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평민과 천민의 자제까지도 교육 대상으로 삼았던 서당은 

기초 한자 교육의 일환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동시에 『동몽선습』, 『소학』 등 유학의 기

본 소양서를 교육하면서, 한글을 보급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당이 향촌의 기초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은 서당

을 통한 기초 교육의 전통이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통계연보』(1918)의 ‘조선인교육기관일람’에는 당시 서당이 전국적으로 25,831개

가 있었고 생도 수가 259,513명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당의 성격도 변하였지만, 향촌의 기초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은 흔들리지 않았다. 19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개량 서당은 전통적인 한문 서당

과 달리 정규 교과목으로 조선어, 한문, 일본어, 산술 등을 채택하면서, 향촌 내에서 

보통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기능을 했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1918년 서당 규칙을 

제정하고 서당 설립을 통제하고 교육 과정에 관여하면서 서당을 식민지교육정책을 수

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서당의 운영 주체가 조선인 훈장이

었고 교육 통제가 심했던 정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4) 18세기에는 소규모 자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서당계(契)가 고안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평민층들도 서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
게 되었었는데(정순우 1985, 고동환 2006), 이는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5) 서당 교육이 일반화된 것은 『천자문』과 같이 한글로 음과 훈을 기록한 기초 한자 학습서의 수요가 급증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천자문』은 지방에서 방각본으로 간행되어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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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또한 앞으로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최세진은 한글을 먼저 배우고 이를 통해 한자를 학습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훈

몽자회』의 범례 끝에 ‘언문자모’를 첨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한자 학습을 위한 

선행 학습의 의미로 한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서당에서 한글을 가르쳤다는 것은 한

글 보급과 확산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훈몽자회』에 포함된 ‘언문자모’가 한글 

학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 것을 보면, 당시 한자 학습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당은 한

글 보급의 중요한 기관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조선후기에는 서당이 증가하여 각 고을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30여 개가 

넘는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반촌뿐만 아니라 민촌에도 서당이 세워져 

평민과 천민의 자제도 교육을 받았던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4) 조선후기에 작성된 

토지 매매 문서 등을 보면 평민이나 천민이 작성한 문서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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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서당에서의 교육이 일반화한 결과5)라 할 수 있다. 개화기에 조선을 여행한 서양

인들이 조선의 문자 보급 상황을 높게 평가한 것을 보면, 한글의 보급과 관련하여 서

당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문(諺文)은 지식인들 사이에는 쓰여지지 않고 무시당했다. 그러나 나는 강 주변에 살

고 있는 하층민들이 그들 자신의 글씨체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사

벨라 비숍,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86쪽)

“조선인들은 읽기 좋게 쓰인 필체를 아주 높이 평가하며, 상당수의 국민이 글자를 쓸 줄 

아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에른스트폰헤세 바르텍, 『조

선, 1984년 여름』, 212쪽)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평민과 천민의 자제까지도 교육 대상으로 삼았던 서당은 

기초 한자 교육의 일환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동시에 『동몽선습』, 『소학』 등 유학의 기

본 소양서를 교육하면서, 한글을 보급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당이 향촌의 기초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은 서당

을 통한 기초 교육의 전통이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통계연보』(1918)의 ‘조선인교육기관일람’에는 당시 서당이 전국적으로 25,831개

가 있었고 생도 수가 259,513명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당의 성격도 변하였지만, 향촌의 기초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은 흔들리지 않았다. 19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개량 서당은 전통적인 한문 서당

과 달리 정규 교과목으로 조선어, 한문, 일본어, 산술 등을 채택하면서, 향촌 내에서 

보통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기능을 했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1918년 서당 규칙을 

제정하고 서당 설립을 통제하고 교육 과정에 관여하면서 서당을 식민지교육정책을 수

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서당의 운영 주체가 조선인 훈장이

었고 교육 통제가 심했던 정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4) 18세기에는 소규모 자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서당계(契)가 고안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평민층들도 서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
게 되었었는데(정순우 1985, 고동환 2006), 이는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5) 서당 교육이 일반화된 것은 『천자문』과 같이 한글로 음과 훈을 기록한 기초 한자 학습서의 수요가 급증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천자문』은 지방에서 방각본으로 간행되어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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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에서는 조선어 중심의 민족교육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1930년대 들어 

서당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3. 한글 사용층의 확대와 그 의미 

3.1. 전국적인 한글 문헌 간행의 의미

16세기 이후 지방에서 각종 한글 문헌이 간행된 사실은 한글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일상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지방에서 한글 문헌이 간행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글 문헌

의 수요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6세기에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한글 사용층의 확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백두현(2001)에서는 한글 보급과 관련하여 16세기에 지방에서 간행된 한글 문헌을 

그 성격상 세 부류로 유형화하였는데, 첫째는 초학자를 위해 한글로 음과 훈을 붙인 

자서(字書)6)이고, 둘째는 농사와 풍속교화 및 질병치료를 위한 한글 서적이고7), 셋째는 

불교 관련 한글 서적8)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한글로 번역된 서적의 성격이다. 

이중 한글로 음과 훈을 붙인 자서는 한자 교육의 기본서이였지만, 더불어 한글 학습

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자서의 대표적 문헌인 『훈몽자회』

(1527)에 포함된 ‘언문자모’는 한자 학습에 선행하여 한글 쓰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쳤음

을 말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유형의 한글 서적은 한글 보급과 

활용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같

은 한글 서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한글 보급의 일환으로 뭉뚱그려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유교 관련 한글 서적은 서적의 성격과 수요자층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유교 

관련 한글 서적의 경우 풍속교화를 목적으로 한 서적은 백성의 교화라는 정책적 목표

6) 『훈몽자회』(1527), 『천자문』(1529), 『유합』(1529) 등이 있다.

7) 『번역소학』(1518),『女訓』(1532),『이륜행실도』(1539),『 삼강행실도』(1554, 1581) 등의 교화서와 『간이벽온방』(1525),『 촌가구급방』
(1538),『분문온역이해방』 등의 의학서가 있다. 

8) 『목우자수심결언해』(1500), 『부모은중경언해 父母恩重經諺解』(1553), 『육자선정언해 六字禪定諺解』(1560), 『진언집 眞言集』(1569), 
『선가귀감언해 禪家龜鑑諺解』(1569), 『초발심자경문언해 初發心自警文諺解』(157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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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간행과 보급이 이루어졌다. 『번역소학』, 『여훈(女訓)』, 『삼강행실도』, 『이륜행실

도』,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등이 그러한 성격의 서적이다. 그러나 사서삼경 언해

서의 간행은 유학의 대표적 경전에 대한 표준 해석을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백성의 교화라는 정책적 목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서의 언해는 1448년에 

세종의 명으로 시작되었으나 1588년에야 완성되었는데,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은 구결과 해석에서 학자들의 이견이 드러났고 이를 조정하여 표준안을 도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황, 이이 등 걸출한 성리학자를 거쳐서야 언해본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언해 작업이 백성의 교화가 아닌 유학의 학문적 기반을 닦는 사업이었음을 말해준

다. 따라서 사서언해를 “사서의 독서층을 확대하여 인민들에게 유교적 윤리와 가치관을 

부식(扶植)하기 위함이었다. 사서의 한문을 언문으로 번역하면 사족층 아녀자는 물론 

언문을 아는 양민 중의 일부가 성현의 가르침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백두현, 

2009: 266)로 평가하는 것은 언해 작업은 곧 백성의 교화라는 등식에 견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서삼경의 언해서가 지방에서까지 방각본으로 간행된 것은 한글 서적의 보급

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지만, 사서삼경 언해서의 확산은 국가

의 한글 보급 정책과는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실록의 기사는 사서삼경 

언해서의 확산이 과거 시험을 목표로 하는 양반층의 수요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식년 문과(式年文科)는 3년마다 33명을 뽑는데, 단지 구송(口誦)만 취하니, 문의(文義)는 

전혀 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의 거친 사람은 혹은 언문(諺文)을 어려서부터 

습독(習讀)하다가 과거에 오르게 되면, 서찰(書札)의 수응(酬應)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야

흐로 지금 문관(文官)이 사람의 수는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삼사(三司)의 관직에는 매양 사

람이 없음을 근심하고 있으며, 경외(京外)의 시관(試官)도 간혹 구차스럽게 채우니, 경장(更

張)이 없을 수 없습니다. _『숙종실록』 권15, (1684).9.11.

 

위의 실록 기사는 유학 경전을 언해서와 더불어 학습한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해서도 

서찰을 받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시험의 개선을 요

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 과거를 준비하던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사서삼경 언해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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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분문온역이해방』 등의 의학서가 있다. 

8) 『목우자수심결언해』(1500), 『부모은중경언해 父母恩重經諺解』(1553), 『육자선정언해 六字禪定諺解』(1560), 『진언집 眞言集』(1569), 
『선가귀감언해 禪家龜鑑諺解』(1569), 『초발심자경문언해 初發心自警文諺解』(157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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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간행과 보급이 이루어졌다. 『번역소학』, 『여훈(女訓)』, 『삼강행실도』, 『이륜행실

도』, 『여씨향약언해』, 『정속언해』 등이 그러한 성격의 서적이다. 그러나 사서삼경 언해

서의 간행은 유학의 대표적 경전에 대한 표준 해석을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백성의 교화라는 정책적 목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서의 언해는 1448년에 

세종의 명으로 시작되었으나 1588년에야 완성되었는데,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은 구결과 해석에서 학자들의 이견이 드러났고 이를 조정하여 표준안을 도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황, 이이 등 걸출한 성리학자를 거쳐서야 언해본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언해 작업이 백성의 교화가 아닌 유학의 학문적 기반을 닦는 사업이었음을 말해준

다. 따라서 사서언해를 “사서의 독서층을 확대하여 인민들에게 유교적 윤리와 가치관을 

부식(扶植)하기 위함이었다. 사서의 한문을 언문으로 번역하면 사족층 아녀자는 물론 

언문을 아는 양민 중의 일부가 성현의 가르침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백두현, 

2009: 266)로 평가하는 것은 언해 작업은 곧 백성의 교화라는 등식에 견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서삼경의 언해서가 지방에서까지 방각본으로 간행된 것은 한글 서적의 보급

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지만, 사서삼경 언해서의 확산은 국가

의 한글 보급 정책과는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실록의 기사는 사서삼경 

언해서의 확산이 과거 시험을 목표로 하는 양반층의 수요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식년 문과(式年文科)는 3년마다 33명을 뽑는데, 단지 구송(口誦)만 취하니, 문의(文義)는 

전혀 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의 거친 사람은 혹은 언문(諺文)을 어려서부터 

습독(習讀)하다가 과거에 오르게 되면, 서찰(書札)의 수응(酬應)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야

흐로 지금 문관(文官)이 사람의 수는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삼사(三司)의 관직에는 매양 사

람이 없음을 근심하고 있으며, 경외(京外)의 시관(試官)도 간혹 구차스럽게 채우니, 경장(更

張)이 없을 수 없습니다. _『숙종실록』 권15, (1684).9.11.

 

위의 실록 기사는 유학 경전을 언해서와 더불어 학습한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해서도 

서찰을 받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시험의 개선을 요

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 과거를 준비하던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사서삼경 언해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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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언해서 간행의 목표를 구분하여 보는 것은 불교 관련 한글 서적의 성격을 파

악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불경 언해서들은 조선 초기 간경도감에서 출간되었지만 16세

기 이후에는 지방에서 널리 간행되기도 했는데, 이때 지방에서 간행된 서적은 불교 서

적 중 일반 백성의 관심과 수요를 감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깊음을 말하고 은혜 갚음과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은중경언해

父母恩重經諺解』, 승려 입문 과정의 필수 교재인 『초발심자경문언해 初發心自警文諺解』, 

칠대의 조화로 우주의 만물이 형성되며 그것이 곧 불성임을 가르치는 『칠대만법 七大

萬法』 등은 대중성을 띠는 내용으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능엄경언해』(1462)나 『법화

경언해』(1463), 『금강경언해』(1464) 등 정통 불교 경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음 실록

의 기록을 통해 간경도감에서 불교 경전의 언해가 이루어진 맥락과 그러한 불경 언해

서의 수요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중[僧] 신미(信眉)가, 임금이 중들에게 《금강경(金剛經)》과 《법화경(法華經)》을 강(講)하여 

시험해서 능하지 못한 자는 모두 환속(還俗)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언문(諺文)으로 글

을 써서 비밀히 아뢰기를,

중으로서 경(經)을 외는 자는 간혹 있으나, 만약에 강경(講經)을 하면 천 명이나 만 명 

중에 겨우 한둘뿐일 것이니, 원컨대 다만 외는 것만으로 시험하게 하소서.” _『예종실록』 

권6, (1469).6.27.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승려들이 강경을 하기가 어렵다는 신미의 말이다. 이를 

통해 불경 언해가 이루어지게 된 맥락을 짐작할 수 있는데, 불경 언해서들은 일반 백성

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승려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용서의 경우에도 그 서적의 성격에 따라 한글의 활용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간

이벽온방』, 『촌가구급방』, 『분문온역이해방』,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 등의 의학서

는 일반 백성이 직접 읽을 수 있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간행 보급된 것이다. 이를 보면 한글 의학서의 간행 목적은 궁벽진 지방에 사는 백성

일지라도 스스로 약재를 구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적의 

성격에 따라 언해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은 허준(許浚)이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와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를 간행하였음에도 당대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동

의보감(東醫寶鑑)』을 언해하지 않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업 서적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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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에서 농업은 기간산업이었으므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의 환경에 맞는 농

법을 수록한 서적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농상집요(農桑輯

要)』, 『사시찬요(四時纂要)』, 『농사직설(農事直說)』 등이 간행되었지만 이는 한문으로 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언해본도 나오지 않았다. 김슬옹(2012: 387)에서는 이처럼 농서들

이 언해되지 않은 이유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보기보다는 수령이나 아전, 양반들

에 의해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18세기 초에 등장한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는 한글로 된 령체 장편가사로 되어 있

는 걸 보면, 농사 기술의 전수는 한문을 통해 진행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알아야 

할 간단한 내용은 한글로 전파했다고 볼 수 있다. 실용서의 경우에도 한글과 한문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글의 사용이 확장되었음에도 

전 사회적인 지식의 유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7세기 중후반에 한글 소설의 간행이 성행하되면서 세책(貰冊)과 방각(坊刻)

이라는 새로운 유통 방식이 등장한 것은 본격적인 상업 출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 들어 세책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

한 것은 한글 소설의 유통이 중세적 질서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근세(近世)에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능사로 삼는 것이 오직 패설(소설)을 숭상하는 일이

다.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수가 이미 백 종 천 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되었

다. 세책집[儈家]에서는 이를 깨끗이 필사하여, 빌려 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

익으로 삼는다. 부녀들은 식견이 없어, 혹 비녀나 팔찌를 팔고, 혹은 동전을 빚내어,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긴 날을 소일하고자 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신

의 베 짜는 임무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 그런데 부인은 홀로 습속의 변화를 탐탁지 않

게 여기고 여공(女工)의 여가에 틈틈이 읽고 외운 것이라고는 오직 여성교훈서였으니 가히 

규중의 모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_채제공(1729-1799)의 『여사서서(女四書序)』 중에서

위의 글은 채제공이 자신의 죽은 아내가 필사(筆寫)한 『여사서(女四書)』에 대해 쓴 글

로, 자신의 아내가 패설(소설)만을 숭상하는 세상 여인네와는 달리 여성 교훈서만을 탐

독했음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이 글은 글쓴이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한글 소설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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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불경 언해서들은 조선 초기 간경도감에서 출간되었지만 16세

기 이후에는 지방에서 널리 간행되기도 했는데, 이때 지방에서 간행된 서적은 불교 서

적 중 일반 백성의 관심과 수요를 감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깊음을 말하고 은혜 갚음과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은중경언해

父母恩重經諺解』, 승려 입문 과정의 필수 교재인 『초발심자경문언해 初發心自警文諺解』, 

칠대의 조화로 우주의 만물이 형성되며 그것이 곧 불성임을 가르치는 『칠대만법 七大

萬法』 등은 대중성을 띠는 내용으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능엄경언해』(1462)나 『법화

경언해』(1463), 『금강경언해』(1464) 등 정통 불교 경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음 실록

의 기록을 통해 간경도감에서 불교 경전의 언해가 이루어진 맥락과 그러한 불경 언해

서의 수요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중[僧] 신미(信眉)가, 임금이 중들에게 《금강경(金剛經)》과 《법화경(法華經)》을 강(講)하여 

시험해서 능하지 못한 자는 모두 환속(還俗)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언문(諺文)으로 글

을 써서 비밀히 아뢰기를,

중으로서 경(經)을 외는 자는 간혹 있으나, 만약에 강경(講經)을 하면 천 명이나 만 명 

중에 겨우 한둘뿐일 것이니, 원컨대 다만 외는 것만으로 시험하게 하소서.” _『예종실록』 

권6, (1469).6.27.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승려들이 강경을 하기가 어렵다는 신미의 말이다. 이를 

통해 불경 언해가 이루어지게 된 맥락을 짐작할 수 있는데, 불경 언해서들은 일반 백성

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승려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용서의 경우에도 그 서적의 성격에 따라 한글의 활용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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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 백성이 직접 읽을 수 있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간행 보급된 것이다. 이를 보면 한글 의학서의 간행 목적은 궁벽진 지방에 사는 백성

일지라도 스스로 약재를 구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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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농업은 기간산업이었으므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의 환경에 맞는 농

법을 수록한 서적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농상집요(農桑輯

要)』, 『사시찬요(四時纂要)』, 『농사직설(農事直說)』 등이 간행되었지만 이는 한문으로 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언해본도 나오지 않았다. 김슬옹(2012: 387)에서는 이처럼 농서들

이 언해되지 않은 이유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보기보다는 수령이나 아전, 양반들

에 의해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18세기 초에 등장한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는 한글로 된 령체 장편가사로 되어 있

는 걸 보면, 농사 기술의 전수는 한문을 통해 진행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알아야 

할 간단한 내용은 한글로 전파했다고 볼 수 있다. 실용서의 경우에도 한글과 한문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글의 사용이 확장되었음에도 

전 사회적인 지식의 유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7세기 중후반에 한글 소설의 간행이 성행하되면서 세책(貰冊)과 방각(坊刻)

이라는 새로운 유통 방식이 등장한 것은 본격적인 상업 출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 들어 세책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

한 것은 한글 소설의 유통이 중세적 질서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근세(近世)에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능사로 삼는 것이 오직 패설(소설)을 숭상하는 일이

다.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수가 이미 백 종 천 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되었

다. 세책집[儈家]에서는 이를 깨끗이 필사하여, 빌려 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

익으로 삼는다. 부녀들은 식견이 없어, 혹 비녀나 팔찌를 팔고, 혹은 동전을 빚내어,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긴 날을 소일하고자 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신

의 베 짜는 임무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 그런데 부인은 홀로 습속의 변화를 탐탁지 않

게 여기고 여공(女工)의 여가에 틈틈이 읽고 외운 것이라고는 오직 여성교훈서였으니 가히 

규중의 모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_채제공(1729-1799)의 『여사서서(女四書序)』 중에서

위의 글은 채제공이 자신의 죽은 아내가 필사(筆寫)한 『여사서(女四書)』에 대해 쓴 글

로, 자신의 아내가 패설(소설)만을 숭상하는 세상 여인네와는 달리 여성 교훈서만을 탐

독했음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이 글은 글쓴이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한글 소설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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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행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이처럼 백성들

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의 유행은 조선 사회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과 중국에서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진진한 구어체(口語體) 소설이 대유행

이었다. 이들은 일정 부분 기성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의 한 징표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인기 있던 소설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충효 

사상을 강조한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 오랑캐인 몽고족의 원나라를 물리치고 천하를 

되찾으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은 『태원지, 청나라 조정을 무대로 한 삼부자의 충

성을 다룬 소설 『징세비태록(懲世否泰錄)』, 소씨 가문의 삼대에 걸친 가문 소설인 『문

장풍류삼대록(文章風流三代錄)』 등이었다.9) 이민희(2017)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한글 소

설의 내용이 이처럼 수신 또는 여성 교화용 소설로 중세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본 사대부가 많았음에도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유

교적 질서가 강고히 유지되는 조선 사회에서 중세적 질서에 균열을 낼 만한 내용의 서

적들은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3.2. 한글 보급의 근대적 의미

조선 후기 한글 사용의 확장은 실학자들의 한글 연구와 더불어 근대 의식이 형성되는 

징표로 평가되어 왔다. 정병설(2008: 160)에서는 출판을 통한 한글의 확산을 “조선도 

한글·출판을 통해서 초기대중전달사회에 진입했고 또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대적 민족 공동체에 한발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것은 한글·출판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의 정보공동체로 묶인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

한 견해는 실학자의 한글 연구를 근대 의식의 발현으로 보는 평가와 연결되는 것이다. 

실학자들의 한글 연구를 김민수(1980: 156)에서는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실성과 민

족적 주체성을 지향함에 큰 특징이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에서 

김지홍(2013: 214)은 “소중화 의식을 벗어 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는 근대 의식의 싹이 ‘언문지’에 들어 있음”을, 김양진(2009)은 정동유의 한자

음 연구에 “자국주의 경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이상혁(2015)은 실학자들의 한글 의식

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앞의 책,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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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가치지향적”10)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한글 보

급과 실학 시대 한글 연구를 근대성에 대한 논의 틀로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글 서

적의 출판을 근대적 민족공동체와 정보공동체에 접근하는 요인으로, 실학자들의 의식을 

한문보다는 한글로 소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건 자연스러

운 귀결이었다. 

그런데 앞 절의 내용을 통해 보면, 전국적으로 간행, 보급된 한글 서적들은 교화서는 

철저하게 중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고, 실용서의 언해는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

한 수준의 것으로 제한되었고, 유교와 불교 경전의 언해는 중세 질서를 유지하는 지배

계층의 참고서로서 기능하였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소설까지도 중세적 질서에 균열을 

낼 만한 내용은 유통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한글이 지식 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

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한글로 된 지식 정보가 증가하

였더라도 이는 지식 정보의 중세적 유통 질서를 깨뜨리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

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전근대 시대 한글의 용도는 중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

화의 수단이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 정도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말 서양인의 조선 관찰기는 당시 한글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들은 읽기 좋게 쓰인 필체를 아주 높이 평가하며, 상당수의 국민이 글자를 쓸 줄 

아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조선 백성의 대부분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정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전부다. 이들의 단순한 삶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문자로) 편

지를 쓰는 것과, 조선에서 편찬되거나 인쇄되고 있는 역사서나 소설책을 읽는 데는 이 정

도의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른스트폰헤세 바르텍, 『조선, 1894년 여름』, 

212쪽)

이러한 평가의 근거가 분명히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관찰기는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의 역할과 위상이 19세기 후반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탈

리아보다 문해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받은 조선의 한계는 결국 정보 유통 수단으로서 

10) 이상혁(2015)에서 언급한 ‘적극적’, ‘긍정적’, ‘가치지향적’ 등의 용어는 맥락상 ‘근대 지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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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행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이처럼 백성들

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의 유행은 조선 사회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과 중국에서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진진한 구어체(口語體) 소설이 대유행

이었다. 이들은 일정 부분 기성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의 한 징표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인기 있던 소설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충효 

사상을 강조한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 오랑캐인 몽고족의 원나라를 물리치고 천하를 

되찾으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은 『태원지, 청나라 조정을 무대로 한 삼부자의 충

성을 다룬 소설 『징세비태록(懲世否泰錄)』, 소씨 가문의 삼대에 걸친 가문 소설인 『문

장풍류삼대록(文章風流三代錄)』 등이었다.9) 이민희(2017)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한글 소

설의 내용이 이처럼 수신 또는 여성 교화용 소설로 중세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본 사대부가 많았음에도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유

교적 질서가 강고히 유지되는 조선 사회에서 중세적 질서에 균열을 낼 만한 내용의 서

적들은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3.2. 한글 보급의 근대적 의미

조선 후기 한글 사용의 확장은 실학자들의 한글 연구와 더불어 근대 의식이 형성되는 

징표로 평가되어 왔다. 정병설(2008: 160)에서는 출판을 통한 한글의 확산을 “조선도 

한글·출판을 통해서 초기대중전달사회에 진입했고 또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대적 민족 공동체에 한발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것은 한글·출판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의 정보공동체로 묶인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

한 견해는 실학자의 한글 연구를 근대 의식의 발현으로 보는 평가와 연결되는 것이다. 

실학자들의 한글 연구를 김민수(1980: 156)에서는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실성과 민

족적 주체성을 지향함에 큰 특징이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에서 

김지홍(2013: 214)은 “소중화 의식을 벗어 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는 근대 의식의 싹이 ‘언문지’에 들어 있음”을, 김양진(2009)은 정동유의 한자

음 연구에 “자국주의 경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이상혁(2015)은 실학자들의 한글 의식

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앞의 책,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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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가치지향적”10)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한글 보

급과 실학 시대 한글 연구를 근대성에 대한 논의 틀로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글 서

적의 출판을 근대적 민족공동체와 정보공동체에 접근하는 요인으로, 실학자들의 의식을 

한문보다는 한글로 소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건 자연스러

운 귀결이었다. 

그런데 앞 절의 내용을 통해 보면, 전국적으로 간행, 보급된 한글 서적들은 교화서는 

철저하게 중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고, 실용서의 언해는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

한 수준의 것으로 제한되었고, 유교와 불교 경전의 언해는 중세 질서를 유지하는 지배

계층의 참고서로서 기능하였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소설까지도 중세적 질서에 균열을 

낼 만한 내용은 유통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한글이 지식 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

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한글로 된 지식 정보가 증가하

였더라도 이는 지식 정보의 중세적 유통 질서를 깨뜨리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

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전근대 시대 한글의 용도는 중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

화의 수단이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 정도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말 서양인의 조선 관찰기는 당시 한글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들은 읽기 좋게 쓰인 필체를 아주 높이 평가하며, 상당수의 국민이 글자를 쓸 줄 

아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조선 백성의 대부분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정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전부다. 이들의 단순한 삶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문자로) 편

지를 쓰는 것과, 조선에서 편찬되거나 인쇄되고 있는 역사서나 소설책을 읽는 데는 이 정

도의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른스트폰헤세 바르텍, 『조선, 1894년 여름』, 

212쪽)

이러한 평가의 근거가 분명히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 관찰기는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의 역할과 위상이 19세기 후반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탈

리아보다 문해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받은 조선의 한계는 결국 정보 유통 수단으로서 

10) 이상혁(2015)에서 언급한 ‘적극적’, ‘긍정적’, ‘가치지향적’ 등의 용어는 맥락상 ‘근대 지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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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한글 서적의 성격을 통해 한글 보급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한글 사용의 확장을 근대화의 징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은 실학자

들의 한글 연구에 대한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경봉(2018)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글 의식의 근대성에 대한 판단은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한글 사용의 목적과 지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학자들은 한글이 보편적 음운체계에 근접하거나 이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

는 최적화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는 실학자들이 한자와 대비하

여 표음 문자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근대적 어문의식으로의 확장 가

능성을 봤다. 즉 한자보다 한글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문제의식을 탈중화적 의식의 맹

아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실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이렇게 강조했던 가장 큰 이

유는 한글이 한자음을 가장 정밀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고, 한자음은 음소문자인 

한글로 기록했을 때에만 영원히 그 음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학자들의 한글 의식이 근대성에 대한 논의 틀에서 강조하는 주체적 

세계관의 발로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글의 

문자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의식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실학자들이 인식

한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훈민정음』에서도 분

명히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학의 근대성을 강조했던 김민수(1980: 158-159)에

서 “실학은 근대지향의 민족적 성향이 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봉건사상의 범주 

속에서의 개신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19세기의 근대사상에 직결되지 못하였으나, 문

화사상 하나의 문예부흥이었다”고 한 데에서 근대성 논의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혼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 실학자들의 한글 연구와 한글 

의식을 근대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것이 근대 이후 ‘한글을 민족국가 정체성의 상징

이자 국민 통합과 교육의 수단이라 보는 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러한 취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학자들의 한글 담론에서 탈중화

적 의식과 한글 규범화를 향한 목표 의식의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규상(李奎象)의 한글 담론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혁(1998: 73)에서는 이

규상이 문자 통용과 관련하여 보기 드문 근대 지향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한 바 

있고, 이러한 평가는 이상혁(2015)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규상의 한글 의식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한글의 위상에 대한 의식의 혁신으로 보는 것이다.  

한글의 지방 보급과 백성의 참여 101

각국의 언서는 음에 속하는 반면에 예부터 만들어져 전해오는 한문은 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과문 또한 음에 속하지만 옛사람들의 의리문은 양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언문과 과문은 도처에서 신장하는 데 반해 고자, 고문은 도처에서 점차 위축되고 

있다. 동방의 한 지역을 두고 매일 그 소장의 형세를 관찰해 보건대 오래지 않아 ‘언문’이 

이 지역 내에서 공행문자가 될 것 같다. 지금 더러 언문으로 사용되는 공문서가 있는데 졸

지에 쓰기 어려운 공이문자(공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이두문)의 경우 간간이 언문으로 써 

급한 형편에 대처하는 수가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그 조짐이다. 물물사사 각각의 물과 

일 어느 하나도 음이 이기지 않는 것이 없다.11)

위의 인용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이규상은 분명 언문이 ‘공행문자’의 역할을 할 것

임을 예측했다고 할 수 있다. 임형택(1997: 372)에서는 공행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의 의미를 중국 중심의 동문주의에서 벗어나 민족 국가 본위의 어문으로 전환되는 것

으로 보았고, 이상혁(1998: 75)에서는 이런 해석의 연장선에서 공행문자가 공용문자이

고 “공용문자라는 것은 그 언어 공동체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문자”라 하면서 이규상의 

한글 의식을 근대 지향적으로 봤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언문’을 음으로 ‘한문’을 양으로 보는 이규상의 견해를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규상의 글이 맥락상 동문주의(同文

主義)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이란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동준(2009)

에서는 이민족의 야만성을 ‘음’으로 보고,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를 ‘양’으로 보는 연장

선에서 ‘언문’을 ‘음’으로 보고, 한문을 ‘양’으로 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

적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규상의 생각이 좀 더 분명하

게 드러난다. 

그런 즉 일치일란(一治一亂)도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니, 비록 소강(小康)의 다스림이 있게 

된다고 해도 역시 송나라와 명나라가 여러 오랑캐의 사이에 끼어든 형국으로 퇴락했다는 

것이다. 그런즉 대세계는 마침내 함께 난(亂)으로 귀결될 것이다.12)

11) 各國諺書可屬於陰古來蒼頡製字可屬於陽也 各國科式文可屬於陰古人義理文可屬於陽也 故諺文科文到處倍簁 古字古文到處漸縮 如持東
方一域而日觀於其消長之勢則不久似以諺文爲其域內公行文字 卽今域有諺文疏本者云若公移文字難書倉卒者不無副急間間用諺文者 此其兆矣
物物事事無一物一事之不陰勝者(世界說, 漢山世稿卷二十三一夢稿雜著) 이상혁(1998: 74)에서의 번역문 재인용. 

12) 則一治一亂 亦在其中間 雖有小康之治 亦頽於宋明之間諸匈奴間矣 然則大世界 卒同歸於亂歟. 김동준(2009)에서의 번역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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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한글 서적의 성격을 통해 한글 보급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한글 사용의 확장을 근대화의 징표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은 실학자

들의 한글 연구에 대한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경봉(2018)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글 의식의 근대성에 대한 판단은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한글 사용의 목적과 지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학자들은 한글이 보편적 음운체계에 근접하거나 이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

는 최적화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는 실학자들이 한자와 대비하

여 표음 문자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근대적 어문의식으로의 확장 가

능성을 봤다. 즉 한자보다 한글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문제의식을 탈중화적 의식의 맹

아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실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이렇게 강조했던 가장 큰 이

유는 한글이 한자음을 가장 정밀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고, 한자음은 음소문자인 

한글로 기록했을 때에만 영원히 그 음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실학자들의 한글 의식이 근대성에 대한 논의 틀에서 강조하는 주체적 

세계관의 발로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글의 

문자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의식의 주체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실학자들이 인식

한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훈민정음』에서도 분

명히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학의 근대성을 강조했던 김민수(1980: 158-159)에

서 “실학은 근대지향의 민족적 성향이 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봉건사상의 범주 

속에서의 개신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19세기의 근대사상에 직결되지 못하였으나, 문

화사상 하나의 문예부흥이었다”고 한 데에서 근대성 논의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혼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 실학자들의 한글 연구와 한글 

의식을 근대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것이 근대 이후 ‘한글을 민족국가 정체성의 상징

이자 국민 통합과 교육의 수단이라 보는 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러한 취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학자들의 한글 담론에서 탈중화

적 의식과 한글 규범화를 향한 목표 의식의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규상(李奎象)의 한글 담론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혁(1998: 73)에서는 이

규상이 문자 통용과 관련하여 보기 드문 근대 지향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한 바 

있고, 이러한 평가는 이상혁(2015)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규상의 한글 의식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한글의 위상에 대한 의식의 혁신으로 보는 것이다.  

한글의 지방 보급과 백성의 참여 101

각국의 언서는 음에 속하는 반면에 예부터 만들어져 전해오는 한문은 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과문 또한 음에 속하지만 옛사람들의 의리문은 양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언문과 과문은 도처에서 신장하는 데 반해 고자, 고문은 도처에서 점차 위축되고 

있다. 동방의 한 지역을 두고 매일 그 소장의 형세를 관찰해 보건대 오래지 않아 ‘언문’이 

이 지역 내에서 공행문자가 될 것 같다. 지금 더러 언문으로 사용되는 공문서가 있는데 졸

지에 쓰기 어려운 공이문자(공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이두문)의 경우 간간이 언문으로 써 

급한 형편에 대처하는 수가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그 조짐이다. 물물사사 각각의 물과 

일 어느 하나도 음이 이기지 않는 것이 없다.11)

위의 인용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이규상은 분명 언문이 ‘공행문자’의 역할을 할 것

임을 예측했다고 할 수 있다. 임형택(1997: 372)에서는 공행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의 의미를 중국 중심의 동문주의에서 벗어나 민족 국가 본위의 어문으로 전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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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하는 상황을 퇴락한 상황으로 보

는 이규상의 판단이 나타난다. 이를 앞에서의 인용문과 연결 지어 보면, 맥락상 이규상

은 언문이라는 음이 한문이라는 양을 이기는 것 또한 퇴락으로 봤다고 할 수 있다. 결

국 최경봉(2018)에서 강조했듯이 이규상은 중화주의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를 강조하는 퇴행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언문이 한문을 밀어내

는 시대를 음이 양을 이기는 것으로 보며 부정적으로 봤음에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시

대가 왔다는 점에서 이규상의 예언을 맞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한글 의식

만은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라는 중세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8세기에 명·청을 모두 상대화한 바탕 위에 독자적으로 조선의 자국의식을 갖

추는 형태의 탈중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계승범(2012: 90)의 견해는 당시 한

글 의식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규상의 탄

식에 가까운 예언은 19세기 말 갑오개혁 당시 개혁에 저항하여 사직을 요청한 학부대

신 신기선의 탄식을 연상시킨다. 

새로 한 학부대신 신기선 씨가 상소하였는데 머리 깎고 양복 입는 것은 야만이 되는 시초요 

국문을 쓰고 청국 글을 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외국 태양력을 쓰고 청국 황제가 주신 정

삭을 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요 정부에 규칙이 있어 내각 대신이 국사를 의논하여 일을 

작정 하는 것은 임금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요 백성을 권리를 주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이

왕 정부에 있던 역적들이 한 일이라 학부대신을 하였으되 행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부 

학교 학도들이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은 까닭이요 국문을 쓰는 일은 사람을 변하여 짐승

을 만드는 것이요 종사를 망하고 청국 글을 폐하는 일이니 이런 때에 벼슬하기가 어려우

니 가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 하였더라 (『독립신문』, 1896.6..4. 현대어 표기로 전환)

신기선의 상소를 앞서 거론한 이규상의 논설에 대입하면, 그들은 한글의 국문화를 

언문이라는 음이 한문이라는 양을 이기는 난(亂)으로 봤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규상의 중화주의가 한족 중심의 것이었다면 신기선의 중화주

의는 청나라를 중화 질서의 중심으로 본 것이 다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글

의 위상 강화, 즉 한글의 국문화는 한문의 폐지와 연동되고, 한글의 국문화에 저항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은 곧 한문의 폐지에 따른 중세질서의 해체에 대한 반발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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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그렇다면 한글 의식의 근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글과 한문에 대한 인식

을 더불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글과 한문의 대립을 전제하지 않는 실학자들의 한글 의

식은 중세적 문자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한글과 한문 서적의 사회적 역할이 구분

된 상황에서 한글 서적이 유통된 것은 중세적 지식의 유통 질서가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탈중화 의식’으로 비약하여 

이해하거나, 한글 보급의 확장을 근대 이후의 한글 보급과 같은 성격으로 뭉뚱그려 설

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한글 보급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조건은 이후 근대적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실학자들의 한글 연구는 근대 초기 ‘국문의 연원과 자체

(字體) 및 발음의 연혁’13)을 연구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3) 이는 1907년 설립된 국문연구소의 연구 논제 10가지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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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지방 보급과 백성의 참여”에 대한 토론문

박병철(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발표자께서는 한글의 보급과 백성의 참여라는 주제를 구체적인 한글 보급 맥락과 관

련지어 한글 보급의 동인과 시대적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글

의 전국적 보급이 유교 국가 건설과 중세적 질서의 구축이라는 과제와 긴밀히 연계되

어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조선 시대 한글 보급 정책의 특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세적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탈중세의 기반이 되는 한글의 양면성에 주목하면서 전근대 시대 한글 보급의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발표자께서는 사실을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훈몽자회』를 비

롯한 한자초학서의 한자에 한글로 달아놓은 새김과 음은 효과적인 한자 학습을 위한 

것이 주된 기능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불교 경전의 언해도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한 

원문(한문)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한글 학습 나아가 한글 보급과는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다할 것입니다. 물론 한글 학습의 계기를 제공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핵심은 보다 효율적으로 한자·한문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한자·한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한글이 보조적인 기능을 한 것이므로 이를 

한글 학습과 보급의 측면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경도된 해석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을 비롯, 사실 규명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논의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

니다. 2.1. (유교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와 한글의 전국적 보급)의 결론 부분에서 “조선 

왕조가 19세기 후반까지 유학의 이념을 고수하며 이를 통해 중세 질서를 견고히 유지

했던 것은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표현하

였습니다. 중세 질서 유지의 버팀목은 각 지역의 향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족1)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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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족이 추구했던 문자 생활은 한글보다는 한자, 한문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글

은 보조적인 수단이었으므로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는 표

현은 제가 보기에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결론지으면

서 “결국 한글은 유교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

교 국가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고 적절히 표현하였지만 말입니다.

한글의 보급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 중 이 발표에서 소홀히 다룬 것으로 ㉠한

글보급을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정책과 교육 실태 파악, ㉡보급 결과에 따른 

한글표기 결과물에 대한 시기별 검토 등이 아닌가 합니다. 1894년(고종 31) 11월 21

일 칙령 제1호 제14조2)가 공표되기 이전에 한글의 보급과 관련하여 중앙이나 지방 정

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정책이 있었는지요?

한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수, 학생 그리고 교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주지하듯이 『월인석보』 권두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가 초기의 한글 교재였을 것이

고, 『훈몽자회』 권두의 범례에 실려 있는 諺文字子(俗所謂反切二十七字), 그리고 개화기

의 한자학습서 표지에까지 붙여 놓았던 반절표(기본음절표)가 중요한 한글교재인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입문서의 경우 중국에서 전래된 『천자문』을 비롯하여 『유합』, 

『훈몽자회』, 『아학편』---- 등 독립된 형태로 출간되었으나 개화기 이전의 한글 학습 

교재는 이런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각종 책자의 권두나 권말

에 실린 반절표를 진정한 의미의 한글교재로 볼 수 있을까요? 개화기 이전에 독립한 

책자로 간행된 한글교재는 없었는지요? 

문자 교육과 관련하여 한자는 왕실은 물론 의녀에게도 <천자>를 가르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한글을 교습한 예는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庚子 1번

1)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 향촌의 지배세력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보다 사족이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향교를 중심으로 형성
된 사족은 安民善俗을 바탕으로 유교 이념 구현에 매진하였습니다. 

2) 法律勅令 總以國文僞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3) ○禮曹啓: “濟生院醫女, 必先讀書識字後, 習讀醫方。 請外方選上醫女, 亦令所居各官, 先敎《千字》、《孝經》、《正俗篇》等書, 粗解文字後上
送。(예조에서 계하기를 “제생원(濟生院)의 의녀(醫女)들은 반드시 먼저 글을 읽게 하여, 글자를 안 연후에 의방(醫方)을 읽어 익히도록 
하고 있으니, 지방에서 선발하여 올려 보내려고 하는 의녀도 또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먼저 《천자(千字)》·
《효경(孝經)》·《정속편(正俗篇)》 등의 서책을 가르쳐서 문자를 대강 해득하게 한 뒤에 올려 보내도록 하게 하소서.” 하였다”<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7일 갑술 4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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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기사>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의 상소 내용 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아마 최

초의 한글교습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교재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에 훈민정음을 시험과목으로 

부과했던 사실을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26일 己未 3번째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5) 관리 선발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관서에서 행해졌던 한글 교육에 대하여 그 자료를 확보하여 시대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글 보급의 결과 한글로 표기한 자료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계층에서 어떤 방식으

로 산출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세기에 산출된 지방판 한글문

헌은 거의 없고 16세기에 들어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확산,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이 학술대회를 주

최한 여주시와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화기 이전 중앙이나 지방 관아가 주도하여 적극적인 한글 보급 정책을 펼치지 않

았음에도 한글의 확산과 전파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도를 더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어를 표기하기에 한글이 매우 적절한 문자이

기 때문입니다. 즉,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에 따른 실용성과 편리성이 한글의 확산을 저

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어 표기를 뛰어넘어 세계화를 도모해야 할 시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4)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전략~ 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
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
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떠하겠습니까?)<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庚子 1번
째기사>

5)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竝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

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하였다.<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26일 己未 3번
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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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양 
- 국어(학)운동을 중심으로

박걸순(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광복절을 전후하여 일본의 

혐한 풍조가 기승을 부렸다. 이 중 가장 압권은 한 우익 인사가 방송에서 “일본이 한

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되었다”’고 망발한 것이다.1) 이는 20년 전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대표의 허구적 주장을 재탕한 데 지나지 않으나,2) 

식민지근대화론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민족문화인 한글까지 엄습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다음 프랑스형 식민지 지배 방식인 동화주의를 모방하여 사회

경제적 수탈을 자행함은 물론 직접 지배 방식을 택하였다.3) 그들은 열강의 보편적 식

민지 지배 형태인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에만 머물지 않고, 제국주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피지배민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민족말살을 식민지 지배의 궁극

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간접 

지배 방식을 택하거나 피지배 민족의 구성과 문화를 보전하고자 했던 다른 열강의 지

1) JTBC 뉴스(2019. 8. 13).

2) 西尾幹二, 國民の歷史, 産經新聞社, 1999, 708쪽. 

3) 愼鏞廈, ｢日帝의 민족말살정책과 民族問題｣, 第二會 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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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지배 형태인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에만 머물지 않고, 제국주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피지배민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민족말살을 식민지 지배의 궁극

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간접 

지배 방식을 택하거나 피지배 민족의 구성과 문화를 보전하고자 했던 다른 열강의 지

1) JTBC 뉴스(2019. 8. 13).

2) 西尾幹二, 國民の歷史, 産經新聞社, 1999, 708쪽. 

3) 愼鏞廈, ｢日帝의 민족말살정책과 民族問題｣, 第二會 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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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수한 방식이었고, 따라서 가장 잔혹한 형태였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어문과 역사분야가 주요 대상이 되고 생활 일반에까지 미쳤다.

국어(학)운동을 일제의 조선교육령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는 것은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대응한 성격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4)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국문 연구 학회

가 조직되어 1천여 편 이상의 연구업적을 산출하였고, 특히 1930년대에 활기5)를 띠는 

것은 국학민족주의 발양의 사대적 상황을 알려준다. 일제 말기 조선인의 일본어 해득

률이 22%에 불과6)한 사실을 두고, 민족말살정책을 부정하는 논리로 악용하기도 한

다.7) 이는 어문 수호를 민족보전의 골간으로 인식하고 독립운동의 한 방법론으로 펼친 

결과임을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학 연구자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다. 어문에서 주시경과 최

현배, 역사에서 신채호․안재홍․문일평․정인보가 권덕규는 두 분야를 걸쳐있다. 일제강점

기 국학자들의 학문적 영역이 다변적이었던 것은 학문 발달의 미숙함 보다는 민족문화

수호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응했기 때문이다.8)

 본고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대응을 국어(학)운동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축이 된 국학민족주의를 검토하고,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현으로서 국어(학)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한국독립운동과 국학민족주의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은 민족 구성의 전 요소에 걸친 총체적인 것이었다.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자행된 것이다. 특히 1905년 시데하라[幣原坦]가 

학부 학정 참여관으로 부임한 이후 일제의 교육 침략은 더욱 노골화하였다. 시데하라

는 형식상 한국 정부에 고용된 형태였으나, 사실상 교육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그

4) 朴炳采, ｢日帝下의 國語運動 硏究｣, 日帝下의 文化運動史, 民衆書館, 1973, 447쪽. 

5)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民族文化硏究≫ 제1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7쪽.

6)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청아출판사, 1986, 386쪽.

7) 萩原彦三, 日本統治下のにおける朝鮮朝鮮語敎育, 友邦協會, 1966, 1쪽.

8) 박걸순, 국학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4),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3~14쪽. 본서는 일제하 국학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전
개된 국학운동(국어학․국문학․국사학)을 검토한 것인데, 본고는 이 가운데 국어(학)운동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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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사 수업시간을 폐지하고 전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식

민지 교육 부식을 위해 1908년 9월 교과서검정규정, 1909년 2월 출판법 등 식민지 

악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교과서를 강제하고 탄압하였다. 

당시 교과서 중 일제 탄압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물론 국어와 국사였다.9) 즉 민

족 구성의 기본 요소인 언어와 역사를 식민지 강점 이전부터 말살하려 한 것이었다. 일

제는 수십 만 권의 도서를 불사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일제의 만행은 분

서갱유를 저지른 진시황의 폭정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서, 한민족의 공분을 자아냈다.10)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은 경술국치 직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국어와 국사에 대한 

탄압정책을 지속하되, 1930년대 이후 신사참배와 창씨개명까지 강제하였다. 즉, 일제

는 내면적인 민족정신의 말살을 선행한 후 민족의 외형적 실체까지 말살하고자 하는 

단계적이고 고등의 한민족말살정책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1911년 8월에 공포된 이른바 朝鮮敎育令은 일제의 초기 한민족말살정책이 잘 드러

나 있다. 조선교육령 제2조는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을 육성

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였고, 제5조는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전수하고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이 조선교육령은 한민족의 민지를 낮게 만들기 위해 수업연한의 단축을 꾀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한민족이 아니며, ‘적극성은 조금도 없이 소극성만 

내포한 제도로써 우리에게는 가치 없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었다.11)

이는 보통학교의 교과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보통학교의 중점 교과목은 讀․書․
算이었고, 필수과목은 수신․조선어 한문․일어․산술 등 네 과목이었다. 일제가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는 일본어가 보급되지 못하였고, 주관적으로는 인심을 

수습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제는 역사와 지리를 빼고 일본어와 조선어 

속에서 이를 가르치게 한 까닭으로 수업연한이 적다는 구실을 들었으나, 사실은 일본

역사만 가르치고 한국역사를 뺄 경우 한민족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일제의 보

통학교 교육방침은 학무국장 세끼야의 지시로 요약된다. 그는 보통학교 교육은 민도의 

실제에 맞고 시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 요는 실용에 맞는 인물을 만드는데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장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인은 정치의 폐

9) 朴杰淳, 韓國近代史學史硏究, 국학자료원, 1998, 49~50쪽.

10) 大韓自强會, 大韓自强會月報 第5號, 1907. 11, 14쪽.

11) 李萬珪, 朝鮮敎育史(下), 서울신문사, 1949,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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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수한 방식이었고, 따라서 가장 잔혹한 형태였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어문과 역사분야가 주요 대상이 되고 생활 일반에까지 미쳤다.

국어(학)운동을 일제의 조선교육령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는 것은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대응한 성격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4)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국문 연구 학회

가 조직되어 1천여 편 이상의 연구업적을 산출하였고, 특히 1930년대에 활기5)를 띠는 

것은 국학민족주의 발양의 사대적 상황을 알려준다. 일제 말기 조선인의 일본어 해득

률이 22%에 불과6)한 사실을 두고, 민족말살정책을 부정하는 논리로 악용하기도 한

다.7) 이는 어문 수호를 민족보전의 골간으로 인식하고 독립운동의 한 방법론으로 펼친 

결과임을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학 연구자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다. 어문에서 주시경과 최

현배, 역사에서 신채호․안재홍․문일평․정인보가 권덕규는 두 분야를 걸쳐있다. 일제강점

기 국학자들의 학문적 영역이 다변적이었던 것은 학문 발달의 미숙함 보다는 민족문화

수호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응했기 때문이다.8)

 본고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대응을 국어(학)운동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축이 된 국학민족주의를 검토하고,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현으로서 국어(학)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한국독립운동과 국학민족주의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은 민족 구성의 전 요소에 걸친 총체적인 것이었다.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자행된 것이다. 특히 1905년 시데하라[幣原坦]가 

학부 학정 참여관으로 부임한 이후 일제의 교육 침략은 더욱 노골화하였다. 시데하라

는 형식상 한국 정부에 고용된 형태였으나, 사실상 교육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그

4) 朴炳采, ｢日帝下의 國語運動 硏究｣, 日帝下의 文化運動史, 民衆書館, 1973, 447쪽. 

5)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民族文化硏究≫ 제1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7쪽.

6)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청아출판사, 1986, 386쪽.

7) 萩原彦三, 日本統治下のにおける朝鮮朝鮮語敎育, 友邦協會, 1966, 1쪽.

8) 박걸순, 국학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4),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3~14쪽. 본서는 일제하 국학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전
개된 국학운동(국어학․국문학․국사학)을 검토한 것인데, 본고는 이 가운데 국어(학)운동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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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사 수업시간을 폐지하고 전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식

민지 교육 부식을 위해 1908년 9월 교과서검정규정, 1909년 2월 출판법 등 식민지 

악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교과서를 강제하고 탄압하였다. 

당시 교과서 중 일제 탄압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물론 국어와 국사였다.9) 즉 민

족 구성의 기본 요소인 언어와 역사를 식민지 강점 이전부터 말살하려 한 것이었다. 일

제는 수십 만 권의 도서를 불사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일제의 만행은 분

서갱유를 저지른 진시황의 폭정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서, 한민족의 공분을 자아냈다.10)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은 경술국치 직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국어와 국사에 대한 

탄압정책을 지속하되, 1930년대 이후 신사참배와 창씨개명까지 강제하였다. 즉, 일제

는 내면적인 민족정신의 말살을 선행한 후 민족의 외형적 실체까지 말살하고자 하는 

단계적이고 고등의 한민족말살정책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1911년 8월에 공포된 이른바 朝鮮敎育令은 일제의 초기 한민족말살정책이 잘 드러

나 있다. 조선교육령 제2조는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을 육성

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였고, 제5조는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전수하고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이 조선교육령은 한민족의 민지를 낮게 만들기 위해 수업연한의 단축을 꾀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한민족이 아니며, ‘적극성은 조금도 없이 소극성만 

내포한 제도로써 우리에게는 가치 없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었다.11)

이는 보통학교의 교과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보통학교의 중점 교과목은 讀․書․
算이었고, 필수과목은 수신․조선어 한문․일어․산술 등 네 과목이었다. 일제가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는 일본어가 보급되지 못하였고, 주관적으로는 인심을 

수습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제는 역사와 지리를 빼고 일본어와 조선어 

속에서 이를 가르치게 한 까닭으로 수업연한이 적다는 구실을 들었으나, 사실은 일본

역사만 가르치고 한국역사를 뺄 경우 한민족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일제의 보

통학교 교육방침은 학무국장 세끼야의 지시로 요약된다. 그는 보통학교 교육은 민도의 

실제에 맞고 시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 요는 실용에 맞는 인물을 만드는데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장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인은 정치의 폐

9) 朴杰淳, 韓國近代史學史硏究, 국학자료원, 1998, 49~50쪽.

10) 大韓自强會, 大韓自强會月報 第5號, 1907. 11, 14쪽.

11) 李萬珪, 朝鮮敎育史(下), 서울신문사, 1949, 186~187쪽.



116 2019 한글날 학술대회

단으로 空論空理를 算하고 실업을 낮게 여겨 근면의 풍조가 없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선 현상에 있어서 꼭 개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2) 즉, 한국인을 우민화하여 

식민지 통치에 순응케 하고 노예화한다는 것이 일제의 식민지 교육방침이었던 것이다.

일제는 교육제도를 통한 민족말살정책과 함께 민간에 대한 강제도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인이 자기 민족의 언어 사용을 강제 당함은 물론, 단순히 자기 민족의 역사책을 

소지하였다는 것이 죄가 되어 구타당한 사례는 일제의 한민족말살의 폭압적 수단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민족의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따라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신문과 잡

지 등에 조선어문과 조선사 등 민족문화에 대한 내용이 민족보전의 차원에서 주요 주

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족문화가 재인식되게 된 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특히 문화정치란 미명하에 자행되던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민족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학운동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학술운동이요, 문화운동이었다. 

즉,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어문과 역사가 탄압당하고 왜곡되는 상황

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

시 ‘朝鮮學’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조선어문과 조선사가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한말 국학의 연구는 근대로의 이행과 자주권의 수호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역사성과 

시대성을 띠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국학의 연구는 이념적으로 민족

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발하고 있다. 한말 이래 국학이 주목되었고, 그 전통을 계승하여 

일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방법론으로서 국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학민족주의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국학은 국어학․국문학․국사학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학의 개념은 시

대에 따라 용어를 달리하였고, 학문적 영역도 약간 달랐다. 조선 후기에는 東國이라는 

개념이 중국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용

어로 사용되었다. 물론 조선전기부터 東國史略 등 ‘동국’을 칭하는 사서가 다수 편찬

되었으나, 그 자체만 가지고 민족적․문화적 인식이 전제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러나 東國輿地勝覽처럼 중국과 대등하다고 여긴 자주적 역사인식의 바탕 하에 동국

을 칭한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2) 李萬珪, 朝鮮敎育史(下), 192쪽. 이는 학무국장 세끼야가 1911년 8월 보통학교 교감 강습회 석상에서 내린 지시이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양 117

‘東國’ 또는 ‘海東’을 자주적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서명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실학자들에 의해서였다. 18세기 후반 安鼎福의 東史綱目과 韓致奫의 海東繹史는 조

선후기의 자주적 역사인식을 대표하는 사서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李種徽의 東史는 이후 만주를 중심한 대종교의 역사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단재

는 이종휘를 조선 후기의 역사가 중 가장 주체적인 역사가로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서의 제명에 ‘동국’을 칭하는 것은 한말 계몽사학에서도 계속되었다. 물론 ‘조선’, 

‘대한’, ‘본국’ 등이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하였으나, 東國歷代史略(1899, 학

부)․普通敎科東國歷史(1899, 학부)․新訂東國歷史(1906, 원영의․유근), 中等敎科東國

史略(1906, 현채) 등에서 동국이 서명으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이

는 1895년 3월 10일, 내각아문이 각 도에 내린 훈시에서 본국사와 본국문을 먼저 가

르칠 것과, 明․淸을 尊崇하지 말고 우리의 개국기원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중국 

종속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대적 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그런데 이를 전후하여 ‘大東’이라는 제명이 등장하여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중국부

용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니라 보다 강렬하게 민족이 전제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다. 서명에 ‘대동’이 등장하는 것은 헌종 대 洪敬謨가 저술한 大東掌攷가 최초로 보

이는데, 근대교육의 실시와 함께 大東歷史(1905, 최경환), 普通敎科大東歷史略
(1906, 국민교육회), 大東歷史(1906, 정교), 初等大東歷史(1909, 박정동) 등 ‘대동’

을 칭하는 교과서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황의돈의 저술로서 북간도 명동학교의 교재로 사용하였다고 전하는 大東靑史
(1909)는 민족주의 사가가 저술한 최초의 통사로서 대동을 칭하였다. 한편 그가 

1911~12년간 재임했던 대성학교의 역사 교재로 저술한 大朝鮮史라는 역사서가 전

한다.15) 이는 신채호 등 초기 민족주의사학자들이 지녔던 이른바 ‘대조선주의’나, 대종

교의 ‘동북아시아중심사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

이로써 볼 때 ‘대동’은 조선시대의 ‘동국’에서 한말 민족주의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

라 붙여진 이름으로서, 민족사를 확대와 팽창의 개념에서 해석하고자 한 역사인식의 

13) 朴杰淳, 韓國近代史學史硏究, 47쪽의 <표 1> 한말의 국사교과서 일람표 참조.

14) 高宗實錄, 1895년 3월 25일. 이 훈시는 중국에 대한 역사적 주체성과 문화적 독립의지는 강력히 천명하였으나, 일본이 우리의 자
주독립을 돕는 형편을 일깨우라(제87조)고 하는 등 일제의 본질과 실체에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5) 본서는 필사본으로 안창호의 강의록이라고도 전하나, 대성학교의 역사교재였고 564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로 황의돈의 여타 저술과 
유사성이 인정되어 황의돈의 저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6) 韓永愚, ｢民族主義史學의 成立과 展開｣, 朝鮮後期史學史硏究, 一潮閣, 1994,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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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空論空理를 算하고 실업을 낮게 여겨 근면의 풍조가 없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선 현상에 있어서 꼭 개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2) 즉, 한국인을 우민화하여 

식민지 통치에 순응케 하고 노예화한다는 것이 일제의 식민지 교육방침이었던 것이다.

일제는 교육제도를 통한 민족말살정책과 함께 민간에 대한 강제도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인이 자기 민족의 언어 사용을 강제 당함은 물론, 단순히 자기 민족의 역사책을 

소지하였다는 것이 죄가 되어 구타당한 사례는 일제의 한민족말살의 폭압적 수단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민족의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따라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신문과 잡

지 등에 조선어문과 조선사 등 민족문화에 대한 내용이 민족보전의 차원에서 주요 주

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족문화가 재인식되게 된 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특히 문화정치란 미명하에 자행되던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민족적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학운동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학술운동이요, 문화운동이었다. 

즉,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어문과 역사가 탄압당하고 왜곡되는 상황

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

시 ‘朝鮮學’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조선어문과 조선사가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한말 국학의 연구는 근대로의 이행과 자주권의 수호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역사성과 

시대성을 띠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국학의 연구는 이념적으로 민족

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발하고 있다. 한말 이래 국학이 주목되었고, 그 전통을 계승하여 

일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방법론으로서 국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학민족주의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국학은 국어학․국문학․국사학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학의 개념은 시

대에 따라 용어를 달리하였고, 학문적 영역도 약간 달랐다. 조선 후기에는 東國이라는 

개념이 중국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용

어로 사용되었다. 물론 조선전기부터 東國史略 등 ‘동국’을 칭하는 사서가 다수 편찬

되었으나, 그 자체만 가지고 민족적․문화적 인식이 전제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러나 東國輿地勝覽처럼 중국과 대등하다고 여긴 자주적 역사인식의 바탕 하에 동국

을 칭한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2) 李萬珪, 朝鮮敎育史(下), 192쪽. 이는 학무국장 세끼야가 1911년 8월 보통학교 교감 강습회 석상에서 내린 지시이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양 117

‘東國’ 또는 ‘海東’을 자주적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서명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실학자들에 의해서였다. 18세기 후반 安鼎福의 東史綱目과 韓致奫의 海東繹史는 조

선후기의 자주적 역사인식을 대표하는 사서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李種徽의 東史는 이후 만주를 중심한 대종교의 역사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단재

는 이종휘를 조선 후기의 역사가 중 가장 주체적인 역사가로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서의 제명에 ‘동국’을 칭하는 것은 한말 계몽사학에서도 계속되었다. 물론 ‘조선’, 

‘대한’, ‘본국’ 등이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하였으나, 東國歷代史略(1899, 학

부)․普通敎科東國歷史(1899, 학부)․新訂東國歷史(1906, 원영의․유근), 中等敎科東國

史略(1906, 현채) 등에서 동국이 서명으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이

는 1895년 3월 10일, 내각아문이 각 도에 내린 훈시에서 본국사와 본국문을 먼저 가

르칠 것과, 明․淸을 尊崇하지 말고 우리의 개국기원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중국 

종속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대적 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그런데 이를 전후하여 ‘大東’이라는 제명이 등장하여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중국부

용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니라 보다 강렬하게 민족이 전제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다. 서명에 ‘대동’이 등장하는 것은 헌종 대 洪敬謨가 저술한 大東掌攷가 최초로 보

이는데, 근대교육의 실시와 함께 大東歷史(1905, 최경환), 普通敎科大東歷史略
(1906, 국민교육회), 大東歷史(1906, 정교), 初等大東歷史(1909, 박정동) 등 ‘대동’

을 칭하는 교과서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황의돈의 저술로서 북간도 명동학교의 교재로 사용하였다고 전하는 大東靑史
(1909)는 민족주의 사가가 저술한 최초의 통사로서 대동을 칭하였다. 한편 그가 

1911~12년간 재임했던 대성학교의 역사 교재로 저술한 大朝鮮史라는 역사서가 전

한다.15) 이는 신채호 등 초기 민족주의사학자들이 지녔던 이른바 ‘대조선주의’나, 대종

교의 ‘동북아시아중심사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

이로써 볼 때 ‘대동’은 조선시대의 ‘동국’에서 한말 민족주의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

라 붙여진 이름으로서, 민족사를 확대와 팽창의 개념에서 해석하고자 한 역사인식의 

13) 朴杰淳, 韓國近代史學史硏究, 47쪽의 <표 1> 한말의 국사교과서 일람표 참조.

14) 高宗實錄, 1895년 3월 25일. 이 훈시는 중국에 대한 역사적 주체성과 문화적 독립의지는 강력히 천명하였으나, 일본이 우리의 자
주독립을 돕는 형편을 일깨우라(제87조)고 하는 등 일제의 본질과 실체에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5) 본서는 필사본으로 안창호의 강의록이라고도 전하나, 대성학교의 역사교재였고 564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로 황의돈의 여타 저술과 
유사성이 인정되어 황의돈의 저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16) 韓永愚, ｢民族主義史學의 成立과 展開｣, 朝鮮後期史學史硏究, 一潮閣, 1994,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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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인식의 사유는 망국 이후, 특히 만주인식의 추이

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大東史와 大東詩史를 저술한 柳寅植은 ‘동

사’ 앞에 ‘대’자를 붙인 것은 국체의 존중함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강렬한 국

가의식의 표현임을 강조한 바 있다.17)

동국-대동을 이어 학문적 개념으로서 조선학이 자리 잡은 것은 일제 강점기 때였다. 

1934년에 전개된 조선학운동은 국학민족주의를 토대로 전개된 것이나, 이를 정확히 이

해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의 민족운동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족운동계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는 경제공

황을 맞아 1931년 9월 만주를 침공하여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는 등 침략전쟁을 확대

하는 한편,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동화와 민족말살정책을 더욱 

노골화 하는 등 독립운동의 객관적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한편 국내의 민족운동

계는 신간회 해소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이 대립하는 영상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독립운동은 1920년대 대중운동의 역량을 계승하며 

1929~1932년 사이에 급격하게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전위계층은 혁명적 농조

와 노조를 중심한 농민․노동자와, 광주학생운동 이후 더욱 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학생

들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시기에 국한한다면 독립운동의 외연이 확장되고 참여계층

이 확대되었으며, 이념과 사상적 기반이 확충된 점에서 ‘발전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

다.

1930년대는 정신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제에 대한 반발로 민족의식의 폭과 심도가 

한층 확대 심화된 시기였다. 특히 1930년대 전반기에 문화와 학계가 정비․발전되고 있

다는 점은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 양상으로 파악된다.18) 그 가운데 국어학․국문학․역사

학은 ‘국학민족주의’에 기초한 문화운동의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다.19) 

문화운동은 일제에의 저항성과, 독립운동에의 기여 여부를 기준할 때 평가가 상반될 

수 있다.20) 신채호는 문화운동을 ‘일제의 강도정치에 기생하려는 주의를 지닌 자’, ‘우

리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일제에의 저항이 전제되지 않은 문화발전은 도리어 

조선의 불행이라고까지 말하였다.21) 그가 우려한 것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지 않고 

17) 朴杰淳, ｢東山 柳寅植의 歷史認識｣, ≪韓國史學史學報≫ 2, 2000, 69쪽.

18) 1930년대의 國學 발전에 대하여는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民族文化硏究 第12號(1930年代의 國學振興運動 特輯號, 1977) 
참조. 

19) 李萬烈, 韓國近代歷史學의 理解, 文學과 知性社, 1981, 48~51쪽.

20) 趙東杰, ｢1930․40년대의 국학과 민족주의｣, ≪人文科學硏究≫ 창간호, 同德女子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5.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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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회주의적 실력양성운동의 성격만 지닌 문화운동일 경우, 자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일제의 민족말살 계략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당이나 야학에서 우리의 말과 글이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계몽 차원에서 

산술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식민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어를 가르쳤다면 

이는 실력양성운동일 수는 있으나 민족운동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제가 1920년에 
朝鮮語辭典을 편찬하고, 일본인 관리들을 대상으로 조선어 장려 정책을 펼치며 조선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조선어 장려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민족운동사 속의 문화운

동으로서 논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시기의 문화운동은 한민족말살을 획책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민족보전을 

추구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투쟁이 좌절되자 그 한계를 경험한 독립운동계가 문화투쟁

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

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안재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신간회의 해소를 반대

하였고, 해소 직후 새로운 ‘전민중적 표현단체와 결사체의 조직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치투쟁에 절망하고 역사 연구로 민족운동의 방향을 선회하고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

던 것이다.

조선학운동은 이 같은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주창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학운동은 운

동사가 아니라 학술사적으로 접근하고 조명되어야 할 ‘조선연구의 기운’이었다. 다산 

서거 99주기 기념강연회에서 정인보와 안재홍이 ‘조선학’을 주창하자, 곧 동아일보 기

자가 백남운․안재홍․현상윤 등을 탐방하여 ‘조선학’의 개념 등을 대담한 기사를 연속 게

재한 데에서 당시 관심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22) 

그러나 조선학운동은 운동의 실체적 양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소극적이었던 학계의 경향으로 인해 독립운동사에서 간과되거나, 매우 

간략하게 논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학운동에 대하여는 정인보와 문일평의 예를 들며, 이를 1930년대 민족적인 것

에 대한 발굴 의욕에 의한 정신적 소산의 제시였다는 홍이섭의 선구적 평가가 있었

다.23) 이후 천관우는 조선학운동을 실학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며, 민족주의사학의 중요

한 성과로서 내연적․심층적 민족운동의 한 표현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24) 이는 

21)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단재신채호전집 제8권, 2008, 894쪽.

22) ≪東亞日報≫ 1934년 9월 11~13일자, ｢朝鮮硏究의 機運에 際하야｣.
23) 洪以燮, 韓國史의 方法, 探求堂, 1968, 315~318쪽, 335~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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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인식의 사유는 망국 이후, 특히 만주인식의 추이

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大東史와 大東詩史를 저술한 柳寅植은 ‘동

사’ 앞에 ‘대’자를 붙인 것은 국체의 존중함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강렬한 국

가의식의 표현임을 강조한 바 있다.17)

동국-대동을 이어 학문적 개념으로서 조선학이 자리 잡은 것은 일제 강점기 때였다. 

1934년에 전개된 조선학운동은 국학민족주의를 토대로 전개된 것이나, 이를 정확히 이

해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의 민족운동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족운동계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는 경제공

황을 맞아 1931년 9월 만주를 침공하여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는 등 침략전쟁을 확대

하는 한편,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동화와 민족말살정책을 더욱 

노골화 하는 등 독립운동의 객관적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한편 국내의 민족운동

계는 신간회 해소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이 대립하는 영상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독립운동은 1920년대 대중운동의 역량을 계승하며 

1929~1932년 사이에 급격하게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전위계층은 혁명적 농조

와 노조를 중심한 농민․노동자와, 광주학생운동 이후 더욱 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학생

들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시기에 국한한다면 독립운동의 외연이 확장되고 참여계층

이 확대되었으며, 이념과 사상적 기반이 확충된 점에서 ‘발전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

다.

1930년대는 정신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제에 대한 반발로 민족의식의 폭과 심도가 

한층 확대 심화된 시기였다. 특히 1930년대 전반기에 문화와 학계가 정비․발전되고 있

다는 점은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 양상으로 파악된다.18) 그 가운데 국어학․국문학․역사

학은 ‘국학민족주의’에 기초한 문화운동의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다.19) 

문화운동은 일제에의 저항성과, 독립운동에의 기여 여부를 기준할 때 평가가 상반될 

수 있다.20) 신채호는 문화운동을 ‘일제의 강도정치에 기생하려는 주의를 지닌 자’, ‘우

리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일제에의 저항이 전제되지 않은 문화발전은 도리어 

조선의 불행이라고까지 말하였다.21) 그가 우려한 것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지 않고 

17) 朴杰淳, ｢東山 柳寅植의 歷史認識｣, ≪韓國史學史學報≫ 2, 2000, 69쪽.

18) 1930년대의 國學 발전에 대하여는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民族文化硏究 第12號(1930年代의 國學振興運動 特輯號, 1977) 
참조. 

19) 李萬烈, 韓國近代歷史學의 理解, 文學과 知性社, 1981, 48~51쪽.

20) 趙東杰, ｢1930․40년대의 국학과 민족주의｣, ≪人文科學硏究≫ 창간호, 同德女子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5.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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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회주의적 실력양성운동의 성격만 지닌 문화운동일 경우, 자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일제의 민족말살 계략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당이나 야학에서 우리의 말과 글이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계몽 차원에서 

산술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식민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어를 가르쳤다면 

이는 실력양성운동일 수는 있으나 민족운동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제가 1920년에 
朝鮮語辭典을 편찬하고, 일본인 관리들을 대상으로 조선어 장려 정책을 펼치며 조선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조선어 장려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민족운동사 속의 문화운

동으로서 논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시기의 문화운동은 한민족말살을 획책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민족보전을 

추구한 것이었다. 또한 정치투쟁이 좌절되자 그 한계를 경험한 독립운동계가 문화투쟁

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

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안재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신간회의 해소를 반대

하였고, 해소 직후 새로운 ‘전민중적 표현단체와 결사체의 조직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치투쟁에 절망하고 역사 연구로 민족운동의 방향을 선회하고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

던 것이다.

조선학운동은 이 같은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주창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학운동은 운

동사가 아니라 학술사적으로 접근하고 조명되어야 할 ‘조선연구의 기운’이었다. 다산 

서거 99주기 기념강연회에서 정인보와 안재홍이 ‘조선학’을 주창하자, 곧 동아일보 기

자가 백남운․안재홍․현상윤 등을 탐방하여 ‘조선학’의 개념 등을 대담한 기사를 연속 게

재한 데에서 당시 관심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22) 

그러나 조선학운동은 운동의 실체적 양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소극적이었던 학계의 경향으로 인해 독립운동사에서 간과되거나, 매우 

간략하게 논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학운동에 대하여는 정인보와 문일평의 예를 들며, 이를 1930년대 민족적인 것

에 대한 발굴 의욕에 의한 정신적 소산의 제시였다는 홍이섭의 선구적 평가가 있었

다.23) 이후 천관우는 조선학운동을 실학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며, 민족주의사학의 중요

한 성과로서 내연적․심층적 민족운동의 한 표현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24) 이는 

21)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단재신채호전집 제8권, 2008, 894쪽.

22) ≪東亞日報≫ 1934년 9월 11~13일자, ｢朝鮮硏究의 機運에 際하야｣.
23) 洪以燮, 韓國史의 方法, 探求堂, 1968, 315~318쪽, 335~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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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운동을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사학의 범주로 설정한 최초의 평가라 여겨진다. 이후 

조선학운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되었다. 한영우는 조선학운동을 식민

주의 동화정책에 대한 학문적 대응논리 뿐 아니라 도식적 유물사관과 국제주의적 공산

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고려한 학문 체계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그는 조선학운

동을 신간회운동을 합리화하는 학문 활동이라고도 하였다25) 

한편 조선학운동을 후기 민족주의역사학의 한계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즉, 1930

년대의 브르조아 민족주의는 이념적 한계와 관념론적 문화사관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계급적․실천적 한계가 있었는데, 조선학운동은 그런 한계 속에서 추구된 실천적 

모색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후기 민족주의사학자

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적어지면서 민족운동의 활로를 문화운

동에서 찾아나가려 했던 상황을 주목하였다. 물론 이 견해도 조선학운동이 일제의 민

족말살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었고, 민중 세력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주의운동과 마르

크스주의 역사학에 대응한 자구책으로 보는 것은 기존의 견해와 같다.26) 또는 조선학

운동을 1930년대 초반기에 형성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대치상황에서의 민족 문제 

논쟁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27)

일제 강점기 국학자들의 학문적 영역은 다변적이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어학과 

국문학은 물론 국사학의 영역을 넘나들었다. 권덕규, 안확, 문일평, 계봉우 등은 그 대

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등도 예외는 아니며, 심지어 유물론사

가인 백남운도 사회경제사의 해석에서 어의를 중시하였다. 유인식이 통사인 대동사를 

저술하는 한편, 문학사라 할 수 있는 대동시사를 저술한 것은 역사나 시나 모두가 

민족정신과 국수를 발양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문적 영역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진단학회가 국학연구를 표방하였

을 때, 여기에 다양한 부류의 학자가 참여한 것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국학자의 학문적 영역이 모호하고 다변적이었던 것은 당시 학문이 독립적 체

계를 갖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일 것이나, 그보다는 민족보전이라는 국학민족주의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국학운동은 

24) 千寬宇, ｢韓國學의 方向｣, 韓國史의 再發見, 일조각, 1974, 52~53쪽.

25) 韓永愚, 韓國民族主義歷史學, 27쪽 및 205~210쪽

26) 한국역사연구회편, 한국사강의, 1989, 27~28 및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2, 443쪽.

27) 지수걸, ｢1930년대 초반의 조선 민족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人文科學硏究≫ 창간호, 同德女子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5, 
162~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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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학문적 잣대로만 따져서는 곤란하다. 

국학민족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어문민족주의와 역사민족주의는 운동성과 실천성을 

지닌 강렬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학자들은 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

다. 최남선처럼 학자의 길만을 고집하다가 훼절한 인사가 적지 않으나, 많은 국학자들

은 지행합일이 요구되는 시대적 의무와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혹

독한 상황에서 한글맞춤법을 제정하고 국어사전을 만들었으며 한글보급운동을 펼쳤다. 

또한 문학사와 소설사 등을 정리하고, 저항문학이 발달시켰으며 출판법과 신문지법 등 

식민지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섰다. 국내외에서는 계속하여 역사연구와 독

립투쟁이 병행되어 나갔다. 요컨대 일제 강점기 어문과 역사민족주의를 통해 민족을 

보전하고자 한 국학운동이 지닌 특징과 한계는 그 상대적 조건인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일제의 어문말살과 조선어정책의 성격

일제의 일본어 장려는 곧 조선어의 추방이었다. 그러나 조선어말살을 통한 황국신민

화정책을 부정하는 견해도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려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그 같은 견해 가운데에는 일본 학자들의 조선어 연구에 의해 ‘조선

의 언문’이 ‘현대적인 조선어’로 발전하게 된 것이며, 오히려 일본어 해득률이 저조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언어정책이 조선어말살정책이 아니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28)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식민지 치하라는 정치적 형태를 고려하지 않거나, 일

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전제하지 않고 어문의 근대화 과정을 단

선적인 발전사로 규정하려는 편협한 시각과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인식구조는 어문의 근대화는 표준화라는 명제의 일반화에만 고착되는 경향을 보

인다. 예컨대 “ … ‘한글’이란 바로 조선의 근대화 된 문자라는 의미이기도 했으며 … 

한글운동을 수행한 주체가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을 낸 벽안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식

민 지배의 기구인 총독부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한글의 발전사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이 없었다. … 조선총독부는 한글운동 과정에서 항상 적대자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28) 萩原彦三, 日本統治下のにおける朝鮮朝鮮語敎育, 友邦協會, 196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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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운동을 민족운동과 민족주의사학의 범주로 설정한 최초의 평가라 여겨진다. 이후 

조선학운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되었다. 한영우는 조선학운동을 식민

주의 동화정책에 대한 학문적 대응논리 뿐 아니라 도식적 유물사관과 국제주의적 공산

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고려한 학문 체계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그는 조선학운

동을 신간회운동을 합리화하는 학문 활동이라고도 하였다25) 

한편 조선학운동을 후기 민족주의역사학의 한계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즉, 1930

년대의 브르조아 민족주의는 이념적 한계와 관념론적 문화사관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계급적․실천적 한계가 있었는데, 조선학운동은 그런 한계 속에서 추구된 실천적 

모색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후기 민족주의사학자

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적어지면서 민족운동의 활로를 문화운

동에서 찾아나가려 했던 상황을 주목하였다. 물론 이 견해도 조선학운동이 일제의 민

족말살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었고, 민중 세력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주의운동과 마르

크스주의 역사학에 대응한 자구책으로 보는 것은 기존의 견해와 같다.26) 또는 조선학

운동을 1930년대 초반기에 형성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대치상황에서의 민족 문제 

논쟁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27)

일제 강점기 국학자들의 학문적 영역은 다변적이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어학과 

국문학은 물론 국사학의 영역을 넘나들었다. 권덕규, 안확, 문일평, 계봉우 등은 그 대

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등도 예외는 아니며, 심지어 유물론사

가인 백남운도 사회경제사의 해석에서 어의를 중시하였다. 유인식이 통사인 대동사를 

저술하는 한편, 문학사라 할 수 있는 대동시사를 저술한 것은 역사나 시나 모두가 

민족정신과 국수를 발양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문적 영역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진단학회가 국학연구를 표방하였

을 때, 여기에 다양한 부류의 학자가 참여한 것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국학자의 학문적 영역이 모호하고 다변적이었던 것은 당시 학문이 독립적 체

계를 갖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일 것이나, 그보다는 민족보전이라는 국학민족주의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국학운동은 

24) 千寬宇, ｢韓國學의 方向｣, 韓國史의 再發見, 일조각, 1974, 52~53쪽.

25) 韓永愚, 韓國民族主義歷史學, 27쪽 및 205~210쪽

26) 한국역사연구회편, 한국사강의, 1989, 27~28 및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2, 443쪽.

27) 지수걸, ｢1930년대 초반의 조선 민족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人文科學硏究≫ 창간호, 同德女子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5, 
162~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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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학문적 잣대로만 따져서는 곤란하다. 

국학민족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어문민족주의와 역사민족주의는 운동성과 실천성을 

지닌 강렬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학자들은 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

다. 최남선처럼 학자의 길만을 고집하다가 훼절한 인사가 적지 않으나, 많은 국학자들

은 지행합일이 요구되는 시대적 의무와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혹

독한 상황에서 한글맞춤법을 제정하고 국어사전을 만들었으며 한글보급운동을 펼쳤다. 

또한 문학사와 소설사 등을 정리하고, 저항문학이 발달시켰으며 출판법과 신문지법 등 

식민지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섰다. 국내외에서는 계속하여 역사연구와 독

립투쟁이 병행되어 나갔다. 요컨대 일제 강점기 어문과 역사민족주의를 통해 민족을 

보전하고자 한 국학운동이 지닌 특징과 한계는 그 상대적 조건인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일제의 어문말살과 조선어정책의 성격

일제의 일본어 장려는 곧 조선어의 추방이었다. 그러나 조선어말살을 통한 황국신민

화정책을 부정하는 견해도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려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그 같은 견해 가운데에는 일본 학자들의 조선어 연구에 의해 ‘조선

의 언문’이 ‘현대적인 조선어’로 발전하게 된 것이며, 오히려 일본어 해득률이 저조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언어정책이 조선어말살정책이 아니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28)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식민지 치하라는 정치적 형태를 고려하지 않거나, 일

제의 한민족말살정책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전제하지 않고 어문의 근대화 과정을 단

선적인 발전사로 규정하려는 편협한 시각과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인식구조는 어문의 근대화는 표준화라는 명제의 일반화에만 고착되는 경향을 보

인다. 예컨대 “ … ‘한글’이란 바로 조선의 근대화 된 문자라는 의미이기도 했으며 … 

한글운동을 수행한 주체가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을 낸 벽안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식

민 지배의 기구인 총독부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한글의 발전사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이 없었다. … 조선총독부는 한글운동 과정에서 항상 적대자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28) 萩原彦三, 日本統治下のにおける朝鮮朝鮮語敎育, 友邦協會, 196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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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언문 철자법의 개정, 거기에 근거한 각급 학교 교과서의 개정 등 총독부의 전

면적인 행정력은 조선 어문 통일을 정당화 하는 실제적인 권위의 근거로 참조되었다.”

는 견해가 그 중의 하나이다.29) 이 견해는 우리의 어문이 식민지시기에 표준화되고 한

국인의 노력과 함께 총독부와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30)

일제의 언어 정책이나 한민족의 한글수호운동을 언어민족주의에 경도되어 논의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역사적 배

경과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 어문의 표준화를 어문의 근대화로 해석하려는 견해에 

대해 “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탈근대적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민족어운동을 

평가하는 시도는 이처럼 근대 어문 정리운동의 역사, 일본의 식민지 언어 정책의 성격, 

식민 체제에 저항하는 민족어운동 세력의 저항의식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채 자기 논

리에만 부합하는 단편적 사실을 과도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상화로 귀결

될 가능성이 높다.”31)는 우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일제의 언어정책과 이에 대한 한인의 활동을 ‘지배와 저항’으로 단선화 

시켜 도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언어규범화의 문맥을 성공적으로 밝힐 수 없다.32) 그

러나 지배자에 의한 피지배민족 언어의 표준화 또는 규범화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까? 즉, 일제에 의한 조선어의 근대화․표준화․규범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를 

근대의 담론으로만 개념화 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설정인가? 그 속에 내재

된 제국주의적 정치역학은 어떤 의미인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표준화와 규범화 경향을 논의하려 할 

때에 지배와 피지배자 사이의 상호 규정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시기 일제

의 언어 정책은 조선어말살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는 하나, 분명히 지배와 피지배의 

식민지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언문철자법조사회에 

참석한 학무국 사무취급 마쓰우라[松浦鎭次郞]의 인사말에서도 명확해진다. 그는 ‘언어

란 국민문화의 진보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고, 이를 표현하는 철자도 이에 수반하여 개

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언문 철자법의 통일은 언문의 보급과 발달을 위해

서나 조선 문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실로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33) 

29)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558~560쪽.

30)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기파랑, 2008, 107쪽. 

31) 최경봉,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411~412쪽.

32)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植民地下 朝鮮에서의 言語支配｣, ≪韓日民族問題硏究≫ 4, 한일민족문제학회, 2003, 209쪽.

33) ≪朝鮮≫, 1929년 7월호, 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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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마쓰우라의 논리는 조선인 연구자들의 언어내셔널리즘에 동조함으로써 

조선인 연구자들을 자기가 주도한 철자법 심의의 자리로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며, 다른 시

각으로 보면 지배자 측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배려 아닌 배려라 할 수 있는 것이다.34)

일제의 어문정책 가운데 1911년 편찬에 착수하여 1920년에 완성한 朝鮮語辭典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고 곧 총독부 취조국을 두고 조선 

전토에 걸쳐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고 典籍을 섭렵하여 제도와 관습의 연원을 연구하기 

위해 18개의 연구항목을 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맨 마지막 항으로 ‘조선어사전의 편찬’

이 규정되었던 것이다.35) 결국 조선어사전의 편찬은 일제의 조선 통치를 위한 기초자

료로서 ‘韓日對譯辭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무릇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어사전의 편찬이 당연한 일이나 조

선에는 아직 고유의 국어(諺文) 사전이라 칭할 것이 없어 조선의 사물을 연구하는데 불

편함이 크다’는 것을 조선어사전 편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36) 이에 의하면 당초 조선

어사전은 방문(邦文, 日本語)을 읽을 수 있는 자와 선문(鮮文, 朝鮮文)을 읽을 수 있는 

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출판될 당시 조선

인을 위해서 특히 조선어사전을 작성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한일대역사전

으로만 편찬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조선어사전 편찬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문명국에서 

국어사전’ 운운한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매우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조

선어사전을 ‘조선인의 저술’이라며 ｢조선어보통사전｣에 배열시킨 소창진평의 해제는 잘

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37) 

조선어사전 편찬에 조선인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즉, 초창기에 朴彛陽․玄櫽․宋榮大․
金敦熙 등이 자료수집 위원(후에 촉탁으로 개칭)으로 참가하였고, 朝鮮辭書審査委員으로 

魚允迪이 위촉되었다. 또한 초고를 작성할 때 박이양․현은․송영대 외에 金明淵과 玄蘖 

등 5인이 집무위원으로 참가하였고, 편찬의 마지막 단계에서 원고를 심사하기 위한 16

인 심사위원 중 李完應․玄攇․어윤적․鄭丙祖․鄭萬朝․朴宗烈․현은․金漢睦․尹希求․韓永源 등 10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관직에 있던 자들로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에 직․간접

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총독부에서 조선어 교육이나 일본 관계의 업무에 종사하

34)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植民地下 朝鮮에서의 言語支配｣, 224쪽.

35)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1938, 21~31쪽.

36)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29~29쪽.

37) 小倉進平은 朝鮮語學史에서 朝鮮語辭典의 해제를 하며 조선인의 저술임을 강조하고 조선어․일본어 대역사전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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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언문 철자법의 개정, 거기에 근거한 각급 학교 교과서의 개정 등 총독부의 전

면적인 행정력은 조선 어문 통일을 정당화 하는 실제적인 권위의 근거로 참조되었다.”

는 견해가 그 중의 하나이다.29) 이 견해는 우리의 어문이 식민지시기에 표준화되고 한

국인의 노력과 함께 총독부와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30)

일제의 언어 정책이나 한민족의 한글수호운동을 언어민족주의에 경도되어 논의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역사적 배

경과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 어문의 표준화를 어문의 근대화로 해석하려는 견해에 

대해 “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탈근대적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민족어운동을 

평가하는 시도는 이처럼 근대 어문 정리운동의 역사, 일본의 식민지 언어 정책의 성격, 

식민 체제에 저항하는 민족어운동 세력의 저항의식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채 자기 논

리에만 부합하는 단편적 사실을 과도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상화로 귀결

될 가능성이 높다.”31)는 우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일제의 언어정책과 이에 대한 한인의 활동을 ‘지배와 저항’으로 단선화 

시켜 도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언어규범화의 문맥을 성공적으로 밝힐 수 없다.32) 그

러나 지배자에 의한 피지배민족 언어의 표준화 또는 규범화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까? 즉, 일제에 의한 조선어의 근대화․표준화․규범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를 

근대의 담론으로만 개념화 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설정인가? 그 속에 내재

된 제국주의적 정치역학은 어떤 의미인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표준화와 규범화 경향을 논의하려 할 

때에 지배와 피지배자 사이의 상호 규정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시기 일제

의 언어 정책은 조선어말살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는 하나, 분명히 지배와 피지배의 

식민지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언문철자법조사회에 

참석한 학무국 사무취급 마쓰우라[松浦鎭次郞]의 인사말에서도 명확해진다. 그는 ‘언어

란 국민문화의 진보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고, 이를 표현하는 철자도 이에 수반하여 개

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언문 철자법의 통일은 언문의 보급과 발달을 위해

서나 조선 문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실로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33) 

29)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558~560쪽.

30)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기파랑, 2008, 107쪽. 

31) 최경봉,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411~412쪽.

32)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植民地下 朝鮮에서의 言語支配｣, ≪韓日民族問題硏究≫ 4, 한일민족문제학회, 2003, 209쪽.

33) ≪朝鮮≫, 1929년 7월호, 130~131쪽.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양 123

그러나 이 같은 마쓰우라의 논리는 조선인 연구자들의 언어내셔널리즘에 동조함으로써 

조선인 연구자들을 자기가 주도한 철자법 심의의 자리로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며, 다른 시

각으로 보면 지배자 측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배려 아닌 배려라 할 수 있는 것이다.34)

일제의 어문정책 가운데 1911년 편찬에 착수하여 1920년에 완성한 朝鮮語辭典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고 곧 총독부 취조국을 두고 조선 

전토에 걸쳐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고 典籍을 섭렵하여 제도와 관습의 연원을 연구하기 

위해 18개의 연구항목을 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맨 마지막 항으로 ‘조선어사전의 편찬’

이 규정되었던 것이다.35) 결국 조선어사전의 편찬은 일제의 조선 통치를 위한 기초자

료로서 ‘韓日對譯辭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무릇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어사전의 편찬이 당연한 일이나 조

선에는 아직 고유의 국어(諺文) 사전이라 칭할 것이 없어 조선의 사물을 연구하는데 불

편함이 크다’는 것을 조선어사전 편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36) 이에 의하면 당초 조선

어사전은 방문(邦文, 日本語)을 읽을 수 있는 자와 선문(鮮文, 朝鮮文)을 읽을 수 있는 

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출판될 당시 조선

인을 위해서 특히 조선어사전을 작성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한일대역사전

으로만 편찬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조선어사전 편찬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문명국에서 

국어사전’ 운운한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매우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조

선어사전을 ‘조선인의 저술’이라며 ｢조선어보통사전｣에 배열시킨 소창진평의 해제는 잘

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37) 

조선어사전 편찬에 조선인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즉, 초창기에 朴彛陽․玄櫽․宋榮大․
金敦熙 등이 자료수집 위원(후에 촉탁으로 개칭)으로 참가하였고, 朝鮮辭書審査委員으로 

魚允迪이 위촉되었다. 또한 초고를 작성할 때 박이양․현은․송영대 외에 金明淵과 玄蘖 

등 5인이 집무위원으로 참가하였고, 편찬의 마지막 단계에서 원고를 심사하기 위한 16

인 심사위원 중 李完應․玄攇․어윤적․鄭丙祖․鄭萬朝․朴宗烈․현은․金漢睦․尹希求․韓永源 등 10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관직에 있던 자들로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에 직․간접

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총독부에서 조선어 교육이나 일본 관계의 업무에 종사하

34)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植民地下 朝鮮에서의 言語支配｣, 224쪽.

35)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1938, 21~31쪽.

36)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29~29쪽.

37) 小倉進平은 朝鮮語學史에서 朝鮮語辭典의 해제를 하며 조선인의 저술임을 강조하고 조선어․일본어 대역사전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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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선인이 저술과 편찬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조선인을 위한 언어정책으로 호

도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조선어사전의 편찬 목적과 활용의 주체를 따지는 일이

다. 조선어의 편찬이 일본인 관리들로 하여금 조선의 구관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일이다. 일

본인 관리들이 이 사전을 통해 조선어를 익힌 결과 문서 검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사상 통제를 가하였다면 이는 학술적 차원을 훨씬 벗어난 것이다.

일제는 일본인 관리들을 대상으로 조선어 장려 정책을 펼쳤고, 조선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조선어장려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정책은 조선 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것으로, 통역관․조선총독부 관리․교육계 직원․경찰․부군 서기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초기 조선인 중 일본어

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0.6%밖에 되지 않았던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일본어 해득자가 급증한 1930년대 후반부터 이 시험을 ‘조선어 시

험’으로 환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말살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어문 말살을 획책한 

데에서도 그 의도를 여실히 알 수 있다.38)

4. 어문민족주의의 발양과 국어(학)운동

1) 한글맞춤법 제정운동

조선어학회는 1930년 12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에 착수하여 수차 회의를 거듭

한 끝에 1933년 10월 29일 역사적인 ｢한글마춤법통일안｣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런데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한글 표기법의 통일을 먼저 시행한 것은 조선총독부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공표하였고, 1930년에는 

‘諺文綴字法’을 공표하였다. 그 총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어독본에 채용할 언문철자법은 각 학교를 통하야 차를 全一케 할 사.

38) 허재영, ｢일제 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한말연구≫ 제20호, 한말연구학회, 2007, 293~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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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는 현대 京畿語로 표준함.

(3) 언문철자법은 순수한 조선어거나 한자음을 불문하고 발음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필요에 의하여 약간의 예외를 設함.39)

이 개정철자법은 1920년대 중반에 이른바 철자파동을 거치며 완성된 것이었다. 즉, 

구파인 표음주의자와 신파인 형태주의자가 철자법을 둘러싸고 극렬하게 대립하였던 것

이다. 그런데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총론도 언문철자법의 총설과 대

체로 비슷하다.40)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츰법통일안은 당시 운동 주체들에게도 ‘한글운동의 第一線’으로 

인식되었다.41) 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츰법통일

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 신문들은 조선어학회가 공표한 한글마츰법통일안을 특별부록

으로 제작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조선어학회와 새 맞

춤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맞춤법통일안을 통한 조선어보급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와, 이극로와의 대담 기사를 내보냈으며,42) ≪동아일보≫는 

｢철자법 통일, 조선문 발달의 기초조건｣이라는 찬성 사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43)

그러나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츰법통일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오던 박승빈을 

중심으로 하는 정음파는 이 안의 공표 이후 더욱 격렬한 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44) 어

문표준화의 대의에 공감하고 그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시 널리 퍼져 있었으나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통일안이 어려우니 재래에 써오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朝鮮文記寫整理期成會’는 ｢한글식철자법반대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45)

이 논쟁은 1934년 7월 9일 문필가 78명이 ‘조선문예가 일동’ 명의로 발표한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로 사실상 종결되게 된다. 즉, 이 성명서는 당시 문단을 주

39) ｢한글綴字法改正案｣, ≪新民≫ 56호, 1930년 2월호.

40)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통일안, 한성도서, 1933, 1쪽.

41) 이윤재, ｢母語運動의 槪觀｣, ≪東亞日報≫, 1933년 10월 29일자. 

42) ≪朝鮮日報≫, 1932년 10월 28일자.

43) ≪東亞日報≫, 1932년 10월 28일자.

44) 1932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아일보 주최로 조선어철자법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론적으로 한글파의 견해가 보다 넓은 
찬동을 받았다.

45) 여태천, ｢1930년대 어문운동과 조선 문학의 가능성｣, 269~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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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선인이 저술과 편찬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조선인을 위한 언어정책으로 호

도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조선어사전의 편찬 목적과 활용의 주체를 따지는 일이

다. 조선어의 편찬이 일본인 관리들로 하여금 조선의 구관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일이다. 일

본인 관리들이 이 사전을 통해 조선어를 익힌 결과 문서 검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사상 통제를 가하였다면 이는 학술적 차원을 훨씬 벗어난 것이다.

일제는 일본인 관리들을 대상으로 조선어 장려 정책을 펼쳤고, 조선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조선어장려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정책은 조선 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것으로, 통역관․조선총독부 관리․교육계 직원․경찰․부군 서기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초기 조선인 중 일본어

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0.6%밖에 되지 않았던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일본어 해득자가 급증한 1930년대 후반부터 이 시험을 ‘조선어 시

험’으로 환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말살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어문 말살을 획책한 

데에서도 그 의도를 여실히 알 수 있다.38)

4. 어문민족주의의 발양과 국어(학)운동

1) 한글맞춤법 제정운동

조선어학회는 1930년 12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에 착수하여 수차 회의를 거듭

한 끝에 1933년 10월 29일 역사적인 ｢한글마춤법통일안｣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런데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한글 표기법의 통일을 먼저 시행한 것은 조선총독부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공표하였고, 1930년에는 

‘諺文綴字法’을 공표하였다. 그 총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어독본에 채용할 언문철자법은 각 학교를 통하야 차를 全一케 할 사.

38) 허재영, ｢일제 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한말연구≫ 제20호, 한말연구학회, 2007, 293~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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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는 현대 京畿語로 표준함.

(3) 언문철자법은 순수한 조선어거나 한자음을 불문하고 발음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필요에 의하여 약간의 예외를 設함.39)

이 개정철자법은 1920년대 중반에 이른바 철자파동을 거치며 완성된 것이었다. 즉, 

구파인 표음주의자와 신파인 형태주의자가 철자법을 둘러싸고 극렬하게 대립하였던 것

이다. 그런데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총론도 언문철자법의 총설과 대

체로 비슷하다.40)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츰법통일안은 당시 운동 주체들에게도 ‘한글운동의 第一線’으로 

인식되었다.41) 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츰법통일

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 신문들은 조선어학회가 공표한 한글마츰법통일안을 특별부록

으로 제작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조선어학회와 새 맞

춤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맞춤법통일안을 통한 조선어보급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와, 이극로와의 대담 기사를 내보냈으며,42) ≪동아일보≫는 

｢철자법 통일, 조선문 발달의 기초조건｣이라는 찬성 사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43)

그러나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츰법통일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오던 박승빈을 

중심으로 하는 정음파는 이 안의 공표 이후 더욱 격렬한 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44) 어

문표준화의 대의에 공감하고 그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시 널리 퍼져 있었으나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통일안이 어려우니 재래에 써오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朝鮮文記寫整理期成會’는 ｢한글식철자법반대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45)

이 논쟁은 1934년 7월 9일 문필가 78명이 ‘조선문예가 일동’ 명의로 발표한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로 사실상 종결되게 된다. 즉, 이 성명서는 당시 문단을 주

39) ｢한글綴字法改正案｣, ≪新民≫ 56호, 1930년 2월호.

40)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통일안, 한성도서, 1933, 1쪽.

41) 이윤재, ｢母語運動의 槪觀｣, ≪東亞日報≫, 1933년 10월 29일자. 

42) ≪朝鮮日報≫, 1932년 10월 28일자.

43) ≪東亞日報≫, 1932년 10월 28일자.

44) 1932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아일보 주최로 조선어철자법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론적으로 한글파의 견해가 보다 넓은 
찬동을 받았다.

45) 여태천, ｢1930년대 어문운동과 조선 문학의 가능성｣, 269~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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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찬성하는 지지 성명서였던 것이다. 이 성명서에는 철자법 논쟁

을 보는 문인들의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조선어학회의 회원들을 

‘사계의 권위’라고 하였으나, 반대운동자들은 ‘일직 학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야간총생의 

학자’라고 표현한 것은 양자가 학문적으로도 비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

다. 이 성명서는 말미에는 조선문예가 일동의 성명을 요약하여 입장을 표명한 ｢聲名三

則｣과, 이 성명에 동참한 문인들의 명단이 첨부되었다.46)

이로써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제 국어운동은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한 발전에 관심이 두어지게 되었다.

2) 표준어의 사정

표준어의 확립은 국어 통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표준어에 대한 논의는 철

자 제정 때부터 논의되었다. 즉, 언문철자법 제2조에서는 ‘용어는 현대 경기어로 표준

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용어가 표준말로 바뀌고 경기어가 서

울말로 바뀌게 된 것이다.47)

조선어학회는 1935년 1월부터 1936년 8월에 걸쳐 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를 두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36년 10월 28일, 어휘 9,547어에 대해 6,231개의 표준어를 

사정하여 공표하였다.48) 당시 사정위원은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제정위원과 철자사전 편

찬위원을 자동으로 위원으로 하며, 교육계․종교계․언론계는 물론 각 도별로 인구수 비례

대로 선출하되 경기 출신을 전체의 3분의 1로 하였는데, 총 40인으로 구성되었다. 사

정위원은 후에 증원하여 더욱 엄정한 사정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별도로 수정위원을 

두어 독회를 거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잘못된 점을 교정해 나갔다. 제2독회를 

거친 사정안은 교육계 등 439명의 사회인사에게 보내 의사를 받아 최종 제3독회를 거

쳐 확정하고, 한글 반포 제490돌 기념일에 축하회와 함께 사정한 표준말 발표회를 갖

기에 이른 것이다.

46)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는 1934년 7월 10일자 ≪東亞日報≫에 보도되었다.

47) 일본의 표준어에 대한 규정은 ‘주로 오늘날 동경에서 중류사회의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사되는 말’이라 되어 있는 바, 조선어
학회의 표준어 규정과의 유사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대어 이데올로기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48) 金敏洙, 國語學史의 基本理解,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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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정된 표준어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간행되었다. 표준어의 사정

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이를 어문통일운동의 또 하나의 진전이라 하여 기사와 사설

로써 격려하였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았다. 이 작업은 어휘 선정에

서 지방어의 반영에 대한 다소의 개인적 이견도 있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최대의 중지를 모은 최선의 결실로서 역사상 뜻깊은 거족적 성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49)

3) 외래어표기법의 제정

조선어학회는 1931년 1월 24일, 동 회관에서 각 계의 전문가 45인이 모여 외래어 

표기법 및 부수 문제 협의회를 열고 당면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날 참석한 각 계의 전

문가는 한자부는 장지영 외 19명, 영어부는 주요한 외 6명, 독어부(이극로)․불어부(이종

엽)․노어부(이선근)․중어부(장자일)․일어부(정열모)․국제어(장석태)에서 각 2명이 참가하였

으며, 라틴어․희랍어․서반아어는 위원을 정하지 못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1)만국어 음

표를 조선어음과 비교하는 표를 우선 작성할 것, 2)통일방법은 외국말이 이미 조선말

로 소화된 것은 그대로 쓰고 소화가 덜 된 것은 되도록 그 본음에 가깝게 표기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국문에 새 부호를 만든다거나 변조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할 것 등을 

토의하였다.50)

외래어의 표기법의 원안 작성은 8년 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38년 가을 ①외래

어표기법, ②국어음(일본어음:필자) 표기법, ③조선어음 로마자 표기법, ④조선어음 만

국음성 기호 표기법 등 네 개의 원안을 완성하였다. 이 원안은 시험 적용을 거치고, 각 

방면의 지도급 인사 300여 처에 보내 정정을 받은 후 1940년 6월 25일 회원 전원 일

치의 결의를 얻어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표된 표기법의 총칙에는 이미 ｢한글마춤

법통일안｣의 제6장 제60항에서 규정한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으며, 표음주의를 취

한다는 정신을 계승하여 실용 세칙을 제정하였음을 밝혔다.51)

외래어 표기법은 조선어학회 회원의 열성과 사회 각계각층의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10년 

만에 완성된 것으로서, 1930년대에 거둔 국어 통일운동의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49)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24~29쪽.

50)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30쪽.

51) 金敏洙, 國語學史의 基本理解,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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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찬성하는 지지 성명서였던 것이다. 이 성명서에는 철자법 논쟁

을 보는 문인들의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조선어학회의 회원들을 

‘사계의 권위’라고 하였으나, 반대운동자들은 ‘일직 학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야간총생의 

학자’라고 표현한 것은 양자가 학문적으로도 비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

다. 이 성명서는 말미에는 조선문예가 일동의 성명을 요약하여 입장을 표명한 ｢聲名三

則｣과, 이 성명에 동참한 문인들의 명단이 첨부되었다.46)

이로써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제 국어운동은 조선어와 

조선문학에 대한 발전에 관심이 두어지게 되었다.

2) 표준어의 사정

표준어의 확립은 국어 통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표준어에 대한 논의는 철

자 제정 때부터 논의되었다. 즉, 언문철자법 제2조에서는 ‘용어는 현대 경기어로 표준

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 용어가 표준말로 바뀌고 경기어가 서

울말로 바뀌게 된 것이다.47)

조선어학회는 1935년 1월부터 1936년 8월에 걸쳐 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를 두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36년 10월 28일, 어휘 9,547어에 대해 6,231개의 표준어를 

사정하여 공표하였다.48) 당시 사정위원은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제정위원과 철자사전 편

찬위원을 자동으로 위원으로 하며, 교육계․종교계․언론계는 물론 각 도별로 인구수 비례

대로 선출하되 경기 출신을 전체의 3분의 1로 하였는데, 총 40인으로 구성되었다. 사

정위원은 후에 증원하여 더욱 엄정한 사정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별도로 수정위원을 

두어 독회를 거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잘못된 점을 교정해 나갔다. 제2독회를 

거친 사정안은 교육계 등 439명의 사회인사에게 보내 의사를 받아 최종 제3독회를 거

쳐 확정하고, 한글 반포 제490돌 기념일에 축하회와 함께 사정한 표준말 발표회를 갖

기에 이른 것이다.

46)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는 1934년 7월 10일자 ≪東亞日報≫에 보도되었다.

47) 일본의 표준어에 대한 규정은 ‘주로 오늘날 동경에서 중류사회의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사되는 말’이라 되어 있는 바, 조선어
학회의 표준어 규정과의 유사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대어 이데올로기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48) 金敏洙, 國語學史의 基本理解,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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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정된 표준어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간행되었다. 표준어의 사정

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이를 어문통일운동의 또 하나의 진전이라 하여 기사와 사설

로써 격려하였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았다. 이 작업은 어휘 선정에

서 지방어의 반영에 대한 다소의 개인적 이견도 있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최대의 중지를 모은 최선의 결실로서 역사상 뜻깊은 거족적 성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49)

3) 외래어표기법의 제정

조선어학회는 1931년 1월 24일, 동 회관에서 각 계의 전문가 45인이 모여 외래어 

표기법 및 부수 문제 협의회를 열고 당면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날 참석한 각 계의 전

문가는 한자부는 장지영 외 19명, 영어부는 주요한 외 6명, 독어부(이극로)․불어부(이종

엽)․노어부(이선근)․중어부(장자일)․일어부(정열모)․국제어(장석태)에서 각 2명이 참가하였

으며, 라틴어․희랍어․서반아어는 위원을 정하지 못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1)만국어 음

표를 조선어음과 비교하는 표를 우선 작성할 것, 2)통일방법은 외국말이 이미 조선말

로 소화된 것은 그대로 쓰고 소화가 덜 된 것은 되도록 그 본음에 가깝게 표기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국문에 새 부호를 만든다거나 변조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할 것 등을 

토의하였다.50)

외래어의 표기법의 원안 작성은 8년 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38년 가을 ①외래

어표기법, ②국어음(일본어음:필자) 표기법, ③조선어음 로마자 표기법, ④조선어음 만

국음성 기호 표기법 등 네 개의 원안을 완성하였다. 이 원안은 시험 적용을 거치고, 각 

방면의 지도급 인사 300여 처에 보내 정정을 받은 후 1940년 6월 25일 회원 전원 일

치의 결의를 얻어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표된 표기법의 총칙에는 이미 ｢한글마춤

법통일안｣의 제6장 제60항에서 규정한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으며, 표음주의를 취

한다는 정신을 계승하여 실용 세칙을 제정하였음을 밝혔다.51)

외래어 표기법은 조선어학회 회원의 열성과 사회 각계각층의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10년 

만에 완성된 것으로서, 1930년대에 거둔 국어 통일운동의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49)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24~29쪽.

50)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30쪽.

51) 金敏洙, 國語學史의 基本理解,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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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어사전 편찬사업

개화기 이래 국어통일운동이 전개되며 국어 학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시급한 과

제로 인식된 것은 우리말 사전의 편찬이었다. 1874년의 露韓辭典을 위시하여 영어와 

불어1900년대 후반 서양인 선교사나 외교관에 의해 만들어진 對譯辭典이 있었으나, 이

는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외국인이 주체가 된 우리 말 사

전이었던 것이다.

우리 말 사전 편찬은 1911년 최남선이 주관하는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김두봉․권덕

규․이규영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말모이’ 편찬에서 효시를 이룬다. 이 사업은 4, 5

년간 어휘 수집과 주해까지 진행되었으나, 주시경의 사거와 김두봉의 중국 망명 및 자

금사정 등이 겹쳐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27년 조직된 계명구락부로 이관되어 최남선을 統裁, 정인보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분야별로 편찬자를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이 사업도 재정 등의 문

제로 매듭을 짓지는 못하였으나, 1937년 계명구락부 총회에서 이 사업을 조선어학연구

회로 이관할 때까지 동사와 형용사 부분을 분담하였던 임규는 끝까지 편집부를 지키며 

어휘의 수집 등에 노력하였다.

이렇듯 우리 손에 의한 우리말 사전 편찬이 지진부진 하던 1920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어사전을 편찬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1911년부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9년을 경과한 1919년 완성한 것으로서, 58,000여 어휘를 수록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 편찬 계획은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한국 강점 초기 일제의 광범한 한국 식민지 지배 정책의 구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52) 이 사전은 이후 우리 말 사전에 끼친 일정한 영향을 지닌 것이

나,53) 이 또한 일본어로 대역한 한국어 학습사전의 성격에 불과한 것이다.54)

우리 말 사전의 편찬은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기념식을 마치고 경향 각계의 

유지 108명이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1월부터 착수하며 본격적으로 추

52)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23~24쪽.

53) 朴炳采, ｢日帝下의 國語運動 硏究｣, 493쪽.

54) 당초 이 사전은 ‘日鮮人 雙方’을 위해 국문 풀이와 일문 풀이의 이중 해설 체재로 계획되었는데, “조선인을 위해 특히 조선어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한일대역사전으로만 출판되었다(李秉根,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의 編纂 目的과 그 經緯｣,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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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다. 당시 발표된 취지서는 조선어 사전 편찬의 목적과 방법을 밝혔는데, 조선어

사전의 편찬은 ‘조선 민족을 갱생할 첩로로서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또한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전 민족적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힌 것이다. 55)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사전 편찬의 선행 작업으로 표기법과 표준어 제정 등의 필요를 

느끼고, ｢한글마춤법통일안｣(1933),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 표기법 통

일안｣(1938) 등을 마련하여 나갔다. 1936년에는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의 업무 일체

를 인계받아 편찬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기관지 한글에 사전 특집호를 개재하기

도 하였다.56) 이 해 3월에는 이우식 등이 조선어사전편찬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적립하여 재정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며 민족말살정책에 광분하였다. 조선어 사

용은 금지되었고, 이듬해 3월부터는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었고, 1940년 2월

에는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이 같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어학회는 1939년 

여름부터는 큰사전의 원고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정리 작업을 하였고, 이듬해에는 원고 

정리를 마치고 어렵게 출판 허가도 받았다. 1942년 3월에는 박문출판사(대동출판사) 

사장 노성석의 노력에 힘입어 원고 일부가 조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년 10월 1일 이

른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은 중단되고 원고도 압수당하고 말았다. 그

런데 조선어학회는 일제 탄압의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원고 1벌을 더 만들어 두었

었다. 이 같은 사전 편찬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7년부터 1957년까지 6권으로 된 큰
사전을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57)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사업과는 별도로 개인에 의한 사전 출판도 있었다.58) 

이에 의하면 이상춘과 김두봉 등 4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전을 정리하고 있었음과, 3

인은 완결하지 못하였으나 한 명은 시작한 지 2년 만에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

기에서 실명을 거명하지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은 문세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59) 

문세영은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1932년경부터 이윤재와 한징 

등의 지도를 받으며 사전 편찬을 진행하여 1938년 7월 조선어사전간행회 명의로 조

55) 金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548~550쪽.

56) ≪한글≫ 4권 7호, 1936년. 

57) 강신항, ｢민족문화수호운동(어문․문예)｣, 한국독립운동사사전 총론편(하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396~397쪽.

58) 李允宰, ｢朝鮮語辭典 編纂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글≫ 4권 2호, 1936, 3~4쪽.

59)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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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어사전 편찬사업

개화기 이래 국어통일운동이 전개되며 국어 학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시급한 과

제로 인식된 것은 우리말 사전의 편찬이었다. 1874년의 露韓辭典을 위시하여 영어와 

불어1900년대 후반 서양인 선교사나 외교관에 의해 만들어진 對譯辭典이 있었으나, 이

는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외국인이 주체가 된 우리 말 사

전이었던 것이다.

우리 말 사전 편찬은 1911년 최남선이 주관하는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김두봉․권덕

규․이규영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말모이’ 편찬에서 효시를 이룬다. 이 사업은 4, 5

년간 어휘 수집과 주해까지 진행되었으나, 주시경의 사거와 김두봉의 중국 망명 및 자

금사정 등이 겹쳐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27년 조직된 계명구락부로 이관되어 최남선을 統裁, 정인보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분야별로 편찬자를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이 사업도 재정 등의 문

제로 매듭을 짓지는 못하였으나, 1937년 계명구락부 총회에서 이 사업을 조선어학연구

회로 이관할 때까지 동사와 형용사 부분을 분담하였던 임규는 끝까지 편집부를 지키며 

어휘의 수집 등에 노력하였다.

이렇듯 우리 손에 의한 우리말 사전 편찬이 지진부진 하던 1920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어사전을 편찬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1911년부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9년을 경과한 1919년 완성한 것으로서, 58,000여 어휘를 수록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 편찬 계획은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한국 강점 초기 일제의 광범한 한국 식민지 지배 정책의 구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52) 이 사전은 이후 우리 말 사전에 끼친 일정한 영향을 지닌 것이

나,53) 이 또한 일본어로 대역한 한국어 학습사전의 성격에 불과한 것이다.54)

우리 말 사전의 편찬은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기념식을 마치고 경향 각계의 

유지 108명이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1월부터 착수하며 본격적으로 추

52)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23~24쪽.

53) 朴炳采, ｢日帝下의 國語運動 硏究｣, 493쪽.

54) 당초 이 사전은 ‘日鮮人 雙方’을 위해 국문 풀이와 일문 풀이의 이중 해설 체재로 계획되었는데, “조선인을 위해 특히 조선어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한일대역사전으로만 출판되었다(李秉根,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의 編纂 目的과 그 經緯｣,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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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다. 당시 발표된 취지서는 조선어 사전 편찬의 목적과 방법을 밝혔는데, 조선어

사전의 편찬은 ‘조선 민족을 갱생할 첩로로서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또한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전 민족적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힌 것이다. 55)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사전 편찬의 선행 작업으로 표기법과 표준어 제정 등의 필요를 

느끼고, ｢한글마춤법통일안｣(1933),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 표기법 통

일안｣(1938) 등을 마련하여 나갔다. 1936년에는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의 업무 일체

를 인계받아 편찬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기관지 한글에 사전 특집호를 개재하기

도 하였다.56) 이 해 3월에는 이우식 등이 조선어사전편찬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적립하여 재정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며 민족말살정책에 광분하였다. 조선어 사

용은 금지되었고, 이듬해 3월부터는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었고, 1940년 2월

에는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이 같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어학회는 1939년 

여름부터는 큰사전의 원고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정리 작업을 하였고, 이듬해에는 원고 

정리를 마치고 어렵게 출판 허가도 받았다. 1942년 3월에는 박문출판사(대동출판사) 

사장 노성석의 노력에 힘입어 원고 일부가 조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년 10월 1일 이

른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은 중단되고 원고도 압수당하고 말았다. 그

런데 조선어학회는 일제 탄압의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원고 1벌을 더 만들어 두었

었다. 이 같은 사전 편찬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7년부터 1957년까지 6권으로 된 큰
사전을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57)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사업과는 별도로 개인에 의한 사전 출판도 있었다.58) 

이에 의하면 이상춘과 김두봉 등 4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전을 정리하고 있었음과, 3

인은 완결하지 못하였으나 한 명은 시작한 지 2년 만에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

기에서 실명을 거명하지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은 문세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59) 

문세영은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1932년경부터 이윤재와 한징 

등의 지도를 받으며 사전 편찬을 진행하여 1938년 7월 조선어사전간행회 명의로 조

55) 金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548~550쪽.

56) ≪한글≫ 4권 7호, 1936년. 

57) 강신항, ｢민족문화수호운동(어문․문예)｣, 한국독립운동사사전 총론편(하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396~397쪽.

58) 李允宰, ｢朝鮮語辭典 編纂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글≫ 4권 2호, 1936, 3~4쪽.

59) 朴炳采, ｢1930年代의 國語學 振興運動｣,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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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사전을 간행하였다. 조선어사전의 출판비는 박문서관 주인 노익형이 부담하였

는데, 당시 언론은 이를 최초의 조선 사전 편찬이라고 대서특필하며 문세영의 장거를 

칭송하였다.60) 이 사전은 이듬해에 어휘 만여 개를 추가한 증보판을 발행하였다.61)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은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과는 별개로 개인의 독력과 희생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서 우리 손으로 만든 국어사전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5) 한글날의 제정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년)을 맞이하여 국어 학

자와 신민사 공동 주최로 식도원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이 날을 가갸날이라 하여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62)

가갸날의 제정은 본격적인 국어운동의 시작으로서 ‘現今 조선 민족으로 가장 의의 

있는 기념일’로 받아들여졌다.63) 신문보도를 통해 가갸날 제정 소식을 들은 한용운은 

매우 감격스러워 했다.64)

가갸날은 1927년 조선어학회의 기관지로서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 한글날로 변

경되었다. 또한 조선어학회는 양력을 사용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음력 일로 기념하

는데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자 1932년부터 이를 환산하여 양력 10월 29일을 한글

날 기념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1934년부터 기념일은 10월 28일로 변경되었다. 이는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에 대해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

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한글날은 1940년 새로운 자료에 따라 10월 9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34년 조선어학연구회는 조선어학회가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한글날 날짜

에 이의를 제기하고 9월 30일을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이라 하여 별도로 기념식을 거

행하였다. 조선어학연구회의 기념식은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며, 언론으로부터도 한글 

반포 기념일조차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는 것은 ‘일대 치욕’이라고 질타를 받았다.65) 이

60) ≪東亞日報≫, 1938년 7월 12일자. 이 기사는 문세영의 사진과 함께 그가 수집해 놓은 어휘 카드 사진도 함께 게재하였다.

61) ≪東亞日報≫, 1939년 4월 21일자. 

62) 이윤재, ｢한글날에 대하여(訓民正音頒布紀念日)｣, ≪한글≫ 3권 9호, 1935, 4쪽.

63) ≪東亞日報≫, 1928년 11월 11일자.

64) 韓龍雲, ｢가갸날에 對하야｣, ≪東亞日報≫, 1926년 12월 7일.

65) ≪朝鮮日報≫, 1935년 10월 28일자 사설 ｢한글 頒布 記念日에 際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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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글 맞춤법 제정을 둘러싼 학회간 감정 대립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한글 보급 운동

1930년대에 한글 보급 운동은 언론기관과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

었다. 당시 언론은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많은 논설과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특히 

≪조선일보≫의 한글보급반운동과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은 ‘언론을 통한 레지스

탕스 운동’이라 평가되는 것이다.66)

조선일보사에서는 19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하

계 방학 때 귀향하는 중등학교 상급반 이상의 학생들을 통하여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

였다. 이 운동은 1934년 일경의 금지로 중단될 때까지 한글 보급을 통한 민족의식 고

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아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은 ‘학생 하기 브나로드운동’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을 모집

하여 ‘민중 속으로’ 보내 ①문자와 숫자 보급, ②보건 강연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동

아일보≫는 이 운동을 시작하며 사설과 광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67)

제1회 학생 브나로드 운동은 학생계몽대(조선문 강습, 숫자 강습), 학생강습대(위생 

강연, 학술강연), 학생기자대(기행, 일기, 척서 풍경, 고향 통신, 생활 체험)로 나누어 7

월 25일을 기한으로 모집하였다. 그런데 학생 브나로드 운동은 문자와 숫자 보급만 목

적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여름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민족에게 할 수 있는 ‘봉사

의 總名詞’로 인식되었다.68)

동아일보사가 주관하는 학생 브나로드운동은 4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중 1932년

은 규모가 가장 컸는데, 강습대원은 2,724명, 강습지 592개 지역이었으며 수강생은 

41,153명에 달하였다. 강습회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열렸는데 4년간 총 298일간 

강습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강습대원은 5,751명, 강습지 1,320개 지역, 수강생은 총 

10만여 명에 달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지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1934년에는 만주와 일

본에서도 전개되었다. 3차년도인 1933년에는 브나로드라는 명칭을 민중들이 잘 모른

다고 하여 계몽운동으로 개칭하여 실시하였다.

66) 朴炳采, ｢日帝下의 國語運動 硏究｣, 469쪽.

67) ≪東亞日報≫, 1931년 7월 16일자.

68) ≪東亞日報≫, 1931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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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사전을 간행하였다. 조선어사전의 출판비는 박문서관 주인 노익형이 부담하였

는데, 당시 언론은 이를 최초의 조선 사전 편찬이라고 대서특필하며 문세영의 장거를 

칭송하였다.60) 이 사전은 이듬해에 어휘 만여 개를 추가한 증보판을 발행하였다.61)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은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과는 별개로 개인의 독력과 희생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서 우리 손으로 만든 국어사전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5) 한글날의 제정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년)을 맞이하여 국어 학

자와 신민사 공동 주최로 식도원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이 날을 가갸날이라 하여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62)

가갸날의 제정은 본격적인 국어운동의 시작으로서 ‘現今 조선 민족으로 가장 의의 

있는 기념일’로 받아들여졌다.63) 신문보도를 통해 가갸날 제정 소식을 들은 한용운은 

매우 감격스러워 했다.64)

가갸날은 1927년 조선어학회의 기관지로서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 한글날로 변

경되었다. 또한 조선어학회는 양력을 사용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음력 일로 기념하

는데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자 1932년부터 이를 환산하여 양력 10월 29일을 한글

날 기념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1934년부터 기념일은 10월 28일로 변경되었다. 이는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에 대해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

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한글날은 1940년 새로운 자료에 따라 10월 9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34년 조선어학연구회는 조선어학회가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한글날 날짜

에 이의를 제기하고 9월 30일을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이라 하여 별도로 기념식을 거

행하였다. 조선어학연구회의 기념식은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며, 언론으로부터도 한글 

반포 기념일조차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는 것은 ‘일대 치욕’이라고 질타를 받았다.65) 이

60) ≪東亞日報≫, 1938년 7월 12일자. 이 기사는 문세영의 사진과 함께 그가 수집해 놓은 어휘 카드 사진도 함께 게재하였다.

61) ≪東亞日報≫, 1939년 4월 21일자. 

62) 이윤재, ｢한글날에 대하여(訓民正音頒布紀念日)｣, ≪한글≫ 3권 9호, 1935, 4쪽.

63) ≪東亞日報≫, 1928년 11월 11일자.

64) 韓龍雲, ｢가갸날에 對하야｣, ≪東亞日報≫, 1926년 12월 7일.

65) ≪朝鮮日報≫, 1935년 10월 28일자 사설 ｢한글 頒布 記念日에 際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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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글 맞춤법 제정을 둘러싼 학회간 감정 대립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한글 보급 운동

1930년대에 한글 보급 운동은 언론기관과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

었다. 당시 언론은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많은 논설과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특히 

≪조선일보≫의 한글보급반운동과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은 ‘언론을 통한 레지스

탕스 운동’이라 평가되는 것이다.66)

조선일보사에서는 19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하

계 방학 때 귀향하는 중등학교 상급반 이상의 학생들을 통하여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

였다. 이 운동은 1934년 일경의 금지로 중단될 때까지 한글 보급을 통한 민족의식 고

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아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은 ‘학생 하기 브나로드운동’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을 모집

하여 ‘민중 속으로’ 보내 ①문자와 숫자 보급, ②보건 강연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동

아일보≫는 이 운동을 시작하며 사설과 광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67)

제1회 학생 브나로드 운동은 학생계몽대(조선문 강습, 숫자 강습), 학생강습대(위생 

강연, 학술강연), 학생기자대(기행, 일기, 척서 풍경, 고향 통신, 생활 체험)로 나누어 7

월 25일을 기한으로 모집하였다. 그런데 학생 브나로드 운동은 문자와 숫자 보급만 목

적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여름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민족에게 할 수 있는 ‘봉사

의 總名詞’로 인식되었다.68)

동아일보사가 주관하는 학생 브나로드운동은 4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중 1932년

은 규모가 가장 컸는데, 강습대원은 2,724명, 강습지 592개 지역이었으며 수강생은 

41,153명에 달하였다. 강습회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열렸는데 4년간 총 29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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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朴炳采, ｢日帝下의 國語運動 硏究｣, 469쪽.

67) ≪東亞日報≫, 1931년 7월 16일자.

68) ≪東亞日報≫, 1931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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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나로드운동과 함께 동아일보사는 조선어학회의 후원을 받아 조선어강습회를 개최

하였다. 동아일보사는 브나로드운동이 문맹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선어강습회는 

한글 바로쓰기, 즉 철자법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브나로드운동이 무식자

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조선어강습회는 식자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69)

제1회 한글강습회의 강사는 신명균․권덕규․이상춘․이윤재․김윤경․이병기․최현배․이극로․
김선기 등이 전국을 분담하여 담당하였으며, 8월 6일부터 9월 9일경까지 계속되었다. 

동아일보사와 조선어학회는 이듬해 8월 제2회 한글강습회도 열었는데, 이때에는 장지

영․이희승․이갑․이만규 등이 강사로 추가되어 전국을 순회하였다.70)

브나로드운동과 조선어강습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 각지에

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동아일보가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하여 광고와 고무적 

보도를 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곧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예컨대 제2회 

브나로드운동을 고무 격려하는 동아일보의 사설이 훼판 당하는 등의 탄압을 받은 결과 

결국 브나로드운동은 4회년으로, 조선어강습은 3회년으로 중지되고 말았다.71) 이상과 

같은 신문사의 양대 운동은 국어운동사상 특기할만한 사실로서 주목되는 것이다.72)

그런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의한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운동은 이전의 문맹퇴치

와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즉, 1929~1934년간의 국어보급운동은 이전부터 

있어 온 단순한 문맹퇴치운동의 연속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표음주의 철자법과 그 지

지자들을 반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보급하여 민

족문화와 민족문자를 보존 발전시키고자 한 민족운동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73)

5. 맺음말

일제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궁극적 지향은 조선 민족의 말살이었다. 그들은 

강점 이전부터 우리 어문을 탄압하고 역사를 왜곡하였는데, 민족말살정책은 제국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것이었다.

69) ≪東亞日報≫, 1931년 7월 25일자.

70) ≪東亞日報≫, 1932년 8월 6일자.

71) ≪東亞日報≫, 1932년 5월 17일자 사설 ｢學校와 學生에 告함｣은 후반부가 훼판된 채 발행되었다..

72) 朴炳采, ｢日帝下의 國語運動 硏究｣, 475쪽.

73) 愼鏞廈,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 운동｣, ≪韓國學報≫ 120, 2005, 12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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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은 국학민족주의를 사상적 기저로 하여 민족의 보전을 강구하였다. 일제강점

기 국학자의 학문적 영역이 어문과 역사학을 넘나들며 다변적이었던 것은 당시 학문이 

독립적 체계를 갖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이기도 하나, 국학민족주의의 요구에 부응하였

던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국학운동은 지나치게 학문적 잣대로만 따져서는 곤

란하다. 

국학민족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어문민족주의와 역사민족주의는 운동성과 실천성을 

지닌 강렬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학자들은 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

다. 민족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학을 통한 국학민족주의, 즉 어학민족주의는 

가장 핵심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의 언어 정책이나 한민족의 한글수

호운동을 언어민족주의에 경도되어 논의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기 때문에 바

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역사적 배경과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 어문의 표

준화를 어문의 근대화로 해석하려는 견해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글맞춤법 제정운동, 표준어의 사정, 외래어표기법의 제정, 국어사전 편

찬사업, 한글날의 제정, 한글 보급 운동 등은 어문민족주의에 토대한 국어(학)운동의 

발양이었다. 요컨대, 식민지 권력과 방법을 총동원한 일본어 강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의 일본어 해득률이 저조했다는 일제의 통계는 어문수호운동이 민족보존을 통한 독립

운동의 중요한 방법론이었음을 입증하는 증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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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양’에 대한 토론문

김용달(前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1. 발제문의 의의

주지하다시피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것은 우리말과 글과 역사 그리고 관습이다. 그

런 의미에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 즉 어문운동은 본래 민족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더욱이 일제는 소위 ‘동화정책’ 곧 ‘민족말살정책’을 강점기 내내 핵심적인 통치와 

지배 정책으로 삼았다. 한말부터 일제는 이미 ‘일선동역론(日鮮同域論)’, ‘일선동조론(日

鮮同祖論)’, ‘일선동조동근론(日鮮同祖同根論)’ 등을 날조하여 한국 침략의 사상적 도구

로 활용하였다. 한국민족의 민족정체성을 왜곡하고 항일의식을 봉쇄하기 위한 침략 기

재로 이들 논리를 구사한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 ‘동화정책’, 즉 ‘민족말살정책’을 더욱 고도화하고 강화되었다. 1910

년대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 정책이란 이름으로 한국민족의 저항의식을 호도하더니, 

3.1운동 이후 1920년대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 정책을 편다고 선전하였다. 한

일인 차별을 없애 한국인을 소위 ‘신일본인’으로 대우한다고 하면서, 3.1운동 이후 급

성장한 민족의식을 봉쇄하고 폭발적으로 번진 각계각층의 민족운동을 잠재우려는 술책

을 부린 것이다. 

특히 ‘9.18만주침략’으로 대륙침략전쟁을 감행한 이후에는 ‘총후(銃後)의 안정’ 곧 만

주침략의 배후기지로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 소위 ‘내선융화’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을 감행하였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봉쇄하고 항일운동을 탄압하여 전시체제를 구

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른바 ‘내선일체’의 ‘황민화

(皇民化)’ 정책을 강제하였다. 한국에서 대륙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물적 자원을 약탈

하고, 한국민족의 ‘민족혼’을 세탁하고 ‘황도주의’를 주입하여 한국인들을 ‘총알받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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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우리말과 글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감안할 때, 국학

민족주의와 그 주요 구성분야인 어문민족주의의 성격은 명백해진다. 우리말과 글, 우리 

역사와 관습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민족주의의 정수이고, 나아가 그 수호와 보존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은 그야말로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

실이다.

발제자는 일제강점기 국사 연구가 가진 민족적 의의에 주목하여, 오랫동안 민족주의

역사학과 역사학자에 대해 연구, 정진해왔다. ‘한국근대사학사연구’, ‘식민지시기의 역

사학과 역사인식’ 등 십 수편에 달하는 논저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잘 말해준다. 

이번 발제문은 여기에 더하여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 곧 국어에 대한 연구와 보급운

동의 양상과 성격을 추적한 논문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국학민족주의의 개념을 정리하여 그와 독립운동과의 관계를 정립한 점이다. 

일제가 식민지 교육제도와 황민화 교육을 통해 구조적으로 ‘동화주의’ 정책, 곧 ‘민

족말살정책’을 획책해 가는데 대항하여 우리 어문과 우리 역사, 즉 국학을 중심으로 

민족혼은 찾고 민족의식을 강화해가는 것이 ‘국학민족주의’이고, 그의 보존과 발전을 

실천해가는 것이 ‘국학운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국학민족주의’와 

‘국학운동’은 본질적으로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다. 

둘째, 국학민족주의와 그 운동의 연원과 맥락을 확연히 정리한 점이다. 국학민족주의

의 뿌리는 조선시대 실학의 ‘동국’ 역사의 연구와 편찬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대

동’ 역사로, 그리고 1930년대 ‘조선학’운동으로 맥이 이어진다고 보고, 그 사실을 계기

적으로 정리하여 실증적으로 논증하였다.

셋째, 국학민족주의와 그 운동 가운데 국어학을 중심으로 어문민족주의와 그 운동 

양상을 실체적으로 밝힌 점이다. 그동안 발제자는 국학민족주의 가운데 국사학을 중심

으로 역사민족주의와 그 운동을 추적하여 큰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어

문민족주의와 그 운동 양상을 ‘한글맞춤법제정’, ‘표준어사정’, ‘외래어표기법제정’, ‘국

어사전편찬’, ‘한글날제정’, ‘한글보급운동’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연

구지평을 ‘역사민족주의와 그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문민족주의와 그 운동’

으로 넓혔다는 의의와 더불어 역사가의 눈으로 국어학운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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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발양’에 대한 토론문

김용달(前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1. 발제문의 의의

주지하다시피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것은 우리말과 글과 역사 그리고 관습이다. 그

런 의미에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 즉 어문운동은 본래 민족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더욱이 일제는 소위 ‘동화정책’ 곧 ‘민족말살정책’을 강점기 내내 핵심적인 통치와 

지배 정책으로 삼았다. 한말부터 일제는 이미 ‘일선동역론(日鮮同域論)’, ‘일선동조론(日

鮮同祖論)’, ‘일선동조동근론(日鮮同祖同根論)’ 등을 날조하여 한국 침략의 사상적 도구

로 활용하였다. 한국민족의 민족정체성을 왜곡하고 항일의식을 봉쇄하기 위한 침략 기

재로 이들 논리를 구사한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 ‘동화정책’, 즉 ‘민족말살정책’을 더욱 고도화하고 강화되었다. 1910

년대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 정책이란 이름으로 한국민족의 저항의식을 호도하더니, 

3.1운동 이후 1920년대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 정책을 편다고 선전하였다. 한

일인 차별을 없애 한국인을 소위 ‘신일본인’으로 대우한다고 하면서, 3.1운동 이후 급

성장한 민족의식을 봉쇄하고 폭발적으로 번진 각계각층의 민족운동을 잠재우려는 술책

을 부린 것이다. 

특히 ‘9.18만주침략’으로 대륙침략전쟁을 감행한 이후에는 ‘총후(銃後)의 안정’ 곧 만

주침략의 배후기지로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 소위 ‘내선융화’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을 감행하였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봉쇄하고 항일운동을 탄압하여 전시체제를 구

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른바 ‘내선일체’의 ‘황민화

(皇民化)’ 정책을 강제하였다. 한국에서 대륙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물적 자원을 약탈

하고, 한국민족의 ‘민족혼’을 세탁하고 ‘황도주의’를 주입하여 한국인들을 ‘총알받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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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우리말과 글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감안할 때, 국학

민족주의와 그 주요 구성분야인 어문민족주의의 성격은 명백해진다. 우리말과 글, 우리 

역사와 관습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민족주의의 정수이고, 나아가 그 수호와 보존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은 그야말로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

실이다.

발제자는 일제강점기 국사 연구가 가진 민족적 의의에 주목하여, 오랫동안 민족주의

역사학과 역사학자에 대해 연구, 정진해왔다. ‘한국근대사학사연구’, ‘식민지시기의 역

사학과 역사인식’ 등 십 수편에 달하는 논저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잘 말해준다. 

이번 발제문은 여기에 더하여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 곧 국어에 대한 연구와 보급운

동의 양상과 성격을 추적한 논문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국학민족주의의 개념을 정리하여 그와 독립운동과의 관계를 정립한 점이다. 

일제가 식민지 교육제도와 황민화 교육을 통해 구조적으로 ‘동화주의’ 정책, 곧 ‘민

족말살정책’을 획책해 가는데 대항하여 우리 어문과 우리 역사, 즉 국학을 중심으로 

민족혼은 찾고 민족의식을 강화해가는 것이 ‘국학민족주의’이고, 그의 보존과 발전을 

실천해가는 것이 ‘국학운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국학민족주의’와 

‘국학운동’은 본질적으로 민족운동이자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다. 

둘째, 국학민족주의와 그 운동의 연원과 맥락을 확연히 정리한 점이다. 국학민족주의

의 뿌리는 조선시대 실학의 ‘동국’ 역사의 연구와 편찬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대

동’ 역사로, 그리고 1930년대 ‘조선학’운동으로 맥이 이어진다고 보고, 그 사실을 계기

적으로 정리하여 실증적으로 논증하였다.

셋째, 국학민족주의와 그 운동 가운데 국어학을 중심으로 어문민족주의와 그 운동 

양상을 실체적으로 밝힌 점이다. 그동안 발제자는 국학민족주의 가운데 국사학을 중심

으로 역사민족주의와 그 운동을 추적하여 큰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어

문민족주의와 그 운동 양상을 ‘한글맞춤법제정’, ‘표준어사정’, ‘외래어표기법제정’, ‘국

어사전편찬’, ‘한글날제정’, ‘한글보급운동’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연

구지평을 ‘역사민족주의와 그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문민족주의와 그 운동’

으로 넓혔다는 의의와 더불어 역사가의 눈으로 국어학운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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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발제문의 전체적인 의의와 논지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으로 토론에 대

신하고자 한다.

2. ‘조선학운동’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국학민족주의와 그 운동의 발흥과 관련하여 1930년대 ‘조선학운동’이 가

진 의의와 성과에 주목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조선학운동의 배경과 

평가가 대해 궁금한 점이 적지 않다. 당시의 주, 객관적 조건을 감안할 때 ‘조선학운

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로 말하면, 1928년 경제대공황과 1931년 일

제의 만주침략 이후 동요하는 민족주의운동가들의 도피처 혹은 안식처인가, 아니면 발

흥하던 대중운동에 짝하여 호응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혁명적 농·노조 운동으로 대중운동이 격

화되던 시기에, 국학연구와 그 보급운동에 주력한 민족주의운동가들에 대한 비판도 빗

발쳤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한다고 모두가 총칼로 싸울 수 없듯이 사람

은 제마다의 특장이 있고, 그것을 도구로 민족에 종사하고 복무한다면 그 자체로 의의

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발제자는 긍정적 관점에서 ‘조선학운동’을 해석하고 평

가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를 더 듣고 싶다.

3. 일제의 ‘조선어’ 정책과 우리의 어문운동에 대하여

일제의 ‘조선어’ 정책의 핵심은 식민지 통치정책, 그 가운데서도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 점은 발제자도 언급한 바 있다. 일제는 ‘조선어’ 교육 정책과 실시

를 통해 제도적이며 구조적으로 우리말과 글 그리고 역사를 봉쇄하고 말살하려고 하였

다. 우리 역사는 아예 교육에서 배제하였지만, 일정 기간 ‘조선어’는 교수하였다. 식민

통치의 도구와 탄압의 수단으로 조선어 교육이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

민통치의 편리를 위해 1920년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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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국어(일본어) 상용’이 강제되면서 조선어 교육은 폐지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20년 일제의 ‘조선어사전’ 편찬은 비록 일본어 대역(對

譯) 사전 수준이지만, 어문민족주의운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

선어학회의 전신으로 1921년 12월 ‘조선어연구회’의 조직 등 어문민족주운동계에 미

친 영향을 없었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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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발제문의 전체적인 의의와 논지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으로 토론에 대

신하고자 한다.

2. ‘조선학운동’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국학민족주의와 그 운동의 발흥과 관련하여 1930년대 ‘조선학운동’이 가

진 의의와 성과에 주목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조선학운동의 배경과 

평가가 대해 궁금한 점이 적지 않다. 당시의 주, 객관적 조건을 감안할 때 ‘조선학운

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로 말하면, 1928년 경제대공황과 1931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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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국어(일본어) 상용’이 강제되면서 조선어 교육은 폐지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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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영향을 없었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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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문(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조교수)

1. 들어가는 말

남북 언어이질화를 걱정하는 논의를 접할 때가 많다. 물론 반세기 이상 교류가 단절

된 채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 언어에 차이가 생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

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되기 이전에 나온 조선

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이 있었기에 최소한 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컨

대 두음법칙이나 사이시옷, 띄어쓰기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큰 차이 없이 동질성을 유

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는 남과 북이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는 대원칙을 공유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 표기 원칙이 바로 주시경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어문의 근대화라는 문제에서 주시경이 차지하는 위치는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그의 표기 이론은 앞서 언급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이 나온 때에도 격렬

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에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혁신

적인 것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자신의 한국어 연구의 성과들을 인정받기 위해

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은 그의 글쓰기 스타일, 특히 국

문 전용과 국한문 혼용의 두 방식을 어떠한 차원에서 선택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볼 것

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강습회와 연구회 등을 통해 일정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해 

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시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에 대한 동의를 획득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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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전략 - 글쓰기 전략

1) 국문 전용과 국한문 혼용의 길항

우리는 흔히 주시경을 ‘국문/한글 전용론자’라고 기억한다. 이는 물론 해방 이후 ‘국

어 순화 운동’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강조된 면이 크지만, 1920·30년대부터 ‘국문 전용

론’은 이미 그의 ‘전매특허’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문 전용’과 주

시경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 보인다. 주시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를 상

당히 많이 사용한 글을 써 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초기 저술, 즉 『독립신문』

에 실은 2편의「국문론」(1897)과 『신학월보』에 실은 「말」(1901)은 모두 순국문으로 되

어 있다. 또 그의 마지막 저작인 『말의 소리』(1914) 역시 한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

다. 이를 놓고 본다면 그를 ‘국문 전용론자’로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

나 그 사이에 발표된 주시경의 많은 저술들이 국한문 혼용으로 씌어졌다는 사실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가 본격적으로 ‘국문, 국어’ 연구 및 활동에 나서는 1906년 

이후의 저술들에서 한자 사용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고 1910년의 『국어문법』에 와서야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글쓰기 전략에서 ‘숙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초기 저술에서의 ‘순국문 글쓰기’를 그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

다.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은 그가 글을 실은 매체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든 세 

편의 글 중 두 편이 『독립신문』에 실린 것인데 이 신문이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국문

만으로 쓸 것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순국문 글쓰

기’의 의미는 창간호의 ‘논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토로만 쓰 거슨 샹하귀쳔이 다 보게 홈이라 …… 우리 신문은 빈부귀쳔을 

다름업시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졍과 지 졍을 알게 랴 시니 남녀 노소 샹

하 귀쳔 간에 우리 신문을 로 걸너 몃간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길걸 미리 

아노라”(『독립신문』1896.4.7.)고 하여 ‘상하귀천’과 ‘빈부귀천’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

론하고 읽히게 하려는데 ‘순국문 글쓰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상하,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모두 독자층으로 삼고자 했다고는 하나 현실

적으로 이 호명에 응답한 이들은 한자에서 배재되었던 ‘하(下), 빈(貧), 천(賤), 여(女), 

소(少)’였고, 결국 ‘순국문 글쓰기’의 의도와 그 효과는 이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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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주시경의 ‘국문론’ 역시 이러한 『독립신

문』의 전략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 잡지 『신학월

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초기 기독교계가 한자 문화를 공유한 

전통적인 양반 계층보다는 유교 윤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외 계층을 

통해 교세를 확장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순국문 글쓰기’ 전략이 주시경 본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매체가 취한 입

장과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해도 그 역시 한자에서 배제된 계층을 염두에 

둔 글쓰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배재학당, 독

립협회, 상동교회’ 같은 주시경의 활동 공간을 통해서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매체에 기고한 글이 아닌 것으로는 첫 저술인 『국문문법』(1905)이나 『국문강의』

(1906)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문문법』이 주시경의 직접적인 저술이 

아니라 그의 강의를 필사한 노트이므로 이를 통해 ‘순국문이냐 국한문 혼용이냐’ 하는 

그의 글쓰기 전략을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나, 그 직후에 발행된 『국문강의』의 상

당 부분이 이 『국문문법』과 일치하므로 이들을 통해 그가 당시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1) 이 둘에 공통되는 부분에는 거의 한자가 사용되

지 않고 순국문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905년 무렵의 주시경은 「국

문론」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한자에서 배제된 계층을 독자층으로 삼겠다는 『독립신문』

의 방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문강의』에 새로 첨가된 부분, 

예컨대 ‘국문을 만심’과 같은 곳에서 ‘현재의 잘못된 표기 방식이 『훈몽자회』에서 비

롯되었다’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한자가 노출되기 시작하더니 후반부로 갈수록 예컨

대 “엇던 子音은 初聲에는 쉽고 終聲에는 어렵거나 終聲에는 쉽고 初聲에는 어려은 形

勢는 잇스되 무슨 音이던지 初聲에 쓰이면 반듯이 終聲에도 쓰여지니……”(『국문강

의』56b), “어느 子音에던지 先後不拘고 ㅎ가 連接면 濁音이 되니 이는 ㅎ의 性質

이 柔疎어 某子音과 連 則 混合[和合]이니라”(『국문강의』67a)와 같은 부분에서 

확인되듯 한자 사용이 점점 빈번해진다. 그리고 급기야 이 『국문강의』의 발문에 해당

하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거의 ‘한주국종(漢主國從)’이라 할 만한 국한문체가 사용되

고 있다.

1) 이 두 저술에 대해서는 김병문(2013)의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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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순화 운동’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강조된 면이 크지만, 1920·30년대부터 ‘국문 전용

론’은 이미 그의 ‘전매특허’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문 전용’과 주

시경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 보인다. 주시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를 상

당히 많이 사용한 글을 써 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초기 저술, 즉 『독립신문』

에 실은 2편의「국문론」(1897)과 『신학월보』에 실은 「말」(1901)은 모두 순국문으로 되

어 있다. 또 그의 마지막 저작인 『말의 소리』(1914) 역시 한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

다. 이를 놓고 본다면 그를 ‘국문 전용론자’로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

나 그 사이에 발표된 주시경의 많은 저술들이 국한문 혼용으로 씌어졌다는 사실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가 본격적으로 ‘국문, 국어’ 연구 및 활동에 나서는 1906년 

이후의 저술들에서 한자 사용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고 1910년의 『국어문법』에 와서야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글쓰기 전략에서 ‘숙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초기 저술에서의 ‘순국문 글쓰기’를 그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

다.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은 그가 글을 실은 매체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든 세 

편의 글 중 두 편이 『독립신문』에 실린 것인데 이 신문이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국문

만으로 쓸 것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순국문 글쓰

기’의 의미는 창간호의 ‘논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토로만 쓰 거슨 샹하귀쳔이 다 보게 홈이라 …… 우리 신문은 빈부귀쳔을 

다름업시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졍과 지 졍을 알게 랴 시니 남녀 노소 샹

하 귀쳔 간에 우리 신문을 로 걸너 몃간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길걸 미리 

아노라”(『독립신문』1896.4.7.)고 하여 ‘상하귀천’과 ‘빈부귀천’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

론하고 읽히게 하려는데 ‘순국문 글쓰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상하,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모두 독자층으로 삼고자 했다고는 하나 현실

적으로 이 호명에 응답한 이들은 한자에서 배재되었던 ‘하(下), 빈(貧), 천(賤), 여(女), 

소(少)’였고, 결국 ‘순국문 글쓰기’의 의도와 그 효과는 이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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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주시경의 ‘국문론’ 역시 이러한 『독립신

문』의 전략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 잡지 『신학월

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초기 기독교계가 한자 문화를 공유한 

전통적인 양반 계층보다는 유교 윤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외 계층을 

통해 교세를 확장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순국문 글쓰기’ 전략이 주시경 본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매체가 취한 입

장과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해도 그 역시 한자에서 배제된 계층을 염두에 

둔 글쓰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배재학당, 독

립협회, 상동교회’ 같은 주시경의 활동 공간을 통해서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매체에 기고한 글이 아닌 것으로는 첫 저술인 『국문문법』(1905)이나 『국문강의』

(1906)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문문법』이 주시경의 직접적인 저술이 

아니라 그의 강의를 필사한 노트이므로 이를 통해 ‘순국문이냐 국한문 혼용이냐’ 하는 

그의 글쓰기 전략을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나, 그 직후에 발행된 『국문강의』의 상

당 부분이 이 『국문문법』과 일치하므로 이들을 통해 그가 당시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1) 이 둘에 공통되는 부분에는 거의 한자가 사용되

지 않고 순국문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905년 무렵의 주시경은 「국

문론」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한자에서 배제된 계층을 독자층으로 삼겠다는 『독립신문』

의 방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문강의』에 새로 첨가된 부분, 

예컨대 ‘국문을 만심’과 같은 곳에서 ‘현재의 잘못된 표기 방식이 『훈몽자회』에서 비

롯되었다’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한자가 노출되기 시작하더니 후반부로 갈수록 예컨

대 “엇던 子音은 初聲에는 쉽고 終聲에는 어렵거나 終聲에는 쉽고 初聲에는 어려은 形

勢는 잇스되 무슨 音이던지 初聲에 쓰이면 반듯이 終聲에도 쓰여지니……”(『국문강

의』56b), “어느 子音에던지 先後不拘고 ㅎ가 連接면 濁音이 되니 이는 ㅎ의 性質

이 柔疎어 某子音과 連 則 混合[和合]이니라”(『국문강의』67a)와 같은 부분에서 

확인되듯 한자 사용이 점점 빈번해진다. 그리고 급기야 이 『국문강의』의 발문에 해당

하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거의 ‘한주국종(漢主國從)’이라 할 만한 국한문체가 사용되

고 있다.

1) 이 두 저술에 대해서는 김병문(2013)의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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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은 我 世宗서 親이 始製심은 世所共知요 各史傳에도 亦有詳載이어 或은 世宗 

以前붙어 諺 이 出於佛家라 니 此는 世宗서 國文을 始製실 或有依倣梵書之模로 籍

口인가 보고 或은 新羅 薛聰이 諺文을 始製엿다 고 或은 自古로 佛家에 諺文字가 略

有而薛聰이 補正엿더니 世宗서 又改而作國文이라 나 學易齋의 訓民正音 序文을 본則 

薛聰은 但假字而作吏讀요 曾無國文之所製를 亦無疑可知며 正音 二十八字는 我 世宗서 始製

심을 亦無疑可知리라 抑或若干諺文字ㅣ 自古有之라 지라도 窒澁無稽엇슬 터이니 何可

籍是而正音二十八字를 謂非 世宗之始製文字哉아! (『국문강의』발문 1a)

여러 번 반복되는 ‘시제(始製)’가 당시에 통용되던 어휘인지 ‘비로소(처음으로) 만들

다’라는 의미의 한문식 조어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世

所共知, 亦有詳載, 或有依倣梵書之模, 又改而作國文” 등의 표현이 한문식 구절, 또는 문

장 그 자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薛聰은 但假字而作吏讀요 曾

無國文之所製를 亦無疑可知며” 같은 부분이나 “何可籍是而正音二十八字를 謂非 世宗之始

製文字哉아” 등에 이르면 이것이 한문으로 된 고문(古文)에 조사나 어미류의 토를 단 

정도, 즉 ‘현토체’ 문장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 

『국문강의』 맨 앞에 오는 “略例”(물론 이는 이 책의 본문이 다 씌어진 이후 맨 마지막

에 작성되었을 것이다)는 이러한 토조차도 없는 완전한 한문 문장이다.

此書 余昨冬以至今日 口授於學生 但爲若干便宜 臨時偷假而一二張式著刊 故措辭不美或簡或

煩或疊或亂 事勢之所因 間以一義字樣之不同亦因此故也

盖此書非圖準其字樣之法而定式也 將欲先解此義而後自改正也

此書槪論音理之天然及法式之自在 而設世誤之最亂庶爲辨正國文誤習之一資也哉 (『국문강의』

‘약례(略例)’)

위는 이 책이 만들어진 경위와 의도하는 바 등을 기술한 것으로 굳이 한문 문장으로 

표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주시경의 기존 글쓰기 형식과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이 책의 본문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 방식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런 식의 문장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가 갑자기 한자를 많이 사용해야 할 이유

를 텍스트 내적인 차원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문헌비고』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 부

분을 보고 난 뒤에 집필된 『국문강의』에는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에서 인용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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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표현들이 이 책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2) 그러나 『국문문법』에서도 

『화동정운통석운고』의 내용을 발췌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사

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한문식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는 『국문강의』에서도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차츰 변화하고 결국 위의 ‘발

문’과 ‘범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문 문장’을 방불하게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주시경의 글쓰기 스타일에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일

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서 언급한 『훈민정음』이 일정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훈민정음』이라는 문헌 자체의 영향이 있었다기보다

는 그가 『훈민정음』을 볼 수 있게 된 저간의 사정이 그의 글쓰기 스타일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는 게 좀더 타당할 것 같다. 지석영을 통해 1905년 실록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 기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주시경이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라고는 18세기에 처음 

간행된 『화동정음통석운고』뿐이었다. 그러나 지석영을 비롯한 한문 식자층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비로소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와 같은 이른바 ‘고전’을 접할 수가 있었

다. 당시 주시경이 보았던 『훈민정음』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비고』에 실린 

것으로서 「해례」 부분은 빠진 상태였지만, 세종 당시의 문헌은 그에게 매우 소중한 것

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훈민정음』의 ‘終聲復用初聲’ 규정과 『용비어천가』에서 발견

되는 ‘ㅍ, ㅈ, ㅊ, ㅿ’ 등의 받침은 그의 ‘본음, 원체, 법식’에 기반한 표기 이론의 강력

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시경은 지식인 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이와 같은 문

헌 자료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는 1902년에 지석영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1904년에 ‘ㆍ’의 

‘ㅣㅡ 합음설’의 타당함을 인정받고 난 후(지석영은 이 설에 입각해 ‘’를 새로 만들

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1905년에는 『훈민정음』을, 1907년에는 『용비어천가』를 얻

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한문에서 배제된 계층이 아니라 바로 

그 한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계층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를 느

꼈을 것이다. 이는 1907년 이른바 ‘개신 유학자’들이 주도하던『황성신문』에 「必尙自國

言文」(1907.4.1~6.)을 기고한 데서 드러나거니와 무엇보다도 학부에 설치된 국문연구

2) 주시경은 1905년 여름 지석영을 통해 『문헌비고』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 기사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히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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籍是而正音二十八字를 謂非 世宗之始製文字哉아! (『국문강의』발문 1a)

여러 번 반복되는 ‘시제(始製)’가 당시에 통용되던 어휘인지 ‘비로소(처음으로) 만들

다’라는 의미의 한문식 조어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世

所共知, 亦有詳載, 或有依倣梵書之模, 又改而作國文” 등의 표현이 한문식 구절, 또는 문

장 그 자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薛聰은 但假字而作吏讀요 曾

無國文之所製를 亦無疑可知며” 같은 부분이나 “何可籍是而正音二十八字를 謂非 世宗之始

製文字哉아” 등에 이르면 이것이 한문으로 된 고문(古文)에 조사나 어미류의 토를 단 

정도, 즉 ‘현토체’ 문장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 

『국문강의』 맨 앞에 오는 “略例”(물론 이는 이 책의 본문이 다 씌어진 이후 맨 마지막

에 작성되었을 것이다)는 이러한 토조차도 없는 완전한 한문 문장이다.

此書 余昨冬以至今日 口授於學生 但爲若干便宜 臨時偷假而一二張式著刊 故措辭不美或簡或

煩或疊或亂 事勢之所因 間以一義字樣之不同亦因此故也

盖此書非圖準其字樣之法而定式也 將欲先解此義而後自改正也

此書槪論音理之天然及法式之自在 而設世誤之最亂庶爲辨正國文誤習之一資也哉 (『국문강의』

‘약례(略例)’)

위는 이 책이 만들어진 경위와 의도하는 바 등을 기술한 것으로 굳이 한문 문장으로 

표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주시경의 기존 글쓰기 형식과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이 책의 본문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 방식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런 식의 문장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가 갑자기 한자를 많이 사용해야 할 이유

를 텍스트 내적인 차원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문헌비고』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 부

분을 보고 난 뒤에 집필된 『국문강의』에는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에서 인용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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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표현들이 이 책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2) 그러나 『국문문법』에서도 

『화동정운통석운고』의 내용을 발췌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사

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한문식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는 『국문강의』에서도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차츰 변화하고 결국 위의 ‘발

문’과 ‘범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문 문장’을 방불하게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주시경의 글쓰기 스타일에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일

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서 언급한 『훈민정음』이 일정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훈민정음』이라는 문헌 자체의 영향이 있었다기보다

는 그가 『훈민정음』을 볼 수 있게 된 저간의 사정이 그의 글쓰기 스타일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는 게 좀더 타당할 것 같다. 지석영을 통해 1905년 실록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 기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주시경이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라고는 18세기에 처음 

간행된 『화동정음통석운고』뿐이었다. 그러나 지석영을 비롯한 한문 식자층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비로소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와 같은 이른바 ‘고전’을 접할 수가 있었

다. 당시 주시경이 보았던 『훈민정음』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비고』에 실린 

것으로서 「해례」 부분은 빠진 상태였지만, 세종 당시의 문헌은 그에게 매우 소중한 것

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훈민정음』의 ‘終聲復用初聲’ 규정과 『용비어천가』에서 발견

되는 ‘ㅍ, ㅈ, ㅊ, ㅿ’ 등의 받침은 그의 ‘본음, 원체, 법식’에 기반한 표기 이론의 강력

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시경은 지식인 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이와 같은 문

헌 자료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는 1902년에 지석영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1904년에 ‘ㆍ’의 

‘ㅣㅡ 합음설’의 타당함을 인정받고 난 후(지석영은 이 설에 입각해 ‘’를 새로 만들

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1905년에는 『훈민정음』을, 1907년에는 『용비어천가』를 얻

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한문에서 배제된 계층이 아니라 바로 

그 한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계층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를 느

꼈을 것이다. 이는 1907년 이른바 ‘개신 유학자’들이 주도하던『황성신문』에 「必尙自國

言文」(1907.4.1~6.)을 기고한 데서 드러나거니와 무엇보다도 학부에 설치된 국문연구

2) 주시경은 1905년 여름 지석영을 통해 『문헌비고』에 실린 훈민정음 관련 기사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히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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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위원으로 행한 활동 자체가 국가 정책에 관여하던 관료 및 지식인 계층에 자신의 

이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글쓰기

는 당연히 한문 위주의 국한문 혼용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3) 이러한 ‘국한문 혼용’의 

글쓰기는 그러한 전략을 채택한 매체(예컨대 『황성신문』)에의 기고문이나 국가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국문연구안』(1907~1908),『국문연구』(1909))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개

인 이름으로 출판된 저서 『국어문전음학』(1908)에서도,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간행되지 

않은 원고본 『말』(1907~1908?)의 대부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국어문법』에 이르면 이런 경향에 다시 한 번 변화가 생긴다. 물론 이 책에

서도 「서(序)」와 「국문의 소리」 부분은 『국어문전음학』이나 국문연구소 보고서와 다름

없는 정도의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난갈」과 「짬듬갈」 부분에서는 새로

운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외에는 한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야말로 ‘순국문’으로 

본문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물론 이 『국어문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유어로 

된 주시경 특유의 문법 용어들이다. ‘기난갈’과 ‘짬듬갈’에서 사용되는 그 숱한 용어들

뿐만 아니라 국한문으로 기술된 ‘국문의 소리’에서도 상당수의 술어들이 고유어로 고쳐

져 있다. ‘읏듬소리(모음), 붙음소리(자음), 낫내(음절), 섞임소리(혼합음)’ 등이 바로 그

것인데, 이러한 용어들의 고유어화가 대부분 이 『국어문법』(1910)의 출판 직전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09년의 검열본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고영근 1995),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온글의잡이’의 한 항목에서 “이 글은 

다 漢文을 섞어 만들엇던것인데 이 제 다 우리나라 말로 곧히어 만들고자 하나 밧븜을 

말미암아 다 곧히지 못함으로 틈틈이 漢文이 잇음은 이 까닭이라”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어문법』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문체의 변개가 어

떤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유어로 된 새로운 용어의 등

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요한 술어가 모두 고유어로 바뀌는 

마당에 국한문 혼용의 글쓰기를 고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시경의 이 

3) 『황성신문』에 실린 「필상자국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動物競爭, 人爲最强動物, 人以文言 得亨最强之勸, 人類競爭 文言有關, 天下區域及 人種不同, 自國文覺 爲自國特立之表 而或被他弄則 

其禍之如何, 廣文言而奪人國, 自國文制用之由, 天下文言之數, 象形記音兩文字之時代, 象形記音兩文利害考, 我國文言, 必修自國之文言, 
自國文言 不修之禍, 文言之爲用 如機關, 世宗大王 始制正音, 後生不效 聖意猶尙漢文之歎, 勸告全國有志諸君 與上下同胞

   이는 본문 중간에 있는 소제목들로서 물론 본문 자체가 이와 같이 한문 문장인 것은 아니고 이른바 ‘국주한종(國主漢從)’의 국한문 혼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 소제목들을 주시경이 직접 단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삽입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경이 이러한 한문 문장식의 제목이 달리는 매체에 국한문 혼용의 글을 기고한 의미나 의도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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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거니와 그전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검열본을 검토해 보면 ‘이온글의잡이’의 또 다른 항목에서 지석영이 언급되

었다가 삭제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즉 검열본의 초고에는 “漢字로 國語文法이라 
은 그때에 지석영시가 줌이요”라고 했던 것을 “漢字로 國語文法이라 함은 그때의 이름

대로 둠이라”라고 수정하여 ‘지석영이 이 책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 부분을 삭제한 

것인데, 지석영을 비롯한 한문 지식 계층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던 시점

부터 한자의 사용이 빈번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무심히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듯하다. 고유어로 용어를 짓고 순국문으로 본문 내용을 기술하는 시점과 지석영

의 이름을 지우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1905, 6년경부

터 시작된 지석영을 비롯한 전통적인 한문 지식 계층을 염두에 둔 주시경의 글쓰기가 

이제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독자층을 상정하는 글쓰

기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어로 된 용어

를 새로 만들어 쓰면서 발생한 변화이다.

2) 새로운 술어가 갖는 의미

주시경은 『가뎡잡지』 1907년 1월호에 실은 ‘모음의 대강 이야기’에서 ‘자음’과 

‘모음’이라는 ‘번역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젼에는 음이던지 모음이던지 통칭여 모(字母)라 엿고 스로 발 음을 모음

(母音)이라 고 스로 발는 음을 의지 후에야 발는 음을 음(子音)이라  일

홈은 근 년로 흔이 쓰 말인 이 아마 쳥국에 구쥬의 교통이 열린 후로 구쥬에셔 

스로 발는 음을 바웰이라는 말을 한문 로 모음이라 고 스로 발는 음을 의

지 후에야 발는 음을 칸숀낸트라 는 말을 한문 로 음이라 일홈여 부르는 것

인가 보도다 (「모음의 대강 이야기」, 28-29쪽)

즉, ‘자음, 모음’이란 말은 이전에는 없던 것인데 유럽에서 쓰는 ‘바웰, 칸숀낸트’라

는 말을 한문으로 각각 이름 지어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 그는 이 번역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어떤 이가 묻기를 ‘자식[子

音]이 있으면 어미[母音]뿐만 아니라 아비도 있을 터이니 부음(父音)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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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위원으로 행한 활동 자체가 국가 정책에 관여하던 관료 및 지식인 계층에 자신의 

이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글쓰기

는 당연히 한문 위주의 국한문 혼용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3) 이러한 ‘국한문 혼용’의 

글쓰기는 그러한 전략을 채택한 매체(예컨대 『황성신문』)에의 기고문이나 국가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국문연구안』(1907~1908),『국문연구』(1909))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개

인 이름으로 출판된 저서 『국어문전음학』(1908)에서도,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간행되지 

않은 원고본 『말』(1907~1908?)의 대부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국어문법』에 이르면 이런 경향에 다시 한 번 변화가 생긴다. 물론 이 책에

서도 「서(序)」와 「국문의 소리」 부분은 『국어문전음학』이나 국문연구소 보고서와 다름

없는 정도의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난갈」과 「짬듬갈」 부분에서는 새로

운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외에는 한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야말로 ‘순국문’으로 

본문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물론 이 『국어문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유어로 

된 주시경 특유의 문법 용어들이다. ‘기난갈’과 ‘짬듬갈’에서 사용되는 그 숱한 용어들

뿐만 아니라 국한문으로 기술된 ‘국문의 소리’에서도 상당수의 술어들이 고유어로 고쳐

져 있다. ‘읏듬소리(모음), 붙음소리(자음), 낫내(음절), 섞임소리(혼합음)’ 등이 바로 그

것인데, 이러한 용어들의 고유어화가 대부분 이 『국어문법』(1910)의 출판 직전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09년의 검열본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고영근 1995),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온글의잡이’의 한 항목에서 “이 글은 

다 漢文을 섞어 만들엇던것인데 이 제 다 우리나라 말로 곧히어 만들고자 하나 밧븜을 

말미암아 다 곧히지 못함으로 틈틈이 漢文이 잇음은 이 까닭이라”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어문법』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문체의 변개가 어

떤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유어로 된 새로운 용어의 등

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요한 술어가 모두 고유어로 바뀌는 

마당에 국한문 혼용의 글쓰기를 고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시경의 이 

3) 『황성신문』에 실린 「필상자국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動物競爭, 人爲最强動物, 人以文言 得亨最强之勸, 人類競爭 文言有關, 天下區域及 人種不同, 自國文覺 爲自國特立之表 而或被他弄則 

其禍之如何, 廣文言而奪人國, 自國文制用之由, 天下文言之數, 象形記音兩文字之時代, 象形記音兩文利害考, 我國文言, 必修自國之文言, 
自國文言 不修之禍, 文言之爲用 如機關, 世宗大王 始制正音, 後生不效 聖意猶尙漢文之歎, 勸告全國有志諸君 與上下同胞

   이는 본문 중간에 있는 소제목들로서 물론 본문 자체가 이와 같이 한문 문장인 것은 아니고 이른바 ‘국주한종(國主漢從)’의 국한문 혼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 소제목들을 주시경이 직접 단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삽입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경이 이러한 한문 문장식의 제목이 달리는 매체에 국한문 혼용의 글을 기고한 의미나 의도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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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거니와 그전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검열본을 검토해 보면 ‘이온글의잡이’의 또 다른 항목에서 지석영이 언급되

었다가 삭제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즉 검열본의 초고에는 “漢字로 國語文法이라 
은 그때에 지석영시가 줌이요”라고 했던 것을 “漢字로 國語文法이라 함은 그때의 이름

대로 둠이라”라고 수정하여 ‘지석영이 이 책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 부분을 삭제한 

것인데, 지석영을 비롯한 한문 지식 계층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던 시점

부터 한자의 사용이 빈번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무심히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듯하다. 고유어로 용어를 짓고 순국문으로 본문 내용을 기술하는 시점과 지석영

의 이름을 지우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1905, 6년경부

터 시작된 지석영을 비롯한 전통적인 한문 지식 계층을 염두에 둔 주시경의 글쓰기가 

이제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독자층을 상정하는 글쓰

기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유어로 된 용어

를 새로 만들어 쓰면서 발생한 변화이다.

2) 새로운 술어가 갖는 의미

주시경은 『가뎡잡지』 1907년 1월호에 실은 ‘모음의 대강 이야기’에서 ‘자음’과 

‘모음’이라는 ‘번역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젼에는 음이던지 모음이던지 통칭여 모(字母)라 엿고 스로 발 음을 모음

(母音)이라 고 스로 발는 음을 의지 후에야 발는 음을 음(子音)이라  일

홈은 근 년로 흔이 쓰 말인 이 아마 쳥국에 구쥬의 교통이 열린 후로 구쥬에셔 

스로 발는 음을 바웰이라는 말을 한문 로 모음이라 고 스로 발는 음을 의

지 후에야 발는 음을 칸숀낸트라 는 말을 한문 로 음이라 일홈여 부르는 것

인가 보도다 (「모음의 대강 이야기」, 28-29쪽)

즉, ‘자음, 모음’이란 말은 이전에는 없던 것인데 유럽에서 쓰는 ‘바웰, 칸숀낸트’라

는 말을 한문으로 각각 이름 지어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 그는 이 번역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어떤 이가 묻기를 ‘자식[子

音]이 있으면 어미[母音]뿐만 아니라 아비도 있을 터이니 부음(父音)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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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주시경은 ‘글자의 뜻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

나, 자음은 모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음에 의지할 뿐 자재(自在)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해를 모난 유리에 비춰 보았을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색

이 유리에서 나는 것이 아님과 같은 이치라고 부연하고 있는데,4) 이어 그는 이와 같이 

‘자음, 모음’이라는 말이 ‘글자의 뜻으로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모 말 뜻

에 상관 없는 음으로 특별히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잡지에 음이라 모음이라 쓰는 것은 한문에 근 흔히 쓰는 말을 아 

쓰는 것이로되 일홈진 글의 으로 원을 오해 폐단이 잇을터이면 차라리 아모 말 

에 샹관 업는 음으로 특별이 일홈을 지어 쓰는 것이 조케도다 (「모음의 대강 이야기」, 

29-30쪽)

여기서 주시경은 한자로 지은 이름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인해 잘못 이해

할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말 뜻에 상관 없는 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했다. 즉 

뜻과 상관없이 음으로만 이름을 짓자는 것인데 물론 이런 바람은 이 글을 쓸 때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후의 저술인 『국어문전음학』(1908), 『국문연구안』(1907~1908), 

『국문연구』(1909)에서도 여전히 ‘子音, 母音’과 같이 한자로 조어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특히 지식인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술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식의 고민은 이전 저술에서

도 발견된다. 예컨대 『국문강의』에서는 ‘중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간’ 같은 경우에

는 ‘ㅏ’가 ‘ㄱ’와 ‘ㄴ’ 가운데 있으니 문제가 없으나 ‘가’라고 했을 때, 또 ‘악’이나 ‘아’

라고 했을 때는(‘ㅇ’은 발음되지 않은 것이므로) ‘ㅏ’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부

적절한 이름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역시 ‘이름에 사용된 글자의 뜻으로 그 

성질과 실정을 짐작하고 믿는 폐’를 지적한 것이다.(『국문강의』44b-45b) 이와 같이 글

자, 즉 한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주시경은 1909년까지는 한자로 된 용어를 사용했다. 아마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

4)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국문연구안』(1907~1908: 38b-39b)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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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당시에 그의 글은 한자식 조어에 익숙한 기존 지식인 계층을 향한 것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1910년의 『국어문법』에 

오면 일변한다. 그리고 이는 그가 그전부터 염두에 두었던, ‘뜻과 상관없이 음으로만 

지은 이름’의 등장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리갈』(1912)을 분석한 최명옥(1979: 126)에는 주시경의 ‘음학(音

學)’ 관계 술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역시 『국어

문법』(1910)이 분기점이 됨을 알 수 있다. 『국문강의』(1906), 『국문연구안』

(1907~1908) 『국어문전음학』(1908)의 술어들이 한자 조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거

의 일치하고, 『국어문법』(1910)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고유어 어휘가 「한나라말」

(1910), 「소리갈」(1912?), 『조선어문법』(1913, 재판본)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

되고 있으며, 『말의 소리』(1914)에 오면 여전히 고유어 어휘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소

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자음, 모음’은 『국어문법』에서 ‘읏듬소리, 붙음소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데, 이는 『말의 소리』에서 다시 ‘닷소리, 홀소리’로 변화를 겪는다. 또한 다른 것과 섞

이지 않은 소리로 ‘원소’가 되는 ‘단음(單音)’과 이들의 결합으로 생긴 ‘합음’을 『국어문

법』에서는 각각 ‘홋소리, 겹소리’라고 했다가 『말의 소리』에서는 ‘홋소리, 거듭소리’로 

수정한다. 이밖에도 ‘혼합음(混合音)/혼탁음(混濁音), 배음(配音)/첩탁음(疊濁音), 쌍음(雙

音)/쌍탁음(雙濁音)’ 등이 각각 『국어문법』에서 ‘섞임소리, 덧소리, 짝소리’로, 『말의 소

리』에서는 ‘석임거듭소리, 덧거듭소리, 짝거듭소리’로 바뀌게 된다. 그 외에 ‘접변(接

變), 음성(音性), 관습(慣習)’과 같이『국어문법』에서도 아직 한자 조어로 되었던 것들이 

『말의 소리』에 오면 ‘이어박구임, 소리의빗, 익음’과 같이 대부분 고유어로 대체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어문법』을 기점으로 해서 고유어로 바뀐 술어는 ‘음학’과 관

련된 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국문문법』(1905)에서 ‘명호(名號), 동작(動作), 형용(形容)’ 

등으로, 원고본 『말』(1907~1908?)에서는 앞의 용어 외에도 ‘명자(名字), 동자(動字), 형

자(形字)’ 등으로도 불렸던 품사 관련 용어들이 『국어문법』에서는 ‘임, 움, 엇’ 등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품사 분류’를 뜻하는 말 자체도 ‘언분(言分)’ 또는 ‘자분(字分)’이라 

했던 것이 『국어문법』에서 ‘기난갈’로, 그리고 『말의 소리』에서는 ‘씨난’으로 바뀌게 된

다.5) 뿐만 아니라 원고본 『말』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장 층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자(主

5) ‘언분(言分)’은 『국문문법』에서 보이고, ‘자분(字分)’은 『국어문법』의 검열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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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주시경은 ‘글자의 뜻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

나, 자음은 모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음에 의지할 뿐 자재(自在)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해를 모난 유리에 비춰 보았을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색

이 유리에서 나는 것이 아님과 같은 이치라고 부연하고 있는데,4) 이어 그는 이와 같이 

‘자음, 모음’이라는 말이 ‘글자의 뜻으로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모 말 뜻

에 상관 없는 음으로 특별히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잡지에 음이라 모음이라 쓰는 것은 한문에 근 흔히 쓰는 말을 아 

쓰는 것이로되 일홈진 글의 으로 원을 오해 폐단이 잇을터이면 차라리 아모 말 

에 샹관 업는 음으로 특별이 일홈을 지어 쓰는 것이 조케도다 (「모음의 대강 이야기」, 

29-30쪽)

여기서 주시경은 한자로 지은 이름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인해 잘못 이해

할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말 뜻에 상관 없는 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했다. 즉 

뜻과 상관없이 음으로만 이름을 짓자는 것인데 물론 이런 바람은 이 글을 쓸 때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후의 저술인 『국어문전음학』(1908), 『국문연구안』(1907~1908), 

『국문연구』(1909)에서도 여전히 ‘子音, 母音’과 같이 한자로 조어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특히 지식인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술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식의 고민은 이전 저술에서

도 발견된다. 예컨대 『국문강의』에서는 ‘중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간’ 같은 경우에

는 ‘ㅏ’가 ‘ㄱ’와 ‘ㄴ’ 가운데 있으니 문제가 없으나 ‘가’라고 했을 때, 또 ‘악’이나 ‘아’

라고 했을 때는(‘ㅇ’은 발음되지 않은 것이므로) ‘ㅏ’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부

적절한 이름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역시 ‘이름에 사용된 글자의 뜻으로 그 

성질과 실정을 짐작하고 믿는 폐’를 지적한 것이다.(『국문강의』44b-45b) 이와 같이 글

자, 즉 한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주시경은 1909년까지는 한자로 된 용어를 사용했다. 아마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

4)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국문연구안』(1907~1908: 38b-39b)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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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당시에 그의 글은 한자식 조어에 익숙한 기존 지식인 계층을 향한 것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1910년의 『국어문법』에 

오면 일변한다. 그리고 이는 그가 그전부터 염두에 두었던, ‘뜻과 상관없이 음으로만 

지은 이름’의 등장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리갈』(1912)을 분석한 최명옥(1979: 126)에는 주시경의 ‘음학(音

學)’ 관계 술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역시 『국어

문법』(1910)이 분기점이 됨을 알 수 있다. 『국문강의』(1906), 『국문연구안』

(1907~1908) 『국어문전음학』(1908)의 술어들이 한자 조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거

의 일치하고, 『국어문법』(1910)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고유어 어휘가 「한나라말」

(1910), 「소리갈」(1912?), 『조선어문법』(1913, 재판본)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

되고 있으며, 『말의 소리』(1914)에 오면 여전히 고유어 어휘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소

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자음, 모음’은 『국어문법』에서 ‘읏듬소리, 붙음소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데, 이는 『말의 소리』에서 다시 ‘닷소리, 홀소리’로 변화를 겪는다. 또한 다른 것과 섞

이지 않은 소리로 ‘원소’가 되는 ‘단음(單音)’과 이들의 결합으로 생긴 ‘합음’을 『국어문

법』에서는 각각 ‘홋소리, 겹소리’라고 했다가 『말의 소리』에서는 ‘홋소리, 거듭소리’로 

수정한다. 이밖에도 ‘혼합음(混合音)/혼탁음(混濁音), 배음(配音)/첩탁음(疊濁音), 쌍음(雙

音)/쌍탁음(雙濁音)’ 등이 각각 『국어문법』에서 ‘섞임소리, 덧소리, 짝소리’로, 『말의 소

리』에서는 ‘석임거듭소리, 덧거듭소리, 짝거듭소리’로 바뀌게 된다. 그 외에 ‘접변(接

變), 음성(音性), 관습(慣習)’과 같이『국어문법』에서도 아직 한자 조어로 되었던 것들이 

『말의 소리』에 오면 ‘이어박구임, 소리의빗, 익음’과 같이 대부분 고유어로 대체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어문법』을 기점으로 해서 고유어로 바뀐 술어는 ‘음학’과 관

련된 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국문문법』(1905)에서 ‘명호(名號), 동작(動作), 형용(形容)’ 

등으로, 원고본 『말』(1907~1908?)에서는 앞의 용어 외에도 ‘명자(名字), 동자(動字), 형

자(形字)’ 등으로도 불렸던 품사 관련 용어들이 『국어문법』에서는 ‘임, 움, 엇’ 등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품사 분류’를 뜻하는 말 자체도 ‘언분(言分)’ 또는 ‘자분(字分)’이라 

했던 것이 『국어문법』에서 ‘기난갈’로, 그리고 『말의 소리』에서는 ‘씨난’으로 바뀌게 된

다.5) 뿐만 아니라 원고본 『말』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장 층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자(主

5) ‘언분(言分)’은 『국문문법』에서 보이고, ‘자분(字分)’은 『국어문법』의 검열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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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물자(物者), 성자(成者)’ 등의 용어 역시 『국어문법』에서 ‘임이, 씀이, 남이’로 수정

된다. 이와 같이 주시경이 그동안 사용했던 익숙한 용어들을 버리고 새로운 말을 만들

어 낸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그리고 그것은 왜 1909년 10월에 검열을 필(畢)하

고 1910년 4월에 출간된 『국어문법』에서부터였을까? 

주시경은 『국어문법』의 몇몇 곳에서 이렇게 술어를 굳이 고유어로 바꾼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우선 ‘기난갈’을 시작하기 앞서 “學術에 쓰는 말은 반듯이 俗語로 

다하지 못할것이요 또 맞지 안이함과 便하지 안이함이 잇음으로 여기에는 글 말로 쓰

되 없는 말은 새로 表를 짓어 쓰노라”(『국어문법』 27쪽)고 밝히고 있다. ‘기난갈’의 첫 

부분이 ‘기는 낫 말을 이르는 것’이고, ‘난은 分의 뜻’이며, ‘갈은 硏의 뜻과 같다’는 식

의 용어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러한 새로운 말을 쓰는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새 용어에 대한 이 첫 설명은 다소 모호한 감

이 없지 않으나(특히 ‘글 말로 쓰되’라는 부분이 그렇다) 대략 ‘일상적인 말을 학술 용

어로 쓰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새로 지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좀더 본격적인 설명은 ‘기난갈’에서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 등을 다 설명

하고 ‘짬듬갈’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右에 기의 갈래 九個 名稱은 國語로 作함이니 或은 줄임이요 或은 定함이라 漢字로 作하

면 그 文字의 義로만 解得하랴고 하는 習慣이 有하여 그 定義를 言하지 안이하면 誤解하기 

易하니 國語로 作하든지 漢字로 用하든지 定義를 擧하기는 一般인데 漢字로 定하기는 國語

로 定하기보다 未便하며 近日 日本과 支那에서 漢字로 文法에 用하는 名稱이 有하나 其中에 

本 事實에 相左함과 不足함과 國語에 不適함이 有한 故로 如一하게 하노라고 國語로 作하거

니와 如何하든지 國語에 國語를 用함이 可하지 안이하리오 이러함으로 以下에도 如此함이 

有하니라 (『국어문법』 35쪽)

여기서 주시경은 ‘기’의 각 명칭을 ‘국어’로 지은 것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우선 한자로 지으면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따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처럼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국어’로 지을 때와 매한가지

이니 이럴 바에야 ‘국어’로 정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되

는 한자식 문법 용어가 ‘본 사실’과 ‘국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이유를 든다. 

그리고 ‘국어’에 ‘국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마지막에 덧붙는다. 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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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한자에는 이미 일정한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 뜻에 상관없는 음으로만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자모음의 대강 이야기」에서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주시경은 자신의 이론과 이를 떠받치는 개념들이 당시에 통용되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고 믿었고, 따라서 기존의 용어들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드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의 설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주시경 스스로 인식했음

은 다음의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거니와, 지식인 계층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한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주시경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자신의 설을 

구별하기 위해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새로운 용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글이 우리 나라 近來 돌아 다니는 文法들과 다름이 잇다고 미리 그 맛이 쓰리라 하

여 입에 갓갑게도 안이하시고 곳 버리시지 말고 硏究하실 한 걸이로 삼아 깊이 씹어 그 

속 까지 맛보시고 그 잘못됨은 다 곧히어 그 맛을 고르게 하여 우리 나라 글이 잘 되게하

여 주시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뜻을 감히 말함이로이다 (『국어문법』118쪽)

‘근래 돌아다니는 문법’이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908년과 

1909년에 각각 최광옥과 유길준의 이름으로 출간된 『대한문전』이나 1908년~1909년

경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김규식의 『대한문법』 등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데 이들은 예컨대 지금은 매우 독특한 주시경의 용어로 생각될 수 있는 ‘변체’라는 말

을 함께 쓰고 있다든지, ‘명사, 동사, 형용사’ 따위의 품사 관련 술어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용어상으로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김규식의 ‘변

체’가 주로 성(性), 수(數)에 따른 명사의 굴곡을 의미한 데 비해 주시경은 이를 문장 

층위에서의 기능 변화에 엄밀히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품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당시 문법서들에서 ‘형용사’의 예로 ‘높은, 깊흔’(최광옥 1908:43), ‘惡, 됴

흔’(김규식 1909:23a) 등을 들고 있으나 주시경은 1908년의 『말』에서부터 이들을 이

미 ‘형용’(지금의 형용사)과는 다른 ‘형명’(지금의 관형사)으로 분리해서 처리했다. 따라

서 주시경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술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문법서들의 개념과 혼

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염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시경은 왜 굳이 이들을 

고유어로 바꾸었을까? 한자를 사용하여 새로 말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

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물론 ‘국어에 국어를 쓰는 것이 옳다’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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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물자(物者), 성자(成者)’ 등의 용어 역시 『국어문법』에서 ‘임이, 씀이, 남이’로 수정

된다. 이와 같이 주시경이 그동안 사용했던 익숙한 용어들을 버리고 새로운 말을 만들

어 낸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그리고 그것은 왜 1909년 10월에 검열을 필(畢)하

고 1910년 4월에 출간된 『국어문법』에서부터였을까? 

주시경은 『국어문법』의 몇몇 곳에서 이렇게 술어를 굳이 고유어로 바꾼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우선 ‘기난갈’을 시작하기 앞서 “學術에 쓰는 말은 반듯이 俗語로 

다하지 못할것이요 또 맞지 안이함과 便하지 안이함이 잇음으로 여기에는 글 말로 쓰

되 없는 말은 새로 表를 짓어 쓰노라”(『국어문법』 27쪽)고 밝히고 있다. ‘기난갈’의 첫 

부분이 ‘기는 낫 말을 이르는 것’이고, ‘난은 分의 뜻’이며, ‘갈은 硏의 뜻과 같다’는 식

의 용어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러한 새로운 말을 쓰는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새 용어에 대한 이 첫 설명은 다소 모호한 감

이 없지 않으나(특히 ‘글 말로 쓰되’라는 부분이 그렇다) 대략 ‘일상적인 말을 학술 용

어로 쓰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새로 지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좀더 본격적인 설명은 ‘기난갈’에서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 등을 다 설명

하고 ‘짬듬갈’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右에 기의 갈래 九個 名稱은 國語로 作함이니 或은 줄임이요 或은 定함이라 漢字로 作하

면 그 文字의 義로만 解得하랴고 하는 習慣이 有하여 그 定義를 言하지 안이하면 誤解하기 

易하니 國語로 作하든지 漢字로 用하든지 定義를 擧하기는 一般인데 漢字로 定하기는 國語

로 定하기보다 未便하며 近日 日本과 支那에서 漢字로 文法에 用하는 名稱이 有하나 其中에 

本 事實에 相左함과 不足함과 國語에 不適함이 有한 故로 如一하게 하노라고 國語로 作하거

니와 如何하든지 國語에 國語를 用함이 可하지 안이하리오 이러함으로 以下에도 如此함이 

有하니라 (『국어문법』 35쪽)

여기서 주시경은 ‘기’의 각 명칭을 ‘국어’로 지은 것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우선 한자로 지으면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따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처럼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국어’로 지을 때와 매한가지

이니 이럴 바에야 ‘국어’로 정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되

는 한자식 문법 용어가 ‘본 사실’과 ‘국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이유를 든다. 

그리고 ‘국어’에 ‘국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 마지막에 덧붙는다. 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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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한자에는 이미 일정한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 뜻에 상관없는 음으로만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자모음의 대강 이야기」에서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주시경은 자신의 이론과 이를 떠받치는 개념들이 당시에 통용되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고 믿었고, 따라서 기존의 용어들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드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의 설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주시경 스스로 인식했음

은 다음의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거니와, 지식인 계층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한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주시경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자신의 설을 

구별하기 위해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새로운 용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글이 우리 나라 近來 돌아 다니는 文法들과 다름이 잇다고 미리 그 맛이 쓰리라 하

여 입에 갓갑게도 안이하시고 곳 버리시지 말고 硏究하실 한 걸이로 삼아 깊이 씹어 그 

속 까지 맛보시고 그 잘못됨은 다 곧히어 그 맛을 고르게 하여 우리 나라 글이 잘 되게하

여 주시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뜻을 감히 말함이로이다 (『국어문법』118쪽)

‘근래 돌아다니는 문법’이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908년과 

1909년에 각각 최광옥과 유길준의 이름으로 출간된 『대한문전』이나 1908년~1909년

경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김규식의 『대한문법』 등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데 이들은 예컨대 지금은 매우 독특한 주시경의 용어로 생각될 수 있는 ‘변체’라는 말

을 함께 쓰고 있다든지, ‘명사, 동사, 형용사’ 따위의 품사 관련 술어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용어상으로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김규식의 ‘변

체’가 주로 성(性), 수(數)에 따른 명사의 굴곡을 의미한 데 비해 주시경은 이를 문장 

층위에서의 기능 변화에 엄밀히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품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당시 문법서들에서 ‘형용사’의 예로 ‘높은, 깊흔’(최광옥 1908:43), ‘惡, 됴

흔’(김규식 1909:23a) 등을 들고 있으나 주시경은 1908년의 『말』에서부터 이들을 이

미 ‘형용’(지금의 형용사)과는 다른 ‘형명’(지금의 관형사)으로 분리해서 처리했다. 따라

서 주시경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술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문법서들의 개념과 혼

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염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시경은 왜 굳이 이들을 

고유어로 바꾸었을까? 한자를 사용하여 새로 말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

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물론 ‘국어에 국어를 쓰는 것이 옳다’는 일종의 



152 2019 한글날 학술대회

민족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는 위의 주시경이 직접 밝힌 이유 중에

도 가장 말미에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우선 예컨대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말

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한자식 술어를 생각해 내는 것보다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를 생각

하는 쪽이 훨씬 덜 수고스러웠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고유어 용어는 주시경의 이론이 

기왕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법이라는, 일종의 ‘카세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

다. 주시경 스스로가 아래와 같이 새로운 용어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새롭다는 느낌 자체가 바로 이 고유어로 된 새 

술어를 통해 얻고자 한 효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줄이어 쓴 말과 새로 이름하여 쓴 말은 잠시의 눈으로 보시는 이는 이상이 여기심이 잇

겟으나 글에는 이러하게 안이할 수 없을뿐더러 外國의 文字를 符號로 쓰는 일도 잇거늘 엇

지 이는 홀로 긇으다 하리오 또 이를 漢字로 짓지 안이함은 그 漢字의 뜻으로 만 풀랴하고 

그 일의 뜻은 뜻하지 안이함을 덜고자 함이라 (『국어문법』116-117쪽)

‘카세트 효과’란 일본에서 메이지 시기에 새로 생긴 번역어의 특징을 설명한 야나부 

아키라(1982/2003)에서 제기된 것으로, 서구의 개념들을 기존에 사용되던 말로 번역

했을 때는 전통 사회에서 통용되던 의미가 남아 있어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용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ひと(사람)’나 ‘交際’ 

같은 전부터 쓰던 말이 아니라 ‘個人, 社會’와 같은 당시로서는 생소한 한자어가 번역

어로 선택된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 기왕에 사용된 바가 없는, 즉 ‘기의 

없는 텅빈 기표’라야 새로운 개념을 담아내기가 용이하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라야 ‘이 

말은 이제부터 이러저러한 뜻을 갖는다’라는 ‘약속/정의’가 쉽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자음(子音), 모음(母音)’이라는 한자 술어에 대해 가졌던 주시경의 불만은 바로 

이러한 ‘텅빈 기표’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 확실히 주시경의 고유어 

술어는 그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물론 일본 메이지 시대의 번역어들은 고유어 대

신 한자어를 택했고, 주시경은 한자어를 버리고 대신 고유어를 선택했다. 그 방향은 이

렇게 서로 정반대였으나, 그러나 선택의 이유는 같았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

이 고유어에 묻어 있는 전통 사회의 낡은 가치를 피해 생소한 한자어를 조합해냈다면, 

주시경은 기존에 통용되던 문법 술어들이 갖고 있던 관념들에서 벗어나고자 고유어를 

이용해 생소한 말들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기난갈’과 ‘짬듬갈’은 길고 긴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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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한자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

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으니, 무엇보다 ‘기존의 것과 너무 다르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곧 

내다버릴 것’을 스스로 염려할 정도로 ‘새롭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주시경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존 문법서들과 이른바 차별화에 나설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지석영을 비롯

한 지식인 계층과 교류하면서 중요한 문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학부에서 설치한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적 정책 사안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한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한문투의 문장이 나타나는 등 문체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때다. 그랬던 그가 이제 술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문장 자체도 한자가 대거 사용된 

한문투에서 탈피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문을 위주로 하던 기존 지식 계층을 염두에 두

던 그의 글쓰기 전략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지식인 계층을 아예 배제하

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된 것만큼

은 틀림없어 보인다. 앞에서 본 몇몇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주시경은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글은 『독립신문』에 실었던 「국문론」과 같이 다

시 한문에서 배제된 계층을 향하게 된 것일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의 『국어문법』은 이제 상당히 전문적 영역에 접어들었고, 그의 고유어 술

어는 오히려 여느 한자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독립신문』

이 상정한 소외 계층도, 『황성신문』의 독자들이었던 전통적 지식 계층도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국어문법』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그 ‘누

군가’는 전에 없던 새로운 계층이어야 할 텐데, 이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

시경의 이력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보는 것은 가능한데, 그는 1908년경부터 

일정한 단체를 조직해 그 회원들과 매우 긴밀히 교류했고 『국어문법』 역시 바로 그러

한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어문법』의 검열본을 검토해 보면 이 원고가 

여러 명의 필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영근(1995)에서는 이에 대해 하

나의 원본 원고를 네 명이 나누어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네 명은 물론 주시

경과 국어강습소의 제자들이자 국어연구학회의 회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1909년 10월 10일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 총회의 ‘회록’은 

이날 “周時經 先生이 文典 著述 委員”으로 피선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국어문법』의 

탄생에는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국어’를 공부하고자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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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는 위의 주시경이 직접 밝힌 이유 중에

도 가장 말미에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우선 예컨대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말

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한자식 술어를 생각해 내는 것보다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를 생각

하는 쪽이 훨씬 덜 수고스러웠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고유어 용어는 주시경의 이론이 

기왕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법이라는, 일종의 ‘카세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

다. 주시경 스스로가 아래와 같이 새로운 용어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새롭다는 느낌 자체가 바로 이 고유어로 된 새 

술어를 통해 얻고자 한 효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줄이어 쓴 말과 새로 이름하여 쓴 말은 잠시의 눈으로 보시는 이는 이상이 여기심이 잇

겟으나 글에는 이러하게 안이할 수 없을뿐더러 外國의 文字를 符號로 쓰는 일도 잇거늘 엇

지 이는 홀로 긇으다 하리오 또 이를 漢字로 짓지 안이함은 그 漢字의 뜻으로 만 풀랴하고 

그 일의 뜻은 뜻하지 안이함을 덜고자 함이라 (『국어문법』116-117쪽)

‘카세트 효과’란 일본에서 메이지 시기에 새로 생긴 번역어의 특징을 설명한 야나부 

아키라(1982/2003)에서 제기된 것으로, 서구의 개념들을 기존에 사용되던 말로 번역

했을 때는 전통 사회에서 통용되던 의미가 남아 있어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용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ひと(사람)’나 ‘交際’ 

같은 전부터 쓰던 말이 아니라 ‘個人, 社會’와 같은 당시로서는 생소한 한자어가 번역

어로 선택된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 기왕에 사용된 바가 없는, 즉 ‘기의 

없는 텅빈 기표’라야 새로운 개념을 담아내기가 용이하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라야 ‘이 

말은 이제부터 이러저러한 뜻을 갖는다’라는 ‘약속/정의’가 쉽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자음(子音), 모음(母音)’이라는 한자 술어에 대해 가졌던 주시경의 불만은 바로 

이러한 ‘텅빈 기표’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 확실히 주시경의 고유어 

술어는 그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물론 일본 메이지 시대의 번역어들은 고유어 대

신 한자어를 택했고, 주시경은 한자어를 버리고 대신 고유어를 선택했다. 그 방향은 이

렇게 서로 정반대였으나, 그러나 선택의 이유는 같았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

이 고유어에 묻어 있는 전통 사회의 낡은 가치를 피해 생소한 한자어를 조합해냈다면, 

주시경은 기존에 통용되던 문법 술어들이 갖고 있던 관념들에서 벗어나고자 고유어를 

이용해 생소한 말들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기난갈’과 ‘짬듬갈’은 길고 긴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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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한자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

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으니, 무엇보다 ‘기존의 것과 너무 다르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곧 

내다버릴 것’을 스스로 염려할 정도로 ‘새롭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주시경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존 문법서들과 이른바 차별화에 나설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지석영을 비롯

한 지식인 계층과 교류하면서 중요한 문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학부에서 설치한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적 정책 사안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한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한문투의 문장이 나타나는 등 문체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때다. 그랬던 그가 이제 술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문장 자체도 한자가 대거 사용된 

한문투에서 탈피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문을 위주로 하던 기존 지식 계층을 염두에 두

던 그의 글쓰기 전략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지식인 계층을 아예 배제하

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된 것만큼

은 틀림없어 보인다. 앞에서 본 몇몇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주시경은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글은 『독립신문』에 실었던 「국문론」과 같이 다

시 한문에서 배제된 계층을 향하게 된 것일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의 『국어문법』은 이제 상당히 전문적 영역에 접어들었고, 그의 고유어 술

어는 오히려 여느 한자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독립신문』

이 상정한 소외 계층도, 『황성신문』의 독자들이었던 전통적 지식 계층도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국어문법』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그 ‘누

군가’는 전에 없던 새로운 계층이어야 할 텐데, 이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

시경의 이력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보는 것은 가능한데, 그는 1908년경부터 

일정한 단체를 조직해 그 회원들과 매우 긴밀히 교류했고 『국어문법』 역시 바로 그러

한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어문법』의 검열본을 검토해 보면 이 원고가 

여러 명의 필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영근(1995)에서는 이에 대해 하

나의 원본 원고를 네 명이 나누어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네 명은 물론 주시

경과 국어강습소의 제자들이자 국어연구학회의 회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1909년 10월 10일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 총회의 ‘회록’은 

이날 “周時經 先生이 文典 著述 委員”으로 피선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국어문법』의 

탄생에는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국어’를 공부하고자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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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면서 정리한 원고에서 출발했고, 이들이 만든 단체가 계획한 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된 것이 바로 『국어문법』이었던 것이다. 주시경의 자신감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국어강습소의 성황과 연구 모임의 진척은 여전히 한문에 얽매여 있는 지식 계

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시경의 글쓰기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계몽이나 지식인 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세력

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작업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바로 이 강습소 및 단체의 활동과 그 의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3. 외적 전략 - ‘권위’의 형성

1) ‘한글모죽보기’와 주시경의 활동

‘한글학회 예순돌 기념 국어학 도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한글모죽

보기」에는 주시경이 1910년 전후에 조직한 단체의 활동 양상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

어 있다. 고영근(1985)은 필체 등을 근거로 이 글이 대부분 주시경의 직계 제자 중 하

나인 이규영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글의 내용 및 이규영의 작고 시점(1920년) 등을 

고려해 1918~1919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6) 여기에는 단체의 ‘연혁, 회록, 

회칙, 임원 일람, 회원 일람, 졸업 증서’ 등이 실려 있어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주시경은 1908년 8월 31일 상동청년학원 내에 개설되었

던 하기국어강습소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國語演究學會’를 조직한다.7) 이 단체는 이후 

1911년에는 ‘배달말글몯움(조선언문회)’으로, 1913년에는 ‘한글모’로 이름을 바꾸는데, 

산하에 ‘하기국어강습소’ 및 ‘조선어강습원’(이후 ‘한글배곧’으로 개칭)을 두고 최소한 

1917년까지 활동을 지속한다. 고영근(1985: 116-11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선어

연구회(1921) ― 동인지 『한글』(1927) ― 조선어학회(1931)’라는 일련의 흐름이 특히 

그 인적 구성이라는 면에서 1908년에 출발한 이 국어연구학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 「한글모죽보기」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 자료는 『한힌샘 연구』1(1988) 및 『주시경전서』6(1992)에 영인되어 실려 있다.

7) 이 명칭에는 다소간 혼란이 있는데 ‘연혁’에는 ‘國語硏究學會’라고 되어 있으나, 1908년 8월 31일자 ‘회록’에는 “會名은 國語演究學會
라 명명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창립 당시에는 후자의 이름을 썼으나 나중에 보다 익숙한 ‘硏究’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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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시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꽤 이른 시기부터, 예컨대 ‘ㆍ’의 ‘ㅣ ㅡ’ 합음설

과 ‘ㅈ, ㅊ, ㅋ, ㅌ, ㅍ’ 등의 종성 표기와 같은 ‘국문’에 대한 독특한 설을 견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해 동조자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 찬동하는 

이를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몇 군데서 토로하고 있는데, 1906년에 씌어진 『국문

강의』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時急히 更張 일이 만커니와 國文을 修正 일이 最急고 重要지라 

그런 고로 余ㅣ 十七八歲로붙어 이를 念慮어 엇지어야 잘 될가 고 國文字로 말 글

을 더러 求어 보고 國語 窮究기를 未嘗不 게으르게 지 안이게 엿스나 愚者도 千

慮면 必有一得이라 니 余는 愚之最愚者인 故로 幾千慮에 至어 一得이 잇는지 不解거

니와 이제 그 糟粕이나 所得이 잇는듯 으로 國文同式會를 規設다가 誠力이 不足엇던

지 同意는 이를 別로 보지 못어 그 을 이내 일우지 못고 다시 엇지 면 國文이 

修正될가 設力나  效驗을 보지 못 고 不得已여 다만 余의 所究로 學生에게 敎授

다가 其餘紙를 收編니 이는 音理만 大綱말 것이요 國語는 次期에 敎授코자 니 余

ㅣ 이러케 은 國文의 한 어루광 노릇이나 고자 이라 高明신 이들은 일로 좇아 

우리 文言을 硏究고 修正어 …… (『국문강의』 발문5a,b)

어려서부터 국문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수천 번이나 고민한 결과 조금이나마 

소득이 있어 ‘국문동식회’를 조직했으나 동의하는 이가 없어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했

고, 또 그 후에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이들에게 알리려고) 힘껏 노력해 

보았으나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혼자만의 연구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나누어 주던 자료를 묶은 것이 이 『국문강의』라

는 이야기다. 이 책의 말미에 실린 ‘발문’, 거기서도 마지막 부분인 위의 대목에서 그

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자신을 ‘어릿광대’에 빗대

어 표현하고 있다. 어릿광대가 앞에 나와 재주를 넘으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쳐다보

게 되듯, 자신도 다만 그런 하찮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니 ‘고명한 분’들께서 이

를 보고 제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이다. 여기서 ‘고명한 분들’이란 필시 전통적인 지

식 계층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어릿광대를 자처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종의 비장함

마저 감지할 수 있기는 하나, 어떻게 해도 동조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

임을 감안하면 일종의 무력감이나 절망감 같은 것이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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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국어강습소의 성황과 연구 모임의 진척은 여전히 한문에 얽매여 있는 지식 계

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시경의 글쓰기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계몽이나 지식인 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세력

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작업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바로 이 강습소 및 단체의 활동과 그 의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3. 외적 전략 - ‘권위’의 형성

1) ‘한글모죽보기’와 주시경의 활동

‘한글학회 예순돌 기념 국어학 도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한글모죽

보기」에는 주시경이 1910년 전후에 조직한 단체의 활동 양상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

어 있다. 고영근(1985)은 필체 등을 근거로 이 글이 대부분 주시경의 직계 제자 중 하

나인 이규영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글의 내용 및 이규영의 작고 시점(1920년) 등을 

고려해 1918~1919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6) 여기에는 단체의 ‘연혁, 회록, 

회칙, 임원 일람, 회원 일람, 졸업 증서’ 등이 실려 있어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주시경은 1908년 8월 31일 상동청년학원 내에 개설되었

던 하기국어강습소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國語演究學會’를 조직한다.7) 이 단체는 이후 

1911년에는 ‘배달말글몯움(조선언문회)’으로, 1913년에는 ‘한글모’로 이름을 바꾸는데, 

산하에 ‘하기국어강습소’ 및 ‘조선어강습원’(이후 ‘한글배곧’으로 개칭)을 두고 최소한 

1917년까지 활동을 지속한다. 고영근(1985: 116-11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선어

연구회(1921) ― 동인지 『한글』(1927) ― 조선어학회(1931)’라는 일련의 흐름이 특히 

그 인적 구성이라는 면에서 1908년에 출발한 이 국어연구학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 「한글모죽보기」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 자료는 『한힌샘 연구』1(1988) 및 『주시경전서』6(1992)에 영인되어 실려 있다.

7) 이 명칭에는 다소간 혼란이 있는데 ‘연혁’에는 ‘國語硏究學會’라고 되어 있으나, 1908년 8월 31일자 ‘회록’에는 “會名은 國語演究學會
라 명명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창립 당시에는 후자의 이름을 썼으나 나중에 보다 익숙한 ‘硏究’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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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시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꽤 이른 시기부터, 예컨대 ‘ㆍ’의 ‘ㅣ ㅡ’ 합음설

과 ‘ㅈ, ㅊ, ㅋ, ㅌ, ㅍ’ 등의 종성 표기와 같은 ‘국문’에 대한 독특한 설을 견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해 동조자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 찬동하는 

이를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몇 군데서 토로하고 있는데, 1906년에 씌어진 『국문

강의』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時急히 更張 일이 만커니와 國文을 修正 일이 最急고 重要지라 

그런 고로 余ㅣ 十七八歲로붙어 이를 念慮어 엇지어야 잘 될가 고 國文字로 말 글

을 더러 求어 보고 國語 窮究기를 未嘗不 게으르게 지 안이게 엿스나 愚者도 千

慮면 必有一得이라 니 余는 愚之最愚者인 故로 幾千慮에 至어 一得이 잇는지 不解거

니와 이제 그 糟粕이나 所得이 잇는듯 으로 國文同式會를 規設다가 誠力이 不足엇던

지 同意는 이를 別로 보지 못어 그 을 이내 일우지 못고 다시 엇지 면 國文이 

修正될가 設力나  效驗을 보지 못 고 不得已여 다만 余의 所究로 學生에게 敎授

다가 其餘紙를 收編니 이는 音理만 大綱말 것이요 國語는 次期에 敎授코자 니 余

ㅣ 이러케 은 國文의 한 어루광 노릇이나 고자 이라 高明신 이들은 일로 좇아 

우리 文言을 硏究고 修正어 …… (『국문강의』 발문5a,b)

어려서부터 국문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수천 번이나 고민한 결과 조금이나마 

소득이 있어 ‘국문동식회’를 조직했으나 동의하는 이가 없어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했

고, 또 그 후에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이들에게 알리려고) 힘껏 노력해 

보았으나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혼자만의 연구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나누어 주던 자료를 묶은 것이 이 『국문강의』라

는 이야기다. 이 책의 말미에 실린 ‘발문’, 거기서도 마지막 부분인 위의 대목에서 그

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자신을 ‘어릿광대’에 빗대

어 표현하고 있다. 어릿광대가 앞에 나와 재주를 넘으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쳐다보

게 되듯, 자신도 다만 그런 하찮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니 ‘고명한 분’들께서 이

를 보고 제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이다. 여기서 ‘고명한 분들’이란 필시 전통적인 지

식 계층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어릿광대를 자처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종의 비장함

마저 감지할 수 있기는 하나, 어떻게 해도 동조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

임을 감안하면 일종의 무력감이나 절망감 같은 것이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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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조직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더 이상 ‘고명한 분들’만을 쳐다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한글모죽보기」에 그대로 들어나 있다.

사실「한글모죽보기」는 이미 고영근(1985)과 박지홍(1996)에서 자세히 분석된 바 있

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컨대 ‘하기강습소와 국어연구학회’, ‘조선어강습원과 조선언

문회’ 등과 같이 각각의 사안들을 따로 떼어놓고 검토하여 이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쉽게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글모죽보기」에 실려 있는 ‘연

혁’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며 해당 시기의 ‘회록’과 ‘회칙’, ‘강습생 일람’, ‘증서 일람’ 

등을 참고로 하여 이 단체의 활동 양상이 어떠한 경향을 띠어 가는지, 그리하여 결국 

‘주시경 일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8) 

‘연혁’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1907년에 열린 하기국어강습소이다. 7월 1일부

터 9월 4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이 강습은 상동청년학원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졸업생

은 25명이었다. 어떠한 계기와 과정으로 청년학원에 하기국어강습소가 설치되고 주시

경이 강사를 맡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같은 해인 1907년 7월에 국문연구소

의 위원으로 선정되고 또 첫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역시 그해 9월이라, 공교롭게도 첫 

번째 하기국어강습소의 일정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조자를 구하

지 못해 ‘어릿광대 운운’ 했던 것이 1906년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일종의 반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졸업 당시 배부되었던 증서가 「한글모죽보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일시, 장소, 소장9) 및 강사(주시경) 이름과 더불어 “本所의 規定한 科程을 履修

하엿기로 此를 證함”이라는 간단한 내용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1908년에도 7월에 전해에 이어 상동청년학원 내에 하기국어강습소가 설치되었는데, 

국어연구학회 ‘창립 총회 회록’에 따르면 “八月 三十日(日曜) 國語夏期講習所 卒業生과 

其他 有志 諸氏의 發起로 國語를 演究할 目的으로 한 會를 組織하고자 하야 創立總會를 

奉元寺에 開”(「한글모죽보기」9a10), 이하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죽보기」로 줄임)하

였으며, 여기서 회장에 김정진(金廷鎭)11)이 선츨되고, 모임의 명칭은 ‘國語演究學會’로 

8) 『한한샘연구』1의 161-203쪽에 영인되어 있는 것을 대본으로 했다.

9) 소장은 “김명수(金命洙)”로 되어 있는데, 상동청년학원의 인사로 보인다.

10) 「한글모죽보기」에는 따로 면수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가 대본으로 삼은 『한힌샘연구』1의 영인본을 기준으로 면수를 표시하
기로 한다.

11) 김정진이란 이가 어떤 인물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주시경의 이력서 가운데 자신 대신 이화학당의 국어교사로 이 김정진을 
추천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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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그런데 1회 하기국어강습소에서는 없었던 강습소의 운영 규칙이 총 8개의 

항목으로 정해졌으니, 중요한 부분은 제1칙 “本所 本國文을 講習하여 一般 敎育界에 自

國 思想을 獎勵하기로 主로 思함”과 제2칙 “科程은 音學 字分學 變體學 格學 圖解式 實

驗演習으로 排定함”(「죽보기」28a)이다. 강습소가 아직은 ‘국어, 국문’을 전문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 교육계’와 ‘자국 사상의 장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고, 원고본 『말』에서의 용어들이 교과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12) 다만 ‘실

험연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졸업증서에도 ‘과정’은 “音學 字學 變體學 格

學 圖解式”(「죽보기」79a)이라고만 되어 있다. 물론 이 ‘과정’은 1회 때의 졸업증서에는 

없었던 것이므로 주시경이 구상하는 ‘국어 연구’의 하위 영역이 이 무렵 정립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때는 원고본 『말』의 ‘언체의 변법’이 집필된 것

으로 추정되는 때이기도 하다.

‘연혁’에 따르면 1909년 7월에도 제3회 하기국어강습소가 청년학원에 개설되어 35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때 역시 운영 규칙이 7개의 항목으로 정하여지는데, 전해

와 달리 “本所는 有志士를 選擇하야 本國文言을 講習하여 國內 一般士가 自國文言을 獎
勵할 思想을 鼓興하기로 立旨를 삼음”(제1칙)이라고 하여 ‘자국 문언 장려’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전문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고 있다. 또 “科程은 音學 字分學 格學 

變體學 五의 大槪을 排定함”(제2칙, 「죽보기」29a)이라고 하여 과정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섯 가지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2회 때의 ‘도해식’이 실수

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졸업증서는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이때의 졸업생 35명 

중에는 장지영과 박제선이 있는데 이들은 제4회 하기국어강습소의 강사로 활동하는 이

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 해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

을 발견할 수 있는데, ‘회록’에 따르면 이 1909년에는 2월에 세 번, 10월에 두 번, 9

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모두 총회가 일곱 차례나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죽보기」9b-12b) 구체적으로는 2월 6일에 열린 총회에서는 ‘주시경 선생’이 ‘국문

을 정리함이 가정을 청소함과 같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9월 5일에

는 ‘관립사범학교 교수, 부속 보통학교 훈도, 사범학교 학생, 관립고등학교 학생, 사립

학교 교사 및 학생, 기타 유지 청년’ 등 다수가 이 국어연구학회에 새로 가입하여 총회

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10월 10일에 열린 이 학회의 총회에서는 ‘주시경 선생’을 ‘문

12) 원고본 『말』의 서지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문(2013)의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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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일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8) 

‘연혁’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1907년에 열린 하기국어강습소이다. 7월 1일부

터 9월 4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이 강습은 상동청년학원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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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강사를 맡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같은 해인 1907년 7월에 국문연구소

의 위원으로 선정되고 또 첫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역시 그해 9월이라, 공교롭게도 첫 

번째 하기국어강습소의 일정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조자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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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졸업 당시 배부되었던 증서가 「한글모죽보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일시, 장소, 소장9) 및 강사(주시경) 이름과 더불어 “本所의 規定한 科程을 履修

하엿기로 此를 證함”이라는 간단한 내용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1908년에도 7월에 전해에 이어 상동청년학원 내에 하기국어강습소가 설치되었는데, 

국어연구학회 ‘창립 총회 회록’에 따르면 “八月 三十日(日曜) 國語夏期講習所 卒業生과 

其他 有志 諸氏의 發起로 國語를 演究할 目的으로 한 會를 組織하고자 하야 創立總會를 

奉元寺에 開”(「한글모죽보기」9a10), 이하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죽보기」로 줄임)하

였으며, 여기서 회장에 김정진(金廷鎭)11)이 선츨되고, 모임의 명칭은 ‘國語演究學會’로 

8) 『한한샘연구』1의 161-203쪽에 영인되어 있는 것을 대본으로 했다.

9) 소장은 “김명수(金命洙)”로 되어 있는데, 상동청년학원의 인사로 보인다.

10) 「한글모죽보기」에는 따로 면수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가 대본으로 삼은 『한힌샘연구』1의 영인본을 기준으로 면수를 표시하
기로 한다.

11) 김정진이란 이가 어떤 인물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주시경의 이력서 가운데 자신 대신 이화학당의 국어교사로 이 김정진을 
추천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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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그런데 1회 하기국어강습소에서는 없었던 강습소의 운영 규칙이 총 8개의 

항목으로 정해졌으니, 중요한 부분은 제1칙 “本所 本國文을 講習하여 一般 敎育界에 自

國 思想을 獎勵하기로 主로 思함”과 제2칙 “科程은 音學 字分學 變體學 格學 圖解式 實

驗演習으로 排定함”(「죽보기」28a)이다. 강습소가 아직은 ‘국어, 국문’을 전문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 교육계’와 ‘자국 사상의 장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고, 원고본 『말』에서의 용어들이 교과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12) 다만 ‘실

험연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졸업증서에도 ‘과정’은 “音學 字學 變體學 格

學 圖解式”(「죽보기」79a)이라고만 되어 있다. 물론 이 ‘과정’은 1회 때의 졸업증서에는 

없었던 것이므로 주시경이 구상하는 ‘국어 연구’의 하위 영역이 이 무렵 정립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때는 원고본 『말』의 ‘언체의 변법’이 집필된 것

으로 추정되는 때이기도 하다.

‘연혁’에 따르면 1909년 7월에도 제3회 하기국어강습소가 청년학원에 개설되어 35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때 역시 운영 규칙이 7개의 항목으로 정하여지는데, 전해

와 달리 “本所는 有志士를 選擇하야 本國文言을 講習하여 國內 一般士가 自國文言을 獎
勵할 思想을 鼓興하기로 立旨를 삼음”(제1칙)이라고 하여 ‘자국 문언 장려’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전문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고 있다. 또 “科程은 音學 字分學 格學 

變體學 五의 大槪을 排定함”(제2칙, 「죽보기」29a)이라고 하여 과정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섯 가지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2회 때의 ‘도해식’이 실수

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졸업증서는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이때의 졸업생 35명 

중에는 장지영과 박제선이 있는데 이들은 제4회 하기국어강습소의 강사로 활동하는 이

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 해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

을 발견할 수 있는데, ‘회록’에 따르면 이 1909년에는 2월에 세 번, 10월에 두 번, 9

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모두 총회가 일곱 차례나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죽보기」9b-12b) 구체적으로는 2월 6일에 열린 총회에서는 ‘주시경 선생’이 ‘국문

을 정리함이 가정을 청소함과 같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9월 5일에

는 ‘관립사범학교 교수, 부속 보통학교 훈도, 사범학교 학생, 관립고등학교 학생, 사립

학교 교사 및 학생, 기타 유지 청년’ 등 다수가 이 국어연구학회에 새로 가입하여 총회

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10월 10일에 열린 이 학회의 총회에서는 ‘주시경 선생’을 ‘문

12) 원고본 『말』의 서지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문(2013)의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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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술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하기국어강습소와는 별도로 기한 1년의 강습소를 따

로 개설하기로 결정한다. 하기국어강습소를 기반으로 설립한 국어연구학회이지만 단기

간의 강습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별도의 강습 기관을 세우기로 한 것이

다. 10월의 총회에서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은 바로 실행에 옮겨져 11월에 국어연구학

회 제1회 강습소가 상동청년학원 내에 설치되어 다음해 6월에 20명의 졸업생을 내게 

된다. 1909년 9월의 각급 인사들의 다수 입회, 10월의 문전 저술 위원 선정 및 1년 

기한의 별도 강습소 설치 결의, 11월 강습소 철치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무

척이나 숨 가쁜 것이어서 동조자를 애타게 찼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상황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문법』이 검열

이란 것을 받고 출판을 준비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 해의 ‘회록’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

급할 만한 것은 10월 24일에 있었던 총회에서 ‘고어 방언 수집하기’와 국어연구학회를 

당국에 ‘청인(請認)’ 받자는 의견을 주시경이 발의해 통과되었다는 부분이다. 고어와 방

언에 대한 관심 표명은 근대언어학의 중요한 일면이다. 물론 이때의 고어와 방언은 현

대어 및 중앙어와의 대비, 예컨대 보다 순수하다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식의 

비교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시경의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을 가하기는 어렵다. ‘당국에 청인’받자는 제안은 그만큼 이 모임이 사사로

운 단체가 아니라 공적 성격을 획득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된다. 

1910년에 관한 기록으로 ‘연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9년 11월부터 진행된 국

어연구학회의 1회 강습소 졸업식이다. 6월 30일에 있었던 이날 졸업식의 졸업 인원이 

20명이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졸업생 명단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인물은 없다. 

흥미로운 것은 졸업 증서의 내용인데, ‘과정’이 ‘소리 기갈 듬갈’로 되어 있다. 1909년 

7~8월에 있었던 3회 하기국어강습소에서도 ‘음학, 자분학, 격학’ 등으로 되어 있던 것

이 고유어 술어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는 『국어문법』의 검열본과 출판본에 대한 검

토를 통해 확인한, 1909년과 1910년 사이에 있었던 주시경의 용어 변화와 정확히 일

치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국어문법』에서의 용어 변화가 이 증서에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강습소의 운영과 국어연구학회의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고유어로의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이다. ‘고명한 분들’을 의식했던 주시경의 한문 문장투

의 글이 19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일변하는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 해에도 이 1년 기한의 국어연구학회 산하 강습소

와는 별개로 다시 제4회 하기국어강습소(7월 15일~9월 3일, 보성학교에 설치)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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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의 졸업 증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과정’이 다시 ‘음학, 자학, 변체, 격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수업 시한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

는 것이지만, 하기국어강습소보다는 국어연구학회 산하의 강습소가 좀더 전문적인 성격

을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일반 한자식 술어보다 고유어로 새롭게 만든 특유

의 용어는 주시경의 독자적인 새 이론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하는 면이 있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전문적인 성격의 국어연구학회 산하의 강습소 졸업장에만 고유어 

술어가 등장한다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시경은 

점차 하기국어강습소보다는 국어연구학회 산하의 강습소/강습원에 더 주력하게 되는데, 

4회 하기강습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시경이 아닌 3회 하기강습소의 졸업생들인 

박제선과 장지영이 강사를 맡았고, 이후로는 그나마 정기적인 성격도 상실하며 서울에

서는 개최되지 않고 지방에서만 열린다. 지방에서의 첫 번째 하기국어강습소는 위의 4

회 하기강습소가 열리던 와중인 1910년 7월 18일~8월23일 황해도 재령에서 있었던 

것으로 주시경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이후로는 1912년에 세 곳, 1914년에 두 곳에서 

열리는데 주시경이 참여한 바는 없고 대부분 국어연구학회 산하 강습소/강습원의 졸업

생들이 강사를 맡았다. 

2) ‘주시경 일파’의 형성

하기국어강습소에서 출발한 국어연구학회였지만 1년 기한의 강습소를 산하에 따로 

두고 점차 여기로 활동의 중심을 옮겨가게 된다. 이는 1911년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선 6월 27일에는 국어연구학회 제2회 강습소 졸업식이 열린다. 1910년 

10월부터 천도교 사범 강습소에서 시작하였다가 이후 보성학교로 옮겨 진행된 이 강습

소의 졸업생은 모두 51명이다.13) 그런데 이 졸업생 명단에 최현이(崔鉉彛, 최현배의 

아명)와 김두봉의 이름이 보인다. 주시경의 대표적인 제자로 꼽히는 이 둘이 비로소 등

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졸업하던 해 단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

다. ‘연혁’의 1911년 항목을 살펴보면 9월 17일에 “國語硏究學會를 배달말글몯음(朝鮮

言文會)라 하고 講習所를 朝鮮語講習院이라 하야 學級을 確定하야 初等, 中等, 高等 三科

13) 1910년을 기점으로 주시경의 활동 공간이 상동청년학원보다는 보성학교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1911년 조선어강습원 원장
을 맡는 남형우가 이 학교의 교사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상동청년학원에서 보성학교로의 이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8 2019 한글날 학술대회

전 저술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하기국어강습소와는 별도로 기한 1년의 강습소를 따

로 개설하기로 결정한다. 하기국어강습소를 기반으로 설립한 국어연구학회이지만 단기

간의 강습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별도의 강습 기관을 세우기로 한 것이

다. 10월의 총회에서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은 바로 실행에 옮겨져 11월에 국어연구학

회 제1회 강습소가 상동청년학원 내에 설치되어 다음해 6월에 20명의 졸업생을 내게 

된다. 1909년 9월의 각급 인사들의 다수 입회, 10월의 문전 저술 위원 선정 및 1년 

기한의 별도 강습소 설치 결의, 11월 강습소 철치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무

척이나 숨 가쁜 것이어서 동조자를 애타게 찼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상황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문법』이 검열

이란 것을 받고 출판을 준비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 해의 ‘회록’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

급할 만한 것은 10월 24일에 있었던 총회에서 ‘고어 방언 수집하기’와 국어연구학회를 

당국에 ‘청인(請認)’ 받자는 의견을 주시경이 발의해 통과되었다는 부분이다. 고어와 방

언에 대한 관심 표명은 근대언어학의 중요한 일면이다. 물론 이때의 고어와 방언은 현

대어 및 중앙어와의 대비, 예컨대 보다 순수하다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식의 

비교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시경의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을 가하기는 어렵다. ‘당국에 청인’받자는 제안은 그만큼 이 모임이 사사로

운 단체가 아니라 공적 성격을 획득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된다. 

1910년에 관한 기록으로 ‘연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9년 11월부터 진행된 국

어연구학회의 1회 강습소 졸업식이다. 6월 30일에 있었던 이날 졸업식의 졸업 인원이 

20명이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졸업생 명단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인물은 없다. 

흥미로운 것은 졸업 증서의 내용인데, ‘과정’이 ‘소리 기갈 듬갈’로 되어 있다. 1909년 

7~8월에 있었던 3회 하기국어강습소에서도 ‘음학, 자분학, 격학’ 등으로 되어 있던 것

이 고유어 술어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는 『국어문법』의 검열본과 출판본에 대한 검

토를 통해 확인한, 1909년과 1910년 사이에 있었던 주시경의 용어 변화와 정확히 일

치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국어문법』에서의 용어 변화가 이 증서에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강습소의 운영과 국어연구학회의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고유어로의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이다. ‘고명한 분들’을 의식했던 주시경의 한문 문장투

의 글이 19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일변하는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 해에도 이 1년 기한의 국어연구학회 산하 강습소

와는 별개로 다시 제4회 하기국어강습소(7월 15일~9월 3일, 보성학교에 설치)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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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의 졸업 증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과정’이 다시 ‘음학, 자학, 변체, 격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수업 시한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

는 것이지만, 하기국어강습소보다는 국어연구학회 산하의 강습소가 좀더 전문적인 성격

을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일반 한자식 술어보다 고유어로 새롭게 만든 특유

의 용어는 주시경의 독자적인 새 이론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하는 면이 있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전문적인 성격의 국어연구학회 산하의 강습소 졸업장에만 고유어 

술어가 등장한다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시경은 

점차 하기국어강습소보다는 국어연구학회 산하의 강습소/강습원에 더 주력하게 되는데, 

4회 하기강습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시경이 아닌 3회 하기강습소의 졸업생들인 

박제선과 장지영이 강사를 맡았고, 이후로는 그나마 정기적인 성격도 상실하며 서울에

서는 개최되지 않고 지방에서만 열린다. 지방에서의 첫 번째 하기국어강습소는 위의 4

회 하기강습소가 열리던 와중인 1910년 7월 18일~8월23일 황해도 재령에서 있었던 

것으로 주시경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이후로는 1912년에 세 곳, 1914년에 두 곳에서 

열리는데 주시경이 참여한 바는 없고 대부분 국어연구학회 산하 강습소/강습원의 졸업

생들이 강사를 맡았다. 

2) ‘주시경 일파’의 형성

하기국어강습소에서 출발한 국어연구학회였지만 1년 기한의 강습소를 산하에 따로 

두고 점차 여기로 활동의 중심을 옮겨가게 된다. 이는 1911년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선 6월 27일에는 국어연구학회 제2회 강습소 졸업식이 열린다. 1910년 

10월부터 천도교 사범 강습소에서 시작하였다가 이후 보성학교로 옮겨 진행된 이 강습

소의 졸업생은 모두 51명이다.13) 그런데 이 졸업생 명단에 최현이(崔鉉彛, 최현배의 

아명)와 김두봉의 이름이 보인다. 주시경의 대표적인 제자로 꼽히는 이 둘이 비로소 등

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졸업하던 해 단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

다. ‘연혁’의 1911년 항목을 살펴보면 9월 17일에 “國語硏究學會를 배달말글몯음(朝鮮

言文會)라 하고 講習所를 朝鮮語講習院이라 하야 學級을 確定하야 初等, 中等, 高等 三科

13) 1910년을 기점으로 주시경의 활동 공간이 상동청년학원보다는 보성학교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1911년 조선어강습원 원장
을 맡는 남형우가 이 학교의 교사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상동청년학원에서 보성학교로의 이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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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各 一學年으로 定하고 時間은 每週 日 二時間으로 定하고 第一回 中等科만 便宜에 

依하야 募集하니 合 百九十人”(「죽보기」, 3b-4a)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

체의 명칭을 ‘국어연구학회’에서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으로 바꾸고 강습소는 ‘조선

어강습원’이라 했으며, 1년 과정이었던 것을 초등, 중등, 고등 각 1년의 총 3년 과정으

로 꾸몄다는 것이다. 중등과의 지원 인원이 190명에 달했다니 대단한 성황이었던 듯하

다. 그런데 이 명칭과 운영 방안의 변경은 ‘회록’에 따르면 9월 3일 주시경의 “사저(私

邸)”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인데, 여기에는 ‘주시경 선생이 제정한 강습원 규

칙을 통과시켰다’는 기록도 함께 나온다. 「한글모죽보기」에 실린 이 규칙에 따르면 ‘조

선 언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강습원에는 ‘초등과, 증등과, 고등과, 연구과’의 

네 학과를 두고, 초등과에서는 ‘읽어리, 소리갈’을, 중등과에서는 ‘씨갈, 월갈’을, 고등

과에서는 ‘높은 말본’을 학습한다고 되어 있다. 또 연구과는 고등과 졸업생이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과학을 조선어로 작성하고 이것을 강습원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 오 

년 이내에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논문을 한 편씩 쓰라는 취지

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는 각 일 년씩 총 3년 과정으로 하고 

각 학년을 세 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4월~6월, 2학기는 9월~12월, 3학기는 1월~3월

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과까지 다 마치면 졸업 증서를 

수여하고, 초등과와 중등과를 마치는 이에게는 수업증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달 정도에 마치던 하기국어강습소에 비하면 매우 체계가 잡히고 얼마간 전문성을 갖추

려고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비된 규정에 따라 우선 중등과만 

모집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자가 190명에 달했고 이 과정을 마친 수업생이 

모두 125명이었다.14) 그리고 바로 이 조선어강습원 중등과 제1회 수업생 가운데에는 

‘이규영, 이병기, 권덕규, 신명균, 최현배’ 등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시경의 직계 

제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최현배는 바로 전해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의 제2회 강

습소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이 강습원의 중등과에서 공부한 것이 된다. 김두봉은 이 중

등과에서 수업하지 않고 다음해 바로 고등과에서 공부한다. 아마 최현배와 함께 배운 

2회 강습소가 중등과 정도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최현배는 비슷한 

과정을 2년 동안 밟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조선어강습원은 1912년에도 활발한 움직

14) ‘연혁’에는 126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졸업생 일람’에는 12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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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이는데,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중등과 1회 수업생들이 이 해 그대로 고등과 

1회에 진학하고, 중등과 2회 수업생을 새로 모집하였으니, 처음으로 중등과와 고등과

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연혁에 따르면 고등과에 진급한 인원과 새로 중등과에 지원

한 인원이 도합 200명이었다니 여전히 성황이었던 것 같다. 물론 다음해 3월에 있었

던 졸업식에 관한 기록에는 고등과 제1회 졸업생이 33명, 중등과 제2회 수업생이 38

명으로 되어 있어 도중에 많은 인원이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과 졸업생

의 명단에 ‘김두봉, 최현배, 신명균, 권덕규, 이병기’ 등이, 중등과 수업생 명단에는 ‘정

열모’의 이름이 보인다. 이들이 점차 이 강습원과 언문회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1912년에서 1913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주시경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

다고 생각된다.15) 단순한 ‘유지(有志)’들로 구성된 모임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의 설에 

따라 가르친 제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전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이

는 1913년 3월 23일에 있었던 임시 총회의 기록을 보면 분명해진다. 사립 보성학교에

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임시 회장에 ‘주시경 선생이 승석(昇席)’하고 임시 서기가 인원

을 점검하니 출석 회원이 24명이었다. 첫 안건은 ‘주시경 선생이 초정(草定)한 본회 규

칙’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현이(최현배) 씨 동의(動議)에 손홍원16) 씨 재청’으로 가결된

다. 또 ‘본회의 명칭을 「한글모」로 개칭하고 이 몯음을 세운 몯음으로 하자는 이규영 

씨의 동의(動議)’ 역시 ‘신명균 씨 재청’으로 통과된다. 그리고 총회를 열지 못할 때 주

요한 업무를 맡아볼 의사원(議事員)으로 주시경, 김두봉, 윤형식, 신명균, 이규영이 선

출된다. 이렇게 보면 이 총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이에 재청한 인물, 그리고 가장 중요

한 직책인 의사원에 뽑혀 ‘회록’에 이름이 언급된 이들은 주시경을 빼면 거의 대부분이 

조선어강습원의 중등과 및 고등과 1회 졸업생이다(다만 윤형식은 강습원의 학감을 맡

고 있던 사람으로 예외이다.) 따라서 1913년경에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이 2~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조선언문회의 중심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제 단지 몇 달, 혹은 일 년 정도의 수업을 받은 후 뿔뿔이 흩어지는 단순한 

수강생들이 아니라, 몇 년을 같이 공부한 동문이 되었고, 졸업 후에도 조선언문회라는 

단체에서 특정한 학술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게 

15) 이밖에도 1912년에는 하기국어강습소가 지방 여러 곳에서 열린다. ‘연혁’에 따르면 함남 함흥군 사립 숙정여학교, 경남 웅천군 사립 
개통학교, 경북 대구 사립 협성학교 등에 하기국어강습소가 7월에 설치되어 8월에 마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대구 강습소는 당국의 
금지로 중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16) 최현배, 신명균, 이규영, 권덕규 등과 더불어 중등과 1회와 고등과 1회를 마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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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各 一學年으로 定하고 時間은 每週 日 二時間으로 定하고 第一回 中等科만 便宜에 

依하야 募集하니 合 百九十人”(「죽보기」, 3b-4a)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

체의 명칭을 ‘국어연구학회’에서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으로 바꾸고 강습소는 ‘조선

어강습원’이라 했으며, 1년 과정이었던 것을 초등, 중등, 고등 각 1년의 총 3년 과정으

로 꾸몄다는 것이다. 중등과의 지원 인원이 190명에 달했다니 대단한 성황이었던 듯하

다. 그런데 이 명칭과 운영 방안의 변경은 ‘회록’에 따르면 9월 3일 주시경의 “사저(私

邸)”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인데, 여기에는 ‘주시경 선생이 제정한 강습원 규

칙을 통과시켰다’는 기록도 함께 나온다. 「한글모죽보기」에 실린 이 규칙에 따르면 ‘조

선 언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강습원에는 ‘초등과, 증등과, 고등과, 연구과’의 

네 학과를 두고, 초등과에서는 ‘읽어리, 소리갈’을, 중등과에서는 ‘씨갈, 월갈’을, 고등

과에서는 ‘높은 말본’을 학습한다고 되어 있다. 또 연구과는 고등과 졸업생이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과학을 조선어로 작성하고 이것을 강습원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 오 

년 이내에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논문을 한 편씩 쓰라는 취지

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는 각 일 년씩 총 3년 과정으로 하고 

각 학년을 세 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4월~6월, 2학기는 9월~12월, 3학기는 1월~3월

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과까지 다 마치면 졸업 증서를 

수여하고, 초등과와 중등과를 마치는 이에게는 수업증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달 정도에 마치던 하기국어강습소에 비하면 매우 체계가 잡히고 얼마간 전문성을 갖추

려고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비된 규정에 따라 우선 중등과만 

모집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자가 190명에 달했고 이 과정을 마친 수업생이 

모두 125명이었다.14) 그리고 바로 이 조선어강습원 중등과 제1회 수업생 가운데에는 

‘이규영, 이병기, 권덕규, 신명균, 최현배’ 등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시경의 직계 

제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최현배는 바로 전해에 있었던 국어연구학회의 제2회 강

습소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이 강습원의 중등과에서 공부한 것이 된다. 김두봉은 이 중

등과에서 수업하지 않고 다음해 바로 고등과에서 공부한다. 아마 최현배와 함께 배운 

2회 강습소가 중등과 정도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최현배는 비슷한 

과정을 2년 동안 밟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조선어강습원은 1912년에도 활발한 움직

14) ‘연혁’에는 126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졸업생 일람’에는 12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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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이는데,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중등과 1회 수업생들이 이 해 그대로 고등과 

1회에 진학하고, 중등과 2회 수업생을 새로 모집하였으니, 처음으로 중등과와 고등과

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연혁에 따르면 고등과에 진급한 인원과 새로 중등과에 지원

한 인원이 도합 200명이었다니 여전히 성황이었던 것 같다. 물론 다음해 3월에 있었

던 졸업식에 관한 기록에는 고등과 제1회 졸업생이 33명, 중등과 제2회 수업생이 38

명으로 되어 있어 도중에 많은 인원이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과 졸업생

의 명단에 ‘김두봉, 최현배, 신명균, 권덕규, 이병기’ 등이, 중등과 수업생 명단에는 ‘정

열모’의 이름이 보인다. 이들이 점차 이 강습원과 언문회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1912년에서 1913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주시경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

다고 생각된다.15) 단순한 ‘유지(有志)’들로 구성된 모임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의 설에 

따라 가르친 제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전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이

는 1913년 3월 23일에 있었던 임시 총회의 기록을 보면 분명해진다. 사립 보성학교에

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임시 회장에 ‘주시경 선생이 승석(昇席)’하고 임시 서기가 인원

을 점검하니 출석 회원이 24명이었다. 첫 안건은 ‘주시경 선생이 초정(草定)한 본회 규

칙’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현이(최현배) 씨 동의(動議)에 손홍원16) 씨 재청’으로 가결된

다. 또 ‘본회의 명칭을 「한글모」로 개칭하고 이 몯음을 세운 몯음으로 하자는 이규영 

씨의 동의(動議)’ 역시 ‘신명균 씨 재청’으로 통과된다. 그리고 총회를 열지 못할 때 주

요한 업무를 맡아볼 의사원(議事員)으로 주시경, 김두봉, 윤형식, 신명균, 이규영이 선

출된다. 이렇게 보면 이 총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이에 재청한 인물, 그리고 가장 중요

한 직책인 의사원에 뽑혀 ‘회록’에 이름이 언급된 이들은 주시경을 빼면 거의 대부분이 

조선어강습원의 중등과 및 고등과 1회 졸업생이다(다만 윤형식은 강습원의 학감을 맡

고 있던 사람으로 예외이다.) 따라서 1913년경에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이 2~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조선언문회의 중심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제 단지 몇 달, 혹은 일 년 정도의 수업을 받은 후 뿔뿔이 흩어지는 단순한 

수강생들이 아니라, 몇 년을 같이 공부한 동문이 되었고, 졸업 후에도 조선언문회라는 

단체에서 특정한 학술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게 

15) 이밖에도 1912년에는 하기국어강습소가 지방 여러 곳에서 열린다. ‘연혁’에 따르면 함남 함흥군 사립 숙정여학교, 경남 웅천군 사립 
개통학교, 경북 대구 사립 협성학교 등에 하기국어강습소가 7월에 설치되어 8월에 마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대구 강습소는 당국의 
금지로 중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16) 최현배, 신명균, 이규영, 권덕규 등과 더불어 중등과 1회와 고등과 1회를 마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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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주시경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위에서 주시경이 ‘초정(草定)’

했다는 조선언문회 규칙 역시 「한글모죽보기」에 실려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역시 이

들이 다분히 전문적인 단체를 상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회원은 ‘통상회원’

과 ‘특별회원’으로 나누고 통상회원은 ‘조선언문을 연구할 의지가 견확(堅確)한 자’로, 

특별회원은 ‘강습소에서 졸업하거나 수학한 자’로 하였으며(5조), ‘회장, 총무, 간사, 서

기, 회계원’17)의 임원을 두고 있다(6조). 또 9조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에는 ‘입회 후 

일 년 내에 일천 종 이상의 조선어를 수집(蒐集)하여 제출할 것, 오 년 이내에 자기가 

전문하는 과학 한 편을 조선어로 써서 제출할 것’ 등이 적시되어 있다. 전자는 1909년 

10월 24일 총회에 있었던 ‘고어 방언 수집’ 결의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후자는 

1911년 제정한 강습원 규칙 중 ‘연구과’에 대한 규정에 해당한다. 1913년에 관한 사

항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이때의 졸업 및 수업증서이다. 이들이 특히 주목

을 끄는 것은 이때부터 풀어쓰기로 된 증서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912년의 중등과 

제1회 졸업식만 해도 예컨대 “익힌 것 소리 씨난 짬난 익힘”으로 고유어로 되어 있기

는 했지만 풀어쓰기가 시도되지는 않았다.(‘기’ 대신 ‘씨’가 사용되는 것은 이때부터로 

보인다.) 그러나 이 1913년의 증서에 오면 모든 내용이 풀어쓰기로 되어 있고 용어는 

더욱 생소해진다. 예를 들어 “이는 아래 적은 다나를 다 맞힌 보람이라”가 “ㅇㅣ ㄴㅡ

ㄴ ㅇㅏㄹㅐ 저ㄱㄴ ㄷㅏㄴㅏㄹㅡㄹ ㄷㅏ ㅁㅏㅈㅎㅣㄴ ㅂㅗㄹㅏㅁㅣㄹㅏ”와 같은 식

으로, “다나 소리 씨 다”는 “ㄷㅏㄴㅏ ㅅㅗㄹㅣ ㅆㅣ ㄷㅏ”와 같은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이다. 주시경이 자신의 이름을 ‘한힌샘’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1913년에는 신명균을 강사로 초등과도 모집하였으므로(인원 60명), 1914년의 3월에

는 고등과 제2회 졸업생(21명), 중등과 제3회 수업생(39명), 초등과 진급생(8명)을 배

출하게 된다(초등과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4월에는 강습원의 명칭을 ‘한글배

곧’이라 변경하였다 하는데, ‘연혁’에 나오는 이 기록 외에 이 해에는 ‘회록’이 없어서 

관련 사항을 알 수 없다. 7월에는 경남 동래의 동명학교와 명정학교에 하기 국어강습

소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각각 최현배와 권덕규가 파견된다. 그런데 바로 같은 달 27

일에 주시경이 세상을 뜨게 된다. 이에 대해 ‘연혁’은 ‘주시경 선생이 하세(下世)하므로 

9월 개학시에는 김두봉 씨가 계선(繼選)에 피(被)하고, 중등과 강사는 이규영 씨가 피선

17) 이때의 임원 명단은 알 수 없다. ‘임원 일람’에 실린 명단이 1916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장에 관한 것만은 국어연구학회 때
부터 취임 연월일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김정진이 1908년 8월 31일에, 주시경이 1913년 3월 23일이, 남형우가 1916년 
4월 30일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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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라는 간단한 기록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피선’이라는 표현을 보아 선거 같은 

형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주시경 사후에 김두봉이 후계자가 되었다는 말은 위와 같

은 상황을 두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주시경에 이어 고등과는 김두봉이, 중등과

는 이규영이 맡게 되고, 그의 사후에도 강습원의 운영은 얼마간 큰 탈 없이 지속된 듯

하다. 이미 1913년 주시경의 제자 그룹이 중심에 서게 된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

다. 그리하여 1915년에는 제3회 고등과 졸업생 23명과 제4회 중등과 수업생 39명을, 

1916년에는 제4회 고등과 졸업생 21명과 제5회 중등과 수업생 70명을, 1917년에는 

제5회 고등과 졸업생 14명과 제6회 중등과 수업생 70명을 내게 된다. 「한글모죽보기」

에 있는 기록은 이 1917년 3월 11일의 졸업식까지이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운영되었

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1916년 4월 30일의 ‘회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보면 한글모

(조선언문회) 회장에 1911년부터 강습원 원장을 맡아 보던 남형우를 선출하고, 회계 

및 간사 등도 새로 뽑았으며, 5명이었던 의사원을 10명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종의 체제 정비를 한 셈인데, 따라서 1917년 이후에도 한동안 한글모(조

선언문회)와 한글배곧(조선어강습원)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 

다만, 회계(박재경)와 간사(이치규)에 선임된 이들이 증등과와 고등과를 1915년, 1916

년에 수업 및 졸업한 이들로 주시경이 아니라 김두봉 등에게 배운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 단체의 성격 역시 다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하기국어강습소 ― 국어연구학회/국어강습소 ― 조선언문회(한글모)/조선어

강습원’의 변천은 일종의 전문가 집단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문, 국어, 조선어, 한글’ 등에 대한 논의에 권위를 부여할 원천이기도 

했다. 앞서 ‘조선어연구회(1921) ― 동인지 『한글』(1927) ― 조선어학회(1931)’라는 일

련의 흐름을 언급했었거니와, 이들이 박승빈을 위시한 계명구락부 및 ‘정음파’에 맞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들에게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주

시경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가 어렵

다. 물론 주시경이 애초부터 이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 터이다. 그는 말 그대로 동조

자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동조자는 계몽의 대상으로부터도, 또 ‘고명한 분

들’로부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로부터 희망을 보았

고, 이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었다. 1907년경부터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1913년이

면 매우 체계적인 성격을 띠었고 학술적으로도 전문화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문

체의 변개와 새로운 용어의 출현이 있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그리고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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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주시경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위에서 주시경이 ‘초정(草定)’

했다는 조선언문회 규칙 역시 「한글모죽보기」에 실려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역시 이

들이 다분히 전문적인 단체를 상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회원은 ‘통상회원’

과 ‘특별회원’으로 나누고 통상회원은 ‘조선언문을 연구할 의지가 견확(堅確)한 자’로, 

특별회원은 ‘강습소에서 졸업하거나 수학한 자’로 하였으며(5조), ‘회장, 총무, 간사, 서

기, 회계원’17)의 임원을 두고 있다(6조). 또 9조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에는 ‘입회 후 

일 년 내에 일천 종 이상의 조선어를 수집(蒐集)하여 제출할 것, 오 년 이내에 자기가 

전문하는 과학 한 편을 조선어로 써서 제출할 것’ 등이 적시되어 있다. 전자는 1909년 

10월 24일 총회에 있었던 ‘고어 방언 수집’ 결의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후자는 

1911년 제정한 강습원 규칙 중 ‘연구과’에 대한 규정에 해당한다. 1913년에 관한 사

항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이때의 졸업 및 수업증서이다. 이들이 특히 주목

을 끄는 것은 이때부터 풀어쓰기로 된 증서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912년의 중등과 

제1회 졸업식만 해도 예컨대 “익힌 것 소리 씨난 짬난 익힘”으로 고유어로 되어 있기

는 했지만 풀어쓰기가 시도되지는 않았다.(‘기’ 대신 ‘씨’가 사용되는 것은 이때부터로 

보인다.) 그러나 이 1913년의 증서에 오면 모든 내용이 풀어쓰기로 되어 있고 용어는 

더욱 생소해진다. 예를 들어 “이는 아래 적은 다나를 다 맞힌 보람이라”가 “ㅇㅣ ㄴㅡ

ㄴ ㅇㅏㄹㅐ 저ㄱㄴ ㄷㅏㄴㅏㄹㅡㄹ ㄷㅏ ㅁㅏㅈㅎㅣㄴ ㅂㅗㄹㅏㅁㅣㄹㅏ”와 같은 식

으로, “다나 소리 씨 다”는 “ㄷㅏㄴㅏ ㅅㅗㄹㅣ ㅆㅣ ㄷㅏ”와 같은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이다. 주시경이 자신의 이름을 ‘한힌샘’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1913년에는 신명균을 강사로 초등과도 모집하였으므로(인원 60명), 1914년의 3월에

는 고등과 제2회 졸업생(21명), 중등과 제3회 수업생(39명), 초등과 진급생(8명)을 배

출하게 된다(초등과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4월에는 강습원의 명칭을 ‘한글배

곧’이라 변경하였다 하는데, ‘연혁’에 나오는 이 기록 외에 이 해에는 ‘회록’이 없어서 

관련 사항을 알 수 없다. 7월에는 경남 동래의 동명학교와 명정학교에 하기 국어강습

소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각각 최현배와 권덕규가 파견된다. 그런데 바로 같은 달 27

일에 주시경이 세상을 뜨게 된다. 이에 대해 ‘연혁’은 ‘주시경 선생이 하세(下世)하므로 

9월 개학시에는 김두봉 씨가 계선(繼選)에 피(被)하고, 중등과 강사는 이규영 씨가 피선

17) 이때의 임원 명단은 알 수 없다. ‘임원 일람’에 실린 명단이 1916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장에 관한 것만은 국어연구학회 때
부터 취임 연월일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김정진이 1908년 8월 31일에, 주시경이 1913년 3월 23일이, 남형우가 1916년 
4월 30일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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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라는 간단한 기록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피선’이라는 표현을 보아 선거 같은 

형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주시경 사후에 김두봉이 후계자가 되었다는 말은 위와 같

은 상황을 두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주시경에 이어 고등과는 김두봉이, 중등과

는 이규영이 맡게 되고, 그의 사후에도 강습원의 운영은 얼마간 큰 탈 없이 지속된 듯

하다. 이미 1913년 주시경의 제자 그룹이 중심에 서게 된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

다. 그리하여 1915년에는 제3회 고등과 졸업생 23명과 제4회 중등과 수업생 39명을, 

1916년에는 제4회 고등과 졸업생 21명과 제5회 중등과 수업생 70명을, 1917년에는 

제5회 고등과 졸업생 14명과 제6회 중등과 수업생 70명을 내게 된다. 「한글모죽보기」

에 있는 기록은 이 1917년 3월 11일의 졸업식까지이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운영되었

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1916년 4월 30일의 ‘회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보면 한글모

(조선언문회) 회장에 1911년부터 강습원 원장을 맡아 보던 남형우를 선출하고, 회계 

및 간사 등도 새로 뽑았으며, 5명이었던 의사원을 10명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종의 체제 정비를 한 셈인데, 따라서 1917년 이후에도 한동안 한글모(조

선언문회)와 한글배곧(조선어강습원)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 

다만, 회계(박재경)와 간사(이치규)에 선임된 이들이 증등과와 고등과를 1915년, 1916

년에 수업 및 졸업한 이들로 주시경이 아니라 김두봉 등에게 배운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 단체의 성격 역시 다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하기국어강습소 ― 국어연구학회/국어강습소 ― 조선언문회(한글모)/조선어

강습원’의 변천은 일종의 전문가 집단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문, 국어, 조선어, 한글’ 등에 대한 논의에 권위를 부여할 원천이기도 

했다. 앞서 ‘조선어연구회(1921) ― 동인지 『한글』(1927) ― 조선어학회(1931)’라는 일

련의 흐름을 언급했었거니와, 이들이 박승빈을 위시한 계명구락부 및 ‘정음파’에 맞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들에게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주

시경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가 어렵

다. 물론 주시경이 애초부터 이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 터이다. 그는 말 그대로 동조

자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동조자는 계몽의 대상으로부터도, 또 ‘고명한 분

들’로부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로부터 희망을 보았

고, 이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었다. 1907년경부터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1913년이

면 매우 체계적인 성격을 띠었고 학술적으로도 전문화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문

체의 변개와 새로운 용어의 출현이 있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그리고 이는 이 



164 2019 한글날 학술대회

‘주시경 일파’의 특별한 표지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는 풀어쓰기라는 전혀 새

로운 표기 방식도 포함된다. 

4. 나가는 말

앞에서 우리는 주시경의 글쓰기 전략의 변화 과정과 주시경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 내용이나 형식의 전문화로 귀결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일상의 대상화, 타자화

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던 ‘말’이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사계(斯界)의 권위자’가 아니면 공

적 영역에서의 발언이 제한된다.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믿고 따르는 수밖에 달리 방법

이 없어진다. 1930년대 ‘한글파’와 ‘정음파’의 논전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890년대『독립신문』은 발행인 서재필이나 교보원 주시경의 생각에 따라 표

기되었으나, 1930년대의 주요 일간지들은 조선어학회의 ‘과학적 이론’에 따를 것을 선

언하기에 이른다.18) 그런데 주시경의 이론에는 이미 이런 타자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그 누구도 발음할 수 없는 ‘읽-’으로 표기해야 한다면서 제시한 것이 

‘본음, 원체, 법식’이라는 추상적 층위였기 때문이다. ‘정음파’의 공격이 주로 가해진 

부분 역시 이 표기 방식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억지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데 

있었다. 물론 ‘정음파’가 내세운 ‘단활용설’ 역시 우리말에는 없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게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가한 비판의 요지였다. 어쨌든 이제 일상적이고 구체

적인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그 무엇(‘본음, 원체’, ‘단활용’)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이른바 ‘타

자화’가 이루어진다. 아무런 자각 없이 내 몸을 놀리듯 편안하게 내뱉던 말이 이제 전

에 없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직된, 따라서 전문적 연구와 깊은 학문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말’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상의 타자화’는, 근대 이전에 결코 없었던 

현상이다. 물론 언어, 문자와 관련한 전문 분야와 전문가 집단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18) 예컨대 『동아일보』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이 발표되던 1933년 10월 29일 당일 “한글 統一案대로/ 本報 綴字도 更新/ 
우리 文化運動의 劃期的 事業/ 名實 共히 한글 統一”이라는 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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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의 대상은 일상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개 서구에서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고전어였고, 동아시아에서 역시 경전 언어였다. 이들은 물론 문헌학의 대상이었고 

문헌학자들은 고대의 성스러운 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

들은 자신들이 쓰는 일상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일상어의 타자화’는 근대

의 새로운 현상인바, 또한 이는 자신의 언어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때만이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던 자신의 언어

가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문법’과 ‘국어사전’은 사실 이러한 말의 타자화를 전

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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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 일파’의 특별한 표지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는 풀어쓰기라는 전혀 새

로운 표기 방식도 포함된다. 

4. 나가는 말

앞에서 우리는 주시경의 글쓰기 전략의 변화 과정과 주시경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 내용이나 형식의 전문화로 귀결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일상의 대상화, 타자화

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던 ‘말’이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사계(斯界)의 권위자’가 아니면 공

적 영역에서의 발언이 제한된다.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믿고 따르는 수밖에 달리 방법

이 없어진다. 1930년대 ‘한글파’와 ‘정음파’의 논전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890년대『독립신문』은 발행인 서재필이나 교보원 주시경의 생각에 따라 표

기되었으나, 1930년대의 주요 일간지들은 조선어학회의 ‘과학적 이론’에 따를 것을 선

언하기에 이른다.18) 그런데 주시경의 이론에는 이미 이런 타자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그 누구도 발음할 수 없는 ‘읽-’으로 표기해야 한다면서 제시한 것이 

‘본음, 원체, 법식’이라는 추상적 층위였기 때문이다. ‘정음파’의 공격이 주로 가해진 

부분 역시 이 표기 방식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억지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데 

있었다. 물론 ‘정음파’가 내세운 ‘단활용설’ 역시 우리말에는 없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게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가한 비판의 요지였다. 어쨌든 이제 일상적이고 구체

적인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그 무엇(‘본음, 원체’, ‘단활용’)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이른바 ‘타

자화’가 이루어진다. 아무런 자각 없이 내 몸을 놀리듯 편안하게 내뱉던 말이 이제 전

에 없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직된, 따라서 전문적 연구와 깊은 학문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말’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상의 타자화’는, 근대 이전에 결코 없었던 

현상이다. 물론 언어, 문자와 관련한 전문 분야와 전문가 집단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18) 예컨대 『동아일보』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이 발표되던 1933년 10월 29일 당일 “한글 統一案대로/ 本報 綴字도 更新/ 
우리 文化運動의 劃期的 事業/ 名實 共히 한글 統一”이라는 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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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의 대상은 일상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개 서구에서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고전어였고, 동아시아에서 역시 경전 언어였다. 이들은 물론 문헌학의 대상이었고 

문헌학자들은 고대의 성스러운 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

들은 자신들이 쓰는 일상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일상어의 타자화’는 근대

의 새로운 현상인바, 또한 이는 자신의 언어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때만이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던 자신의 언어

가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국어문법’과 ‘국어사전’은 사실 이러한 말의 타자화를 전

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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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의 어문 운동 전략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유민호(세종학교육원 객원 연구원)

1. 먼저 ‘주시경의 어문 운동 전략에 관하여’라는 글에서는 주시경이 우리말을 연구

하면서 우리말이 짜여져 있는 바탕틀을 나름대로 들여다 보고자 했던 과정들을 주시경

이 썼던 용어의 변천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1910년 『국어문법』이 나오기 

전과 나온 다음에 어떻게 문법 용어들이 바뀌게 되는지 그 흐름을 말하고 있다. 이러

한 김병문 선생님의 애써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글과 관련하여 더 살펴볼 

것을 아래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내적전략(글쓰기의 전략)이고, 다른 하

나는 외적전략(‘권위’의 형성)이다. ‘외적전략’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쓴 것이기에 거

기에는 더하거나 보탤 말이 토론자는 따로 없다. 따라서 발제자의 생각과 주장이 들어

간 ‘내적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제 생각을 말해 보고자 한다.

2. 이 글에서는 1910년의 『국어문법』에서 주시경의 고유어 문법 용어가 나오게 되

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가)

이 글에서는 ‘일상어의 타자화’를 근대의 새로운 현상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일상어

의 타자화’를 번역에 이용했으며, 그래서 ‘카세트 효과’(야나부 아키라가 이름 지음)를 

일본 번역에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카세트 효과를 주시경도 받아들여 문법 용어를 

한자말이 아닌 우리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 

더불어 주시경의 문법 용어가 한자말에서 우리말로 바뀌는 것은 ‘국어에 국어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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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옳다’는 일종의 민족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이고 있다. 

다) 

또한 문법 용어를 한자말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말로 생각하는 쪽이 훨씬 힘이 덜 드

는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주시경은 『국어문법』이라는 책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힘

들이지 않고 우리말로 문법 용어를 만들어서 새로움을 주고자 했던 것에 그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큰 값어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 따

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말’을 가지고서, 이 말로 학문 용어를 만들든지 저 말

로 학문 용어를 만들든지는 큰 값어치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야말로 ‘말’은 아주 대단하고 너무나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

엔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 사람’과 다르게 신석기 혁명,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생각과 말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는 일찍부

터 이를 깨달았다. 그래서 요즘으로부터 2천 년도 더 거슬러서 이미 그들의 생각의 바

탕과 틀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저들의 말을 연구하여 문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디

오니시오스 트락스의 ‘문법의 기법[테크네 그라마티케]’). 그런데 한국은 1908년에 처

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쓴 문법서가 나오게 되고, 중국은 1898년에, 일본은 1876년에 

처음으로 저들 손으로 쓴 문법책을 내게 된다.

그들의 학문의 역사는 말에 대한 연구의 역사와 함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근대 이전에 말의 영역에서 일상의 타자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은 

이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저들이 시장통에서 쓰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래

서 어쩌면 상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는 이집트말이 아닌 그리스말을 학문의 말로 삼아

서 철학을 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해 나갔다. 이러한 일을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하였던 것이다. 아버지인 석수장이와 산파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크라테스는 

귀족들이 쓰는 그리스 말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리스 말을 듣고 자라고 

그 말로 슬기로움을 키워 나갔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평범한 그리스말로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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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풀고를 하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저들은 학문의 아버지라고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국말이나 한자말로는 학문을 해도 순수한 우리말로는 학문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계는 아직도 겨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말’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지 못한다. 그래서 학문과 문화의 핵심이 ‘말’이라는 것을 국어학계의 학자들조차 잘 

알지 못한다. 곧 한국의 학계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이 담겨 있고, 세상을 바라

보는 눈이 담겨 있는 ‘우리말’을 가볍고 하챦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을 내 놓

을 때 ‘우리말’이 아닌 ‘우리글’인 ‘한글’만을 내세울 뿐이다.

‘우리말’에 담겨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곧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하챦고 별 볼 일이 없다면 그나마 우리 학계의 이러한 태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최봉영 전 항공대 교수와 토론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말에 담겨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영국말이나 중국말에 견주어 보았을 

때 훨씬 깊고 넓다. 이는 세계의 인문학이나 철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일이라고 할 것이다.1)

요즘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1910년에 『국어문법』이라는 책을 낸 주시경은 우리말 

속에 담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밝히려 하였다. 그래서 『국어문법』이라는 책을 내 놓

게 된 것이다. 그는 ‘말’을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말’은 곧 그 겨레

의 정신 세계를 만들어가는 바탕임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를 알게 해 주는 것이 바

로 아래의 글이다.

...... 是以로 命 性을 從여 其域에 其種이 其言을 言기 適여 天然의 社會로 國家를 

形成여 獨立이 各定니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

<조선어문전음학 4쪽>

위의 『조선어문전음학』에서 주시경은 땅은 독립의 터요, 사람은 독립의 몸이요, 말은 

독립의 성(정신)으로 말하고 있다. 주시경은 ‘말’을 ‘국성(國性)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 앞으로 최봉영 교수와 토론자(유민호)는 우리말에 담겨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에 곧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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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옳다’는 일종의 민족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이고 있다. 

다) 

또한 문법 용어를 한자말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말로 생각하는 쪽이 훨씬 힘이 덜 드

는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주시경은 『국어문법』이라는 책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힘

들이지 않고 우리말로 문법 용어를 만들어서 새로움을 주고자 했던 것에 그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큰 값어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 따

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말’을 가지고서, 이 말로 학문 용어를 만들든지 저 말

로 학문 용어를 만들든지는 큰 값어치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야말로 ‘말’은 아주 대단하고 너무나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

엔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 사람’과 다르게 신석기 혁명,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생각과 말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는 일찍부

터 이를 깨달았다. 그래서 요즘으로부터 2천 년도 더 거슬러서 이미 그들의 생각의 바

탕과 틀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저들의 말을 연구하여 문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디

오니시오스 트락스의 ‘문법의 기법[테크네 그라마티케]’). 그런데 한국은 1908년에 처

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쓴 문법서가 나오게 되고, 중국은 1898년에, 일본은 1876년에 

처음으로 저들 손으로 쓴 문법책을 내게 된다.

그들의 학문의 역사는 말에 대한 연구의 역사와 함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근대 이전에 말의 영역에서 일상의 타자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은 

이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저들이 시장통에서 쓰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래

서 어쩌면 상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는 이집트말이 아닌 그리스말을 학문의 말로 삼아

서 철학을 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해 나갔다. 이러한 일을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하였던 것이다. 아버지인 석수장이와 산파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크라테스는 

귀족들이 쓰는 그리스 말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리스 말을 듣고 자라고 

그 말로 슬기로움을 키워 나갔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평범한 그리스말로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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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풀고를 하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저들은 학문의 아버지라고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국말이나 한자말로는 학문을 해도 순수한 우리말로는 학문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계는 아직도 겨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말’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지 못한다. 그래서 학문과 문화의 핵심이 ‘말’이라는 것을 국어학계의 학자들조차 잘 

알지 못한다. 곧 한국의 학계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이 담겨 있고, 세상을 바라

보는 눈이 담겨 있는 ‘우리말’을 가볍고 하챦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을 내 놓

을 때 ‘우리말’이 아닌 ‘우리글’인 ‘한글’만을 내세울 뿐이다.

‘우리말’에 담겨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곧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하챦고 별 볼 일이 없다면 그나마 우리 학계의 이러한 태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최봉영 전 항공대 교수와 토론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말에 담겨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영국말이나 중국말에 견주어 보았을 

때 훨씬 깊고 넓다. 이는 세계의 인문학이나 철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일이라고 할 것이다.1)

요즘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1910년에 『국어문법』이라는 책을 낸 주시경은 우리말 

속에 담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밝히려 하였다. 그래서 『국어문법』이라는 책을 내 놓

게 된 것이다. 그는 ‘말’을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말’은 곧 그 겨레

의 정신 세계를 만들어가는 바탕임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를 알게 해 주는 것이 바

로 아래의 글이다.

...... 是以로 命 性을 從여 其域에 其種이 其言을 言기 適여 天然의 社會로 國家를 

形成여 獨立이 各定니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

<조선어문전음학 4쪽>

위의 『조선어문전음학』에서 주시경은 땅은 독립의 터요, 사람은 독립의 몸이요, 말은 

독립의 성(정신)으로 말하고 있다. 주시경은 ‘말’을 ‘국성(國性)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 앞으로 최봉영 교수와 토론자(유민호)는 우리말에 담겨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에 곧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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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레가 겨레다울 수 있는 것은 ‘말’이 있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주시경이 

‘기난갈, 짬듬갈,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과 같이 우리말로 학문용어를 만든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이다. 주시경이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로 학문용어를 

만든 것과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도 일어났다. 

영국 사람인 ‘William Bullokar’는 1586년에 영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영문법책인 

『Bref Grammar for English』를 세상에 내놓게 된다. 하지만 이는 그때 널리 쓰이던 

‘Lily-Colet’의 라틴말 문법을 바탕삼아 영국말을 라틴말 문법의 체계에 끼워 맞추려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뒷날 영국말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한다. 진정한 영국문법의 첫걸음은 1761년에 런

던에서 ‘Joseph Priestley’가 『The Rudiments of English Grammar』를 내놓게 되

면서부터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라틴말 문법 용어를 버리고 영국말 문법 용어를 살려 

쓰이면서 영국말의 바탕과 틀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마치 ‘to do, to suffer, to be’의 뜻을 가지고 있는 ‘verb’를 버리고, 영국 사

람들이 ‘動詞’라고 하는 말을 가져다 쓴다면 ‘to do, to suffer, to be’의 뜻을 제대로 

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verb’를 ‘動詞’라는 말에 담을 수 없는데, 이를 

‘動詞’로 번역하고, 다시 이를 ‘동작동사(動作動詞)/dynamic verb’와 ‘상태동사(狀態動

詞)/static verb’라고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동

사’라는 말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인데, ‘동사’ 앞에 다시 ‘동작’을 붙여 ‘동

작동사’라고 하여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꼭 ‘식사식당’(밥먹는 

밥집)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상태동사’라는 말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

다. ‘상태’와 ‘동작’은 이어질 수 없는 개념인데, 이를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고, 그 말의 집에 사람이 산다는 말을 

했으며, 사람은 마치 스스로가 말을 만들어 내서 말의 임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로는 말이 사람의 임자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도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보

다 13년 먼저 태어난 주시경이 『조선어문전음학』에서 ‘말’을 ‘국성(國性)’이라고 했던 

것은 하이데거의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

이나 겨레에 말이 없다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없고 겨레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뜻에

서 그렇다.

한국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생각의 바탕이 담겨 있는 우리말을 한자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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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와 풀려고 한다면 이는 제대로 우리말을 풀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

리말과 한자말은 바탕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살+)이라고 하는 말은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한자인 ‘人’은 갑골

문에서 구부정하게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그린 것일 뿐이다. ‘사

람’과 ‘인(人)’만 다른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말의 낱말과 한자낱말들은 그 뜻

이 서로 다르다. 낱말이 이렇게 다른 데 어순과 같이 문장 차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서로 다른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사람은 ‘사람’을 ‘살+’의 뜻으로 보지 

‘구부정한 생김새’의 ‘人’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를 ‘사람’이 ‘인간’이고, ‘인간’

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범’을 보

고서, 있지도 않은 ‘이리’를 가져다 붙여서 ‘虎狼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도 모르는 것과 같다.

주시경이 우리말을 가져다 쓴 것이 ‘우리말을 풀려면 우리말을 가져다 쓰는 것이 옳

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풀려면 우리말

을 가져다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한자말이나 영국말을 빌어서 풀 수 있다는 

생각은 증명되지 않은 생각이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

데 저 밖의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풀어서 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

다. 요즘 우리의 문법은 영국말 문법을 엉성하게 번역한 일본 문법을 그대로 가져온 

임시 문법에 지나지 않는다. 19세기 일본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의 존재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영국말 문법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그때 일본 사람

들은 저들의 생각의 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들의 눈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철학 체계인 ‘동’(動)과 ‘정’(靜)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의 뼈대인 ‘동사’와 ‘정사’(명사, 형용사)를 번역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주시경은 이러한 것을 벗어나고자 온갖 힘을 다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

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뒤를 잇는다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주시경의 문법 용어들을 제대로 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기에 주시경의 문법 

정신은 끊겨지고 말았다.

하지만 주시경의 우리말의 바탕과 틀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한 그 정신은 죽지 않고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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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레가 겨레다울 수 있는 것은 ‘말’이 있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주시경이 

‘기난갈, 짬듬갈,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과 같이 우리말로 학문용어를 만든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이다. 주시경이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로 학문용어를 

만든 것과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도 일어났다. 

영국 사람인 ‘William Bullokar’는 1586년에 영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영문법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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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뒤를 잇는다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주시경의 문법 용어들을 제대로 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기에 주시경의 문법 

정신은 끊겨지고 말았다.

하지만 주시경의 우리말의 바탕과 틀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한 그 정신은 죽지 않고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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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학계에서는 주시경이 만들어 낸 문

법 용어를 제대로 푸는 사람이 없다. 주시경 문법에서 ‘늣씨’는 매우 중요함에도 ‘늣’이

라는 말이 어떤 뜻의 말인지를 푼 사람이 없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국어문법』에 나타난 우리말 용어들의 뜻을 찬찬히 푸는 일에서부터 주시경의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글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서 이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예컨대 위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자음, 모음’은 『국어문법』에서 ‘읏듬소리, 붙음소

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말의 소리』에서 다시 ‘닷소리, 홀소

리’로 변화를 겪는다(=> “2) 새로운 술어가 갖는 의미”에서).

: 위의 글에서는 ‘자음’이 ‘읏듬소리’를 거쳐 ‘닷소리’로 이름이 바뀌고, ‘모음’은 ‘붙

음소리’를 거쳐 ‘홀소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읽히게 되어 있다. 『국어문법』에

서는 ‘모음’이 ‘읏듬소리’로 되어 있고, ‘자음’은 ‘붙음소리’로 되어 있기에 위의 글에

서 ‘붙음소리, 읏듬소리’로 차례를 바꾸는 것이 더 쉽게 읽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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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위당 정인보는 20세기 한국의 양명학, 역사학, 문학 등 다방면의 연구를 한 대표적

인 학자이다. 그는 한국사의 암흑기에 올곧은 자세를 유지하며 지식인으로서 책무를 

다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위당은 1893년 서울의 종현에서 동래 정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가세와 나라가 기울어가던 시기에 그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외숙 서병수

(徐丙壽)와 집안 어른 정인표(鄭寅杓), 이건승(李建昇) 같은 분들의 훈도로 한문과 전통

적인 유학을 익혔다. 18세에 강화 양명학자 난곡(蘭谷) 이건방(李建芳)의 제자가 되어 

양명학과 조선후기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권상실 후에는 만주와 상해를 다니면

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김규식 등과 동제사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1) 1922

년 연희전문학교 강사로 초빙되어 1925년부터 교수가 되고 1937년까지 재직하면서, 

한문학과 조선문학, 조선사를 가르쳤다.2) 이시기 그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근대

매체에 우리나라 고서에 대한 해제를 연재하는 등 전통 학문에 대한 많은 글들을 집필

1) 홍이섭, 「위당 정인보」 『한국사의 방법』 , 탐구당, 1968 ; 민영규, 「위당 정인보 선생의 생장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 『동방학지』 13, 
1972. 

2) 왕현종, 「연희전문의 한국사연구와 민족주의 사학의 전개」『근대 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 김도형, 
「1920~30년대 민족문화운동과 연희전문학교」 『동방학지』 164, 2013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년』 1, 연세
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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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1930년대 중반 안재홍과 조선학운동을 함께하며 『여유당전서』의 교열작업

을 하였다.3) 1938년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강화되고 친일의 강요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는 연희전문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지방에 은거하여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지하며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세를 지켰다. 해방 후 전조선문필가협회장, 국학대학장, 감찰

위원장 등의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제시대 때 쓴 글들을 출판하고 국학연구를 재개하던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납북되었다.4)  

다방면에 걸친 학문세계를 보여주는 그의 방대한 저술은 1983년 연세대학교에서 

『담원 정인보전집』 (전 6권)로 간행되었다. 여기에 실린 그의 글들은 순한문, 국한문 

병용, 한글 전용의 세 가지 문체로 되어있다. 순한문체로는 한시(漢詩), 서간(書簡), 서

발(序跋), 비지(碑誌), 갈명(碣銘), 전장(傳狀), 제문(祭文), 만사(輓詞) 등을 지어 담원문

록(薝園文錄)을 남겼고, 국한문병용으로는 역사 및 국학 방면의 저작, 신문 잡지에 실

린 글을 남겼다. 한글 전용으로는 ｢담원시조｣, 서간문, 비문, 각급학교 및 국경일기념 

노랫말 등을 지었다.5) 한문체의 『담원문록』의 글은 위당의 셋째 따님인 정양완 교수가 

2006년에 위당의 한문문집인 담원문록(薝園文錄)을 한글로 번역하고 주석과 해설을 

달아 간행하였다.6) 최근에는 한글 시조와 서간문 등 한글로 쓴 글들을 발췌하여 간행

한 책이 나왔다.7) 

한말부터 일제시기 근대 문명전환기 지식인은 한문, 한글, 일본어 등이 혼용되는 문

자생활을 하게 된다. 1894년 ‘국문’이라는 말로 한글이 공용어로 공식화되면서 한문이 

주도하던 문자세계는 한글로 전환되는 물꼬를 텄다.8) 대한제국 정부는 국문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통해 국어·국민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글은 국문으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식민지 언어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일본어 및 일본어 글쓰기도 

언어생활에 깊이 침투하였다. 정인보는 이러한 과도기의 문자 환경에서 일본어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는 한문, 국한문, 한글로 글을 썼다. 세 가지 문체로 쓴 그의 글은 역

사학, 철학, 강화학, 조선학, 문학 등 방대한 영역에 걸쳐있고, 이를 자료로 하여 정인

3)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4장. 

4) 정양완, 「위당 정인보 선생 연보」 『애산학보』39, 2013. 

5) 국한문 및 한글로 쓴 글들은 담원 정인보전집1~4,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에 실려 있다. 

6) 정인보, 담원문록(薝園文錄)(전3권), 태학사, 2006.

7) 정인보 외, 『한글로 쓴 사랑, 정인보와 어머니』 한올, 2019. 

8) 이지원, 앞의 책, 2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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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학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9) 그 가운데 한글로 쓴 글에 대해서는 문학 

쪽에서 시조에 연구가 있고, 이중글쓰기 차원에서 다룬 논문이 있다.10) 그의 학문에 

대한 연구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들보다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

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 위에서, 『담원 정인보전집』의 자료를 중심으로 근대 문명전환

기 지식인 위당 정인보의 한글인식과 그의 한글 글쓰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인보의 학문관과 한글 인식 

정인보는 강화학파 이건방에게 배우면서 학문적 자의식을 형성하고 조선 학문의 독

자성에 대한 포부를 만들어갔다.11) 그는 양명학적인 배경에서 근대적 전환기 학문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조선후기 ‘실학’을 주목하였다. 그가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

들의 저작을 주목한 것은 조선 학문의 근대성을 실증하려는 의도였다.12) 또한 해외 유

학을 통해 근대학문을 배운 지식인 백낙준, 백남운, 송진우, 홍명희 등과 교유하면서 

스스로 전통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밀한 시각을 

확보해갔다.13) 그리고 한국사의 특수성에 바탕하여 근대라는 세계사의 보편성을 결합

시키는 주체적인 학문으로서 ‘조선학’을 구상하였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서 다산 

정약용을 주목하고 『여유당전서』를 간행한 것은 일제가 조선의 정체성과 근대성을 제

거하려는 식민지 문화정책에 대한 저항이자 문화정체성 회복을 위한 학문적 모색의 일

환이었다.14)

9) 정인보 연구의 연구사 정리는 강석화, 「담원 정인보 선생에 대한 연구사 정리」 『애산학보』 39, 2013 참조. 정인보의 민족정체성 수립
을 위한 학문관에 대해서는 이지원, 앞의 책 ; 남궁효, ｢정인보의 조선학이론에 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8, 1996 ; 이황직，「위
당 조선학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현상과인식』 34-4, 2010 ; 김진균, 「정인보 조선학의 한학적 기반」 『한국실학연구』 25, 
2013 ; 윤덕영, 「위당 정인보의 조선학 인식과 지향」 『한국사상사학』 50, 2015 참조. 

10) 원용문，「정인보 시조에 대하여」，『배달말』 8, 1983 ; 김석희，「담원시조론」 『국어교육』51·52, 1985 ; 오동춘， 「위당 정인보 시
조 연구」 『국어국문학회』5, 1987 ; 이동영, ｢정인보의 생애와 문학업적｣, 陶南學報 17, 1998 ; 김학성, 「담원 정인보 시조의 정
서 세계와 그 정체성」, 『반교어문연구』13, 2001 ; 여희정, 「일제 강점기 전통지식인의 이중언어 글쓰기」 『정신문화연구』38-3, 
2015

11) 하곡－난곡－위당으로 이어지는 실심실학을 추구하는 양명학을 민영규는 ‘강화학’이라고 지칭했다(민영규, 앞의 글). 이후 강화학이라
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심경호, ｢위당정인보와 강화학파｣, 열상고전연구 27집, 2008. 

12) 이황직，「위당 정인보의 유교 개혁주의 사상」，『한국사상사학』 20, 2003. 

13)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조동걸, ｢연보를 통해 본 정인보와 백남운｣, 독립운동사연구 5, 1991 : 윤
덕영, 「위당 정인보의 교유관계와 교유의 배경」，『동방학지』 173, 2016. 

14)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 이지원,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연구에서 근대정체성 서사와 다산 정약용」 
『역사교육』14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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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1930년대 중반 안재홍과 조선학운동을 함께하며 『여유당전서』의 교열작업

을 하였다.3) 1938년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강화되고 친일의 강요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는 연희전문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지방에 은거하여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지하며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세를 지켰다. 해방 후 전조선문필가협회장, 국학대학장, 감찰

위원장 등의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제시대 때 쓴 글들을 출판하고 국학연구를 재개하던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납북되었다.4)  

다방면에 걸친 학문세계를 보여주는 그의 방대한 저술은 1983년 연세대학교에서 

『담원 정인보전집』 (전 6권)로 간행되었다. 여기에 실린 그의 글들은 순한문, 국한문 

병용, 한글 전용의 세 가지 문체로 되어있다. 순한문체로는 한시(漢詩), 서간(書簡), 서

발(序跋), 비지(碑誌), 갈명(碣銘), 전장(傳狀), 제문(祭文), 만사(輓詞) 등을 지어 담원문

록(薝園文錄)을 남겼고, 국한문병용으로는 역사 및 국학 방면의 저작, 신문 잡지에 실

린 글을 남겼다. 한글 전용으로는 ｢담원시조｣, 서간문, 비문, 각급학교 및 국경일기념 

노랫말 등을 지었다.5) 한문체의 『담원문록』의 글은 위당의 셋째 따님인 정양완 교수가 

2006년에 위당의 한문문집인 담원문록(薝園文錄)을 한글로 번역하고 주석과 해설을 

달아 간행하였다.6) 최근에는 한글 시조와 서간문 등 한글로 쓴 글들을 발췌하여 간행

한 책이 나왔다.7) 

한말부터 일제시기 근대 문명전환기 지식인은 한문, 한글, 일본어 등이 혼용되는 문

자생활을 하게 된다. 1894년 ‘국문’이라는 말로 한글이 공용어로 공식화되면서 한문이 

주도하던 문자세계는 한글로 전환되는 물꼬를 텄다.8) 대한제국 정부는 국문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통해 국어·국민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글은 국문으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식민지 언어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일본어 및 일본어 글쓰기도 

언어생활에 깊이 침투하였다. 정인보는 이러한 과도기의 문자 환경에서 일본어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는 한문, 국한문, 한글로 글을 썼다. 세 가지 문체로 쓴 그의 글은 역

사학, 철학, 강화학, 조선학, 문학 등 방대한 영역에 걸쳐있고, 이를 자료로 하여 정인

3)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4장. 

4) 정양완, 「위당 정인보 선생 연보」 『애산학보』39, 2013. 

5) 국한문 및 한글로 쓴 글들은 담원 정인보전집1~4,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에 실려 있다. 

6) 정인보, 담원문록(薝園文錄)(전3권), 태학사, 2006.

7) 정인보 외, 『한글로 쓴 사랑, 정인보와 어머니』 한올, 2019. 

8) 이지원, 앞의 책, 2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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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학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9) 그 가운데 한글로 쓴 글에 대해서는 문학 

쪽에서 시조에 연구가 있고, 이중글쓰기 차원에서 다룬 논문이 있다.10) 그의 학문에 

대한 연구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들보다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

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 위에서, 『담원 정인보전집』의 자료를 중심으로 근대 문명전환

기 지식인 위당 정인보의 한글인식과 그의 한글 글쓰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인보의 학문관과 한글 인식 

정인보는 강화학파 이건방에게 배우면서 학문적 자의식을 형성하고 조선 학문의 독

자성에 대한 포부를 만들어갔다.11) 그는 양명학적인 배경에서 근대적 전환기 학문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조선후기 ‘실학’을 주목하였다. 그가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

들의 저작을 주목한 것은 조선 학문의 근대성을 실증하려는 의도였다.12) 또한 해외 유

학을 통해 근대학문을 배운 지식인 백낙준, 백남운, 송진우, 홍명희 등과 교유하면서 

스스로 전통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밀한 시각을 

확보해갔다.13) 그리고 한국사의 특수성에 바탕하여 근대라는 세계사의 보편성을 결합

시키는 주체적인 학문으로서 ‘조선학’을 구상하였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서 다산 

정약용을 주목하고 『여유당전서』를 간행한 것은 일제가 조선의 정체성과 근대성을 제

거하려는 식민지 문화정책에 대한 저항이자 문화정체성 회복을 위한 학문적 모색의 일

환이었다.14)

9) 정인보 연구의 연구사 정리는 강석화, 「담원 정인보 선생에 대한 연구사 정리」 『애산학보』 39, 2013 참조. 정인보의 민족정체성 수립
을 위한 학문관에 대해서는 이지원, 앞의 책 ; 남궁효, ｢정인보의 조선학이론에 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8, 1996 ; 이황직，「위
당 조선학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현상과인식』 34-4, 2010 ; 김진균, 「정인보 조선학의 한학적 기반」 『한국실학연구』 25, 
2013 ; 윤덕영, 「위당 정인보의 조선학 인식과 지향」 『한국사상사학』 50, 2015 참조. 

10) 원용문，「정인보 시조에 대하여」，『배달말』 8, 1983 ; 김석희，「담원시조론」 『국어교육』51·52, 1985 ; 오동춘， 「위당 정인보 시
조 연구」 『국어국문학회』5, 1987 ; 이동영, ｢정인보의 생애와 문학업적｣, 陶南學報 17, 1998 ; 김학성, 「담원 정인보 시조의 정
서 세계와 그 정체성」, 『반교어문연구』13, 2001 ; 여희정, 「일제 강점기 전통지식인의 이중언어 글쓰기」 『정신문화연구』38-3, 
2015

11) 하곡－난곡－위당으로 이어지는 실심실학을 추구하는 양명학을 민영규는 ‘강화학’이라고 지칭했다(민영규, 앞의 글). 이후 강화학이라
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심경호, ｢위당정인보와 강화학파｣, 열상고전연구 27집, 2008. 

12) 이황직，「위당 정인보의 유교 개혁주의 사상」，『한국사상사학』 20, 2003. 

13)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조동걸, ｢연보를 통해 본 정인보와 백남운｣, 독립운동사연구 5, 1991 : 윤
덕영, 「위당 정인보의 교유관계와 교유의 배경」，『동방학지』 173, 2016. 

14)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 이지원,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연구에서 근대정체성 서사와 다산 정약용」 
『역사교육』14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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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근대 학문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 그의 학문관에서 볼 때 근대 국가의 언

어와 문자로서 국어·국문은 중요하였다. 19세기 말 이래 한글을 국문으로 인식하는 변

화는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문명화의 과제와 연관되었다.15) 국어·국문은 “종족과 언

어가 동일 인민이 호상단결야 유기적 국가를 구성”16)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시 되었

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언문이라 불린 한글을 ‘국문’이라 고치고 공문에서 국문 또

는 국한문을 병용하였다.17) 근대 국가로서 문명화와 정체성을 위해 ‘국어·국문’의 확립

은 선결조건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갑오개혁 이래 정부 정책에 의해 국어·국문 보급이 

시작되었다. 1895년 5월 개교한 한성사범학교에서 국문교육이 시작되었고,18) 이어 소

학교령을 비롯한 여타 교육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에서 국문교육이 실시되었다.19) 

1896년에는 순국문 신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관보를 비롯한 공문서용 문자가 

한문에서 국한문으로 바뀌었다.20) 대한제국시기 국문 문자에 대한 관심은 날로 혁신하

여 1907년 學部에 國文硏究所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국문정서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유길준의 朝鮮文典(1906),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1906), 김규식의 大韓文法
(1909), 金熙祥의 初等國語語典 3권(1909)의 문법책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외래어의 

표기를 위해21) 한자교본인 정약용의 兒學編에 한글·중국어·일본어·영어 표기를 병기

한 지석영의 주석본 兒學編이 간행되었다.22)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한글은 근대 국가의 ‘국문’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한글

은 조선문·조선어로, 일본어문은 ‘국어·국문’이 되었다. 조선어로서 한글의 사용과 보급

은 일제 교육제도 하에서도 일정하게 교육되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국어’로 제도화 한 

식민지 교육제도 하에서 민족의 말과 글을 유지하는 것은 문자 이상의 민족의 문화정

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글을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자 정신으

로 인식하였다. 한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영인본 훈민정음』 서문에 잘 나타나있다.  

15) 이지원, 앞의 책, 2장 1절. 

16) 牧丹山人, ｢自主獨行의 精神｣ 太極學報 21, 1908. 2, 15쪽. 

17) 고종실록 권32, 고종31. 11. 21. 칙령 제1호 공문식 제십사조. “法令․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18) 관보 121(1895. 7. 24), 한성사범학교규칙 제11조 학과정도표에 ‘國文講讀, 作文日用書類記事文及論說文’으로 규정되어 있다.

19) 1895년 7월 19일 칙령145호로 반포된 ｢소학교령｣, 8월 15일 학부령 3호로 반포된 ｢소학교령 대강｣에는 독서와 작문 과목 등을 
설치하여 초등교육부터 국어·국문의 교수를 규정하였다(고종실록 권34, 고종32. 7. 19 ; 관보 122, 1985.8.15).

20) 매천야록에 당시 국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及甲午後 趨時務者盛推諺文曰國文 別眞書以外之曰漢
文 於是國漢文三字逐成方言 而眞諺之稱泯焉 其狂佻者倡漢文當廢之論 然勢格而上”(매천야록 권2, 黃玹全集하, 아세아문화사, 
1978, 1,084쪽).

21) 서양문으로 된 외국의 명칭을 국문으로 옮겨 적을 것이 1894년 법으로 규정되었다. 고종실록 권32, 고종  31.7.8. 軍國機務處進
議案 第四 一, 凡國內外公私文字 遇有外國名․地名․人名之當用歐文字, 俱以國文繙譯施行事.

22) 이지원, 앞의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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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람이란 나면서부터 마음에 앎이 있어, 사물에 접하여 느끼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바야흐로 움직일 때에는 속에서 물결치고 메아리쳐서 이어 소리가 되어밖으로 나오게 

되니, 언어란 이것일 따름이다.… 풍속이 다르면 소리가 나타내는바가 구별이 없을 수 없

겠지만, 그 구역 안에서 같은 끼리는 소리가 발하면 서로가 알게 된다. 이래서 지구상의 

인류는 말로써 겨레가 되므로 같은 성음을 빌릴 수가 없음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문자를 

만들 때는 성음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심지어 중국의 六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사물에 

치달아가지만, 흐름을 따라 근원을 찾자면 다 소리가 도맡는 것이다. 이렇지 않고서는 문

자와 언어가 갈려, 그 느낀 바를 담아서 영원히 통하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28자란 

소리에 맞아 널리 쓰이어, 그 참(眞)을 곡진하게 다하는 것이다.23)

그는 성음이 겨레를 만드는 중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8자 소리인 한글의 

언어구성의 이치와 독자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문명화를 내세우

며 일본어=문명어라고 하고 조선어를 비문명한 식민지민의 토착어로 타자화하여 연구

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는 그가 “일본학자가 왕왕 자기가 조선사가임

네 하기를 좋아하여, 내외의 옛 역사를 증명하는데 한결 같이 문헌에 의존한다고 과시

하오. 이는 문헌에 의존하여 부회하면 이 땅의 백성이 가장 열등함을 증명할 수 있다

고 알기 때문이오”24) 라고 비판하며 ‘얼’의 역사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한 학문

관과 연계되었다. 그는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것을 참된 문자라고 생각하고, 한국인의 

음성을 담은 문자인 한글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참된 문자임을 인

식하였다. 성음의 미묘함을 통해 만든 한글은 “인류 문화역사에 처음 비최오신 광

명”25)이라고 하였다. 그는 한글 반포 전 ‘용비어천가’를 반포하고 여러 서적을 번역하

였지만, 오늘날 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26)그래서 그는 한글반포 이후 

한글을 연구한 책들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는 조선고서해제에서 신경준의 『훈민정음운

해』를 “훈민정음 연구의 가장 기오(奇奧)”한 책이라고 소개하였다.27) 

민족의 주체성·정체성을 보여주는 문자로서 한글의 의미와 그 인식은 그가 해방 직

후 지은 「세종대왕어제 훈민정음반포 오백주년기념비문」에도 표현되어 있다.

23) 정인보, ｢영인본 훈민정음서｣, 담원문록 상, 태학사, 2006, 235~238쪽. 
24) 정인보, 「여문호암일평서」, 담원문록 중, 139쪽. 

25) 정인보, 「「우리글자 쓰는 법」 서문」, 『담원 정인보전집』 2, 372쪽. 

26) 위와 같음. 

27) 『담원 정인보전집』 2,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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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근대 학문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 그의 학문관에서 볼 때 근대 국가의 언

어와 문자로서 국어·국문은 중요하였다. 19세기 말 이래 한글을 국문으로 인식하는 변

화는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문명화의 과제와 연관되었다.15) 국어·국문은 “종족과 언

어가 동일 인민이 호상단결야 유기적 국가를 구성”16)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시 되었

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언문이라 불린 한글을 ‘국문’이라 고치고 공문에서 국문 또

는 국한문을 병용하였다.17) 근대 국가로서 문명화와 정체성을 위해 ‘국어·국문’의 확립

은 선결조건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갑오개혁 이래 정부 정책에 의해 국어·국문 보급이 

시작되었다. 1895년 5월 개교한 한성사범학교에서 국문교육이 시작되었고,18) 이어 소

학교령을 비롯한 여타 교육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에서 국문교육이 실시되었다.19) 

1896년에는 순국문 신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관보를 비롯한 공문서용 문자가 

한문에서 국한문으로 바뀌었다.20) 대한제국시기 국문 문자에 대한 관심은 날로 혁신하

여 1907년 學部에 國文硏究所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국문정서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유길준의 朝鮮文典(1906),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1906), 김규식의 大韓文法
(1909), 金熙祥의 初等國語語典 3권(1909)의 문법책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외래어의 

표기를 위해21) 한자교본인 정약용의 兒學編에 한글·중국어·일본어·영어 표기를 병기

한 지석영의 주석본 兒學編이 간행되었다.22)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한글은 근대 국가의 ‘국문’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한글

은 조선문·조선어로, 일본어문은 ‘국어·국문’이 되었다. 조선어로서 한글의 사용과 보급

은 일제 교육제도 하에서도 일정하게 교육되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국어’로 제도화 한 

식민지 교육제도 하에서 민족의 말과 글을 유지하는 것은 문자 이상의 민족의 문화정

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글을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자 정신으

로 인식하였다. 한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영인본 훈민정음』 서문에 잘 나타나있다.  

15) 이지원, 앞의 책, 2장 1절. 

16) 牧丹山人, ｢自主獨行의 精神｣ 太極學報 21, 1908. 2, 15쪽. 

17) 고종실록 권32, 고종31. 11. 21. 칙령 제1호 공문식 제십사조. “法令․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18) 관보 121(1895. 7. 24), 한성사범학교규칙 제11조 학과정도표에 ‘國文講讀, 作文日用書類記事文及論說文’으로 규정되어 있다.

19) 1895년 7월 19일 칙령145호로 반포된 ｢소학교령｣, 8월 15일 학부령 3호로 반포된 ｢소학교령 대강｣에는 독서와 작문 과목 등을 
설치하여 초등교육부터 국어·국문의 교수를 규정하였다(고종실록 권34, 고종32. 7. 19 ; 관보 122, 1985.8.15).

20) 매천야록에 당시 국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及甲午後 趨時務者盛推諺文曰國文 別眞書以外之曰漢
文 於是國漢文三字逐成方言 而眞諺之稱泯焉 其狂佻者倡漢文當廢之論 然勢格而上”(매천야록 권2, 黃玹全集하, 아세아문화사, 
1978, 1,084쪽).

21) 서양문으로 된 외국의 명칭을 국문으로 옮겨 적을 것이 1894년 법으로 규정되었다. 고종실록 권32, 고종  31.7.8. 軍國機務處進
議案 第四 一, 凡國內外公私文字 遇有外國名․地名․人名之當用歐文字, 俱以國文繙譯施行事.

22) 이지원, 앞의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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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람이란 나면서부터 마음에 앎이 있어, 사물에 접하여 느끼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바야흐로 움직일 때에는 속에서 물결치고 메아리쳐서 이어 소리가 되어밖으로 나오게 

되니, 언어란 이것일 따름이다.… 풍속이 다르면 소리가 나타내는바가 구별이 없을 수 없

겠지만, 그 구역 안에서 같은 끼리는 소리가 발하면 서로가 알게 된다. 이래서 지구상의 

인류는 말로써 겨레가 되므로 같은 성음을 빌릴 수가 없음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문자를 

만들 때는 성음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심지어 중국의 六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사물에 

치달아가지만, 흐름을 따라 근원을 찾자면 다 소리가 도맡는 것이다. 이렇지 않고서는 문

자와 언어가 갈려, 그 느낀 바를 담아서 영원히 통하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28자란 

소리에 맞아 널리 쓰이어, 그 참(眞)을 곡진하게 다하는 것이다.23)

그는 성음이 겨레를 만드는 중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8자 소리인 한글의 

언어구성의 이치와 독자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문명화를 내세우

며 일본어=문명어라고 하고 조선어를 비문명한 식민지민의 토착어로 타자화하여 연구

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는 그가 “일본학자가 왕왕 자기가 조선사가임

네 하기를 좋아하여, 내외의 옛 역사를 증명하는데 한결 같이 문헌에 의존한다고 과시

하오. 이는 문헌에 의존하여 부회하면 이 땅의 백성이 가장 열등함을 증명할 수 있다

고 알기 때문이오”24) 라고 비판하며 ‘얼’의 역사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한 학문

관과 연계되었다. 그는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것을 참된 문자라고 생각하고, 한국인의 

음성을 담은 문자인 한글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참된 문자임을 인

식하였다. 성음의 미묘함을 통해 만든 한글은 “인류 문화역사에 처음 비최오신 광

명”25)이라고 하였다. 그는 한글 반포 전 ‘용비어천가’를 반포하고 여러 서적을 번역하

였지만, 오늘날 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26)그래서 그는 한글반포 이후 

한글을 연구한 책들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는 조선고서해제에서 신경준의 『훈민정음운

해』를 “훈민정음 연구의 가장 기오(奇奧)”한 책이라고 소개하였다.27) 

민족의 주체성·정체성을 보여주는 문자로서 한글의 의미와 그 인식은 그가 해방 직

후 지은 「세종대왕어제 훈민정음반포 오백주년기념비문」에도 표현되어 있다.

23) 정인보, ｢영인본 훈민정음서｣, 담원문록 상, 태학사, 2006, 235~238쪽. 
24) 정인보, 「여문호암일평서」, 담원문록 중, 139쪽. 

25) 정인보, 「「우리글자 쓰는 법」 서문」, 『담원 정인보전집』 2, 372쪽. 

26) 위와 같음. 

27) 『담원 정인보전집』 2,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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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우에서 나랏사람 가르치시는 바른소리 지으사 아조 펴옵신 다삿온돌 되는날 마마 

거룩하오심 기리와 돌 삭여 이에 세우다.

<후면>

한겨레 겨러짐은 말 있음일씨요 말 옳이 펴짐은 글 있음일씨라. 우리나라 다삿 즈

믄해에 거의 되 글 가지기는 우에서 나랏사람 가르치시논 바른 소리 스물여덟 글자 

지으심으로 조차니 한 점 거룩하신 뒤 마마“맛”거룩하온신뎌. 마마 다스리는 동안 여

러 노릇을 힘쓰자 낫낫 빗나옴이 다“우리는 우리로 서라”“조흔 것 모아드릴 선정 남

에 부치지 말라”하오신 뜻이오미 헤오매 이어 높이(世)옵는 우(宗) 되어심이 엇지 그

때 밧드옴에 그치올배어뇨. 이 글자 진작이던들 가튼 겨레 헤여 먼제 이르기 쉬 한줄

로 다을 것을 마마 납심이 더디와 살림 이미 좁아짐 애닯과라. 지어 펴오신뒤 우리 

또 잘 이옵지 못하야 나 잊고 남에 부치노라. 나라 기울어 말마저 잃케되다가 오래게

야 다시 설실을 열랴는 이즈음에 우에서 나랏사람 가르치시논 바르소리 스물여덟 글

자 지어 아조 펴 오신 다삿 온 돌을 마즈니 우리 무슨 말씀을 하올바를 알지 못할지

로다. 이날 온겨레 마음 보도와 마마 거룩하오심 기리오며 아울러“남에 부치지 말고 

우리로 서라”하오신 마마 뜻을 밧들어 외치노리 흰구름이 일고 솔습 우아는 가운데 

마마 우리를 어엿비 녀기심이 예 이제 업스실지로다.28) 

위당은 실심실학(實心實學)의 학문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민족의 ‘얼’

을 담은 말과 글로서 한글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남에 부치지 말고 우

리로 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주체적인 인식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28) 정인보, ｢세종대왕어제 훈민정음반포 오백주년기념비문｣, 담원 정인보전집 2,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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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인보의 문화정체성 의식과 한글 글쓰기   

1) 논문·논설 

위당은 1920년대 이후 신문 잡지 등 근대매체에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국한

문 병용의 논문을 썼다. 해방 후 단행본으로 간행된 조선사연구와 양명학연원, 조

선고서 18편에 대해 해제한 「조선고서해제」, 정송강과 국문학·다산 선생의 생애와 업

적·단재와 사학·성호사설을 교감하면서 등을 묶은 「국학인물론」, 경주의 사적에 대해서 

쓴 역사산문 ｢동도잡지(東都雜誌)｣, 한국문학사와 중국시에 대한 강의노트 형식의 ｢조

선문학원류초본｣과 ｢지나시(支那詩)의 원류｣, 금강산기행문 ｢관동해산록(關東海山錄)｣, 
남쪽지방을 여행하면서 보낸 편지형식의 기행문 ｢남유기신(南遊寄信)｣ 등이 그것이

다.29) 1920년대 이후 본격화한 위당의 글쓰기는 3·1운동 이후 일제 당국의 조선 민족

정체성을 왜곡하는 문화정책에 대응한 역사문화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30) 일제는 3·1

운동으로 분출된 조선인의 저항의식·민족의식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에 대한 문화지배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선연구를 본격화하여 

역사왜곡을 위해 『조선사』 편찬을 추진하고, 민중계몽이라는 명목 하에 조선의 옛 문

화를 식민지 문화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31) 겉으로는 일정하게 문화공간

을 열어주면서 조선인의 자주적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왜곡하는 식민지문화정책이었다.

위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조선의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글을 썼던 것이다. 

朝鮮은 지금 重大한 時機에 있지 아니한가. 人物 하나라도 내어 세울 때가 아니며, 團體 

하나라도 힘 있게 되도록 後援해야 할 때가 아닌가? […] 그런데 現在의 우리는 外人에 對

하여서는 思想이든지 事業이든지 阿諛에 가까운 盲目的 尊敬과 服從을 가지면서, 自國人의 

思想이나 事業에 對하여는 다만 冷然 不顧할 뿐 아니라 도리어 積極的으로 吹毛覓疵하여 기

어코 이것을 誹謗하고 埋葬하고야 말려 하니 實로 本末을 顚倒한 일이요 衰運의 朝鮮에서

밖에 볼 수 없는 現象이다.32)

29) 한글 전용으로는 ｢담원시조｣, 서간문, 비문, 각급 학교와 국경일을 기념하는 노랫말 등을 지었다. 국한문 및 한글로 쓴 글들은 담원 
정인보전집1~4에 실려 있다. 

30) 이지원, 「3·1운동, 민족정체성, 역사문화」, 『3·1운동 100년 5. 사상과 문화』, 휴머니스트, 2019. 

31) 이지원, 앞의 책, 3장 1절 참조. 

32) 정인보, ｢永遠의 內訌｣,『동아일보』 1924, 2. 13(『담원 정인보전집 2,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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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우에서 나랏사람 가르치시는 바른소리 지으사 아조 펴옵신 다삿온돌 되는날 마마 

거룩하오심 기리와 돌 삭여 이에 세우다.

<후면>

한겨레 겨러짐은 말 있음일씨요 말 옳이 펴짐은 글 있음일씨라. 우리나라 다삿 즈

믄해에 거의 되 글 가지기는 우에서 나랏사람 가르치시논 바른 소리 스물여덟 글자 

지으심으로 조차니 한 점 거룩하신 뒤 마마“맛”거룩하온신뎌. 마마 다스리는 동안 여

러 노릇을 힘쓰자 낫낫 빗나옴이 다“우리는 우리로 서라”“조흔 것 모아드릴 선정 남

에 부치지 말라”하오신 뜻이오미 헤오매 이어 높이(世)옵는 우(宗) 되어심이 엇지 그

때 밧드옴에 그치올배어뇨. 이 글자 진작이던들 가튼 겨레 헤여 먼제 이르기 쉬 한줄

로 다을 것을 마마 납심이 더디와 살림 이미 좁아짐 애닯과라. 지어 펴오신뒤 우리 

또 잘 이옵지 못하야 나 잊고 남에 부치노라. 나라 기울어 말마저 잃케되다가 오래게

야 다시 설실을 열랴는 이즈음에 우에서 나랏사람 가르치시논 바르소리 스물여덟 글

자 지어 아조 펴 오신 다삿 온 돌을 마즈니 우리 무슨 말씀을 하올바를 알지 못할지

로다. 이날 온겨레 마음 보도와 마마 거룩하오심 기리오며 아울러“남에 부치지 말고 

우리로 서라”하오신 마마 뜻을 밧들어 외치노리 흰구름이 일고 솔습 우아는 가운데 

마마 우리를 어엿비 녀기심이 예 이제 업스실지로다.28) 

위당은 실심실학(實心實學)의 학문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민족의 ‘얼’

을 담은 말과 글로서 한글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남에 부치지 말고 우

리로 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주체적인 인식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28) 정인보, ｢세종대왕어제 훈민정음반포 오백주년기념비문｣, 담원 정인보전집 2,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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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인보의 문화정체성 의식과 한글 글쓰기   

1) 논문·논설 

위당은 1920년대 이후 신문 잡지 등 근대매체에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국한

문 병용의 논문을 썼다. 해방 후 단행본으로 간행된 조선사연구와 양명학연원, 조

선고서 18편에 대해 해제한 「조선고서해제」, 정송강과 국문학·다산 선생의 생애와 업

적·단재와 사학·성호사설을 교감하면서 등을 묶은 「국학인물론」, 경주의 사적에 대해서 

쓴 역사산문 ｢동도잡지(東都雜誌)｣, 한국문학사와 중국시에 대한 강의노트 형식의 ｢조

선문학원류초본｣과 ｢지나시(支那詩)의 원류｣, 금강산기행문 ｢관동해산록(關東海山錄)｣, 
남쪽지방을 여행하면서 보낸 편지형식의 기행문 ｢남유기신(南遊寄信)｣ 등이 그것이

다.29) 1920년대 이후 본격화한 위당의 글쓰기는 3·1운동 이후 일제 당국의 조선 민족

정체성을 왜곡하는 문화정책에 대응한 역사문화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30) 일제는 3·1

운동으로 분출된 조선인의 저항의식·민족의식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에 대한 문화지배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선연구를 본격화하여 

역사왜곡을 위해 『조선사』 편찬을 추진하고, 민중계몽이라는 명목 하에 조선의 옛 문

화를 식민지 문화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31) 겉으로는 일정하게 문화공간

을 열어주면서 조선인의 자주적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왜곡하는 식민지문화정책이었다.

위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조선의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글을 썼던 것이다. 

朝鮮은 지금 重大한 時機에 있지 아니한가. 人物 하나라도 내어 세울 때가 아니며, 團體 

하나라도 힘 있게 되도록 後援해야 할 때가 아닌가? […] 그런데 現在의 우리는 外人에 對

하여서는 思想이든지 事業이든지 阿諛에 가까운 盲目的 尊敬과 服從을 가지면서, 自國人의 

思想이나 事業에 對하여는 다만 冷然 不顧할 뿐 아니라 도리어 積極的으로 吹毛覓疵하여 기

어코 이것을 誹謗하고 埋葬하고야 말려 하니 實로 本末을 顚倒한 일이요 衰運의 朝鮮에서

밖에 볼 수 없는 現象이다.32)

29) 한글 전용으로는 ｢담원시조｣, 서간문, 비문, 각급 학교와 국경일을 기념하는 노랫말 등을 지었다. 국한문 및 한글로 쓴 글들은 담원 
정인보전집1~4에 실려 있다. 

30) 이지원, 「3·1운동, 민족정체성, 역사문화」, 『3·1운동 100년 5. 사상과 문화』, 휴머니스트, 2019. 

31) 이지원, 앞의 책, 3장 1절 참조. 

32) 정인보, ｢永遠의 內訌｣,『동아일보』 1924, 2. 13(『담원 정인보전집 2, 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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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자국에 대한 적극적인 비하가 만연해가는 세태를 비판하

였다. 그리고 열심히 많은 글을 썼다. 위당은 일찍이 처음 한문을 배웠던 학산(學山) 

정인표(鄭寅杓) 선생으로부터 ‘글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문재(文才)가 뛰어났

고33), 춘원 이광수도 “위당의 문명(文名)을 흠모34)”할 정도의 필력과 문장력을 갖고 있

었다. 그는 당시 장안의 최고의 한학자였지만, 대중적 글쓰기와 교육에서 한글을 병용

하였다. 

위당은 한문과 한글병용을 시도하면서 단순히 한문이냐 한글이냐는 문자체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구명하기 위해 본말을 궁구하여 자

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쓰기, 논지의 명료함과 막힘없는 논지 전개를 강

조하였다.35) 한문은 근대 이전에 지식인들의 사상, 지식, 감정 등을 표현한 문자였다. 

과거의 기록인 한문 자료를 활용하여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논지에 맞춰 글쓰

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는 조선사연구에서 한자로 된 중국 문헌 등을 참조하

여 신라의 풍속·제도·의복·언어 등이 고구려·백제와 유사하고 중국과는 달랐다고 밝히

고 있다. 특히 신라에 고언(古言)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신라

가 진한(辰韓)의 후손으로서 이미 선대(先代)에 한족(漢族)과 접촉이 빈번했고 언어문자 

면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자기 고유의 것을 고수하며 한족의 것에 대

해서는 배타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36) 한문 자료를 읽고 근대 민족주의 관점에서 문

화정체성의 역사로 재구성한 글쓰기를 한 것이다. 그는 역사학자이자 국학자로서 민족 

주체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평가하는 근대 지성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37) 이

는 언어문자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선문학원류초본｣에서 

前人의 述作이 吏讀나 正音을 쓴 以外는 대개 漢土의 文字로써 그대로 驅使한 이므로 純

粹한 朝鮮文의 領域이 말못되게 狹小한 듯하나 朝鮮의 芬香이 없이 직 漢土의 氣臭를 含有

한 作品은 애초에 말할 것이 아니요, 어떠한 말(馬)을 탔던지 東南北에 내 맘대로 馳騁하였

33) 정양완, ｢담원문록 발｣, 담원문록 하, 531쪽. 
34) 이광수, ｢상해의 이일 저일｣, 삼천리 10호, 1930 (담원 정인보전집 1, 353쪽) 
35) 정인보, ｢文章講話(上篇)｣, 廢墟以後 1호(1924. 2), 141쪽(廢墟(全), 원문사, 1976).

36)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 『담원 정인보전집』 3, 267쪽. 

37) 정인보는 ‘얼사관’이라 불리는 주체적 역사인식 이론을 주창하였고, 고대사 관련 연구업적과 조선후기 문화사를 실학적 관점에서 체계
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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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 같으면 구태여 過去의 驪黃을 물어 무엇하리오? 이를 알아 누구나 範圍를 局促케 

하지 아니할 것이라.38)

한자냐 한글이냐 하는 문자 자체를 과거 조선 문학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기지 않았다. 문자는 물건을 싣는 ‘말(馬)’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실어 나르는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분향(芬香)’을 함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였다. 근대적 민족

의식에서 한문의 옛글을 참고하고 당시대의 정신이 담긴 ‘조선의 글’을 쓰느냐가 중요

했다. 

그는 신문·잡지를 통해 한문 병용의 논문·논설을 활발하게 발표하던 시기에 순한글

로 써야 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1931년 이충무공의 위토 문제로 현충사

를 다시 세우는 고적보존운동이 일어났을 때39) 그는 이충무공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

데,40) 이때 그는 충무공의 전기 등을 순한글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1) 한문

학자이면서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는 국한문을 병용하는 과도기적인 

글쓰기를 하였다. 더욱이 1938년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강화되자 연희전문학교 교수직

을 사임하고 지방에 은거하여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지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한문의 비

문이나 전기들을 많이 썼다.42) 그에게 있어서 한문 글쓰기와 국한문 병용의 글쓰기는 

대립적이거나 시기적 변화가 아닌, 대상과 영역에 따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요

컨대 그는 한문 병용의 문체로서 쓴 논문·논설 등에서도 문체의 기교나 형식보다는 민

족주의적 정신을 담는 계몽적 성격을 띤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특히 나라사랑을 실천

한 인물들을 거론할 때에는 그들의 얼과 지혜를 계승하는 글을 지었다. 예컨대 ｢윤봉길

열사 기념비문｣, ｢열사백락관선생 기념비문｣, ｢이상재선생의 장서｣, ｢순국선열추념문｣, 
｢광복선열의 영령 앞에｣,｢우정선생 추도문｣, ｢병천기의비문｣, ｢을지장군묘소수보문제｣, 
｢이충무공순신기념비｣, ｢한산도제승당비문｣, ｢이충무공과 우리｣, ｢이충무공의 인격｣등

38) 정인보, ｢조선문학원류초본｣, 담원 정인보전집 1, 261쪽.

39) 이지원, 「193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77·78·79합집, 1993.

40) 「李忠武公墓山競買問題」 「이충무공과 우리」 「충무공유적보존회창립」 「충무공위토 추환」「성금 일만워」 「이충무공의 인격」 「중건 현중
사비문」 등. 『담원 정인보전집』2에 수록됨. 

41) “무릇 碑文이나 傳記나를 勿論하고 그것을 만드는 데 두 가지 絶對로 必要한 條件이있으니, 하나는 尊明·事大思想에서의 解放이요, 
또 하나는 難解한 漢文에서의 解放이다. 될 수만 있으면 現在 各地에 있는 古碑는 다 땅속에 깊이깊이 묻어버리고 自由로운民族主義
의 意識에서 純全한 朝鮮文으로 새로운 碑文을 써서 後孫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公의 傳記를 純朝鮮文으로 써야 할 것은 勿論이
다”(｢충무공위토추환」『동아일보』 1931.6.15(담원 정인보전집 2, 제5편, 304쪽).

42) 비지문(碑誌文)의 상당수는 그가 공식적인 사회 활동을 중단한 1937년에서 1945년 사이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여희정, 앞의 글,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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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자국에 대한 적극적인 비하가 만연해가는 세태를 비판하

였다. 그리고 열심히 많은 글을 썼다. 위당은 일찍이 처음 한문을 배웠던 학산(學山) 

정인표(鄭寅杓) 선생으로부터 ‘글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문재(文才)가 뛰어났

고33), 춘원 이광수도 “위당의 문명(文名)을 흠모34)”할 정도의 필력과 문장력을 갖고 있

었다. 그는 당시 장안의 최고의 한학자였지만, 대중적 글쓰기와 교육에서 한글을 병용

하였다. 

위당은 한문과 한글병용을 시도하면서 단순히 한문이냐 한글이냐는 문자체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구명하기 위해 본말을 궁구하여 자

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쓰기, 논지의 명료함과 막힘없는 논지 전개를 강

조하였다.35) 한문은 근대 이전에 지식인들의 사상, 지식, 감정 등을 표현한 문자였다. 

과거의 기록인 한문 자료를 활용하여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논지에 맞춰 글쓰

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는 조선사연구에서 한자로 된 중국 문헌 등을 참조하

여 신라의 풍속·제도·의복·언어 등이 고구려·백제와 유사하고 중국과는 달랐다고 밝히

고 있다. 특히 신라에 고언(古言)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신라

가 진한(辰韓)의 후손으로서 이미 선대(先代)에 한족(漢族)과 접촉이 빈번했고 언어문자 

면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자기 고유의 것을 고수하며 한족의 것에 대

해서는 배타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36) 한문 자료를 읽고 근대 민족주의 관점에서 문

화정체성의 역사로 재구성한 글쓰기를 한 것이다. 그는 역사학자이자 국학자로서 민족 

주체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평가하는 근대 지성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37) 이

는 언어문자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선문학원류초본｣에서 

前人의 述作이 吏讀나 正音을 쓴 以外는 대개 漢土의 文字로써 그대로 驅使한 이므로 純

粹한 朝鮮文의 領域이 말못되게 狹小한 듯하나 朝鮮의 芬香이 없이 직 漢土의 氣臭를 含有

한 作品은 애초에 말할 것이 아니요, 어떠한 말(馬)을 탔던지 東南北에 내 맘대로 馳騁하였

33) 정양완, ｢담원문록 발｣, 담원문록 하, 531쪽. 
34) 이광수, ｢상해의 이일 저일｣, 삼천리 10호, 1930 (담원 정인보전집 1, 353쪽) 
35) 정인보, ｢文章講話(上篇)｣, 廢墟以後 1호(1924. 2), 141쪽(廢墟(全), 원문사, 1976).

36)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 『담원 정인보전집』 3, 267쪽. 

37) 정인보는 ‘얼사관’이라 불리는 주체적 역사인식 이론을 주창하였고, 고대사 관련 연구업적과 조선후기 문화사를 실학적 관점에서 체계
화하였다. ·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183

다 할 것 같으면 구태여 過去의 驪黃을 물어 무엇하리오? 이를 알아 누구나 範圍를 局促케 

하지 아니할 것이라.38)

한자냐 한글이냐 하는 문자 자체를 과거 조선 문학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기지 않았다. 문자는 물건을 싣는 ‘말(馬)’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실어 나르는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분향(芬香)’을 함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였다. 근대적 민족

의식에서 한문의 옛글을 참고하고 당시대의 정신이 담긴 ‘조선의 글’을 쓰느냐가 중요

했다. 

그는 신문·잡지를 통해 한문 병용의 논문·논설을 활발하게 발표하던 시기에 순한글

로 써야 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1931년 이충무공의 위토 문제로 현충사

를 다시 세우는 고적보존운동이 일어났을 때39) 그는 이충무공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

데,40) 이때 그는 충무공의 전기 등을 순한글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1) 한문

학자이면서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는 국한문을 병용하는 과도기적인 

글쓰기를 하였다. 더욱이 1938년 일제의 총동원체제가 강화되자 연희전문학교 교수직

을 사임하고 지방에 은거하여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지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한문의 비

문이나 전기들을 많이 썼다.42) 그에게 있어서 한문 글쓰기와 국한문 병용의 글쓰기는 

대립적이거나 시기적 변화가 아닌, 대상과 영역에 따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요

컨대 그는 한문 병용의 문체로서 쓴 논문·논설 등에서도 문체의 기교나 형식보다는 민

족주의적 정신을 담는 계몽적 성격을 띤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특히 나라사랑을 실천

한 인물들을 거론할 때에는 그들의 얼과 지혜를 계승하는 글을 지었다. 예컨대 ｢윤봉길

열사 기념비문｣, ｢열사백락관선생 기념비문｣, ｢이상재선생의 장서｣, ｢순국선열추념문｣, 
｢광복선열의 영령 앞에｣,｢우정선생 추도문｣, ｢병천기의비문｣, ｢을지장군묘소수보문제｣, 
｢이충무공순신기념비｣, ｢한산도제승당비문｣, ｢이충무공과 우리｣, ｢이충무공의 인격｣등

38) 정인보, ｢조선문학원류초본｣, 담원 정인보전집 1, 261쪽.

39) 이지원, 「193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77·78·79합집, 1993.

40) 「李忠武公墓山競買問題」 「이충무공과 우리」 「충무공유적보존회창립」 「충무공위토 추환」「성금 일만워」 「이충무공의 인격」 「중건 현중
사비문」 등. 『담원 정인보전집』2에 수록됨. 

41) “무릇 碑文이나 傳記나를 勿論하고 그것을 만드는 데 두 가지 絶對로 必要한 條件이있으니, 하나는 尊明·事大思想에서의 解放이요, 
또 하나는 難解한 漢文에서의 解放이다. 될 수만 있으면 現在 各地에 있는 古碑는 다 땅속에 깊이깊이 묻어버리고 自由로운民族主義
의 意識에서 純全한 朝鮮文으로 새로운 碑文을 써서 後孫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公의 傳記를 純朝鮮文으로 써야 할 것은 勿論이
다”(｢충무공위토추환」『동아일보』 1931.6.15(담원 정인보전집 2, 제5편, 304쪽).

42) 비지문(碑誌文)의 상당수는 그가 공식적인 사회 활동을 중단한 1937년에서 1945년 사이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여희정, 앞의 글,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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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에서는 한문병용, 한글전용 등을 함께 구사하고 있었다.43) 

2) 시조 

 

위당 정인보는 음성언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참된 것이라는 한글 인식을 갖고 있었지

만, 근대 과도기의 지식인으로서 모든 글을 한글로 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통

문예 양식의 재생을 통해 한글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시조가 그것이다. 그가 시조 창작

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26년이다.44) 그해 한글 반포 팔회갑45)을 기념하여 

‘가갸날(한글날)’을 정하게 되었고, 이 무렵 우리 문학에서 전통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정인보도 이 해에 처음으로 시조를 지어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46) 위당이 시조를 지어 지인과 벗들에게 나누어보기 시작

한 것은 어머님을 여의고 지은 시조 「자모사」였다.47)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백낙준은 위당이 지은 「자모사」를 본 이후 감동을 받아 위당의 시조를 보관해왔

는데, 해방 후 위당의 시조 100수를 내어주어 1948년 을유문화사에서 『담원시조집』 

간행을 도왔다. 

「자모사」는 40수로 된 연작 시조이다. 첫 수는 가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된다.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불고 잎 드는데

가신 님 어이하여 돌오실 줄 모르는가

살뜰이 기르신 아희 옷품 준줄 아소서 48)

그러나 이 시는 어머니에 대한 추모시이지만 조국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기도 한다. 

43) 『담원 정인보전집』 3에 실려 있다. 

44) 그의 최초의 시조인 「자모사」 들머리 글에서 정인보는 ‘이 시조는 병인년 가을이 지었다’라고 쓰고 있다. 병인년은 1926년으로, 정인
보의 시조 쓰기 시작한 때로 알려져 있다. 『담원 정인보전집』 1, 4쪽 ; 백낙준, 「薝園時調 緖言」 『담원 정인보전집』 1 ; 오동춘, 앞
의 글, 254쪽. 

45) 八回甲, 즉 480주년 된 해이다. 

46) 1920년대에 이르러 시조가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시가 양식으로 주목되어 최남선은 첫 시조집 백팔번뇌를 발간
하였다. 이때 정인보를 비롯하여 이광수, 홍명희, 박한영 등 당대의 문인·지식인들이 발문을 썼다. 정인보, 「백팔번뇌 비평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7.3.1.~3(담원 정인보전집 2, 333‒334쪽). 

47) 백낙준, 「薝園時調 緖言」 『담원 정인보전집』 1, 379쪽.

48) 「자모사」 『담원 정인보전집』 1,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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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산이 어는강가 압록이라 엿자오니 

고국산천이 새로 설워라고 

치마끈 드시려하자 눈물벌서 굴러라49)

위당이 어머니를 모시고 기차로 안동현으로 갈 때 압록강을 건너니 어머니가 “나라

가 이 지경이 돼야 내기 이 강을 건너는구나”하시며 눈물을 흘렸다50)는 것을 기억하며 

쓴 「자모사」의 37연 시조이다. 추모의 마음을 한글로 표현한 시조는 「자모사」이후에도 

지속되어, 「가신님」 「유모 강씨의 喪行을 보면서」 「첫 정」 「척수 허씨만」 「문호암애사」 

「김용승선생을 울고」 「강석 한공만」 「숙초 밑에 누운 송고하를 우노라」 등 가족과 친

구 지인을 추모하는 시조를 지었다. 

위당은 추모의 시조 뿐만 아니라 일상의 감상을 시조로 표현하였다. 연희전문학교에

서 벌어진 육상경기51), 운동경기52), 여학교의 각반의 꽃,53)박연폭포·금강산·여수·목포

의 여행54) 등의 감상을 시조로 노래하였다. 

범처럼 사나운데 나븨가치 가벼워라

오십리 희염치던 넷날어룬 저럴것이

무궁화 봉 트랴하니 미첫단들 엇더리55)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젊은 학생들이 육상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감상을 지은 시조이

다. 여기에서 “오십리 희염치던”은 『삼국사기』 장보고전에 나온 구절로, 바다 속 오 십

리 길을 헤엄쳐도 따라올 자 없었던 장보고의 패기를 학생들의 젊은 패기에 비유하여 

읊고 있다.56) 

49) 「자모사」 『담원 정인보전집』 1, 13쪽. 

50) 위와 같음. 

51) 「延專 앞뜰에서 육상경기를 보고」 『담원 정인보전집』 1, 29쪽. 

52) 「競技詞」 『담원 정인보전집』 1, 93쪽. 

53) 「배화여학교 반화사」 『담원 정인보전집』 1, 22쪽. 

54) 「박연행」, 「금강산에서」, 「여수 옥천사에서」, 「여수에서 목표까지」 『담원 정인보전집』 1, 30~52쪽. 

55) 「延專 앞뜰에서 육상경기를 보고」 『담원 정인보전집』 1, 29쪽. 

56) 이 시조의 주에 “「三國史記」 張保皐鄭年傳에 “年, 復能沒 海底 行伍十里 不噎 角其勇壯 保辜差不及也라고 한 것이 있다”고 그 설명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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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에서는 한문병용, 한글전용 등을 함께 구사하고 있었다.43) 

2) 시조 

 

위당 정인보는 음성언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참된 것이라는 한글 인식을 갖고 있었지

만, 근대 과도기의 지식인으로서 모든 글을 한글로 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통

문예 양식의 재생을 통해 한글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시조가 그것이다. 그가 시조 창작

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26년이다.44) 그해 한글 반포 팔회갑45)을 기념하여 

‘가갸날(한글날)’을 정하게 되었고, 이 무렵 우리 문학에서 전통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정인보도 이 해에 처음으로 시조를 지어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46) 위당이 시조를 지어 지인과 벗들에게 나누어보기 시작

한 것은 어머님을 여의고 지은 시조 「자모사」였다.47)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백낙준은 위당이 지은 「자모사」를 본 이후 감동을 받아 위당의 시조를 보관해왔

는데, 해방 후 위당의 시조 100수를 내어주어 1948년 을유문화사에서 『담원시조집』 

간행을 도왔다. 

「자모사」는 40수로 된 연작 시조이다. 첫 수는 가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된다.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불고 잎 드는데

가신 님 어이하여 돌오실 줄 모르는가

살뜰이 기르신 아희 옷품 준줄 아소서 48)

그러나 이 시는 어머니에 대한 추모시이지만 조국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기도 한다. 

43) 『담원 정인보전집』 3에 실려 있다. 

44) 그의 최초의 시조인 「자모사」 들머리 글에서 정인보는 ‘이 시조는 병인년 가을이 지었다’라고 쓰고 있다. 병인년은 1926년으로, 정인
보의 시조 쓰기 시작한 때로 알려져 있다. 『담원 정인보전집』 1, 4쪽 ; 백낙준, 「薝園時調 緖言」 『담원 정인보전집』 1 ; 오동춘, 앞
의 글, 254쪽. 

45) 八回甲, 즉 480주년 된 해이다. 

46) 1920년대에 이르러 시조가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시가 양식으로 주목되어 최남선은 첫 시조집 백팔번뇌를 발간
하였다. 이때 정인보를 비롯하여 이광수, 홍명희, 박한영 등 당대의 문인·지식인들이 발문을 썼다. 정인보, 「백팔번뇌 비평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7.3.1.~3(담원 정인보전집 2, 333‒334쪽). 

47) 백낙준, 「薝園時調 緖言」 『담원 정인보전집』 1, 379쪽.

48) 「자모사」 『담원 정인보전집』 1,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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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산이 어는강가 압록이라 엿자오니 

고국산천이 새로 설워라고 

치마끈 드시려하자 눈물벌서 굴러라49)

위당이 어머니를 모시고 기차로 안동현으로 갈 때 압록강을 건너니 어머니가 “나라

가 이 지경이 돼야 내기 이 강을 건너는구나”하시며 눈물을 흘렸다50)는 것을 기억하며 

쓴 「자모사」의 37연 시조이다. 추모의 마음을 한글로 표현한 시조는 「자모사」이후에도 

지속되어, 「가신님」 「유모 강씨의 喪行을 보면서」 「첫 정」 「척수 허씨만」 「문호암애사」 

「김용승선생을 울고」 「강석 한공만」 「숙초 밑에 누운 송고하를 우노라」 등 가족과 친

구 지인을 추모하는 시조를 지었다. 

위당은 추모의 시조 뿐만 아니라 일상의 감상을 시조로 표현하였다. 연희전문학교에

서 벌어진 육상경기51), 운동경기52), 여학교의 각반의 꽃,53)박연폭포·금강산·여수·목포

의 여행54) 등의 감상을 시조로 노래하였다. 

범처럼 사나운데 나븨가치 가벼워라

오십리 희염치던 넷날어룬 저럴것이

무궁화 봉 트랴하니 미첫단들 엇더리55)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젊은 학생들이 육상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감상을 지은 시조이

다. 여기에서 “오십리 희염치던”은 『삼국사기』 장보고전에 나온 구절로, 바다 속 오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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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모사」 『담원 정인보전집』 1, 13쪽. 

50) 위와 같음. 

51) 「延專 앞뜰에서 육상경기를 보고」 『담원 정인보전집』 1, 29쪽. 

52) 「競技詞」 『담원 정인보전집』 1, 93쪽. 

53) 「배화여학교 반화사」 『담원 정인보전집』 1, 22쪽. 

54) 「박연행」, 「금강산에서」, 「여수 옥천사에서」, 「여수에서 목표까지」 『담원 정인보전집』 1, 30~52쪽. 

55) 「延專 앞뜰에서 육상경기를 보고」 『담원 정인보전집』 1, 29쪽. 

56) 이 시조의 주에 “「三國史記」 張保皐鄭年傳에 “年, 復能沒 海底 行伍十里 不噎 角其勇壯 保辜差不及也라고 한 것이 있다”고 그 설명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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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은 학자이면서도 정감이 많은 아버지였다.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인 벽초 

홍명희 집에 시집간 둘째 딸 생일날 인절미 대신 보낸 시조는 아버지로서의 정을 담고 

있다.

 

설흔이 발서거의 생이아니 긔특하냐

너낫튼 그 당시는 자고나서 잔칠러니

설흔말 구태하리만 찔려슴벅 하과라57)

어머니 생신 잔치 전날 태어난 딸이 이제 서른이 된 것을 기특해 하는 감회를 담아 

생일 인절미 대신 11연의 시조를 지어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조의 6연에서 “싀

아배 잘 받들거라 독립운동이니라”58) 하여 딸이 시아버지인 홍명희에게 효도할 것을 

가족관계를 넘어서 독립운동이라는 사회적 역할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위당과 홍명희의 

막역한 교우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생활 속에서 독립을 생각하는 일상에서의 가

르침을 애정을 담아 보냈던 것이다. 시조는 형식에 맞추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 언어 밖의 다감하고 은근한 정으로 심화해야 하고 현대적인 감정에 전통적인 취

의를 넣은 문화적 유산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당의 정감에 대해 국문학

자 양주동은 “위당은 내가 알기에는 가장 정적(情的)인 분이다. 그의 감정은 만져지는 

그의 손길보다도 더욱 만문하고 다감하다.”59)라고 하였고, 그의 시조는 “고아(高雅)하

되 사무치고 정서적인 대로 사상적이니, 얼른 말하자면 살과 뼈가 있는 강유(剛柔)를 

겸비한 작풍”60)이라고 하였다.

3) 서간문 

위당은 어머니와 부인, 자식, 며느리에게 한글 편지를 썼다.61) 어머님께 보낸 편지는 

아들로서 안부를 묻고, 아내에게는 타지에 가서 애틋한 마음을, 자식과 며느리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정을 담고 있다. 

57) 「둘째딸 경완생일에 인절미 대신 보냈다」 『담원 정인보전집』 1, 71쪽. 

58) 위의 글, 같은 책, 73쪽. 

59) 양주동, 「담원시조 서」 『담원 정인보전집』 1, 382쪽. 

60) 양주동, 「담원시조 서」 『담원 정인보전집』 1, 381쪽. 

61) 『담원 정인보전집』 1, 333~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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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님 하셔 뵈오니 도 반갑 그 동안 안녕옵시고 아바님 좀 나어 지 시는 일 

너모 만이오니다. 는 잘 잇습이다. 셩원경에게 일젼 샹셔듕 너은 쪽지 보경 쥬어 져

오게 시옵셔. 총총 긴말삼 못이다.62) 

                 -어머니께 보낸 편지-

나는 잘 먹고 잘 다니나 혼자 집안에서 어린 아해들과 고생하시는 일 미안하합나이다. 

어제 밤 그적게 밤 다 동학절에서 자고 오날 영동와서 지금 청산드러가압나이다. 내일 밤 

집에 가겟삽나이다. 하교대로 상서 알외압나이다.63)

                - 부인에게 보낸 편지 -

굼굼하던 중 네 글시 보고 반갑고 너의 어마님과 다들 알안 일 깃부다. 나는 약 먹는 

중이소 침식이 다 편하나 일간 가겟다. 책편지가 왓스면 그것도 철도편이냐 소포로 온 것

이 그게냐.... 64)

                   - 둘째 딸에게 보낸 편지-

며누리 보아라 어린년 돌에 못가보니 셥셥다. 돌잡히는데도 모다 불비게 만흐니 엇

지는지. 색동져고리 가음도 이 다음여 보내겟다. 백원은 손녀 돌 살에 노라고 보
다.65)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 

62) 『담원 정인보전집』 1, 333쪽.

63) 『담원 정인보전집』 1, 336쪽.

64) 『담원 정인보전집』 1, 347~8쪽.

65) 『담원 정인보전집』 1,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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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 정인보의 한글 편지들 

 

         

가족들에게 보낸 서간은 순 한글로 썼다. 한글맞춤법에 맞추기 보다는 한글 고어의 

문자와 문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4) 한글 노랫말 

한글 글쓰기로 우리 말의 운율과 정서를 살렸던 정인보는 해방 후 「광복절가」 「삼일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189

절가」 「제헌절가」 「개천절가」 등 많은 국경일의 노랫말과 연희대학교가, 국학대학가, 

고려대학교가, 덕성여자중학교가, 성신여자중학교가, 동국대학교가, 운수학교가 등의 교

가, 공무원의 노래, 대한부인회가 등을 지었다.66) 

그는 광복의 감격을 바다와 땅이 춤추는 기쁨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

국열사들에 대한 추모를 노랫말로 지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룬님 벗님 어찌하리

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피 엉긴자최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67)

    위당 정인보의 광복절 노랫말 친필 원고

조국의 광복을 기리는 한글 노랫말은 음율에 맞춘 노래로 평생을 민족의 정신을 살리

는 것을 노력해 온 학자는 광복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과 각오를 노래말로 만든 것이다. 

66) 『담원 정인보전집』 1, 80~ 88쪽.

67) 『담원 정인보전집』 1,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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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가 노랫말 또한 민족의식과 기미독립선언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 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68)

  

일제 때 여학교의 여성교육과 여성의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던 정인보는 여성이 

겨레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을 바라는 내용의 대한부인회가를 지었다. 

   

오늘날 우리일은 남녀가 업다

치마끈 졸라매고 다 나서거라

달가튼 이나라가 둥그러온다

겨레는 정신이요 목숨은 나라

잇는힘 적다말고 다드려보나

옛날엔 삼천리도 더넘엇단다.69)       

학교의 교가에서는 교육이 민족의 장래를 위한 백년의 대계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

생들이 공부를 통해 성장하여 슬기롭게 삼천리 조국과 동서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펼

쳐나갈 것을 노래하고 있다. 

68) 위와 같음. 

69) 『담원 정인보전집』 1,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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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 정인보의 대한부인회가 친필 원고 

공부가 커갈수록 맘더욱 밧버

삼천리 오늘날에 젊문 우리다

슬긔를 풀무삼아 녹여라 동서

눈부신 새문화롤 폭을 퍼치자70) 

이 나라 위헤 나서 공부도 나라

오늘날 대한 딸들 책임무겁다

슬긔는 繡라더라 德으로 바탕

꽃가치 페나는때 어서 이뤄라71) 

 

광복 직후 한글은 다시 국어·국문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한글로 노랫말을 짓고 부르

는 것은 새로운 국가의 민족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 중요하였다. 위당은 광복 이후 

국학대학장을 역임하며 민족문화와 국학 진흥에 몰두하며, 문화전통을 현대에 발전시키

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때 그는 진정한 국어·국문으로서 한글의 맛과 정서를 

70) 「연희대학교교가」 『담원 정인보전집』 1, 83쪽. 

71) 「덕성여자중학교교가」 『담원 정인보전집』 1,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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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가 노랫말 또한 민족의식과 기미독립선언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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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노랫말을 짓는 데에 정성을 다하였다. 광복 당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은 한글 

노랫말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신과 정서에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4. 맺음말

위당 정인보는 20세기 전반기 당대 최고의 한학자이면서 민족주의를 발휘하는 민족

문화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어가 ‘국어·국문’으로 

통용되던 시기에 일본어로 글을 짓지 않고, 근대의 주체적인 민족의식·문화의식을 지

키기 위해 많은 글을 썼다. 위당 정인보는 당대 최고의 한문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학

문세계를 한학의 세계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위당은 근대적 민족의식에서 한문으로 된 옛글을 참고하고 당시대의 정신이 담긴 

‘조선의 글’을 쓰는 것을 중심에 두었다. 그는 성음이 겨레를 만드는 중요 요소임을 강

조하고 28자 소리의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옛것의 정신과 정취를 근대에 

재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하여 한문의 고서들을 국한문병용의 글쓰기를 

통해 새롭게 해설하였으며, 현대적인 감정에 전통적인 취의를 넣는 시조 짓기를 시도

하였다. 또한 가족 간의 일상에서는 한글 서간을 주고받았다. 그의 한글 글쓰기는 광복 

후 국경일 기념의 노랫말 등으로 유려하게 발휘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당 정인보는 

『영인본 훈민정음』의 서문과 「세종대왕어제 훈민정음반포 오백주년기념비문」등을 썼던 

국학자답게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글사랑을 담은 한글 글쓰기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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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에 대한 토론문

윤덕영(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위당 정인보는 그동안 역사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학 등 여러 학문영역에서도 많

은 관심과 연구가 있었던 인물이다. 위당에 대해서는 강석화에 의해 100여 편 이상에 

이르는 연구 문헌이 소개가 있었지만, 각 주제별, 각 학문별로 위당의 활동과 사상을 

언급하거나 다룬 연구들은 소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거의 200여 편을 넘는다. 정

인보가 남긴 사료가 많지 않은 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는 것은 위당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우리

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당의 연구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 위당의 언어관, 한글관에 관한 부분이다. 발표자가 발표한 

것과 같이 위당은 해방 후 「광복절가」 「삼일절가」 「제헌절가」 「개천절가」 등 많은 국

경일의 노랫말과 연희대학교가, 국학대학가, 고려대학교가, 덕성여자중학교가, 성신여자

중학교가, 동국대학교가, 운수학교가 등의 교가, 공무원의 노래, 대한부인회가 등의 한

글 노랫말을 다수 지었다. 또한 강신황의 연구에 따르면 위당은 비교언어학자나 국어

사학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이래 훈민정음연구자들의 업적과 계보를 밝히고, 

우리 역사의 국명과 지명에 대한 우리말 고유어의 추정과 어원을 적극적으로 탐구했

다. 이렇게 그가 한글에 기울였던 관심에 비해, 후학들의 관련 연구는 몇 편 되지 않는

다. 이점에서 오늘 발표는 연구사의 공백을 매우는 의미 있는 발표라 하겠다. 발표자는 

한국 근대 사상문화사, 여성사, 역사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왔고, 

최근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들을 여럿 발표하고 있다. 발표자의 발표 

논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근대 국가의 언어와 문자로서 국어·국문은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1890년대에

서 1900년대의 한글이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데 동의한다. 필자는 4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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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관련한 서술을 하고, “대한제국시기 국문 문자에 대한 관심은 날로 혁신하여 

1907년 學部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국문정서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1890년대에서 1900년대의 국문

인식이 위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위당이 이런 국문인식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토론자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1910년대 

후반이후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노력을 대한제국 시기의 국문에 대한 인식

과 활동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권상실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

으며, 1910년대 이후 신지식층은 거의 대부분 대한제국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위당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구체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조선어학회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둘째, 위당은 동아일보 같은 신문 외에 학술지를 포함한 잡지에 논문이나 논설을 

쓴 것은 극히 적다. 동명, 청년, 如是, 동방평론, 신동아, 연희전문학교문

과연구집 등에 몇 편씩 실은 것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을 동아일보 등 신문에 발표

하였다. 위당이 해외 유학을 통해 체계적인 근대적 교육과 학문방법을 체득하는 과정

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학술지 형식의 글쓰기가 어려웠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당

시 학술지들이 엄격한 형식과 높은 수준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만 먹으면 쓰지 

못할 바도 아니었을 것이다. 위당이 학술지를 포함한 잡지대신에 대중매체인 신문에 

집중한 것은 동아일보 사장인 송진우와의 끈끈한 관계도 있겠지만, 학문매체, 언론매체

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일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당은 애초에 학술지에 

논설을 발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

탁한다.

셋째, 발표자는 “위당은 한문과 한글병용을 시도하면서 단순히 한문이냐 한글이냐는 

문자체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 “문자는 물건을 싣는 ‘말’과 같이 사

상과 감정을 실어 나르는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분향(芬香)’을 함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였다”라고 파악했다. 이것이 “근대적 민족의식에서 한문의 옛글을 참고하

고 당시대의 정신이 담긴 ‘조선의 글’을 쓰느냐가 중요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당의 한글에 인식은 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한다. 발표자가 지

적한대로 위당은 성음이 겨레를 만드는 중요 요소임을 강조하고, 음성 언어를 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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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참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 28자 소리인 한글의 언어구성의 이치와 독자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주체적인 인식과 노력으로 한글에 주

목하였다. 위당의 한글에 대한 강조는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보이는데, 민족에 있어 혈연과 지역, 언어와 문자, 문화적 공통성을 강조하는 이런 인

식은 국수와 민족을 주장하던 당대 한중일 지식인들에게 일반적이었는지, 위당의 차별

은 없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구한다. 또한 1930년대 들어 서구 자유주의 및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여 중국본위문화운동을 전개하던 중국의 국학자, 신유학자들이 

언어와 문자,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민족주의적이나 국가주의적, 보수주의적 경향을 일

부 보이기도 하는데, 위당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한다.

넷째, 머리말에 간략히 언급한 부분이지만 위당의 일제 말기 행적과 관련한 부분이

다. 이와 관련하여 정양완이 작성한 연보에 따르면 위당은 1937년 6월 이후, 늦어도 

그해 하반기이후 연희전문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1940년 가을부터 

1945년 3월까지 현재 서울 창동(당시 남양주군)에 거주하였고, 45년 3월초에 전북 익

산군 황화면으로 피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정적인 직장인 연희전문학교를 나가지 

않으면서 위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당의 행적에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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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대적 의미의 한국어 교육은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된 이래 60년의 

역사를 쌓아왔다. 그동안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겪어오면서도 한국어 교육

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위

상 증대와 ‘한류(Korean Wave: Hallyu)’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1)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 역시 다양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

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학문 목적 학습자)이나 국내 정착

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정착 목적 학습자; 다문화 한국어 학습

자), 이주 노동자(직업․정착 목적 학습자) 등과 같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를 배우는 학습자가 중심을 이루어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재외동

1) 1990년대 말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K-Drama)에서 시작된 한류는 ‘BTS 열풍’을 타고 ‘K-Pop(한국 대중
음악)’은 물론 ‘K-Movie(한국 영화)’, ‘K-Beauty(한국 메이크업 트렌드)’, ‘K-Food(한국 음식; 한식)’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
며, 최근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
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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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물론 ‘K-Movie(한국 영화)’, ‘K-Beauty(한국 메이크업 트렌드)’, ‘K-Food(한국 음식; 한식)’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
며, 최근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
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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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아동․청소년이나 입양인(민족교육 목적 학습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2,000

여 개의 한글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지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전공 및 교양 과정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국가가 많아

지고 있다. 또한, 정부 간 협약에 따른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자를 송출하는 16개국2)

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가 브랜드로 정착한 세종학당이 해외 한국어 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다양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대상자들은 ‘목적 지향형’ 학습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진

학을 위해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서, 민족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 교수-학습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이때 ‘한국어’는 도구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여행․관광을 목적으로, 한국 문화 자체를 향유할 목적으

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특별한 목적보

다 그저 한국어가 좋아서,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다. 정나래․김지형(2016:254-255)에서는 이를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3) 한류를 더 잘 향유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한류 애호가’, 한국 

2)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 모두 16개국과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통해 취업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3)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정나래․김지형 2016:255)

 

<그림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분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글 자모(字母) 교육의 표준화 방안 203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여행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학습 자체를 

여가로서 즐기는 ‘여가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습자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된다. 교수-학습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그에 따라 채택되는 교수 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양한 내용

과 형태의 교재 편찬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한국어 교수-학습의 기본 내

용을 소개하는 기초 단계4)를 구성하는 한글 자모(字母)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기관마

다, 교재마다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원순옥․강주옥(2014:105)에

서 지적한 것처럼 각각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교수법과 교재를 개발하면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통합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통합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는 이유가, 제각기 다른 방식의 한글 자모 교육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점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한글 자모 교육의 학습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이 동원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

지만 자모의 숫자와 순서, 발음 기호 등에 대한 기본 정보가 교재마다 다르다는 것은 한글

을 처음 대하는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긴다(원순옥․강주영 2014:105).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은 문제 제기의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어 학습의 입문 단계의 학습자는 특정 교육 기관에서 비교적 단기간

에 한글 자모 교육을 받게 된다. 한글 자모를 여러 교재로 학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다. 초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교육 기관을 옮겨 다니며 한국어를 배

우는 학습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경우라도 한글 자모 교육은 초급 입문 단계에서 

마치게 되므로 기관별 교재로 한글 자모를 익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문제는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자모 교육의 ‘내용의 적합성’과 ‘방식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

4) 한국어 교재의 초반부에 제시되는 ‘준비 학습’, ‘예비편’, ‘한글’, ‘한글 소개’, ‘한글 익히기’, ‘한국어와 한글’ 등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을 오광근(2008:183)에서는 ‘기초 단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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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 내용과 방식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

성해야 한다. 한글은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므로 교사의 설명 위주의 수

업, 단순한 반복 연습 등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글 자모의 교수-

학습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게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업 운영의 많

은 부분이 교사의 몫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오로지 교사의 역

량에 맡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과 ‘효율성’, ‘흥미성’의 차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와 한글 소개 내용: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개괄적 설명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2. 한글 자모와 음운의 수: 한글 자모와 음운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인가?

3.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한글 자모는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

4. 한글 자모의 명칭 및 발음 표시: 한글 자모의 명칭과 발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5. 한글 음절의 제시: 한글 자모가 구성하는 음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2. 한국어 교재의 자모 교육 현황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도입부에 한글 소개 

단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한국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글의 창제자, 창제 목적, 

제자 원리, 역사, 특징 등을 설명한 개관 부분, 모음자와 자음자 제시 및 연습, 발음 

표기 등이다.

언어 교육은 해당 언어에서 채택한 문자와, 그 문자의 발음을 교수-학습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단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회화 강의

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첫 단계로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된

다.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낯설고 신기한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려움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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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점에서 한글에 대한 교수-학습은 흥미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

심의 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한국어 교재는 한글 자모를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

화 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2.1. 한국어 교재의 한글 자모 제시

2.1절에서는 여러 층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의 자모 제시 현황을 살

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교재는, 1)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

관의 교재, 2) 아동․청소년 학습자 대상 교재, 3)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하지 않은 교재, 

4) 이주민 대상의 교재 등이다.

교재 단원 내용

1.

경희 한국어

쓰기 1(2014)

도서출판 하우

한글

배우기

【한글 소개】1과 한글

1. 훈민정음: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소개

2. 모음: 모음의 원리, 모음 만들기, 모음(단모음 10, 이중모음 11)

3. 자음: 자음의 원리, 자음 만들기, 자음(기본자 5, 가획자 9),

    자음의 이름

4. 한글 쓰기: 글자 만들기(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

【한글 자모】

2과 한글 2

ㆍ단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ㆍ단모음 2: ㅐ ㅔ ㅚ ㅟ

3과 한글 3(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4과 한글 4(이중 모음 1): ㅑ ㅕ ㅛ ㅠ ㅒ ㅖ

5과 한글 5(이중 모음 2): ㅘ ㅙ ㅝ ㅞ ㅢ

6과 한글 6(자음 2): ㅊ ㅋ ㅌ ㅍ ㅎ

7과 한글 7(자음 3)

ㆍㄲ ㄸ ㅃ ㅆ ㅉ

ㆍ평음(예사소리)-경음(된소리)-격음(거센소리)

 ㄱ ㄲ ㅋ / ㄷ ㄸ ㅌ / ㅂ ㅃ ㅍ / ㅅ ㅆ / ㅈ ㅉ ㅊ

<표 22> 한국어 교재의 한글 자모 제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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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 내용과 방식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

성해야 한다. 한글은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므로 교사의 설명 위주의 수

업, 단순한 반복 연습 등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글 자모의 교수-

학습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게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업 운영의 많

은 부분이 교사의 몫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오로지 교사의 역

량에 맡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과 ‘효율성’, ‘흥미성’의 차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와 한글 소개 내용: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개괄적 설명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2. 한글 자모와 음운의 수: 한글 자모와 음운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인가?

3.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한글 자모는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

4. 한글 자모의 명칭 및 발음 표시: 한글 자모의 명칭과 발음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5. 한글 음절의 제시: 한글 자모가 구성하는 음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2. 한국어 교재의 자모 교육 현황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도입부에 한글 소개 

단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한국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글의 창제자, 창제 목적, 

제자 원리, 역사, 특징 등을 설명한 개관 부분, 모음자와 자음자 제시 및 연습, 발음 

표기 등이다.

언어 교육은 해당 언어에서 채택한 문자와, 그 문자의 발음을 교수-학습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단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회화 강의

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첫 단계로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된

다.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낯설고 신기한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려움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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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점에서 한글에 대한 교수-학습은 흥미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

심의 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한국어 교재는 한글 자모를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

화 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2.1. 한국어 교재의 한글 자모 제시

2.1절에서는 여러 층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의 자모 제시 현황을 살

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교재는, 1)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

관의 교재, 2) 아동․청소년 학습자 대상 교재, 3)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하지 않은 교재, 

4) 이주민 대상의 교재 등이다.

교재 단원 내용

1.

경희 한국어

쓰기 1(2014)

도서출판 하우

한글

배우기

【한글 소개】1과 한글

1. 훈민정음: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소개

2. 모음: 모음의 원리, 모음 만들기, 모음(단모음 10, 이중모음 11)

3. 자음: 자음의 원리, 자음 만들기, 자음(기본자 5, 가획자 9),

    자음의 이름

4. 한글 쓰기: 글자 만들기(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

【한글 자모】

2과 한글 2

ㆍ단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ㆍ단모음 2: ㅐ ㅔ ㅚ ㅟ

3과 한글 3(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4과 한글 4(이중 모음 1): ㅑ ㅕ ㅛ ㅠ ㅒ ㅖ

5과 한글 5(이중 모음 2): ㅘ ㅙ ㅝ ㅞ ㅢ

6과 한글 6(자음 2): ㅊ ㅋ ㅌ ㅍ ㅎ

7과 한글 7(자음 3)

ㆍㄲ ㄸ ㅃ ㅆ ㅉ

ㆍ평음(예사소리)-경음(된소리)-격음(거센소리)

 ㄱ ㄲ ㅋ / ㄷ ㄸ ㅌ / ㅂ ㅃ ㅍ / ㅅ ㅆ / ㅈ ㅉ ㅊ

<표 22> 한국어 교재의 한글 자모 제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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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내용

8과 한글 8

ㆍ받침 1: 글자 구성(자음+모음+자음), 받침소리

     ㄱ ㄲ ㅋ[ㄱ] / ㄴ[ㄴ] / ㄷ ㅅ ㅆ ㅈ ㅊ ㅌ ㅎ[ㄷ]

     ㄹ[ㄹ] / ㅁ[ㅁ] / ㅂ ㅍ[ㅂ] / ㅇ[ㅇ]

ㆍ받침 2: 글자 구성(자음+모음+자음), 받침소리

     ㄳ[ㄱ] ㄵ[ㄴ] ㄼ[ㄹ] ㄽ[ㄹ] ㄾ[ㄹ] ㅄ[ㅂ] ㄶ[ㄴ] ㅀ[ㄹ]

     ㄺ[ㄱ] ㄻ[ㅁ] ㄿ[ㅂ]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2.

이화 한국어 

1-1

(201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제1과

한국어

와

한글

【한글 소개】‘한국어와 한글 소개’

ㆍ한국어 사용 인구와 한글 창제의 원리

ㆍ자음의 상형 기관

ㆍ한국어의 음운(자음 19, 모음 21), 음절 구성 방식

【한글 자모】

ㆍ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ㆍ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ㆍ자음 2: ㄲ ㄸ ㅃ ㅆ ㅉ

ㆍ받침 : ㄱ ㅋ ㄲ / ㄴ / ㄷ ㅅ ㅈ ㅊ ㅌ ㅍ ㅎ ㅆ / ㄹ / ㅁ /

    ㅂ ㅍ / ㅇ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혼용

3.

서강 한국어 

1A

(2008)

도서출판 하우

한글 1

~

한글 4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한글 1

ㆍ모음 1: 아 이 어 / 우 오 으

ㆍ자음 1: ㅁ ㄴ ㄹ ㅇ

한글 2

ㆍ모음 2: 야 여 요 유 / 의

ㆍ자음 2: ㄱ ㄷ ㅂ ㅅ ㅈ

ㆍ받침 1: ㅁ ㄴ ㄹ ㅇ

한글 3

ㆍ모음 3: 에 애 / 외 왜 웨

ㆍ자음 3: ㅋ ㅌ ㅍ ㅊ ㅎ

ㆍ받침 2: ㄱ ㄷ ㅂ ㅅ ㅈ

한글 4

ㆍ모음 4: 얘 예 / 위 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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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내용

ㆍ자음 4: ㄲ ㄸ ㅃ ㅆ ㅉ

ㆍ받침 3: ㅋ ㅌ ㅍ ㅊ ㅎ

【발음 표기】없음

4.

서울대 한국어 

1A

(2013)

문진미디어

한글

배우기

【한글 소개】‘한글 개관’

한글 소개: 한글의 창제와 창제 목적, 제자 원리

자음과 모음: 자음 19개, 모음 21개

음절 구조 설명

【한글 자모】

한글 1

ㆍ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ㆍ자음 2: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한글 2

ㆍ모음 2: ㅑ ㅕ ㅛ ㅠ

ㆍ자음 2: ㅋ ㅌ ㅍ ㅊ

ㆍ자음 3: ㄲ ㄸ ㅃ ㅆ ㅉ

한글 3

ㆍ모음 3: ㅐ ㅔ ㅒ ㅖ ㅘ ㅝ ㅙ ㅞ ㅚ ㅟ ㅢ

ㆍ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 / ㄹ / ㅁ /

    ㅂ ㅍ / ㅇ

【발음 표기 국제 음성 부호(IPA)

5.

연세 한국어 

1-1

(2013)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글

【한글 소개】‘한글’

ㆍ한글 창제와 목적, 제자 원리, 자모자와 모음자의 구성 원리

ㆍ혀의 위치, 입술 모양, 단모음 표

ㆍ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체계 표

【한글 자모】

ㆍ모음 1: 아 어 오 우 으 / 이 애 에 외 위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ㆍ모음 2: ㅑ ㅕ ㅛ ㅠ ㅒ ㅖ

ㆍ자음 2: 가 다 바 사 자 / 카 타 파 차 / 까 따 빠 싸 짜

ㆍ받침: ㄱ ㅋ / ㄴ / ㄷ ㅅ ㅈ ㅊ ㅌ ㅎ / ㄹ / ㅁ / ㅂ ㅍ / ㅇ

ㆍ겹받침: ㄳ ㄶ ㄵ ㄼ ㄾ ㅄ / ㄺ ㄻ ㄿ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6.

성균한국어(201

예비편: 

한글

【한글 소개】‘한글’

01. 한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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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한글 8

ㆍ받침 1: 글자 구성(자음+모음+자음), 받침소리

     ㄱ ㄲ ㅋ[ㄱ] / ㄴ[ㄴ] / ㄷ ㅅ ㅆ ㅈ ㅊ ㅌ ㅎ[ㄷ]

     ㄹ[ㄹ] / ㅁ[ㅁ] / ㅂ ㅍ[ㅂ] / ㅇ[ㅇ]

ㆍ받침 2: 글자 구성(자음+모음+자음), 받침소리

     ㄳ[ㄱ] ㄵ[ㄴ] ㄼ[ㄹ] ㄽ[ㄹ] ㄾ[ㄹ] ㅄ[ㅂ] ㄶ[ㄴ] ㅀ[ㄹ]

     ㄺ[ㄱ] ㄻ[ㅁ] ㄿ[ㅂ]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2.

이화 한국어 

1-1

(201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제1과

한국어

와

한글

【한글 소개】‘한국어와 한글 소개’

ㆍ한국어 사용 인구와 한글 창제의 원리

ㆍ자음의 상형 기관

ㆍ한국어의 음운(자음 19, 모음 21), 음절 구성 방식

【한글 자모】

ㆍ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ㆍ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ㆍ자음 2: ㄲ ㄸ ㅃ ㅆ ㅉ

ㆍ받침 : ㄱ ㅋ ㄲ / ㄴ / ㄷ ㅅ ㅈ ㅊ ㅌ ㅍ ㅎ ㅆ / ㄹ / ㅁ /

    ㅂ ㅍ / ㅇ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혼용

3.

서강 한국어 

1A

(2008)

도서출판 하우

한글 1

~

한글 4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한글 1

ㆍ모음 1: 아 이 어 / 우 오 으

ㆍ자음 1: ㅁ ㄴ ㄹ ㅇ

한글 2

ㆍ모음 2: 야 여 요 유 / 의

ㆍ자음 2: ㄱ ㄷ ㅂ ㅅ ㅈ

ㆍ받침 1: ㅁ ㄴ ㄹ ㅇ

한글 3

ㆍ모음 3: 에 애 / 외 왜 웨

ㆍ자음 3: ㅋ ㅌ ㅍ ㅊ ㅎ

ㆍ받침 2: ㄱ ㄷ ㅂ ㅅ ㅈ

한글 4

ㆍ모음 4: 얘 예 / 위 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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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음 4: ㄲ ㄸ ㅃ ㅆ ㅉ

ㆍ받침 3: ㅋ ㅌ ㅍ ㅊ ㅎ

【발음 표기】없음

4.

서울대 한국어 

1A

(2013)

문진미디어

한글

배우기

【한글 소개】‘한글 개관’

한글 소개: 한글의 창제와 창제 목적, 제자 원리

자음과 모음: 자음 19개, 모음 21개

음절 구조 설명

【한글 자모】

한글 1

ㆍ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ㆍ자음 2: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한글 2

ㆍ모음 2: ㅑ ㅕ ㅛ ㅠ

ㆍ자음 2: ㅋ ㅌ ㅍ ㅊ

ㆍ자음 3: ㄲ ㄸ ㅃ ㅆ ㅉ

한글 3

ㆍ모음 3: ㅐ ㅔ ㅒ ㅖ ㅘ ㅝ ㅙ ㅞ ㅚ ㅟ ㅢ

ㆍ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 / ㄹ / ㅁ /

    ㅂ ㅍ / ㅇ

【발음 표기 국제 음성 부호(IPA)

5.

연세 한국어 

1-1

(2013)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글

【한글 소개】‘한글’

ㆍ한글 창제와 목적, 제자 원리, 자모자와 모음자의 구성 원리

ㆍ혀의 위치, 입술 모양, 단모음 표

ㆍ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체계 표

【한글 자모】

ㆍ모음 1: 아 어 오 우 으 / 이 애 에 외 위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ㆍ모음 2: ㅑ ㅕ ㅛ ㅠ ㅒ ㅖ

ㆍ자음 2: 가 다 바 사 자 / 카 타 파 차 / 까 따 빠 싸 짜

ㆍ받침: ㄱ ㅋ / ㄴ / ㄷ ㅅ ㅈ ㅊ ㅌ ㅎ / ㄹ / ㅁ / ㅂ ㅍ / ㅇ

ㆍ겹받침: ㄳ ㄶ ㄵ ㄼ ㄾ ㅄ / ㄺ ㄻ ㄿ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6.

성균한국어(201

예비편: 

한글

【한글 소개】‘한글’

01. 한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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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휘․문법

도서출판 하우

02. 한글의 특징

03.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유형

04. 한국어의 모음 소리: 모음의 글자와 음가, 모음도

05. 한국어의 자음 소리: 자음의 글자와 음가, 자음도

【한글 자모】

ㆍ단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ㆍ자음 1(평음): ㅂ ㄷ ㄱ ㅅ ㅈ ㅎ

ㆍ단모음 2: ㅔ ㅐ ㅟ ㅚ

ㆍ자음 2(공명음): ㅁ ㄴ ㅇ ㄹ

ㆍ이중 모음 1: ㅑ ㅕ ㅛ ㅠ ㅖ ㅒ

ㆍ자음 3(격음): ㅍ ㅌ ㅋ ㅊ

ㆍ이중 모음 2: ㅘ ㅝ ㅞ ㅙ ㅢ

ㆍ자음 4(경음): ㅃ ㄸ ㄲ ㅆ ㅉ

ㆍ자음 5(받침): ㅂ ㄷ ㄱ ㅁ ㄴ ㅇ ㄹ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한글 소개’ 부분에만 병기

7.

한양 한국어 

1-1

(2018)

도서출판 하우

입문: 

한글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한글 1(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한글 2(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한글 3(평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한글 4(격음): ㅊ ㅋ ㅌ ㅍ ㅎ

한글 5(경음): ㄲ ㄸ ㅃ ㅆ ㅉ

한글 6(받침): ㄱ ㄲ ㅋ ㄴ ㄷ ㅅ ㅆ ㅈ ㅊ ㅌ ㅎ ㄹ ㅁ ㅂ ㅍ ㅇ

【발음 표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8.

McGill 

Korean 1

McGill 

University

김명희(2017)

도서출판 하우

【한글 소개】한글 개관

【한글 자모】

모음

ㆍSimple vowels: ㅏ ㅓ ㅗ ㅜ ㅡ ㅣ

ㆍy + Simple vowels: ㅑ ㅕ ㅛ ㅠ

ㆍSimple vowels + ㅣ: ㅐ ㅔ ㅚ ㅟ ㅢ

ㆍy + [e]: ㅒ ㅖ

ㆍㅗ + ㅏ and ㅜ + ㅓ: ㅘ ㅝ

ㆍㅘ + ㅣ and ㅝ + ㅣ: ㅙ ㅞ

자음

ㆍSimple consonants: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ㆍ‘h’ stands for aspiration: ㅋ ㅌ ㅍ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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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With more intensity: ㄲ ㄸ ㅃ ㅆ ㅉ

음절 유형: C+V, C+V+C, C+V+C+C

받침

ㆍㄱ ㅋ ㄲ/k/

ㆍㄴ/n/

ㆍㄷ ㅅ ㅆ ㅈ ㅊ ㅌ ㅎ/t/

ㆍㅁ/m/

ㆍㅂ ㅍ/p/

ㆍㅇ/ng/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매큔-라이샤워 표기법 병용

9.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

(2019)

예비

【한글 소개】‘한국의 글자’ (예비 1의 뒤에 ‘쉬어가기’로 배치)

창제자, 제자 원리

【한글 자모】‘한글: 모음과 자음’

예비 1. 한글: 모음과 자음 1

ㆍ글자와 발음 1: 모음도, 자음도(조음 기관, 조음 위치)

ㆍ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 음절 연습표

ㆍ모음 2: ㅑ ㅕ ㅛ ㅠ ㅒ ㅖ

ㆍ자음 2: ㅋ ㅌ ㅍ ㅊ + 음절 연습표

     ㄲ ㄸ ㅃ ㅆ ㅉ + 음절 연습표

예비 2. 한글: 모음과 자음 2

ㆍ글자와 발음 2: 받침과 발음

ㆍ모음 3: ㅘ ㅙ ㅚ ㅝ ㅞ ㅟ ㅢ

ㆍ받침 : 바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연습에서 개별 받침 제시)

ㆍ발음 1(겹받침): ㄳ ㄵ ㄶ ㄼ ㅀ ㄾ ㅄ ㄽ / ㄺ ㄻ ㄿ

【발음 표기】없음

10.

맞춤 한국어 1

(2011)

국립국제교육원

제1과

~

제9과

【한글 소개】‘한글’

【한글 자모】

제1과 기본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 ㅑ ㅕ ㅛ ㅠ

제2과 기본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5)

제4과 복합 모음 1: ㅐ ㅒ ㅔ ㅖ ㅢ

제5과 복합 모음 2: ㅘ ㅝ ㅟ ㅙ ㅚ ㅞ

제6과 쌍자음: ㄲ ㄸ ㅃ ㅆ ㅉ

제8과 받침 1: ㄴ ㅁ ㅇ ㄹ

제9과 받침 2: ㅂ ㅍ / ㄱ ㅋ ㄲ / ㄷ ㅌ ㅎ ㅅ ㅆ ㅈ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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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휘․문법

도서출판 하우

02. 한글의 특징

03.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유형

04. 한국어의 모음 소리: 모음의 글자와 음가, 모음도

05. 한국어의 자음 소리: 자음의 글자와 음가, 자음도

【한글 자모】

ㆍ단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ㆍ자음 1(평음): ㅂ ㄷ ㄱ ㅅ ㅈ ㅎ

ㆍ단모음 2: ㅔ ㅐ ㅟ ㅚ

ㆍ자음 2(공명음): ㅁ ㄴ ㅇ ㄹ

ㆍ이중 모음 1: ㅑ ㅕ ㅛ ㅠ ㅖ ㅒ

ㆍ자음 3(격음): ㅍ ㅌ ㅋ ㅊ

ㆍ이중 모음 2: ㅘ ㅝ ㅞ ㅙ ㅢ

ㆍ자음 4(경음): ㅃ ㄸ ㄲ ㅆ ㅉ

ㆍ자음 5(받침): ㅂ ㄷ ㄱ ㅁ ㄴ ㅇ ㄹ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한글 소개’ 부분에만 병기

7.

한양 한국어 

1-1

(2018)

도서출판 하우

입문: 

한글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한글 1(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한글 2(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한글 3(평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한글 4(격음): ㅊ ㅋ ㅌ ㅍ ㅎ

한글 5(경음): ㄲ ㄸ ㅃ ㅆ ㅉ

한글 6(받침): ㄱ ㄲ ㅋ ㄴ ㄷ ㅅ ㅆ ㅈ ㅊ ㅌ ㅎ ㄹ ㅁ ㅂ ㅍ ㅇ

【발음 표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8.

McGill 

Korean 1

McGill 

University

김명희(2017)

도서출판 하우

【한글 소개】한글 개관

【한글 자모】

모음

ㆍSimple vowels: ㅏ ㅓ ㅗ ㅜ ㅡ ㅣ

ㆍy + Simple vowels: ㅑ ㅕ ㅛ ㅠ

ㆍSimple vowels + ㅣ: ㅐ ㅔ ㅚ ㅟ ㅢ

ㆍy + [e]: ㅒ ㅖ

ㆍㅗ + ㅏ and ㅜ + ㅓ: ㅘ ㅝ

ㆍㅘ + ㅣ and ㅝ + ㅣ: ㅙ ㅞ

자음

ㆍSimple consonants: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ㆍ‘h’ stands for aspiration: ㅋ ㅌ ㅍ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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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With more intensity: ㄲ ㄸ ㅃ ㅆ ㅉ

음절 유형: C+V, C+V+C, C+V+C+C

받침

ㆍㄱ ㅋ ㄲ/k/

ㆍㄴ/n/

ㆍㄷ ㅅ ㅆ ㅈ ㅊ ㅌ ㅎ/t/

ㆍㅁ/m/

ㆍㅂ ㅍ/p/

ㆍㅇ/ng/

【발음 표기】국제 음성 부호(IPA), 매큔-라이샤워 표기법 병용

9.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

(2019)

예비

【한글 소개】‘한국의 글자’ (예비 1의 뒤에 ‘쉬어가기’로 배치)

창제자, 제자 원리

【한글 자모】‘한글: 모음과 자음’

예비 1. 한글: 모음과 자음 1

ㆍ글자와 발음 1: 모음도, 자음도(조음 기관, 조음 위치)

ㆍ모음 1: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 음절 연습표

ㆍ모음 2: ㅑ ㅕ ㅛ ㅠ ㅒ ㅖ

ㆍ자음 2: ㅋ ㅌ ㅍ ㅊ + 음절 연습표

     ㄲ ㄸ ㅃ ㅆ ㅉ + 음절 연습표

예비 2. 한글: 모음과 자음 2

ㆍ글자와 발음 2: 받침과 발음

ㆍ모음 3: ㅘ ㅙ ㅚ ㅝ ㅞ ㅟ ㅢ

ㆍ받침 : 바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연습에서 개별 받침 제시)

ㆍ발음 1(겹받침): ㄳ ㄵ ㄶ ㄼ ㅀ ㄾ ㅄ ㄽ / ㄺ ㄻ ㄿ

【발음 표기】없음

10.

맞춤 한국어 1

(2011)

국립국제교육원

제1과

~

제9과

【한글 소개】‘한글’

【한글 자모】

제1과 기본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 ㅑ ㅕ ㅛ ㅠ

제2과 기본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5)

제4과 복합 모음 1: ㅐ ㅒ ㅔ ㅖ ㅢ

제5과 복합 모음 2: ㅘ ㅝ ㅟ ㅙ ㅚ ㅞ

제6과 쌍자음: ㄲ ㄸ ㅃ ㅆ ㅉ

제8과 받침 1: ㄴ ㅁ ㅇ ㄹ

제9과 받침 2: ㅂ ㅍ / ㄱ ㅋ ㄲ / ㄷ ㅌ ㅎ ㅅ ㅆ ㅈ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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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내용

【발음 표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1.

한글학교 

한국어 1

(2008)

재외동포진흥재

단

가나다

라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ㆍ모음 1: ㅏ ㅑ ㅓ ㅕ / ㅗ ㅛ ㅜ ㅠ / ㅡ ㅣ

ㆍ자음 1: ㄱ ㄴ ㄷ ㄹ / ㅁ ㅂ ㅅ / ㅇ ㅈ ㅊ / ㅋ ㅌ ㅍ ㅎ

ㆍ모음 2: ㅐ ㅒ ㅔ ㅖ / ㅘ ㅙ ㅚ / ㅝ ㅞ ㅟ ㅢ

ㆍ자음 2: ㄲ ㄸ ㅃ ㅆ ㅉ / ‘평음-경음-격음’ 제시

ㆍ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ㅌ ㅅ ㅈ ㅊ / ㄹ / ㅁ / ㅂ ㅍ / ㅇ

【발음 표기】없음

12.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 1(2019)

도서출판 하우

한글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모음 1(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자음 1(평음):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모음 2(이중 모음 1): ㅑ ㅕ ㅛ ㅠ ㅒ ㅖ

자음 2(격음): ㅋ ㅌ ㅍ ㅊ

모음 3(이중 모음 2): ㅘ ㅝ ㅙ ㅞ ㅚ ㅟ ㅢ

자음 3(경음): ㄲ ㄸ ㅃ ㅆ ㅉ

받침 1(공명음): ㄴ ㄹ ㅁ ㅇ

받침 2(평음): ㄱ ㄷ ㅂ ㅅ

【발음 표기】없음

13.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2017)

ㆍ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별도의 단원 없이 제1과~제14과까지 발음편에 배열

제1과 단모음: ㅣ ㅔ ㅐ ㅏ ㅓ ㅗ ㅜ ㅡ ㅚ ㅟ

제2과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제3과 이중 모음: ㅘ ㅝ ㅙ ㅞ

제4과 이중 모음: ㅢ

제5과 자음: ㅂ ㅃ ㅍ

제6과 자음: ㅅ ㅆ

제7과 자음: ㄴ ㄹ ㅁ

제8과 자음: ㄷ ㄸ ㅌ

제9과 자음: ㅈ ㅉ ㅊ

제10과 종합 연습

제11과 자음: ㄱ ㄲ ㅋ

제12과 자음: ㅎ

제13과 홑받침: ㄱ ㄷ ㅂ / ㅇ ㄴ ㅁ / ㄹ

제14과 겹받침: ㅄ ㄳ ㄺ ㄼ ㄽ / ㅄ ㄿ ㄺ ㄵ ㄶ ㄻ ㄼ ㄾ 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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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내용

【발음 표기】없음

14.

세종한국어 1

(증보판; 2019)

국립국어원

예비편

【한글 소개】

1. 한국어와 한글

ㆍ한국어: 한국어 개관

ㆍ한글: 창제자, 제자 원리, 우수성

【한글 자모】

1) 자모와 음절 1

ㆍ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ㆍ음절 1: 음절표

2) 자모와 음절 2

ㆍ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ㅚ ㅙ ㅝ ㅞ ㅟ ㅢ

ㆍ자음 2: ㄲ ㄸ ㅃ ㅆ ㅉ

ㆍ음절 2: 음절표

3) 받침과 음절

ㆍ받침: ㄱ ㅋ ㄲ(ㄱ) ㄴ(ㄴ) ㄷ ㅌ ㅅ ㅆ ㅈ ㅊ ㅎ(ㄷ) ㄹ(ㄹ)

    ㅁ(ㅁ) ㅂ ㅍ(ㅂ) ㅇ(ㅇ)

ㆍ음절 3: 자음 + 모음 + 자음

【발음 표기】없음

15.

KBS 

생활한국어

초급(2015)

한글학회

형설아카테미

한글을 

익혀요

【한글 소개】‘한국어와 한글’

한국어의 규모, 한글 창제, 제자 원리, 음절 구성

【한글 지모】한글의 자모

1) 자음과 모음 1(기본 자모)

ㆍ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2) 음절: 음절의 구성 방식, 자모표

3) 자음과 모음 2(복합 자모)

ㆍ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ㆍ자음: ㄲ ㄸ ㅃ ㅆ ㅉ

4) 받침

ㆍㄱ ㄲ ㅋ[ㄱ] / ㄴ[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ㄷ] / ㄹ[ㄹ] /   ㅁ[ㅁ] 

/ ㅂ ㅍ[ㅂ] / ㅇ[ㅇ]

ㆍㄳ ㄺ[ㄱ] / ㄵ ㄶ[ㄴ] / ㄽ ㄾ ㅀ ㄼ[ㄹ] / ㄻ[ㅁ] ㅄ ㄿ ㄼ[ㅂ]

【발음 표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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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내용

【발음 표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1.

한글학교 

한국어 1

(2008)

재외동포진흥재

단

가나다

라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ㆍ모음 1: ㅏ ㅑ ㅓ ㅕ / ㅗ ㅛ ㅜ ㅠ / ㅡ ㅣ

ㆍ자음 1: ㄱ ㄴ ㄷ ㄹ / ㅁ ㅂ ㅅ / ㅇ ㅈ ㅊ / ㅋ ㅌ ㅍ ㅎ

ㆍ모음 2: ㅐ ㅒ ㅔ ㅖ / ㅘ ㅙ ㅚ / ㅝ ㅞ ㅟ ㅢ

ㆍ자음 2: ㄲ ㄸ ㅃ ㅆ ㅉ / ‘평음-경음-격음’ 제시

ㆍ받침: ㄱ ㅋ ㄲ / ㄴ / ㄷ ㅌ ㅅ ㅈ ㅊ / ㄹ / ㅁ / ㅂ ㅍ / ㅇ

【발음 표기】없음

12.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 1(2019)

도서출판 하우

한글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

모음 1(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자음 1(평음):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모음 2(이중 모음 1): ㅑ ㅕ ㅛ ㅠ ㅒ ㅖ

자음 2(격음): ㅋ ㅌ ㅍ ㅊ

모음 3(이중 모음 2): ㅘ ㅝ ㅙ ㅞ ㅚ ㅟ ㅢ

자음 3(경음): ㄲ ㄸ ㅃ ㅆ ㅉ

받침 1(공명음): ㄴ ㄹ ㅁ ㅇ

받침 2(평음): ㄱ ㄷ ㅂ ㅅ

【발음 표기】없음

13.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 1(2017)

ㆍ

【한글 소개】없음

【한글 자모】별도의 단원 없이 제1과~제14과까지 발음편에 배열

제1과 단모음: ㅣ ㅔ ㅐ ㅏ ㅓ ㅗ ㅜ ㅡ ㅚ ㅟ

제2과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제3과 이중 모음: ㅘ ㅝ ㅙ ㅞ

제4과 이중 모음: ㅢ

제5과 자음: ㅂ ㅃ ㅍ

제6과 자음: ㅅ ㅆ

제7과 자음: ㄴ ㄹ ㅁ

제8과 자음: ㄷ ㄸ ㅌ

제9과 자음: ㅈ ㅉ ㅊ

제10과 종합 연습

제11과 자음: ㄱ ㄲ ㅋ

제12과 자음: ㅎ

제13과 홑받침: ㄱ ㄷ ㅂ / ㅇ ㄴ ㅁ / ㄹ

제14과 겹받침: ㅄ ㄳ ㄺ ㄼ ㄽ / ㅄ ㄿ ㄺ ㄵ ㄶ ㄻ ㄼ ㄾ 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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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내용

【발음 표기】없음

14.

세종한국어 1

(증보판; 2019)

국립국어원

예비편

【한글 소개】

1. 한국어와 한글

ㆍ한국어: 한국어 개관

ㆍ한글: 창제자, 제자 원리, 우수성

【한글 자모】

1) 자모와 음절 1

ㆍ모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자음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ㆍ음절 1: 음절표

2) 자모와 음절 2

ㆍ모음 2: ㅐ ㅒ ㅔ ㅖ ㅘ ㅚ ㅙ ㅝ ㅞ ㅟ ㅢ

ㆍ자음 2: ㄲ ㄸ ㅃ ㅆ ㅉ

ㆍ음절 2: 음절표

3) 받침과 음절

ㆍ받침: ㄱ ㅋ ㄲ(ㄱ) ㄴ(ㄴ) ㄷ ㅌ ㅅ ㅆ ㅈ ㅊ ㅎ(ㄷ) ㄹ(ㄹ)

    ㅁ(ㅁ) ㅂ ㅍ(ㅂ) ㅇ(ㅇ)

ㆍ음절 3: 자음 + 모음 + 자음

【발음 표기】없음

15.

KBS 

생활한국어

초급(2015)

한글학회

형설아카테미

한글을 

익혀요

【한글 소개】‘한국어와 한글’

한국어의 규모, 한글 창제, 제자 원리, 음절 구성

【한글 지모】한글의 자모

1) 자음과 모음 1(기본 자모)

ㆍ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2) 음절: 음절의 구성 방식, 자모표

3) 자음과 모음 2(복합 자모)

ㆍ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ㆍ자음: ㄲ ㄸ ㅃ ㅆ ㅉ

4) 받침

ㆍㄱ ㄲ ㅋ[ㄱ] / ㄴ[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ㄷ] / ㄹ[ㄹ] /   ㅁ[ㅁ] 

/ ㅂ ㅍ[ㅂ] / ㅇ[ㅇ]

ㆍㄳ ㄺ[ㄱ] / ㄵ ㄶ[ㄴ] / ㄽ ㄾ ㅀ ㄼ[ㄹ] / ㄻ[ㅁ] ㅄ ㄿ ㄼ[ㅂ]

【발음 표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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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글 자모 교육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두 15종의 교재의 한글 자모 교육 단원을 분석하였다. 7종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와 1종의 해외 대학 한국어 강좌용 교재, 3종의 국내외 

아동․청소년 학습자 대상 교재, 2종의 이주민 대상의 교재, 2종의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하지 않은 일반 한국어 교재가 그것이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대상 학습자에 따

라 제시 내용의 경중의 차이만 보일 뿐,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6)

2.2.1. 도입 단계의 한국어와 한글 제시

가. 한국어와 한글 소개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소개하는 것은 몇몇 교재에 국한되어 있고, 그 내용도 한국어 

사용 인구 규모, 사용 지역 등 개략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한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 창제 

동기 등을 간략히 언급한 후 제자 원리를 모음자와 자음자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으며, 기본 음

절 구조(CV, CVC)을 제시하기도 한다.

나. 한글 자모(字母)와 음운 제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교재는 맞춤 한국어 1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문자로 

표기되는 한글 자모와 한국어의 음운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7) 한글 자모는 자음 14개

5) 이 교재에서는 특이하게 자음 제시 후에 이어지는 ‘읽어 봐요’ 부분에서 유사한 조음 위치별로 배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ㅁ ㅂ ㅍ / 
ㄴ ㄷ ㅌ ㄹ / ㄱ ㅋ / ㅅ ㅈ ㅊ / ㅇ ㅎ

6) 특수 목적과 일반 목적이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한글 학습 요소를 살펴본 결과, 목적에 따른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어 보인
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변인과 학습 목적별로 특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글 자모 교육에서는 이
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원순옥․강주영 2014:117).

7) 맞춤 한국어 1에서는 명시적으로 자모(字母)와 음운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음을 ‘기본 모음’과 ‘복합 모음’으로, 자음을 ‘기본 
자음’과 ‘쌍자음’으로 구분하고 있어 자모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음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기본 자음’과 ‘기본 
모음’은 자모(字母)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국어 1에서도 명칭으로는 구분하지 않았지만 ‘모음 1’에는 10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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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와 모음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서 이들이 단독으로, 혹은 결합하여 한국어의 40개의 음운(자

음 19개, 모음 21개)를 표기한다.

자모와 음운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가. ㅣ + ㅏ = ㅑ

  나. ㅏ + ㅣ = ㅐ

(1가)는 이중 모음 /ㅑ/([ja])의 음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1나)는 단모음 /ㅐ/가 두 

개의 자모(字母)로 이루어진 결합 모음(복합 모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1가)에서는 /ㅑ/에 두 모음 /ㅣ/

와 /ㅏ/의 발음이 반영되지만, (1나)에서는 /ㅏ/와 /ㅣ/의 발음이 /ㅐ/의 발음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광근(2008:184-186 참조)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자모(字母)’와 

‘자모(子母)’8)를 철저하게 가려 쓰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자적 개념으로서의 ‘자모(字母)’와 언어적(음운적) 개념으로서

의 ‘자음과 모음’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글을 소개할 때에는 ‘자음자(子音

字)’와 ‘모음자(母音字)’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매우 온

당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다.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여러 한국어 교재를 함께 살펴보면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는 일견 혼란스럽게 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각 교재에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9)

모음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모음 2’에는 11개의 결합 모음자(ㅐ, ㅒ, ㅔ, ㅖ, ㅘ, ㅚ, ㅙ, ㅝ, ㅞ, ㅟ, ㅢ)를 제
시하여 자모(字母)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음자도 14개의 자음자를 ‘자음 1’로, 5개의 쌍자음을 ‘자음 2’로 
제시하고 있다. KBS 생활한국어 초급, 한글학교 한국어 1, 이화 한국어 1-1도 유사한 제시 방식을 취하고 있다.

8) ‘자모(子母)’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말이다. 그러므로 언어학 및 언어 교육 관련 논의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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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글 자모 교육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두 15종의 교재의 한글 자모 교육 단원을 분석하였다. 7종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와 1종의 해외 대학 한국어 강좌용 교재, 3종의 국내외 

아동․청소년 학습자 대상 교재, 2종의 이주민 대상의 교재, 2종의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하지 않은 일반 한국어 교재가 그것이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대상 학습자에 따

라 제시 내용의 경중의 차이만 보일 뿐,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6)

2.2.1. 도입 단계의 한국어와 한글 제시

가. 한국어와 한글 소개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소개하는 것은 몇몇 교재에 국한되어 있고, 그 내용도 한국어 

사용 인구 규모, 사용 지역 등 개략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한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 창제 

동기 등을 간략히 언급한 후 제자 원리를 모음자와 자음자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으며, 기본 음

절 구조(CV, CVC)을 제시하기도 한다.

나. 한글 자모(字母)와 음운 제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교재는 맞춤 한국어 1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문자로 

표기되는 한글 자모와 한국어의 음운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7) 한글 자모는 자음 14개

5) 이 교재에서는 특이하게 자음 제시 후에 이어지는 ‘읽어 봐요’ 부분에서 유사한 조음 위치별로 배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ㅁ ㅂ ㅍ / 
ㄴ ㄷ ㅌ ㄹ / ㄱ ㅋ / ㅅ ㅈ ㅊ / ㅇ ㅎ

6) 특수 목적과 일반 목적이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한글 학습 요소를 살펴본 결과, 목적에 따른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어 보인
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변인과 학습 목적별로 특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글 자모 교육에서는 이
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원순옥․강주영 2014:117).

7) 맞춤 한국어 1에서는 명시적으로 자모(字母)와 음운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음을 ‘기본 모음’과 ‘복합 모음’으로, 자음을 ‘기본 
자음’과 ‘쌍자음’으로 구분하고 있어 자모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음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기본 자음’과 ‘기본 
모음’은 자모(字母)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국어 1에서도 명칭으로는 구분하지 않았지만 ‘모음 1’에는 10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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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와 모음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서 이들이 단독으로, 혹은 결합하여 한국어의 40개의 음운(자

음 19개, 모음 21개)를 표기한다.

자모와 음운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가. ㅣ + ㅏ = ㅑ

  나. ㅏ + ㅣ = ㅐ

(1가)는 이중 모음 /ㅑ/([ja])의 음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1나)는 단모음 /ㅐ/가 두 

개의 자모(字母)로 이루어진 결합 모음(복합 모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1가)에서는 /ㅑ/에 두 모음 /ㅣ/

와 /ㅏ/의 발음이 반영되지만, (1나)에서는 /ㅏ/와 /ㅣ/의 발음이 /ㅐ/의 발음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광근(2008:184-186 참조)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자모(字母)’와 

‘자모(子母)’8)를 철저하게 가려 쓰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자적 개념으로서의 ‘자모(字母)’와 언어적(음운적) 개념으로서

의 ‘자음과 모음’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글을 소개할 때에는 ‘자음자(子音

字)’와 ‘모음자(母音字)’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매우 온

당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다.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여러 한국어 교재를 함께 살펴보면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는 일견 혼란스럽게 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각 교재에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9)

모음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모음 2’에는 11개의 결합 모음자(ㅐ, ㅒ, ㅔ, ㅖ, ㅘ, ㅚ, ㅙ, ㅝ, ㅞ, ㅟ, ㅢ)를 제
시하여 자모(字母)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음자도 14개의 자음자를 ‘자음 1’로, 5개의 쌍자음을 ‘자음 2’로 
제시하고 있다. KBS 생활한국어 초급, 한글학교 한국어 1, 이화 한국어 1-1도 유사한 제시 방식을 취하고 있다.

8) ‘자모(子母)’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말이다. 그러므로 언어학 및 언어 교육 관련 논의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214 2019 한글날 학술대회

최근에 개발되는 한국어 교재는 거의 모두 모음자를 먼저 제시하고 자음자를 뒤에 

제시한다. 이는 모음이 스스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성절음(成節音)인데 비하여 자음

은 모음에 기대지 않고는 발화될 수 없는 비성절음(非成節音)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 

교재가 한글을 자모 개념으로 제시하느냐 음운 개념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자

음자와 모음자의 제시 순서가 달라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2.2.2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라. 한글 자모의 명칭

한글 자모의 명칭을 제시하고 그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교재는 많지 않다. 

이것은 교재 편찬자들이 한글을 자모의 측면보다는 한국어 음운의 관점에서 다루는 태

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글자를 발음을 표기하는 기호로서 파악하게 되므로 그 명

칭은 그리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다.

명칭을 제시한 경우도 단순 제시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모 명칭

은 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교실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습자들이 그 명칭

을 인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글 자모의 명칭은 역사적으로 

해당 자모가 표상하는 발음을 나타낸 것이 고착된 것이므로 발음 교육과 관련하여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 한글 자모의 발음 표기

한글 자모는 한국어 음운의 발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모의 발

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의 발음을 표기한 사례에서는 국제 

음성 부호(IPA)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채택한 것, 또는 이 둘을 혼용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국제 음성 부호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병용한 사례도 한 건이 있

었다. 김서형(2018)에 의하면 국제 음성 기호, 로마자 표기법, 국제음성기호와 로마자 

9) 1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교재 간 자모 제시 방식의 차이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각 
교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한글 자모 학습에 적합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교수-학습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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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의 혼용 표기, 영어 단어를 활용한 표기 등이 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이나 이주민 대상 교재들은 대부분 발음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국제 음성 부호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으로 표기되는 발음에 대한 학습 부담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발음 표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일부 대학 

기관 교재에서도 발음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바. 한글 자모표(음절 구성표)의 구성

다수의 한국어 교재에는 모음과 자음 학습 후에 한글 자모표를 제시하여 다양한 음

절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표2>와 같이 기본 자모로 구성된 자

모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댜, 먀, 뱌, 뎌, 

툐, ……’와 같이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거나 극히 빈도가 낮은 음절까지 학습자들에게 

강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표 23> 한글 자모표(음절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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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발되는 한국어 교재는 거의 모두 모음자를 먼저 제시하고 자음자를 뒤에 

제시한다. 이는 모음이 스스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성절음(成節音)인데 비하여 자음

은 모음에 기대지 않고는 발화될 수 없는 비성절음(非成節音)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 

교재가 한글을 자모 개념으로 제시하느냐 음운 개념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자

음자와 모음자의 제시 순서가 달라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2.2.2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라. 한글 자모의 명칭

한글 자모의 명칭을 제시하고 그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교재는 많지 않다. 

이것은 교재 편찬자들이 한글을 자모의 측면보다는 한국어 음운의 관점에서 다루는 태

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글자를 발음을 표기하는 기호로서 파악하게 되므로 그 명

칭은 그리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다.

명칭을 제시한 경우도 단순 제시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모 명칭

은 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교실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습자들이 그 명칭

을 인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글 자모의 명칭은 역사적으로 

해당 자모가 표상하는 발음을 나타낸 것이 고착된 것이므로 발음 교육과 관련하여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 한글 자모의 발음 표기

한글 자모는 한국어 음운의 발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모의 발

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의 발음을 표기한 사례에서는 국제 

음성 부호(IPA)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채택한 것, 또는 이 둘을 혼용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국제 음성 부호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병용한 사례도 한 건이 있

었다. 김서형(2018)에 의하면 국제 음성 기호, 로마자 표기법, 국제음성기호와 로마자 

9) 1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교재 간 자모 제시 방식의 차이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각 
교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한글 자모 학습에 적합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교수-학습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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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의 혼용 표기, 영어 단어를 활용한 표기 등이 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이나 이주민 대상 교재들은 대부분 발음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국제 음성 부호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으로 표기되는 발음에 대한 학습 부담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발음 표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일부 대학 

기관 교재에서도 발음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바. 한글 자모표(음절 구성표)의 구성

다수의 한국어 교재에는 모음과 자음 학습 후에 한글 자모표를 제시하여 다양한 음

절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표2>와 같이 기본 자모로 구성된 자

모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댜, 먀, 뱌, 뎌, 

툐, ……’와 같이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거나 극히 빈도가 낮은 음절까지 학습자들에게 

강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표 23> 한글 자모표(음절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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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한글 자모의 제시 유형10)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 제시 방식을 몇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 유형 1. 기본 모음자 → 기본 자음자 → 결합 모음자 → 결합 자음자

‘유형 1’은 24개의 한글 자모를 ‘모음자(10)-자음자(14)’의 순서로 제시하고, 뒤이어 

이들이 결합한 결합 모음자(11)와 결합 자음자(5)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

통적으로 한글 자모 교육에 적용되어온 것이다. 각 자모 간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암기 방식으로 자모 학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나. 유형 2. 기본 자모(모음자 → 자음자) → 결합 자모(모음자 → 자음자)

‘유형 2’는 기본 자모에서 결합 자모의 순서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모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개의 단모음을 기본 모음자(ㅏ, ㅓ, ㅗ, ㅜ, ㅡ, ㅣ)와 결합 모음자(ㅐ, 

ㅔ, ㅚ, ㅟ)의 순서로 제시하고, 이중 모음은 ‘j계’ 이중 모음(ㅑ, ㅕ, ㅛ, ㅠ, ㅒ, ㅖ)’에

서 ‘w계’ 이중 모음(ㅘ, ㅙ, ㅚ, ㅝ, ㅞ), ‘ɯ계’ 이중 모음(ㅢ)의 순서로 제시한다.

한편, 자음은 대부분 평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격음(ㅋ, ㅌ, ㅍ, ㅊ, 

ㅎ)-경음(ㄲ, ㄸ, ㅃ, ㅆ, ㅉ)의 순서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자모’에서 

‘결합 자모’의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유형 2’에서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배열, 평음의 배열(유성음-무성음), 격음과 경

음의 배열 순서에서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다. 받침의 제시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의 받침 제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전통적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14개의 자음자를 모두 

10)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자와 음운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모와 음운으로서의 자음과 모음을 구분
하여 각각 ‘자음자’와 ‘자음’, ‘모음자’와 ‘모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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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제시하는 교재가 있다. 이 방식은,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중화 현상을 반영하

여 7개의 발음자를 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음절말 

중화 현상을 반영한 7종성자(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대

개 낮은 연령의 학습자나 이주민 대상의 교재들이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14개의 받침자는 물론 11개의 겹받침자까지 제시한 교재도 있다.11)

3. 한글 자모(字母) 교육의 표준화 방안

3장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어 교수-학습의 입문 단

계에서 교재의 <도입부>에 배치되어야 할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글 자모 학

습 >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요구(needs)

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내용과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3.1. <도입부>의 편성

입문 단계 한국어 교재의 도입부에는 목표 언어인 한국어와 그 문자인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

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유도하고, 학습 동

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의 층위가 아동․청소년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형성되므로 교재의 성격에 따라 기본 정보는 물론 심화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교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정보의 양과 폭에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언어학적ㆍ사회적 정보

까지 포함될 수 있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정보를 입문 단계의 한국어 학습 교재에 모

두 담을 수는 없다. 다만, 교재에 모든 정보를 상세히 담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정보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라도 제시함으로써 교사나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

라 다른 자료나 문헌을 찾아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제시되는 겹받침자는 교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1개의 겹받침자를 모두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양 
한국어 1-1에서는 겹받침자를 제시하면서도 홑받침자는 7종성자만 제시하고 ‘ㅊ, ㅋ, ㅌ, ㅍ, ㅎ’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역
시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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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한글 자모의 제시 유형10)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 제시 방식을 몇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 유형 1. 기본 모음자 → 기본 자음자 → 결합 모음자 → 결합 자음자

‘유형 1’은 24개의 한글 자모를 ‘모음자(10)-자음자(14)’의 순서로 제시하고, 뒤이어 

이들이 결합한 결합 모음자(11)와 결합 자음자(5)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

통적으로 한글 자모 교육에 적용되어온 것이다. 각 자모 간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암기 방식으로 자모 학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나. 유형 2. 기본 자모(모음자 → 자음자) → 결합 자모(모음자 → 자음자)

‘유형 2’는 기본 자모에서 결합 자모의 순서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모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개의 단모음을 기본 모음자(ㅏ, ㅓ, ㅗ, ㅜ, ㅡ, ㅣ)와 결합 모음자(ㅐ, 

ㅔ, ㅚ, ㅟ)의 순서로 제시하고, 이중 모음은 ‘j계’ 이중 모음(ㅑ, ㅕ, ㅛ, ㅠ, ㅒ, ㅖ)’에

서 ‘w계’ 이중 모음(ㅘ, ㅙ, ㅚ, ㅝ, ㅞ), ‘ɯ계’ 이중 모음(ㅢ)의 순서로 제시한다.

한편, 자음은 대부분 평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격음(ㅋ, ㅌ, ㅍ, ㅊ, 

ㅎ)-경음(ㄲ, ㄸ, ㅃ, ㅆ, ㅉ)의 순서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자모’에서 

‘결합 자모’의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유형 2’에서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배열, 평음의 배열(유성음-무성음), 격음과 경

음의 배열 순서에서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다. 받침의 제시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의 받침 제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전통적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14개의 자음자를 모두 

10)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자와 음운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모와 음운으로서의 자음과 모음을 구분
하여 각각 ‘자음자’와 ‘자음’, ‘모음자’와 ‘모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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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제시하는 교재가 있다. 이 방식은, 음절말에서 일어나는 중화 현상을 반영하

여 7개의 발음자를 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음절말 

중화 현상을 반영한 7종성자(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대

개 낮은 연령의 학습자나 이주민 대상의 교재들이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14개의 받침자는 물론 11개의 겹받침자까지 제시한 교재도 있다.11)

3. 한글 자모(字母) 교육의 표준화 방안

3장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어 교수-학습의 입문 단

계에서 교재의 <도입부>에 배치되어야 할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글 자모 학

습 >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요구(needs)

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내용과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3.1. <도입부>의 편성

입문 단계 한국어 교재의 도입부에는 목표 언어인 한국어와 그 문자인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

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유도하고, 학습 동

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의 층위가 아동․청소년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형성되므로 교재의 성격에 따라 기본 정보는 물론 심화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교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정보의 양과 폭에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언어학적ㆍ사회적 정보

까지 포함될 수 있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정보를 입문 단계의 한국어 학습 교재에 모

두 담을 수는 없다. 다만, 교재에 모든 정보를 상세히 담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정보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라도 제시함으로써 교사나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

라 다른 자료나 문헌을 찾아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제시되는 겹받침자는 교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1개의 겹받침자를 모두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양 
한국어 1-1에서는 겹받침자를 제시하면서도 홑받침자는 7종성자만 제시하고 ‘ㅊ, ㅋ, ㅌ, ㅍ, ㅎ’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역
시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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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가급적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이미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

다. <도입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1.2. 한글 자모의 제자 원리12)

한글의 제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형(象形)’을 바탕으로 한다. 모음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본떠서 만들었으며(ㆍ, ㅡ, ㅣ), 이들 세 기본 모음자를 결합하여 다양한 모음

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초출자(初出字; ㅗ, ㅏ, ㅜ, ㅓ)와 재출자(再出字; ㅛ, ㅑ, ㅠ, ㅕ)이다.

자음자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특정 소리가 나는 자리의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작동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ㄱ, ㄴ, ㅁ, ㅅ, ㅇ)를 만들었다. 여기에 같은 위치에

서 더 세게 발음되는 소리는 획을 추가하여(加劃字;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 

만들고, 더 약하게 나는 소리는 기본자와 다른 모양(異體字; ㆁ, ㄹ, ㅿ)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등 모두 28자의 한글 자모가 창제되었다.

12) 이 항목에서 제시하는 이미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https://www.mcst.go.kr/usr/child/s_culture/korean/koreanEdu.jsp)

한국어 개관

ㆍ한국어 사용 지역: 한반도, 재외동포 거주 지역

ㆍ사용 인구 규모: 약 7,700만 명(세계 12~13위권)

ㆍ한국어의 계통: 알타이어족설이 주류이나 미확정

ㆍ한국어의 방언: 8대 방언권(중부,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강원, 제주)

ㆍ한국어의 문자: 한글

한글 개관

ㆍ한글의 명칭: 훈민정음, 한글

ㆍ한글의 유래: 세종대왕에 의한 독창적 창제, 한글날의 유래

ㆍ한글의 특징: 문자적 우수성, 현대적 활용 등

ㆍ한글 창제의 동기: 한자 대체, 백성의 쉬운 문자 생활 도모

ㆍ한글의 제자 원리: 모음자의 제자 원리, 자음자의 제자 원리

ㆍ한글의 기본 자모: 자음자 14개, 모음자 10개

ㆍ한글의 결합 자모: 자음자 5개, 모음자 11개

ㆍ한국어의 음운 체계: 단모음 체계(8개), 이중 모음(13개), 자음 체계(19개)

ㆍ한글의 음절 구조: 자음자+모음자(CV), 자음자+모음자+자음자(CVC)

<표 24> 한국어 교재의 <도입부> 정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글 자모(字母) 교육의 표준화 방안 219

가. 자음자의 제자 원리 도해

  

<그림 61> 기본 자음자

    

<그림 62> 한글 17자모자의 제자(기본자-가획자-이체자)

<그림 63> 한글 17자음자에 담긴 철학과 음악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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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가급적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이미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

다. <도입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1.2. 한글 자모의 제자 원리12)

한글의 제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형(象形)’을 바탕으로 한다. 모음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본떠서 만들었으며(ㆍ, ㅡ, ㅣ), 이들 세 기본 모음자를 결합하여 다양한 모음

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초출자(初出字; ㅗ, ㅏ, ㅜ, ㅓ)와 재출자(再出字; ㅛ, ㅑ, ㅠ, ㅕ)이다.

자음자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특정 소리가 나는 자리의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작동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ㄱ, ㄴ, ㅁ, ㅅ, ㅇ)를 만들었다. 여기에 같은 위치에

서 더 세게 발음되는 소리는 획을 추가하여(加劃字;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 

만들고, 더 약하게 나는 소리는 기본자와 다른 모양(異體字; ㆁ, ㄹ, ㅿ)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 등 모두 28자의 한글 자모가 창제되었다.

12) 이 항목에서 제시하는 이미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https://www.mcst.go.kr/usr/child/s_culture/korean/koreanEdu.jsp)

한국어 개관

ㆍ한국어 사용 지역: 한반도, 재외동포 거주 지역

ㆍ사용 인구 규모: 약 7,700만 명(세계 12~13위권)

ㆍ한국어의 계통: 알타이어족설이 주류이나 미확정

ㆍ한국어의 방언: 8대 방언권(중부,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강원, 제주)

ㆍ한국어의 문자: 한글

한글 개관

ㆍ한글의 명칭: 훈민정음, 한글

ㆍ한글의 유래: 세종대왕에 의한 독창적 창제, 한글날의 유래

ㆍ한글의 특징: 문자적 우수성, 현대적 활용 등

ㆍ한글 창제의 동기: 한자 대체, 백성의 쉬운 문자 생활 도모

ㆍ한글의 제자 원리: 모음자의 제자 원리, 자음자의 제자 원리

ㆍ한글의 기본 자모: 자음자 14개, 모음자 10개

ㆍ한글의 결합 자모: 자음자 5개, 모음자 11개

ㆍ한국어의 음운 체계: 단모음 체계(8개), 이중 모음(13개), 자음 체계(19개)

ㆍ한글의 음절 구조: 자음자+모음자(CV), 자음자+모음자+자음자(CVC)

<표 24> 한국어 교재의 <도입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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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음자의 제자 원리 도해

  

<그림 61> 기본 자음자

    

<그림 62> 한글 17자모자의 제자(기본자-가획자-이체자)

<그림 63> 한글 17자음자에 담긴 철학과 음악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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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음자의 제자 원리 도해

 

<그림 64> 기본 모음자 
<그림 65> 한글 모음자의 제자 원리 

3.2.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한글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모 교육을 하면서 발음 교육

까지 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글자 수를 최소화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다른 

글자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므로 간결하고 배우기 쉽고, 쓰기에도 

편리하다. 기본 자모자와 확장된 결합 자모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쓰기와 발음 연습을 한다면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

가 알아야 하는 자모 수가 적어서 기억하기도 쉽고 학습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도 한

글 학습에서의 장점이다.

기본 자모의 제시 순서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모음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이

와 관련하여 김지형(2007:237)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도 부합한

다고 하였다.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 初聲以五音淸濁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亦可見萬物初生於地, 復歸

於地也(가운뎃소리가 깊고 얕음과 열리고 닫힘으로써 앞에서 부르면 첫소리가 오음과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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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뒤에서 화답하며, 첫소리가 다시 끝소리가 되니 또한 가히 만물이 처음 땅에서 생

겨나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김지형 2007:237).

‘곰’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흔히들 언어의 선조성(線條性) 때문에 이 단어가 ‘ㄱ-

ㅗ-ㅁ’의 순서로 발음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소리로 발화되는 것은 이 순서를 따

르더라도 ‘ㄱ’을 발음할 때에 입술은 이미 모음 ‘ㅗ’가 발음될 때의 형태로 원순성을 

확보하여 오므라져 있게 된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이것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

이다. “가운뎃소리가 앞에서 부르면 첫소리가 뒤에서 화답”한다는 이 놀라운 통찰력은 

한글 자모의 체계성을 확립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3.2.1. 모음자의 제시 순서와 방식

모음자의 제시 순서는 <도입부>에서 제시한 모음자의 제자 원리를 통해 학습한 ‘ㆍ, 

ㅡ, ㅣ’에서 출발한다. ‘ㆍ’는 소실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ㅡ’와 ‘ㅣ’

를 출발점으로 삼아 모음자의 제시 순서를 정한다.

가. 기본 모음자(1): /ㅣ/ → /ㅏ/ → /ㅓ/

본 연구에서는 ‘ㅣ’를 먼저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거의 모든 세계 언어에서 /i, 

a(ɑ), u/는 기본 모음이다.13) 따라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ㅣ’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ㅡ’는 많은 언어의 모음 체계에 없는 발음을 표상

한다. 실제로 여러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음자 ‘ㅡ’의 발음을 매우 어려워한

다. 그러므로 ‘ㅣ’와 ‘ㅡ’ 중에서 ‘ㅣ’를 먼저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다음으로는 제자 원리에 따라 ‘ㅣ’에서 도출되는 초출자 ‘ㅏ’와 ‘ㅓ’를 제시한다. ‘ㅏ’

는 ‘ㅣ’의 오른쪽에 ‘ㆍ’를 더한 ‘가획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ㆍ’를 대신하여 작

은 획을 더한 것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획을 더하는 방향(오른쪽

-왼쪽)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설명하면 된다.

‘ㅏ’ 역시 ‘ㅣ’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언어권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

끼지 않으므로 바로 쓰고 읽을 수 있다. 다만, ‘ㅓ’는 영어권 및 일본인 학습자 등 일

13) 물론, 한국어 /ㅜ/([u])와 일본어의 /ウ/([u])는 원순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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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음자의 제자 원리 도해

 

<그림 64> 기본 모음자 
<그림 65> 한글 모음자의 제자 원리 

3.2.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한글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모 교육을 하면서 발음 교육

까지 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글자 수를 최소화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다른 

글자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므로 간결하고 배우기 쉽고, 쓰기에도 

편리하다. 기본 자모자와 확장된 결합 자모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쓰기와 발음 연습을 한다면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

가 알아야 하는 자모 수가 적어서 기억하기도 쉽고 학습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도 한

글 학습에서의 장점이다.

기본 자모의 제시 순서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모음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이

와 관련하여 김지형(2007:237)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도 부합한

다고 하였다.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 初聲以五音淸濁和之於後, 而爲初亦爲終. 亦可見萬物初生於地, 復歸

於地也(가운뎃소리가 깊고 얕음과 열리고 닫힘으로써 앞에서 부르면 첫소리가 오음과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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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뒤에서 화답하며, 첫소리가 다시 끝소리가 되니 또한 가히 만물이 처음 땅에서 생

겨나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김지형 2007:237).

‘곰’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흔히들 언어의 선조성(線條性) 때문에 이 단어가 ‘ㄱ-

ㅗ-ㅁ’의 순서로 발음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소리로 발화되는 것은 이 순서를 따

르더라도 ‘ㄱ’을 발음할 때에 입술은 이미 모음 ‘ㅗ’가 발음될 때의 형태로 원순성을 

확보하여 오므라져 있게 된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이것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

이다. “가운뎃소리가 앞에서 부르면 첫소리가 뒤에서 화답”한다는 이 놀라운 통찰력은 

한글 자모의 체계성을 확립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3.2.1. 모음자의 제시 순서와 방식

모음자의 제시 순서는 <도입부>에서 제시한 모음자의 제자 원리를 통해 학습한 ‘ㆍ, 

ㅡ, ㅣ’에서 출발한다. ‘ㆍ’는 소실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ㅡ’와 ‘ㅣ’

를 출발점으로 삼아 모음자의 제시 순서를 정한다.

가. 기본 모음자(1): /ㅣ/ → /ㅏ/ → /ㅓ/

본 연구에서는 ‘ㅣ’를 먼저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거의 모든 세계 언어에서 /i, 

a(ɑ), u/는 기본 모음이다.13) 따라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ㅣ’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ㅡ’는 많은 언어의 모음 체계에 없는 발음을 표상

한다. 실제로 여러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음자 ‘ㅡ’의 발음을 매우 어려워한

다. 그러므로 ‘ㅣ’와 ‘ㅡ’ 중에서 ‘ㅣ’를 먼저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다음으로는 제자 원리에 따라 ‘ㅣ’에서 도출되는 초출자 ‘ㅏ’와 ‘ㅓ’를 제시한다. ‘ㅏ’

는 ‘ㅣ’의 오른쪽에 ‘ㆍ’를 더한 ‘가획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ㆍ’를 대신하여 작

은 획을 더한 것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획을 더하는 방향(오른쪽

-왼쪽)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설명하면 된다.

‘ㅏ’ 역시 ‘ㅣ’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언어권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

끼지 않으므로 바로 쓰고 읽을 수 있다. 다만, ‘ㅓ’는 영어권 및 일본인 학습자 등 일

13) 물론, 한국어 /ㅜ/([u])와 일본어의 /ウ/([u])는 원순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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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언어권 학습자들에게서 [ɔ], [o]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견된다. 한국어 ‘ㅓ’([ə], 
[ʌ])는 중설 중고모음(또는 후설 저모음)으로서 중설 저모음 ‘ㅏ’에 비해 개구도가 작을 

뿐이다. 즉, ‘ㅏ’와 ‘ㅓ’는 중설 모음으로서 공통되며, ‘중고모음’과 ‘저모음’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활용하여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다. 

개구도의 차이는 나무젓가락 등을 활용하여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다.

나. 기본 모음자(2): /ㅡ/ → /ㅜ/ → /ㅗ/

기본 모음자 ‘ㅡ’는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특별

한 지도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른 모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

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ㅡ’는, 학습자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ㅣ’를 기준으로 삼아 가르치고 연습하게 할 

수 있다. /ㅣ/는 전설 고모음([i])이고 /ㅡ/는 후설 고모음([ɯ])이다.14) /ㅣ/를 통해 개

구도를 확정ㆍ확보하고, 혀끝이 아랫니에 닿는 전설 모음의 특성을 인지토록 하여 혀

를 아랫니에서 떼도록 지도하면 /ㅡ/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된다.15)

‘ㅡ’를 익히고 나면 ‘ㅜ’, ‘ㅗ’의 순서로 쓰고 발음하는 연습을 하도록 제시한다. 기본 

모음자 ‘ㅡ’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모음자임을 제시하여 써 보도록 하고, 이어서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한다. ‘ㅜ’와 ‘ㅗ’는 어느 것부터 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ㅡ/

와 /ㅜ/가 같은 고모음이라는 점에서 ‘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ㅡ

/를 발음한 상태에서 원순성만 확보하면 /ㅜ/를 발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ㅜ/

에서 개구도를 더 크게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ㅗ/를 발음할 수 있다.

다. 결합 모음자(1): /ㅔ/ → /ㅐ/

기본 모음자 ‘ㅣ, ㅏ, ㅓ, ㅡ, ㅜ, ㅗ’를 제시한 후, 이어서 결합 모음자로서 단모음

14) ‘ㅡ’는 음성적으로 후설 고모음 [ɯ]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중설 고모음 [ɨ]로 실현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ㅣ/와는 고모음이라는 점
을 공통 요소로 하며, [+전설성], [-전설성]의 차이를 갖는다.

15) [-전설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필을 입에 물고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필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꽉 물고, 연필에 혀끝이 닿지 않도록 연습하면 /ㅡ/를 뚜렷이 발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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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ㅔ/와 /ㅐ/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 두 모음자는 단모음이면서 결합 모음자라는 점

에서 ‘자모(字母)’의 관점과 ‘자음과 모음’의 관점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이 두 모음은 각각 [əj], [ɑj]의 음가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ㅓ’, ‘ㅏ’와 결합한 ‘ㅣ’가 각각 자신의 음가를 가진 하향 이중 모음이었다는 것이

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시기로 오는 과정에서 하향 이중 모음이 사라지면서 단모음화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단모음으로 변화했음에도 모음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합 

모음자이면서 단모음을 표상하는 것이 학습자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지형(2007:246)에서는 이중 모음이었던 /ㅔ/([əj])와 /ㅐ/([ɑj])가 단모

음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모음 위치로 합류(merge)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보았다. 중설 모음인 /ㅓ/가 전설 모음인 /ㅣ/에 끌려 전설 모음의 위치로, 고모음

인 /ㅣ/가 중모음인 /ㅓ/에 끌려 중모음의 위치로 끌려가 합류한 것이 /ㅔ/라는 설명

이다. <그림 7>의 화살표는 합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ㅐ/도 /ㅏ/와/

ㅣ/가 서로 끌려가 전설 중저모음의 위치에서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모음 ‘ㅔ’와 ‘ㅐ’의 생성(김지형 20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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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언어권 학습자들에게서 [ɔ], [o]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견된다. 한국어 ‘ㅓ’([ə], 
[ʌ])는 중설 중고모음(또는 후설 저모음)으로서 중설 저모음 ‘ㅏ’에 비해 개구도가 작을 

뿐이다. 즉, ‘ㅏ’와 ‘ㅓ’는 중설 모음으로서 공통되며, ‘중고모음’과 ‘저모음’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활용하여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다. 

개구도의 차이는 나무젓가락 등을 활용하여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다.

나. 기본 모음자(2): /ㅡ/ → /ㅜ/ → /ㅗ/

기본 모음자 ‘ㅡ’는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특별

한 지도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른 모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

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ㅡ’는, 학습자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ㅣ’를 기준으로 삼아 가르치고 연습하게 할 

수 있다. /ㅣ/는 전설 고모음([i])이고 /ㅡ/는 후설 고모음([ɯ])이다.14) /ㅣ/를 통해 개

구도를 확정ㆍ확보하고, 혀끝이 아랫니에 닿는 전설 모음의 특성을 인지토록 하여 혀

를 아랫니에서 떼도록 지도하면 /ㅡ/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된다.15)

‘ㅡ’를 익히고 나면 ‘ㅜ’, ‘ㅗ’의 순서로 쓰고 발음하는 연습을 하도록 제시한다. 기본 

모음자 ‘ㅡ’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모음자임을 제시하여 써 보도록 하고, 이어서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한다. ‘ㅜ’와 ‘ㅗ’는 어느 것부터 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ㅡ/

와 /ㅜ/가 같은 고모음이라는 점에서 ‘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ㅡ

/를 발음한 상태에서 원순성만 확보하면 /ㅜ/를 발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ㅜ/

에서 개구도를 더 크게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ㅗ/를 발음할 수 있다.

다. 결합 모음자(1): /ㅔ/ → /ㅐ/

기본 모음자 ‘ㅣ, ㅏ, ㅓ, ㅡ, ㅜ, ㅗ’를 제시한 후, 이어서 결합 모음자로서 단모음

14) ‘ㅡ’는 음성적으로 후설 고모음 [ɯ]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중설 고모음 [ɨ]로 실현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ㅣ/와는 고모음이라는 점
을 공통 요소로 하며, [+전설성], [-전설성]의 차이를 갖는다.

15) [-전설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필을 입에 물고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필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꽉 물고, 연필에 혀끝이 닿지 않도록 연습하면 /ㅡ/를 뚜렷이 발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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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ㅔ/와 /ㅐ/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 두 모음자는 단모음이면서 결합 모음자라는 점

에서 ‘자모(字母)’의 관점과 ‘자음과 모음’의 관점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이 두 모음은 각각 [əj], [ɑj]의 음가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ㅓ’, ‘ㅏ’와 결합한 ‘ㅣ’가 각각 자신의 음가를 가진 하향 이중 모음이었다는 것이

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시기로 오는 과정에서 하향 이중 모음이 사라지면서 단모음화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단모음으로 변화했음에도 모음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합 

모음자이면서 단모음을 표상하는 것이 학습자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지형(2007:246)에서는 이중 모음이었던 /ㅔ/([əj])와 /ㅐ/([ɑj])가 단모

음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모음 위치로 합류(merge)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보았다. 중설 모음인 /ㅓ/가 전설 모음인 /ㅣ/에 끌려 전설 모음의 위치로, 고모음

인 /ㅣ/가 중모음인 /ㅓ/에 끌려 중모음의 위치로 끌려가 합류한 것이 /ㅔ/라는 설명

이다. <그림 7>의 화살표는 합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ㅐ/도 /ㅏ/와/

ㅣ/가 서로 끌려가 전설 중저모음의 위치에서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모음 ‘ㅔ’와 ‘ㅐ’의 생성(김지형 20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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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합 모음자(2): /ㅑ/ → /ㅕ/ → /ㅠ/ → /ㅛ/ → /ㅒ/ → /ㅖ/

이중 모음을 표상한 결합 모음자는 음 결합의 양상을 제시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쓰

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j계’ 이중 모음은 모음자와 실현되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ja]를 소리대로 문자로 표기한다면 ‘ㅣㅏ’처럼 되어

야 하지만 실제 소리와는 형태적 연관을 맺기 어렵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

여 訓民正音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ㅗㅏㅜㅓ始於天地, 爲初出也. ㅛㅑㅠㅕ起於ㅣ而兼乎人, 爲再出也. ㅗㅏㅜㅓ之ㅡ其圓者, 取

其初生之義也. ㅛㅑㅠㅕ之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ㅗㅏㅜㅓ’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되므로 

‘처음 나온 것[初出]’이 된다. ‘ㅛㅑ ㅠㅕ’는 ‘ㅣ’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겸하므로 ‘두 번째 

나온 것[再出]’이 된다.)(김지형 2007:233).

초출자에 가획을 하여 재출자를 만든 것은 ‘j계’ 이중 모음을 표상한 것이다. 그러므

로 초출자에 추가되는 점(현재는 작은 획)은 핵모음에 선행하는 활음 [j]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발음 지도는 활음을 핵모음처럼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결합 모음자(3): /ㅘ/ → /ㅙ/ → /ㅚ/ → /ㅝ/ → /ㅞ/ → /ㅟ/ → /ㅢ/

마항은 ‘w계’ 이중 모음과 ‘ɯ계’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모음자의 제시 순서를 제안

한 것이다. 이들은 앞의 활음을 활음답게 발음하고 핵모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 다만, 학교 문법에서 단모음으로 분류되

는 ‘ㅚ’가 실제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데, 그 발음이 문자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ㅙ’와 ‘ㅚ’의 발음이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게 발음되

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발음 연습을 할 때 주의하게 지도하는 것이 좋다.

3.2.2. 자음자의 제시 순서와 방식

2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평음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격음자(ㅋ, ㅌ, ㅍ, ㅊ, ㅎ)-경음자(ㄲ, ㄸ, ㅃ, ㅆ, 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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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자음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자모 배열법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는 것이며, 평음자, 격음자, 경음자 등 각 계열 내에서 배열 순서상 논리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들의 기억 부담량을 증가시키는, 효

율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음이 실현되는 조음 기관을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각 계열별로는 ‘평음자-격음자-경음자’를 함께 다루도록 한다. 

이는 기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것은 훈민

정음의 제자 원리에 충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조음 위치

에서 조음 방법만 달리해서 생성되는 자음들을 함께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자의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며, 자모뿐만 아니라 발음까지도 함께 익힐 수 있어서 효

율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가. 양순음 → 치조음 → 경구개음 → 연구개음 → 성문음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자음자를 제시할 때, 한두 교재를 제외하고는, 

평음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격음자(ㅋ, ㅌ, ㅍ, 

ㅊ, ㅎ)와 경음자(ㄲ, ㄸ, ㅃ, ㅆ, ㅉ)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본 자모 → 결합 자모’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자모 배열은 訓民正音과 
訓蒙字會 이래 전통적인 자모 배열법에 따르는 것으로서 ‘아음(牙音)-설음(舌音)-순음

(脣音)-치음(齒音)-후음(喉音)’의 배열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한

글 자모를 익히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이것이 효율적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자소(字

素)의 형태나 서로 간의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음 음성학적 정보를 활용한 한글 자모 및 발음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음자의 제시는 아래 <그림 8>과 같이 조음 기관의 배치 순서를 따른다. 즉, 

‘1. 양순음’, ‘2. 치조음’, ‘3. 경구개음’, ‘4. 연구개음’, ‘5. 성문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다. 조음 기관의 자연적 배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편리하고, 언제든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음이 순음(脣音)이라는 점에서 자모 학습과 함

께 발음의 교수-학습을 이것으로부터 한다면 처음부터 학습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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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합 모음자(2): /ㅑ/ → /ㅕ/ → /ㅠ/ → /ㅛ/ → /ㅒ/ → /ㅖ/

이중 모음을 표상한 결합 모음자는 음 결합의 양상을 제시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쓰

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j계’ 이중 모음은 모음자와 실현되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ja]를 소리대로 문자로 표기한다면 ‘ㅣㅏ’처럼 되어

야 하지만 실제 소리와는 형태적 연관을 맺기 어렵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

여 訓民正音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ㅗㅏㅜㅓ始於天地, 爲初出也. ㅛㅑㅠㅕ起於ㅣ而兼乎人, 爲再出也. ㅗㅏㅜㅓ之ㅡ其圓者, 取

其初生之義也. ㅛㅑㅠㅕ之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ㅗㅏㅜㅓ’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되므로 

‘처음 나온 것[初出]’이 된다. ‘ㅛㅑ ㅠㅕ’는 ‘ㅣ’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겸하므로 ‘두 번째 

나온 것[再出]’이 된다.)(김지형 2007:233).

초출자에 가획을 하여 재출자를 만든 것은 ‘j계’ 이중 모음을 표상한 것이다. 그러므

로 초출자에 추가되는 점(현재는 작은 획)은 핵모음에 선행하는 활음 [j]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발음 지도는 활음을 핵모음처럼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결합 모음자(3): /ㅘ/ → /ㅙ/ → /ㅚ/ → /ㅝ/ → /ㅞ/ → /ㅟ/ → /ㅢ/

마항은 ‘w계’ 이중 모음과 ‘ɯ계’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모음자의 제시 순서를 제안

한 것이다. 이들은 앞의 활음을 활음답게 발음하고 핵모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 다만, 학교 문법에서 단모음으로 분류되

는 ‘ㅚ’가 실제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데, 그 발음이 문자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ㅙ’와 ‘ㅚ’의 발음이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게 발음되

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발음 연습을 할 때 주의하게 지도하는 것이 좋다.

3.2.2. 자음자의 제시 순서와 방식

2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평음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격음자(ㅋ, ㅌ, ㅍ, ㅊ, ㅎ)-경음자(ㄲ, ㄸ, ㅃ, ㅆ, 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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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자음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자모 배열법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는 것이며, 평음자, 격음자, 경음자 등 각 계열 내에서 배열 순서상 논리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들의 기억 부담량을 증가시키는, 효

율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음이 실현되는 조음 기관을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각 계열별로는 ‘평음자-격음자-경음자’를 함께 다루도록 한다. 

이는 기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것은 훈민

정음의 제자 원리에 충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조음 위치

에서 조음 방법만 달리해서 생성되는 자음들을 함께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자의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며, 자모뿐만 아니라 발음까지도 함께 익힐 수 있어서 효

율적인 방식이라 하겠다.

가. 양순음 → 치조음 → 경구개음 → 연구개음 → 성문음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자음자를 제시할 때, 한두 교재를 제외하고는, 

평음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격음자(ㅋ, ㅌ, ㅍ, 

ㅊ, ㅎ)와 경음자(ㄲ, ㄸ, ㅃ, ㅆ, ㅉ)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본 자모 → 결합 자모’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자모 배열은 訓民正音과 
訓蒙字會 이래 전통적인 자모 배열법에 따르는 것으로서 ‘아음(牙音)-설음(舌音)-순음

(脣音)-치음(齒音)-후음(喉音)’의 배열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한

글 자모를 익히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이것이 효율적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자소(字

素)의 형태나 서로 간의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음 음성학적 정보를 활용한 한글 자모 및 발음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음자의 제시는 아래 <그림 8>과 같이 조음 기관의 배치 순서를 따른다. 즉, 

‘1. 양순음’, ‘2. 치조음’, ‘3. 경구개음’, ‘4. 연구개음’, ‘5. 성문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다. 조음 기관의 자연적 배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편리하고, 언제든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음이 순음(脣音)이라는 점에서 자모 학습과 함

께 발음의 교수-학습을 이것으로부터 한다면 처음부터 학습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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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조음 위치도 

 

<그림 68> 자음자 제시 및 발음 지도 순서 

 

나. 기본자 → 가획자 → 병서자 → 이체자

다음으로, 1~5의 각 계열에서는 ‘기본자 → 가획자 → 병서자 → 이체자’의 순서대

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자음자에 대해서도 모음자와 마찬가지로, 자모의 형태와 함께 

발음 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이는 한글이 음소 문자로서 자모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하나의 음에 대응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양순음은 기본자인 ‘ㅁ’자부터 제시한다. 이 글자가 표상하는 양순 비음 [m]은 거의 

모든 언어의 자음 체계에 존재하며, 아동이 가장 먼저 습득하는 자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권의 학습자로도 이것을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가획자 ‘ㅂ’과 ‘ㅍ’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ㅂ’은 양순 무성 무기 파열음 [p]이며, ‘ㅍ’은 

양순 무성 유기 파열음 [pʰ]를 표상한다. 가획자로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발음 면

에서는 ‘무표 : 유표’의 대립을 이루므로 ‘ㅂ’을 ‘ㅍ’보다 먼저 제시한다. 훈민정음의 자

모 체계에서 ‘ㅃ’을 비롯한 경음자는 전탁자(全濁字)로서 기본 자모(17자)에 들지 못한

다. 이들이 기본자를 병서한 결합 자모이기 때문이다. 김효숙(1997)과 이상직(2007)의 

연구에서는 경음의 폐쇄 지속 시간이 평음의 그것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사실을 밝혔는

데, 이와 관련하여 김지형(2007:230-232)에서는 전청자(全淸字)인 평음자를 병서하여 

경음자를 착안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조음 기관의 고정

부와 능동부가 접촉하여 폐쇄가 일어나는데 이때 경음의 접촉 단면적이 평음의 그것에 

비해 더 넓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ㅁ-ㅂ-ㅍ-ㅃ’은 양순음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상의 차이로 구별된다. 글자의 형태적 동일성(□)과 차별성(세로획, 가로획,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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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을 근거로 하여 일종의 ‘가족 유사성’을 가진 이들 자모를 함께 묶어서 교수-학습

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에게 기억의 편리성과 함께, 각 자모의 차별성을 대비적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자모 및 발음 교육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지원(2014:126-128)은 한글 자음자는 매우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처리할 때 매우 빠른 지각과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기본자에서 가획의 원리에 의해 유사한 시각적 계열성을 갖게 되는 

자음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자의 인지적 처리를 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즉, 기본자에 추가되는 획과 같이 세부 특성을 더하게 되면 자음자의 특성상 유사

한 자형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인지적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를 제시하는 순서를 논의할 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김민식․정찬섭(1989)은 초성 위치에서 ‘ㄱ → ㅋ’, ‘ㅇ → ㅁ’, 종성 위

치에서는 ‘ㄹ → ㄷ, ㅌ’, ‘ㅂ → ㅍ’, ‘ㅇ → ㅁ, ㅎ’, ‘ㅈ → ㅅ, ㅊ’, ‘ㅋ → ㄱ’ 사이

에서 혼동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지원 2014:127에서 재인용). 그러므

로 한글 자모를 학습할 때에는 혼동하기 쉬운 자모를 함께 묶어서 다루는 것이 공통점

과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확실히 인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순서로 제시할 경우에 ‘ㄱ’과 ‘ㅋ’은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따라서 개별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비교․대조를 통한 

인지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 받침자의 제시

받침자는 홑받침(16개)와 겹받침(14개)를 실제 음절말 중화 현상을 반영한 발음과 

함께 제시하되, 역시 계열별로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2) 가. ㄱ, ㅋ, ㄲ [ㄱ] / ㄴ [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 ㄹ [ㄹ] / ㅁ [ㅁ] / 

ㅂ, ㅍ [ㅂ] / ㅇ [ㅇ]

  나. ㄳ, ㄺ [ㄱ] / ㄵ, ㄶ [ㄴ] / ㄽ ㄾ ㅀ ㄼ [ㄹ] / ㄻ [ㅁ] / ㅄ ㄿ ㄼ [ㅂ]

(2가)는 음절말 위치에서 중화되는 홑받침들을 제시한 것이고, (2나)는 겹받침의 경우

를 제시한 것이다. 기억의 편리를 위하여 계열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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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조음 위치도 

 

<그림 68> 자음자 제시 및 발음 지도 순서 

 

나. 기본자 → 가획자 → 병서자 → 이체자

다음으로, 1~5의 각 계열에서는 ‘기본자 → 가획자 → 병서자 → 이체자’의 순서대

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자음자에 대해서도 모음자와 마찬가지로, 자모의 형태와 함께 

발음 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이는 한글이 음소 문자로서 자모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하나의 음에 대응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양순음은 기본자인 ‘ㅁ’자부터 제시한다. 이 글자가 표상하는 양순 비음 [m]은 거의 

모든 언어의 자음 체계에 존재하며, 아동이 가장 먼저 습득하는 자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권의 학습자로도 이것을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가획자 ‘ㅂ’과 ‘ㅍ’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ㅂ’은 양순 무성 무기 파열음 [p]이며, ‘ㅍ’은 

양순 무성 유기 파열음 [pʰ]를 표상한다. 가획자로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발음 면

에서는 ‘무표 : 유표’의 대립을 이루므로 ‘ㅂ’을 ‘ㅍ’보다 먼저 제시한다. 훈민정음의 자

모 체계에서 ‘ㅃ’을 비롯한 경음자는 전탁자(全濁字)로서 기본 자모(17자)에 들지 못한

다. 이들이 기본자를 병서한 결합 자모이기 때문이다. 김효숙(1997)과 이상직(2007)의 

연구에서는 경음의 폐쇄 지속 시간이 평음의 그것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사실을 밝혔는

데, 이와 관련하여 김지형(2007:230-232)에서는 전청자(全淸字)인 평음자를 병서하여 

경음자를 착안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조음 기관의 고정

부와 능동부가 접촉하여 폐쇄가 일어나는데 이때 경음의 접촉 단면적이 평음의 그것에 

비해 더 넓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ㅁ-ㅂ-ㅍ-ㅃ’은 양순음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상의 차이로 구별된다. 글자의 형태적 동일성(□)과 차별성(세로획, 가로획,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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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을 근거로 하여 일종의 ‘가족 유사성’을 가진 이들 자모를 함께 묶어서 교수-학습

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에게 기억의 편리성과 함께, 각 자모의 차별성을 대비적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자모 및 발음 교육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지원(2014:126-128)은 한글 자음자는 매우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처리할 때 매우 빠른 지각과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기본자에서 가획의 원리에 의해 유사한 시각적 계열성을 갖게 되는 

자음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자의 인지적 처리를 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즉, 기본자에 추가되는 획과 같이 세부 특성을 더하게 되면 자음자의 특성상 유사

한 자형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인지적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를 제시하는 순서를 논의할 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김민식․정찬섭(1989)은 초성 위치에서 ‘ㄱ → ㅋ’, ‘ㅇ → ㅁ’, 종성 위

치에서는 ‘ㄹ → ㄷ, ㅌ’, ‘ㅂ → ㅍ’, ‘ㅇ → ㅁ, ㅎ’, ‘ㅈ → ㅅ, ㅊ’, ‘ㅋ → ㄱ’ 사이

에서 혼동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지원 2014:127에서 재인용). 그러므

로 한글 자모를 학습할 때에는 혼동하기 쉬운 자모를 함께 묶어서 다루는 것이 공통점

과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확실히 인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순서로 제시할 경우에 ‘ㄱ’과 ‘ㅋ’은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따라서 개별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비교․대조를 통한 

인지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 받침자의 제시

받침자는 홑받침(16개)와 겹받침(14개)를 실제 음절말 중화 현상을 반영한 발음과 

함께 제시하되, 역시 계열별로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2) 가. ㄱ, ㅋ, ㄲ [ㄱ] / ㄴ [ㄴ] /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 ㄹ [ㄹ] / ㅁ [ㅁ] / 

ㅂ, ㅍ [ㅂ] / ㅇ [ㅇ]

  나. ㄳ, ㄺ [ㄱ] / ㄵ, ㄶ [ㄴ] / ㄽ ㄾ ㅀ ㄼ [ㄹ] / ㄻ [ㅁ] / ㅄ ㄿ ㄼ [ㅂ]

(2가)는 음절말 위치에서 중화되는 홑받침들을 제시한 것이고, (2나)는 겹받침의 경우

를 제시한 것이다. 기억의 편리를 위하여 계열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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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나)에서는 자모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화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는 ‘넓다[널따]’와 ‘밟다[밥따]’처럼 같은 ‘ㄼ’ 받침이 단어에 따라 [ㄹ]로도, [ㅂ]으로도 

발음되므로 형태보다는 발음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3. 기타 문제

3.3.1. 한글 자모의 명칭 및 발음의 표시

한글 자모의 명칭과 발음 표시는 다음 <표 4>와 같이 제안한다. 한글은 모음자뿐만 

아니라 자음자도 자모의 명칭 자체가 해당 자모의 발음을 나타낸 것이다. 訓蒙字會
의 전통에서 비롯된 자음의 명칭은 두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은 초성의 사용례

를, 2음절은 종성의 사용례를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모의 명칭은 곧 학습자로 하여

금 음절 환경에서의 해당 자음의 발음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할 때 특정 자모의 지칭어가 필요한데, 실제로 교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자

모의 명칭을 학습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모의 발음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

은 실제로 한국의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한국어의 공식적인 영문 표기가 국어의 로마

자 표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것을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것이 실제 발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

습자들은 해당 자모의 발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글 자모의 실제 발음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발음 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음성 부호로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음자 명칭 로마자 표기 IPA 자모 명칭 로마자 표기 IPA

ㅣ 이 i i ㅁ 미음 m m

ㅏ 아 a ɑ ㅂ 비읍 b, p p

ㅓ 어 eo ə ㅍ 피읖 p pʰ

ㅡ 으 eu ɯ ㅃ 쌍비읍 pp p’

<표 25> 한글 자모의 명칭과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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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음절의 제시

한국어의 음절은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다. ‘모음(V)’, ‘모음 + 자음(VC)’, ‘자음 + 

모음(CV)’, ‘자음 + 모음 + 자음(CVC)’이 그것인데, 실제로는 초성 위치에 자음이 없

는 경우에도 음가 없는 ‘ㅇ’을 첨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사적(書寫的)으로는 

‘CV’와 ‘CVC’의 두 형태만 있게 된다. 모음 앞에 첨가되는 ‘ㅇ’이 음가가 없음을 지도

하면 되겠다.

4. 맺음말

ㅜ 우 u u ㄴ 니은 n n

ㅗ 오 o o ㄷ 디귿 d t

ㅔ 에 e e ㅌ 티읕 t tʰ

ㅐ 애 ae ɛ ㄸ 쌍디귿 tt t’

ㅑ 야 ya ja ㄹ 리을 r, l r, l

ㅕ 여 yeo jə ㅅ 시옷 s s

ㅠ 유 yu jo ㅆ 쌍시옷 ss s’

ㅛ 요 yo ju ㅈ 지읒 j ʨ

ㅒ 얘 yae jɛ ㅊ 치읓 ch ʨʰ

ㅖ 예 ye je ㅉ 쌍지읓 jj ʨ’

ㅘ 와 wa wɑ ㄱ 기역 g, k k

ㅙ 왜 wae we ㅋ 키읔 k kʰ

ㅚ 외 oe we ㄲ 쌍기역 kk k’

ㅝ 워 wo wə ㅇ 이응 ng ŋ

ㅞ 웨 we we ㅎ 히읗 h h

ㅟ 위 wi wi

ㅢ 의 ui 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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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나)에서는 자모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화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는 ‘넓다[널따]’와 ‘밟다[밥따]’처럼 같은 ‘ㄼ’ 받침이 단어에 따라 [ㄹ]로도, [ㅂ]으로도 

발음되므로 형태보다는 발음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3. 기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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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자 명칭 로마자 표기 IPA 자모 명칭 로마자 표기 IPA

ㅣ 이 i i ㅁ 미음 m m

ㅏ 아 a ɑ ㅂ 비읍 b, p p

ㅓ 어 eo ə ㅍ 피읖 p pʰ

ㅡ 으 eu ɯ ㅃ 쌍비읍 pp p’

<표 25> 한글 자모의 명칭과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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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음절의 제시

한국어의 음절은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다. ‘모음(V)’, ‘모음 + 자음(VC)’, ‘자음 + 

모음(CV)’, ‘자음 + 모음 + 자음(CVC)’이 그것인데, 실제로는 초성 위치에 자음이 없

는 경우에도 음가 없는 ‘ㅇ’을 첨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사적(書寫的)으로는 

‘CV’와 ‘CVC’의 두 형태만 있게 된다. 모음 앞에 첨가되는 ‘ㅇ’이 음가가 없음을 지도

하면 되겠다.

4. 맺음말

ㅜ 우 u u ㄴ 니은 n n

ㅗ 오 o o ㄷ 디귿 d t

ㅔ 에 e e ㅌ 티읕 t tʰ

ㅐ 애 ae ɛ ㄸ 쌍디귿 tt t’

ㅑ 야 ya ja ㄹ 리을 r, l r, l

ㅕ 여 yeo jə ㅅ 시옷 s s

ㅠ 유 yu jo ㅆ 쌍시옷 ss s’

ㅛ 요 yo ju ㅈ 지읒 j ʨ

ㅒ 얘 yae jɛ ㅊ 치읓 ch ʨʰ

ㅖ 예 ye je ㅉ 쌍지읓 jj ʨ’

ㅘ 와 wa wɑ ㄱ 기역 g, k k

ㅙ 왜 wae we ㅋ 키읔 k kʰ

ㅚ 외 oe we ㄲ 쌍기역 kk k’

ㅝ 워 wo wə ㅇ 이응 ng ŋ

ㅞ 웨 we we ㅎ 히읗 h h

ㅟ 위 wi wi

ㅢ 의 ui 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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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의 한 범주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다양한 학습 동기와 목적, 목표를 가진 전 세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면 

매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성패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학습

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으로 제시되는 특정한 내용과 방법이 모든 국면에서 유효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다. 다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일정 수준의 질을 담보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제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입문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구

성하는 요소로서 한국어와 한글 정보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것은 한국어와 한글 소

개 내용, 한글 자모와 음운의 수,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한글 자모의 명칭과 발음, 

음절 구성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본 연구에서 놓치지 않고자 했던 것은 학

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적합성과 교수 방법의 효율성, 그리고 흥미성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보다 더 엄밀한 논증이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한 꼼꼼한 검토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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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글 자모(字母)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박기선(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내용의 적합성과 방식의 효율성 및 학습자 

흥미도 고양을 전제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다양한 한국어 학습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모 

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법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논의 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한글 자모 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재 현황 분석에 대해

이 연구는 한글 자모 교육에서 ‘내용의 적합성’과 ‘방식의 효율성’ 및 ‘학습자의 흥미

도’ 등을 전제로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간행된 한국어 교재 총 15종을 대상으로 한

글 자모 제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 교수학습에서 이

루어지는 한국의 문자와 그 문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어떠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재 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한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수단이자 소리(음소)를 나타내는 자음과 모음 글자의 탄

생과 관련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등 한글에 대한 소개

(2) 초성, 중성, 종성을 나타내는 각 문자의 모양과 기능이 담긴 한글 자모와 음운 

제시 

(3) 한글 자모 제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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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자모의 명칭

(5) 한글 자모의 음가 표기 방식

(6) 한글 자모표(음절 구성표) 

위와 같은 항목별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15종의 교재가 지닌 다양한 학습자

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로서의 차별성이 한글 자모 내용 구성에서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몇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 유형 1. 기본 모음자 → 기본 자음자 → 결합 모음자 → 결합 자음자

나. 유형 2. 기본 자모(모음자 → 자음자) → 결합 자모(모음자 → 자음자) 

다. 받침의 제시

(유형1) 전통적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14개의 자음자를 모두 

초성으로 제시하는 유형

(유형2) 음절말 중화 현상을 반영한 7종성자(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제시하

는 유형

(유형3) 14개의 받침자는 물론 11개의 겹받침자까지 제시하는 유형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 교육은 큰 차별성이 없이 대동소이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서 한글 자모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입문 단계에서 한국의 표기 수단으로서 문자를 익

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떤 소리를 어떤 문자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본 학습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재 구성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한다. 다만, 각 문자가 담당하는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도 높이기 위해 각 문자의 제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교재마다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이 연구에서는 몇몇 유형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연구자께 궁금한 점은 분석 항목 중 한글 관련 기초 정보의 소개 부분

은 번역어가 제공되고 있는지, 누구(한국어 입문 학습자, 한국어 교사 등)를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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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등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이 진행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의 전제 중의 하

나가 된 ‘학습자 흥미도’를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가 되어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기심과 학습 동기 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1).

2.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먼저, 한국어 교수-학습의 입

문 단계에서 교재의 <도입부>에 배치되어야 할 기초 지식의 편성을 논의하고, 다음으

로 <한글 자모 학습>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

면서 학습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내용과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논

의를 전개하고 있다.

3장에서 논의한 <도입부>의 편성에서는 ‘한국어와 그 문자인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

의 범위와 내용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한글 자모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나 학습 

목적 등이 다양한 개별 학습자가 취사선택하여 필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면에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글 관련 기본 정보 제공 시 고려해야 할 내용과 구성 방식 등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가 한국어 초기(입문) 단계의 자모를 익히고

자 하는 학습자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에게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향후 한

국어와 한국학과 같은 심화 학습으로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진작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학습자가 공감

1) 또한 발표 주제에서 벗어난 의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분석 대상이 된 한국어 교재들에서 한글 자모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의 초, 중, 종성 문자(한글)를 읽고 쓰고, 그 문자가 담당한 소리를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음절 단위의 활동에 한해서 내용 
구성이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 중, 종성의 표기를 위한 음소 문자
로서의 음절 단위의 한글 익히고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해례에 초, 중, 종성 제자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한글의 과학
성이나 독창성을 이해하는 수업이나 세종의 일대기 중 훈민정음 창제 관련 일화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읽기 자료 등이 혹시라도 제공되
는 교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다. 한글 자모 교육이 한국어 학습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학습자의 숙달도 및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낯설기 때문에 표음의 수단으로서 문자를 익히는 정도로 다소 한정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한
국어 숙달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넓고 깊어짐에 따라 훈민정음,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 등의 핵심어로 이어지는 한국의 
문자 탄생과 관련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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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자모의 명칭

(5) 한글 자모의 음가 표기 방식

(6) 한글 자모표(음절 구성표) 

위와 같은 항목별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15종의 교재가 지닌 다양한 학습자

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로서의 차별성이 한글 자모 내용 구성에서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 제시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몇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 유형 1. 기본 모음자 → 기본 자음자 → 결합 모음자 → 결합 자음자

나. 유형 2. 기본 자모(모음자 → 자음자) → 결합 자모(모음자 → 자음자) 

다. 받침의 제시

(유형1) 전통적인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14개의 자음자를 모두 

초성으로 제시하는 유형

(유형2) 음절말 중화 현상을 반영한 7종성자(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제시하

는 유형

(유형3) 14개의 받침자는 물론 11개의 겹받침자까지 제시하는 유형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한글 자모 교육은 큰 차별성이 없이 대동소이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서 한글 자모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입문 단계에서 한국의 표기 수단으로서 문자를 익

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떤 소리를 어떤 문자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본 학습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재 구성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한다. 다만, 각 문자가 담당하는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도 높이기 위해 각 문자의 제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교재마다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이 연구에서는 몇몇 유형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연구자께 궁금한 점은 분석 항목 중 한글 관련 기초 정보의 소개 부분

은 번역어가 제공되고 있는지, 누구(한국어 입문 학습자, 한국어 교사 등)를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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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등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이 진행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의 전제 중의 하

나가 된 ‘학습자 흥미도’를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가 되어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기심과 학습 동기 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1).

2.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먼저, 한국어 교수-학습의 입

문 단계에서 교재의 <도입부>에 배치되어야 할 기초 지식의 편성을 논의하고, 다음으

로 <한글 자모 학습>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

면서 학습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내용과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논

의를 전개하고 있다.

3장에서 논의한 <도입부>의 편성에서는 ‘한국어와 그 문자인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

의 범위와 내용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한글 자모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나 학습 

목적 등이 다양한 개별 학습자가 취사선택하여 필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면에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글 관련 기본 정보 제공 시 고려해야 할 내용과 구성 방식 등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가 한국어 초기(입문) 단계의 자모를 익히고

자 하는 학습자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에게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향후 한

국어와 한국학과 같은 심화 학습으로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진작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학습자가 공감

1) 또한 발표 주제에서 벗어난 의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분석 대상이 된 한국어 교재들에서 한글 자모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의 초, 중, 종성 문자(한글)를 읽고 쓰고, 그 문자가 담당한 소리를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음절 단위의 활동에 한해서 내용 
구성이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 중, 종성의 표기를 위한 음소 문자
로서의 음절 단위의 한글 익히고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해례에 초, 중, 종성 제자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한글의 과학
성이나 독창성을 이해하는 수업이나 세종의 일대기 중 훈민정음 창제 관련 일화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읽기 자료 등이 혹시라도 제공되
는 교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다. 한글 자모 교육이 한국어 학습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학습자의 숙달도 및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낯설기 때문에 표음의 수단으로서 문자를 익히는 정도로 다소 한정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한
국어 숙달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넓고 깊어짐에 따라 훈민정음,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 등의 핵심어로 이어지는 한국의 
문자 탄생과 관련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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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고 정보 제공자가 일방적

으로 한글 관련 정보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자칫 한국어 표현의 난이도나 내용의 공

감도 및 이해도 등에서 학습 흥미도나 학습 지속성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

기2)에 이 부분은 전달 내용과 함께 전달 방식에 대한 논의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이 연구 3.1.~3.2.에서 제시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제자 원리인 “상형(象形)”

은 현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표기 수단으로서 문자를 익히는 첫 단계에서 흥

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자와 소리, 그리고 문자와 의미 등의 관련성이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인 

문자와 소리 그리고 의미 등의 관련성이라는 모국어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표기 수단이 되는 문자(한글)는 어떠한 원리로 문자 모양이 디자인되는지에 대한 이해

에 ‘상형’이라는 개념은 한글 자모 교육에서 학습자 모국어와 학습자 목표어의 교집합

으로 교육의 시작 단계에 핵심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한글 자모 학습

에서 한글의 문자 디자인이 그 모양과 아무 연관 없는 의미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만드는 발음 기관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 발음 기관

에서 만들어 내는 소리를 담고 있다는 [소리 => 소리가 만들어지는 조음 기관 => 조음 

기관 상형 => 문자 디자인 => 문자] 이러한 과정으로 연상하면서 문자와 소리를 익히

는 것은 한국어 입문 단계 학습자에게는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이 과정에 연구자도 중요하게 언급한 방식의 효율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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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흥미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훈민정음을 제자 

원리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도 언급한 한글 자모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육 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습자의 이해와 장기 기억을 위해 문자의 제시 순서와 방식에

서 문자와 소리, 문자와 조음 위치, 한국어의 소리와 학습자 모국어 소리의 대조, 인간

의 언어 습득 과정의 보편성 등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표준화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내용의 적합성’을 고려한 한글 자모 교육의 내용 구성과 ‘방식의 효율성

과 흥미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 논의에 토대가 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다만, 이 연구의 결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향후 한국어 교육(한글 자모 교육 포함) 표준

화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 및 일정 수준의 교육 내용과 

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표준화 관련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 동의하면

서 이 연구가 내용의 적합성, 방식의 효율성과 흥미성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한글 자모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은 향후 관련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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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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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Step Korean’ 강의를 중심으로

강승혜(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들어가기

아흔세 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업적을 돌아보는 일은 

한국어교육 분야 한글 보급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어로서 혹은 제2언어로서 한국어교

육의 시작은 한글 즉, 한국어의 문자를 익히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증가는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설립 이후 국내 한국어교

육기관 수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1) 90년대 말부터 계속된 ‘한류

(Korean Waves)’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세대 한국인들의 활약

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어를 통한 한국에 대한 홍보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첫 단계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한국의 문자인 한글은 같

은 한자 문화권의 언어인 일본어나 중국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매

우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글자로 인식된다. 한국어 학습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한글이 

글자 창제의 원리나 조합의 규칙 등을 알게 될 때 학습자들은 더욱 학습에 도전 의욕

을 느끼기도 한다. 한국어교육 초기에 접하게 되는 한글 교육 부분에 주목하여 살펴보

는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업적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측면이라 생각된다. 

1) 2018년 기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해당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은 학부 53개 과정, 대학원 118개 과정 이외에 학점
은행제도 30개 과정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 검색일시 201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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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교육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MOOCs)’는 세계적인 

대학 강의를 물리적 공간을 극복하고(Online)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개방되는(Open) 

대중(Massive) 강의(Courese)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

러일으켰다. 급속도의 변화 가운데 전 세계(Global) MOOCs 외에 한국 내 

MOOCs(K-MOOCs) 또한 매우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한

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 외에 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

하고자 하는 요구를 새로운 교육 방식인 MOOCs를 통해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

는지를 살펴보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글이 한국의 문자로서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급될 수 있

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

(MOOCs)’에 대한 개관 및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MOOCs에 소개된 한국어 강의 

‘First Step Korean’에서 한국어교육의 초기 단계 접근이 외국어 강의로서 중국어 강

의 ‘Chinese for beginners’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한글의 우수성 및 문자학 분야 연구

한글에 대한 연구로는 한글의 우수성, 과학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김슬옹(2012) 이외

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찬사와 문자학 분야에서의 평가는 박양춘(1999), 김정대

(2004), 장영길(2008)2), 윤주옥(2015) 등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

다. 김슬옹(2012)은 한글의 우수성 논의가 연구의 계보에 대한 논의 없이 논의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3)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 독창성 등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정리되지 않

2) 장영대(2008: 97)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한글의 문자학적 우수성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한글은 지구상의 많은 문자들 중에서 창제
자와 창제연대 그리고 창제목적과 창제원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둘째, 한글은 문자학적인 
사치를 다한 음소 문자이며 자질 문자이다. 셋째, 한글은 적은 자소로 많은 소리를 표기해 낼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문자
이다. 넷째, 한글은 자음 자소와 모음 자소의 변별이 용이하며 자소의 꼴이 심미안적으로 디자인된 문자이다. 다섯째, 한글은 음소문자
로 창제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모아쓰기 함으로써 음절문자인 일본의 ‘가나문자’와 단어문자인 ‘한자’ 등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었
다. 여섯째, 한글은 모아쓰기 함으로써 독서의 능률을 높이고, 좁은 공간에 많은 표기를 담을 수 있는 문자가 되었다.

3) 김슬옹(2012: 39)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언급을 세종실록(1443)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외국 학자 중심의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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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첫째, 한글의 과학성을 최소성, 규칙성, 체계성, 생성

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한글의 실용성을 사용성, 소통성, 응용성, 교

육의 측면에서 강조한다. 셋째, 한글의 효용성을 편리성, 경제성, 건강성, 조화성의 측

면에서 논의하고 넷째, 한글의 독창성을 과학성, 예술성, 철학성, 창제맥락4) 등으로 체

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다음<도표 2-1>과 같은 도식을 통해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논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글 혹은 훈민정음의 문자적 우수성 논의로 매우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체계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도표 2-1> 훈민정음 우수성 (김슬옹 2012: 76)

또한 김정대(2004)의 경우는 그동안 서구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세 시기로 

나누어 다음 <표 2-1>과 같이 명명하고 있다. 각 시기별로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논의들을 견주어 시기적 특징을 구분하고 있다. 1940년 ≪訓民正音≫이 발견됨으로써 

이전에 불필요한 논쟁들을 잠식시키게 되는 중요한 시점을 언급하고 이후 학자들의 한

글의 우수성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비교, 대조한다. 

 

<표 2-1> 시기별 서구 학자의 한글에 대한 평가 

부터가 아니라 창제 당시부터 이미 문자로서의 우수성을 언급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4) 창제자와 창제 날짜, 창제 동기와 목표 등이 분명함에 대해 창제 맥락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김슬옹, 201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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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교육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MOOCs)’는 세계적인 

대학 강의를 물리적 공간을 극복하고(Online)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개방되는(Open) 

대중(Massive) 강의(Courese)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

러일으켰다. 급속도의 변화 가운데 전 세계(Global) MOOCs 외에 한국 내 

MOOCs(K-MOOCs) 또한 매우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한

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 외에 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

하고자 하는 요구를 새로운 교육 방식인 MOOCs를 통해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

는지를 살펴보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글이 한국의 문자로서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급될 수 있

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

(MOOCs)’에 대한 개관 및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MOOCs에 소개된 한국어 강의 

‘First Step Korean’에서 한국어교육의 초기 단계 접근이 외국어 강의로서 중국어 강

의 ‘Chinese for beginners’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한글의 우수성 및 문자학 분야 연구

한글에 대한 연구로는 한글의 우수성, 과학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김슬옹(2012) 이외

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찬사와 문자학 분야에서의 평가는 박양춘(1999), 김정대

(2004), 장영길(2008)2), 윤주옥(2015) 등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

다. 김슬옹(2012)은 한글의 우수성 논의가 연구의 계보에 대한 논의 없이 논의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3)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 독창성 등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정리되지 않

2) 장영대(2008: 97)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한글의 문자학적 우수성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한글은 지구상의 많은 문자들 중에서 창제
자와 창제연대 그리고 창제목적과 창제원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둘째, 한글은 문자학적인 
사치를 다한 음소 문자이며 자질 문자이다. 셋째, 한글은 적은 자소로 많은 소리를 표기해 낼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문자
이다. 넷째, 한글은 자음 자소와 모음 자소의 변별이 용이하며 자소의 꼴이 심미안적으로 디자인된 문자이다. 다섯째, 한글은 음소문자
로 창제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모아쓰기 함으로써 음절문자인 일본의 ‘가나문자’와 단어문자인 ‘한자’ 등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었
다. 여섯째, 한글은 모아쓰기 함으로써 독서의 능률을 높이고, 좁은 공간에 많은 표기를 담을 수 있는 문자가 되었다.

3) 김슬옹(2012: 39)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언급을 세종실록(1443)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외국 학자 중심의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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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첫째, 한글의 과학성을 최소성, 규칙성, 체계성, 생성

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한글의 실용성을 사용성, 소통성, 응용성, 교

육의 측면에서 강조한다. 셋째, 한글의 효용성을 편리성, 경제성, 건강성, 조화성의 측

면에서 논의하고 넷째, 한글의 독창성을 과학성, 예술성, 철학성, 창제맥락4) 등으로 체

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다음<도표 2-1>과 같은 도식을 통해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논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글 혹은 훈민정음의 문자적 우수성 논의로 매우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체계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도표 2-1> 훈민정음 우수성 (김슬옹 2012: 76)

또한 김정대(2004)의 경우는 그동안 서구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세 시기로 

나누어 다음 <표 2-1>과 같이 명명하고 있다. 각 시기별로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논의들을 견주어 시기적 특징을 구분하고 있다. 1940년 ≪訓民正音≫이 발견됨으로써 

이전에 불필요한 논쟁들을 잠식시키게 되는 중요한 시점을 언급하고 이후 학자들의 한

글의 우수성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비교, 대조한다. 

 

<표 2-1> 시기별 서구 학자의 한글에 대한 평가 

부터가 아니라 창제 당시부터 이미 문자로서의 우수성을 언급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4) 창제자와 창제 날짜, 창제 동기와 목표 등이 분명함에 대해 창제 맥락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김슬옹, 2012: 72)



244 2019 한글날 학술대회

 2.2. 한국어교육 분야 한글 교육 관련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초급 단계 한글 교육 및 훈민정음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었

다.5) 이들 연구를 대상에 따라 살펴보면 일본 학습자 대상 한글 자모 및 발음 관련 연

구(하세가와 유키코, 1997),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글 자모 교육 연구(양군, 2011), 영

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자모 교수 학습 방안 연구(우선희, 2012) 훈민정음을 통

한 한글 자모 교육 특히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한자로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 자모 학습을 위한 직접적인 교수 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연구(고흥의, 2005)

5) 이정화 외(2012), 원순옥, 강주영(2014), 홍정현(2017), 강란숙(2018), 손진희(2019), 유소영(2019) 외 다수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시기 특징 주요 학자

제1기

1820-1950

년대 중반

1820-1930

년대 초반 

한글의 기원, 계통 외에 창제자 및 창

제 시기, 자모 수 및 순서, 음가 추정 

등에 관심

Abel-Rémusat(1820)

1930년대 

중반-1950년

대 중반

한글의 독자적 발명설 제기 Jensen(1935), Roth(1936)

제2기

1950년대 후반-1980년대 

전반

‘우수성에 대한 격찬의 시기’

≪訓民正音≫이 발견, 소개됨으로써 

한글의 기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

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짐

Reischauer and Fairbank 

(1958)

Vos(1964), Ledyard(1966)

Chao(1968),French(1976)

2기와 3기를 연결시키는 역할

제3기

1980년대 중반-현재

‘자질 문자 평가와 관련된 

시기’

자질 문자라는 용어를 세계적으로 퍼

뜨리는 데 이바지한 논의

‘자질 문자’에 대한 주장

-찬성: Daniels(1996, 2001), 

 Coulmas(1989, 2003)

-반대: DeFrancis(1989), 

 Sproat(2000

Hannas(1997): ‘문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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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하여 등 같이 언어권별 한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또한 유소영(2019)은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은 문자 교육인 반면 외국

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과 발음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한글 자모의 제시 순서 역시 국어 교육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간단한 

소리부터 어려운 소리로 제시하고 모방하기 쉬운 위치에서부터 이해하는 위치로 제시

하며 단순한 조음 방법에서부터 복합적인 조음 방법의 소리 순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교재 개발 시 자모 제시 순서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로 평가될 만하다. 

3.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이하 MOOCs) 개념 및 현황

3.1. MOOCs의 현황6)

MOOCs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1년 Stanford대학을 시작으

로 2012년에 Harvard, MIT 등 미국 대학 강의를 대중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최대 사이트인 Coursera를 비롯하여 edX, XuetangX, Udacity, FutureLearn 등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유수 대학의 강의들이 각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강의들을 개설, 운

영하고 있다. 

다음 <도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600개의 강좌가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대학에서 6,850개의 

MOOCs 강좌를 운영했다. 2017년에는 8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적어도 하나의 

MOOCs 강좌를 개설했으며, 개설된 MOOCs 수는 9,400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새롭게 개설된 약 2,000개의 강좌를 포함하여 전 세계 900개 이상의 대학이 11,400

개의 MOOC 강좌를 운영했다.  

6) 이후 제시되는 도표들은 다음의 출처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출처: “By The Numbers: MOOCs in 2018”, Class Central 
MOOC Report 2018년 12월 11일 자료 (https://www.classcentral.com/report/mooc-stats-2018/ 2019년 9월 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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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한국어교육 분야 한글 교육 관련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초급 단계 한글 교육 및 훈민정음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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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주요 학자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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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1820-1930

년대 초반 

한글의 기원, 계통 외에 창제자 및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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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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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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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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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mas(1989, 2003)

-반대: DeFrancis(1989), 

 Sproat(2000

Hannas(1997): ‘문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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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하여 등 같이 언어권별 한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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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2년에 Harvard, MIT 등 미국 대학 강의를 대중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최대 사이트인 Coursera를 비롯하여 edX, XuetangX, Udacity, FutureLearn 등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유수 대학의 강의들이 각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강의들을 개설, 운

영하고 있다. 

다음 <도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600개의 강좌가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대학에서 6,850개의 

MOOCs 강좌를 운영했다. 2017년에는 8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적어도 하나의 

MOOCs 강좌를 개설했으며, 개설된 MOOCs 수는 9,400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새롭게 개설된 약 2,000개의 강좌를 포함하여 전 세계 900개 이상의 대학이 11,400

개의 MOOC 강좌를 운영했다.  

6) 이후 제시되는 도표들은 다음의 출처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출처: “By The Numbers: MOOCs in 2018”, Class Central 
MOOC Report 2018년 12월 11일 자료 (https://www.classcentral.com/report/mooc-stats-2018/ 2019년 9월 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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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 MOOCs의 성장세(단위: 개)

3.2. MOOCs의 강의 분포

세계적인 MOOC 사이트인 코세라(www.coursera.com) edX(www.edx.org)를 비

롯한 상위 다섯 개 사이트에 개설된 강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학(Technology) 20.4%, 경영(Business) 18.2%, 사회과학 11.5%, 인문

학과 과학이 각각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통계에서 경영학이 전체 1위

를 차지했던 데에 비해 공학(Technology)의 비중이 높아졌다. IT 관련 과목들과 데이

터 사이언스 관련 과목들이 증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3-2> MOOCs의 강좌 분포(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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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공기관별 MOOCs의 분포

세계적인 MOOCs의 제공기관(platforms)에 따라 상위 5개 사이트의 강좌 비율은 

다음 <도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강의를 개설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최대 사이트인 Coursera가 전체 강좌의 42%를 차지했으며 edX 21%, XuetangX 

16%, Udacity 11%, FutureLearn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 3-3> 상위 5개 제공 사이트 분포(2018년 기준)

3.4. 등록자 수 기준 제공기관별 분포

위 상위 다섯 개 기관별 최근 3년간 등록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2-1>, 

<도표 2-4>와 같다. 코세라의 경우 2016년 2300만에서 2018년 3700만으로 1.6배 

증가하였고 edX는 1000만에서 1800만으로 1.8배 증가하였고 2015년 당시 상위 5위

권에 포함되지 못 했던 XuetangX7)의 경우는 600만에서 1400만으로 2.3배 이상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XuetangX(www.classcentral.com)은 중국 최초, 최대 MOOCs 사이트로 2016년 10월에 시작되었다. Standford 대학 Sebastian 
Thrun 교수가 설립한 Udacity(www.udacity.com), FutureLearn(www.futurelearn.com) 2013년 9월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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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연도 2016 2017 2018

Coursera 2300만 3000만 3700만

edX 1000만 1400만 1800만

XuetangX 600만 930만 1400만

Udacity 530만 800만 1000만

FutureLearn 400만 710만 870만

<표 3-1> 상위 5위 기관별 등록자 수 추이 (단위: 명)

<도표 3-4> 상위 5위 기관별 등록자 수 추이

4. MOOCs 한국어 강의 ‘First Step Korean’: 

 중국어 강의 ‘Chinese for beginners’ 접근 방식 비교

4.1. 중국어 강의 ‘Chinese for beginners’

4.1.1. 강의 개요

코세라 초급 중국어 강의 ‘Chinese for beginners’의 교수요목은 다음 <표 4-1>과 

같다. 강의 전체에 대한 소개 영상(Welcome to “Chinese for beginners”)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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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개 모듈에 각 4개의 단위(unit)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주제들

(이름, 국적, 신분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기, 숫자 세기, 시간 읽기, 음식, 형용사 사용, 

위치 말하기, 날씨와 계절, 날짜 말하기, 동사 활용 등)이 다루어진다.

 또한 병음의 변화 규칙이나 성조의 쓰기 순서도 동영상에서 설명하지 않고 읽기 자

료로 준다.

Module Unit Topics
Chinese
Culture

Introduction Welcome to “Chinese for beginners”

Module 1

Who Are 
You?

1.1 What is Your Name? 

Chinese
Phonetics

1.2 Where Are You From? 

1.3 Are You a Student? 

1.4 Who is He/She?

Module 2

When Do You 
Go To 
School?

2.1 Can You Count?

Counting 
numbers in 

Chinese

2.2 What Time is it Now?

2.3 Morning or Afternoon?

2.4 Do You Have a Busy Life?

Module 3

What Do You 
Like To Eat?

3.1 Do You Like Dumplings?

Chinese 
Dishes

3.2 I Like Apples.

3.3 I Like Chicken.

3.4 Do You Want a Cup of Tea?

Module 4

I Like 
Shopping

4.1 What is Your Favorite Color?

Color in 
Chinese 
Culture

4.2 This is Too Big.

4.3 How Much is This?

4.4 It’s Too Expensive!

Module 5

Do You Live 
in a Big City?

5.1 I Go To Work By Car.

 Transport in 
China5.2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5.3 The Bank is on the Left.

<표 4-1 > ‘Chinese for Beginners’ 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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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강의 진행

1) 운모와 성모 표기

중국어의 기본 운모 5개와 복운모로 구성되며 기본 운모에만 성조를 달 수 있다. 성

모는 중국어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발음 부호로서 현대 표준 중국어인 ‘보통화(pǔ 
tōng huà)’의 21개의 성모(b p m f d t n l g k h j q x zh ch sh r z c s)와 열

여섯 개의 운모를 이용해 로마자 자모로 표기한다. 

2) 강의 진행 예 

중국어 강의 ‘Chinese for beginners’의 첫 <모듈 1: Who Are You?>의 강의 내

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4 How Do I Get to the Underground Station?

Module 6

How About 
the Weather?

6.1 What is the Temperature Today?

China’s 
Weather and 

Climate

6.2 Is it Cold in January?

6.3 I Like Spring.

6.4 I Caught a Cold.

Module 7

What is Your 
Hobby?

7.1  What Day is it Today?

Popular 
Things 

Chinese do 
for Fun

7.2 I Like Swimming.

7.3 I Watch TV News Everyday.

7.4 We Can Do a Lot of Things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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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중국어 문장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나의 이름은 000입니다”를 배운다

2. 중국어의 성조 4가지를 소개하고 발음 연습을 한다.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서 뜻이 

변하기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4개의 성조는 음의 높낮이가 다르고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한다. 

3. 성조는 기본 운모 위에만 쓸 수 있는데 그 기본 운모 6가지를 소개하고 성조와 결합시켜 

발음 연습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a’는 영어에서의 a로 발음을 하지 않는다.

 

1-2: 

1. 문장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사람입니다.”

2. 나라 명칭을 배운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 대체하면서 회화 연습을 진행한다.

3. 중국어 성모 21개의 발음을 배운다. 

  헷갈리거나 어려운 발음들을 연습하고 정리한다.

  zh ch sh 와 j q x의 발음 비교

  z c s 와 zh ch sh의 발음 비교

  z c s 와 j q x 의 발음 비교

1-3:

1. 문장 “당신은 학생입니까?-네, 저는 학생입니다./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을 배운다.

2. 중국어 복운모 13개의 발음을 연습한다.

  복운모와 성모가 결합한 발음도 연습한다.

1-4:

1. 문장 “이분은 누구입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그녀는 나의 언니/오빠/누나..입니다.”를 배운다.

2. 복운모를 추가적으로 더 배운다. 발음할 때의 주의 할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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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의 화면 1>

<실제 강의 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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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시작 ‘한글(Korean Alphabet)

4.2.1. 강의 개요

MOOCs 한국어 강의로는 미국 최대 사이트인 코세라에 2016년 2월 ‘First Step 

Korean’을 처음 개설하였다. 코세라에 개설된 한국어강좌 ‘First Step Korean’의 교

수요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다.

Module Unit Topics
Korean
Culture

Introduction 한국어의 특징과 강의 구성 소개

Module 1
The

Korean
Alphabet

1.1 Vowels(1): 10 Basic Vowels (10개 기본 모음)

King
Sejong
the 

Great
&
Hangeul

1.2
Consonants(1): 14 basic consonants
(14개 기본 자음)

1.3
Vowels(2): Other Vowels and Diphthong
(기타 모음과 이중모음)

1.4 Syllables and Final Consonants (음절과 받침)

Module 2
Greetings

&
Introduction

2.1
Hello, I’m Suzi Kim.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지예요.)

Korean
Way of
Speech

2.2 I’m a Korean.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2.3 I’m not a student.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2.4 Review

Module 3
Family

3.1 I have two younger siblings. (동생이 둘 있어요.)

Korean
Family

3.2 Do you have any older brothers? (형도 있어요?)

3.3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가족이 몇 명이에요?)

3.4 Review

Module 4
Time & 4.1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예요?)

Korean
Special

<표 4-3> ‘First Step Korean’ 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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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강의 진행

1) 학습 목표(Learning Objectives) 제시

 - 매 단원(unit) 강의 시작에는 단원의 간단한 ‘학습 목표’를 두 개씩 제시한다.

2) 대화문(conversation)

 -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가 포함된 하나의 대화쌍으로 구성된 대화문을 들려준다.

3) 발음(pronunciation)

 - 대화문에 나타난 주의할 발음을 중심으로 발음 규칙이나 발음 현상을 설명하고 

정확한 발음을 제시한다.

4) 어휘(Vocabulary)

 - 해당 단원에 관련되는 어휘들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며 따라 읽도록 한다.

5) 문법(Grammar) 설명

 - 해당 단원에서 다룰 문법 혹은 문형을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한다.

Date

4.2
It’s Friday on December 25th.
(12월 25일이 금요일이에요.)

Days
4.3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예요?

4.4 Review

Module 5
Daily Life

5.1 I’m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요.)

Korea
and
Korean

5.2
Where do you have lunch?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5.3
What time do you do a part time job?
(몇 시에 아르바이트 해요?)

5.4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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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습(Practices)

 - 앞에서 제시한 어휘를 기반으로 목표 문형에 해당하는 연습(대체 연습/응답 연습)

을 한다. 4-5개 정도의 문형 연습으로 구성된다.

4.2.3. 실제 강의 내용 구성

<단원 1> The Korean Alphabet

Hangeul 한글

The initial

sound letter

(초성)

The medial 

sound letter

(중성)

The final consonant

(종성)
      

Consonants & Vowel 자음과 모음 

Consonants Vowels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ㅍ 
 ㅅ  ㅈ  ㅊ
 ㅇ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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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sic Vowel 모음 10개

Yin(-) + Yang(+)

     

Round Heaven    Flat Earth    Standing Human 

 the sky

+ (Yang)      - (Yin)       (neutral)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ㅇ =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Basic 10 Vowels

아 어 오 우 으

야 여 요 유 이  

The second-derived Letters

The first-derived Letters
 ㅏ ㅓ ㅗ ㅜ ㅡ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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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2> The Korean Alphabet

14 Consonants 

17 Consonants 
(3 Consonants 

no longer used)

14 Consonants 5 Basic
 Consonants

5 Basic Letters

 

 5 Basic Symbol           The Principle of Stroke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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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ㅅ
[giyeok] [nieun] [digeut] [rieul] [mieum] [bieup] [siot]

ㅇ ㅈ ㅊ ㅋ ㅌ ㅍ ㅎ
[ieung] [jieut] [chieut] [kieuk] [tieut] [pieup] [hieut]

14 Basic Consonants

4.2.4. 강의 특징

1) 한글(Korean Alphabet) 강의

‘모듈 1: 한글(Korean Alphabet)’은 한글에 대한 강의 즉, 한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를 기초로) 모음, 자음, 기타 모음 및 이중 모음, 음절 구성 등에 대한 강의가 한국어를 학

습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기초를 이룬다. 이 부분이 강의 진행 접근에서 중국어 강의와 차별

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경우 7주차 강의 전체를 진행하는 동안 중국의 

글자인 한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첫 단계부터 글자를 습

득하고 읽는 것으로부터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 중의 하나이다.

2) 한글 자모 연습용 프로그램 제공

한글 자모 학습이 끝나는 <단원 1, 2> 후에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10개 모음과 14

개 자음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글자 조합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며 개별 글자의 소리

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Extended Exercise Program’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 연습을 통해 한국어의 글자인 한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 강의 노트(Lecture Note) 제공

강의 내용을 ‘강의 노트(Lecture Note)’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성을 꾀하도록 하였다. 강의 노트는 교재를 대신하는 것으로 실제 

강의 중에 연습 활동으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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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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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ㅈ ㅊ ㅋ ㅌ ㅍ ㅎ
[ieung] [jieut] [chieut] [kieuk] [tieut] [pieup] [hi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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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통한 한글 보급”에 대한 

토론문

이은경(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MOOCs)’를 통해 대학 강의가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

고, 게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공급되었다는 것은 교육 패러다임에서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힘을 입어 한국어또한 전 

세계의 관심자들에게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First Step 

Korean’의 개발은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코세라에 등록된 본 강의의 등록자 수는 2019년 

9월 26일 현재 230,04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

다.(그림 참조) 이 인원은 한 학기에 1000명씩 수

강생을 모집하는 대형 한국어교육기관에서 1년에 4

학기를 가르친다고 보았을 때 무려 57년 6개월 간 

강의를 운영해야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만한 

학습자를 단 3년 반만에 모집할 수 있다는 것, 이

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은 한글 

보급 차원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글 보급의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

고 분석한 본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내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중심으

로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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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이용한 한글 자모 제시 방법

‘First Step Korean’에 제공된 한글 소개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 자모 설명 

과정에 한글 창제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음 설명 부분에서는 음양의 

원리와 초출, 재출의 원리를, 자음 설명 부분에서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와 이체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려주는 것은 표음문자이자 자질문자인 한글

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글자와 소리를 바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옛이응(ㆁ)과 반치음(ㅿ), 여린 히읗(ㆆ)

까지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진 

문자를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한글 자음 이해에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자음 부분에서 5개의 기본 자음을 원 모양으로 도식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ㅁ’을 두고 둘레에 ‘ㄱ, ㄴ, ㅅ, ㅇ’을 원 모양으로 배치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기본 자음의 제시 방법이 자음의 음가를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의문

입니다. 

이보다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의거하여 발음 위치에 따라 입, 이, 혀, 어금니, 

목구멍의 순서나 입 속의 위치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자음의 제시 방법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코세라 중국어 강의와의 차이점

본 발표문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7주차 강의 전체를 통

틀어 중국의 글자인 한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에 비해 한국어 수업애서는 한글

에 대한 체계적인 글자 습득 단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어 강의에서는 앞부분에 성조와 운모를 중심으로 발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표의문자인 한자와 달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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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발음 자체가 문자이자 발음기호이므로 한글 문자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한국어를 

읽고 말하는 발음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나타난 차이로도 볼 수 있

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보시기에 중국어 교육에서 한자를 기초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

이 좋다고 보시는지, 어느 단계에 알려 주는 것이 좋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

습니다.

3.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제언

온라인 콘텐츠는 자율성과 반복성이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강의의 일방

향성과 학습자 관리 및 수강의 지속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학습 프로그램에서 자모 연습 활동과 강의 노트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자

율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봄으로써 강의의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

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학 강의와는 달리 언어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더

욱 필요한 기능 교육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상호 작용과 지속적인 수강을 유도하기 

위해 본 학습 프로그램에서 어떤 면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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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는 자율성과 반복성이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강의의 일방

향성과 학습자 관리 및 수강의 지속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학습 프로그램에서 자모 연습 활동과 강의 노트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자

율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봄으로써 강의의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

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대학 강의와는 달리 언어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더

욱 필요한 기능 교육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상호 작용과 지속적인 수강을 유도하기 

위해 본 학습 프로그램에서 어떤 면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에 대한 국외의 
관점들에 관한 소고

임재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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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1. 서문

1997년에 필자가 프랑스의 언어학 관련 학술지에 한글에 관한 작은 소개문을 게재

했을 때 일이다.1) 편집 과정에서 필자는 혹시 내셔널리스트(국가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필자는 한글에 대해 몇 자 적었을 뿐인데 외국 학자들에게는 한글을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런 의심을 받을 만큼 한글은 우수하다 할 수 있다. 나

중에 안 일인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던 학자들에게 편협한 민족주의자라는 낙인이 찍

힌 일은 비일비재한 듯하다.2)

25년도 더 지난 지금 한글의 우수성은 이제는 잘 알려져 있을까? 학자가 내셔널리

스트로 의심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알려져 있을까? 사정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즉, 한글의 우수성을 아는 학자들은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

지는 않은 것 같다. 2019년에도 누군가 한글에 관한 소개 글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

면 내셔널리스트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한글이 우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writing system)인 덕분이기도 하다.3) 물론 나중에 만들어

1) 해당 소개문은 Leem(1997)을 말함.

2) 이기문(1997: 123,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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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한글처럼 우수한 문자 체계가 된다는 법은 없지만 한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바에야 당시까지 축적된 지식의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으리

라.4) 

이 글에서는 국외의 언어학계들의 한글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평/경향들과 비전문가

들의 언급들을 언어학적으로 접근․분석해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5)

2. 언어학자들의 관점들

한글은 발음기호와 같은 알파벳, 즉 표음문자이기에 말의 본래적 모습인 입말을 가

급적 충실하게 그리려는 목적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그러기 위해 

입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한글 알파벳은 언

어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레터들(letters)인 것이다. 한자와 같은 비분석적 캐릭터들

(caracters)이 아니다. 한글이 단순히 분석적 문자 체계이기만 하냐면 그렇지 않다. 그

것은 다른 알파벳과 달리 학문적 내용을 문자 체계 자체에 구현한 ‘학문적인’ 분석적 

문자 체계다. 그 ‘학문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언어학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것이다. 예컨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 따 글자를 만든 것은 전자에 

속한다. 후자로는 천․지․인 삼재 등 동양 철학의 세계관을 들 수 있다. 세상의 문자 체

계 중 한글처럼 깊이 있는 학문 내용을 구현한 문자 체계가 있을까.6) 이러하니 앞서 

3) 표음문자들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도 흥미로운 것이다. 그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알파벳도 시조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이후에
도 새로운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문자 체계의 제작은 항시 가능하다. 1840년에 영국 출신 제임스 에반스(James Evans)
가 캐나다 원주민 언어들(크리어 Cree, 오지브와어 Ojibwa)을 위해 만든 문자 체계 또한 새로운 문자 체계다.

4) 중국의 언어학자 왕펑에 따르면, 한글 제작에 영향을 준 외적 원인으로는 산스크리트어, 몽골어 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문자 체계들
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중국의 다른 언어학자 저우유광의 관점을 이어받아 한어 음운학이라는 학문적 영향도 주장한다. 세종이 한어 
음운학에 대해 조예가 깊었음은 『동국문헌비고』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헌에는 세종이 성삼문 등을 요동에 파견,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과 한어 음운학에 관해 토론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김미성 외(2016: 35-36) 참조. 그런데 이 한어 음운
학은 실은 인도에서 건너온 음운학으로 추정된다. 이기문(1997: 126) 참조. 

5) 한글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높은 평가 중 비교적 초기(1960년대)의 것으로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인 하버드대
학의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교수의 것(한글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 중 아마도 가장 과학적 문자일 것이다)과 역시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인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포스(Frits Vos) 교수의 것(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일 
것이다. 그러나 국외 학계에 실질적 영향을 준 평가는 언어학자인 시카고대학의 맥콜리(James D. McCawley) 교수가 1966년 미국
언어학회 기관지에서 포스 교수의 언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기문(1997: 123) 참조. 

6) 이 점에 대해서는 서양 학자 중에서는 독일 학자 에카르트(Andre Eckardt)도 경탄하고 있다. 김미성 외(2016: 157) 참조. 한글은 
자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음절 구조를 나타내며 동시에 발음 단위를 명시한다. 이런 한글의 다기능성은 한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글은 수리적이다. 한자는 수리적이지 않다. 그 형용은 예를 들어 초성, 중성, 종성 간의 소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한글은 28수의 별자리로 정리된 무한 수의 별의 천리(天理)와 동형으로, 무한 수의 소리를 28수의 문자 체계로 요약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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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 한글을 소개하면 소개자가 한국인이 바에는 내셔널리스트로 몰릴 가능성이 여

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는 이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언

급은 특히 중요하다. 

2.1 프랑스 언어학계

프랑스의 사회언어학자 장-루이 칼베(Jean-Louis Calvet)는 『문자 체계의 역사 

Histoire de l’écriture』에서 아래와 같이 한글을 칭송한다:

한글은 한국어에 관한 정확한 음운 분석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한글은 한국어

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한글은 자주 세상에서 가

장 훌륭한 문자라고 말해진다.7)

칼베가 말하는 한글의 우수성은 이 문자 체계가 문자 체계의 본질적 운명에 매우 충

실하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소쉬르가 언급한 문자 체계의 본질적 단점, 즉 입말을 가

린다는 점8)을 최대한 극복한다는 점에 한글의 우수성이 있는 것이다. 한글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한국어를 표상하는 매체(support)인 것이다.9) 

한글의 만들어진 목적에 입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발음기호적 명분이 있음

은 창제 이후 공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런 공포가 있었음도 한글을 다른 표음문자

들과 달리 보이게 한다. 다시 말해 한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 말한 문자의 사명을 

문자의 제작진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가령 그리스나 라틴 알파벳의 경우 

그런 공포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전 알파벳들의 조상인 페니키아 알파벳의 경우도 상

업적 담론 속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을 뿐 공적 담론에 의해 제자 목적이 제시된 

다. 소리라는 경험을 수리화한 후 그 수리에서 연역을 하는 문자 활동이 철학적으로 이뤄지는 체계가 한글이다. 바꿔 말하면 한글은 
철학과 과학이 동행하는 순리 체계다.

7) Calvet(2010: 110): “Le han’gul se fonde sur une analyse très précise de la phonologie de la langue, et la 
précision de cette écriture, sa parfaite adéquation à la langue coréenne, font que le han’gul est souvent présenté 
comme le meilleur alphabet du monde.”

8) Saussure(1972: 45). 소쉬르의 이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Aristote(1994: 77-78)는 입말의 말소리들이란 인간 영혼의 상태
들의 상징들이며, 글말의 단어들이란 말소리들의 상징들이라 말했다. 인간 영혼이 일차적이고, 입말이 이차적이며, 글말은 삼차적이다.

9) 한글은 원래 스물여덟 글자였다가 네 자가 없어져 현재 스물 네 자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 네 글자, 즉 아래 아, 옛 이응, 여린히읗, 
반치음의 없어짐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한국어를 표상하기 위한 조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사라짐을 글자의 사
라짐으로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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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철학적인 것이다. 예컨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 따 글자를 만든 것은 전자에 

속한다. 후자로는 천․지․인 삼재 등 동양 철학의 세계관을 들 수 있다. 세상의 문자 체

계 중 한글처럼 깊이 있는 학문 내용을 구현한 문자 체계가 있을까.6) 이러하니 앞서 

3) 표음문자들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도 흥미로운 것이다. 그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알파벳도 시조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이후에
도 새로운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문자 체계의 제작은 항시 가능하다. 1840년에 영국 출신 제임스 에반스(James Evans)
가 캐나다 원주민 언어들(크리어 Cree, 오지브와어 Ojibwa)을 위해 만든 문자 체계 또한 새로운 문자 체계다.

4) 중국의 언어학자 왕펑에 따르면, 한글 제작에 영향을 준 외적 원인으로는 산스크리트어, 몽골어 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문자 체계들
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중국의 다른 언어학자 저우유광의 관점을 이어받아 한어 음운학이라는 학문적 영향도 주장한다. 세종이 한어 
음운학에 대해 조예가 깊었음은 『동국문헌비고』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헌에는 세종이 성삼문 등을 요동에 파견,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과 한어 음운학에 관해 토론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김미성 외(2016: 35-36) 참조. 그런데 이 한어 음운
학은 실은 인도에서 건너온 음운학으로 추정된다. 이기문(1997: 126) 참조. 

5) 한글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높은 평가 중 비교적 초기(1960년대)의 것으로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인 하버드대
학의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교수의 것(한글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 중 아마도 가장 과학적 문자일 것이다)과 역시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인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포스(Frits Vos) 교수의 것(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일 
것이다. 그러나 국외 학계에 실질적 영향을 준 평가는 언어학자인 시카고대학의 맥콜리(James D. McCawley) 교수가 1966년 미국
언어학회 기관지에서 포스 교수의 언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기문(1997: 123) 참조. 

6) 이 점에 대해서는 서양 학자 중에서는 독일 학자 에카르트(Andre Eckardt)도 경탄하고 있다. 김미성 외(2016: 157) 참조. 한글은 
자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음절 구조를 나타내며 동시에 발음 단위를 명시한다. 이런 한글의 다기능성은 한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글은 수리적이다. 한자는 수리적이지 않다. 그 형용은 예를 들어 초성, 중성, 종성 간의 소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한글은 28수의 별자리로 정리된 무한 수의 별의 천리(天理)와 동형으로, 무한 수의 소리를 28수의 문자 체계로 요약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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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 한글을 소개하면 소개자가 한국인이 바에는 내셔널리스트로 몰릴 가능성이 여

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는 이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언

급은 특히 중요하다. 

2.1 프랑스 언어학계

프랑스의 사회언어학자 장-루이 칼베(Jean-Louis Calvet)는 『문자 체계의 역사 

Histoire de l’écriture』에서 아래와 같이 한글을 칭송한다:

한글은 한국어에 관한 정확한 음운 분석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한글은 한국어

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한글은 자주 세상에서 가

장 훌륭한 문자라고 말해진다.7)

칼베가 말하는 한글의 우수성은 이 문자 체계가 문자 체계의 본질적 운명에 매우 충

실하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소쉬르가 언급한 문자 체계의 본질적 단점, 즉 입말을 가

린다는 점8)을 최대한 극복한다는 점에 한글의 우수성이 있는 것이다. 한글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한국어를 표상하는 매체(support)인 것이다.9) 

한글의 만들어진 목적에 입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발음기호적 명분이 있음

은 창제 이후 공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런 공포가 있었음도 한글을 다른 표음문자

들과 달리 보이게 한다. 다시 말해 한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 말한 문자의 사명을 

문자의 제작진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가령 그리스나 라틴 알파벳의 경우 

그런 공포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전 알파벳들의 조상인 페니키아 알파벳의 경우도 상

업적 담론 속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을 뿐 공적 담론에 의해 제자 목적이 제시된 

다. 소리라는 경험을 수리화한 후 그 수리에서 연역을 하는 문자 활동이 철학적으로 이뤄지는 체계가 한글이다. 바꿔 말하면 한글은 
철학과 과학이 동행하는 순리 체계다.

7) Calvet(2010: 110): “Le han’gul se fonde sur une analyse très précise de la phonologie de la langue, et la 
précision de cette écriture, sa parfaite adéquation à la langue coréenne, font que le han’gul est souvent présenté 
comme le meilleur alphabet du monde.”

8) Saussure(1972: 45). 소쉬르의 이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Aristote(1994: 77-78)는 입말의 말소리들이란 인간 영혼의 상태
들의 상징들이며, 글말의 단어들이란 말소리들의 상징들이라 말했다. 인간 영혼이 일차적이고, 입말이 이차적이며, 글말은 삼차적이다.

9) 한글은 원래 스물여덟 글자였다가 네 자가 없어져 현재 스물 네 자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 네 글자, 즉 아래 아, 옛 이응, 여린히읗, 
반치음의 없어짐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한국어를 표상하기 위한 조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사라짐을 글자의 사
라짐으로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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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없다.10) 11) 한글은 이렇게 문자 본연의 역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런 역할에 있어서 훼손을 크게 겪은 적이 없다 할 것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라틴 알파벳은 라틴어에만 쓰이던 것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지역의 다

양한 라틴어들에 사용되면서 입말과 글말의 차이가 확대됐고, 같은 언어권이라 해도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부침을 겪은 결과 표현하고자 하는 입말에서 유리되어 입말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 할 것이다.12)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

는 프랑스의 경우 인쇄업자(식자공)와 권력층 간의 관계 속에서 문자 체계가 일부러 오

용된 경우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식인 그룹이자 인류 최초의 파업 단체였던 출

판업계가 미시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고 정치권력이 그런 일들을 통제하는 데 한

계가 있었음은 철자법의 역사에 잘 기술돼 있다. 한글에는 그런 미시사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문자 본연의 표상 기능에 그런 오용에 따른 훼손은 없었다고 봐

야 한다.13)

이런 프랑스 철자법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칼베의 칭송은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칼

베의 칭송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쪽에서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한글은 한국어 고유

의 음색(timbre)을 표현하는 데 놀라운 기능을 발휘한다. 음색이란 언어에 고유한 감

각적 차이 체계로서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을 밝다/어둡다, 가볍다/무겁다로 구분해 느

낄 때 그런 구분의 원인이 되는 언어의 질서를 말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리스어나 

라틴어 알파벳은 장단 기호를 통해 프로조디를 표현할 수는 있어도 말의 가벼움과 무

거움 같은 뉘앙스를 밝혀내지는 못한다. 반면 한글은 기호 요소의 체계적 위치 변화를 

통해 그런 미시적 언어를 구분해준다. 동양철학의 용어로 말하면 음양의 언어를 한글

은 구현한다는 것이며 수리의 용어로 말하면 다른 문자 체계들이 구별해주지 못하는 

플러스/마이너스의 패턴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준다는 것이다.14) 실로 칼베의 칭송이 틀

10) 파스파 문자는 쿠빌라이 칸에 의해 주도되고 승려 파스파에 의해 완성된 후 1269년 공포됐다.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고 
공포된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유사하나, 한글과 달리 파스파 문자는 원의 공식문자였음에도 단명했다. 1352년까지만 사용됐다.

11) 문자 체계와 담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Lacan(1975: 36-37) 참조. 라캉은 거기에서 문자 체계는 담론의 결과이며, 문자 체계와 담론
의 인과 관계는 각 언어별로 결정된다고 말한다. 한자와 알파벳은 문자 체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난 담론들 역시 상이
하다고 지적한다.

12) 간단한 예로 영어의 night는 실제 발음 [nait]와 거리가 있으며 독일어 nacht 또한 실제 발음 [naht]와 다르다. 프랑스어 oiseau는 
실제 발음 [wazo]와 전혀 다른 극단적 예다.

13) 역설적이게도 한글맞춤법의 형태론적 조치는 한글이 한국어를 그대로 반영하는 길을 막아선 면이 있다. ‘조아’라고 써야 할 것을 어간
을 살려 ‘좋아’로 표기하는 것은 한글 알파벳의 알파벳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14) 한글의 이런 우수성에 관해 영국 리즈대학의 샘슨(Geoffrey Sampson 1985)은 한글을 ‘자질 문자(음소의 자질마저 나타내는 문자)’
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기문(1997: 123,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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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15)

한편, 중국학자 비비안느 알르통(Viviane Alleton)은 다른 이유로 한글의 원리에 대

해 놀라워한다:

한글은 놀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파벳 기호들이 마치 한자를 상기시키는 듯

한 공간 배치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어 음절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이, 상상의 

사각형을 놀라운 방식으로 채우면서, 사각형 공간 내부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런 사각형들, 다시 말해 블록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16)

알르통의 놀라움을 분석해보자. 그녀는 중국학자답게 한글의 표상 방식에서 한자의 

영향을 읽어내려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한글의 표상 방식이 한자의 표상 방식과는 다른 

것이라는 데서 그녀의 놀라움은 출발한다. 한자의 사각형을 채우는 요소들은 획(trait)

인 반면 한글의 사각형 속에 배치되는 요소들은 라틴 알파벳과 같은 레터들이다. 즉, 

자음과 모음을 표시하는 표음 문자들이다. 요컨대 알르통의 놀라움은 한글이 라틴 알

파벳과 한자와 각각 공유 면을 갖고 있으면서 그 두 세계를 통합했다는 독창성의 발견

에서 오는 것이다.17)

칼베와 알르통 같은 언어학자들의 칭송과 놀라움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

한 주장이나 억견(dogma)을 넘어서 학문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언어과학의 이름 

아래 언어과학적 가치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설사 같은 결론이라 해도 언어학의 훈련

을 받은 전공자가 자신의 지식 체계 속에서 통과시켜 얻어낸 결론은 비전문가들이 그

런 과정 없이 제시하는 언급과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글에 대

15) 심소희(2019)는 한글의 기능이 한국어를 표상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글은 상수역학 기반의 문자 체계로서 세
상의 어떤 소리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진 한글이 근대 이후의 세계관에 의해 평가되는 바람
에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 체계로 오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16) Alleton(1990[1970]: 110): “Cette écriture possède une caractéristique remarquable : les signes alphabétiques sont 
mise en page de manière à rappeler les caractères chinois. Les consonnes et les voyelles de chaque syllabe 
sont juxtaposées à l’intérieur d’un carré imaginaire qu’ils remplissent sensiblement ; ces sortes de blocs sont 
séparés par des espaces égaux.”

17) 한글만이 네모꼴의 표음문자 체계는 아니다. 파스파 문자 역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 파스파 문자 체계와 한글의 영향 관계 역시 
꾸준히 주장되고 있다.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정광(2009, 2012) 참조. 한글의 기원에 관해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독
일 학자 에카르트의 경우 한글이 산스크리트어 문자 체계, 티베트 문자 체계, 파스파 문자 체계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을 강력히 반대
한다는 것이다. 이 학자에 따르면 해당 문자 체계들과의 유사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철저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불교와 유관한 
문자 체계들이 모델이 될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미성 외(2016: 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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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없다.10) 11) 한글은 이렇게 문자 본연의 역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런 역할에 있어서 훼손을 크게 겪은 적이 없다 할 것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라틴 알파벳은 라틴어에만 쓰이던 것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지역의 다

양한 라틴어들에 사용되면서 입말과 글말의 차이가 확대됐고, 같은 언어권이라 해도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부침을 겪은 결과 표현하고자 하는 입말에서 유리되어 입말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 할 것이다.12)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

는 프랑스의 경우 인쇄업자(식자공)와 권력층 간의 관계 속에서 문자 체계가 일부러 오

용된 경우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식인 그룹이자 인류 최초의 파업 단체였던 출

판업계가 미시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고 정치권력이 그런 일들을 통제하는 데 한

계가 있었음은 철자법의 역사에 잘 기술돼 있다. 한글에는 그런 미시사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문자 본연의 표상 기능에 그런 오용에 따른 훼손은 없었다고 봐

야 한다.13)

이런 프랑스 철자법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칼베의 칭송은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칼

베의 칭송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쪽에서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한글은 한국어 고유

의 음색(timbre)을 표현하는 데 놀라운 기능을 발휘한다. 음색이란 언어에 고유한 감

각적 차이 체계로서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을 밝다/어둡다, 가볍다/무겁다로 구분해 느

낄 때 그런 구분의 원인이 되는 언어의 질서를 말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리스어나 

라틴어 알파벳은 장단 기호를 통해 프로조디를 표현할 수는 있어도 말의 가벼움과 무

거움 같은 뉘앙스를 밝혀내지는 못한다. 반면 한글은 기호 요소의 체계적 위치 변화를 

통해 그런 미시적 언어를 구분해준다. 동양철학의 용어로 말하면 음양의 언어를 한글

은 구현한다는 것이며 수리의 용어로 말하면 다른 문자 체계들이 구별해주지 못하는 

플러스/마이너스의 패턴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준다는 것이다.14) 실로 칼베의 칭송이 틀

10) 파스파 문자는 쿠빌라이 칸에 의해 주도되고 승려 파스파에 의해 완성된 후 1269년 공포됐다.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고 
공포된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유사하나, 한글과 달리 파스파 문자는 원의 공식문자였음에도 단명했다. 1352년까지만 사용됐다.

11) 문자 체계와 담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Lacan(1975: 36-37) 참조. 라캉은 거기에서 문자 체계는 담론의 결과이며, 문자 체계와 담론
의 인과 관계는 각 언어별로 결정된다고 말한다. 한자와 알파벳은 문자 체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난 담론들 역시 상이
하다고 지적한다.

12) 간단한 예로 영어의 night는 실제 발음 [nait]와 거리가 있으며 독일어 nacht 또한 실제 발음 [naht]와 다르다. 프랑스어 oiseau는 
실제 발음 [wazo]와 전혀 다른 극단적 예다.

13) 역설적이게도 한글맞춤법의 형태론적 조치는 한글이 한국어를 그대로 반영하는 길을 막아선 면이 있다. ‘조아’라고 써야 할 것을 어간
을 살려 ‘좋아’로 표기하는 것은 한글 알파벳의 알파벳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14) 한글의 이런 우수성에 관해 영국 리즈대학의 샘슨(Geoffrey Sampson 1985)은 한글을 ‘자질 문자(음소의 자질마저 나타내는 문자)’
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기문(1997: 123,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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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15)

한편, 중국학자 비비안느 알르통(Viviane Alleton)은 다른 이유로 한글의 원리에 대

해 놀라워한다:

한글은 놀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파벳 기호들이 마치 한자를 상기시키는 듯

한 공간 배치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어 음절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이, 상상의 

사각형을 놀라운 방식으로 채우면서, 사각형 공간 내부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런 사각형들, 다시 말해 블록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16)

알르통의 놀라움을 분석해보자. 그녀는 중국학자답게 한글의 표상 방식에서 한자의 

영향을 읽어내려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한글의 표상 방식이 한자의 표상 방식과는 다른 

것이라는 데서 그녀의 놀라움은 출발한다. 한자의 사각형을 채우는 요소들은 획(trait)

인 반면 한글의 사각형 속에 배치되는 요소들은 라틴 알파벳과 같은 레터들이다. 즉, 

자음과 모음을 표시하는 표음 문자들이다. 요컨대 알르통의 놀라움은 한글이 라틴 알

파벳과 한자와 각각 공유 면을 갖고 있으면서 그 두 세계를 통합했다는 독창성의 발견

에서 오는 것이다.17)

칼베와 알르통 같은 언어학자들의 칭송과 놀라움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

한 주장이나 억견(dogma)을 넘어서 학문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언어과학의 이름 

아래 언어과학적 가치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설사 같은 결론이라 해도 언어학의 훈련

을 받은 전공자가 자신의 지식 체계 속에서 통과시켜 얻어낸 결론은 비전문가들이 그

런 과정 없이 제시하는 언급과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글에 대

15) 심소희(2019)는 한글의 기능이 한국어를 표상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글은 상수역학 기반의 문자 체계로서 세
상의 어떤 소리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진 한글이 근대 이후의 세계관에 의해 평가되는 바람
에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 체계로 오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16) Alleton(1990[1970]: 110): “Cette écriture possède une caractéristique remarquable : les signes alphabétiques sont 
mise en page de manière à rappeler les caractères chinois. Les consonnes et les voyelles de chaque syllabe 
sont juxtaposées à l’intérieur d’un carré imaginaire qu’ils remplissent sensiblement ; ces sortes de blocs sont 
séparés par des espaces égaux.”

17) 한글만이 네모꼴의 표음문자 체계는 아니다. 파스파 문자 역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 파스파 문자 체계와 한글의 영향 관계 역시 
꾸준히 주장되고 있다.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정광(2009, 2012) 참조. 한글의 기원에 관해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독
일 학자 에카르트의 경우 한글이 산스크리트어 문자 체계, 티베트 문자 체계, 파스파 문자 체계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을 강력히 반대
한다는 것이다. 이 학자에 따르면 해당 문자 체계들과의 유사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철저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불교와 유관한 
문자 체계들이 모델이 될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미성 외(2016: 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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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말이 있었고 글이 있었다 해도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얼마큼 관심을 갖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에 이르렀는가는 반드시 따로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언어학’의 메카인 프랑스언어학의 영토에서 한글에 대한 프랑스 

언어학계의 관심이 한글의 위상에 비해 높지 않고 연구 결과 또한 미미한 것은 아쉬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2 독일 언어학계18)

이는 독일 언어학계도 마찬가지다. 김미성 외(2016: 140)에 따르면 독일어권에서 한

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거나 언어학 사전이나 일부 한국학과 교수들의 

단편적인 지식의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 언어학계에서 나온 한글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 중 하나가 뒤르샤르트(2007)의 

것이다. 이 학자는 놀랍게도 한글의 알파벳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19) 그녀에 따르

면 독일어 räder와 rad에서 d가 가리키는 음소가 /d/와 /t/로 다름에도 동일한 철자 

d로 처리한 것처럼 한글 역시 다른 소리를 같은 문자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글의 이

런 처리 방식은 알파벳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다른 알파

벳과 달리 한글은 음소들을 하나씩 직선으로 배열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표현하는바 

그것 역시 일반적인 알파벳성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뒤르샤르트는 한글은 

제한적으로만 알파벳이라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다.

뒤르샤르트의 이런 결론은 비판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우선 그녀가 말하듯 한글이 

다른 소리를 같은 문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성이 떨어진다면 그녀가 

예로 든 독일어 역시 그러하기에 라틴 알파벳도 알파벳성이 낮아져야 한다. 두 번째 

지적 또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라틴 알파벳이 음소들을 하나씩 직선으로 배열한다 

해도 그것을 화자가 인식할 때는 역시 음절 단위로 재구성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

국 한글이 존재하지만 비가시적인 음절 단위를 가시화한 것은 한글의 스타일이요 장점

이지 알파벳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글말이 입말을 반영하는 정도를 알파벳성이

라 할 때 한글의 그런 장점은 알파벳성과 부합한다.

18) 국외 학계들의 한글에 대한 논의들은 김민수(1997)와 김미성 외(2016)에 정리돼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김미성 외(2016)를 참조했다.

19) 김미성 외(2016: 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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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언어학계

프랑스와 독일이 지리적으로 한국과 동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

도와 가깝다. 지리적 근접성은 때로 문화적 관심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

해가 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여러 모로 특별하다. 한반도가 한자 문명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민중의 관점에서 한자는 배

우기 버거운 문자여서 낮은 문맹률의 원인이 된다. 이 점 프랑스의 언어학자 메이예

(Antoine Meillet)도 지적하고 있다:

한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불편함이다. 게다가 한자는 복잡하고 언어의 소리를 고정

시켜주지 않는다.20)

한자의 단점은 중국인들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 위안스카이는 

한글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조선에 머물

며 한글을 접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국의 문자를 쓸 수 없다는 중국의 사대사상 때문

에 실현되지 않았다. 1955년 초에는 한때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저우언라이의 지시에 

따라 중국 문화대표단이 북한에 파견되어 한자개혁 상황을 시찰했다. 한글의 사용에 

따른 단기간의 문맹 퇴치에 주목했던 것이다.21) 

위안스카이나 저우언라이는 알다시피 정치인들이다. 이 정치인들의 행보는 아무래도 

정치적일 것이고 한글에 대한 태도 역시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한자의 

불편함을 극복해 인민과의 소통을 늘리려는 정치적 행보에 한글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언어학자들은 이런 행보와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학자 엘리트들로서 그들은 한자라는 자국 문자의 영향 하에 한글이 만들어졌다

고 강조하면서 한글의 독자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츠창하이는 한글

이 타문자의 형체 또는 제자원리를 모방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간접 차용’ 방식으

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라고 평가 절하한다. 한글의 한자 차용설은 왕펑도 마찬가지로 

20) Meillet(1929: 184): “Ceci(=l’écriture chinoise) a l’inconvénient que les signes doivent ê̂tre nombreux, que la 
graphie est compliquée, et qu’elle ne fixe nullement la prononciation de la langue.”

21) 김미성 외(2016: 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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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말이 있었고 글이 있었다 해도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얼마큼 관심을 갖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에 이르렀는가는 반드시 따로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언어학’의 메카인 프랑스언어학의 영토에서 한글에 대한 프랑스 

언어학계의 관심이 한글의 위상에 비해 높지 않고 연구 결과 또한 미미한 것은 아쉬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2 독일 언어학계18)

이는 독일 언어학계도 마찬가지다. 김미성 외(2016: 140)에 따르면 독일어권에서 한

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거나 언어학 사전이나 일부 한국학과 교수들의 

단편적인 지식의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 언어학계에서 나온 한글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 중 하나가 뒤르샤르트(2007)의 

것이다. 이 학자는 놀랍게도 한글의 알파벳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19) 그녀에 따르

면 독일어 räder와 rad에서 d가 가리키는 음소가 /d/와 /t/로 다름에도 동일한 철자 

d로 처리한 것처럼 한글 역시 다른 소리를 같은 문자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글의 이

런 처리 방식은 알파벳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다른 알파

벳과 달리 한글은 음소들을 하나씩 직선으로 배열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표현하는바 

그것 역시 일반적인 알파벳성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뒤르샤르트는 한글은 

제한적으로만 알파벳이라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다.

뒤르샤르트의 이런 결론은 비판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우선 그녀가 말하듯 한글이 

다른 소리를 같은 문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성이 떨어진다면 그녀가 

예로 든 독일어 역시 그러하기에 라틴 알파벳도 알파벳성이 낮아져야 한다. 두 번째 

지적 또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라틴 알파벳이 음소들을 하나씩 직선으로 배열한다 

해도 그것을 화자가 인식할 때는 역시 음절 단위로 재구성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

국 한글이 존재하지만 비가시적인 음절 단위를 가시화한 것은 한글의 스타일이요 장점

이지 알파벳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글말이 입말을 반영하는 정도를 알파벳성이

라 할 때 한글의 그런 장점은 알파벳성과 부합한다.

18) 국외 학계들의 한글에 대한 논의들은 김민수(1997)와 김미성 외(2016)에 정리돼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김미성 외(2016)를 참조했다.

19) 김미성 외(2016: 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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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언어학계

프랑스와 독일이 지리적으로 한국과 동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

도와 가깝다. 지리적 근접성은 때로 문화적 관심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

해가 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여러 모로 특별하다. 한반도가 한자 문명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민중의 관점에서 한자는 배

우기 버거운 문자여서 낮은 문맹률의 원인이 된다. 이 점 프랑스의 언어학자 메이예

(Antoine Meillet)도 지적하고 있다:

한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불편함이다. 게다가 한자는 복잡하고 언어의 소리를 고정

시켜주지 않는다.20)

한자의 단점은 중국인들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 위안스카이는 

한글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조선에 머물

며 한글을 접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국의 문자를 쓸 수 없다는 중국의 사대사상 때문

에 실현되지 않았다. 1955년 초에는 한때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저우언라이의 지시에 

따라 중국 문화대표단이 북한에 파견되어 한자개혁 상황을 시찰했다. 한글의 사용에 

따른 단기간의 문맹 퇴치에 주목했던 것이다.21) 

위안스카이나 저우언라이는 알다시피 정치인들이다. 이 정치인들의 행보는 아무래도 

정치적일 것이고 한글에 대한 태도 역시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한자의 

불편함을 극복해 인민과의 소통을 늘리려는 정치적 행보에 한글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언어학자들은 이런 행보와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학자 엘리트들로서 그들은 한자라는 자국 문자의 영향 하에 한글이 만들어졌다

고 강조하면서 한글의 독자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츠창하이는 한글

이 타문자의 형체 또는 제자원리를 모방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간접 차용’ 방식으

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라고 평가 절하한다. 한글의 한자 차용설은 왕펑도 마찬가지로 

20) Meillet(1929: 184): “Ceci(=l’écriture chinoise) a l’inconvénient que les signes doivent ê̂tre nombreux, que la 
graphie est compliquée, et qu’elle ne fixe nullement la prononciation de la langue.”

21) 김미성 외(2016: 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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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중국의 주변국들이 한자를 기반으로 문자를 만든 사례들처럼 한글을 이해하

려는 통념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결국 한글의 고유성을 인식하

지 못하는 학문적 결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22)

2.4 일본 언어학계

일본 역시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글에 대해 어떤 의미 

있는 학술적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한글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 한글의 점, 선, 면이라는 수학(기하학)적 모양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자 체계를 구성하는 간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모두 한자이거나 한

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선입견 내지 이질감은 이해할 수 있다 

- 이 이질감은 특이하게도 ‘한글 멀미’라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23) 자국의 문

자 체계에 있어서 일본은 한자 문명권 밖으로 외출한 적이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이른바 ‘국학’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학풍 

속에서 국수적인 한글 기원설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국의 기원설에는 

일왕의 선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이 있다. 이 신이 다스리던 시대, 즉 신대(神代)

의 문자가 바로 ‘신대문자’인데, 이 신대문자가 한글의 기원이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

다. 이른바 아히루문자 기원설이다. 이 기원설을 일본의 언어학계가 인정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일부 학자가 추종할 뿐이다.24)

고노 로쿠로의 경우 예리한 지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한글을 만든 원리 중 하나인 

삼재가 조선의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적 발상이라는 것이다.25) 그 지적은 일견 타당하

다. 그러나 발상의 연원이 그렇다 해도 삼재 우주론은 당시 조선의 철학이기도 했으며, 

동양 철학이라고 해야 적절할 사상의 국적을 굳이 따지는 것 자체는 편협해 보인다. 

김미성 외(2016: 73)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글의 특징이나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관련 있는 저술은 ‘큰 바다에서 물 한 방울’처럼 찾기 어렵다 한다. 이 표현이 일본 언

22) 김미성 외(2016: 37, 39, 40, 52) 참조. 실제로 글자 모양의 부분적 유사성만을 부각시켜 영향 관계를 확정한다면 한글은 파스파 
문자와 같은 문자 체계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라틴 알파벳을 본 따 만들었다고 비약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곧, ㅅ은 A의 일부
분이나 V를, ㅌ은 E를, ㅇ는 O를, ㄴ은 L을 따라 만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23) 김미성 외(2016: 69) 참조.

24) 김미성 외(2016: 66) 참조.

25) 김미성 외(2016: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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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계의 한글에 대한 연구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2.5 러시아 언어학계

러시아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의 신성(神性)에 관한 흥미로운 언급이 등장하는데 가림

토 문자가 한글의 기원이라는 설이 그것이다. 쿠로트첸코는 그의 연구서 『한국어로 읽

고 쓰기』에서, 가림토 문자라는 한민족의 옛 문자에 한글 자모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26) 실제로 한국의 일부 학

자는 가림토 문자가 바로 세종실록에 언급된 ‘옛 문자’라고 주장한다. 한글의 모양은 

옛 문자를 따른 것(字倣古篆)이라는 실록의 기록에 근거를 둔 주장인데27) 한국의 언어

학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1940년 경 안동에서 발견되고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시된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받아들이는 편인 

것이다.

한글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콘체비치와 쿠로트첸고의 작업은 특기할 

만하다. 콘체비치 역시 한글의 제작 배경에 중국 철학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지만 그는 

단순히 지적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철학과 한글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 결과 

한글의 철학적 기반에는 중국 송대 자연철학의 체계인 오행설, 그리고 음양과 관련된 

우주 발생론, 형상과 수의 주역적 세계관 등이 혼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쿠로트첸고 

역시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엄격한 철학적 바탕을 갖고 있는 문자 체계임에 동의

하고 한글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에는 ‘한글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말한

다. 그에 따르면 한글의 철학은 중국의 순니파(회교 정통파)의 자연철학인데 음양오행, 

태극 사상, 오행상생설, 오행상극설 등이 그 내용이다. 반면에 카라쇼프는 한글의 철학

적 배경 자체를 부정하고 평가 절하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 언어학계의 한글

에 대한 입장은 한글의 철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무지로 갈라져 있다.28) 

러시아의 경우가 특이한 점은 소위 ‘한글 무용론’이라는 것이 전개된 적이 있다는 것

이다. 구소련은 자체 언어정책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역내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문화를 

러시아 언어문화에 편입해야 한다는 당위적 실천을 했다. 그 와중에 소수민족인 고려

26) 김미성 외(2016: 83) 참조.

27)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 12월 참조.

28) 김미성 외(2016: 93-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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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중국의 주변국들이 한자를 기반으로 문자를 만든 사례들처럼 한글을 이해하

려는 통념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결국 한글의 고유성을 인식하

지 못하는 학문적 결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22)

2.4 일본 언어학계

일본 역시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글에 대해 어떤 의미 

있는 학술적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한글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 한글의 점, 선, 면이라는 수학(기하학)적 모양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자 체계를 구성하는 간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모두 한자이거나 한

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선입견 내지 이질감은 이해할 수 있다 

- 이 이질감은 특이하게도 ‘한글 멀미’라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23) 자국의 문

자 체계에 있어서 일본은 한자 문명권 밖으로 외출한 적이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이른바 ‘국학’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학풍 

속에서 국수적인 한글 기원설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국의 기원설에는 

일왕의 선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이 있다. 이 신이 다스리던 시대, 즉 신대(神代)

의 문자가 바로 ‘신대문자’인데, 이 신대문자가 한글의 기원이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

다. 이른바 아히루문자 기원설이다. 이 기원설을 일본의 언어학계가 인정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일부 학자가 추종할 뿐이다.24)

고노 로쿠로의 경우 예리한 지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한글을 만든 원리 중 하나인 

삼재가 조선의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적 발상이라는 것이다.25) 그 지적은 일견 타당하

다. 그러나 발상의 연원이 그렇다 해도 삼재 우주론은 당시 조선의 철학이기도 했으며, 

동양 철학이라고 해야 적절할 사상의 국적을 굳이 따지는 것 자체는 편협해 보인다. 

김미성 외(2016: 73)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글의 특징이나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관련 있는 저술은 ‘큰 바다에서 물 한 방울’처럼 찾기 어렵다 한다. 이 표현이 일본 언

22) 김미성 외(2016: 37, 39, 40, 52) 참조. 실제로 글자 모양의 부분적 유사성만을 부각시켜 영향 관계를 확정한다면 한글은 파스파 
문자와 같은 문자 체계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라틴 알파벳을 본 따 만들었다고 비약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곧, ㅅ은 A의 일부
분이나 V를, ㅌ은 E를, ㅇ는 O를, ㄴ은 L을 따라 만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23) 김미성 외(2016: 69) 참조.

24) 김미성 외(2016: 66) 참조.

25) 김미성 외(2016: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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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계의 한글에 대한 연구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2.5 러시아 언어학계

러시아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의 신성(神性)에 관한 흥미로운 언급이 등장하는데 가림

토 문자가 한글의 기원이라는 설이 그것이다. 쿠로트첸코는 그의 연구서 『한국어로 읽

고 쓰기』에서, 가림토 문자라는 한민족의 옛 문자에 한글 자모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26) 실제로 한국의 일부 학

자는 가림토 문자가 바로 세종실록에 언급된 ‘옛 문자’라고 주장한다. 한글의 모양은 

옛 문자를 따른 것(字倣古篆)이라는 실록의 기록에 근거를 둔 주장인데27) 한국의 언어

학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1940년 경 안동에서 발견되고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시된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받아들이는 편인 

것이다.

한글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콘체비치와 쿠로트첸고의 작업은 특기할 

만하다. 콘체비치 역시 한글의 제작 배경에 중국 철학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지만 그는 

단순히 지적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철학과 한글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 결과 

한글의 철학적 기반에는 중국 송대 자연철학의 체계인 오행설, 그리고 음양과 관련된 

우주 발생론, 형상과 수의 주역적 세계관 등이 혼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쿠로트첸고 

역시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엄격한 철학적 바탕을 갖고 있는 문자 체계임에 동의

하고 한글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에는 ‘한글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말한

다. 그에 따르면 한글의 철학은 중국의 순니파(회교 정통파)의 자연철학인데 음양오행, 

태극 사상, 오행상생설, 오행상극설 등이 그 내용이다. 반면에 카라쇼프는 한글의 철학

적 배경 자체를 부정하고 평가 절하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 언어학계의 한글

에 대한 입장은 한글의 철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무지로 갈라져 있다.28) 

러시아의 경우가 특이한 점은 소위 ‘한글 무용론’이라는 것이 전개된 적이 있다는 것

이다. 구소련은 자체 언어정책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역내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문화를 

러시아 언어문화에 편입해야 한다는 당위적 실천을 했다. 그 와중에 소수민족인 고려

26) 김미성 외(2016: 83) 참조.

27)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 12월 참조.

28) 김미성 외(2016: 93-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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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언어문화로서의 한글이 공격 대상이 됐다. 한글도 결국에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도구라는 이데올로기적 판단이 고려인들 사이에 확산됐고 급기야 1929년에

는 한글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마저 일었다. 그 움직임에는 

학자들도 참여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했고 한글 무용론도 1950년대 이

후에는 사라졌다.29) 

2.6 영미 언어학계

우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영미권의 역할을 생각해볼 때, 한글에 대한 영미권의 

관심은 각별할 것을 예상한다. 한편, 1차 세계대전 이후 영어의 세계화와 2차 세계대

전 이후 미국의 학문적 성장은, 한글의 세계화가 영미 언어학계의 기여에 상당 부분 

달려있음을 가늠케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영미 언어학계에서는 

한글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교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영미 언어학자에 의해 

촉발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한국의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영미 

언어학자에게 말을 건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한글이 문자학을 포함하

는 현대언어학의 정밀한 이론들의 조명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실례로 한글이 자질 문

자인가 아닌가, 한글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표현하는가 아닌가 등의 문제들이, 현대

언어학의 자질 이론들, 음절 구조론들을 통해 학문적 결론들로 이어지고 있다. 달리 말

해 한글을 매체로 19세기말-20세기 초에 태어나 급성장해온 현대언어학이 15세기 조

선의 언어연구와 언어철학을 심층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만남은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한글에 대한 비전문적 언급이나 주장 등을 넘어서 한글의 진정한 과학적 의

미를 밝혀주는 데 공헌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샘슨(1985), 쿨마스(Florian Coulmas 

2003) 등의 작업은 모범적이다.30) 위에서 말했듯 한글에 관한 이런 언어학적 분석이

야말로 영미 언어학계에서 나타난 한글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정

도는 한국 언어학계와 영미 언어학계의 소통 덕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소통의 실

제 상황은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 한국학 센터 홈페이지(www.hawaii.edu/korea/biblio/ling

_write.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김미성 외(2016: 102-103) 참조.

30) 김미성 외(2016: 106-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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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문가의 언급의 언어학적 해석: 이바라기 노리코의 경우

한글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논평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펄 벅 같은 작가들의 감

탄이 존재한다. 펄 벅은 『생각하는 갈대』에서 세종대왕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유하

면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며 가장 훌륭한 글자”로 평가한다.31) 이와 같은 한

글에 대한 언급들에는 언어학적 분석은 거의 없다. 한글에 대한 단편적 지식들을 재가

공하여 다시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언급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학문적 컨텐츠는 

다른 차원에 놓여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비전문가들의 언급들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작업은 흥미롭고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

의 연구를 대중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있어왔다. 반대로 대

중적 내용을 전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이바라기 노리코의 『한글로의 여행』에 나오는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천국>

의 내용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바라키 노리코는 언어학자는 아니다. 하지

만 시인으로서 한국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

의 천국이라는 것이다. 일본어에 명사가 많듯 한국어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다는 것

이다.32)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들은 매우 상세하게 분류돼 있고 음감이 재미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의성어 사전』도 있다고 전한다. 아마도 그녀는 “깔깔 웃는다”와 “껄껄 

웃는다”의 대비 속에서 재미있는 음감을 생각하였겠고 “까르르 웃는다”까지 알게 되면

서 한국어의 오노마토포에이아(onomatopoeia)의 상세한 분류에 놀랐을 것이다. ‘이름

(onoma)’과 ‘따라 만들다(poeia)’의 합성어인 오노마토포에이아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

여 그것을 흉내 내어 만든 단어를 의미한다. 소쉬르는 이러한 오노마토포에이아를 유

연한(motivated) 표현이라고 부르며 대다수 언어의 무연성과 구별하였거니와 소쉬르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어는 유연한 표현이 매우 발달한 언어라고 할 수 있고 한글은 한국

어의 높은 유연성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비교문체론의 시각에서 논해볼 수도 있다33). 비교문체론에 따르면 명사 중

31) 김미성 외(2016: 105) 참조.

32) 예를 들어 일본어에는 비를 표현하는 명사들이 즐비하다. 봄비만 해도 기노메오코시(“새싹이 나오는 봄에 처음 내리는 비”), 하루시구
레(“봄에 갑자기 내리는 비”)가 있고, 사미다레(“음력 5월에 내리는 장맛비”), 바이우(“6~7월 장마”), 나가아메(“오래 내리는 비”), 유
다치(“여름날 오후 소나기”), 무라사메(“심하게 퍼붓다 그치고 다시 내리는 비”), 시구레(“늦가을부터 초겨울에 오다 말다 하는 비”) 
등 비는 세분되어 관념화, 명사화돼 있다. 이바라기 노리코(2010: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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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언어문화로서의 한글이 공격 대상이 됐다. 한글도 결국에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도구라는 이데올로기적 판단이 고려인들 사이에 확산됐고 급기야 1929년에

는 한글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마저 일었다. 그 움직임에는 

학자들도 참여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했고 한글 무용론도 1950년대 이

후에는 사라졌다.29) 

2.6 영미 언어학계

우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영미권의 역할을 생각해볼 때, 한글에 대한 영미권의 

관심은 각별할 것을 예상한다. 한편, 1차 세계대전 이후 영어의 세계화와 2차 세계대

전 이후 미국의 학문적 성장은, 한글의 세계화가 영미 언어학계의 기여에 상당 부분 

달려있음을 가늠케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영미 언어학계에서는 

한글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교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영미 언어학자에 의해 

촉발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한국의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영미 

언어학자에게 말을 건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한글이 문자학을 포함하

는 현대언어학의 정밀한 이론들의 조명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실례로 한글이 자질 문

자인가 아닌가, 한글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표현하는가 아닌가 등의 문제들이, 현대

언어학의 자질 이론들, 음절 구조론들을 통해 학문적 결론들로 이어지고 있다. 달리 말

해 한글을 매체로 19세기말-20세기 초에 태어나 급성장해온 현대언어학이 15세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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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미성 외(2016: 102-103) 참조.

30) 김미성 외(2016: 106-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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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문가의 언급의 언어학적 해석: 이바라기 노리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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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김미성 외(2016: 105) 참조.

32) 예를 들어 일본어에는 비를 표현하는 명사들이 즐비하다. 봄비만 해도 기노메오코시(“새싹이 나오는 봄에 처음 내리는 비”), 하루시구
레(“봄에 갑자기 내리는 비”)가 있고, 사미다레(“음력 5월에 내리는 장맛비”), 바이우(“6~7월 장마”), 나가아메(“오래 내리는 비”), 유
다치(“여름날 오후 소나기”), 무라사메(“심하게 퍼붓다 그치고 다시 내리는 비”), 시구레(“늦가을부터 초겨울에 오다 말다 하는 비”) 
등 비는 세분되어 관념화, 명사화돼 있다. 이바라기 노리코(2010: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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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프랑스어는 다분히 개념적이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이다. 반면에 실제를 기술하는 

데 능한 영어는 경험적인 언어로 구별된다. 이런 틀을 따라 말해보면 명사가 많은 일

본어는 프랑스어처럼 개념적이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현실을 기술하는 오노마토포에이아가 많은 한국어는 그만큼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은 그런 경험성을 기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문자 체계라는 잠정적 결론

이 가능한 것이다. 

대니얼 헬러-로즌은 『에코랄리아스』에서 오노마토포에이아에 대해 말한다.34) 그것은 

인간이 언어 습득 단계에서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이제 ‘언어’로 들어서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흉내 내는 소

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어에 오노마토포에이아가 많다는 것은 한국어

에 언어 이전의 소리가 많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아니면 그것은 언어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도 말한다. 어느 쪽이건 그것은 인간언어 발달의 시발점 어딘가에 위치하는 표

현이다. 에코랄리아스는 다름 아닌 오노마토포에이아인데 마치 ‘메아리’(에코)처럼 타자

의 것을 반복하는 ‘말’(랄리아)이다. 타자의 것이 소리일 때 그 말은 의성어가 되고, 행

동일 때 의태어가 된다. 그리고 타자의 것이 말일 때 그것은 따라하는 말이 된다. 한글

이 가장 잘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어에 에코랄리아스가 많다는 것은 한국인의 

의식 언어에 무의식적 언어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중요하지만 현재 논의를 벗어나는 문제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의식적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한글이라는 점이다. 한글은 그러니까 의식 언

어로서의 한국어를 가장 잘 드러낼 뿐 아니라 한국어의 무의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4. 결어

한글은 한국인의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유산이며 자산으로서 세계문화이다. 

따라서 한글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한국인만의 일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일이다. 이런 

33) 비교문체론은 바이이(Charles Bally)가 시작한 문체론의 발전된 형태다. 비네(Vinay)와 다르벨네(Darbelnet)가 구축한 비교문체론은 
언어학의 번역론이기도 하다. Vinay & Darbelnet(1977) 참조.

34) 대니얼 헬러-존스(Daniel Heller-Roazen 2015: 1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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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국제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현

재 한글의 연구와 이해의 국제적 수준은 분발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한글에 대한 오해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다. 소쉬르는 언어학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언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있다 했는데, 한글이라는 문자 언어

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작업 또한 언어학자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이다. 

한글에 대한 표면적 정보를 떠나 한글의 심층을 탐색해 들어가려면 언어학자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언어학자들의 분석들은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낳을 것이다. 한

글에 대한 비전문적 언급도 때로는 전문적 연구의 단초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글에 대한 국외의 관점들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독자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국외에서 현재 한글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쿨마스(2003)가 제시한 것처럼 국외의 전문적 관점들이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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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 대한 국외의 관점들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전정미(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이 연구는 제목과 내용에 부합하게 ‘한글’에 관한 국외 학자들의 여러 논평을 잘 정

리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학자들은 편협한 민족

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는 서문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

게 빠져들어 글을 읽을 만큼 흥미로웠습니다. 더군다나 국외 언어학계에서의 평가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특별히 논의할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신 내용을 읽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 부분과, 이해가 부족한 부

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관해 국외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맥콜리 교수(J .D McCawley, 

1966)가 미국 언어학회 잡지 《언어(Language)》 42권 1호에 올린 서평이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다이아몬드(J. M. Diamond, 1994) 교수가 과학전

문지인 《디스커버리(Discover)》에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the world's 

most rational alphabet)라고 극찬하며, 한글의 독창성과 합리성, 그리고 간결성 등

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찬사를 확인할 때마다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에 관해서는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연구 내용을 읽으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국외에서는 이토록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점을 어떻게 변

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언어학계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독일, 중

국, 일본, 러시아)의 언어학계에서는 한글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전무하거나 미미하며,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도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으로 꼽고 있는 제자 원리나 음소 문자

이면서 음절 문자인 것 등을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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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우수성에 관한 부정적 관점을 선생님께서는 ‘한글의 고유성을 인식하지 못한 학

문적 결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단지 이것만이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미한 국

외의 한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글은 표음성이 뛰어난 소리글자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명시되어 있

듯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능히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어쩌면 

능히 표현해 내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많이 표기할 수 있

는가 하는 점이 그 문자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장에서 논의하신 ‘비전문가의 언급’에 대한 언어학적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글이 의식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가장 잘 드러낼 뿐만 아

니라 한국어의 무의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자 체계’라는 선생님의 의견에 일

부는 동의하지만 문자 자체가 가진 특성과 언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사항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결어에서 ‘한글이라는 문자 언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작업이 언어

학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

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를 읽으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비록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되더라도 

한글이 제자 원리가 분명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글자이며, 바람 소리, 학이 우는 소리 

등 여러 소리를 표시할 수 있는 표음 문자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도록 해야겠다는 것입

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선생님의 글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두서없이 몇 가지 질

문을 드렸습니다. 

귀한 글을 먼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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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인의 한국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과 노동자, 결혼이민자로 나

뉜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 

입학과 졸업 후의 취직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원활한 직장 생활과 비자(Visa)연장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가정생활의 적응이고 간혹 취직이나 귀화를 위해 한국어

를 배우기도 한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목적이 각각 차이가 있어 보이나 확대해서 보면 

공통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바로 한국 생활의 적응이다. 

1) 유학생들의 한국어

한국어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한류를 타고 한국이나 한국 연예인을 동경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자연스레 부여되었다. 한국 드라마, 

한국 대중가요, 한국 영화 등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으

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2010년대 말부터 유학생들이 줄어들 무렵 한국의 

아이돌 가수 BTS(방탄소년단)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

어 배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통한 한국어 배우기는 단기간

에 한국어를 배우는데 매우 빠르고 넓게 퍼져 나갔다. 그 실례로, 2019년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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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BTS가 공연을 할 때 프랑스의 8만 관중이 한국어로 열창을 했고, 같은 해 영국 

런던에서 6만 관중이 한국어로 떼창했는데 실황중계로 14만 명이 시청한 것까지 따지

면 20만 명의 ‘아미’1)가 함께 한국어로 떼창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

국어 발음만 연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각종 인터넷 플랫폼에서 BTS로 한국어 배우기

를 보여주고 있고 뉴스와 현지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BTS 이후로 

늘었다는 것은 이야기한다. 한국어 BTS로 인해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으

며 이것은 ‘아미’들의 한국어 학습 내적동기가 되어 한국어 배우기로 이어졌다.

1) BTS 팬클럽 이름이다.

2) 모든 어문 교육은 간체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처음에 발음을 배우고, 글을 하나하나 배운후 의미에 맞
는 ‘쓰기 시험’만 본다. 중학교 입학 후 읽기, 쓰기 시험을 본다. 우리나라의 받아쓰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끝나는 것에 비해 중국에
서는 글자 쓰기가 중학교 입학 시험에도 있을 정도이다. 이런 표의문자를 한국에서는 ‘한자능력시험’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이 한자를 
배우면 두뇌발달에 좋다고 홍보한다.

A씨(중국, 30대 남)는 2008년 대전대학교 한국어센터로 유학 온 학생이었다. 중국

에서 성적이 좋지 못해서 실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졸업 후 어학원에 온 것이다. 이 

학생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읽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숫자 번호판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글이 중국어처럼 문자를 배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2)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니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외국어를 할 수 있으니 고향에 가서도 유학생

으로서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현재 서울에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B씨(중국, 20대 남)는 여주대학교 한국어학원에 유학 온 학생이었다. 중국에서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한국을 동경했다고 한다. 한국에 오자

마자 바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는 특별한 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잘 적응했던 이

유는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K-pop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있는 한국 식

당에서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씨는 한국어학원을 수료한 후

에 건국대로 편입을 했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을 땄다. 지금은 ‘한경희 생

활과학’에 취직해서 중국 무역관련 업무로 3년째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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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돼야 하고 노동 착취나 학대를 안 받으려면 

스스로 알아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유학생과 달리 평일 낮에는 일을 해야 

해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대부분이 농장이나 3D업체인 공

장에 다니는데,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그것에 대해 고용주에게 따지거나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외국인들이 많다.

C씨(스리랑카, 30대 남)는 스리랑카에서 수학 선생님이었다. 아버지께서 아프셔

서 지인과 은행에 돈을 빌려 수술을 시켜드렸다. 감당할 수 없는 원금과 이자 때문

에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주말에 ‘신륵사’를 가겠다고 영어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가 여주이주민센터를 소개받게 되었다.

C씨가 일하는 곳은 개인이 대신면에서 운영하는 쇠를 깎는 공장이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친구가 허리가 아픈데 사장이 병원에 보내 주지 않는다고 여주이주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C씨의 회사에 가 보니 C씨와 함께 일하는 인도 사람(D

씨)이 있었다. B씨는 이주민센터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웠지만 D씨는 몸짓과 C씨

를 통해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사장은 D씨가 일도 잘 못하고 꾀를 부려서 손해

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면 왜 덩치가 작은 사람을 보내주는

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있었다. 사장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D씨를 놔 주었다.3) 

그 뒤로 C씨의 노동은 배가 되었다. 어느날 B씨가 수첩을 보여주는데 근무시간

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글 이름의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도 적혀 있었

다. C씨는 D씨와 다르게 한글을 배워서 부당한 업무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고, 

월급명세서의 내역을 읽어서 잘못된 정산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뒤 ‘고용노동

부-성남지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C씨는 자유의 몸이 되어 더이상 노

동착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없는 컨터이너박스에 살지 

않아도 되었다. 현재 안성에 있는 공장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 C씨가 새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은 주말 여주이주민센터를 찾아 왔다. 

실처럼 가는 금목걸이를 선물로 사 온 것인데 사실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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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돼야 하고 노동 착취나 학대를 안 받으려면 

스스로 알아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유학생과 달리 평일 낮에는 일을 해야 

해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대부분이 농장이나 3D업체인 공

장에 다니는데,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그것에 대해 고용주에게 따지거나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외국인들이 많다.

C씨(스리랑카, 30대 남)는 스리랑카에서 수학 선생님이었다. 아버지께서 아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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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보통의 결혼이민자는 여성이다. 한국의 결혼 이민자들은 1990년대 농촌에서 중국조

선족 여성들을 시작으로 아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확대됐다. 결혼 이주민은 다른 

이주민과 달리 결혼이라는 특수 조건하에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를 알아가며 새로운 구성원으로 통합된다. 그렇다보니 가정 생활부터 육아까지 전반적

3)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이 있지만 소속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유의 몸으로 체류기간 내에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 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자의적으로 회사를 이탈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고된다. 

그 친구가 기록해 놓은 한글들이었다.

E씨(우즈베키스탄, 30대 남)는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법조인을 꿈꾸던 법

학도는 소년가장이 되어 낯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10여년을 보냈다. 유달리 명

석했던 친구라서 누구보다 빠르게 한글과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

에도 관심이 많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과정에 부러움을 갖기도 했고, 이주민지

원센터의 우즈베키스탄 다문화강사가 되어 자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본국으로 귀환하고, 결혼한 뒤에도 시시콜콜한 소식들을 전해오던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한국어 통역사로 선정

되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교부장관회의에 통역을 담당했다고 한다. 강경화 장

관에게 ‘어쩌면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느냐’는 칭찬도 들었다고 했다. 확인이라도 시

켜주려는 듯 강경화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진들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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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녀들에게 한국은 낯설고 

공포스럽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한국

어 습득이 빠른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에서 고향 친

구나 타향 친구들을 사귀고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4)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 수 있다.(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
可浹旬而學)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F씨(베트남, 20대 여)는 10년 전에 여주에 시집을 왔는데 여주이주민센터에서 처

음 만났다. 한글을 가르치는데 다른 학생들처럼 영어나 모국어로 한글의 음가를 적

지 못했다. F씨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워 말을 할 수 있을 때 F씨가 베트남 문자

를 쓰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F씨의 친정은 매우 가난해서 어린 F씨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켰다. 공부

를 하고 싶었던 F씨는 동네 애들이 학교에 가면 본인도 학교에 가서 교실 담 너머 

공부를 하곤 했는데, 그 마저도 학교에서 도강을 못하게 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고 한다. 결혼 이민지로 한국에 와서 문자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여주이주민지원센터에서 배우다 보니 실제로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

영어나 베트남어를 모르는 F씨는 한글 자모의 음가를 기록하지 못해서 처음에 남

들보다 느리게 한글을 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인지4)의 말처럼 금방 한글을 

깨치니 그 뒤로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었다. 이것으로 문자를 몰라 남

들의 무시를 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귀화 시험을 위해 시

간이 날 때마다 여주이주민센터를 공부방처럼 드나들었다. F씨는 지금 대한민국 국

민이다.

어느 날인가 F씨가 약을 들고 이주민센터에 온 적이 있었다. 아이들을 시어머니

께 맡기면 아이들에게 이 약을 먹이는 데 이 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수면제’였다. 한글을 배운 후부터는 먹이는 약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무엇을 먹이면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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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들이 경험한 한글의 우수성

한국어 강사 G씨(한국, 40대 남)가 일본에서 어학을 배우는데 유학 온 학생들 중 독

일인이 있었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김에 외국어 하나 더 배우자고 해서 다국의 학생들

과 독일어 배우기 시작했다.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G씨 넷이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

서 공부했다. 독일 친구가 발음을 하면 각각 모국어로 그 발음을 적어 공부하는 방식

이었다. 배울 때는 넷이 모두 같은 발음을 했으나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 지난 주에 

배운 것을 발음을 하니 일본인과 중국인은 다른 발음을 하고, 미국인과 G씨는 비슷한 

발음을 했으나 G씨가 더 정확했다고 한다. 특히 ‘풀어쓰기’5)를 하는 미국인보다 ‘모아

쓰기’를 하는 G씨가 더 빨리 발음한다고 했다. 

그 뒤 G씨는 한국어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한글의 우수성이다. 

 

1) 표의문자(表意文字)6)인 중국어

중국어는 고립어(孤立語, isolating language)7)로서 문자가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발음이지만 성조(聲調)8)로 의미의 변별력을 갖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는 중국어 자막이 있어야 중국인들이 대사의 정확한 뜻

을 알 수 있다. 외국 영상이 아닌데도 중국어 자막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중국 

유학생들을 보고 처음에는 참 신기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표의 문자이기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문자를 외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중국이 문맹률9)

5) 만일 한글을 풀어쓰기로 한다면 현행 자형(字形)을 풀어서 초성, 중성, 종성의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것으로 ‘훈민정음’을 ‘ㅎㅜㄴㅁ
ㅣㄴㅈㅓㅇㅇㅡㅁ’으로 쓴다는 것이다.

6)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고대의 회화 문자나 상형 문자가 발달한 것으로 한자가 대표적
이다.

7) 언어를 형태론적 특징에서 볼 때에, 어형 변화나 접사 따위가 없고, 그 실현 위치에 의하여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
계가 결정되는 언어. 중국어, 타이어, 베트남어 따위가 있다.-국립국어원-

  여러 언어를 계보적으로, 즉 어족(語族)의 견지에서 분류하지 않고 구조나 형태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고립어(孤立語) ·교착어(膠着語) ·
굴절어(屈折語) 등 3종류로 크게 나뉜다. 고립어에서는 낱말이 그 어떤 형태상의 변화가 없이 글 가운데 나타나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는 어순에 의해 표시된다. 대표적 고립어로는 중국어를 들 수 있는데, ‘我看書’를 한국어의 ‘나는 책을 읽는다’와 비교해 보면 한국
어에서는‘나’에 ‘는’이, ‘책’에 ‘을’이 첨가되어 ‘나’와 ‘책’의 문법적인 기능이 나타나 있다. 영어의 ‘I read a book.’에 있어서도 ‘I’는 
‘나’라는 뜻 외에 ‘는’(주격)의 뜻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의 ‘我’에는 ‘나는’이나 ‘I’처럼 문법적인 기능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영어에서도 대명사 대신 명사가 오면 그것이 어형상으로 주어라고 구별이 되지 않고, 중국어처럼 어순(語順)이 문법적으로 중요하
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도 문법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나 형태적 분류가 반드시 엄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산백과-

8)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다.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을 가진다. 중국어의 사성(四聲) 따위가 있다.

9)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 총인구 3.6억 명 중 80%에 해당하는 2.9억 명이 문맹일 정도로 문맹률이 심했다. 즉 10명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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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이유이다.

중국어로는 모든 소리를 옳게 적을 수 없다. 흔히들 말하는 ‘코카콜라(Coca-cola)’

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쓸 때 가장 비슷한 발음인 ‘可口

可乐(가구가락)’10)이라고 쓴다. 또 ‘百事可乐(Pepsi-Cola)’11), 芬达(Fanta)12)도 마찬가

지다. 그런 중국어로 외국어의 발음을 기억하고자 적는다면 나중에 잘못된 발음의 외

국어를 말하게 된다. 그런 문자를 받아들여 변형해서 쓰는 일본어도(물론 받침에 대한 

음가(音價)가 없기는 하지만) 표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2) 한국어의 모아쓰기

한국어는 음소(音素)13)문자14)라서 모든 소리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 소리를 만들

어서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음소문자는 표음문자(表音文字)15)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

은 음소문자 중 알파벳은 한글에 비해 빠르게 읽기 어렵다. 이것은 표음성의 차이라기 

보다는 표기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영어는 알파벳으로 ‘풀어쓰기’를 하는 언어 중 대표적인 언어인데 철자가 많은 단어의 

명이 문맹인 셈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의 문맹률을 줄이기 위하여 간체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맹률이 
6.57%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10) 可口可乐[kě kǒu kě lè, 크어커우크어러], 발음을 비슷하게 하면서 동시에 ‘(마시면)입이 즐겁다’라는 뜻까지 부여되어 중국 나름의 
성공적인 외국 브랜드 작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https://cafe.naver.com/schoolch/903158-

11) 百事可乐(백사가락)[bǎi shì kě lè, 바이슬크어러], ‘모든 일이 즐길만 하다’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12) 芬达(분달)[fēn dá, 펀다], ‘芬’ 이라는 글자는 ‘향기, 좋은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达’는 ‘도달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여서 
풀이하면 '좋은 향기를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과일향 음료로서는 의미를 잘 부여한 것 같다.

13)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 이상의 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14) '음소 문자'는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 단위의 음을 표기하는 문자'를 의미한다. 즉 ‘표음 문자’나 ‘음소 문자’ 모두 소리나는 대로 문
자로 표기하는 문자를 이른다. 다만 ‘표음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문자를 말하는 반면, ‘음소 문자’는 그러한 소리 중 
‘음소’ 단위를 적을 수 있는 문자에 해당한다. 즉 상위어와 하위어의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 예컨대 한글은 소리의 층위 중 음소의 
단위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 체계이므로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에 해당하는데, 일본의 가나는 소리의 층위를 나타내기는 하나 
음절의 단위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 체계이므로 ‘표음 문자’이기는 하나 ‘음소 문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국립국어원-

15) 한국어 ‘젓가락, 숟가락’의 첫음절의 발음은 각각 [젇-, 숟-]과 같이 동일한 끝소리 [ㄷ]로 발음되지만, 그 표기는 각각 ‘ㅅ’(젓)과 
‘ㄷ’(숟)으로 달라진다. 부사 ‘훨씬, 몹시’의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는 모두 된소리 [ㅆ]로 발음되는데, 이를 ‘ㅆ’(씬)과 ‘ㅅ’(시)으로 다
르게 표기한다. 이처럼 동일한 발음을 다르게 표기할 언어학적 근거는 없다. 이 경우 한글은 표음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를 표기할 때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보다 더 낮은 표음성이 드러난다. 좀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다음은 얼마나 다
양한 발음을 동일한 문자 ‘a’로 표기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a] (car), [a:] (calm), [æ] (cat), [ei] (able), [ɔ:](all), [ə] (sofa), [i] (palace), [u](road), [eə] (software), [ɛ] (care), [무음] 
(crystal)

  또한 [i:] 소리 하나를 적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다.
  e (region), ee (keep), ea (teach), ei (seize), ie (niece), ey (key), ay (quay)
  그러므로 [rait]라고 발음할 때에 이것이 ‘right, rite, write, wright’ 중 어느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철자를 암기하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김하수, 연규동, 『문자의 발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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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들이 경험한 한글의 우수성

한국어 강사 G씨(한국, 40대 남)가 일본에서 어학을 배우는데 유학 온 학생들 중 독

일인이 있었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김에 외국어 하나 더 배우자고 해서 다국의 학생들

과 독일어 배우기 시작했다.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G씨 넷이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

서 공부했다. 독일 친구가 발음을 하면 각각 모국어로 그 발음을 적어 공부하는 방식

이었다. 배울 때는 넷이 모두 같은 발음을 했으나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 지난 주에 

배운 것을 발음을 하니 일본인과 중국인은 다른 발음을 하고, 미국인과 G씨는 비슷한 

발음을 했으나 G씨가 더 정확했다고 한다. 특히 ‘풀어쓰기’5)를 하는 미국인보다 ‘모아

쓰기’를 하는 G씨가 더 빨리 발음한다고 했다. 

그 뒤 G씨는 한국어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한글의 우수성이다. 

 

1) 표의문자(表意文字)6)인 중국어

중국어는 고립어(孤立語, isolating language)7)로서 문자가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발음이지만 성조(聲調)8)로 의미의 변별력을 갖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는 중국어 자막이 있어야 중국인들이 대사의 정확한 뜻

을 알 수 있다. 외국 영상이 아닌데도 중국어 자막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중국 

유학생들을 보고 처음에는 참 신기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표의 문자이기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문자를 외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중국이 문맹률9)

5) 만일 한글을 풀어쓰기로 한다면 현행 자형(字形)을 풀어서 초성, 중성, 종성의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것으로 ‘훈민정음’을 ‘ㅎㅜㄴㅁ
ㅣㄴㅈㅓㅇㅇㅡㅁ’으로 쓴다는 것이다.

6)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고대의 회화 문자나 상형 문자가 발달한 것으로 한자가 대표적
이다.

7) 언어를 형태론적 특징에서 볼 때에, 어형 변화나 접사 따위가 없고, 그 실현 위치에 의하여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
계가 결정되는 언어. 중국어, 타이어, 베트남어 따위가 있다.-국립국어원-

  여러 언어를 계보적으로, 즉 어족(語族)의 견지에서 분류하지 않고 구조나 형태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고립어(孤立語) ·교착어(膠着語) ·
굴절어(屈折語) 등 3종류로 크게 나뉜다. 고립어에서는 낱말이 그 어떤 형태상의 변화가 없이 글 가운데 나타나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는 어순에 의해 표시된다. 대표적 고립어로는 중국어를 들 수 있는데, ‘我看書’를 한국어의 ‘나는 책을 읽는다’와 비교해 보면 한국
어에서는‘나’에 ‘는’이, ‘책’에 ‘을’이 첨가되어 ‘나’와 ‘책’의 문법적인 기능이 나타나 있다. 영어의 ‘I read a book.’에 있어서도 ‘I’는 
‘나’라는 뜻 외에 ‘는’(주격)의 뜻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의 ‘我’에는 ‘나는’이나 ‘I’처럼 문법적인 기능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영어에서도 대명사 대신 명사가 오면 그것이 어형상으로 주어라고 구별이 되지 않고, 중국어처럼 어순(語順)이 문법적으로 중요하
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도 문법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나 형태적 분류가 반드시 엄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산백과-

8)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다.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을 가진다. 중국어의 사성(四聲) 따위가 있다.

9)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 총인구 3.6억 명 중 80%에 해당하는 2.9억 명이 문맹일 정도로 문맹률이 심했다. 즉 10명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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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이유이다.

중국어로는 모든 소리를 옳게 적을 수 없다. 흔히들 말하는 ‘코카콜라(Coca-cola)’

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쓸 때 가장 비슷한 발음인 ‘可口

可乐(가구가락)’10)이라고 쓴다. 또 ‘百事可乐(Pepsi-Cola)’11), 芬达(Fanta)12)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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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도 읽기 힘들어한다. 예를 들어, 45개의 철자를 가진 

‘진폐증’ 혹은 ‘폐진증’의 뜻을 가진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는 발음기호 [njú:mənouʌ̀ltrəmàikrəskɑ̀piksílikouvɑlkèinoukòunióusis]로 읽으려고 해

도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어원16)으로 나누어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 

-volcano-coniosis’으로 쓴다면 좀 낫긴지만 엄연히 이 단어는 ‘한 단어’이다. 이것을 

발음대로 한글로 적으면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쉼 없이 바로 읽을 수 있다.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뉴머너알트러마이크로스코픽실리커발케이노코니오우시스] 

이처럼 한국어의 읽기가 용이한 이유는 음소문자이면서 음절(音節)17)단위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음절문자18)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 글자를 한 번에 

발음을 할 수 있다. 음악에서도 팝송(pop)과 다르게 가요(K-pop)는 ‘음표(音標)’ 하나

하나에 발음을 써 넣을 수 있다.

16) pneumono(허파)-ultra(초월적)-micro(작음)-scopic(현미경적)-silico(실리코,광물)-volcano(화산)-coniosis(작은 조각) 어원들을 말
이 되게 맞추어 보면 ‘아주 작아서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화산에서 나온 실리코 광물 먼지가 폐에 쌓인 상태’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17)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로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한다. ‘아침’의 
‘아’와 ‘침’ 따위이다.

18) 표음 문자 가운데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일본의 가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쐐기 문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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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문서 작성이 용이한 한글

몽골의 전통 문자는 그 모양이 독특하고 쓰는 방법도 특이하다. 횡서표기(橫書表記, 

세로 쓰기)며 그 글자들은 이어서 쓸 수 있어 그림 같아 보이기도 한다. 십 수년 전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몽골 유학생들 중 이 전통 문자를 쓸 줄 아는 학생이 열에 한 명 

꼴이었다. 현재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몽골 전통 문자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40년부터 러시아의 키릴문자(Cyrillic 

alphabet)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9) 몽골의 아름다운 전통문자는 컴퓨

터로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도 없다. 중국어의 번체자(繁体
字), 간체자(簡體字) 모두 타이핑을 할 수 없고, 중국의 병음(拼音)이라 할지라도 의미의 

변별력을 갖는 성조표기는 할 수 없다. 이는 베트남처럼 성조가 있는 세계 언어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글은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음소문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초

성을 표기해야 하는 원칙이 있어서 음가(音價)가 없는 초성 ‘ㅇ’을 써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휴대전화의 경우 한글의 제자원리(制字原理)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음은 ‘가

획(加劃)의 원리’, 모음은 ‘천지인(天地人)’으로 알파벳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를 작

성할 수 있다. 

19) 몽골이 키릴문자를 차용하게 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글자수가 많아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신문명(러시아)의 도입
으로 인한 각종 언론 및 교육과 행정체계에 대한 빠른 입수와 언어상의 통일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 
후 사실상 러시아의 체제권 안에 속해 러시아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대게 칭기스칸과 관련된 것들로 몽골 비칙(БИЧ
ИГ, 글) 사용 금지 외에 수도승 및 사찰의 무력화, 샤머니즘 타파 등이 있다. 중국에 속해 있는 내몽골의 경우에는 중국어와 더불
어 아직도 몽골 전통 문자인 몽골 비칙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외몽골의 경우는 전통 문자의 사용이 사회주의 체제 이후 전면적으
로 중단되었다. 그 후,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통 문자에 대한 초·중·고의 교과목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지만 사실
상 몽골 비칙을 아는 건 전 인구의 30~40%쯤이라 한다. 횡서표기라서 기마민족(騎馬民族)답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쓸 수 있으며, 
글자의 표기법을 완벽히 암기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글을 쓸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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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019 한글날 학술대회

 20)

    ① 몽골 비칙(БИЧИГ)       ② 몽어노걸대언해(蒙語老乞大諺解)21)

 

3.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사업의 한계

다문화 사회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각국은 난민 및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

회갈등 사이에서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외국인 체류자가 100만 명에 도달한 이후 2017년 186만여 명

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외국인 인구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갈등 없이 껴안기 위해서는 이민자 증가에 따른 국민일자리, 사회 안전 등에 관한 선

20) 구은 에 스무 낫 돈이오 羊肉에 셜흔 낫 돈이니 대되 쉰 낫 돈이로다 우리 짐 시러가쟈  正히 낫 되여시니 져기 덥다 아에 
 것 먹음오로 져기 목다

21) 조선시대(1790년) 역학서로 역관(譯官)들의 학습 및 역과시용(譯科試用)으로 간행된 몽골어 회화책이다. 모두 8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각 면마다 7행으로 각 행에는 왼편에 위구르(Uighur) 몽문자(蒙文字)로 몽골어 문장이 쓰여 있고, 오른편에 한글
로 발음이 표시되어 있다. 각 문장 혹은 각 절의 아래에는 국어 역문(譯文)이 붙어 있다. 조선 전기간에 걸쳐 간행된 각종 언해본역
학서(諺解本譯學書)의 전형적인 체재를 보여주고 있다. ‘몽어노걸대’의 몽골어는 기본적으로 17~18세기에 정착·보급되어 현재까지 중
국의 내몽골(內蒙古)에서 사용되는 몽골어 문어(文語, 혹은 고전몽골어)와 유사하지만, 당시의 구어적 요소(口語的要素) 혹은 현대 몽
골어와 동일한 형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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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불만해소,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신뢰 기반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언어교실, 문

화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 마련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이주민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시(市)·군(郡)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큰 도시의 

경우 구(區)별로 센터를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해서 ‘새내기 부부 교실’부

터 노년을 준비할 ‘조부모 교육’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 중 한글교육의 

경우 이민자가 센터로 가서 본인에게 맞는 수준(level)의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도 있

고, 한국어 강사가 이민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1:1 수업을 받게도 한다. 최근에는 ‘사회

통합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한국어수업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는 ‘결혼이민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민자를 위한 정

책 및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을 한국의 거쳐 가는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인정해 준다면 이들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그 중 기

본이 되는 한국어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오직 한국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

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

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한다.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

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

영하기도 한다.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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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주노동자의 체류비자 변경시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도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대학교나 다문화지원센터, 이주민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법무부에서 주는 지

원금은 ‘강사료’만이다. 거점의 경우 상주하는 직원의 급여도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열

악하다. 그렇다보니 수업을 개설해 줄 기관이 편리한 시간대에 수업이 개설된다. 가장 

많이 개설되는 시간이 평일 낮인데 그 경우 노동자들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또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 수업이 항상 개설되는 게 아니다. 선택적으로 개

설되기 때문에 이주민의 레벨에 맞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으면 그 이주민은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오직 한국어’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내지 문

화체험을 할 수 없다.

3) 이주민(지원)센터

‘이주민센터’는 이주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도와주는 곳이다. 물론 불법체류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인권 침해, 폭언과 폭행, 임금 체불, 

산재 등의 고통을 지니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곳이다. 

전국의 ‘이주민센터’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해서 시작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

는 곳이 대부분이다. 운영비를 위해 후원금을 따로 받고 있으며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인건비를 절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봉사자들의 전문성이나 다양한 프로

그램 구성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한 예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체계적인 ‘교수-학습-

평가’ 과정이나 ‘한국어 교수법’을 따지기 전에 시간을 내어 이주민들을 도와 줄 봉사

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여주이주민센터’의 경우 한국어 수업은 노동자들의 시간에 맞는 현실적인 수업시간

으로 정했다. 보통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 하루만 쉬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낮에 각각 2시간씩 수업을 한다. 그마저도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날이 있으면 

출석을 못해 진도가 더 느려지기도 하다. ‘여주이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한

국어 수준도 제각각인데 출석도 제각각이라서 이들을 한 데 모아놓고 한꺼번에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1:1 밀착 수업을 한다. 일주일에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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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공부하고자 짧게는 왕복 2시간, 길게는 왕복 6시간을 투자해서 오는 외국인 노동

자들이다. 현재는 더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외국인들을 더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

렀다. 왜 이토록 열악한 환경의 이주민센터가 성황을 이룰까? 바로 수요자 중심의 한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결혼이민자에게만 관련되어 논의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됐으

나,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필요에 의한 저임금·고노동 도구로 활용됐다. 또 유학생은 부

족한 학령인구를 채우는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

류자가 200만명에 다다르고 있다. 다양한 다문화 구성원에게 적합한 특화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필요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이주노동자의 생

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초기 이주민에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한국어교육 및 

문화이해 교육 등의 정책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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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로 만난 한국, 한글로 소통하다”에 대한 토론문

서종훈(전 민예총 여주지부장)

대중문화로 만난 한국, 한글로 소통하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 지고 입증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자리

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한글도시인 여주에서 한글을 통해 이주노

동자와 결혼 이민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감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들의 모국과 한국

을 연결해주는 민간 교류자로서 역할을 해내는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중략-

 

네팔에서 한국어는 ‘권력’이다. 올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겠다며 접수증을 끊은 

네팔인은 모두 9만 2376명.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한국의 공장, 농장 등에서 고된 

일이라도 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올해 한국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접수자(3만 5238

명)보다 약 2.5배 많다. 꿈마저 포기한 한국의 ‘N포세대’ 청춘들이 공무원증에 목숨 걸 듯 

가난한 삶에 지친 네팔 청년들은 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 젊음을 바친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만 배울 뿐 정작 일하다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대처법 등은 잘 모른 채 한

국에 온다고 말한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한국어 학원에서 

네팔 청년 10명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은 ‘이주노동의 나라’인 네팔에서 꽤 특별한 위치에 있다.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네팔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2008년 3만 1530명에서 올해 

9만 2376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이주노동지역 중 한국을 선호하는 네팔 청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네팔 주간지인 ‘네팔리 타임스’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네 가정 중 한 가정 

꼴로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기회의 땅’으로 알려지다 보니 카트만두에는 한국어 학원이 성업 중이다. 카트만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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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허가센터(EPS)에 따르면 이 도시의 한국어 학원은 816곳이나 된다. 가장 큰 한

국어 학원 ‘신화’의 수강생은 1000여명이다.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은 우리 취업준비생들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에서 한국어 학원을 하는 슈만 타파(28) 

원장은 “수업은 오전 7~10시나 오후 4~5시쯤 진행한다”면서 “수강생들이 대부분 아르바

이트를 하다 보니 이른 아침에 공부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1년에 1만 7000루피(약 18

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감당하려면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없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바지르 부다토키(41)는 “제조업 분야로 이주노동을 가려면 1~2문제, 농업 분야는 3문제 

넘게 틀리면 탈락한다”면서 “제조업이 돈을 더 주기에 커트라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 2019.09.25. 서울신문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인식전환

위 언론사의 기사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한국에 오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면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08년부터 한국

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금년 7월에 네팔로 돌아간 테즈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팔

에서 배워온 한국말을 잘 사용하지 못 했다.네팔에서 네팔어 교사를 하던 그가 나름대

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지만 막상 노동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교과서의 언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다시 한국어를 익히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네팔에서 가르치는 한국어교과서에는 “00씨 이 물건을 저리로 가지고 가

세요” 라고 배웠지만 한국의 노동현장에서는 “야 이거 가져가”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뿐 아니라 일반 상점

에서도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반말을 하기 일쑤다. 여주시는 여주중앙로 상권을 살리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 되

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즈음 장날 뿐 아니라 주말에 중앙로에 나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이들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품목은 

생필품만이 아니라 공산품까지 다양하게 소비한다. 이제 이들은 여주시장에 주요 고객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장의 한상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한다. 그들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게 된 것에는 여주이주민지

원센타나 여주다문화센타 등 여러 단체들의 지원 활동의 도움으로 빠르게 한국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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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한다. 특히 지원 단체들의 한국어 교육은 가장 큰 힘이 

되었으리라. 한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에 노력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한

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에게 보다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줌으로써 그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

리라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도 우리 문화를 알고 익히는데 열심히 해

야 되겠지만 우리 또한 그들을 이방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서로가 함께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민간 문화 사절단으로

네팔로 돌아갈 무렵에 테즈씨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 만

큼 돈도 벌어 수도 카트만두에 새로 집을 짓고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준비 한듯하다. 

고향네팔에 가서 아무일하지 않고 잠시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는 한국과 관련된 일

에 봉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한국에서 생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생활을 통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됨

은 물론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이어주는 민간 사절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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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강병인(한글 글씨연구가)

본 자료는 필자의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과 석사 논문 캘리그라피로 표현된 한글글꼴의 의미적 상형성에 관한 연구를 바
탕으로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들어가는 말

인간은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림과 문자를 만들어 의

미를 전달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문자를 만들기 이전, 소리나 몸짓으로 전달하던 

정보는 기록되지 못하고 곧장 증발해 버렸다. 그러나 인간은 나무와 돌, 쇠, 종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고정함으로써 정보의 증발을 막을 수 있는 기호를 만

들어 사용했다. 바로 문자이다.

문자는 그 기능이나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뜻을 표기하는 표의문자(表意文字)와 음형

의 실체를 표기하는 표음문자(表音文字)로 분류할 수 있다. 음을 표기하는 문자로는 로

마자, 한글, 러시아문자, 아랍문자 등이고, 뜻을 표기하는 문자로는 이집트문자, 한자가 

있다. 한자는 인체나 동식물의 형상, 즉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바탕으로 만든 표의문

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형성을 내포한다. 반면 한글은 표음문자로 분류하여 구체적

인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표의성(表意性)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이 표음문자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이

는 형태로 상형화’라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의 표의성에 대해서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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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다름, 평등, 사랑, 쉬움, 편하게]의 주제어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 원리

1443년 조선 4대 국왕 세종에 의해 창제된 훈민정음, 즉 한글은 우리 민족의 역사

상 매우 중요한 문화적인 사건이자 앎으로 나아가는 지적 혁명이다. 훈민정음해례본
은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서 그 창제 동기와 사용법을 밝혀놓은 매뉴얼이

며, 세계 문자역사에 있어서도 그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異]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一般) 백성들

은 말하고자 하는 바[通]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를 딱[憫]하게 여기고 새로[創]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

[易]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便]토록 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다.1)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서 밝혀놓은 한글 창제의 배경과 과정을 디자인적인 관점에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첫째, 다름

세종은 우리말이 중국 다름[異]에도 한자를 쓰고 있으므로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는 

1) 훈민정음 서문.

2) 2013 한국디자인진흥원 K-design 세미나 발표자료, 강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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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생각을 먼저 말하고 있다. 중국 외에 일본마저도 자국의 문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자각’과 더불어 ‘다름’에서 출발한 것은 

독창적인 사고와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매우 디자인적인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둘째, 평등

한자를 모르는 일반(一般) 백성들은 읽고 쓸 수 없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핍박

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보았다. 당시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어서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 모르는 일반백성들을 위해 새롭게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은 

군주국가인 조선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나 세종은 한글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만 

백성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평등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셋째, 사랑

문자를 몰라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들을 사랑[憫]하는 세종의 지극한 마음의 표출

이다. 현대 디자인 전략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능만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사랑’이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고 만다. 

넷째, 쉬움

문자를 전혀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배우기 쉽[易]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

다. 이 쉬움의 원리에는 애민정신과 과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표음문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의 자질을 갖춤으로써 한글의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편하게

새로운 문자를 읽혀 양반이든 평민이든 모든 백성들이 편[便]하게 쓰라는 보편화와 

실용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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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다름, 평등, 사랑, 쉬움, 편하게]의 주제어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 원리

1443년 조선 4대 국왕 세종에 의해 창제된 훈민정음, 즉 한글은 우리 민족의 역사

상 매우 중요한 문화적인 사건이자 앎으로 나아가는 지적 혁명이다. 훈민정음해례본
은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서 그 창제 동기와 사용법을 밝혀놓은 매뉴얼이

며, 세계 문자역사에 있어서도 그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異]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一般) 백성들

은 말하고자 하는 바[通]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를 딱[憫]하게 여기고 새로[創]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

[易]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便]토록 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다.1)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서 밝혀놓은 한글 창제의 배경과 과정을 디자인적인 관점에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첫째, 다름

세종은 우리말이 중국 다름[異]에도 한자를 쓰고 있으므로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는 

1) 훈민정음 서문.

2) 2013 한국디자인진흥원 K-design 세미나 발표자료, 강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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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생각을 먼저 말하고 있다. 중국 외에 일본마저도 자국의 문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자각’과 더불어 ‘다름’에서 출발한 것은 

독창적인 사고와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매우 디자인적인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둘째, 평등

한자를 모르는 일반(一般) 백성들은 읽고 쓸 수 없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핍박

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보았다. 당시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어서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 모르는 일반백성들을 위해 새롭게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은 

군주국가인 조선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나 세종은 한글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만 

백성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평등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셋째, 사랑

문자를 몰라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들을 사랑[憫]하는 세종의 지극한 마음의 표출

이다. 현대 디자인 전략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능만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사랑’이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고 만다. 

넷째, 쉬움

문자를 전혀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배우기 쉽[易]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

다. 이 쉬움의 원리에는 애민정신과 과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표음문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의 자질을 갖춤으로써 한글의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편하게

새로운 문자를 읽혀 양반이든 평민이든 모든 백성들이 편[便]하게 쓰라는 보편화와 

실용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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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서 밝혀놓은 한글창제의 의의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인 정보 전달과 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조선만의 문화중흥을 꾀하고 있으

며, 학문진흥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만백성의 지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풍

요로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쌓은 것이다. 또한 한글은 새로 만들어진 문자이

기 때문에 압축된 형태의 원형으로 표기하여 한글 꼴의 올바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전환이 무궁하기에 후대가 스스로 다양한 꼴, 즉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를 키우며 발전해 가기를 원했다.

천인지(天人地),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製字)철학

훈민정음 제자의 철학적 배경은 당시 성리학(性理

學) 이론인 “삼극지의(三極之義)와 이기지묘(二氣之

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음 제자의 바탕이 되는 

삼극은 천, 지, 인 삼재(三才)를 말하고, 이기(二氣)

는 음과 양을 말한다. 이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

이 생성되고, 음양이 변하고 합하여 자음을 만드는 

오행(五行)이 생기는 이치”3)로 한글을 만들었다. 이 

모두가 동양의 우주관이자 자연관이다.

모음 제자의 바탕이 되는 하늘과 땅, 사람은 서

로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 될 수 없지만 정음의 제

자원리에서는 다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고 또 모아지는 합자의 원리로 문자운영

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한자와 다른 한글만의 체계 즉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세

상에 없는 문자디자인의 원리이다. 더불어 음양의 변화, 즉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의 

원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를 적는 방법’은 한글이 표음문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원리이다. 이를 통해 한글

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

고 있다.

3) 전정례․김형주, 훈민정음과 문자론 p.105, 역락, 2002.

모음의 음양(陰陽), 순환(循環)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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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은 제자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내는 소리와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그 이(理)를 다한 개념적이고 합리적인 디자

인 결과물이었다.”4)

2) 제자원리로 살펴보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과 예술성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

훈민정음해례본은 서문과 예의가 있는 본문과 제자해, 정인지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서문에 나와 있는 한글 제자원리, 즉 디자인 원리를 살펴보았고, 제자해는 

다시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례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글제자원리의 

중심을 이루는 중성해를 살펴보고 초성해와 종성해, 합자해를 분석함으로써 한글이 얼

마나 잘 만들어진 소리문자이며 어떻게 과학적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글이 표의

성을 가진 문자인지를 살펴본다. 이때 정형화된 활자로는 한글 제자원리의 심오한 이

치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필자의 글씨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음28자, 각상기형이제지(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정음 스물여덟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5)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制字解)에서는 한글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자학의 기

본이 되는 육서(六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상형(象形)’을 한글 제자원리로 삼고 

이를 모음자 제자와 자음자 제자의 바탕으로 삼았다.”6) 자음자는 특히 조음기관의 모

양을 본떠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음자 역시 철학적 이치에 따라 제자하였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에 대한 상형성을 

밝힌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 삼성(초‧중‧종 三聲)에 나아가 깊은 이치를 살피면 스스로 강유(剛柔)와 음양이 있

4) 안상수․한재준, 한글디자인 p.27, 안그라픽스, 1999.

5) 훈민정음해례본 制字解.

6)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p.13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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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서 밝혀놓은 한글창제의 의의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인 정보 전달과 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조선만의 문화중흥을 꾀하고 있으

며, 학문진흥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만백성의 지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풍

요로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쌓은 것이다. 또한 한글은 새로 만들어진 문자이

기 때문에 압축된 형태의 원형으로 표기하여 한글 꼴의 올바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전환이 무궁하기에 후대가 스스로 다양한 꼴, 즉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를 키우며 발전해 가기를 원했다.

천인지(天人地),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製字)철학

훈민정음 제자의 철학적 배경은 당시 성리학(性理

學) 이론인 “삼극지의(三極之義)와 이기지묘(二氣之

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음 제자의 바탕이 되는 

삼극은 천, 지, 인 삼재(三才)를 말하고, 이기(二氣)

는 음과 양을 말한다. 이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

이 생성되고, 음양이 변하고 합하여 자음을 만드는 

오행(五行)이 생기는 이치”3)로 한글을 만들었다. 이 

모두가 동양의 우주관이자 자연관이다.

모음 제자의 바탕이 되는 하늘과 땅, 사람은 서

로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 될 수 없지만 정음의 제

자원리에서는 다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고 또 모아지는 합자의 원리로 문자운영

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한자와 다른 한글만의 체계 즉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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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음양(陰陽), 순환(循環)의 시스템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술성 311

 “한글은 제자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내는 소리와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그 이(理)를 다한 개념적이고 합리적인 디자

인 결과물이었다.”4)

2) 제자원리로 살펴보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과 예술성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

훈민정음해례본은 서문과 예의가 있는 본문과 제자해, 정인지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서문에 나와 있는 한글 제자원리, 즉 디자인 원리를 살펴보았고, 제자해는 

다시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례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글제자원리의 

중심을 이루는 중성해를 살펴보고 초성해와 종성해, 합자해를 분석함으로써 한글이 얼

마나 잘 만들어진 소리문자이며 어떻게 과학적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글이 표의

성을 가진 문자인지를 살펴본다. 이때 정형화된 활자로는 한글 제자원리의 심오한 이

치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필자의 글씨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음28자, 각상기형이제지(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정음 스물여덟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5)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制字解)에서는 한글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자학의 기

본이 되는 육서(六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상형(象形)’을 한글 제자원리로 삼고 

이를 모음자 제자와 자음자 제자의 바탕으로 삼았다.”6) 자음자는 특히 조음기관의 모

양을 본떠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음자 역시 철학적 이치에 따라 제자하였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에 대한 상형성을 

밝힌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 삼성(초‧중‧종 三聲)에 나아가 깊은 이치를 살피면 스스로 강유(剛柔)와 음양이 있

4) 안상수․한재준, 한글디자인 p.27, 안그라픽스, 1999.

5) 훈민정음해례본 制字解.

6)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p.13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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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중성은 곧 하늘(天)의 용(用)이라 음양으로 나뉘고 초성은 곧 땅(地)의 공(功)이라 강

유가 드러나네. 중성이 부르고 초성이 화답함은 하늘(天)이 땅(地)보다 앞서서 이치가 스스

로 그러하네. 화답한 그것(즉 초성)이 처음 되고 또 나중 되니 만물이 생겨나 모두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네.

음은 변해 양이 되고 양은 변해 음이 되어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여 서로 뿌리가 되

네. 초성은 또다시 발생의 뜻이 있어서 양의 동(動)이 되므로 하늘을 주관하고 종성은 땅

(地)에 비기어 음의 정(靜)이니 자음(字音)은 여기서 그치어 정해지는 것이네. 운을 이루는 

요점은 중성에 있으니 사람(人)이 능히 천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네.”7)

위의 내용은 강신항 선생이 번역한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중 일부로 초성, 중성, 

종성이 만들어진 이치를 음양오행과 더불어 순환의 원리 즉,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모음의 원리

음양과 순환의 원리로 드러나는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중성은 자운(字韻)한 가운데에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을 이룬다.”8) 중성해 첫 머리 글이다. 

중성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으로 천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

에 있으면서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 사람을 나타낸 ∙, ㅡ, ㅣ 세 자를 기

본으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순환의 원리를 

적용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게 하였

다. 태극에서 음과 양은 머무르지 않고 회전하며 

순환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가 자연스레 녹아들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과 

소리가 드러난다. 특히 ∙는 중심을 이루며 모든 소리를 관장한다.

7)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p.15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8)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p.15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

〈그림 1〉태극, 음양의 순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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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는 들어오는 소리라 탁하고 음이 되며

ㅏ는 나가는 소리라 밝고 양이 되며

ㅗ는 올라가는 소리가 밝고 양이 되며

ㅜ는 내려가는 소리라 탁하고 음이 된다.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

가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 지구가 자전

하는 것처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

는 이치로 소리를 적는데, ‘엉엉’이 ‘앙앙’

이 되고 ‘꼬불꼬불’이 ‘꾸불꾸불’이 된다<그

림 2>. 이 순환의 원리로 희로애락, 생과 

사, 닭이 홰치는 소리, 사람이 우는 소리 

등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게 하였다. 단순히 소리를 적는 기능을 넘어 말이 

가진 뜻을 표현함으로써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자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한글의 독창적인 조형성과 더불어 예술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그림 3>은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글씨

로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모음 ∙에 해당하

는 가로획 길이를 짧게 하거나 길게 늘여

줌으로써 위 글씨는 좁은 마음을 아래는 

보다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는 ‘솟다’라는 글씨를 통해 기운

이 올라가고 뻗어나가는 한글의 표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원리처럼 ‘솟다’의 모음 ㅗ 세로획의 길이

만을 늘임으로써 1차적으로 ‘올라가는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순환의 원리를 적용하여 

ㅗ를 90도 돌려서 ‘다’의 모음 가로획을 더 길게 함으로써 ‘멈춰있는 기운이 아니라 

뻗어 나아가는 기운’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b>가 솟아오르고 뻗어나가는 ‘솟다’의 

뜻이 보다 잘 드러난다.

      〈그림 2〉모음의 순환

   〈그림 3〉모음 가로획 길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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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a〉        〈그림 4-b〉

그림 5>는 소리의 길이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5-a>의 ‘덩더쿵’은 짧은 소리를, 

<그림 5-b>의 ‘덩더’에서는 모음 ㅓ의 가로획 길이를 늘여 가로로 늘어나는 소리를 표

현하였고, ‘쿵’에서는 세로로 늘어나는 소리를 모음 ㅜ의 세로획을 길게 늘여 표현하였

다. <그림 5-c>는 소리의 방향이 잘못된 예이다. ‘덩더’는 수평으로 나가는 소리인데 

모음 ㅓ의 세로획이 너무 길어서 소리의 방향이 바르지 않다.

<그림 6-b>는 흥이 날 때 표현하는 ‘얼씨구나’를 소리의 길이와 들어오고 나가고의 

흥을 표현하였다. <그림 6-a>는 붓글씨는 맞지만 소리의 리듬, 운율이나 흥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6-a〉           〈그림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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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참고 그림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활자와 서예의 표현의 차이이다. 활자는 정

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거나 저장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형화 되어있다. 따라서 보

이지 않는 소리의 크기나 길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넓이, 희로애락 등을 보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서예나 손글씨 등은 앞서 언급한 문자의 표의성을 적극적으로 보

이게 할 수 있다.

4) 자음의 원리

소리의 형태화

자음은 기본자를 각각 그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

을 상형하였기에 이기불이理旣不二, 즉 ‘소리와 문

자가 다르지 않다’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소리 

안에는 자연과 인간의 삼라만상이 두루 들어있다. 

이 소리를 보이게 한 것이 한글이다. 일본의 언어

학자인 노마히데키(野間秀樹)가 그의 책 한글의 

탄생에서 “정음은 ‘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발생론적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이는 

‘형태’를 찾고 보이는 형태로 ‘상형’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한자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상

형화 했지만 한글은 소리의 발화지점인 발음기관

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음 위치는 같지만 조음 

방법이 다른 음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기본

자에 획을 더한 것이다. 즉 상형의 원리로 발음 

위치를, 가획의 원리로 발음 방법을 나타내고 있

다.”9)

이렇게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은 <그림 

7>10)의 기본 초성 평면도에서 보듯이 미술의 기초 도형인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사

9) 전정례․김형주, 훈민정음과 문자론 p.99, 역락, 2002.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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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자연이 내는 소리나 사람의 소리, 동물의 소리 역시 발음기관을 본 떠 만든 

자음에서 오롯이 살아난다. ‘칼’이라는 글자에서는 한글의 표의성이 더욱 쉽게 설명된

다.

<그림 8> ‘카아알~’하고 길게 소리 내어 보면 

초성과 중성, 종성이 분리되면서 칼의 쓰임이 드

러난다. 초성 ㅋ은 음의 형태화로 소리에서 날카

로운 칼의 형태가 보이고, 중성 ㅏ는 칼을 쓰는 

사람, 종성 ㄹ은 소리나 형태에서 칼을 휘두를 때 

생기는 역동성이 자연스럽게 소리 안에서 먼저 보

인다. 이때 활자로 표기된 ‘칼’은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에 의하면 기표가 되는 것이고, 붓글씨로 표

현된 ‘칼’은 의미작용이 일어나면서 기의가 된다. 이처럼 소리의 시각화, 소리의 상형

화로 만들어진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문자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아(牙) 설(舌) 순(脣) 치(齒) 후(喉)

초성

(자음)

ㄱ, ㅋ, ㆁ ㄴ, ㄷ, ㅌ, ㄹ

(半舌音)

ㅁ, ㅂ, ㅍ ㅅ, ㅈ, ㅊ, ㅿ

(半齒音)

ㅇ, ㆆ, ㅎ

오행 木 火 土 金 水

사계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오음 각 치 궁 상 우

오방 동 남 중앙 서 북

〈표 2〉발음기관과 오행 그리고 자음과의 관계11)

10) 이정호, 기본 초성 평면도, 1990.

11)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정인지서문 p.9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그림 8〉‘칼’ 자의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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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자의 원리

“초중종 세 소리가 어울려서 비로소 글자가 되고 소리가 난다.” 합자해의 첫 글이다. 

한글은 이렇게 합자(合字)의 원리로 만든 입체적인 문자이다. 초성과 중성, 종성이 만나 

글자를 이루며, 먼저 닿자와 홀자가 만나고 다시 닿자와 홀자, 받침자가 만나 소리를 

내며 문자로서 의미가 생긴다.

한글은 말의 소리를 각각 하나의 글자로, 즉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나타낸다. 한글

은 음절 단위로 적기 때문에 음절을 분리해 낼 수 없는 일본의 가나 문자나 표의문자

인 중국의 한자와 비교했을 때 낱낱의 소리를 분석하여 분리해 낼 수 있다. 한글은 모

아쓰기를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는 음절 방식의 표기체계

를 가지고 있다. 자음과 모음

의 음소를 음절 단위로 묶어 

다시 한 글자로 만들어 쓴다. 

바로 음절 3분법이다. ‘숲’이라

는 말은 ‘ㅅㅜㅍ’이라 쓰지 않

고 ‘숲’처럼 모아 써야 만 비

로소 소리가 나고 문자가 되며 

그 의미가 생겨난다. 모아씀으

로써 ‘숲’이라는 말의 시각화

뿐만 아니라 숲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형태가 생성된다. 이러한 입체적인 체계는 한자나 알파벳, 일본어 히라가나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체계로서 한글이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그림 9>.

북디자이너 정병규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는 표음문자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상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알파벳의 시각적 구조가 평면적, 2차원적이라면 한글은 입

체적, 3차원적이다. 이러한 입체성은 한자의 상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한글의 상형성, 

한글의 이미지성도 이 입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2)

이렇게 처음부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음절 3분법의 법칙은 한글만의 독창

12) 안상수 외, 라라 프로젝트 01_우리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p.148, 안그라픽스, 2006.

〈그림 9〉참고자료_정병규, 한글의 이미지성과 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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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자 뛰어난 표현력이다. 이러한 입체성을 통해 형태를 달리하고 표음문자이면서도 

표의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a>처럼 모아쓰지 않고 풀어쓰면 한글은 이렇게 일반적인 소리문자, 즉 알

파벳 같은 표음문자가 되었을 것이며, 입체성을 찾아 볼 수 없는 2차원적인 글씨가 되

고 만다. 그렇지만 <그림 10-b>에서 보듯이 모아씀으로써 한글의 입체성과 상형성, 표

의성이 드러나며, 서예가 요구하는 기운생동의 예술적 가치가 극대화 된다. 이렇게 한

글은 초성중성종성을 해체하고 다시 모을 수 있는 입체적인 문자이다. 모아 쓸 때에도 

초성과 중성, 종성 사이의 공간, 틈을 잘 부려 말이 가진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타이포그래피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한글 제자의 의의를 보다 살리는 길이기도 하

다.

〈그림 10-a〉풀어쓰기_그대는 봄이오 꽃이라 〈그림 10-b〉모아쓰기

6) 순환의 원리가 만들어내는 한글의 예술성

훈민정음에는 또 다음과 같이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 즉 순환의 원리로 한글을 만

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일원(一元)의 기운이 두루 흘러 막히지 아니하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환하여 끝이 없

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貞)이 다시 원(元)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니, 초성이 다시 끝

이 되고, 종성이 다시 처음이 되는 것도 다 이 뜻이다.13)

13)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정인지서문 p.14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술성 319

초성이 종성되고 종성은 초성 된다는 말은 바로 봄이 되면 가지에 꽃이 피고 여름 

되면 푸름을 다하다 가을,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니 그 잎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겨

우내 영양분으로 있다

가 다시 봄이 되면 꽃

이 피는 자연의 순환

원리(원형이정, 元亨利

貞)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1>에서처럼 활자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서예나 멋글씨, 캘리그라피로는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꽃’자의 종성 ㅊ은 뿌리가 되고, 모음 ㅗ는 가지가 되면서 초성 ㄲ은 가지위에 핀 꽃

잎이 된다. 이 꽃잎이 가을이 되면 땅으로 떨어지고 겨우내 영양분을 머금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난다.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초성이 되는 원리가 자연스레 보이게 

된다<그림 12>. 같은 원리로 ‘봄’자의 종성 ㅁ은 땅에서 싹이 나고 모음 ㅗ는 가지가 

되며 초성 ㅂ은 가지위에 맺힌 꽃봉오리가 된다<그림 13>. 뿌리와 가지, 꽃잎을 보이

게 함으로써 활자와는 다르게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

게 한글의 제자원리를 서예나 멋글씨로 담아내면 그것은 곧 한글의 표의성과 상형성, 

예술성이 나타난다.

 

〈그림 12〉꽃_한글순환의 원리  〈그림 13〉봄_한글순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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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글 디자인 및 예술작품 사례

아래는 한글 디자인, 회화, 서예, 조각, 패션, 도예 등 각각의 분야에서 한글의 예술

성을 높이고 있는 주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강익중(화가)_‘내가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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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근(도예가)_‘한글 항아리’ 외

한재준(시각디자이너)_이기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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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시각디자이너)_‘웃음꽃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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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인(글씨예술가)_한글세움 프로젝트 ‘꽃봄’, 이근세 조각가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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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패션디자이너)_‘한글 옷’ 외

마무리

쉽고 과학적인 원리속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 가치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에서 나타난 한글창제의 기본 정신을 다름[異], 평등[一般], 

소통[通], 사랑[憫], 쉬움[易], 새롭게[創], 편[便]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글은 새롭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용어로 본다면 디자인된 것이다.

스티브잡스의 아이폰 보다 몇 백 년 앞서 세종대왕의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진 지적 

결과물이다.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들이 다 적용되어 15세기 만들어진 문자

이지만 21세기 디자인적인 해석으로도 전혀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는 문자이다. 사용

성과 실용성에 있어서 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오히려 그 쓰임이 날로 새로워 600년 전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술성 325

에 쓴 정인지 서문에 적혀있는 ‘스물여덟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무궁하다’라는 말을 증

명하고 있다.

음양오행과 순환의 원리로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음양오행이라는 동양만의 우주관을 한글제자의 바탕으로 삼고 봄여름가을겨울의 변

화, 즉 순환의 원리로 세상의 모든 말을 적게 하였다. 또한 초성은 하늘이오, 중성은 

사람, 종성은 땅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합하여 소리가 나게 하고 문자가 되게 하니 자

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이 지극한 문자이다. 이는 한자나 알파벳에는 없는 순환의 원리

를 체계화하고 시스템화 한 한글만의 독창적인 제자원리이다. 한자는 해를 보고 해 일

日자를 만들고, 달을 보고 달 월月을 만들고, 다시 일日과 월月을 합하여 밝을 명明을 

만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늘과 땅,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음과 양은 조화를 위해 늘 순환한다. 

ㅓ는 ㅏ가 되고, 

ㅗ는 ㅜ가 되는 이치로 음양의 조화는 이미 한글의 제자 원리에 녹아들어 있다.

ㅓ는 들어오는 소리와 기운을

ㅏ는 나가는 소리와 기운을

ㅗ는 올라가는 소리와 그 기운을

ㅜ는 내려가는 소리와 그 기운을

글씨로 옮기면 표의성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사실 모아쓰기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모음의 운영 원리 속에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은 이미 정의되어 있다. 그것을 글씨로 보이게 하는 것일 뿐이다. 한글은 표음문자로만 

가두어 둘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 진 것이다.

앞으로 한글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디

자인과 서예에 적용함으로써 기록과 전달이라는 문자 본래의 기능을 넘어 한글의 디자

인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를 보다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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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정의되어 있다. 그것을 글씨로 보이게 하는 것일 뿐이다. 한글은 표음문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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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과 서예에 적용함으로써 기록과 전달이라는 문자 본래의 기능을 넘어 한글의 디자

인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를 보다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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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에 대한 토론문

정복동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동양미학전공)

강병인 선생은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철학적 원리가 표음문자뿐만 아니라 표의성(表

意性)이 내재되어 있음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논하였습니다.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는 한글창제의 기본 정신이 나타나 있는 훈민정음해례본 서문

에서 ‘다름’, ‘평등’, ‘사랑’, ‘쉬움’, ‘편함’ 5개의 주제어를 가지고 디자인의 기본 정신

으로 환치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과 순환의 원리에 한글의 표의성

과 예술성이 내포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1세기 한글 디자인계를 이끌어가는 강병인선생이 한글디자인의 조형요소와 디자인 

정신을 문자 창제의 시원에서 찾고자 한 것은 한글 디자인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

은 디자인계의 학문적 토대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이에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의와 제언을 하여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은 ‘디자인적인 정신에서 출발한 것’

이라 하였고, <표1>에 ‘21세기의 훈민정음 디자인적 재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제어는 다름(창조정신 독창성), 평등(민주주의), 사랑(디자인 기본정신), 쉬움(애민, 

과학+예술), 편함(실용정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표1>에서 ‘평등’이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하면 ‘민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정신이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표1>에 제시한 것 

외에 디자인만의 특수한 예술정신이 있다면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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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천인지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 철학’에서 ‘음양의 변

화,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의 원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

를 적는 방법은 한글이 표음문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원리이다. 이를 통해 한글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

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표의성(表意性)’이 

동아시아미학에서 중시하는 작가의 뜻을 표현하는 ‘사의성(寫意性)’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3)모음의 원리; 음양과 순환의 원리로 드러나는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에

서 ‘태극에서 음과 양은 머무르지 않고 회전하며 순환한다.…’고 하였는데 <그림1>과 

<그림3>의 모음도는 태극 음양오행의 순환원리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의 중성과 초성은 태극방위가 적용되고 음양오행의 相生관계로 배열됩니다. 

예를 들면 오행의 木生火(동쪽, 봄 아음, ㅏ/ㅕ), 火生土(남쪽, 여름, 설음, ㅜ/ㅠ), 土生

金(중앙, 끝여름, 순음, ㆍ/ㅡ), 金生水(서쪽, 가을, 치음, ㅓ/ㅑ), 水生木(북쪽, 겨울, 후

음, ㅗ/ㅠ)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원리로 초성과 중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방위

에 따라 모음 ㅏ와 ㅕ는 동쪽, ㅜ와 ㅠ는 남쪽, ㆍ과 ㅡ는 중앙, ㅓ와 ㅑ는 서쪽, ㅗ와 

ㅠ는 북쪽에 배열하여 초출자와 재출자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열되는데 <그

림1>과 <그림3>의 배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언의 글

1. 문장의 형식

(1) 문장의 구성상 ‘장 절 항 목’의 구분이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ⅠⅡⅢⅣ(1, 2, 

3, 4) 로 한다면 Ⅰ장 : 들어가는 말, Ⅱ장 :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등

의 형식이 갖추어져야 논문의 체계에 좋을듯합니다.

(2) 참고문헌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3) 주석에서 ‘강신항, 『훈민정음연구』’는 『훈민정음해례본』내용의 원문을 제시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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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천인지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 철학’에서 ‘음양의 변

화,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의 원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

를 적는 방법은 한글이 표음문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원리이다. 이를 통해 한글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

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표의성(表意性)’이 

동아시아미학에서 중시하는 작가의 뜻을 표현하는 ‘사의성(寫意性)’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3)모음의 원리; 음양과 순환의 원리로 드러나는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에

서 ‘태극에서 음과 양은 머무르지 않고 회전하며 순환한다.…’고 하였는데 <그림1>과 

<그림3>의 모음도는 태극 음양오행의 순환원리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의 중성과 초성은 태극방위가 적용되고 음양오행의 相生관계로 배열됩니다. 

예를 들면 오행의 木生火(동쪽, 봄 아음, ㅏ/ㅕ), 火生土(남쪽, 여름, 설음, ㅜ/ㅠ), 土生

金(중앙, 끝여름, 순음, ㆍ/ㅡ), 金生水(서쪽, 가을, 치음, ㅓ/ㅑ), 水生木(북쪽, 겨울, 후

음, ㅗ/ㅠ)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원리로 초성과 중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방위

에 따라 모음 ㅏ와 ㅕ는 동쪽, ㅜ와 ㅠ는 남쪽, ㆍ과 ㅡ는 중앙, ㅓ와 ㅑ는 서쪽, ㅗ와 

ㅠ는 북쪽에 배열하여 초출자와 재출자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열되는데 <그

림1>과 <그림3>의 배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언의 글

1. 문장의 형식

(1) 문장의 구성상 ‘장 절 항 목’의 구분이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ⅠⅡⅢⅣ(1, 2, 

3, 4) 로 한다면 Ⅰ장 : 들어가는 말, Ⅱ장 :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등

의 형식이 갖추어져야 논문의 체계에 좋을듯합니다.

(2) 참고문헌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3) 주석에서 ‘강신항, 『훈민정음연구』’는 『훈민정음해례본』내용의 원문을 제시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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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중성은 자운(字韻)한 가운데에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을 이룬다.” → 

 “중성은 자운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음절)을 이룬다.”

『訓民正音解例本』「中聲解」,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4) 오탈자

- 세종은 우리말이 중국 다름 → 중국 말과 다름 

- 용례해 → 용자례(用字例)

2. 문장의 내용

(1) ‘2)제자원리로 살펴보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과 예술성’에서 ‘정형화된 활자로는 

한글 제자원리의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필자의 글씨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2)장은 3)~6)장까지의 서론이 아니므로 ‘들어가는 말’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밝혀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 ‘1)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천인지,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철학’ 문장에서 ‘한글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

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른 사람의 인용문을 제시하고 문장을 마쳤습니다. 인용문 제시는 그 인용문을 통해 자

신의 의견을 보다 확고히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자의 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합자의 원리’ 초성과 중성, 종성이 만나 글자를 이루며, 먼저 닿자와 홀자가 만

나고 다시 닿자와 홀자, 받침자가 만나 소리를 내며 문자로서 의미가 생긴다.

→ 용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상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성을 보다 다양하게 연구하시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328 2019 한글날 학술대회

바랍니다.

 “중성은 자운(字韻)한 가운데에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을 이룬다.” → 

 “중성은 자운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음절)을 이룬다.”

『訓民正音解例本』「中聲解」,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4) 오탈자

- 세종은 우리말이 중국 다름 → 중국 말과 다름 

- 용례해 → 용자례(用字例)

2. 문장의 내용

(1) ‘2)제자원리로 살펴보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과 예술성’에서 ‘정형화된 활자로는 

한글 제자원리의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필자의 글씨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2)장은 3)~6)장까지의 서론이 아니므로 ‘들어가는 말’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밝혀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 ‘1)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천인지,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철학’ 문장에서 ‘한글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

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른 사람의 인용문을 제시하고 문장을 마쳤습니다. 인용문 제시는 그 인용문을 통해 자

신의 의견을 보다 확고히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자의 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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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성을 보다 다양하게 연구하시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

김유영
(세종한글사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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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세종한글사랑 회장)

세종한글사랑회는 그 동안 여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전하고자 세종대왕한글 전국휘호대회 및 한글날 기념 서예전시 등의 크고 작은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나름대로 한글 보급 선양에 이바지하며 앞장서 왔다. 그런 의

미에서 오늘 제573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마련된 2019 한글날 학술대회는 

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기게 될 뜻깊고 값진 소중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세종한글사랑회가 이 곳 여주를 중심으로 한글서예활동

을 통해 성취한 다양한 사례와 한글서예를 중심으로 발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온 국민들의 호응과 협조는 물론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

향등을 함께 모색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크게 기대

해 본다.

1. 과학적 문명과 정신적인 문화와 한글의 민족적 자신감

한글과 한글서예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느낀 것이 있다.

원래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한글이라고 불리어지는 한국어의 문자 발명

의 이면에는 언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풍부한 문화적 힘

과 민족적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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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위대한 문명에는 문화적 창의성을 육성했거나 지적 생활을 

부흥시켰거나 물질적 문명과 정신적인 문화를 장려한 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러시아에는 피터대제, 프랑스에는 루이 14세가 있다면 한국에

는 모든 문명을 밝혀서 천지를 조화롭게 한 세종대왕이 있다. 

세종대왕은 역사상 대왕이라 알려진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추앙받는 것은 

무자비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서 세종의 덕이 한국을 밝혀준 인본주의적 업적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한글처럼 그

가 베푼 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2. 한글이 베푼 일상생활의 문명적 풍요

한글처럼 모든 분야에 걸친 세종의 과학적 문명을 살펴보면서 세종을 그리는 마음이 

우표와 지폐에서 보듯이 거리를 다니다 볼 수 있는 많은 주요거리, 학교, 연구소, 문화

회관, 회사, 심지어 조그만 상점까지도 세종이란 이름이 붙어진 간판을 볼 수 있다. 

그것으로 볼 때 세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아가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존경받는 인간

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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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동 세종여주병원 여주시 교동 세종초등학교

 그러나 때로는 세종고물상, 세종다방 등을 볼 때는 너무 무분별함에 안타까움이 절

로 들기도 한다.

3.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원동력, 한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남긴 수많은 업적들 중 특히 한글의 정화된 우아함과 과학

적 일관성 속에서 우리 민족 모두는 인간세종을 존경하며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에

서 한글 창제가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

는 원동력도 한글이라는 우리만의 문자가 있어서 가능하며 길이 남을 우리민족의 자

긍심입니다.

“우리나라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세종대왕우표
만원권지폐(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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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의 감동적인 서문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쓰기를 바라는 인자한 마음이 

언제나 생각하면 감사한 믿음으로 남는다.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있기에 가능한 것

이다.

기미독립선언문(1919.3) 네이버 공개용 폰트 나눔 표어(2014)

4. 한글의 탄생과 각 시대별 서체의 변천

인간이 의사 표현수단으로 발명된 문자는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변천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글창제 이후 지금까지 한글이 변천해 

온 과정은 우리민족 수난사만큼 험난했으며 한자 위주의 사대문화에 짓눌려 한글 본연

의 글꼴을 상실한 채 한자에 어울리도록 사용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서는 아예 한글 

사용마저 말살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며 문자의 실용적 기능은 역사를 담아내고 글씨에 

미감을 더하면서 우리 민족 정서에 맞추어 한글 서예술도 조화롭게 진행되었다.

 한글의 탄생에서 각 서체가 변천하여 발달하여가는 문자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아름

다움을 보여줌으로써 글씨가 갖는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매년 시대별 

서체로 전시하는 한글 서예술로 감동과 품격을 나누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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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어천가2장(1445) 월인천강지곡(1449)
서사상궁 서기이씨 대필 

갈물 이철경(한글서예가) 세종한글사랑회원작품

5. 문화란 인간의 영혼을 담는 질그릇

문화란 인간의 영혼을 담는 질그릇 같다고 생각한다. 질그릇이란 계속 숨 쉬는 그릇

이기 때문이다. 흙을 갈아엎음으로 땅에 힘을 주듯이 문화는 끊임없이 소통과 공유로

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릇 모양이 다양하듯이 우리의 서체도 시대와 함

께 변화하여 다양성 있게 발전을 거듭하며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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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의 감동적인 서문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쓰기를 바라는 인자한 마음이 

언제나 생각하면 감사한 믿음으로 남는다.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있기에 가능한 것

이다.

기미독립선언문(1919.3) 네이버 공개용 폰트 나눔 표어(2014)

4. 한글의 탄생과 각 시대별 서체의 변천

인간이 의사 표현수단으로 발명된 문자는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변천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글창제 이후 지금까지 한글이 변천해 

온 과정은 우리민족 수난사만큼 험난했으며 한자 위주의 사대문화에 짓눌려 한글 본연

의 글꼴을 상실한 채 한자에 어울리도록 사용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서는 아예 한글 

사용마저 말살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며 문자의 실용적 기능은 역사를 담아내고 글씨에 

미감을 더하면서 우리 민족 정서에 맞추어 한글 서예술도 조화롭게 진행되었다.

 한글의 탄생에서 각 서체가 변천하여 발달하여가는 문자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아름

다움을 보여줌으로써 글씨가 갖는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매년 시대별 

서체로 전시하는 한글 서예술로 감동과 품격을 나누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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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어천가2장(1445) 월인천강지곡(1449)
서사상궁 서기이씨 대필 

갈물 이철경(한글서예가) 세종한글사랑회원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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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흙을 갈아엎음으로 땅에 힘을 주듯이 문화는 끊임없이 소통과 공유로

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릇 모양이 다양하듯이 우리의 서체도 시대와 함

께 변화하여 다양성 있게 발전을 거듭하며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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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약을 바르지 않아 숨 쉬는 질그릇

한 민족의 문화가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 건너가 정착되는 현상을 문화 전파라고 한

다. 이렇듯 문화의 강물은 오롯이 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적시며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간다.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으로 한류라는 한국 

문화의 물결이 흐를 때도 한글의 위대함을 생각해야 한다.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고 하얀 화선지에 먹물이 번져가며 잠시 심신을 고요히 하

는 그 과정을 즐기는 시간도 서예의 즐거움이지만 넓은 장소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서예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함께 즐기는 서예체험을 다문화가족 등 많은 관람객들과 

구경이 아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는 시간인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손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을 해 주고 싶었다. 

직접 해 보고 또는 처음으로 해 보는 붓글씨이지만 서로 써 보고자 했다. 

인간의 표현 본능을 자극한 것이다. 하얀 종이에 까만 먹물 자국만으로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붓을 잡는 순간 시간을 잃고 길을 놓치고 모두의 가슴에 번지는 

희열의 순간을 보았다. 성공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붓을 잡고 종이에 

획을 긋는 순간 참여자 모두 몰입하고 있었다. 청춘 남녀든 노인, 어린아이든 길게 펼

쳐진 종이 위에 내키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더러는 쓰고 더러는 그린다. 인간이 갖

고 있는 숨길 수 없는 표현 본능이 대한민국, 또는 사랑해요 등을 우리의 한글로 그

것도 붓으로 써 내려가면 붓이 지나간 자리엔 먹꽃 예술이 피어난다. 먹꽃은 묵향이 

되어 문화의 날개를 달고 산을 넘고 대양을 넘어 주변을 적시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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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릉 한글체험 2015년 영릉 한글 어울림 2016년 영릉 아름다운한글 써주기

6.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동경과 지향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글씨와 글쓰기를 숭상하였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표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린 아이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다가 먹고 그 다음 손에 무언가를 쥐고는 마구 

긋는 것은 긋거나 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인간 본능의 자취라 할 수 있다. 

옛 것을 본받으면서 변동할 줄 알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면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서

예술은 수신이자 학문이며 동양 최고의 오래된 예술이다.

붓글씨는 한국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내려온 우리의 중심문화이다.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예술로서 단순히 기록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회사들의 광고를 보아도 서예

를 본받으려고 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선과 

점의 예술인 서예가 지닌 품격 높은 예술성이 고급제품의 광고나 기업이념에 잘 어울

리기 때문이다. 

서예는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나 품격 높은 상품의 내용과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담을 

수 있는 훌륭한 표현 수단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작업이 편리하게 일반화된 요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듯 시각적

인 변화나 조형미를 더욱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 문화 보존의 희망이다. 

이런 기대와 요구에 부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전통에 바탕을 둔 서체를 활

용하여 전통을 지키며 새로움을 창안하는 법고청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TV 에서 젊은 그래픽디자이너들이 책의 표지나 영화의 광고포스터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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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물결이 흐를 때도 한글의 위대함을 생각해야 한다.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고 하얀 화선지에 먹물이 번져가며 잠시 심신을 고요히 하

는 그 과정을 즐기는 시간도 서예의 즐거움이지만 넓은 장소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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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손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을 해 주고 싶었다. 

직접 해 보고 또는 처음으로 해 보는 붓글씨이지만 서로 써 보고자 했다. 

인간의 표현 본능을 자극한 것이다. 하얀 종이에 까만 먹물 자국만으로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붓을 잡는 순간 시간을 잃고 길을 놓치고 모두의 가슴에 번지는 

희열의 순간을 보았다. 성공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붓을 잡고 종이에 

획을 긋는 순간 참여자 모두 몰입하고 있었다. 청춘 남녀든 노인, 어린아이든 길게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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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2019 한글날 학술대회

면서 제목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서체 개발에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젊은 디자이너는 천으로 싼 나뭇가지들을 먹을 묻혀 듬성듬성 호흡을 맞추며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들의 바탕에는 전통 서예술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적이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동경과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2015년 먹빛누리전 세종한글사랑 행사 체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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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종대왕 영릉이 자리한 여주는 천혜의 고장

한강은 서울을 대한민국의 중심지이자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하는 원천이 되었듯이 

여주는 남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영릉이 자리 잡

고 있어 한글의 도시 여주라는 면모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곳이다.

세종은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위대한 성

군일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능력 때문만은 아니고 오직 백성을 사랑한 어진 왕이었기 

때문이다.

전철이 개통되고 법정공휴일로 재 지정된 한글날행사에 여주를 찾아오는 많은 관람

객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한글의 고장 여주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내국민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

의 체계적인 보급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 세종애민정신

의 숭고한뜻을 이어가며 한글로 이어가는 문명, 문화, 예술로 여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여주시전경 세계문화유산 세종대왕 영릉

8. 한글을 사랑한 마음으로 시작한 전국대회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손으로 글씨 쓰는 행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세계적

으로 인정한 문화인 한글을 서예술로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행사, 세

종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역량 있는 서예인 및 참관인

이 찾아오는 행사로 시작해 어느덧 10주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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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각지에서 한글만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행사로 알려져 있어 먼 지역 참가자들은 

행사전날 여주에서 숙박과 관광을 하는 등 축제 같은 전국행사를 통하여 영릉이 있는 

여주의 방문을 높이는 세종대왕전국한글휘호대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휘호대회 접수광경 2016년 휘호대회(영릉) 2019년 휘호대회(실내체육관)

9.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자세

 

지금 세계는 동아시아권 문자권 고유의 예술인 문자서예를 경이와 신비의 눈으로 바

라보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한글은 만든 사람과 제작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로 

문명 퇴치에 노력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최고의 상을 세종왕상으로 명명할 정도의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년 한글 휘호대회에서 배출되어 보관하고 있는 전국 각 지역 서예인들의 새로운 

작품으로 여주를 알리며 전국 순회 전시 요청을 받은 바, 더 많은 순회전시를 계획하

고 있으나 매년 신출되는 수상자들의 우수작품이나 권위 있는 작가들이 보내온 찬조작

품 등 귀중한 자료들이 마땅히 전시할 곳이 없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시

대별 서체를 전시하면서 우리는 문자와 발전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을 절

실하게 느낀다.

 따라서 세종한글사랑, 문자예술전시관을 준비하여 세종의 얼과 뜻이 깃든 여주를 찾

아준 전국 각 지역 작가들의 한글 서예술 전시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여러 작품을 통하여 고전 속에 현대를 융합시켜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위축되

지 않도록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자세로 세종의 숨결이 깃든 영릉이 있

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 341

는 여주방문을 통하여 각 지역인들이 예술관계를 교류할 수 있는 문화교류전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역사가 생긴 이래로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은 국가의 역사를 지키

고 그 뜻과 의지를 전승할 수 있었던 것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2019년 대회에서 배출된 작품 중 일부

10.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세종한글사랑

온 국민이 한글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세종한글사랑 휘호대회나 한글 문자 전시는 

세종대왕 영릉이 있는 여주이기에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며 세종한글사랑이라는 주제가 

있고 타 지역과는 구분되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물도 있어야 하겠지

만 관심 있게 보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 대중도 있어야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문화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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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서예술 교육과 전시로 소통하며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생

각을 통하여 문화적 전통은 풍부해지며 각 분야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귀중한 자

료들이 영구 보존 전시되어 지속성을 이어가야 한다.

2016여주시평생학습축제 2018세종대왕문화제 2018세종대왕문화제

11.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한 우리의 중심 전통서예문화

서예는 동양최고로 오래된 예술로 붓으로 글씨를 쓰는 과정을 말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예술형식의 하나로서 한국 및 일본에 전래되어 한글을 예술적으로 

종이에 표현하는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정신수양의 내면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며 사회와 뒤쳐져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먹을 갈며 명상하고 붓을 잡으며 자음, 모음 한글

을 한 획씩 호흡하며 수업한 결과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증가일로에 있어 이들에 대한 한글 보급 

선양에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을 느껴 올바른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세종의 한글정신

을 계승하고 있다. 심신을 편안하게하며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세종한글사랑

회에서는 세종의 끊임없는 넉넉한 애민정신을 묵묵히 실천해가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서예정신치유수업,2016) 다문화가족(서예수업,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서예정신치유수업,2018)

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 343

12.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어와 한글

우리나라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성장한나라라고 생각

하면 너무 앞선 생각인 듯하다. 제도는 잘 이식될 수 있고 경제도 빨리 성장할 수 있

지만 지식과 문화는 꾸준히 축적하며 국민의 기량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수 천 자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품

격과 아름다운 언어로 풍부할 수 있다.

세계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를 세계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요즘 줄임말이 유행처럼 번져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

다. 줄인 말은 본말을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는데 무차별하게 줄여 습관적으로 굳어가

는 사회적인 풍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기에 시대에 따라 

바뀔 수는 있으나 개인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풍조가 우리말한글 국어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언어에도 지켜야할 규범이 있어 우리글과 말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학자가 목숨처럼 

아꼈던 한글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고 다듬어 국어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지녀야할 것

이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본다.

세종한글사랑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한글문화예술 봉사에 힘쓰며 한글이 위대

한 문자, 한국의 문자라는 정신을 알리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서예수업(2017) 세종영릉한글날체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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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어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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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주시 문화에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

 

전국한글휘호대회는 이미 전국각지에 참신하고 격조 있는 행사로 알려져 먼 지역참

가자들에게 세종영릉이 있는 여주 방문을 늘리고 그들이 참여한 예술의 힘이 자양분이 

되어 여주시 문화 발전에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세종한글사랑회는 전

국대회를 시작으로 문화재청 주관의 각종 문화예술교육을 받음으로서 휘호대회의 발전

을 더욱 기하고 있다. 매년 치루어지는 전국에서는 유일한 한글만의 행사로 세계적인 

문화예술인 한글을 서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초청

전시와 교류방문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영릉을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 

이며 실용적인 학문과 훌륭한 정치를 통하여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일상을 향

상시키려는 세종한글사랑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2017 효종대왕릉 서예전시 2016 세종대왕릉 재실 서예전시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2017) 문화유산다사랑보존회교육(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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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글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

바른말과 바른 글씨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한다.

이 정신이 모든 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우리 말, 우리 글이 더욱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민족의 자긍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전국행사와 전시교류로 이어가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세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

함이며 거창한 말기술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세종한글사랑회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봉사의 정신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사)한국예총여주지회 세종한글사랑회 (사)한국예총여주지회 세종한글사랑회

맺음말

573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개최된 학술회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창의적인 훌륭한 업적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유익한 자리이다.

또한 세종대왕 숭모제전이 열리고 세종의 숨결이 깃든 여주에 세종대왕 한글박물관

이 설립되길 희망하고, 이를 통해 한글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아가길 바란다. 

각계의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널리 보급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등의 이주민들에게도 쉽게 가르치고 익히며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활동여건 제공 등의 편의를 충분히 지원해나갈 필

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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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에 대한 토론문

유돈석(문화유산다사랑보존회 이사)

제 573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기리는 세종문화재단이 주관한 

학술대회 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누구나 방문하기 수월한 곳입니다. 

특히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을 

다지며 내려온 천년의 도자기로 유명해서 매년 열리는 도자기 축제는 국내 우수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나들이객들에게 성지로 불리우고 있는 세

계문화유산인 영릉을 비롯해 천년고찰 신륵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학산 수목원이나 여주곤충박물관 등 현장학습에 알맞은 관광명소가 즐비해 가족여

행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주는 예부터 진상미로 유명한 쌀농사와 오랜 세월

을 다지며 내려온 천년의 혼을 담은 도자기로 유명해서 매년 열리는 도자기 축제와 오

곡나루 축제는 지역문화를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원의 

야외 공연장은 도자의 진수와 풍성함과 흥겨움으로 시작된 각종 문화행사로 축제를 마

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민족의 위대한 혼이 깃든 한글이 있어 가능한 우리의 문화인 것입

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그 민족의 말과 글이 있는 민족은 크게 흥하고 찬란

한 문화가 있지만 말과 글이 없는 민족은 멸망했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우

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우리말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

어진 훌륭한 한글이 있기에 우리는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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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여주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이 계신 영릉을 가

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세종숭모제전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세종대왕한글휘호대회는 이제 전국에서 관심

과 기대로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가 여주에서 열리고 있

다는 것은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큰 자랑 거리라고 생각하면서 주관해주시는 세종 

한글사랑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일 현장에서 휘호와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신속하고 공정한 일정은 잘 알고 있지만 

먼 거리에서(알기로는 제주, 부산, 함양, 강진 등) 오는 참가자들 대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영릉 일대에는 식당이 없는데 그 많은 참가자와 운영진들의 중식문제는 어떻

게 해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회의 부실성은 없는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한글을 서예술로 알리는 세종대왕 한글 휘호대회에서는 어린이

와 청소년들을 많이 참여시켜 한글 서예술을 장려 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

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전시되었던 조선시대 한글 서체의 아름다움 이라는 기획전

은 우리 한글의 발달과정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문화이지만 여주시와 떨어진 거

리로써 자가운전자 외에는 일반 시민이 관람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여주시 지역에 전시장은 시급한 문제점으로 모든 시민들의 바램이

기도합니다. 세종의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굳이 영릉까지 가지 않더라도 타 지역인이 

여주시에 도착하면 바로 세종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하는 시민을 위한 문화 전시공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기에 문화 전시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해봅

니다.

우리의 바른 글씨를 자주 접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정화된 언어와 올바른 글씨

를 사용하며 예절바른 생활도 익혀나갈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배우는 세종대왕의 감

사가 아니라 우리가 몸소 지켜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대

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을 지닌 국민으로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

도록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60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한글날을 단순 공휴일이 아니고 

구호성 행사가 아니라 소중한 한글날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 실천해가는 마음가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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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에 대한 토론문

유돈석(문화유산다사랑보존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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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누구나 방문하기 수월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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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합니다. 이에 세종대왕 에게 무례할 정도로 무분별한 외래어사용과 인터넷언어 사

용은 올바른 한글보급에 안이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후속조치로 복원과 정비공사 (2017 ~ 

2020)가 한창입니다.

영릉이 조속하게 개방되어 세종대왕님의 업적과 우리민족에게 한글창제는 얼마나 든

든한 역사적 자긍심인지 우리국민 모두가 날마다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늘 참신함으로 전국 참가자들과 관람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대왕 

한글 휘호대회가 여주의 굳건한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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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방안

봉순이
(세종한글문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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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방안

봉순이(세종한글문화포럼 이사장)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세종의 백성을 위한 큰 뜻과 마음이 담긴 한글의 정체성을 디자인을 통하여 제시

하고 한글문화산업을 여주시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여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여주가 한글문화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한다.

◦ 한글과 디자인을 접목한 한글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키고 

시민들에게 한글디자인 도시의 비전을 보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주만의 트렌 

드를 제시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의 새로운 쓰임에 대해 인식하고 한글을 접목한 문화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하며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 여가시간 및 레저 활동의 증가로 매년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문

화관광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 이에 여주가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한글문화도시로 여주를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한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이 고 지속적인 콘텐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한글전담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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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의 개념

문화상품이란 전통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의 결과물로써 생산되는 아이디어 

집 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이며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말한다. 즉 한나라의 진

행중인 역사, 곧 생활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상품 가치로 극대화한 상품으로서, 한마디

로 “한국 고유의 정통성을 지닌 공예품과 일상용품 등 관광객이 방문자에서 구입 또는 

취득 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1996)

이는 고유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기에 그 지역의 함축된 역사, 사상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요소가 적용되어 

정체 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규남,2004)

이처럼 문화상품은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모든 유.무형의  

상품으로 포괄하고 있어 범위가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과 미적 기

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 및 기술집약적 

상품 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선희,2002)

문화 상품에는 그 지역의 특성, 문화, 전통, 의식 등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부여된 상품으로서 새로운 기능이나 이미지의 창출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상품과 구

별되는 차별성을 포함하며, 문화상품이 지니는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은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이장섭)

또한 그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 풍속, 유적 등의 특성을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3. 한글 문양 및 한글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1) 한글문양

한글은 훈민정음의 현대 이름으로, 세종 28년 ‘훈민정음’으로 반포되었으나, 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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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절, 본문, 암클 등으로 속칭되기도 했고, 갑오경장 이후에는 국문으로 불리었다. 

‘한글’이란 이름은 처음 사용한 분이 주시경이며, 1927년 2월부터 조선어학회 회원

들이 발행하는 월간지 이름을 ‘한글’로 정함과 동시에, ‘가갸날’날을 ‘한글날’로 고처 

기념식을 거행함을 계기로 이 이름이 굳어지게 되었다.(국어정책자료집, 문화관광부, 

2004, 24P) 

문양은 ‘문’의 반복에 의해서 구성되는 장식도형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그림의 도

안까지 포함시키는 범위로 지정 정의한다.(디자인공예사전,미술공론사,264-265p) 즉, 

물체나 공상적 물상의 양식화된 형태로서 시대적, 사회적 질서 속에 전개된 조형 단위

라 할 수 있다.(이선화,1991,텍스타일디자인,36p)

위 정의를 종합하여 한글 문양을 한글자음, 한글모음, 글귀, 단어을 활용하여 패턴 

을 만들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 지는 시각디자인을 적용해 물상에 양식화된 형

태를 가리켜서 한글 문양이라고 정의한다.

 2) 한글의 디자인적 특징

모든 디자인에는 형태적 발상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적 동기가 있다. 한글의 디자인

적 동기는 자연과 사람에 있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적 동기는 추출의 근간은 동양 철

학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역학이다. 한글에는 제자, 글자 운용 등에서 태극(太極), 음

양(陰陽). 오행설(五行設) 등 동양철학의 큰 줄기를 배경으로 하는 동양적 우주관과 자

연관을 포함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철학 사상은 역리(易理)에 근거한 우주론과 

천인합일(天人合日)을 이상으로 하는 인간중심 사상으로 요약된다. (안상수, 한재준, 이

용제 편저,‘한글디자인교과서’,안그라픽스.2009).59p

창제 당시의 한글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글자로 만들어 졌다. 한글의 닿자와 홀

자는 조음 위치를 본뜨거나 자연의 모습을 본떠서 간단한 기호로 상징화 했다. 직선과 

사선, 그리고 동글 이응으로 이루어진 네모진 글자체는 당시의 글씨 도구가 붓이었다

는 점에서 보면 기하학적 형태의 한글은 매우 파격적인 디자인이었다. 안상수는 한글

의 형태 구조 분해를 통해서 세로줄기와 가로줄기, 빗금, 동그라미의 네 가지의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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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의 개념

문화상품이란 전통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의 결과물로써 생산되는 아이디어 

집 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이며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말한다. 즉 한나라의 진

행중인 역사, 곧 생활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상품 가치로 극대화한 상품으로서, 한마디

로 “한국 고유의 정통성을 지닌 공예품과 일상용품 등 관광객이 방문자에서 구입 또는 

취득 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1996)

이는 고유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기에 그 지역의 함축된 역사, 사상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요소가 적용되어 

정체 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규남,2004)

이처럼 문화상품은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모든 유.무형의  

상품으로 포괄하고 있어 범위가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과 미적 기

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 및 기술집약적 

상품 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선희,2002)

문화 상품에는 그 지역의 특성, 문화, 전통, 의식 등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부여된 상품으로서 새로운 기능이나 이미지의 창출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상품과 구

별되는 차별성을 포함하며, 문화상품이 지니는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은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이장섭)

또한 그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 풍속, 유적 등의 특성을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3. 한글 문양 및 한글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1) 한글문양

한글은 훈민정음의 현대 이름으로, 세종 28년 ‘훈민정음’으로 반포되었으나, 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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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절, 본문, 암클 등으로 속칭되기도 했고, 갑오경장 이후에는 국문으로 불리었다. 

‘한글’이란 이름은 처음 사용한 분이 주시경이며, 1927년 2월부터 조선어학회 회원

들이 발행하는 월간지 이름을 ‘한글’로 정함과 동시에, ‘가갸날’날을 ‘한글날’로 고처 

기념식을 거행함을 계기로 이 이름이 굳어지게 되었다.(국어정책자료집, 문화관광부, 

2004, 24P) 

문양은 ‘문’의 반복에 의해서 구성되는 장식도형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그림의 도

안까지 포함시키는 범위로 지정 정의한다.(디자인공예사전,미술공론사,264-265p) 즉, 

물체나 공상적 물상의 양식화된 형태로서 시대적, 사회적 질서 속에 전개된 조형 단위

라 할 수 있다.(이선화,1991,텍스타일디자인,36p)

위 정의를 종합하여 한글 문양을 한글자음, 한글모음, 글귀, 단어을 활용하여 패턴 

을 만들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 지는 시각디자인을 적용해 물상에 양식화된 형

태를 가리켜서 한글 문양이라고 정의한다.

 2) 한글의 디자인적 특징

모든 디자인에는 형태적 발상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적 동기가 있다. 한글의 디자인

적 동기는 자연과 사람에 있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적 동기는 추출의 근간은 동양 철

학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역학이다. 한글에는 제자, 글자 운용 등에서 태극(太極), 음

양(陰陽). 오행설(五行設) 등 동양철학의 큰 줄기를 배경으로 하는 동양적 우주관과 자

연관을 포함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철학 사상은 역리(易理)에 근거한 우주론과 

천인합일(天人合日)을 이상으로 하는 인간중심 사상으로 요약된다. (안상수, 한재준, 이

용제 편저,‘한글디자인교과서’,안그라픽스.2009).59p

창제 당시의 한글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글자로 만들어 졌다. 한글의 닿자와 홀

자는 조음 위치를 본뜨거나 자연의 모습을 본떠서 간단한 기호로 상징화 했다. 직선과 

사선, 그리고 동글 이응으로 이루어진 네모진 글자체는 당시의 글씨 도구가 붓이었다

는 점에서 보면 기하학적 형태의 한글은 매우 파격적인 디자인이었다. 안상수는 한글

의 형태 구조 분해를 통해서 세로줄기와 가로줄기, 빗금, 동그라미의 네 가지의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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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때문에 한글이 낱자의 확장이 쉬운 간결한 형태임

과 동시에 그 공간적 특성의 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편

저,‘한글디자인교과서’,안그라픽스.2009).70p,59-60p

3) 한글의 조형적 특성

한글의 구성 방법은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조형미를 갖춘 문자이다.

한글은 ‘∙, ㅡ ,ㅣ ᇫ, ᆷ, ᆼ’ 등의 형태를 지닌 기하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기하학적

으로 도형적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한글의 형태적 조형요소는 합리성, 순수성, 단순

함, 명쾌함 등의 순수 조형미술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한글은 일정한 사각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형 문자이며, 네모, 세모, 원 등 어

떠한 형태 안에서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에서 단순성과 다른 높은 활용 가능

성을 시사한다. 한글을 쓸 경우 좀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문자 디자인이 가능해진다.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유한한 수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이를 조

합하여 쓰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어 내어 문자의 활

용이 매우 효율적이며, 같은 공간에서 다른 문자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적

은 공간만으로도 함축적 의미를 전달해 낼 수 있어 더욱 내재적인 의미가 깊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정진순, ‘한글을 활용한 작품디자인개발’, 한국콘텐츠학회 학 술

논문, 2012),104p

한글의 조형적인 특징은 닿자, 홀자, 받자 등이 개별적으로 분화했을 때 보다 그것들

이 일정한 질서와 구조에 의해서 모아져서 의미를 이룰 때 의미표상으로서 글자꼴이  

조형적인 아름다움에까지 이어진다.(송현, 1985)

1. 한글 문화상품 현황

 

한글문화상품은 2016년 8월 기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 박 

물관 상품숍 입점 상품을 기준으로 분석, 전체 문화상품(11,115건) 중 약 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글문화상품의 51%가 문구사무 상품군, 패션/잡화 26%, 생

활소품 13%, 의류 4%, 기타 6%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활용을 위한 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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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2016),22-23p 

현재 한글문화 상품은 훈민정음 해례 영인본, 미니어처 등 유물 복제품과 소장품을

그대로 디자인으로 사용한 경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해체하여 디자인적 요소로 활

용한 경우, 의미있는 단어나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로 사용한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한글

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립한

글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2016),316p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인, 관련단체, 쇼핑몰, 관련기관, 지자체 등 한글에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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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글문화상품 정책 실행의 일치성, 체계성, 정체성 확립

 - 한글문화상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인, 전문단체 및 관련기관, 산학 협력 

체 계 구축

 - 단기계획, 장기계획을 통한 지속가능 실행 지원 체계 구축

 - 효율적인 한글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한글 전담 행정체계 필요, 지속적 연구 지원 

3. 한글문화 콘텐츠개발 및 상품개발

 - 차별화된 여주만의 한글문화제 및 한글관련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 지속가능한 한글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

 - 세계인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 설치 

 - 세종대왕이 즐겨 드셨던 건강 밥상, 약선 음식 개발을 통한 먹거리 상품화

 - 한글마을을 조성해 관광투어 코스 상품화

 - 다양한 분야와 소재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 문화상품 개발

4. 한글관련 문화상품 마케팅 전략 마련

 - 온라인 오프라인 활용

 - 안테나 샵을 통해 관련 상품관이나 문화 공간에 입점 및 행사 참여를 통해 홍보

 - 미디어 영상 제작을 통해 적극적 홍보

5. 한글관련 인프라 및 기업, 연구소 유치 및 설치

 - 한글관련 예술인 및 기업인 유치 및 협업

 - 한글관련 박물관 및 체험박물관 유치 및 협업

 - 폰트 및 브랜딩 관련 인적자원 확보

 - 한글문화산업센터 및 연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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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글 응용 문화상품 사례

◉ 문구사무

◉ 패션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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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 의류

 ◉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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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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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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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개최 “한사랑 한글작품전” 전시작

정희종 박광연

오미영 박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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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선 봉순이

문찬석 구청미

김현순 김해숙

한글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방안 375

권이정 이재훈

구영숙 김경후

Ⅴ. 맺음말 

한글의 쓰임은 과거의 고정관념인 언어로서의 기능에서 탈퇴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다채로운 소재들과 디자인 되어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을 살려 자.모음을 불리하거나 모아쓰기, 흘림표기, 직석, 사선, 동굴표기 

등 표현의 장을 확대해 가며 평면에서 입체 표현이 가능한 소재 및 요소로 확대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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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표현의 장을 확대해 가며 평면에서 입체 표현이 가능한 소재 및 요소로 확대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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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그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문구를 사용하여 디자인되고 다

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고 거리에 간판, 로고들이 최근 독특한 한

글 표기등 영화나 포스터에도 아름다운 글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에 대한 인식

이 새롭게 변화 되고 쓰이고 있다. 

또한 한글이 가진 창의성과 산업적 기능성을 알고 다양한 분야에 디자이너, 예술인, 

관련단체, 지자체 등 관심을 갖고 한글을 접목하고 디자인해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사 용하며 브랜드화를 하고 있다.

이에 한글의 언어적 우수성과 미적 아름다운 가치를 알고 여주만의 차별적 정체성을 

가 진 한글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고 여주를 한글관광산업으로 활

성화 시 켜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한글은 우리만의 고유 문화자산이다.

특히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한글을 통해 여주가 디자인되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한글도시로 재탄생 되어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정체성이 살아있

고 일상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글문화 도시로 거듭나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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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 상품 개발과 공모전, 

그리고 차세대 여주시민들의 먹거리 개발에 관한 제언」

정민세(해밀공방 대표)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는 지역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미지를 좋게 하여 

지역을 알리는 지역의 아이템들이 있다. 영광엔 굴비, 전주엔 비빔밥, 속초엔 오징어, 

보령의 머드축제 등등. 그리고 그 아이템들은 국민적인 홍보로 자리를 잡으며 때마다 

그 기간마다 전국 혹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관광문화 산업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

며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주에도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 여주는 쌀, 고구마, 땅콩, 도자기 등의 아이템이 있

으나, 쌀은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브랜드가 생길 만큼 다양화 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름

까지 엇비슷하여 독특함과 지역 이미지를 만들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구마, 땅콩 등도 마찬가지이며 지역의 관광 자원들로 ‘여주’하면 떠오르는 곳은 없다

시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지역은 산업은 어떠한가? 

얼마 전,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이천시’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에서는 반도체의 

고장으로의 이천을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주는 알릴 수 있는 산업으로 도자기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주고 있었으나 점차 도자 산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 위상마저 이

천에 많이 내어주어 요즘은 ‘도자기의 고장’하면 대부분 이천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현재 여주 내에서 도자기 산업의 가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하기 어

려울 정도로 쇄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주를 알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의 차

세대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무엇이 있을까? 다른 

지역에서 뺏어가려 해도 절대로 뺏을 수 없고, 모방하려 해도 모방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아이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재료는, 여주가 세종 대왕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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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근거로 세종 대왕님의 애민정신이 스며있는 한글의 고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여주만의 유산이 있다. 그러나 전 국민 중, 세종 대

왕님이 여주에 잠들어계신다는 것을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떠한 근거로 한

글이 여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의 아이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아는 국민

이 몇이나 있을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는 여주 시민조차 얼마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글은 그 자체로 기초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으며 변화무쌍한 범용성이 있고,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콘텐츠이면서 역량 있는 디자이너의 손을 통하면 변화무쌍한 아

이디어 상품이 될 수 있는, 세종 대왕님께서 여주에 하사하신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실은 한글, 세종 대왕님과 아무런 관계도, 연결 고리도 미약한 지역에서 한글을 

자신들의 지역 대표 이미지로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주시에서는 어떠한가? 그런 소중한 콘텐츠, 타 지역에선 가질 수도 없는 귀한 콘

텐츠를 소유했으면서도 그것을 알리거나 그에 관한 발전을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한글이 있어도 역량 있는 작가와 디자이너들의 참여가 없으면, 세계

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스레 한글을 통

한 상품과 작품을 개발하도록 지난 몇 년간 세종한글포럼이 진행했던 비영리사업이 

‘한글 디자인 공모전’이었다. 참여할 수 있는 범위나 예술의 영역도 제한이 없이 전국

의 역량 있는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통

해 여주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한글의 변용 가능함 속에 있는 조형물들의 독창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 개발 모임을 통해 뜻있는 

작가들의 협업을 이루어 2018년, 한 해 동안 한글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

면서 한글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확인 했으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

이 생겨났다. 그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와 제품 개발이 그저 개발 단계에

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여주시’에 제언한다. 한글 디자인 공모전과 한글 문화 상품 개발에 

이제는 관이 힘을 보태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단기적인 결과물에 목매지 말고 10

년, 20년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고착화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

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목표, 여주를 한글의 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디자이너와 예술 작가들이 한글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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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품을 만들어 내면, 그 결과물들을 지역의 다양한 부분에 접목시켜 여주의 곳곳에, 

여주 시민들의 삶 곳곳에 한글과 세종 대왕님의 이미지가 스며들도록 하여 향후 10년, 

20년 뒤에 ‘한글의 고장’하면 바로 여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낙후되어 

가는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역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관이 나

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더 이상 민간이 발전시켜온 사업을 위해 민간인들이 관

을 찾아가 지원해달라고 사정하도록 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관이 나서서 민간단체를 찾아 나서길 바란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관이기에,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여주를 살아

가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부

탁과 제언을 하는 바이다. 

이미 세종한글포럼은 매년 회원 작가님들의 한글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벌써 

3회째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을 못 하였다) 세종 한글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여주의 전국적인 홍보와, 공모전실행의 노하우와 작가의 데이터, 

작품의 사용 권한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 관의 손을 잡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정 여주를 위하고, 여주 시민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여주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알았다면, 그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과 제언을 드리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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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협업을 이루어 2018년, 한 해 동안 한글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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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겨났다. 그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와 제품 개발이 그저 개발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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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나는 ‘여주시’에 제언한다. 한글 디자인 공모전과 한글 문화 상품 개발에 

이제는 관이 힘을 보태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단기적인 결과물에 목매지 말고 10

년, 20년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고착화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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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디자이너와 예술 작가들이 한글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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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품을 만들어 내면, 그 결과물들을 지역의 다양한 부분에 접목시켜 여주의 곳곳에, 

여주 시민들의 삶 곳곳에 한글과 세종 대왕님의 이미지가 스며들도록 하여 향후 10년, 

20년 뒤에 ‘한글의 고장’하면 바로 여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낙후되어 

가는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역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관이 나

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더 이상 민간이 발전시켜온 사업을 위해 민간인들이 관

을 찾아가 지원해달라고 사정하도록 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관이 나서서 민간단체를 찾아 나서길 바란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관이기에,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여주를 살아

가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부

탁과 제언을 하는 바이다. 

이미 세종한글포럼은 매년 회원 작가님들의 한글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벌써 

3회째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을 못 하였다) 세종 한글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여주의 전국적인 홍보와, 공모전실행의 노하우와 작가의 데이터, 

작품의 사용 권한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 관의 손을 잡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정 여주를 위하고, 여주 시민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여주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알았다면, 그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과 제언을 드리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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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독한 불균형의 시대다. 현재 지구는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120억 인구가 먹고

도 남을 식량을 생산한다. 그런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쓴 유엔 

최초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는 이렇게 절규한다.

“나는 5초마다 아이 하나가 굶어 죽는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등 몇몇 나라에서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다 죽어간다. 현존

인구에 거의 두 배가 먹을 식량이 생산되는데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장 지글러는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야만적인 자본주의 시

스템, 무소불위의 사유재산 개념이 만들어놓은 덫’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으로 범위를 좁혀보자. 현재 한국에선 기아에 허덕이다 굶어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불평등이 굶어죽게 하는 경우는 있다. 

2019년 7월 31일 한 달 만에 아사자(餓死者)로 발견된 탈북민 모자가 그런 경우다.1) 

굶어죽는 경우까지는 아니라도, 소득불균형이 삶의 질을 떨어뜨려 많은 정신적인 질병

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예술인이다. 

1) <배곯는 모자를 우리는 방치했다>기사 참고, 시사IN 624호. 2019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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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나 춤, 그림이나 문학 등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른다. 배가 등가죽에 가서 붙

었는데 무슨 예술타령이냐, 하고 사람들은 타박한다. 예술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

이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하는 것처럼 치부한다. 그런데 실제를 들여다  보

면 그 반대다. 현재 우리나라 수많은 예술가들은 몹시 배가 고프다. 연간 수입이 300

만원도 안 되는 예술가들이 대부분이니 배가 등가죽에 가서 붙은 이들이 예술을 하는 

셈이다. 

이유는 생산적인 예술이 되지 못해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

되는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했다.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을 자

극’하는 요소로 개념화한 말이다. 기본 삶이 보장될 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기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자신감은 당연히 의미 있는 생산력으로 치

환된다. 보편복지가 생산력을 추동하는 생산적 복지가 되는 것처럼 보편복지는 또한 

예술생산을 자극한다. 다양하게 생산된 예술은 또 생산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예술을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다. 예술은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 생산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그렇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민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자본소득은 끝없이 증

가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분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면 자

본소득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 분배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땅, 건물, 동산 등 자본이 무지막지하게 늘려가는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위험해 질 수 있다. 

소득불균형은 국민들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아무리 노동 강도를 올려도 소득불균형

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문화를 고급화하는 예술가들이 가장 위

기상황에 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예술가의 활동이 적절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사

회 전체가 그 문화예술을 행복하게 소비할 때 삶은 아름다워진다. 물론 소비는 한 사

회가 얻은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불평등은 불안정성을 부

르고,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사회가 붕괴하는데 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세종이다. 세종은 백성의 보편복지를 

위해 평생 노심초사한 인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인 ‘한글’도 세종의 보

편복지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물론 그 뿌리는 ‘애민’이었다. 

이 글은 세종의 ‘애민사상’을 공자의 ‘균무빈’사상과 연결시키고, 위대한 창조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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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세종의 이러한 문화예술관을 지금 

여주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공자의 균무빈(均無貧)과 세종의 애민사상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현모 교수는 세종을 호학군주이며 토론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문과 과학, 음운론까지 다방면 식견을 갖춘 팔방미인형 지식인이며 성군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2) 

‘배움을 좋아하는’ 호학은 공자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한 말이다. 공자는 이런 말

까지 한다. 

“열 집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도 반드시 나처럼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호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

者焉, 不如丘之好學也. 논어, 옹야편)

공자는 겸손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논어 전편을 통해서 호학은 

끊임없이 변주 된다. 사실 논어는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책이라고 봐도 과

언이 아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논어』를 끼고 살았다고 한다. 한글을 창제하고 언해본을 만들 

때 불경과 함께 논어언해를 가장 먼저 만들 정도로 논어에 대한 애착이 컸다. 논어를 

읽고 또 읽으면서 공자는 자연스럽게 호학하는 군주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논어는 공자의 정치철학이 담긴 책이다. 공자의 정치철학은 ‘예악정치’또는 인

정(仁政)으로 개념화 된다. 제자들이 인(仁)에 대해 질문하면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또는 ‘사람을 아는 것’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

는 것’ 등 다양하게 대답한다. 제자 번지가 질문했을 때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자의 인 사상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 드러난 말이 ‘균무빈(均無

2) 박현모, <주간동아> 2019.1.17. 『정조평전』 출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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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다. 보편복지가 생산력을 추동하는 생산적 복지가 되는 것처럼 보편복지는 또한 

예술생산을 자극한다. 다양하게 생산된 예술은 또 생산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예술을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다. 예술은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 생산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그렇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민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자본소득은 끝없이 증

가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분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면 자

본소득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 분배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땅, 건물, 동산 등 자본이 무지막지하게 늘려가는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위험해 질 수 있다. 

소득불균형은 국민들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아무리 노동 강도를 올려도 소득불균형

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문화를 고급화하는 예술가들이 가장 위

기상황에 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예술가의 활동이 적절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사

회 전체가 그 문화예술을 행복하게 소비할 때 삶은 아름다워진다. 물론 소비는 한 사

회가 얻은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불평등은 불안정성을 부

르고,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사회가 붕괴하는데 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세종이다. 세종은 백성의 보편복지를 

위해 평생 노심초사한 인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인 ‘한글’도 세종의 보

편복지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물론 그 뿌리는 ‘애민’이었다. 

이 글은 세종의 ‘애민사상’을 공자의 ‘균무빈’사상과 연결시키고, 위대한 창조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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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세종의 이러한 문화예술관을 지금 

여주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공자의 균무빈(均無貧)과 세종의 애민사상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현모 교수는 세종을 호학군주이며 토론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문과 과학, 음운론까지 다방면 식견을 갖춘 팔방미인형 지식인이며 성군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2) 

‘배움을 좋아하는’ 호학은 공자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한 말이다. 공자는 이런 말

까지 한다. 

“열 집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도 반드시 나처럼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호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

者焉, 不如丘之好學也. 논어, 옹야편)

공자는 겸손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논어 전편을 통해서 호학은 

끊임없이 변주 된다. 사실 논어는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책이라고 봐도 과

언이 아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논어』를 끼고 살았다고 한다. 한글을 창제하고 언해본을 만들 

때 불경과 함께 논어언해를 가장 먼저 만들 정도로 논어에 대한 애착이 컸다. 논어를 

읽고 또 읽으면서 공자는 자연스럽게 호학하는 군주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논어는 공자의 정치철학이 담긴 책이다. 공자의 정치철학은 ‘예악정치’또는 인

정(仁政)으로 개념화 된다. 제자들이 인(仁)에 대해 질문하면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또는 ‘사람을 아는 것’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

는 것’ 등 다양하게 대답한다. 제자 번지가 질문했을 때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자의 인 사상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 드러난 말이 ‘균무빈(均無

2) 박현모, <주간동아> 2019.1.17. 『정조평전』 출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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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걸 근심해야 하며, 가난을 

근심하지 말고 불안을 근심해야 한다. 무릇 고르면 가난이 없고 조화되면 적지 않으며 평

안하면 기울어지지 않는다.” (子曰,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化無寡, 安無傾. <논어> 계씨편)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 군주들은 ‘더 많이, 더 넓게’를 추구했다. 영토 확장과 백

성 늘리기와 재산 축적이 군주들의 지상과제였다. 현재 자본이 추구하는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이때 공자는 제동을 건다. 끊임없이 ‘더, 더’를 추구하면 사람은 불

안해지고 평화가 깨지며 결국은 망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고 평

화를 가져오는 해법으로 ‘고르게 하는 일’을 제시한다. 고르게 하면 불안의 원인인 가

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균무빈’이다. 당시 군주들은 공자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논어를 탐독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했다. 세종은 1421

년, 호조에 이런 명령을 내린다.

“장마가 너무 심하여 쌀값이 치솟아 비싸니 백성의 생계가 근심스럽다. 그 군량(軍糧)의 

묵은 쌀 1만석으로써 민간의 저화(楮貨)를 사서 가난한 이에게 먼저 지급하라.”3)

 

군량을 풀어 가난한 백성을 먹이라는 어명이다. 군량이 무엇인가? 전쟁을 위해 비

축해 둔 것이니 영토를 확장하려는 군주는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종이 

어떤 내면을 가진 임금인지 잘 드러나는 명령이다. 더구나 쌀을 그냥 주지 않고 민간

의 저화를 사서 주라는 말은 몹시 친절하다. 집집마다 필요한 물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을 검색해보면 ‘가난’과 관련한 기사가 128개나 뜬다. 집이 가난하여 혼인

하지 못하는 남녀가 있으면 친척은 물론 가까운 동네 사람들도 재물을 나눠 혼인할 수 

있게 하라는 어명도 있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은 실록 곳곳에 기록되

어 있는데, 그 뿌리는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현실정치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2권, 세종3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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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무빈 사상은 20세기 초 중국의 양계초(梁啓超·1873~1929), 현대 영국의 가이 스

탠딩으로 이어진다. 양계초는 불교의 자비, 유교의 ‘균무빈 · 화무과’(均無貧·和無寡: 평

등한 분배의 이상), 도교의 지족(知足) 사상만이 세계를 서구식 폭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이었다.4) 

가이 스탠딩은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공자의 균무

빈을 얘기한다.5) 

세종은 또한 토론의 달인이기도 했다. 토론이 왜 중요한가? 토론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창조적인 마찰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글을 보자. 

<그는 회의를 하면 꼭 싸움을 붙였다. 창조적 마찰을 조장한 것이다. 사용한 방법은 ‘견

광지(絹狂止)’였다. 견은 ‘하지 말자’라는 뜻이 있다. 반대라는 것이다. 광은 ‘해보자’라는 뜻

이 있다. 찬성이라는 말이다. 둘 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지는 ‘잠깐 쉬어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 경연에서 고위 관료들은 대체로 “아니 되옵니다”를 외쳤다. 집현전 학자들

은 “해 봅시다”라고 우겼다. 세종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된다고 하는

지, 그리고 왜 해볼 만하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할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했다.>6)

이홍 교수는 이것을 ‘창조적 마찰’이라고 말했다. A와 B가 부딪쳐 C를 만들어낼 때 

창조적이라고 한다. C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내는 한 걸음일 가능성이 높다. 

공자도 제자들과 토론을 즐겼다. 때로는 제자의 논리에 밀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아인데 세종에게는 고약해(高若海 ․ 1377-1443)가 있었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사헌부에서 이중위(李中位)가 본처를 소박(疎薄)한 죄를 핵문(劾問)하기를 청하니, 임

금이 말하기를, 

4)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박노자 / 작성자 김갈맥’에서 재인용.

5)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창비

6) 이홍(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창조습관으로 10년 후를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 중에서. 2015년 
1.15) [출처] 세종과 관련된 분석|작성자 G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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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걸 근심해야 하며, 가난을 

근심하지 말고 불안을 근심해야 한다. 무릇 고르면 가난이 없고 조화되면 적지 않으며 평

안하면 기울어지지 않는다.” (子曰,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化無寡, 安無傾. <논어> 계씨편)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 군주들은 ‘더 많이, 더 넓게’를 추구했다. 영토 확장과 백

성 늘리기와 재산 축적이 군주들의 지상과제였다. 현재 자본이 추구하는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이때 공자는 제동을 건다. 끊임없이 ‘더, 더’를 추구하면 사람은 불

안해지고 평화가 깨지며 결국은 망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고 평

화를 가져오는 해법으로 ‘고르게 하는 일’을 제시한다. 고르게 하면 불안의 원인인 가

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균무빈’이다. 당시 군주들은 공자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논어를 탐독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했다. 세종은 1421

년, 호조에 이런 명령을 내린다.

“장마가 너무 심하여 쌀값이 치솟아 비싸니 백성의 생계가 근심스럽다. 그 군량(軍糧)의 

묵은 쌀 1만석으로써 민간의 저화(楮貨)를 사서 가난한 이에게 먼저 지급하라.”3)

 

군량을 풀어 가난한 백성을 먹이라는 어명이다. 군량이 무엇인가? 전쟁을 위해 비

축해 둔 것이니 영토를 확장하려는 군주는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종이 

어떤 내면을 가진 임금인지 잘 드러나는 명령이다. 더구나 쌀을 그냥 주지 않고 민간

의 저화를 사서 주라는 말은 몹시 친절하다. 집집마다 필요한 물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을 검색해보면 ‘가난’과 관련한 기사가 128개나 뜬다. 집이 가난하여 혼인

하지 못하는 남녀가 있으면 친척은 물론 가까운 동네 사람들도 재물을 나눠 혼인할 수 

있게 하라는 어명도 있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은 실록 곳곳에 기록되

어 있는데, 그 뿌리는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현실정치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2권, 세종3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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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분배의 이상), 도교의 지족(知足) 사상만이 세계를 서구식 폭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이었다.4) 

가이 스탠딩은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공자의 균무

빈을 얘기한다.5) 

세종은 또한 토론의 달인이기도 했다. 토론이 왜 중요한가? 토론은 일방적인 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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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공자와 자사(子思)도 다 아내를 내보냈으나, 그 까닭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유

(先儒)들이 충후(忠厚)한 처사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한때의 분노와 자질구레한 

일로써 그 아내를 소박하고, 그리하여 담당 관사(官司)에서는 죄다 핵문(劾問)하여 부부(夫

婦) 사이의 은미(隱微)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폭로하니, 정사를 하는 체통에 어떠하겠는가."

하니, 지사간(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말하기를, 

"본처와 첩이 순서가 있으면 가도(家道)가 바로 서고, 순서를 잃으면 가도는 문란하여집

니다. 첩으로 주장을 삼고 본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따지어야 합니다.">7)

 

세종은 토론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고약해를 두고 “아이고 고약해, 고약해.”라

고 머리를 흔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논리를 충분히 펴도록 할 때 창조적인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을 세종은 잘 알았다. 오늘 발제도 창조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동

기가 되기를 필자는 바란다. 

3. 한글과 보편적 문화향유권

세종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 가운데서도 가장 찬란한 것이 한글창제다. 한글은 과학

적이며 철학적인 문자라고 세계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극찬한다. 특히 시카고대 교수 

제임스 멕콜리(J.D.McCawley)는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한국인들이 1440년대에 이룬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어학적 수준에서 보아도 그들이 

창조한 문자체계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다.”8)

맥콜리 교수가 자기 집 거실에 세종대왕 사진을 걸어놓고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도 있다. 언어학자로서 세계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셈이다. 한글에 대한 감동과 극찬을 모아 얘기하다

7)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오 3번째 기사 1425년 

8) 별공의 블로그 <인류 신문명의 놀라운 비젼과 대변혁 이야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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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다. 

 

나는 한글이 가진 또 하나의 위대한 측면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시각에

서 보고 싶다. 언어가 무엇인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조

건이기도 하다. 세종은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훈민정음 어제서문(御製序文)을 

보도록 하자. 

<나․랏:말․미
中國․귁․에달․아
文문字․와․로서르․디아․니․
이런젼․․로어․린百․姓․․이니르․고․져․․배이․셔․도
․:내제․․들시․러펴․디:몯․노․미하․니․라
․내․이․爲․윙․․야:어엿․비너․겨
․새․로․스․믈여․듧字․․․노․니
:사:마․다:․:수․니․겨․날․로․․메便뼌安․킈․고․져․미니․라>

 

소리 내는 말과 그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달라 서로 통할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을 일반

백성으로 본 것이 세종의 훌륭함이다. 한자를 배운 귀족은 문자를 권력으로 삼았다. 

“이런 무식한 놈들!”하면서 문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귀족들은 쉬운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게 된다.

귀족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새 글자를 만든 까닭이 어제서문에서 밑줄 친 부

분이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마음대로 표

현하지 못하는 놈이 많다.”

탁월한 공감력이다. 제왕으로서 일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대궐 현판에 붙어 있는 어진 정치라는 ‘인정(仁政)’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음’이 인의 

출발이지만 ‘남이 아파하는 것을 공감함’ 또한 인의 다른 이름이다. 

백성들 말문을 틔워주는 건 독재자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열린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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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를 채우려 든다. 그런데 세종은 양반들 권력의 도구였던 문자를 대중화하였다. 

누구나 쉽게 문자를 익히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 것이다. 

쉬운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이제 일반 백성들도 고급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이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불경, 논어, 맹자 같은 경전을 가

장 먼저 언해 한 까닭이 거기 있다. 

<논어>는 조선 선비들이 성인으로 떠받들었던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그 경

전을 무지렁이 백성들이 ‘언문’으로 읽는다니!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양반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 

 

논어언해 표지 논어언해, 계씨편 1장 ‘균무빈’장

(사진 출처. 다음 카페, <청석헌의 아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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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종은 보편성을 추구했다. 인간이 제도화한 신분을 넘어 본래 위아래가 없

이 평등한 인간세상. 세종이 추구한 사회는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공자가 추구한 세상

도 그랬다. 모두가 고르게 행복하고 다함께 평화로운 대동세상. 하지만 소유물이 생겨

나고 소유물이 편중되면서 권력자가 발생하고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고착화된다.

권력자는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만들고 실천한다. 한번 지

배구조가 완성되면 좀처럼 깨지기 어렵다. 문자습득 유무도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 

세종이 ‘누구나 쉽게 익히고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 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문자가 만들어가는 문화를 모든 백성이 다 같

이 누리도록 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 부르고 싶다. 

4. 여주시의 보편적 문화향유권

그렇다면 여주시는 보편적인 문화향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여주는 세종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세종이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의 친가가 있던 곳이

기도 하다. 그야말로 세종과 인연이 가장 깊은 도시라고 할만하다. 

‘세종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여주시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먼저 시민들이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는 그것을 ‘문화수당’으로 제안을 해

보고 싶다. 

문화수당은 말 그대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수당이다. 수당이란 기본급외 에 

특별하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금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

리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문화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너스를 지급하

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거의 유일하다. 신문 [헤럴드 경제]는 <이탈리아도 청년수당 63

만원, 18세 시민 57만 명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이탈리아도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만 18

세를 맞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500유로(약 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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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를 채우려 든다. 그런데 세종은 양반들 권력의 도구였던 문자를 대중화하였다. 

누구나 쉽게 문자를 익히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 것이다. 

쉬운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이제 일반 백성들도 고급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이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불경, 논어, 맹자 같은 경전을 가

장 먼저 언해 한 까닭이 거기 있다. 

<논어>는 조선 선비들이 성인으로 떠받들었던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그 경

전을 무지렁이 백성들이 ‘언문’으로 읽는다니!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양반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 

 

논어언해 표지 논어언해, 계씨편 1장 ‘균무빈’장

(사진 출처. 다음 카페, <청석헌의 아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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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종은 보편성을 추구했다. 인간이 제도화한 신분을 넘어 본래 위아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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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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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문자가 만들어가는 문화를 모든 백성이 다 같

이 누리도록 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 부르고 싶다. 

4. 여주시의 보편적 문화향유권

그렇다면 여주시는 보편적인 문화향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여주는 세종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세종이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의 친가가 있던 곳이

기도 하다. 그야말로 세종과 인연이 가장 깊은 도시라고 할만하다. 

‘세종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여주시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먼저 시민들이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는 그것을 ‘문화수당’으로 제안을 해

보고 싶다. 

문화수당은 말 그대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수당이다. 수당이란 기본급외 에 

특별하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금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

리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문화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너스를 지급하

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거의 유일하다. 신문 [헤럴드 경제]는 <이탈리아도 청년수당 63

만원, 18세 시민 57만 명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이탈리아도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만 18

세를 맞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500유로(약 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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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을 나눠 준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18app’이라는 이름 아

래 18세가 된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500유로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급되며 내년 말까지 극장과 박물관 입장권, 전시

나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정부 예산 2억9000만 유로(약 3675억원)가 책정된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57만

4000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18세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24일자)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사진과 함께 문화수당 지급 홍보물을 만들었다. 

이탈리아 Cultural bonus 대한민국 여주문화수당

(사진출처. 좌, 블로그 <온고을 장목사의 말씀묵상과 樂書의 記錄> 우, 뉴시스 2019.7.23. 일자.) 

‘컬튜럴 보너스(Cultural Bonus)’라는 이름을 달았으니 청년수당이라기 보다는 문화

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용처도 제한했으니 더욱 그렇다. 

내가 제안하는 문화수당은 이탈리아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다. 문화는 사람의 ‘생활양식’에 해당하므로 문화수당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

든 상황에 소비가 가능하다. 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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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수당이름 여주문화수당

금액 월 1만원, 연 12만원

지급대상 여주시민 전체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예산 약132억

(여주시 전체예산의 

 약1.62%)

지급시기 분기별 3만원씩 지급(1월, 4월, 7월, 10월)

통장 계좌이체

* 10세 이하는 보호자 1명을 

지정하여 입금.

사용처 의식주 등 모든 생활에 가능

재원 

2020년 단기

-인상되는 지방소비세(현15%에서 2020년에  21%로 

인상.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는 논의

사용 후기

작성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 연말에 우수 후기 선정

여주시민을 11만 명으로 보면 문화수당으로 연간 예산이 13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금액을 단순 계산으로 보면 여주시 전체 예산 8000억의 약 1.62%에 해당한다. 의

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액수이다. 다만 문제는 이 문화수당이 그럴만한 가

치가 있는 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수당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 같다. 

* 김여주씨 네 (5인 가족 : 80대 할머니, 50대 김여주씨 부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 할머니는 특별히 쓸 곳을 찾지 못해 12만원을 통장에 고스란히 모았다.

- 김여주씨 부부는 가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오페라(로얄석, 8만원)를 보고, 

전당 내에 있는 레스토랑 모차르트에서 저녁식사를 했다.(식사비용, 총 7만원). 연간 

문화수당으로 받은 12만원, 부부합산 24만원에서 각각 5천 원씩 1만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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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을 나눠 준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18app’이라는 이름 아

래 18세가 된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500유로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급되며 내년 말까지 극장과 박물관 입장권, 전시

나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정부 예산 2억9000만 유로(약 3675억원)가 책정된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57만

4000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18세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24일자)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사진과 함께 문화수당 지급 홍보물을 만들었다. 

이탈리아 Cultural bonus 대한민국 여주문화수당

(사진출처. 좌, 블로그 <온고을 장목사의 말씀묵상과 樂書의 記錄> 우, 뉴시스 2019.7.23. 일자.) 

‘컬튜럴 보너스(Cultural Bonus)’라는 이름을 달았으니 청년수당이라기 보다는 문화

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용처도 제한했으니 더욱 그렇다. 

내가 제안하는 문화수당은 이탈리아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다. 문화는 사람의 ‘생활양식’에 해당하므로 문화수당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

든 상황에 소비가 가능하다. 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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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수당이름 여주문화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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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분기별 3만원씩 지급(1월, 4월, 7월, 10월)

통장 계좌이체

* 10세 이하는 보호자 1명을 

지정하여 입금.

사용처 의식주 등 모든 생활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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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는 논의

사용 후기

작성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 연말에 우수 후기 선정

여주시민을 11만 명으로 보면 문화수당으로 연간 예산이 13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금액을 단순 계산으로 보면 여주시 전체 예산 8000억의 약 1.62%에 해당한다. 의

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액수이다. 다만 문제는 이 문화수당이 그럴만한 가

치가 있는 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수당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 같다. 

* 김여주씨 네 (5인 가족 : 80대 할머니, 50대 김여주씨 부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 할머니는 특별히 쓸 곳을 찾지 못해 12만원을 통장에 고스란히 모았다.

- 김여주씨 부부는 가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오페라(로얄석, 8만원)를 보고, 

전당 내에 있는 레스토랑 모차르트에서 저녁식사를 했다.(식사비용, 총 7만원). 연간 

문화수당으로 받은 12만원, 부부합산 24만원에서 각각 5천 원씩 1만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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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아들은 평소 사고 싶었던 음반을 망설임 없이 샀다. 

- 고등학생 딸은 떡볶이를 사 먹고, 노래방도 가고, 머리핀도 사고, 돈이 입금되자마

자 다 썼다. 엄마 눈치 볼 것 없이 내 권리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 최린씨 네 (4인 가족, : 30대 최린씨 부부, 초등학교 2학년 딸, 유치원생 아들)

- 최린씨 부부는 아이들 용으로 나오는 문화수당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논의 

끝에 유니세프 아동유엔기금에 월 2만원씩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다. 분쟁지역 어

린이 약 20명에게 영양실조치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부부는 아들 딸 

이름으로 후원약정을 쓰고 나니 가슴이 뿌듯했다. 

- 부부에게 각각 나오는 문화수당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자금

으로 착착 모아 나가고 있다. 

* 이미정씨 (1인 가족)

- 이미정씨는 27살 여성이다. 직장이 여주에 있어 혼자 자취를 한다. 문화수당을 받

는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밥도 사고 술도 사라고 아우성이다. 졸리

다  못해 한번 거하게 저녁을 샀더니 일 년치 문화수당보다 더 나왔다. 괜히 문화

수당 받는다고 툴툴거렸더니, 친구들은 호강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퉁을 준다. 

한 친구는 여주로 이사를 올까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말했다.

* 여강밴드 (5인조)

- 여강밴드는 결성 된지 6년차 5인조 밴드인데 연습실 마련에 늘 골머리를 앓는다. 

여주 한글시장 옆 지하에 얻은 연습실은 월세가 30만원, 전기세 등 관리비가 월 

5만원쯤 나온다. 아쉬운 대로 맴버들 문화수당을 다 합치면 월 5만원이 되어 관리

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 문화수당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날 신이 나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몇몇 사람들 문화수당 사용을 예상해 봤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

이 있어 천차만별 사용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문화수당을 사용한 후기들을 여

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12월에 후기들 중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글을 뽑아 시상을 한다거나 흥겨운 잔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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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후기들은 문화수당을 어떤 방향으로 정착시켜나가면 좋을

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정책은 과감하게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더구나 문화수당은 

어디로 세는 돈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민이 쓰는 돈이다. 선순환이 된다면 여주를 중심

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경제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다. 사용처도 크게 걱정 할 것이 없

다. 이름이 문화수당이므로 당연히 ‘문화’에 지출이 집중 될 것이다. 문화에 집중된 소

비는 당연히 문화예술인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창작욕을 자극할 것이다.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 이 문화수당에 어떤 조건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건을 거는 순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연령별, 재산소유별, 소득상

황별 등 어떤 조건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제한이 되면 이 조건들을 심사하기 위한 인력

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이런 비용은 월 1만

원의 문화수당을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도 여주시 문화수당에는 붙어

서는 안 된다. 

여주시 문화수당은 세종이 염원했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작은 

걸음이다. 그러나 위대한 걸음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 마틴 루터 킹

(1929~1968) 목사는 1967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 보상이 확산되면 틀림없이 수많은 긍정적 심리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기 삶

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 손에 있고, 자기 소득이 안정적이고 분명하며, 자기증진을 

추구할 수단이 있음을 알 때 개인의 존엄이 꽃필 것이다. 돈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

하는 불의가 사라지면 가족들 사이에 인격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겨우 월 1만원이지만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 수단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심리변화

가 올 것은 분명하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매월 작은 금액을 보장해줬더니 스스로 

술을 줄여갔다는 실험결과도 있다.9)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이다. 

기본소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9)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 2012년-2014년 실험. 성인 1명에게 매월 300루피(한화 5200원, 인도 당시 일인당 국민소득의 약 
3% 금액) 지급.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60-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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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아들은 평소 사고 싶었던 음반을 망설임 없이 샀다. 

- 고등학생 딸은 떡볶이를 사 먹고, 노래방도 가고, 머리핀도 사고, 돈이 입금되자마

자 다 썼다. 엄마 눈치 볼 것 없이 내 권리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 최린씨 네 (4인 가족, : 30대 최린씨 부부, 초등학교 2학년 딸, 유치원생 아들)

- 최린씨 부부는 아이들 용으로 나오는 문화수당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논의 

끝에 유니세프 아동유엔기금에 월 2만원씩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다. 분쟁지역 어

린이 약 20명에게 영양실조치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부부는 아들 딸 

이름으로 후원약정을 쓰고 나니 가슴이 뿌듯했다. 

- 부부에게 각각 나오는 문화수당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자금

으로 착착 모아 나가고 있다. 

* 이미정씨 (1인 가족)

- 이미정씨는 27살 여성이다. 직장이 여주에 있어 혼자 자취를 한다. 문화수당을 받

는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밥도 사고 술도 사라고 아우성이다. 졸리

다  못해 한번 거하게 저녁을 샀더니 일 년치 문화수당보다 더 나왔다. 괜히 문화

수당 받는다고 툴툴거렸더니, 친구들은 호강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퉁을 준다. 

한 친구는 여주로 이사를 올까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말했다.

* 여강밴드 (5인조)

- 여강밴드는 결성 된지 6년차 5인조 밴드인데 연습실 마련에 늘 골머리를 앓는다. 

여주 한글시장 옆 지하에 얻은 연습실은 월세가 30만원, 전기세 등 관리비가 월 

5만원쯤 나온다. 아쉬운 대로 맴버들 문화수당을 다 합치면 월 5만원이 되어 관리

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 문화수당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날 신이 나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몇몇 사람들 문화수당 사용을 예상해 봤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

이 있어 천차만별 사용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문화수당을 사용한 후기들을 여

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12월에 후기들 중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글을 뽑아 시상을 한다거나 흥겨운 잔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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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후기들은 문화수당을 어떤 방향으로 정착시켜나가면 좋을

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정책은 과감하게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더구나 문화수당은 

어디로 세는 돈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민이 쓰는 돈이다. 선순환이 된다면 여주를 중심

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경제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다. 사용처도 크게 걱정 할 것이 없

다. 이름이 문화수당이므로 당연히 ‘문화’에 지출이 집중 될 것이다. 문화에 집중된 소

비는 당연히 문화예술인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창작욕을 자극할 것이다.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 이 문화수당에 어떤 조건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건을 거는 순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연령별, 재산소유별, 소득상

황별 등 어떤 조건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제한이 되면 이 조건들을 심사하기 위한 인력

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이런 비용은 월 1만

원의 문화수당을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도 여주시 문화수당에는 붙어

서는 안 된다. 

여주시 문화수당은 세종이 염원했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작은 

걸음이다. 그러나 위대한 걸음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 마틴 루터 킹

(1929~1968) 목사는 1967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 보상이 확산되면 틀림없이 수많은 긍정적 심리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기 삶

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 손에 있고, 자기 소득이 안정적이고 분명하며, 자기증진을 

추구할 수단이 있음을 알 때 개인의 존엄이 꽃필 것이다. 돈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

하는 불의가 사라지면 가족들 사이에 인격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겨우 월 1만원이지만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 수단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심리변화

가 올 것은 분명하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매월 작은 금액을 보장해줬더니 스스로 

술을 줄여갔다는 실험결과도 있다.9)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이다. 

기본소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9)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 2012년-2014년 실험. 성인 1명에게 매월 300루피(한화 5200원, 인도 당시 일인당 국민소득의 약 
3% 금액) 지급.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60-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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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가이 스텐딩은 이렇게 말한다. 

 

“기본소득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필수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가 된다.” 10)

공자가 말하는 균무빈 곧 ‘고르면 가난이 없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권리를 고르게 가

져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재산의 원천인 지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지구라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불평등은 개인이나 

일부 그룹이 소유를 독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구상 모든 생산물은 공유부이며 공유

재산이라는 사상에 동의할 때 공자의 균무빈 사상 역시 의의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여주문화수당은 재산공유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작은 샘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고르면 가난이 없고, 나누면 적지 

않고, 편안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10) 가이 스텐딩,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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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가이 스텐딩은 이렇게 말한다. 

 

“기본소득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필수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가 된다.” 10)

공자가 말하는 균무빈 곧 ‘고르면 가난이 없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권리를 고르게 가

져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재산의 원천인 지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지구라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불평등은 개인이나 

일부 그룹이 소유를 독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구상 모든 생산물은 공유부이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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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행복, 다함께 평화”에 대한 토론문

박영민 교수(여주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사상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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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님은 한글의 창제 정신을 오늘날에 오롯이 구현하는 것을 “보편적 문화향권"이

다 라고 구체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좋은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현 4

차 산업혁명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학의 인내천과 물경 사상도 세종정신과 공통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해월 최시형 선생이 여주에서 숨어 지내면서 귀중한 설법

을 펼치었고, 나중에 금사면 주록리에서 영면하고 있는 것도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월사상은 원효 이황 사상이 저류에 흐르고 있듯이 세종 정신의 구체적 발현이라고

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천민(天民)과 대천이물(代天理物) 의 정치사상을 보면 

“백성은 빈부귀천없이 누구나 다 하늘로써 비롯된 천민으로 간주 하였고” 임금이 백성

을 다스릴 때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니 마땅히 하늘의 도를 순종해야 한

다” 등이다. 이외에도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 민심까지 헤아리는 민생해결, 사

람을 신명나게 하는 소통교화의 정치를 펼치었다. 세종과 해월사상의 한글창제에도 그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장 1>

추구했다. 인간이 제도화한 신분을 넘어 본래 위아래가 없이 평등한 인간세상. 세종

이 추구한 사회는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공자가 추구한 세상도 그랬다. 모두가 고

르게 행복하고 다함께 평화로운 대동세상, 하지만 소유물이 생겨나고 소유물이 편중

되면서 권력자가 발생하고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고착화된다.

세종이 ‘누구나 쉽게 익히고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 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문자가 만들어가는 문화를 모든 백성이 다 같

이 누리도록 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 부르고 싶다.

‘세종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여주시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먼저 시민들이 문

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는 그것을 ‘문화수당’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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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보고 싶다. 문화수당은 말 그대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수당이다. 수당이

란 기본급외 에 특별하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

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금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

만, 문화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거의 유일하다. 

18세 한정, 극장과 박물관 입장권, 전시나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수당이름 여주문화수당

금액 월 1만원, 연 12만원

지급대상 여주시민 전체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예산 약132억

(여주시 전체예산의 

 약1.62%)

지급시기 분기별 3만원씩 지급(1월, 4월, 7월, 10월)

통장 계좌이체

* 10세 이하는 보호자 1명을 

지정하여 입금.

사용처 의식주 등 모든 생활에 가능

재원 

2020년 단기

-인상되는 지방소비세(현15%에서 2020년에  

21%로 인상.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는 논의

사용 후기

작성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 연말에 우수 후기 선정

문화수당을 사용한 후기들을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12월에 후기들 중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글을 뽑아 시상을 한다거나 흥겨운 잔

치자리를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후기들은 문화수당을 어떤 방향으로 정착시켜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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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제시>

아이들이 사라지는 여주시, ‘인구절벽’ 위기18세 이하 4% 가까이 줄고, 65세 이상 

3% 이상 늘어

여주신문 박관우 기자

2019년 8월말 기준 / 2018년 12월 대비

동·읍지역 7만3002명, 나머지 8개 면지역 합해 3만8093명

1) 가이 스텐딩,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72쪽

면 좋을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기본소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

며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학자 가이 스텐딩은 이렇게 말한다. 

“기본소득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

유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필수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가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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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전체 인구수가 20여 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18세 이하, 15%선 깨졌다.: 

   어린이, 젊은이들 사이에 매력 없음

△ 여주시 초고령화 사회진입 20% 넘어: 

   노인들의 정주 여건 좋아짐, 은퇴자 마을 지원부서 

△ 젊은 인구 줄고 노인층 증가

△ 오학과 강천은 인구증가, 북내는 그대로, 그외 지역 인구 감소: 

   젊은이, 원주민들 오학으로 이주, 도시민들 강천으로 이주현상.

△ 지역별 인구편중 심각: 자연스런 현상

△ 세대는 증가 곧 5만세대 도달, 가구당 인구 2.23명

△ 일자리와 재정 확대 절실: 별 다른 정책 어려움.

대안: 

1. 여주시의 인구구성비를 개선하는 것 보다 더 근본적이며 원론적 대책 강구

2. 도시 소멸을 대비하는 여주로 이주해오는 장년층을 겨냥한 획기적 지원책 필요함

3.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년들을 위한 문화수당으로, 여주사랑카드에 적립

금으로 지급

4. 수당 지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유발하는 시스템 필요

5. 세종의 독서, 토론 문화 계승: 시민 독서모임 지원하여 권장

6. 지역 예술인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 작품 구입지원책(예 도자기 작품 구입비)

7. 소규모 문화예술동아리 지원방안 개선: 초기 3년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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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 개선안

항목 내용 비고

수당이름 여주문화수당

금액 월 2만원, 연 24만원 단계적 인상

지급대상 여주시민 장년(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예산 약66억

(여주시 전체예산의 약0.81%)

지급시기 분기별 6만원씩 지급(1월, 4월, 7월, 10월) 통장 계좌이체

사용처 문화생활에 국한(도서, 음악, 커피등 분야 한정)
여주사랑카드 결재(이용 가능 

업체 미리지정)

재원 

2020년 단기

-인상되는 지방소비세(현15%에서 2020년에  21%로 

인상.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는 논의

사용 후기

작성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 연말에 우수 후기 선정

각종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국가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여러 제도를 진행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문화

바우쳐 사업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현 여주시/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수당제도

1. 생리대 지원 사업  [만11~18세 여성 청소년]

2. 농민기본수당, 경기도와 함께

3. 청년수당 경기도 전역 시행중

4. 노인수당 전국민 대상 시행중

5. 반값 등록금 지원, 소득분위 대상 확대 

6. 문화 바우쳐 사업

고르게 행복, 다함께 평화 403

7. 여주세종문화재단 에술문화단체 지원사업

8. 경기도내 시, 구청에서 인문독서동아지 지원사업

지급방법 : 여주에서 실시중인 지역경제 화폐인 여주사랑카드 적극 활용

핵심체크사항 : 활용되는가?,  전달되는가?

<추가 제안>

1.외국인들에게 한글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

2.국제 한글 작가대회를 후원 하거나 한글 선양하는 작가 및 예술가 시상

예)2018년 4회째를 맞은 세계한글작가대회(회장 김홍신 작가)는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18개국의 문인, 한글 학자와 전문가 등 5천여 명이 참가하

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한글문학 컨퍼런스다.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한글문학-

민족혼의 요람'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화일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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