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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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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민주주의, 교육
- 언어적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하수(前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Ⅰ 문해와 언어적 사회화

요즘 사용하는 ‘문해’라는 용어는 오래전에 ‘문맹 퇴치’라는 말로 표현되던 개념을 계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의 폭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확장되어 있어서 같은 계보

의 전문 용어로 포함시키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까지 할 정도이다. 우리가 전통 사회에서 서

당에 다니며 ‘글을 깨우친다’라든지 ‘글을 배운다’고 하는 수준의 것을 ‘문맹 퇴치’라고 한다

면, 문해는 글을 깨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

리키곤 했다. 그러나 요즘의 비판적 사회교육론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태적으로 느껴지

는 ‘능력’이 아니라 ‘활동’과 ‘행동’으로 규정하려 한다. 이미 ‘문맹 퇴치’ 정도의 문제와는 그 

크기와 무게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개념으로는 ‘사회화’라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회화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행동 양식, 규범, 문화, 인습 등을 배워 적응해 나가는 과정

을 뜻한다. 사회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1차 사회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2차 사회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3차 사회화로 나누

어 보기도 한다. 사실상의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서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의 세부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통 1차와 2차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문해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논의하려면(더 나아가 탈사회화와 재사회화까지 들

여다보려면) 3차 사회화 과정까지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단 주어진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이전에 ‘논의 이전의 문제들’을 한두 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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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들어와 많은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이른바 ‘새로운 인문학’이 잉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기

대감과 두근거림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문해의 문제, 그리고 문해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은 이제는 언어학이나 문학이나 교육학, 또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단일한 

연구 영역의 단일한 명제의 성격을 뛰어넘고 있다. 대단히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이며, 그 논의

의 배후는 분명히 매우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기까지 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의식 역

시 그 요구되는 폭과 깊이를 무겁게 암시하고 있다.

오늘의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통적 언어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오류, 혹은 오류에 가

까운 전제 하나를 비판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언어와 문자의 관계이다. 과거의 언

어학적 오류는 언어와 문자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전통 언

어학에서는 언어와 글자를 연관 지어 보는 것을 금기시하는 일이 상식처럼 통했다. 언어와 글

자는 서로 별개의 것인 만큼 글자를 보고 언어를 분석하거나 해석을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언어와 문자가 가지는 유연한 연관성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

였다. 또 그러한 태도는 언어학자가 문해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현상의 한 원

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언어와 글자가 서로 다른 실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다. 발생론적으로 언어와 문자는 별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자

연음을 바탕으로 생겨났고, 문자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만물이 상징화 내지 상형화 과정을 밟

으며 자라났다. 이집트 문자는 왕권의 위세를 내세우는 용도였으며 중국의 한자는 점치는 용

도로 시작했다. 그러던 각양각색의 문자들이 점점 인간의 삶으로 파고들면서 언어와 문자는 

매우 가까운 관계로 다가서게 되었다.

문자는 이제 언어의 동반자만이 아니라 뭇 사람들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심심하

거나 장난을 치고 싶으면 낙서도 하고, 글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한다. 글자의 모양을 화

려하게 도안하여 마치 예술 작품처럼 꾸미고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기도 한다. 앞을 보지 못하

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점자라는 또 다른 용도의 문자도 만들어 문해 생활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자가 나타나 언어생활에 가까워지면서 언어 자체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문자는 언어를 규격화, 표준화시키며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으나 퍽 논리적인 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말은 현장성이 있으나 글은 그렇지 못한 대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글로 적힌 말’은 어떠한 공간, 어떠한 시점에도 타당한 문

장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언어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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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알맞게 주위 환경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모든 현상을 행동의 주체와 그 행동의 

대상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하고, ‘우리’를 ‘나’와 ‘너’, 그리고 ‘그 사람’으로 갈라 보기 시작했

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농도도 서로 달라졌다. 언어의 구성도 더욱 날카롭고 냉랭하며 ‘구

조적’이 되어 갔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글말(혹은 문어, 혹은 서면어 등)’이라 하고 문자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언어를 ‘입말(구어 혹은 구두어)’이라고 하게 됐다. 많은 언어는 자연스럽

게 입말과 글말이라는 두 가지의 용도를 가진 언어를 사용해 왔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어머니한테서는 ‘입말’을, 자라서 학교에 다니며 ‘글말’을 배우게 된다. 

곧 입말은 1차 사회화 과정에서, 글말은 2차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것이다.

논의 전개를 위하여 용어 문제를 좀 점검해 보고자 한다. 오늘 다룰 문제인 ‘문해’ 개념은 

아쉽게도 위에서 언급한 ‘말’의 문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의 발표에서 전

반적인 주제어의 구실을 하는 ‘리터러시’는 ‘문해’라는 말로 번역해 사용하겠지만 종종 맥락

에 따라 ‘말쓰임’이라는 말과 ‘글쓰임’이라는 용어도 ‘잠정적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쓰임과 

글쓰임의 과정은 언어적 사회화의 중요한 길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Ⅱ 산업 사회와 문해

사람들은 상당한 지식인이 아니라면, 달리 말해서 사회의 지배 계층에 속해 있거나 그들과 

깊은 연고를 가진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일상생활에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에

게 글자를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은 근대 사회에서 시민 계층이 형성되면서부터이다. 왜냐하

면 근대 사회는 전근대 사회와는 아주 다른 사회적 소통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근대 사회는 계급과 신분으로 조직화된 사회였고 계층 간 소통은 주로 전통 풍습과 종교에 의

해 매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늘 마을과 집안의 어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소통

이 성취되어 갔다. 그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말쓰임’을 주도해 나가던 세력이었다. 이러던 것

이 근대 사회에 이르러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사회적 소통은 개별 소통으로 전환되기 시작

했다. 그 이전에 가족과 이웃의 의견이나 전해 내려오는 풍속에 의해 삶의 방향을 정했던 사

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고유한 삶’을 대화와 만남을 기초로 하여 ‘주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근대적 소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은 필수적이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혼자 외출하려면 점자 문해력과 지팡이가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였다.

초창기에 보통 교육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기 이전에는 많은 자발적 독지가나 활동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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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들어와 많은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이른바 ‘새로운 인문학’이 잉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기

대감과 두근거림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문해의 문제, 그리고 문해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은 이제는 언어학이나 문학이나 교육학, 또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단일한 

연구 영역의 단일한 명제의 성격을 뛰어넘고 있다. 대단히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이며, 그 논의

의 배후는 분명히 매우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기까지 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의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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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적 오류는 언어와 문자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전통 언

어학에서는 언어와 글자를 연관 지어 보는 것을 금기시하는 일이 상식처럼 통했다. 언어와 글

자는 서로 별개의 것인 만큼 글자를 보고 언어를 분석하거나 해석을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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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발생론적으로 언어와 문자는 별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자

연음을 바탕으로 생겨났고, 문자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만물이 상징화 내지 상형화 과정을 밟

으며 자라났다. 이집트 문자는 왕권의 위세를 내세우는 용도였으며 중국의 한자는 점치는 용

도로 시작했다. 그러던 각양각색의 문자들이 점점 인간의 삶으로 파고들면서 언어와 문자는 

매우 가까운 관계로 다가서게 되었다.

문자는 이제 언어의 동반자만이 아니라 뭇 사람들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심심하

거나 장난을 치고 싶으면 낙서도 하고, 글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한다. 글자의 모양을 화

려하게 도안하여 마치 예술 작품처럼 꾸미고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기도 한다. 앞을 보지 못하

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점자라는 또 다른 용도의 문자도 만들어 문해 생활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자가 나타나 언어생활에 가까워지면서 언어 자체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문자는 언어를 규격화, 표준화시키며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으나 퍽 논리적인 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말은 현장성이 있으나 글은 그렇지 못한 대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글로 적힌 말’은 어떠한 공간, 어떠한 시점에도 타당한 문

장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언어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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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태어나면서 어머니한테서는 ‘입말’을, 자라서 학교에 다니며 ‘글말’을 배우게 된다. 

곧 입말은 1차 사회화 과정에서, 글말은 2차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것이다.

논의 전개를 위하여 용어 문제를 좀 점검해 보고자 한다. 오늘 다룰 문제인 ‘문해’ 개념은 

아쉽게도 위에서 언급한 ‘말’의 문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의 발표에서 전

반적인 주제어의 구실을 하는 ‘리터러시’는 ‘문해’라는 말로 번역해 사용하겠지만 종종 맥락

에 따라 ‘말쓰임’이라는 말과 ‘글쓰임’이라는 용어도 ‘잠정적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쓰임과 

글쓰임의 과정은 언어적 사회화의 중요한 길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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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연고를 가진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일상생활에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에

게 글자를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은 근대 사회에서 시민 계층이 형성되면서부터이다. 왜냐하

면 근대 사회는 전근대 사회와는 아주 다른 사회적 소통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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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늘 마을과 집안의 어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소통

이 성취되어 갔다. 그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말쓰임’을 주도해 나가던 세력이었다. 이러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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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된 ‘글공부’가 문해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낭만적인 문해운동을 우리는 

과거에 ‘문맹 퇴치’라고 불렀다. 지금도 우리 사회 한 모퉁이에서는 문해와 문맹 퇴치를 동의

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 문맹 퇴치라고 하면 ‘글자 사용법’을 익히는 비좁은 개념으

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해라고 하는 것은 글자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자유롭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글쓰

임’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맹 퇴치’라는 개념 자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

점 더 복잡해졌다. 오늘날의 문해는 맞춤법 정도만이 아니라 간단한 셈본, 통계표, 신문과 잡

지 등을 읽고 제대로 독해해 내는 것 등도 가리키고 있다. 범위가 무척 넓어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개념의 확장 가운데에서도 문해의 의미를 글말에 한정해서 이해하려

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문해력은 글말의 경우에만 그칠 수 없

다. 강연을 듣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치인들의 유세를 듣고 무슨 노선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듣는지, 방송에서 누군가를 인터뷰하는데 그 주제와 방향성을 제대로 추적하고는 있는

지, 종교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나 설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

는지, 아니 좀 가까운 예로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

지 등은 사실 모두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말쓰임, 입말의 문해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말과 글을 도구 삼아 사회 속에 들어가 무언가를 쟁취해 낸다는 것이

다. 한 사회를 오래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1차 사회화 과정에서는 입말 문해가 글말 문해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1차 사회화의 주도 

집단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부모나 보육 교사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이들에

게 글자를 빨리 가르치고 싶어 하는 선행 교육 유발자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

게는 글말 문해가 그리 급하지 않다. 이 시기에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지껄이고 조잘대며 사회적 말쓰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우선

이다. 더 나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말은 지나치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착한 말’을 해

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무척 강한 것 같다. 착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솔직하게 그러면서

도 상대방이 수용 가능하도록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솔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몫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몫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비판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요즘 어린이들이 하는 착한 말은 입말의 문해 상태가 

아니라 입말의 문맹 상태임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입말의 문해는 아마도 첫 번째, ‘말 걸기’라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또래한테 말 걸기보다는 어른한테 말 걸기가 훨씬 유용할 것이다. 말 걸기 가운데 가장 적극

적인 것은 ‘물어보기’이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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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언어적 활동 가운데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행

동이라 하겠다. 비교적 소극적인 입말 활동은 ‘대답하기’이다. 아주 단순한 것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성인들은 아이들한테 그 정도의 입말 문해만 훈련

시킨다. 부모 혹은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저 끄덕이게만 하는 연습, 매우 퇴행적인 문해 활동

이라 하겠다.

1차 사회화에서 갈고닦은 입말 문해는 학교에 들어가서 2차 사회화에 접어들면서 글말을 

익히기 시작한다. 우선 글자를 깨우치면서 읽기 연습에 들어가고 곧 ‘일기 쓰기’류의 글쓰기 

연습을 통해 글말 문해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쓰기라는 것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일기도 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는 

것을 쓰는 것이 글말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점점 추상적인 다른 세계 속으로 지적인 

기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글말 문해는 청소년기를 마감할 때까지 지속하면서 글말을 통

해서는 사사롭고 감성적인 주변의 문제보다는 공적이고 다중과 연관된 문제를 논의하는 용

도, 곧 나와 남 사이의 문제 혹은 남과 또 다른 남 사이의 문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사회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에 대한 자의식을 무르익게 해 주는 촉매제로서의 문해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

니라 또 함께 깨닫는 것이 있다. 너희들은 아직 나서지 말라는 성인들의 끊임없는 신호와 압

박이다. 결국 이들이 이룩한 글말 문해는 사회적 외면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대개는 소소한 

아동문학적 감흥, 입말을 베껴서 표기한 데 불과한 편지나 일기 쓰기 혹은 메모 쪽지 등을 통

하여 내면화되며 비사회적으로 소비되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보통 문해를 ‘글자 깨우치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글자 사용법, 곧 맞춤법을 알고 나

면 문해가 완성된다고 본다. 교육 정책가들이 말하는 ‘문해율’을 사회 개발의 지수로 보려는 

시각은 이젠 좀 극복해야 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한다. 유난히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강

한 한국에서는 주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은 문자 자체의 약점 때문에 문해 수준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중국도 문해율이 매우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 문해

는 글자가 얼마나 우수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육 제도의 정비와 교육 환경 개선이 더 밀

접히 연관된다.

오늘날에는 전형적인 ‘문맹’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직도 

낮은 문맹률을 보이는 곳은 글자교육의 문제 이전에 학교 시설이나 제도 교육 자체가 미비한 

지역, 성차별이 심해서 여성 교육이 뒤진 곳, 빈곤으로 말미암아 취학률이 무척 낮은 곳처럼 

사회경제적 취약 지구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위한 문해 문제를 다루려면 말

쓰임과 글쓰임을 방해하는 질곡이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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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된 ‘글공부’가 문해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낭만적인 문해운동을 우리는 

과거에 ‘문맹 퇴치’라고 불렀다. 지금도 우리 사회 한 모퉁이에서는 문해와 문맹 퇴치를 동의

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 문맹 퇴치라고 하면 ‘글자 사용법’을 익히는 비좁은 개념으

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해라고 하는 것은 글자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자유롭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글쓰

임’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맹 퇴치’라는 개념 자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

점 더 복잡해졌다. 오늘날의 문해는 맞춤법 정도만이 아니라 간단한 셈본, 통계표, 신문과 잡

지 등을 읽고 제대로 독해해 내는 것 등도 가리키고 있다. 범위가 무척 넓어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개념의 확장 가운데에서도 문해의 의미를 글말에 한정해서 이해하려

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문해력은 글말의 경우에만 그칠 수 없

다. 강연을 듣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치인들의 유세를 듣고 무슨 노선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듣는지, 방송에서 누군가를 인터뷰하는데 그 주제와 방향성을 제대로 추적하고는 있는

지, 종교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나 설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

는지, 아니 좀 가까운 예로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

지 등은 사실 모두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말쓰임, 입말의 문해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말과 글을 도구 삼아 사회 속에 들어가 무언가를 쟁취해 낸다는 것이

다. 한 사회를 오래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1차 사회화 과정에서는 입말 문해가 글말 문해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1차 사회화의 주도 

집단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부모나 보육 교사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이들에

게 글자를 빨리 가르치고 싶어 하는 선행 교육 유발자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

게는 글말 문해가 그리 급하지 않다. 이 시기에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지껄이고 조잘대며 사회적 말쓰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우선

이다. 더 나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말은 지나치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착한 말’을 해

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무척 강한 것 같다. 착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솔직하게 그러면서

도 상대방이 수용 가능하도록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솔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몫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몫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비판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요즘 어린이들이 하는 착한 말은 입말의 문해 상태가 

아니라 입말의 문맹 상태임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입말의 문해는 아마도 첫 번째, ‘말 걸기’라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또래한테 말 걸기보다는 어른한테 말 걸기가 훨씬 유용할 것이다. 말 걸기 가운데 가장 적극

적인 것은 ‘물어보기’이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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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언어적 활동 가운데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행

동이라 하겠다. 비교적 소극적인 입말 활동은 ‘대답하기’이다. 아주 단순한 것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성인들은 아이들한테 그 정도의 입말 문해만 훈련

시킨다. 부모 혹은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저 끄덕이게만 하는 연습, 매우 퇴행적인 문해 활동

이라 하겠다.

1차 사회화에서 갈고닦은 입말 문해는 학교에 들어가서 2차 사회화에 접어들면서 글말을 

익히기 시작한다. 우선 글자를 깨우치면서 읽기 연습에 들어가고 곧 ‘일기 쓰기’류의 글쓰기 

연습을 통해 글말 문해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쓰기라는 것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일기도 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는 

것을 쓰는 것이 글말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점점 추상적인 다른 세계 속으로 지적인 

기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글말 문해는 청소년기를 마감할 때까지 지속하면서 글말을 통

해서는 사사롭고 감성적인 주변의 문제보다는 공적이고 다중과 연관된 문제를 논의하는 용

도, 곧 나와 남 사이의 문제 혹은 남과 또 다른 남 사이의 문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사회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에 대한 자의식을 무르익게 해 주는 촉매제로서의 문해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

니라 또 함께 깨닫는 것이 있다. 너희들은 아직 나서지 말라는 성인들의 끊임없는 신호와 압

박이다. 결국 이들이 이룩한 글말 문해는 사회적 외면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대개는 소소한 

아동문학적 감흥, 입말을 베껴서 표기한 데 불과한 편지나 일기 쓰기 혹은 메모 쪽지 등을 통

하여 내면화되며 비사회적으로 소비되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보통 문해를 ‘글자 깨우치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글자 사용법, 곧 맞춤법을 알고 나

면 문해가 완성된다고 본다. 교육 정책가들이 말하는 ‘문해율’을 사회 개발의 지수로 보려는 

시각은 이젠 좀 극복해야 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한다. 유난히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강

한 한국에서는 주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은 문자 자체의 약점 때문에 문해 수준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중국도 문해율이 매우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 문해

는 글자가 얼마나 우수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육 제도의 정비와 교육 환경 개선이 더 밀

접히 연관된다.

오늘날에는 전형적인 ‘문맹’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직도 

낮은 문맹률을 보이는 곳은 글자교육의 문제 이전에 학교 시설이나 제도 교육 자체가 미비한 

지역, 성차별이 심해서 여성 교육이 뒤진 곳, 빈곤으로 말미암아 취학률이 무척 낮은 곳처럼 

사회경제적 취약 지구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위한 문해 문제를 다루려면 말

쓰임과 글쓰임을 방해하는 질곡이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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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선진국에서 뜻밖에 그리 높지 않은 문해율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는 그 사회의 교육 제도

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회에 이주해 들어간 이주민들이 문해 통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문해율 자체의 수치보다 빈부 차이가 반영된 문해율, 성별 차이가 반영된 

문해율 등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평균 문해율이 높다 하더라도 빈부 차이, 성별, 지역적 차

이, 인종 차이 등에 편차가 나타난다면 이는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임에 틀림이 없을 것

이다.

사실 한국 사회의 높은 문해율은 극성스러운 교육열과 글 깨침을 중요시하는 전통의 영향

과 쓰기 좋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 덕도 있지만 문해율을 끌어내리기 쉬운 외국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없다는 것, 성차별과 신앙 차별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종교가 없다는 것 등

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산업 사회의 문해

전근대 사회는 토지 소유 관계가 해당 사회를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산업 사회에서

는 그 긴장이 주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사회적 이익을 누가 더 점유하

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그 두 집단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당연히 일상생활이나 각종 사회적 행위의 표출에서도 일정한 현상을 불

러오게 마련이다. 특히 문해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발표되어 주로 유럽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냈던 영국의 

교육학자 번스타인의 ‘부호 이론(code theory)’이다.

번스타인의 관찰에 의하면 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태도가 영국의 중산층 집안의 자녀들과 

노동자층의 자녀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중산층 자녀들은 문법을 정확하

게 잘 지키며 어휘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영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명사의 용법도 정

확했으며, 의미의 변별력도 분명했다. 이에 반하여 노동자층의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생략’

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었고, 따라서 어휘 사용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었으며, 후속 문장에서는 대명사로 받아 내지 않고 그냥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경우

가 많았다고 한다. 번스타인은 중산층 아이들의 말을 ‘세련된 부호(elaborated code)’라고 

명명했고, 노동자층 아이들의 말을 ‘제한된 부호(restricted code)’라고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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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타인이 지적한 문제는 이렇게 언어가 계층화되었다는 현상 발견에 그치지 않았다. 자

연스럽게 그 후속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근대 사회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계층 중립적’이다. 

물론 부유증이나 귀족 출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공립 학교’

에서는 똑같은 교실에 아이들을 배치하고, 공통된 교육과정을 ‘함께’ 거쳐 나가게 되었고, 배

운 것을 전문적인 평가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여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학생을 상

급 학교에 진학을 허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번스타인에 의하면 교사의 언

어는 중산층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자층 아이들의 언어

는 교사와 다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니 과연 공교육은 공정한가 하는 물음이 뒤따르지 않

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층 아이들은 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못 알아들었을 수

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어찌 ‘공’교육일 수 있었겠는가?

오랜 기간의 논쟁과 현장 연구를 통해 이 문제는 현실 공교육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회 구조

적인 문제로 의견을 모아 갔다. 특히 문해교육이 학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 가

정 환경에서의 격차가 여간해서는 만회하기 어려운 간극을 만들어 준다는 것 등이 확인되었

을 뿐 그 공교육은 그냥 계속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지만 그 근

본적인 구조는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위에 닥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지 더 심해진 외

국인 노동자 유입 등은 유럽의 상황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 왔다.

Ⅳ 후기 산업 사회와 정보 통신 기술

20세기 말부터 세계는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음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코

로나19에 시달리는 지금의 모습 역시 산업 사회의 절정기가 지나 버린 후기 산업 사회의 전

형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사회에서 금융 지배 사회로 들어선 지 

꽤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느닷없이 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절히 느끼게 

해 주었다. 제조업은 후진 지역으로 물려주고, 이제는 공해가 없는 서비스업이 주종이라고 했

었는데 갑자기 비대면 문화가 강조되니 온갖 서비스 업종이 날벼락을 맞은 형편이다. 그러나 

비슷한 논리로 발전의 계기를 맞았던 정보 산업은 비대면 문화의 덕을 당분간 톡톡히 볼 전망

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일종의 대안 경제와 대안 문화의 산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가지게 한다.

이번의 코로나19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비대면 소통이 대학 사회에서도 평범한 일상이 

되어 갈 가능성이 퍽 높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비대면 강의로 비용 변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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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선진국에서 뜻밖에 그리 높지 않은 문해율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는 그 사회의 교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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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진 것도 또 다른 후속 논란을 예고해 주는 듯하다. 화상을 통하여 

강의를 들었으면 앞으로 그 영상은 학교 울타리를 매우 쉽게 넘어 전파될 가능성이 더 커진

다. 우수한 강의 영상은 그것대로 가치를 인정받겠지만 우수하지 못하다거나 오래전 영상을 

적당히 짜깁기하거나 반복하는 영상은 학습자들한테 여지없이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의 수준 역시 매우 고도화되어 나갈 것이다.

정보 기술이 등장하여 새로운 연결망을 이룩해 낸 이후 언어는 또 한 번의 자기 변신을 시

작했다. 전통적인 입말과 글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종종 함께 뒤섞이기 시작했다. 곧 디지털 

문화에서는 입말이 글말처럼 사용되고 글말이 입말처럼 사용되는 언어적 빅뱅이 일어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틀린 표기와 맞는 표기도 적절이 섞이기만 하면 그것 역시 볼만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과거의 언어적 분업이 새로운 분업으로 재조정된 듯한 느낌이다.

과거에는 감성적이고 사적인 내용은 입말로 표현하고 글말은 공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그

러나 지금의 디지털 글말과 입말은 공과 사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영화와 TV의 영상성을 뛰

어넘는 디지털 및 모바일 영상은 화려한 자막 서비스로 문자가 입말을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

해 보이게 하는 작용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문해도 시급히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디지

털로 공급되고 교류되는 정보의 양이 무척 많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보

다도 세대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나이가 든 세대는 웬만큼 ‘배운 사람’이라 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러 번 고비를 넘겨야 한다. 디지털 세계의 각종 이용 도구

(앱)에 대한 문해 수준을 생각해 보자. 한글이 과학적이어서 쉬운 글자라고 자랑했는데 디지

털 기기에는 문자의 과학성보다는 개인적인 순발력과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이 든 세대

는 순발력과 직관이 가장 무딘 집단이다.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노인 세대는 ‘재교육’, 아니 

‘재사회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마 머지않아 인공 지능이 보편화되면 지금 50대 후반에 다다른 이들은 또 한 번 ‘디지털 

앓이’를 겪어야 할 듯하다. 인공 지능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생활의 각종 편의뿐

만 아니라 삶의 질,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여 주는 디지털 계층의 정체성을 보여 줄 것이기 때

문이다.

디지털 문해는 분명히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발전도 북돋을 것이다. 문해 개념이 더 확장된

다면 영상의 의미 해석, 예술품의 상징성 해석, 무용의 해석 등과 관련된 영역은 디지털 문해

와 더 다양한 합성이 이루어져 하나의 종합적 문해 활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다. 그 미래

의 문해는 언어적 사회화를 넘어서는 기술 혁명과 시장 혁명을 동반한 변혁이 아닐까 하는 느

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 디지털 문해는 아직도 ‘형성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떡잎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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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열매를 가늠하자니 자칫하면 공상 과학 소설이 될 듯하다.

Ⅴ 문해와 해방

지금까지 논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밟아 가는 문

해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약점은 마치 문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흐린다는 것이다. 사회적 삶의 중심은 어

디까지나 성인들이다. 그들이 사회적 결정을 내리고 행동의 목표를 정하고 사후에 평가를 내

린다. 안됐지만 청년들은 동원만 될 뿐 그러한 사회적 주체의 구실을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뒷전에 물러 있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의 주체 세력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스스로의 

배움을 포기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스스로 더 배울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이 없다고 고백하다

시피 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성인교육기관에서 그들을 위한 강연 비슷한 것을 해 본 적이 있는

데 성인들 교실에서는 아예 질문이 없다. 강사가 질문을 해도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누군가가 

나서지를 않는다. 그저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승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

간을 때운다는 태도들이었다. 성인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미 ‘배움’은 사그라든 청춘과 함께 

체념해 버린 지 퍽 오랜 것 같았다.

우리는 배움의 기회라고 하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만을 떠올린다. 성인의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으로만 본다면 ‘성인

교육’은 정말 무의미하고,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내 이런저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노신사가 

마지막 정열을 불태워 보는 무의미한 소모전이라고만 보아야 할까?

사실 성인의 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 내부의 중요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현실

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성인’들이다. 청소년들한테 야망을 가지라고

는 자극적으로 북돋기는 하지만 그들이 야망을 지니게 될 무렵에는 그들의 꿈도 끝난 다음이

다. 다시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회의 현장에 있는 성인들에게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발판 자체를 고치기를 권하는 것이 더 빠르다. 언제 젊은이들과 어린

이들에게 훗날 크거든 이런저런 훌륭한 일을 하라고 ‘현실성 있게’ 충고해서 그 열매를 보겠

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의 가성비는 성인교육에 더 풍부하다.

바로 이러한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브라질의 파울루 프레이리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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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진 것도 또 다른 후속 논란을 예고해 주는 듯하다. 화상을 통하여 

강의를 들었으면 앞으로 그 영상은 학교 울타리를 매우 쉽게 넘어 전파될 가능성이 더 커진

다. 우수한 강의 영상은 그것대로 가치를 인정받겠지만 우수하지 못하다거나 오래전 영상을 

적당히 짜깁기하거나 반복하는 영상은 학습자들한테 여지없이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의 수준 역시 매우 고도화되어 나갈 것이다.

정보 기술이 등장하여 새로운 연결망을 이룩해 낸 이후 언어는 또 한 번의 자기 변신을 시

작했다. 전통적인 입말과 글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종종 함께 뒤섞이기 시작했다. 곧 디지털 

문화에서는 입말이 글말처럼 사용되고 글말이 입말처럼 사용되는 언어적 빅뱅이 일어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틀린 표기와 맞는 표기도 적절이 섞이기만 하면 그것 역시 볼만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과거의 언어적 분업이 새로운 분업으로 재조정된 듯한 느낌이다.

과거에는 감성적이고 사적인 내용은 입말로 표현하고 글말은 공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그

러나 지금의 디지털 글말과 입말은 공과 사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영화와 TV의 영상성을 뛰

어넘는 디지털 및 모바일 영상은 화려한 자막 서비스로 문자가 입말을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

해 보이게 하는 작용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문해도 시급히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디지

털로 공급되고 교류되는 정보의 양이 무척 많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보

다도 세대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나이가 든 세대는 웬만큼 ‘배운 사람’이라 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러 번 고비를 넘겨야 한다. 디지털 세계의 각종 이용 도구

(앱)에 대한 문해 수준을 생각해 보자. 한글이 과학적이어서 쉬운 글자라고 자랑했는데 디지

털 기기에는 문자의 과학성보다는 개인적인 순발력과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이 든 세대

는 순발력과 직관이 가장 무딘 집단이다.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노인 세대는 ‘재교육’, 아니 

‘재사회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마 머지않아 인공 지능이 보편화되면 지금 50대 후반에 다다른 이들은 또 한 번 ‘디지털 

앓이’를 겪어야 할 듯하다. 인공 지능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생활의 각종 편의뿐

만 아니라 삶의 질,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여 주는 디지털 계층의 정체성을 보여 줄 것이기 때

문이다.

디지털 문해는 분명히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발전도 북돋을 것이다. 문해 개념이 더 확장된

다면 영상의 의미 해석, 예술품의 상징성 해석, 무용의 해석 등과 관련된 영역은 디지털 문해

와 더 다양한 합성이 이루어져 하나의 종합적 문해 활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다. 그 미래

의 문해는 언어적 사회화를 넘어서는 기술 혁명과 시장 혁명을 동반한 변혁이 아닐까 하는 느

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 디지털 문해는 아직도 ‘형성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떡잎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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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열매를 가늠하자니 자칫하면 공상 과학 소설이 될 듯하다.

Ⅴ 문해와 해방

지금까지 논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밟아 가는 문

해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약점은 마치 문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흐린다는 것이다. 사회적 삶의 중심은 어

디까지나 성인들이다. 그들이 사회적 결정을 내리고 행동의 목표를 정하고 사후에 평가를 내

린다. 안됐지만 청년들은 동원만 될 뿐 그러한 사회적 주체의 구실을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뒷전에 물러 있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의 주체 세력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스스로의 

배움을 포기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스스로 더 배울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이 없다고 고백하다

시피 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성인교육기관에서 그들을 위한 강연 비슷한 것을 해 본 적이 있는

데 성인들 교실에서는 아예 질문이 없다. 강사가 질문을 해도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누군가가 

나서지를 않는다. 그저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승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

간을 때운다는 태도들이었다. 성인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미 ‘배움’은 사그라든 청춘과 함께 

체념해 버린 지 퍽 오랜 것 같았다.

우리는 배움의 기회라고 하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만을 떠올린다. 성인의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으로만 본다면 ‘성인

교육’은 정말 무의미하고,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내 이런저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노신사가 

마지막 정열을 불태워 보는 무의미한 소모전이라고만 보아야 할까?

사실 성인의 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 내부의 중요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현실

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성인’들이다. 청소년들한테 야망을 가지라고

는 자극적으로 북돋기는 하지만 그들이 야망을 지니게 될 무렵에는 그들의 꿈도 끝난 다음이

다. 다시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회의 현장에 있는 성인들에게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발판 자체를 고치기를 권하는 것이 더 빠르다. 언제 젊은이들과 어린

이들에게 훗날 크거든 이런저런 훌륭한 일을 하라고 ‘현실성 있게’ 충고해서 그 열매를 보겠

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의 가성비는 성인교육에 더 풍부하다.

바로 이러한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꿰뚫어 본 사람이 바로 브라질의 파울루 프레이리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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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프레이리의 업적을 보면서 이건 브라질의 문제이지 한국을 포함한 보편적 세계

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의 업적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3세계

의 문제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날의 문제이다. ‘우리는 한글 덕에 이런 것들은 옛날에 

다 극복했다’ 하며 굳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프레이리는 빈민 교육을 통해 인도적 교육자

로서, 또 비판적 교육자로서 크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의 공헌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빈

곤과 무지, 그리고 체념에 빠졌던 ‘성인’들을 각성시켰다는 점이다. 그가 행한 문맹 퇴치 작업

은 ‘글자’만 가르친 것이 아니다.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현실 문제에 뛰어들게 만든 것이 그가 행한 의식화 교육이었다.

그가 행한 문해교육은 우리 식으로 말해 ‘가갸거겨’가 아니었다. ‘지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 농민은 날마다 일을 한다/ 지주는 풍족하게 산다/ 농민은 항상 가난하다/ 지주의 아들은 대

학에 간다/ 농민의 아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일종의 대구법 같은 것을 통하여 

글자를 배우되, 동시에 세상을 배우게 했다. 그리고 왜 빈농으로 천대받고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동시에 문해 과정이었으며, 이것이 또 하나의 언어적 사회화였던 것이다.

사실 많은 성인교육 과정은 성인들로 하여금 배움을 완전하게 체념하게 하는 과정으로 악

용되고 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수준을 낮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질문하고 숙제

를 해 봐야 삶의 전망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냥 여가 선용이나 하라는 듯한 성인 강좌로는 아

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진정한 수준 높은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범적인 신문 기사

를 써 보게 해야 하고 기존 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해 보게도 하고 좋은 글들을 공개리에 포

상과 표창도 하며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함께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행정 시스

템도 가르쳐서 서로 돌아가며 일일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며 공무원의 애환도 느껴 보고 행정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밀착되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인교육 프로그램

은 한정 없이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프레이리는 문해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제3세계의 해방이라는 꿈을 꾸었다. 군사정부의 치

하에서 고생하던 제3세계는 그 후에 대부분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프레이리가 꿈꾸었던 사회

적 해방을 충분히 맛보지는 못했다. 군사정부의 형식을 민간정부로 바꾼 데 만족을 하고 스스

로 일어섰던 문해운동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레이리 교육의 해방적 요소는 성

인교육에 있다. 그 발판을 활용하여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키는 사회가 그

가 창안한 문해 활동의 열매를 먼저 수확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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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제적 연대, 인권

전근대 사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 흔적만 아직도 낡은 성차별 같은 인습망에 영향

을 남겨 놓고 있다. 그리고 산업 사회의 앞날도 어찌 될지 섣부른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후기 

산업 사회, 정보 통신 사회는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는 있으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

지고는 있는지 적이 불안한 부분이 적잖이 눈에 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세계화’되어 버렸다. 세계 각국의 상품을 ‘직구’하는 재미, 

싸구려 저가 항공으로 외국 여행하는 재미 같은 것을 쏠쏠하게 즐기다가 이제 단 한 종류의 

바이러스한테 전 세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당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

미 한 웅덩이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우리의 세계화는 저가 항공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곳

곳에 고려인 거리, 중앙아시아인 거리, 중국인 시장 등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코앞의 문제에 매달리고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속의 외국인 이웃들이 어떤 문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참으로 무심하게 지내 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재일 교포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부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사회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다. 이제는 일본 안에 있는 우리 교포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

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 가정도 꾸렸고, 아이들도 생겼다. 그들은 어떤 문해 활동을 

해야 할까?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이 없다. 모두 우리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면 될 거야 하고 

낙관만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재미 교포들이 모두 영어를 잘 배워서 모범적인 미국인이 되

었던가?

이제는 국제적 연대를 위한 문해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설사 외국에서 온 이웃들이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해도 그들에게 자신의 모어를 배우고 갈고닦아 쓰며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이 참 잘 꾸려졌다. 그러나 오로지 한국

어 도서만 있을 뿐, 베트남어나 태국어 책은 못 찾겠다. 설사 그들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하더

라도 자신의 모어 문화를 차단당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문해는 깨우침의 문제이면서 인도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해방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국제적 연대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공 도서관에서 우리의 새 이웃이 자신의 

언어로 된 책과 신문을 읽고, 공영 방송에서 한국 대입 제도의 복잡성이나,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하고 예민한 부분들을 역시 고향 말로 일러 준다면, 주택 청약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쪽같은 정보를 공급한다면, 고도의 인도주의적 사회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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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프레이리의 업적을 보면서 이건 브라질의 문제이지 한국을 포함한 보편적 세계

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의 업적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3세계

의 문제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날의 문제이다. ‘우리는 한글 덕에 이런 것들은 옛날에 

다 극복했다’ 하며 굳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프레이리는 빈민 교육을 통해 인도적 교육자

로서, 또 비판적 교육자로서 크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의 공헌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빈

곤과 무지, 그리고 체념에 빠졌던 ‘성인’들을 각성시켰다는 점이다. 그가 행한 문맹 퇴치 작업

은 ‘글자’만 가르친 것이 아니다.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현실 문제에 뛰어들게 만든 것이 그가 행한 의식화 교육이었다.

그가 행한 문해교육은 우리 식으로 말해 ‘가갸거겨’가 아니었다. ‘지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 농민은 날마다 일을 한다/ 지주는 풍족하게 산다/ 농민은 항상 가난하다/ 지주의 아들은 대

학에 간다/ 농민의 아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일종의 대구법 같은 것을 통하여 

글자를 배우되, 동시에 세상을 배우게 했다. 그리고 왜 빈농으로 천대받고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동시에 문해 과정이었으며, 이것이 또 하나의 언어적 사회화였던 것이다.

사실 많은 성인교육 과정은 성인들로 하여금 배움을 완전하게 체념하게 하는 과정으로 악

용되고 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수준을 낮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질문하고 숙제

를 해 봐야 삶의 전망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냥 여가 선용이나 하라는 듯한 성인 강좌로는 아

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진정한 수준 높은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범적인 신문 기사

를 써 보게 해야 하고 기존 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해 보게도 하고 좋은 글들을 공개리에 포

상과 표창도 하며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함께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행정 시스

템도 가르쳐서 서로 돌아가며 일일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며 공무원의 애환도 느껴 보고 행정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밀착되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인교육 프로그램

은 한정 없이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프레이리는 문해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제3세계의 해방이라는 꿈을 꾸었다. 군사정부의 치

하에서 고생하던 제3세계는 그 후에 대부분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프레이리가 꿈꾸었던 사회

적 해방을 충분히 맛보지는 못했다. 군사정부의 형식을 민간정부로 바꾼 데 만족을 하고 스스

로 일어섰던 문해운동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레이리 교육의 해방적 요소는 성

인교육에 있다. 그 발판을 활용하여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키는 사회가 그

가 창안한 문해 활동의 열매를 먼저 수확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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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제적 연대, 인권

전근대 사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 흔적만 아직도 낡은 성차별 같은 인습망에 영향

을 남겨 놓고 있다. 그리고 산업 사회의 앞날도 어찌 될지 섣부른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후기 

산업 사회, 정보 통신 사회는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는 있으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

지고는 있는지 적이 불안한 부분이 적잖이 눈에 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세계화’되어 버렸다. 세계 각국의 상품을 ‘직구’하는 재미, 

싸구려 저가 항공으로 외국 여행하는 재미 같은 것을 쏠쏠하게 즐기다가 이제 단 한 종류의 

바이러스한테 전 세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당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

미 한 웅덩이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우리의 세계화는 저가 항공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곳

곳에 고려인 거리, 중앙아시아인 거리, 중국인 시장 등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코앞의 문제에 매달리고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속의 외국인 이웃들이 어떤 문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참으로 무심하게 지내 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재일 교포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부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사회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다. 이제는 일본 안에 있는 우리 교포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

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 가정도 꾸렸고, 아이들도 생겼다. 그들은 어떤 문해 활동을 

해야 할까?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이 없다. 모두 우리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면 될 거야 하고 

낙관만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재미 교포들이 모두 영어를 잘 배워서 모범적인 미국인이 되

었던가?

이제는 국제적 연대를 위한 문해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설사 외국에서 온 이웃들이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해도 그들에게 자신의 모어를 배우고 갈고닦아 쓰며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이 참 잘 꾸려졌다. 그러나 오로지 한국

어 도서만 있을 뿐, 베트남어나 태국어 책은 못 찾겠다. 설사 그들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하더

라도 자신의 모어 문화를 차단당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문해는 깨우침의 문제이면서 인도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해방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국제적 연대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공 도서관에서 우리의 새 이웃이 자신의 

언어로 된 책과 신문을 읽고, 공영 방송에서 한국 대입 제도의 복잡성이나,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하고 예민한 부분들을 역시 고향 말로 일러 준다면, 주택 청약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쪽같은 정보를 공급한다면, 고도의 인도주의적 사회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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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것이 미래의 새로운 문해운동이다. 어렵게 사는 외국인들이 더부살이 좀 한다고 ‘촌스러

운 제국’ 흉내를 내지는 말자. 새 이웃들의 언어를 도닥이며 함께 문화를 꽃피우고 문해를 즐

기는 대안의 세계를 꿈꾸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문해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살핌

이 필요하다.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도 있지만 발달 장애인들의 문해는 어

찌 되고 있는지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거리가 먼 발표자로서는 더 상세하게 언급할 내용이 없

다. 앞으로 문해 문제와 관련된 행사나 연구 기획에는 그런 사안들도 꼭 포함되었으면 한다.

Ⅶ 마무리

문해의 의미를 협애하게만 본다면 낫 놓고 기역자만 알면 된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에서 누

가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는가, 무슨 말로 이웃들을 설득하고 설복시켰는가를 들

여다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광범위한 대중이 스스로의 문제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담론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동의 목표를 정하고 수정하는 데 앞

장서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역동성의 동력은 바로 문해에서 나온다. 더구나 앞으로의 사회는 

소수 엘리트가 대부분의 결정권을 가진 사회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대중이 모든 것을 결정하

고 싶어 할 것이다.

만일 문해의 준비 없이 대중이 나선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사적 실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된 문해 활동을 접해 온 대중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

리는 좀 더 낙천적으로 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미래는 이 문해와 평생교육이 서로 

얽혀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소통과 문해의 세계를 그려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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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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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글 창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글의 위상이 변화하는 맥락을 살펴보면서, 시

대에 따라 한글 사용의 의미와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

대로 오늘날 한글 사용의 의미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근대 시기 민본주의 실현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던 한글과 근대 이후 민

주주의 실현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한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는 어린 백성이 

근대적 백성으로, 근대적 백성이 근대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글 사용의 의미와 목

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한글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리고 한글의 힘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데에서 한글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일이다.

Ⅱ 민본주의의 실현과 한글

[1]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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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1443) 2월 20일

세종은 백성이 국가의 근본임을 의식하며, 조선을 이상적인 성리학 국가로 만들기 위한 도

구로 한글을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 왕조는 한글을 교화(敎化) 정책에 적극 활용하였다.  

[2]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의 가장, 부로(父老) 혹

은 교수, 훈도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 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

약 대의에 능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하여 상을 준다.

- 《경국대전》 권3, 〈예전(禮典)〉, ‘장권(奬勸)’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 왕조가 한글을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글을 

국가 이념인 유교 사상의 전파 도구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글을 공식 문자에서 엄격

히 배제했던 《경국대전》에서조차 한글을 통한 백성의 교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 보급 정책에 나타난 양면성은 성리학적 이념 사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문동궤(同文同軌)’로 상징되는 중화 문명의 질서에 편입되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목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왕조는 전 백성을 아우르는 성리학적 이념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배우기 쉬운 한글을 활용해야 했고, 중화 문명의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한자와 

한문에 기반한 공적 소통 체계를 확립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글의 쓰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글은 실질적으로 공적 소통 체계에 포함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백성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

을 말해 준다.

[3] 우선 지금 내려보내는 유지(有旨)를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크게 한 장을 써

서 큰 길거리에 내걸고, 아울러 한 통을 베껴 해당 고을의 사류와 백성들에

게 선포하여 각자 조정을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라.

- 《조선왕조실록》, 정조 15년(1791)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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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글이 백성들의 소통 수단이자 조정과 백성의 상호 소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

서, 백성의 교화 또한 일방적 방식에서 설득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사

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를 간행한 것은 당시 교화 

정책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 들어 더욱 분명해지는데, 한글로 된 천주교 교리서가 전국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한문 원본에 한글 번역본을 덧붙인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배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천주교를 엄격히 금지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천

주교의 교리를 논박한 윤음을 전국적으로 배포한 것은 조선 왕조 통치 정책의 핵심이 교화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한글을 매개로 확산하는 천주교 교리를 한글 윤음으로 논박한 것은 

당시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의 지향점이 백성을 설득하는 데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보면 조선 왕조가 두 번의 큰 전란을 겪으며 취약해진 상태에서도 19세기 후

반까지 중세 질서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이 중요한 역할

을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보면 민본주의를 실현하려 했던 세종의 의지가 한글 창제의 계기가 

되었지만, 교화 정책과 결합했던 민본주의의 성격상 한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글로 나타내는 지식의 영역이 교화서와 기초 실용서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않았던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1) 그런데 18세기 이후 소설과 같은 상업적 출판물이 간행

되는 것은 한글의 사용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 당시 유통되던 소설의 내용이 교화라는 이념적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2)은 한글 출

판물의 양적 확대가 왜 지식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를 이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

었는지를 말해 준다. 다만 조선 후기에 한글 출판물이 양적으로 확대되며 한글 문화의 저변이 

넓어진 것은 근대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칠서언해는 중세 최상층의 지식을 한글화한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국한문으로 구성된 이 언해본은 한문 경전 해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 
쓰였다는 점에서 일반 백성의 지식 영역을 확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2)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인기 있던 소설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충효 사상을 강조한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 , 오랑캐인 몽고
족의 원나라를 물리치고 천하를 되찾으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은 《태원지(太原誌)》 , 청나라 조정을 무대로 한 삼부자의 충성을 다
룬 소설 《징세비태록(懲世否泰錄)》 , 소씨 가문의 삼 대에 걸친 가문 소설인 《문장풍류삼대록(文章風流三代錄)》 , 네 가문의 영화와 몰
락을 그린 소설인 《홍루몽(紅樓夢)》  등의 번역 소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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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1443) 2월 20일

세종은 백성이 국가의 근본임을 의식하며, 조선을 이상적인 성리학 국가로 만들기 위한 도

구로 한글을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 왕조는 한글을 교화(敎化) 정책에 적극 활용하였다.  

[2]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의 가장, 부로(父老) 혹

은 교수, 훈도 등으로 하여금 부녀자, 어린이들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

약 대의에 능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하여 상을 준다.

- 《경국대전》 권3, 〈예전(禮典)〉, ‘장권(奬勸)’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 왕조가 한글을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글을 

국가 이념인 유교 사상의 전파 도구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글을 공식 문자에서 엄격

히 배제했던 《경국대전》에서조차 한글을 통한 백성의 교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 보급 정책에 나타난 양면성은 성리학적 이념 사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문동궤(同文同軌)’로 상징되는 중화 문명의 질서에 편입되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목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왕조는 전 백성을 아우르는 성리학적 이념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배우기 쉬운 한글을 활용해야 했고, 중화 문명의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한자와 

한문에 기반한 공적 소통 체계를 확립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글의 쓰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글은 실질적으로 공적 소통 체계에 포함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백성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

을 말해 준다.

[3] 우선 지금 내려보내는 유지(有旨)를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크게 한 장을 써

서 큰 길거리에 내걸고, 아울러 한 통을 베껴 해당 고을의 사류와 백성들에

게 선포하여 각자 조정을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라.

- 《조선왕조실록》, 정조 15년(1791)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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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글이 백성들의 소통 수단이자 조정과 백성의 상호 소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

서, 백성의 교화 또한 일방적 방식에서 설득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사

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를 간행한 것은 당시 교화 

정책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 들어 더욱 분명해지는데, 한글로 된 천주교 교리서가 전국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한문 원본에 한글 번역본을 덧붙인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배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천주교를 엄격히 금지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천

주교의 교리를 논박한 윤음을 전국적으로 배포한 것은 조선 왕조 통치 정책의 핵심이 교화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한글을 매개로 확산하는 천주교 교리를 한글 윤음으로 논박한 것은 

당시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의 지향점이 백성을 설득하는 데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보면 조선 왕조가 두 번의 큰 전란을 겪으며 취약해진 상태에서도 19세기 후

반까지 중세 질서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글을 활용한 교화 정책이 중요한 역할

을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보면 민본주의를 실현하려 했던 세종의 의지가 한글 창제의 계기가 

되었지만, 교화 정책과 결합했던 민본주의의 성격상 한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글로 나타내는 지식의 영역이 교화서와 기초 실용서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않았던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1) 그런데 18세기 이후 소설과 같은 상업적 출판물이 간행

되는 것은 한글의 사용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 당시 유통되던 소설의 내용이 교화라는 이념적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2)은 한글 출

판물의 양적 확대가 왜 지식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의 변화를 이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

었는지를 말해 준다. 다만 조선 후기에 한글 출판물이 양적으로 확대되며 한글 문화의 저변이 

넓어진 것은 근대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칠서언해는 중세 최상층의 지식을 한글화한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국한문으로 구성된 이 언해본은 한문 경전 해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 
쓰였다는 점에서 일반 백성의 지식 영역을 확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2)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인기 있던 소설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충효 사상을 강조한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 , 오랑캐인 몽고
족의 원나라를 물리치고 천하를 되찾으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은 《태원지(太原誌)》 , 청나라 조정을 무대로 한 삼부자의 충성을 다
룬 소설 《징세비태록(懲世否泰錄)》 , 소씨 가문의 삼 대에 걸친 가문 소설인 《문장풍류삼대록(文章風流三代錄)》 , 네 가문의 영화와 몰
락을 그린 소설인 《홍루몽(紅樓夢)》  등의 번역 소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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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대적 백성의 등장과 한글

[4]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

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 《조선왕조실록》, 고종 31년(1894) 11월 21일

중세 질서가 해체되는 격동기에 조선 왕조는 ‘알려야 할 필요’를 넘어서서 ‘알려야 할 의무’

를 자각했고, [4]의 칙령을 통해 백성의 문자인 언문(諺文)을 한문(漢文)을 대체하는 국문(國

文)으로 격상시켰다. 이 칙령은 한문을 공적 글쓰기에서 퇴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

한 조치가 곧바로 한글의 위상을 높이진 못했다. 아래의 글은 한글의 국문화에 대한 보수주의

자들의 반발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보면 근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한글의 위상을 재정립하

는 것과 관련한 대립이 격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새로 한 학부대신 신기선 씨가 상소하였는데 “머리 깎고 양복 입는 것은 야

만이 되는 시초요 국문을 쓰고 청국 글을 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외국 태양

력을 쓰고 청국 황제가 주신 정삭을 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요 정부에 규

칙이 있어 내각 대신이 국사를 의논하여 일을 작정하는 것은 임금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요 백성을 권리를 주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이왕 정부에 있던 

역적들이 한 일이라 학부대신을 하였으되 행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부 학

교 학도들이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은 까닭이요 국문을 쓰는 일은 사람을 

변하여 짐승을 만드는 것이요 종사를 망하고 청국 글을 폐하는 일이니 이런 

때에 벼슬하기가 어려우니 가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더라.

- 〈독립신문〉, 1896년 6월 4일

[6] 제군, 암만해도 토벌하는 수밖에 없소. 우리에겐 ‘국문’도 아니 분배해 주는 

저 소위 교육자 암만하여도 토벌하는 수밖에 없소. 대저 학문이란 것은 천

하의 공기이지 결코 일인 일국(一人一國)이 소유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오, 우

리나라가 광무 유신 이후로 양반이니 상복이니 하는 망국적 계급이 타파되

던 동일(同日)에 전일(前日)같이 소수 계급자의 학문 전유(專有)하던 악습이 

일변하였소. (……) 그뿐 아니라 또 사서삼경을 재삼독(再三讀)하고도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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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축문 하나 못 쓰던 그 글은 다 진시황 문고에 깊이 넣어두고, 한 자를 

배우면 한 자를 쓰고 백 자를 배우면 백 자를 쓰는 실용적 활학문(活學問)이 

출래(出來)하였소.

- 나생, 교육자 토벌대, 《대한학회월보》, 4, 1908년 4월 25일

결국 한글과 한문의 대립 속에 국한문 글쓰기가 자리를 잡았고, 국한문과 국문의 이중적 문

어 체계 내에서 한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간행물이 국한문으로 쓰였

으며, 국문만을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래 [7], [8]과 같이 국한문과 

국문으로 동시 간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한문으로 된 글과 국문으로 된 글의 독자층을 달리 

설정했음을 말해 준다. 

[7] 국문 성경과 국한문 성경

  ㄱ. 예수가 잇 러 벳아니 마즌 편에 니르샤 손을 드러 뎌희를 위 야 복을 비

실  맛    비실  에 무리를  나 하노 올나가시니 무리가 경 고 

심히 깃버 야 예루살넴에 도라가 늘 셩뎐에 잇서 하님을 찬숑더라.

  ㄴ. 예수가 引 야 벳아니 越便에 至 샤 手를 擧 야 彼等을 爲 야 福을 祝

 실  맛    祝 실 時에 衆을 離 야 天으로 昇 시니 衆이 敬拜 고 

甚히 喜 야 예루살넴에 歸 야 恒常聖殿에 在야 上帝를 讚頌더라.

- 《신약젼셔》(1906)

[8] 국한문 논설과 국문 논설의 비교

  ㄱ. 或者 長病에 苦痛을 忘치 五條約日에 熱沸던 血이 冷며 七協約

時에 狂發ᄒᆞ던 氣가 灰ᄒᆞ야 合邦의 聲明셔가 巷谷에 雪飛ᄒᆞ야도 尋

常히 看過ᄒᆞ나 試思ᄒᆞ라 合邦以後에 檀君을 背고 天照太神을 奉

지며 君父를 棄고 明治天皇을 拜지며 祖國旗를 拋고 太陽의 彼旗

를 擎리니 同胞此時에 心中이 何如히 苦痛나뇨.

-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8일

  ㄴ. 긴병에 앏흠을 니져림과 치 동포가 오됴약던날에 턴 피가 식엇

고 칠협약의 톄결되던날에 발광을던 긔운이 가되여 합방자 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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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대적 백성의 등장과 한글

[4]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

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 《조선왕조실록》, 고종 31년(1894) 11월 21일

중세 질서가 해체되는 격동기에 조선 왕조는 ‘알려야 할 필요’를 넘어서서 ‘알려야 할 의무’

를 자각했고, [4]의 칙령을 통해 백성의 문자인 언문(諺文)을 한문(漢文)을 대체하는 국문(國

文)으로 격상시켰다. 이 칙령은 한문을 공적 글쓰기에서 퇴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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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반발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보면 근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한글의 위상을 재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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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쓰고 청국 황제가 주신 정삭을 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요 정부에 규

칙이 있어 내각 대신이 국사를 의논하여 일을 작정하는 것은 임금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요 백성을 권리를 주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이왕 정부에 있던 

역적들이 한 일이라 학부대신을 하였으되 행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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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군, 암만해도 토벌하는 수밖에 없소. 우리에겐 ‘국문’도 아니 분배해 주는 

저 소위 교육자 암만하여도 토벌하는 수밖에 없소. 대저 학문이란 것은 천

하의 공기이지 결코 일인 일국(一人一國)이 소유할 수 있는 바가 아니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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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축문 하나 못 쓰던 그 글은 다 진시황 문고에 깊이 넣어두고, 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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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20 한글날 학술대회

셔가 쳐쳐에 눈니듯여도 심샹히보고지는가 각하여볼지어다 합

방이된이후에 단군을 쳑고 텬죠대신을 밧들거시오 군부를 리고 

명치텬황을 놉힐거시며 조국의 태극긔를 리고 태양긔를 잡을지니 동포

의 이 이에 엇더겟가 .

-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8일

동일한 내용을 국문과 국한문으로 양식만 달리하여 썼다는 점에서, [7]과 [8]의 차이는 단

순히 표기와 문체의 선택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이 ‘국한문판’

에 실리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국문판’에 실었다는 점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국문만 아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지식 정보와 담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국문교육은 기초 교육 단계에 머물 수밖

에 없었다.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근대적 국한문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어문법서인 《대한문

전》(1909)을 저술한 바 있는 유길준은 국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고학년은 국한문 중

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의 훈독식 국한문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

는데, 노동자를 위한 교육서인 《노동야학독본》(1908)은 국문으로 교육하면서도 국한문 글쓰

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9] 第뎨五오課과 人사람의 資자格격 …(중략)…

그러ᄒᆞᆫ즉 일온바 人사람의 資자格격은 엇더ᄒᆞ뇨 갈오대 남에게 後뒤지지 아니ᄒᆞ
는 知지識식으로 

家집에ᄂᆞᆫ 집을 昌창셩케 ᄒᆞ는 일이오

國나라에ᄂᆞᆫ 나라를 安평안케 ᄒᆞ는 일이오

社샤會회에ᄂᆞᆫ 샤회를 利리롭게 ᄒᆞ는 일이니라

- 《노동야학독본》(1908)의 훈독식 국한문

위의 훈독식 국한문은 한자를 음대로 읽었을 경우 우리말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한자에 

부기된 국문을 읽을 때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이 된다. 이는 《노동야학독본》이 국문으로 먼

저 작성된 후 한자를 포함한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가 되는데, 《노동야학독본》이 출간된 이듬

해에 이를 일부 재편집하여 출간한 《노동야학》(1909)의 문장이 순 국문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유길준이 노동자 교육을 위한 글을 국문 양식으로 설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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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유길준이 노동자 교육을 위한 독본을 굳이 훈독식 국한문으로 저술했

던 의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유길준은 노동자 교육의 단계를 국문으로 기본 지식을 익

히면서 한자를 익히는 것을 1단계, 국한문을 읽을 수준까지 도달하여 고급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2단계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이처럼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체계 속에서 지식 정보와 정치 담론의 생산과 유통이 

국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근대 초기의 시

대적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시대적 한계를 구체화하면, 첫째는 국문의 표기법이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표준어가 정립되지 못한 한계이고, 둘째는 근대적 백성이 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이다. 한글만 아는 근대적 백성이 지식 정보와 정치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말과 한글의 규범화가 완비되지 못했으니, 한

글의 사용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첫째 한계에 대한 대응은 국어 규범화 연구로 나타났다. 당시 국어 규범화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활성화되었지만, 1907년 국문연구소의 설립은 국가가 국어 규범화에 직접 나선 사례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국문연구소의 규범화 논의 결과가 어문 사용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사회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여서 국문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적용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규범화 논의가 지식인들 간의 학술

적 논쟁으로 흘러 시급한 규범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

한매일신보〉의 논설은 이러한 국문연구소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10] 근래 듣기로 학부에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문을 연구한다고 하니 어

떤 특이한 사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나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그 

연원과 내역을 연구하는 데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필요치 아니하니, 다만 

그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해 온전한 경성(서울)의 

토속어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등 부류를 구별하여 국어 자전 일부를 편

성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게 하되, 그 문자의 

고저(高低)와 청탁(淸濁)은 앞서 강정(講定)한 사람이 이미 있으니 취하여 

쓸 것이오, 새롭게 괴벽한 설을 만들어내어 사람의 이목만 현란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노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일

3) 이와 관련해서는 최경봉(2020)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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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8일

동일한 내용을 국문과 국한문으로 양식만 달리하여 썼다는 점에서, [7]과 [8]의 차이는 단

순히 표기와 문체의 선택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이 ‘국한문판’

에 실리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국문판’에 실었다는 점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국문만 아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지식 정보와 담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국문교육은 기초 교육 단계에 머물 수밖

에 없었다.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근대적 국한문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어문법서인 《대한문

전》(1909)을 저술한 바 있는 유길준은 국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고학년은 국한문 중

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의 훈독식 국한문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

는데, 노동자를 위한 교육서인 《노동야학독본》(1908)은 국문으로 교육하면서도 국한문 글쓰

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9] 第뎨五오課과 人사람의 資자格격 …(중략)…

그러ᄒᆞᆫ즉 일온바 人사람의 資자格격은 엇더ᄒᆞ뇨 갈오대 남에게 後뒤지지 아니ᄒᆞ
는 知지識식으로 

家집에ᄂᆞᆫ 집을 昌창셩케 ᄒᆞ는 일이오

國나라에ᄂᆞᆫ 나라를 安평안케 ᄒᆞ는 일이오

社샤會회에ᄂᆞᆫ 샤회를 利리롭게 ᄒᆞ는 일이니라

- 《노동야학독본》(1908)의 훈독식 국한문

위의 훈독식 국한문은 한자를 음대로 읽었을 경우 우리말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한자에 

부기된 국문을 읽을 때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이 된다. 이는 《노동야학독본》이 국문으로 먼

저 작성된 후 한자를 포함한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가 되는데, 《노동야학독본》이 출간된 이듬

해에 이를 일부 재편집하여 출간한 《노동야학》(1909)의 문장이 순 국문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유길준이 노동자 교육을 위한 글을 국문 양식으로 설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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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유길준이 노동자 교육을 위한 독본을 굳이 훈독식 국한문으로 저술했

던 의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유길준은 노동자 교육의 단계를 국문으로 기본 지식을 익

히면서 한자를 익히는 것을 1단계, 국한문을 읽을 수준까지 도달하여 고급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2단계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이처럼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체계 속에서 지식 정보와 정치 담론의 생산과 유통이 

국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근대 초기의 시

대적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시대적 한계를 구체화하면, 첫째는 국문의 표기법이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표준어가 정립되지 못한 한계이고, 둘째는 근대적 백성이 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이다. 한글만 아는 근대적 백성이 지식 정보와 정치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말과 한글의 규범화가 완비되지 못했으니, 한

글의 사용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첫째 한계에 대한 대응은 국어 규범화 연구로 나타났다. 당시 국어 규범화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활성화되었지만, 1907년 국문연구소의 설립은 국가가 국어 규범화에 직접 나선 사례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국문연구소의 규범화 논의 결과가 어문 사용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사회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여서 국문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적용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규범화 논의가 지식인들 간의 학술

적 논쟁으로 흘러 시급한 규범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

한매일신보〉의 논설은 이러한 국문연구소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10] 근래 듣기로 학부에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문을 연구한다고 하니 어

떤 특이한 사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나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그 

연원과 내역을 연구하는 데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필요치 아니하니, 다만 

그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해 온전한 경성(서울)의 

토속어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등 부류를 구별하여 국어 자전 일부를 편

성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게 하되, 그 문자의 

고저(高低)와 청탁(淸濁)은 앞서 강정(講定)한 사람이 이미 있으니 취하여 

쓸 것이오, 새롭게 괴벽한 설을 만들어내어 사람의 이목만 현란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노라.

-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일

3) 이와 관련해서는 최경봉(2020)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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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판은 알 권리의 확대를 위해 표준어 제정, 철자법 제정, 사전 편찬 등 어문 규범의 

기초를 닦는 일이 시급한데, 국문연구소의 논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위의 논설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후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도 철자법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사전 편찬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1] 조선의 언어는 상술한 것처럼 어음·어법의 각 방면으로 표준이 없고 통일

이 없으므로 하여, 동일한 사람으로도 조석이 상이하고 동일한 사실로도 

경향이 불일할 뿐 아니라, 또는 어의의 미상한 바가 있어도 이를 질정할 

만한 준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감정은 원만히 소통되고 충분히 이해될 

길이 바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의 향상과 보급은 막대한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 1929년 10월 31일

둘째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서 눈에 띄는 것은 한글 신문의 제작이다. 이 중 선구적으로 제

작된 〈독립신문〉(1896)이 특정 계층을 위한 신문이 아닌 일반적 신문을 지향하면서 신문에

서 다룰 사항들을 확장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우리가 독닙신문을 오 처음으로 츌판 조션속에 잇 외국 인

민의게 우리 쥬의를 미리 말여 아시게 노라 우리는 첫 편벽되지 

아니고로 무당에도 상관이 업고 샹하귀쳔을 달니졉아니고 모도 

죠션 사으로만 알고 죠션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의게 말 터인 우리

가 셔울 셩만 위 게 아니라 죠션 젼국 인민을 위여 무일이든지 

언여 주랴홈 졍부에셔 시일을 셩의게 젼터이요 셩의 졍

셰을 졍부에 젼터이니 만일 셩이 졍부일을 자세이알고 졍부에셔 
셩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피에 유익 일만히 잇슬터이요 불평 
과 의심 각이 업서질 터이옴.

-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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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졍을 자셰이 긔록 터이요 졍부 속과 민간 소문을 

다 보고 터이라 졍치샹 일과 농 쟝 의술샹 일을 얼만콤식 이 신문샹 
일 긔록홈.

-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12]에서 피력한 신문 편집의 원칙은 신문이 공론의 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된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음은 신문에 투고하는 투고자의 유형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서순화(1996)에 따르면 〈독립신문〉의 경우 1897년 180건, 1898년 198건의 

투고가 실렸고 1898년 이후 논설란에 급격히 투고 기사가 증가하면서 투고자의 계층도 다양

해졌다. 

[13] 〈독립신문〉의 투고자 유형(서순화, 1996)

계층 건수 비율(%)

백성 260 48.1

개화 지식인 125 23.2

하급 관리  63 11.8

고급 관리  27  5.0

학도  13  2.4

외국인  12  2.2

국외 거주자  12  2.2

종교인  12  2.2

선비  12  2.2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백성’의 투고가 가장 많았다는 점인데, 이때 ‘백성’을 특별한 사

회적 지위가 없는 일반인으로 보면, 일반인들 역시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한글만으로 된 간행물이 극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정치 사회 담론을 담고 있는 경우도 드문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논설을 

투고할 정도의 ‘백성’을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

한 지식 수준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신문이 존재했기 때

문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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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서 피력한 신문 편집의 원칙은 신문이 공론의 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된

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음은 신문에 투고하는 투고자의 유형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서순화(1996)에 따르면 〈독립신문〉의 경우 1897년 180건, 1898년 198건의 

투고가 실렸고 1898년 이후 논설란에 급격히 투고 기사가 증가하면서 투고자의 계층도 다양

해졌다. 

[13] 〈독립신문〉의 투고자 유형(서순화, 1996)

계층 건수 비율(%)

백성 260 48.1

개화 지식인 125 23.2

하급 관리  63 11.8

고급 관리  27  5.0

학도  13  2.4

외국인  12  2.2

국외 거주자  12  2.2

종교인  12  2.2

선비  12  2.2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백성’의 투고가 가장 많았다는 점인데, 이때 ‘백성’을 특별한 사

회적 지위가 없는 일반인으로 보면, 일반인들 역시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한글만으로 된 간행물이 극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정치 사회 담론을 담고 있는 경우도 드문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논설을 

투고할 정도의 ‘백성’을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

한 지식 수준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신문이 존재했기 때

문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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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볼 때 〈독립신문〉의 시도는 한글 매체의 확대가 곧 근대적 백성이 근대적 시민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일임을 보여 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못했고 한글 매체의 확산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열악한 교육 기반 속에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었던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절대 다수가 문맹인 상태에서는 

한글 매체의 확장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근대적 백성이 근대

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은 해방 이후 문맹 퇴치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한글 해득자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후라 할 수 있다.  

Ⅳ 민주주의의 실현과 한글

[14]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

를 병용할 수 있다.

해방 후 정부 수립과 동시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결국 모든 지식 정보와 

정치 담론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길을 닦는다는 의미가 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한글만 아는 사람들이 모든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였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강력하게 전개되었던 문맹 퇴치 운동과 학교교육의 확대 정책으로 한글을 

아는 사람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글교육은 국가의 구성원으

로서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글

교육을 받은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한글로 나타내는 지식 정보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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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문 보급 상황(1959년)4)

연도 총인구 국문 해득자 수 문맹자 수 문맹자 비율 비고

1945 10,253,138 2,272,236 7,980,922 78.0% 해방 당시

1948 13,087,405 7,676,325 5,411,080 41.0% 정부 수립

1953 12,269,739 9,124,480 3,145,259 26.0% 문맹 퇴치 계획 전

1954 12,299,739 10,560,719 1,709,020 14.0% 제1차

1955 12,219,739 10,745,698 1,524,041 12.0% 제2차

1956 13,911,678 12,492,713 1,419,205 10.0% 제3차

1957 13,713,873 12,568,590 1,145,293 8.3% 제4차

1958 13,713,873 13,150,891 562,982 4.1% 제5차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을 구체화한 〈한글전용 실천요강〉이 발표

되었다.

[16] 〈한글전용 실천요강〉(1958)

ㄱ)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써 알아보기 어려운 말에는 괄

호를 치고 한자를 써 넣는다.

ㄴ)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

ㄷ) 각 기관의 현판과 청내 각종 표지는 모두 한글로 고쳐 붙인다. 특히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한자나 다른 외국어로 쓴 현판 표지를 같이 붙일 수 있으되, 반드시 한

글로 쓴 것보다 아래로 한다.

ㄹ) 사무용 각종 인쇄 및 등사물도 한글로 한다.

ㅁ)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기타 사무용 각종 인은 한글로 하고 이에 필요한 경

비는 각 부에서 부담한다. 관인 조처의 상세한 것은 따로 정한다.

ㅂ) 각 관공서는 그 소할 감독 밑에 있는 사사 단체에 대해서도 위의 각 항목에 따르

도록 권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뒷받침이 한글로 나타내는 지식 정보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

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공문서의 한글화는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지식 정보를 한글화하는 데

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결국 출판물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었던 

4) 문교부(1959), 《문교월보》 , 4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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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볼 때 〈독립신문〉의 시도는 한글 매체의 확대가 곧 근대적 백성이 근대적 시민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일임을 보여 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못했고 한글 매체의 확산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열악한 교육 기반 속에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었던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절대 다수가 문맹인 상태에서는 

한글 매체의 확장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근대적 백성이 근대

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은 해방 이후 문맹 퇴치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한글 해득자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후라 할 수 있다.  

Ⅳ 민주주의의 실현과 한글

[14]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

를 병용할 수 있다.

해방 후 정부 수립과 동시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결국 모든 지식 정보와 

정치 담론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길을 닦는다는 의미가 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한글만 아는 사람들이 모든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였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강력하게 전개되었던 문맹 퇴치 운동과 학교교육의 확대 정책으로 한글을 

아는 사람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글교육은 국가의 구성원으

로서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글

교육을 받은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한글로 나타내는 지식 정보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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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문 보급 상황(1959년)4)

연도 총인구 국문 해득자 수 문맹자 수 문맹자 비율 비고

1945 10,253,138 2,272,236 7,980,922 78.0% 해방 당시

1948 13,087,405 7,676,325 5,411,080 41.0% 정부 수립

1953 12,269,739 9,124,480 3,145,259 26.0% 문맹 퇴치 계획 전

1954 12,299,739 10,560,719 1,709,020 14.0% 제1차

1955 12,219,739 10,745,698 1,524,041 12.0% 제2차

1956 13,911,678 12,492,713 1,419,205 10.0% 제3차

1957 13,713,873 12,568,590 1,145,293 8.3% 제4차

1958 13,713,873 13,150,891 562,982 4.1% 제5차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을 구체화한 〈한글전용 실천요강〉이 발표

되었다.

[16] 〈한글전용 실천요강〉(1958)

ㄱ)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써 알아보기 어려운 말에는 괄

호를 치고 한자를 써 넣는다.

ㄴ)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

ㄷ) 각 기관의 현판과 청내 각종 표지는 모두 한글로 고쳐 붙인다. 특히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한자나 다른 외국어로 쓴 현판 표지를 같이 붙일 수 있으되, 반드시 한

글로 쓴 것보다 아래로 한다.

ㄹ) 사무용 각종 인쇄 및 등사물도 한글로 한다.

ㅁ)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기타 사무용 각종 인은 한글로 하고 이에 필요한 경

비는 각 부에서 부담한다. 관인 조처의 상세한 것은 따로 정한다.

ㅂ) 각 관공서는 그 소할 감독 밑에 있는 사사 단체에 대해서도 위의 각 항목에 따르

도록 권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뒷받침이 한글로 나타내는 지식 정보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

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공문서의 한글화는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지식 정보를 한글화하는 데

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결국 출판물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었던 

4) 문교부(1959), 《문교월보》 , 4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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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출판물의 증가와 정치 사회적 의사를 표출하려는 욕망이 상호작용할 때에만 한글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문자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1950~1960년대에는 그

러한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문 발행 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 신문 발행 부수 비교5)

국가 국민 소득(1955년, 달러) 농업 인구(%) 신문 발행 부수(인구 1,000명 당) 

일본 240 39(1957) 397(1955)

필리핀 201 57(1957) 19(1955)

터키 276 77(1955) 32(1955)

한국  64 62(1959) 30(1959)

한글 해득자의 수는 90%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례해 한글 출판물이 늘어날 수 없는 상

황에서, 국어 정책은 지식 정보를 한글화하는 것과 관련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

했다. 국어 정책은 여전히 철자법 논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게다가 이 논쟁에 권위주의 

정권이 개입하면서 파행을 맞게 되었다.

[18] 한글 간소화 3원칙(1954년 6월 26일 발표)

1. 받침은 끝소리에 발음되는 ‘ㄱㄴㄹㅁㅂㅅㅇㄺㄻㄼ’ 10개만을 허용한다.

2. 명사나 어간이 다른 말과 어울려서 딴 독립된 말이 되거나 뜻이 변할 때에 

그 어원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3. 종래 인정되어 쓰이던 표준말 가운데 이미 쓰이지 않거나 또는 말이 바뀌

어진 것은 그 변천된 대로 적는다.

‘한글 간소화 방안’은 형태주의 표기법의 어려움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방안이었지만, 이를 

지시한 이승만의 결정적인 실책은 형태주의 표기법이 역사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는 20세기 초의 상황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 이후 

정립된 한 국가의 표기법을 해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글 간소화 방안’은 하나의 해프닝처

5) [Ginsburg, N. S.(1968). Atlas of Economic Develop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서 재인용. 한국의 사례는 김종서(1964)에
서 별도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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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막을 내렸지만, 그 이후 사전이 출간되고 규범 문법의 틀이 만들어진 1960년대까지도 규

범화 논쟁이 계속된 것은 한글을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격화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는 한글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국어 정화 운동과 연결된 데에서 비롯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국어 정화 운동의 성격상 극단적인 어문민족주의가 담론을 이끌어 나가면서 

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놓치게 된 것이다.

[19] 그때 군정문교부 편수국 수뇌부에 한자 폐지론의 총대장격인 최현배 씨가 

진을 치고서, 학교 교과서에서부터 한자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마구 우겨

서 실천에 옮기고 있어서, 그적에 벌서 당연히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란한 정국의 격동에 휩쓸려, 또 한편에는 

최현배 씨가 걸머진 군정과 조선어학회라는 두 겹의 후광에 압도되었던

가, 이런 문제의 전문가인 어학자 편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전개시키지 않

고 말았고 문학자 또한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었다.

- 김기림(1950),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위에서 김기림은 해방 이후 최현배 문교부 편수국장이 주도한 한자 폐지와 국어 정화 운동

이 독단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정책은 한자와 한자어는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어문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

웠다. [14]에 제시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한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온건하면서도 현

실적인 지침이었음에도, 한글 전용론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은 당시 한글 전용론의 이

념성을 잘 보여 준다. 신문과 학술 서적 등에서 한자 혼용이 당연시되던 시점에 한자 병용을 

비판함으로써, 한자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한글 전용론과 한자 혼용론이라는 극단적 주장이 대

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극단적인 두 주장이 마주치면서 한자 논쟁은 1990

년대까지 어문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자를 굳이 축출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었고 한자를 사용해

야만 우리말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견해도 비현실적이었다. 실제로 김기림 등을 비롯해 해방 

이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점진적인 한자 폐지론 혹은 한자 제한론을 이야기했는데, 극단적

인 양쪽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이 논쟁이 평행선을 그리며 계속된 측면이 있다. 한쪽의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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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출판물의 증가와 정치 사회적 의사를 표출하려는 욕망이 상호작용할 때에만 한글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문자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1950~1960년대에는 그

러한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문 발행 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 신문 발행 부수 비교5)

국가 국민 소득(1955년, 달러) 농업 인구(%) 신문 발행 부수(인구 1,000명 당) 

일본 240 39(1957) 397(1955)

필리핀 201 57(1957) 19(1955)

터키 276 77(1955) 32(1955)

한국  64 62(1959) 30(1959)

한글 해득자의 수는 90%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례해 한글 출판물이 늘어날 수 없는 상

황에서, 국어 정책은 지식 정보를 한글화하는 것과 관련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

했다. 국어 정책은 여전히 철자법 논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게다가 이 논쟁에 권위주의 

정권이 개입하면서 파행을 맞게 되었다.

[18] 한글 간소화 3원칙(1954년 6월 26일 발표)

1. 받침은 끝소리에 발음되는 ‘ㄱㄴㄹㅁㅂㅅㅇㄺㄻㄼ’ 10개만을 허용한다.

2. 명사나 어간이 다른 말과 어울려서 딴 독립된 말이 되거나 뜻이 변할 때에 

그 어원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3. 종래 인정되어 쓰이던 표준말 가운데 이미 쓰이지 않거나 또는 말이 바뀌

어진 것은 그 변천된 대로 적는다.

‘한글 간소화 방안’은 형태주의 표기법의 어려움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방안이었지만, 이를 

지시한 이승만의 결정적인 실책은 형태주의 표기법이 역사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는 20세기 초의 상황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 이후 

정립된 한 국가의 표기법을 해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글 간소화 방안’은 하나의 해프닝처

5) [Ginsburg, N. S.(1968). Atlas of Economic Develop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서 재인용. 한국의 사례는 김종서(1964)에
서 별도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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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막을 내렸지만, 그 이후 사전이 출간되고 규범 문법의 틀이 만들어진 1960년대까지도 규

범화 논쟁이 계속된 것은 한글을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격화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는 한글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국어 정화 운동과 연결된 데에서 비롯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국어 정화 운동의 성격상 극단적인 어문민족주의가 담론을 이끌어 나가면서 

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놓치게 된 것이다.

[19] 그때 군정문교부 편수국 수뇌부에 한자 폐지론의 총대장격인 최현배 씨가 

진을 치고서, 학교 교과서에서부터 한자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마구 우겨

서 실천에 옮기고 있어서, 그적에 벌서 당연히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란한 정국의 격동에 휩쓸려, 또 한편에는 

최현배 씨가 걸머진 군정과 조선어학회라는 두 겹의 후광에 압도되었던

가, 이런 문제의 전문가인 어학자 편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전개시키지 않

고 말았고 문학자 또한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었다.

- 김기림(1950),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위에서 김기림은 해방 이후 최현배 문교부 편수국장이 주도한 한자 폐지와 국어 정화 운동

이 독단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정책은 한자와 한자어는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어문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

웠다. [14]에 제시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한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온건하면서도 현

실적인 지침이었음에도, 한글 전용론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은 당시 한글 전용론의 이

념성을 잘 보여 준다. 신문과 학술 서적 등에서 한자 혼용이 당연시되던 시점에 한자 병용을 

비판함으로써, 한자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한글 전용론과 한자 혼용론이라는 극단적 주장이 대

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극단적인 두 주장이 마주치면서 한자 논쟁은 1990

년대까지 어문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자를 굳이 축출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었고 한자를 사용해

야만 우리말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견해도 비현실적이었다. 실제로 김기림 등을 비롯해 해방 

이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점진적인 한자 폐지론 혹은 한자 제한론을 이야기했는데, 극단적

인 양쪽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이 논쟁이 평행선을 그리며 계속된 측면이 있다. 한쪽의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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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을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토론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도 이처럼 극

단적 주장이 거듭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한글 전용을 공적 영역으로 제한하고, 한자 혼용

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사적 영역으로 제한했다면 한자를 병용하는 주장이 설 자리도 생기

면서 논의가 좀 더 생산적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선 이미 역사적 판단이 끝난 철자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다른 한편에선 관

습을 고려하지 않은 한글 전용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글 운동은 언어 대중을 위한 운동이 아

니라 한글을 위한 운동이 되었다. 문맹 퇴치가 곧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한글 운동은 문맹 퇴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여할 바를 

구체화했어야 했는데,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의 산업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글 운동은 이

전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산업화 시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국민 정신 또는 민족 주체성이 강조되던 시절 한

글 전용과 국어 순화 정책은 규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는데, 이는 민주

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한글 사용의 확대 정책이 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20] 1960~1970년대 한글 정책의 양상

1968년
국민교육헌장 제정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지시

1970년 교과서의 한글 전용

1972년
유신헌법 통과
국어 정체성 문제의 부각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국어순화운동 지시
문교부 내에 ‘국어순화운동협의회’ 신설

 

국민 교육이 정착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정

작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한글 콘텐츠가 자유롭게 공유되지 못했던 

것은 산업화 시대 국어 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 준다. 김영화(2015: 138-140)에서는 96%라

는 196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은 “문맹을 퇴치해 줌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요한 합리성과 진

보의 개념을 국가 전체에 확산시키며, 대면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분석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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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문맹 퇴치 운동과 초등교육의 확대를 통한 한글 보급의 확대가 곧바로 민주주의의 실

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산업화 시대에 한글교육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산이 주요 목

적이었으며, 권위적인 정권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글의 의미를 찾았다. 이런 상

황에서 한글이 나타내는 지식 영역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한글 사용의 확장을 고민하는 정책

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는 한글 전용과 국어 순화 정책이 이념화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주로 일상생활의 글쓰기와 말하기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 

신문의 한자 혼용은 여전했으며, 난해한 법률문은 여전히 통용되었으며, 전문 지식의 대중화

를 위한 시도는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결국 한글 콘텐츠는 국가권력과 언어 대중 간, 지식 생산자와 언어 대중 간의 길항을 통해 

서서히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한글교육을 받은 세대가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신문 및 

서적에서 국한문 혼용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신문이 한자 사용을 획기

적으로 줄인 것은 한글 세대가 구독자의 주류가 되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신문 구독자의 수

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1980년대 이후부터다. 신문의 한자 사용 비율 변화는 한글로 나타

내는 지식 영역의 확대와 연동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

들의 비평 능력이 향상된 것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1] 신문(〈동아일보〉)에서의 한자 사용 비율의 변화(이상혁 외, 2017)



38 ❚ 2020 한글날 학술대회

한쪽을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토론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도 이처럼 극

단적 주장이 거듭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한글 전용을 공적 영역으로 제한하고, 한자 혼용

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사적 영역으로 제한했다면 한자를 병용하는 주장이 설 자리도 생기

면서 논의가 좀 더 생산적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선 이미 역사적 판단이 끝난 철자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다른 한편에선 관

습을 고려하지 않은 한글 전용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글 운동은 언어 대중을 위한 운동이 아

니라 한글을 위한 운동이 되었다. 문맹 퇴치가 곧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한글 운동은 문맹 퇴치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여할 바를 

구체화했어야 했는데,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의 산업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글 운동은 이

전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산업화 시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국민 정신 또는 민족 주체성이 강조되던 시절 한

글 전용과 국어 순화 정책은 규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는데, 이는 민주

주의 실현이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한글 사용의 확대 정책이 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20] 1960~1970년대 한글 정책의 양상

1968년
국민교육헌장 제정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지시

1970년 교과서의 한글 전용

1972년
유신헌법 통과
국어 정체성 문제의 부각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국어순화운동 지시
문교부 내에 ‘국어순화운동협의회’ 신설

 

국민 교육이 정착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정

작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한글 콘텐츠가 자유롭게 공유되지 못했던 

것은 산업화 시대 국어 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 준다. 김영화(2015: 138-140)에서는 96%라

는 196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은 “문맹을 퇴치해 줌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요한 합리성과 진

보의 개념을 국가 전체에 확산시키며, 대면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분석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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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문맹 퇴치 운동과 초등교육의 확대를 통한 한글 보급의 확대가 곧바로 민주주의의 실

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산업화 시대에 한글교육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산이 주요 목

적이었으며, 권위적인 정권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글의 의미를 찾았다. 이런 상

황에서 한글이 나타내는 지식 영역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한글 사용의 확장을 고민하는 정책

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는 한글 전용과 국어 순화 정책이 이념화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주로 일상생활의 글쓰기와 말하기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 

신문의 한자 혼용은 여전했으며, 난해한 법률문은 여전히 통용되었으며, 전문 지식의 대중화

를 위한 시도는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결국 한글 콘텐츠는 국가권력과 언어 대중 간, 지식 생산자와 언어 대중 간의 길항을 통해 

서서히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한글교육을 받은 세대가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신문 및 

서적에서 국한문 혼용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신문이 한자 사용을 획기

적으로 줄인 것은 한글 세대가 구독자의 주류가 되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신문 구독자의 수

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1980년대 이후부터다. 신문의 한자 사용 비율 변화는 한글로 나타

내는 지식 영역의 확대와 연동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

들의 비평 능력이 향상된 것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1] 신문(〈동아일보〉)에서의 한자 사용 비율의 변화(이상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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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글의 오늘과 내일

1. 국민주권주의의 확대와 공공 언어 문제

[22] 〈국어기본법〉(200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

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한자 혼용과 한글 전용의 대립이 어문 정책의 주요 쟁점에서 벗어나면서, 어문 정책에서 민

주주의 실현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의 〈국어기본

법〉은 국어 정책이 한글을 쓴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에서 한글로 표기하는 언어와 

그 언어가 담아내는 지식 정보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보여 준다. 따

라서 〈국어기본법〉에서는 문자로서의 한글과 언어로서의 한국어 문제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문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지식일수록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게 된 것도 〈국

어기본법〉이 출현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이후 쉬운 공공 언어 쓰기 운동

이 본격화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언어의 공공성 문제가 국어 정책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되면

서, 공공 언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공공 언어의 수준을 누구의 처지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23]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제도를 뜻합니다. 종래 재판의 객체로만 여겨져

온 국민들이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주권주

의를 재판의 영역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

계이지만 매우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 5년간은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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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민

들의 참여도와 판단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젠 검사나 변호인이 판사

와의 소통에 안주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언어

로 호소력을 높이는 새로운 법정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변호사 한승헌 인터뷰 기사, 〈경향신문〉, 2009년 6월 11일

위의 예에서처럼 국민주권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갈수록 확대된다면, 사회 각 영역의 지

식은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지식의 수준을 낮추거나 이

를 전달하는 언어를 쉽게 하는 차원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롭게 부각

되는 것은 [22]에서 거론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 문제이다. 이는 곧 언어적 표현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심화될수록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이토 준이치(2009: 34)는 ‘담론 자원’이 공공성에의 실질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좌우한다

고 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일상적 지식의 비대칭성에 따른 ‘담론 자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

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하는 방향은 담론 자원의 격차에 근거한 지배를 비판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을 비판할 수 있는 대항 담론을 그 외부에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언어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사이토 준이치의 말은 공공 언어에서 쉬운 언어 쓰기를 

강제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되는 빈도가 높

아질수록 공공 언어의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한글로 나타내야 하는 지식의 

영역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쉬운 공공 언어 쓰기와 같은 민주적 

통제 정책이 언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제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세계화와 한글의 의미

세계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한글 또한 국어의 문제와만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와 한글을 연결 지으면, 대부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의 확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한글 사용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점을 한글의 세계화와 연관 

지으면 어떤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을까? 이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글의 세계화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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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들이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주권주

의를 재판의 영역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

계이지만 매우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 5년간은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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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민

들의 참여도와 판단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젠 검사나 변호인이 판사

와의 소통에 안주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언어

로 호소력을 높이는 새로운 법정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변호사 한승헌 인터뷰 기사, 〈경향신문〉, 2009년 6월 11일

위의 예에서처럼 국민주권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갈수록 확대된다면, 사회 각 영역의 지

식은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지식의 수준을 낮추거나 이

를 전달하는 언어를 쉽게 하는 차원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롭게 부각

되는 것은 [22]에서 거론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 문제이다. 이는 곧 언어적 표현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심화될수록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이토 준이치(2009: 34)는 ‘담론 자원’이 공공성에의 실질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좌우한다

고 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일상적 지식의 비대칭성에 따른 ‘담론 자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

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하는 방향은 담론 자원의 격차에 근거한 지배를 비판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을 비판할 수 있는 대항 담론을 그 외부에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언어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사이토 준이치의 말은 공공 언어에서 쉬운 언어 쓰기를 

강제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되는 빈도가 높

아질수록 공공 언어의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한글로 나타내야 하는 지식의 

영역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쉬운 공공 언어 쓰기와 같은 민주적 

통제 정책이 언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제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세계화와 한글의 의미

세계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한글 또한 국어의 문제와만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와 한글을 연결 지으면, 대부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의 확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한글 사용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점을 한글의 세계화와 연관 

지으면 어떤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을까? 이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글의 세계화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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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한글 주권 문제, 한글 수출 문제 등이 논쟁거리가 되거나 화젯거리가 되

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글을 우리의 문자라고 보는 관점에 일정한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 줬

다고 할 수 있다.

[24] 우리나라가 휴대폰 한글자판 입력 방식 표준화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중국 

정부가 조만간 조선어 입력방식 표준을 정하는 등 이른바 ‘한글공정’에 속

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학계는 표준화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글 주권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아졌다. 1일 한국어정보

학회·중국조선어정보학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5일 시작되는 전국인

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조선어(한글)와 중국어를 포함한 6대 법정문자의 

자판 입력방식 표준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발의키로 했다. 현룡운 중국

조선어정보학회 회장은 “법정문자의 자판 입력방식 표준화는 기초 소프트

웨어 분야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진흥 계획에 포함된다”며 “추가로 R&D 

전용자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요청에 따라 편성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조선어 등 6대 법정문자 표준화는 중국의 대

규모 IT산업진흥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전자신문〉, 2011년 3월 2일

위의 인용문은 중국에서 한글 자판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려는데 우리나라에서조차 한글 입

력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한

글 정책을 동북공정을 연상시키는 한글 공정으로, 그리고 중국의 한글 자판 표준화 정책을 문

화적 침략으로 규정하여 ‘한글 주권 훼손’이라고 하는 시각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의 소수 민족 문자에 대한 정보화 사

업이 중국 어문 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어(漢

語)를 공통어로 삼으면서 동시에 소수 민족 자치구의 민족어를 자치주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복합 국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어를 정보화하면 뒤이어 소수 민족어를 정보화해

야 한다. 조선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몽골어, 카자흐어 등의 문자는 정보화가 진척된 대표적

인 소수 민족 문자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이들 문자의 자판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글을 정보화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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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글을 중국의 주요 문자에서 제외하면, 중국 내 한글의 위상은 물론 조선족의 문화적 

위상 또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자의 주인은 결국 그 문자

를 도입해 자신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점을 한글의 경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한글이 우리 문자라는 인식은 “한글 수출”이라는 독특한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했

다. 한글을 널리 퍼트린다는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글 정책을 보는 시각과는 정반

대의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한글은 우리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 뿌

리는 같다고 볼 수 있다.

[25] 문화부가 지적한 검정교과서의 오류는 고등학교 국어(상) 1권과 국어(하) 

4권에서 발견됐다. 그것은 각각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

(또는 보급)했다’, ‘문자가 없어 소멸할 위기에 처한 찌아찌아어’라는 부분

이다. 문화부는 ‘공식 문자 채택’ 관련 부분은 ‘부족어 표기에 한글 교육 

실시’로 수정하기로 했고, ‘문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

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다. 교과서에서 기술한 내용이 명백한 ‘오류’이

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2012년 10월 23일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수출했다는 보도는 2009년에 나왔는데, 한글을 수출

하여 문자 없는 민족이 자신들의 모어를 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보도 내용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 민족에 불과하지만 그곳에서 한글을 공식 문자

로 채택하였다는 소식은 한글이 국제 문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거론되

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공식 문자는 

로마자라는 사실이다. 로마자가 공식 문자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각 소수 민족어 역시 로마자로 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찌아찌아어를 표기할 문자

가 없다는 것도, 한글이 찌아찌아족 거주지의 공식 문자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많은 사람이 한글에 과도하게 민족 의식을 투영하면서 한글의 확산을 꿈꾸어 왔음을 말해 준

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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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한글 주권 문제, 한글 수출 문제 등이 논쟁거리가 되거나 화젯거리가 되

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글을 우리의 문자라고 보는 관점에 일정한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 줬

다고 할 수 있다.

[24] 우리나라가 휴대폰 한글자판 입력 방식 표준화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중국 

정부가 조만간 조선어 입력방식 표준을 정하는 등 이른바 ‘한글공정’에 속

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학계는 표준화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글 주권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아졌다. 1일 한국어정보

학회·중국조선어정보학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5일 시작되는 전국인

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조선어(한글)와 중국어를 포함한 6대 법정문자의 

자판 입력방식 표준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발의키로 했다. 현룡운 중국

조선어정보학회 회장은 “법정문자의 자판 입력방식 표준화는 기초 소프트

웨어 분야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진흥 계획에 포함된다”며 “추가로 R&D 

전용자금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요청에 따라 편성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조선어 등 6대 법정문자 표준화는 중국의 대

규모 IT산업진흥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전자신문〉, 2011년 3월 2일

위의 인용문은 중국에서 한글 자판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려는데 우리나라에서조차 한글 입

력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한

글 정책을 동북공정을 연상시키는 한글 공정으로, 그리고 중국의 한글 자판 표준화 정책을 문

화적 침략으로 규정하여 ‘한글 주권 훼손’이라고 하는 시각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의 소수 민족 문자에 대한 정보화 사

업이 중국 어문 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어(漢

語)를 공통어로 삼으면서 동시에 소수 민족 자치구의 민족어를 자치주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복합 국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어를 정보화하면 뒤이어 소수 민족어를 정보화해

야 한다. 조선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몽골어, 카자흐어 등의 문자는 정보화가 진척된 대표적

인 소수 민족 문자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이들 문자의 자판 입력 방식을 표준화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글을 정보화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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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글을 중국의 주요 문자에서 제외하면, 중국 내 한글의 위상은 물론 조선족의 문화적 

위상 또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자의 주인은 결국 그 문자

를 도입해 자신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점을 한글의 경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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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했다. 첫째는 한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을 달리하

며 시대의 변화를 뒷받침하거나 그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대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한글의 힘은 한글로 나타낼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을 넓히고 그 한

계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곧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2장의 논의는 민본주의의 실현을 통해 중세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이 활용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형성된 한글 문화가 근대적 개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3장의 논의는 근대적 개혁으로 한글이 나타낼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그 계기를 살려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

여 주는 것이었다. 국문과 국한문의 이중적 문어 체계가 유지되면서 국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계, 낮은 문해율로 한글 문화를 확장할 수 없었던 

한계 등이 거론되었다.

4장의 논의는 한글이 민주주의 실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한글의 제도

적 위상에 걸맞게 한글로 나타내는 지식의 영역이 확장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한글로 나타낼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곧 당대 민주주의의 한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970년대 한글 전용 정책의 한계, 그 한계 속에서 확장된 한글 문화의 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5장의 논의는 문자를 습득하는 문제가 한글 정책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다루었

다. 이 시기의 특징은 문자가 아닌 문자를 통해 나타내는 지식의 영역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주권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표현

력과 이해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점을 한글의 세계화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민족주의

적 관점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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