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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세기 말 이래 중국에서는 한자 또는 한자의 독음을 로마자모로 대체 또는
표기하려는 각종 시도들이 이어져왔다. 瞿秋白(1899~1935)의 ‘라틴화 신문
자 방안’은 이러한 시도들의 총결이자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어병음
자모’의 맹아로서 매우 중요한 한어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분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중
국 현대문학 연구분과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현대한어사 연구분과이다. 먼저
현대문학 분과는 주로 1930~32년 사이에 진행된 1,2차 문예대중화 논쟁1)이
19

한양여자대학 중국어과 조교수
년대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규모와 정도의 ‘대중화’ 논쟁이 있었다. 1930년의 제1
차 토론은 좌익작가연맹의 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제1차 토론에서는 주로 대중문
예의 형식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 1차 논쟁은 문예대중화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32년의 제2차 논쟁은 구추백에 의
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2차 논쟁에서 대중문예의 내용 언어 형식 창작
방법과 과제 등에 관해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했는데, 이 문제들이 2차 토론의 중심을 이

*
1) 1930

226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

나 1934~35년 사이에 진행된 3차 문예대중화 논쟁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
해왔다. 그러나 1,2차 논쟁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 자체보다는 ‘대중문예’ 또는
‘문예대중화’의 방향과 문체, 대상과 주체를 둘러싸고 진행된 것이었다. 실제로
1987년 上海文藝出版社에서 출판한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에 수록된
1,2차 논쟁 관련 문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중문예’와 ‘문예대중화’ 문제에 관
한 것들이다. 특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총 5편의 구추백의 문장2) 중에 라틴
화 신문자 방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 역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새로운 어문체계로서 집중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1,2
차 문예대중화 논쟁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한편 1934~35년 소위 ‘대중어운동’으로 불리는 3차 문예대중화 논쟁에서는
‘대중어’의 표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대중어’ 표기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부각되면서 집중적인 조
명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3차 논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완결본이라고 할 수 있는 ≪新中國文草案≫은 3
차 논쟁이 시작되기 1년여 전인 1932년 12월에 완성된 것으로 ‘대중어’의 표
기 논쟁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
을 뿐이다. 이 때문에 3차 논쟁에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
과 토론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에 수록된 3
차 논쟁 관련 문장들 중에 구추백의 글은 한 편도 없다. 따라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3차 문예대중화 논쟁의 일환으로 다루
는 데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3)
루었다. 이 토론의 정점에는 ‘대중문예는 어떤 말로 써야하는가’에 대한 구추백과 모순
사이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1934년에 일어난 ‘대중어운동’의 서곡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김민정, ≪1934년의 ‘대중어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6.8. 6~7쪽 참조.
2) 그것들은 각각 <普洛大衆文藝的現實問題>, <大衆文藝的問題>, <“我們”是誰?>, <歐化文
藝>, <再論大衆文藝答止敬>이다.
3)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문예대중화 논쟁이나 대중어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것을 이 두 논쟁의 틀 속에서만 다루어서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 자체의 언어
문자적 체계와 특징, 성과와 의의, 그리고 그것이 중국 어문개혁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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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어사 분과에서는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대해 비교적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한어사 연구의 특성상
종래의 전통적인 문자체계인 한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중국 현대 언어기획’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한
어병음자모’ 방안과의 연관성을 논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비교적 객관
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4) 그러나 현대한어사 분과의 연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언어학적 연구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비롯하여 19세기 말 이래로 중국의 어문개혁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갖
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인 언어운동과 사회문화운동과의 긴밀한 연동현상을 제
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라틴화 신문자 방안 관련 논의의 중심과 성격은 구추백이 1929년 2월
초고를 완성하고 6월에 출판한 ≪中國拉丁化字母方案≫과 같은 해 10월 이
를 수정 보완하여 1930년에 출판한 ≪中國拉丁化的字母≫, 1931년 9월 26
일 한자 라틴화 제1차 대표회의에서 통과된 <中國漢字拉丁化的原則和規則>,
구추백이 1932년 12월에 발표한 ≪新中國文草案≫ 중에서 어떤 것을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정본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 대체로 기존의
현대한어사 연구서에서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최초로 설계한 구추백의 공헌
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비교적 완정한 체계를 갖출 수 있
도록 한 데는 여러 사람의 공동의 기여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사적 위상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
≫
쪽 참조.
이 방안들은 비록 자모 의 구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가
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대중적 속성과 사회운동과의 긴밀한 연동성 성조를 표기하지 않
고 방언의 표기를 인정하는 병음규칙 문장 구조와 개별 어휘의 문법적 기능을 시각화하
는 이어쓰기와 띄어쓰기 규칙 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방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갖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4) 高天如, 中國現代語言計劃的理論和實踐 , 復旦大學出版社, 1993. 169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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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中國拉丁化字母方案≫
이나 ≪中國拉丁化的字母≫ 또는 ≪新中國文草案≫보다는 <中國漢字拉丁化
的原則和規則>을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정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구추백과 여러 사람의 공동 연구 성과라는 점은 이
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의 최초 설계에서 ≪新中國文草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추백이 보여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특히 소련에서 귀국한 후 1,2차 문예대중화 논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들을 다시금 ≪新中國文草案≫의 저술과 연계시켜 나
감으로써 종래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보다 완정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간 점
은 별도의 독자적인 공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中國拉丁化字母
方案≫과 ≪中國拉丁化的字母≫를 심화 발전시킨 ≪新中國文草案≫을 정본
으로 삼아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변화 발전 추이와 그것이 갖는 한
어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 역시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29~32년
사이에 구추백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저서와 글, 서신들을
토대로 그의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 그리고 방안의 기본 원칙과
특징 및 심화 과정, 나아가 그가 이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중국의 현대적 언어환경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보고
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언어와 문화의 상호 연동을 그 특징으로 하는 중
국 어문개혁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의 방안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의의를 규
명해보고자 한다.

Ⅱ.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창안과 전파
1. 소련의 문맹퇴치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탄생
≪
≫
한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구추백이 처음으로 제안하고 설계한 것이다. 그
1)

中國拉丁化的字母

의 출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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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먼저 19세기 말 이래로 중국 국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각종 문자개
혁 시도의 경험 및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淸末의 切音字 방안과
民國 초기의 注音字母 방안, 그리고 5 4 신문화운동 시기의 Esperanto 방
안과 1920년대 중반의 國語羅馬字 방안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창안에 든든
한 이론적 경험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창안 작업에 나서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소련 체류 당시
라틴자모를 활용한 문맹퇴치 운동의 성과를 몸소 체험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소련이 당면한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대중들의 ‘문화혁명’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소련에 소속된 180개 민족들은 각기 서로
다른 150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문자가 없었거
나 복잡하고 습득하기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6) 이 때문에 소련 정부
는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는 간편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병음자모를 만들
어 보급하는 한편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병음자모를 사용해온 민족들에게는
간편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병음자모로 기존의 문자를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가 낙후한 민족들의 문맹퇴치에 큰 성과
를 거두었다.7) 마침 이 시기에 北京 ≪晨報≫ 기자 신분으로 소련에 체류(19
20.12~1922.12) 중이던 구추백은 이러한 소련 정부의 정책과 병음자모의 효
용성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구추백의 문자개혁 사상의 형성과 한어병
음화 방안의 모색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상
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8)
한편 1928년 2월 소련의 모스코바 중국노동자 공산주의대학 부설 중국문제
당시 코카서스 근처에 있는 100여 개의 민족들은 나무에 간단히 표시를 남기는 정도의
기록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倉石武四郞 著, 金鍾五 譯, ≪漢字의 運命≫,
正音社, 1974. 117쪽 참조.
7) 소련 정부의 사회주의 문화혁명 라틴화 신문자 운동은 1921년 아제르바이잔 라틴화 신
문자 창안에서 출발하여 1928~1932년 사이에 고조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에 문자의
창제나 개혁을 요구하던 소련의 각 소수 민족들은 대부분 본 민족어의 라틴화 신문자를
채택했다. 周有光, ≪漢字改革槪論(第三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79. 44쪽 참
조.
8) A.Г.施普林欽, <瞿秋白與拼音文字>, ≪瞿秋白硏究7≫, 瞿秋白紀念館編, 學林出版社,
1995. 169쪽 참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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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는 당시 소련의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10만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한어의 라틴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
소가 도달한 결론은 “적절한 라틴자모를 완성할 수 있다면 중국인의 식자정책
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었다.9) 이러한 연구소의 결론은 마침
1927년의 중국 대혁명 실패 후 또다시 소련으로 건너와 체류(1928.5~1930.
7) 중이던 구추백으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한어 라틴자모 방안 연구에 착수하
게 만들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문자개혁 사상을 성숙시켜 나감과 동시에
당시 소련에 체류 중이던 吳玉章, 林伯渠, 蕭三 등 중국 공산당원들과 콜로코
로프(B.C.Koлokoлoв)10), 드라그노프(A.A.Дpaгунoв)11) 등 소련 한학자
들과 함께 1년여 동안 한어병음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초안 검토를 진행
했다.12)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도움을 받아 1929년 6월 최초의 한어 라틴화
다케다 마사야 지음, 서은숙 옮김, ≪창힐의 향연-한자의 신화와 유토피아≫, 도서출판
이산, 2004. 237쪽 참조.
10) 중문 이름은 郭質生이다. 콜로코로프는 중국 新疆에서 출생했으며 러시아로 귀국해서
외교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1921년 1월 25일 구추백을 만났다. 한어에 능통했던 그
는 당시 구추백 일행의 통역자로서 인연을 맺었다. ≪紅樓夢≫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俄漢詞典≫을 편찬하는 등 중국학 연구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구추백이 ≪中國
拉丁化字母方案≫을 초안한 후에 이를 ≪中國拉丁化的字母≫로 개정 작업을 할 때
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중국어에 대한 이러한 지적활동과 무관치 않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1930년 7월 구추백이 중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이어졌는데, 이는 구추백이 콜로
코로프와 두 차례 서신 왕래(<致郭質生(一)>과 <致郭質生(二)>, 瞿秋白, ≪瞿秋白文
集 文學編 3≫, 人民文學出版社, 1985, 325~329쪽 참조)를 통해 ‘라틴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를테면 1931년 2월 7일자의 편지에서 구추백
은 콜로코로프에게 중국에서 출간된 黎錦熙의 ≪國語羅馬字(童話)國語模範讀本≫을
동봉하면서 최근 소련에서 출간된 라틴화 문제와 관련된 서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1931년 3월 12일자 편지에서는 ≪申報≫에 실린 ‘中國語言文字學會’의 보도
내용을 스크랩해 보내주면서 자신이 예전에 쓴 ≪中國拉丁化的字母≫를 3권 부쳐달라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구추백이 1932년 12월 ≪新中國文草
案≫를 완성하는 데도 콜로코로프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趙顯國, ≪瞿秋白
文學思想 硏究-魯迅과의 文化的 連帶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121~122쪽 참조.
11) 중문 이름은 龙果夫이다.
12) А.И.伊萬諾夫, <爲中國實行拼音文字而奮鬪>(≪新東方≫雜誌 1929년 제26~27기
제 256~260쪽), В.К.巴什科夫, <中國的革命與語言>(≪革命的東方≫, 1927년 제2
기 제78~90쪽), Е.Д.波利瓦諾夫, <論新的中國拼音文字“注音字母”>(≪革命的東方≫,
1927년 제2기 제90~96쪽)는 1927~29년에 걸쳐 소련의 학자들이 발표한 글들이다.
(A.Г.施普林欽 <瞿秋白與拼音文字> 각주 23 참조). 이 문장들은 소련의 중국학 연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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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자 초안인 ≪中國拉丁化的字母草案≫을 출판했다. 하지만 이 초안은 자
모가 너무 많고 성조 표기도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13) 때문
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1930년에 ≪中國拉丁化的字母≫이라는 이름으로 다
시 출판했다.14) 이처럼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여러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안된 것이었기 때문에 초안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완정한 체계와
논리를 갖출 수 있었다.
≪中國拉丁化的字母≫는 소련의 극동 지역, 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
프스크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만든 것이
다.15) 이 책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기본 취지와 규칙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읽기와 쓰기 교육에서 큰 성공
을 거두었다. 특히 한자를 라틴자모로 전환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대조표를 수
록함으로써 라틴자모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어를 표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6) 이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중국 본토에서도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17)
자들이 처음부터 한어와 한자 대중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
다. 이처럼 소련의 중국학 연구자들이 중국 병음문자 연구에 참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
었다. 1928년 구추백과 콜로코로프의 합작은 소련 중국학 연구자와의 합작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합작은 모스코바와 레닌그라드 그룹의 활동, 1931년과 1932년
라틴화대표회의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931~1937년 사이의 장기적인 합작으
로 이어졌다. A.Г.施普林欽 <瞿秋白與拼音文字>, 170쪽 참조.
13) 顧祖年, <略論瞿秋白硏究中國語言文字的歷史背景和影響>, ≪瞿秋白硏究1≫, 瞿秋白
紀念館 瞿秋白硏究會, 1989. 287쪽 참조.
14) 구추백은 이 책을 출판할 때 ‘Ctpaxob(斯特拉霍夫)’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이는 그가
당시 어문개혁 관련 문장에서 자주 사용하던 ‘史鐵兒’이라는 필명의 러시아 병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꿋꿋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라
틴화 신문자라는 ‘소리’(음성)를 무기로 한자를 축으로 형성된 ‘형상’으로 가득한 중국의
어문 질서를 ‘꿋꿋하게’ 타파하려는 의지를 필명에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趙顯
國, ≪瞿秋白 文學思想 硏究-魯迅과의 文化的 連帶를 중심으로≫, 119쪽 참조.
15)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山東省과 江蘇省, 浙江省 출신으
로 주로 산동반도에서 발해만을 건너 요동반도와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로 건너왔다. 따
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말은 동북방언으로 산동어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대체로 중국 북
방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해 만든 방안을 ‘北方話拉丁化新文字
方案’ 또는 ‘北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홍인표, ≪중국의 언어정책≫(고려원, 1994) 8
6쪽과 倉石武四郞 著/金鍾五 譯, ≪漢字의 運命≫, 139쪽 참조.
16) 瞿秋白, ≪中國拉丁化的字母≫ <出版說明>, ≪瞿秋白文集 文學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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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拉丁化的字母≫에는 <中國拉丁化的字母>와 이를 라틴자모로 전환한
<ZHONGUO LATINHUADI ZEMU>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호환 작
성한 <SHUE SHE KAOZHO SHEME SHENHUO DI?>와 <誰是靠着
甚麽生活的?>18), <WUAŃ ZINWEI FANDUE ZIAŃ GAESHE>와 <汪
精衛反對蔣介石>19), 그리고 <新拉丁化字母的一覽表>와 <漢字拼音表>, <出
版說明>20) 등 모두 9편(호환문 3편 포함)이 수록되어 있다. 즉 라틴화 신문
자 방안의 기본 원칙과 병음 규칙을 담은 글, 한자로 쓴 문장과 라틴화 방안으
로 쓴 문장의 호환 사례를 보여주는 글, 라틴자모표와 한자의 병음대조표, 이
책에 대한 解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장은 <中國拉丁化的字母>와 <出版說明>이
다. <中國拉丁化的字母>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는 한자는
동음자가 많아서 자모로 표기할 경우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는 반대론자들의 주
장에 대해 현대 한어와 중국문장에서 한자는 ‘단어(詞兒)’가 아니라 음절을 나
타내는 ‘철자(音段 : syllable)’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음자를 자모로 병음하더
라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모로 병음하면 각기 다
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소통을 할 수 없으며, 여러 종류의 방언문
이 생겨나 중국문자의 통일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언의 차이
가 크다면 억지로 통일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방언문을 만드는 것이 바
람직하며, 더욱이 중국에는 공통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으로 삼으면
공용 문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한자가 정치 문화 발전
에 장애가 되므로 병음자모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정작 한자폐지에 반대하는
2)

≪

中國拉丁化的字母

의 구성과 소련내 전파

J y m 지음 全廣鎭 옮김 ≪중국언어학총론≫ 選
쪽 참조.
이 문장은
를 한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문장은
Ń
Ń
를 한자로 전환한 것이다.
은 애초 러시아어로 쓴 것이었다 ≪
≫에는 러시아어 원문 대신
에 중국어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17) err Nor an
,
,
, 東文 , 1996. 372
18)
<SHUE SHE KAOZHO SHEME SHENHUO DI?>
.
19)
<WUA ZINWEI FANDUE ZIA GAESHE>
20) <出版說明>
. 瞿秋白文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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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오랫동안 한자에 의존해서 지식을 독점하고 대중들을 억압해온 지식인 계
급의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성조 표기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성조가 특별한 ‘음조(重
音 : accent)’, 즉 외국어의 악센트와 같은 일종의 음조 변화에 불과하기 때
문에 굳이 병음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대중들이 배워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
로 모든 성조를 자세하게 표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모와 병음 규칙에 대한 것이다. 그는 라틴자모만 사용하고 새
로운 형태의 자모는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반드시 필
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부호를 사용한다면서 각종 자모의 음가와 표
기, 자모의 이어쓰기와 모음의 표기 변화, 성조 표기 등 모두 7가지의 병음 규
칙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解題에 해당하는 <出版說明>에서는 라틴화 신문자 방
안이 갖는 의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수억에 달하는 중국 문맹 대중들의 정치발전과 문화발전의 강력한 동력
이다. 반면에 한자는 반동파와 구질서의 상징으로서 중국의 대중적 혁명운동의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들을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 및
그로 인한 문화적 낙후와 미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한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수억의 대중들이 신속하게 적합한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고, 라틴
화 자모를 기초로 하는 현대 서체를 익혀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 구추백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글들은 기본적으로 이
와 동일한 논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1930년 모스크바 КУТУ출판사에서 ≪中國拉丁化的字母≫이 출판되
자 소련의 여러 학술 단체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소련의 ≪東方學問題≫,
≪工人之路≫ 등의 간행물에는 소련 학자들의 평론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
러한 관심에 힘입어 1930년 7월 하순 구추백의 귀국21)에도 불구하고 1931
21)

≪中國拉丁化的字母≫을 더욱 완결하게 만들기 위해 구추백과 드라그노프, 콜로코로프
세 사람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추백의
귀국으로 3인 위원회는 정식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초안에 대한 연구와 수정
보완 작업은 모스코바와 레닌그라드의 중소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특히 당시

234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

년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제1차 중국 신문자 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극동과 시베리아 동부에서 온 각 지역의 대표
와 극동 지역 중국인 이주 노동자, 全蘇新字母中央委員會 대표 등 2천여 명
이 참가했다. “대회식순의 보고에는 蕭三의 <在蘇聯的中國勞動者的文化革命
任務>, 드라그노프의 <關於字母方案的原則>, 吳玉章의 <關於正字法規則>,
史萍靑(А.Г.Шпринцин)의 <關於拉丁化的漢語文學語言> 등이 포함되어 있
었다.”22) 이 대회에서는 吳玉章, 林伯渠, 蕭三, 王湘寶, 드라그노프 등을 신
문자 방안 제정 기초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이전 방안을 보강하여 13개
항목의 <中國漢字拉丁化的原則和規則>을 제정 통과시켰다.23)
<中國漢字拉丁化的原則和規則>은 13개 항에 걸친 원칙과 자모 병음규칙
쓰기규칙 등 3개 부분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반대론자
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자의 근본적인 개혁을 분명히 요구하면서도 인위적이고
즉각적인 폐지가 아니라 라틴화 신문자의 점진적인 보급을 통한 단계적인 폐지
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24) 이밖에도 국어통일운동에 반대하고 각종 방언
방안의 연구와 발전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향후 중국의
여러 방언구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주었다.
연구 제작에 참가했던 吳玉章과 林伯渠는 이미 블라디보스톡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
다. 때문에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은 모스코바 중국문제연구소에 있던 蕭三이 이
끄는 소조와 동방학연구소에 있던 드라그노프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수정 보완
본은 1931년 ‘全蘇新字母中央委員會’의 토론을 거쳐 한어 라틴화 신문자의 새로운 기
초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周有光, ≪漢字改革槪論(第三版)≫, 44쪽과 高天如, ≪中國
現代語言計劃的理論和實踐≫, 170쪽 참조.
22) 高天如, ≪中國現代語言計劃的理論和實踐≫, 170쪽.
23) 현대한어사 연구서에서 “라틴화 신문자는 1931년에 집단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식
으로 탄생한 라틴자모식의 한어병음방안”으로서 “최초로 공인된 라틴화 신문자 방안임과
동시에 나중에 만들어진 방언 방안의 기초가 되었다.”(각각 高天如, ≪中國現代語言計
劃的理論和實踐≫ 168쪽과 178쪽)면서 <中國漢字拉丁化的原則和規則>을 라틴화 신
문자 방안의 정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24) “상형문자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순수한 병음문자로 대체해야 한다.(……중략) 언어문
자는 사회의 경제 정치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 그것은 당연히 인위적인 추동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 따라서 신문
자를 실행하는 것은 결코 즉각 한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문자를 대중
들의 생활 속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적당한 시기가 되어야 한자를 없앨 수 있다.” 周有
光, ≪漢字改革槪論(第三版)≫, 76~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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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히 ≪中國拉丁化的字母≫의 자모표 자음표 모음표 병음표기법 등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병음규칙과 쓰기규칙을 폭넓게 보완함으로써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보다 완정한 체계를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2차 중국 신문자 대표자대회에
서는 신문자의 출판과 교학 문제가 중점적으로 토론되었다. 이에 같은 해 소련
의 화교사회에는 식자반, 전습반, 강습반, 훈련반 등과 같은 각종 학습반들이
설치되었으며, 신문자를 사용한 출판물이 10여만 부나 출판되었다. 1934년에
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신문자 옹호 六日報≫라는 순수한 라틴화 신문을 발간
하기도 했는데 이는 라틴화 신문자 운동의 추진에 큰 공헌을 했다.25) 이러한
소련에서의 한어 라틴화 신문자 실험은 1936년 대부분의 중국 이주 노동자들
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종결되었다.26)

2.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중국내 소개와 전파
1) 1930~32년 사이의 관련 저술 활동

구추백은 1930년 8월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1932년까지 약 1년 여 동
안 라틴화 신문자 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다. <鬼門關以外的
戰爭>, <學閥萬歲>, <羅馬字的中國文還是肉麻字中國文?>, <普通中國話的字
眼的硏究>, <中國文學的古物陳列館>, <中國文和中國話的關係>, <漢字和中
國的言語>, <中國文和中國話的現狀>, <新中國的文字革命> 등과 언어문자 개
혁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신들이 그것이다.27) 이 문장들은 초안 성격의 ≪中
國拉丁化的字母≫가 완결본 수준의 ≪新中國文草案≫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
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 문장들에서 구추백이 제기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8)
黃德寬 陳秉新 著, 河永三 옮김, ≪漢語文字學史≫, 서울, 東文選, 1990. 480쪽
참조.
26) ≪중국언어학총론≫, 374쪽 참조.
27) 이 글과 서신들은 ≪瞿秋白文集 文學編 3≫에 수록되어 있다.
28)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상원, <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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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면한 어문현실에 대한 분석과 5 4 문학혁명 이후에 등장한 현대 백
화문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는 고대 문언에서 현대 백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장과 언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문현실을 바로잡고 언어와 일치된
현대적 중국문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5 4 문학혁명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문학혁명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진정한 백
화문을 건설하는 것이 한어 라틴화의 선결 요건이라고 했다.
둘째, 문자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다. 그는 역대의 한자 제도가 한어
독음의 복잡화, 다음절 단어의 발전, 문법의 정밀화 등을 가로막음으로써 중국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를 가져 왔으며 진정한 백화문의 탄생을 어렵게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자는 대중들의 문자 습득을 어렵게 만드는 비효율
적인 부호로서 문자를 소수 지배층의 독점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통일된 언어’의 기초를 마련하고 언어와 문자의 일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자에 대한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대중들의 최소한
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바꾸는
문자혁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현대적 공통어에 기초한 ‘신중국문’29) 건립과 전국적 공통어와 방언의
공존 전략에 대한 주장이다. 그는 현대적 공통어의 신중국문은 반드시 현대인
이 말하고, 다음절이고, 어미가 있고, 로마자모로 써진 문장이어야 한다고 했
다. 그리고 중국에는 문법적으로 통일된 공통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어음
이 통일된 공통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자모로 공통어의
어음을 확정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대적 공통어 건립 전략은
전국적 공통어와 방언의 상호 공존과 역할 분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어 통
일 정책과는 다른 것이며, 한자 폐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은 ‘다중 언어문
자를 사용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중국문의 성조 표기 방식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때의 조어 규
29)

≪
≫ 第39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9. 12)를 참조할 것,
구추백은 병음제도를 채택하고 ‘공통어(각 지방의 공용어)’를 대표하는 어문을 ‘新中國
的普通話文’, 줄여서 ‘新中國文’이라고 했다. ≪新中國文草案≫ <緖言>, ≪瞿秋白文集
文學編 3≫,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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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그리고 한어의 다음절화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한자의 성격과 역할 변화에
따른 병음화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발표한 글과 서신들은 그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2차 문예
대중화 논쟁과 일정 정도 관련된 것으로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시행에 필요
한 조치들과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담고 있
다. 주목할 만한 것은 2차 문예대중화 논쟁을 계기로 그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
의 핵심 논점이 단순히 한자를 라틴자모로 표기 혹은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
던 단계에서 문자와 언어, 문체를 모두 아우르는 중국 어문체계 전반의 개혁을
모색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최초로
소개할 때는 ≪中國拉丁化的字母≫라는 서명을 사용했다가 그것의 최종 완결
본에서는 ≪新中國文草案≫이라는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
≫
1932년 12월에 발표한 ≪新中國文草案≫은 ≪中國拉丁化的字母≫의 보
완이자 1928~32년에 걸쳐 자신이 연구하고 제창했던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대한 최종 완결판이다. 따라서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전체적인 면모,
즉 현대적 공통어에 기초한 신중국문 방안의 구체적인 윤곽과 체제, 그리고 규
칙과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新中國文草案≫은 신중국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緖言> 이외에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신중국문의 자모에 대한 설명과 예를 담고 있
는 <新中國文字母表>와 <新中國文聲母表>, <新中國文韻母表>, 신중국문의
각종 규칙과 설명을 담고 있는 <拼音規則>과 <書法大綱>, <文法規則>, <拼音
和書法的說明>, 그리고 신중국문과 한자를 대조해 볼 수 있는 참조표인 <新中
國文拼音表>과 <漢字檢音表>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新中國文草案≫에
는 신중국문에 대한 그의 구상과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규
칙, 해당 사항들에 대한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들이 담겨 있다.
그중에 중요한 몇몇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조 표기를 대체할 병음법에 대한 규칙이다. 성조 표기를 별도로 하
2)

新中國文草案

의 완성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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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의미상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277자에
한해 몇 가지 방식으로 성조를 표기한다. 예를 들면 馬(maa)처럼 모음을 중
첩하거나 富(ffu)처럼 자음을 중첩하거나 病(binn)처럼 n을 중첩하는 방식,
그리고 夜(jie)처럼 예외적 방식으로 성조를 표기한다. 하지만 이 역시 성조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분이 쉽지 않은 일부 동음자에 변별
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둘째, 몇 가지 문법성분에 대한 자모 표기와 줄여쓰기에 대한 규칙이다. 먼
저 운모 뒤에 특정 자모를 어미 형태로 붙여서 해당 어휘의 품사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z(子)는 명사의 어미, d(的)는 형용사의 어미, t(地)는 부사의 어
미, l(了)과 zh(着)는 동사의 어미로 사용한다. 또한 몇몇 단음 상용자는 성
모만 써서 대표성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是는 s, 個는 g, 而는 r, 和는 h로
만 표기한다.
셋째, 다양한 의미상의 어미에 대한 표기 규칙이다. zui(主義), seh(式),
huah(化) 등과 같은 의미상의 어미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業(jeh), 物(wu
h), 術(suh) 등과 같은 전문술어의 어미, 部(buh), 處(cuh), 社(seih), 會
(hueh) 등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 명칭의 어미에는 음이 없는 별도의 자모 h
를 추가하여 변별성을 갖도록 한다.
넷째, 병음자모로 표기하는 단어와 문장의 이어쓰기와 띄어쓰기에 대한 규
칙이다. 다음절이어도 하나의 단어는 모두 이어서 쓴다. 그리고 단어들은 각각
의 품사와 뒤에 오는 문법적 요소에 따라 이어쓰기와 띄어쓰기를 달리 한다.
이를 통해 병음자모로 표기된 어휘의 구조와 문법적 기능을 명시화시켜 준다.
예를 들어 “我替你去.”라는 문장은 “Wo tih ni cy.”로 쓴다.
다섯째 외래어의 표기와 읽기에 대한 규칙이다. 외래어의 수용과 표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어는 Esperanto로 표
기하고 신중국문의 일반 규칙에 따라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그
동안 ‘democracy’는 ‘德莫克拉欺’나 ‘民權’으로 번역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d
emokraci’로 표기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新中國文草案≫으로 대표되는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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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34~5년 3차 문예대중화 논쟁에
서 ‘대중어’의 표기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면서부터였다.30) 논쟁 초기에는
‘대중어’의 표기법으로 ‘手頭字’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함께 검토되었다. 그
러다가 1934년 6월 24일 張庚이 ≪中華日報 動向≫에 <大衆語底記錄問答>
을 발표하여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라틴화 신
문자를 대중어의 서사언어로 채택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어문체제를 대체할 유력한
방안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논
쟁 이후에도 대중어운동 진영의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중국의 어문개
혁운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31)

Ⅲ.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심화 과정
1. 문자개혁론에서 문학혁명론으로의 확장
구추백이 애초 라틴화 신문자를 모색하게 된 것은 한자가 대중들의 문맹을
타파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
소련에서의 라틴화 신문자 운동’이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시점과 ‘구추백의 라틴화 신
문자 방안’이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시점은 다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련
에서의 라틴화 신문자 운동이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시점에 대해 대부분의 현대한어
사 연구서에서는 1933년 焦風이 蕭三의 글을 중국어로 옮긴 <中國語書法拉丁化問題>
(上海出版公司, ≪國際每日文選≫ 第12期)가 중국에 발표된 시점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구추백은 1930년 8월 귀국한 이후 발표한 일련의 문장과 서신들에서 이
미 여러 차례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완결본이라고 할 수 있는 ≪新中國文草案≫이 발간된 시점은 1932년 12월이
다. ‘소련에서의 라틴화 신문자 운동’과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동질성과 연속
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시점은 <鬼
門關以外的戰爭>이 발표된 1931년 5월 또는 아무리 늦어도 ≪新中國文草案≫이 발간
된 1932년 12월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1) 3차 문예대중화 논쟁에서의 ‘대중어’ 표기법 논쟁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대한 중국인
들의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관련 논의를 공론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주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로는 김민정의 ≪1934년의 ‘대중어운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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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초기에는 복잡하고 습득하기 어려운 한자를 간단하고 배우기 쉬운
병음자모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의를 집중했다.
이는 최초의 한어 라틴화 신문자 초안인 ≪中國拉丁化字母方案≫이나 ≪中
國拉丁化的字母≫가 한자를 병음자모로 전환시키는 간단한 기본 규칙과 사례
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中國拉丁化的字母≫
에 수록되어 있는 3편의 ‘한자-라틴자모 호환문’ 사례는 병음자모로 한자를 대
체할 수 있으며 병음자모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3편의 ‘한자-라틴자모 호환문’은 단어 이어쓰
기와 띄어쓰기, 성조 표기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
로 다른 문자 부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 어휘나 문법구조는 물론 문체에 있어서
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구추백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 창안에 착수한 궁극적인 이유는 ≪中
國拉丁化的字母≫의 <出版說明>에도 잘 나타나듯이 단순히 대중들이 쉽게 배
워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창안하여 제2의 문자로 보급하는 데서 그
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자에 기초한 지배계급의 문화독점 구조를 타파
하고 나아가 대중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
조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문화혁명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단순히 한자를 병음자모로 대체하는 문자개혁만으로
는 달성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당시 한어는 서면어와 구두어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화문마저도 진정한 구두기록과 큰 차이가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채 단지 서면어에 사용된 한자들을 병음문자로 전환
하게 되면 해당 문체와 구두어 사이의 불일치 현상 때문에 병음문자로 써진 문
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중들이 병음자
모를 익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장을 익히고 자유롭게 구사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拉丁化的字母≫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시 구추
백의 주요 관심과 인식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中國拉丁化的字母≫의 출간 당시 상대적으로 한자를 병음자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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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문자개혁 방안에 주의가 집중되었던 구추백의 인식은 1930년 8월
귀국 이후 문예대중화 논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하게 된다. 문자개혁과 문체개혁의 필연적 연동관계에 대한 인식이 싹
트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중국에서 이러한 ‘문예혁명’을 단행하고자 한다면 소위 ‘문투혁명’을 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현대인이 말하는 어조로 고대의 귀신이 말하는 어조를
대체하고, 문언을 사용하지 않고 백화로만 문장을 쓰는 ‘문투혁명’을 실행하지 않
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 어조’의 백화로 ‘귀신 어조’의 문언을 대체하
고,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혁명’을 실행해야만 한다.32)

그는 한어의 서면어와 구두어가 전반적인 불일치 현상을 보이게 된 주요한
원인은 그동안 한어가 병음문자가 아닌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사용해온 데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서면어를 구두어와 근접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아온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리고 이러한 문자개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실제 생
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두어에 기초한 진정한 백화문을 확립하는 서면어의 대
폭적인 문체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33)
그는 1931년 “한자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사람의 문장’인 현대 중국문(즉
완전히 백화만 사용하는 중국문장)을 철저하게 건립할 수 없다.”34)고 주장했
다. 이는 그가 단순한 문자개혁을 넘어 구두어를 기초로 하는 현대적 서면어의
건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그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현대적 공통어의 신중국문’ 건설을 핵심 기치로 내걸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문자와 언어와 문체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
閥 歲 ≪
≫ 쪽
의 언문일치론은 구어와 서면어의 본원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구어
에 기초한 현대적인 중국 보통화 문학언어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은 이와 같이 구어 구두어 에 기초함으로써 중국의 문 의 질서에서 강고한
중심으로 작용해 온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한어의 라틴화 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과의
를 중심으로≫ 쪽
閥 歲 쪽

32) 瞿秋白, <學 萬 >, 瞿秋白文集 文學編 3 , 179 .
33) “瞿秋白 ‘
’
‘
’
.
瞿秋白
(
)
(文)
漢字
,
( 音化)
.” 趙顯國, 瞿秋白 文學思想 硏究-魯迅
文化
的 連帶
, 175 .
34) 瞿秋白, <學 萬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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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이 아니라 한어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시기 그가 5 4 신문학혁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문학혁명
을 제기하고, 현대적 공통어와 새로운 문자에 기초한 신중국문 건립을 새로운
문학혁명의 주요 임무로 제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35) 이처럼 그의 라
틴화 신문자 방안은 한자를 병음자모로 대체하는 문자개혁 요구에서 출발하여
한어 전반에 걸친 개혁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문학혁명을 요구하는 데까지 확장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문학혁명과 병음자모운동이 서로 교차하면
서 진행되어 온 청말 이래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2. 한어 변천사와의 연계성 강화
1) 동태적 언어관과 한자의 표음화 추세

구추백은 한자를 병음자모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초기에는 주로 병음자모
의 편리성에서 찾았다. 그리고 소련에서 진행된 문맹퇴치운동의 성과를 그 근
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귀국 이후 문자개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언어의 속성과 한어의 변천사 속에서 자신의 병음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
증적 근거를 찾아나가는 데 보다 주력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언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대중들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어휘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구법
역시 어휘의 변화보다는 완만하고 더디지만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며 보다 엄밀
하고 풍부한 문법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사실 19세기말 이래 중국에서 추진된 각종 어문개혁운동은 전통사회에서 현
대사회로의 급격한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조치였다. 구추백의 라
틴화 신문자 방안 역시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그는 한자를 매개로 하는 기존의
35)

김상원, <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84~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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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체계가 19세기말 이래 중국에서 발생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는커
녕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중국의 어문체계가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이다.
실제 생활의 필요는 이미 새로운 형식의 언어를 발전시켰다. 모든 새로운 관
계, 새로운 사물, 새로운 개념, 새로운 변화는 이미 구두 언어에 이처럼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날마다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구법(句法)을 창조함으로써 문언의
한자가 더 이상 그것을 구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자는 이미 시체가 되었다. 중
국의 언어가 충분히 발전해 나가고, 현대적인 것이 되고, 광대한 대중들의 새로운
문화생활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완전히 한자를 폐기해야 한다.36)

한편 구추백은 한어의 변천사 속에서 역대로 한자가 보여 온 표음화 추세에
주목했다. 그는 한자가 상형에서 전주, 가차, 형성으로 변천해왔다는 것은 역
대로 중국문자가 표음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았
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의 표음화 추세에 근거하여 한자가 상형에서 형성으로
형성에서 병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국문자의 발전 방향이자 언어의 발전 규율
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7)
상형문자가 전체 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서체의 변
화로 인해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자
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말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사물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는 병음문자가 언어 발전의 규율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通
眼
≪
≫ 쪽
한자가 애초 상형자에서 출발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절대 다수의 한자들이 더 이상 상형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說文解字≫에서 상형자는 지사자를 포함하더라도 4%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說文解字≫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한자들 중에 상형자와 지사자는 거의 없
다. 이 때문에 ≪康熙字典≫에 수록된 4만여 자 중에서 상형자의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형성자는 갑골문에서는 20%를 차지했으나 ≪說文解字≫에서는 82%
를 차지하며, ≪中華大字典≫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한자 구성의 비율
변화는 한자 자체가 표음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표음화의 추
세가 더욱 강화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錢玄同, <漢字革命>, ≪錢
玄同文集≫ 第三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64~65쪽 참조.

36) 瞿秋白, <普 中國話的字 的硏究>, 瞿秋白文集 文學編 3 , 241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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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증명해 준다.38)

또 하나의 문제는 역대로 한자의 어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는 데
있었다. 즉 한자의 어음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형성자의 聲符에 동일한 문자
부호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음이 서로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
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각기 해당 시대의 어음에 기초해 만들어진 형성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當代의 어음과 분리되어 불일치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형
성자의 聲符가 정확한 표음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39) 이 때문에 구추
백은 형성자가 한자의 표음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표음부호
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자의
표음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국문자는 반드시 병음문자의 방향
으로 나가야 하며, 그것이 필연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2) 한어 어휘의 다음절화 추세

구추백은 한어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다음절화 추세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먼저 한어가 다음절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것이
한어의 발전 규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한어의 다음절화 경향은 근대
이후에 와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40) 즉 한어는 원래 다
關係 ≪
≫
쪽
예를 들어 본래 監 자는 m으로 읽고 藍 자는 g âm으로 읽었다 藍 자는 監 m
자로 음을 나타내고 艸 頭로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 監 m 자의 음은 차차
변하여 m i m i m i i 이 되었고 藍 자의 음도 gl m l m l 으로
변했다 지금 監 과 藍 두 글자의 음은 각각 i 과 l 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어음변천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형
성자의 聲符는 음독상으로는 이미 변천을 거듭하여 애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형식부
호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孔在錫, <한자의 이해(2)>, ≪中國言語學≫, 207쪽
참조.
40) “중국학 전문가들은 중국어를 단음절 언어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중국의 어휘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글자character(字)와 단어word(詞)를 명확하게 구
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중국어의 단음절 언어적 특성에 대해 과
장하였고, 고대 중국어에 이미 존재했던 다음절 단어들에 대해서는 단지 예외일 뿐이라
고 간주함으로써 중국어는 본질적으로 단음절 언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굳혀 왔다. 그
렇지만 중국어에서 19세기 이전에도 다음절 단어가 특히 백화문학에서 이미 사용되었
38) 瞿秋白, <中國文和中國話的 >, 瞿秋白文集 文學編 3 , 257~258
39)
‘ ’
‘ka ’
,‘ ’
‘I ’
.‘ ’
‘ ’(ka )
‘ ’
.
‘ ’(ka )
ka >k a >k e >k en>tɕ en
, ‘ ’
a > a > an
.
‘ ’ ‘ ’
tɕ en 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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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어 위주였으나 한자가 생겨나면서 하나의 부호와 음절이 하나의 의미를 나
타내는 한자의 속성에 구속당하게 되어 단음절어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인의 구두 언어는 이미 대부분 다음절어로 변했다. 더욱이 복잡하고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단어는 대부분이 다음
절어이다.(……중략) 중국인의 구두 언어는 원래 다음절이었지만(……중략) 중국
이 병음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서면어의 문자가 항상 축소되어 한자 하나
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이 되었다. 한자제도의 이러한 구속력 때문에 언
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구두상의 말까지 수많은 다음절 단어와 비교적 복잡하면
서도 유용한 문법상의 형식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중략) 현대 언어학과 문법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중국 언어가
여전히 단음절 언어라고 말할 것이며, 이런 사람들만이 현대의 진정한 백화문에서
사용하는 한자 하나하나를 하나의 단어(word)로 삼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41)

하지만 한어는 언어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한자의 속박을 돌파하려는 시도
를 계속해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 와서 언문일치를 기치로 내건 백화문운동이
추진되면서 다음절어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현대 한어는 단음
절어가 아니라 일정한 단어 구성 모델42)에 따라 이루어진 다음절 언어로 자리

음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水滸傳≫(약 1649) ≪紅樓夢≫(1765) ≪兒女
英雄傳≫(1840) 등에서 다음절어와 단음절어의 비율은 대략 1:1 정도였다. 이러한 비
율은 老舍(1899~1966)의 소설 ≪駱駝祥子≫(1935)까지도 비슷하게 유지되었지만,
1949년 이후에 써진 문학작품에서 이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단음절어와 다음절어의
백분율은 각각 14.2%와 85.8%를 이루게 되었다.” 페데리코 마시니 지음, 이정재 옮
김,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2005. 195~196쪽.
41) <普通中國話的字眼的硏究>, 240~242쪽.
42) 구추백은 현대 한어의 백화 어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첫째, 어
근의 뒤에 구두어의 어미를 붙인다. 예를 들어 ‘子’, ‘兒’(桌子, 甁兒), ‘的’(紅的, 綠
的), ‘了’(去了, 來了)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의미가 서로 같은 두 개의 한자를 채택해
어근으로 삼아 다음절의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예를 들면 ‘增加’, ‘城市’, ‘裝飾’, ‘巨大’,
‘偉大’, ‘困難’ 등이 그것이다. 셋째, 의미가 상반되는 두 개의 한자를 채택해 어근으로
삼아 추상적인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예를 들면 ‘大小’, ‘多少’, ‘長短’, ‘高矮’, ‘好歹’
등이 그것이다. 넷째, 불완전한 짧은 구절을 채택해서 하나의 단어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電燈’, ‘民權’, ‘說話’, ‘先鋒’, ‘前進’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몇몇 한자를 채용해서
그것을 새로운 형식의 어미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資本家’의 ‘家’, ‘民權主義’의 ‘主
義’가 그것이다. 또한 새로운 형식의 어두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非資本主義的’
의 ‘非’가 그것이다. 여섯째, 새로 만든 단어가 소리가 같은 옛 단어를 만나면 자연스럽
게 도태된다. 예를 들어 ‘閉關主義’는 읽기에 마치 ‘悲觀主義’ 같아서 ‘關門主義’라는 새
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일곱째, 원래 통속적인 백화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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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게 되었다.
구추백은 먼저 중국 전통 소학에서는 모호했던 ‘단어’와 ‘글자’의 개념을 명확
하게 구분함으로써 현대 한어에서 개별 한자가 갖는 성격과 위상을 새롭게 정
립하고자 했다.
단어란 일정한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소리이다. 현재
중국의 수많은 문법 연구가들은 word를 詞類로 번역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
다. 詞類는 품사(parts of speech)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字眼’
이라는 어휘로는 단어(word)를 대표하고, ‘漢字’라는 어휘로는 글자(character)
를 대표해야 한다.43)

중국 소학의 전통적 관념에서는 ‘글자’의 의미가 아닌 글자와 글자가 만나
새로운 형태가 되는 ‘단어’라는 개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단음절어 위주로 구
성된 漢文(文言文)으로 인해 ‘글자’에 대한 인식은 아주 민감하지만 ‘단어’ 개
념은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장-글자’로 구성되는 漢文의 세계에서 ‘문
장-단어-형태소’ 체계로 구성되는 언어의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
다.44) 하지만 현대 한어에 와서 구두어의 다음절화 경향이 크게 강화됨에 따
라 문장의 구성과 체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바로 이
때문에 구추백은 ‘단어’와 ‘글자’의 명확한 개념 구분을 통해 ‘한자’의 전통적인
성격과 위상, 나아가 종래의 문장관념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던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한어가 단음절 언어에서 다음절 언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한자의 기능 변화와 어휘의 구성 변화를 근거로 한어의 병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현대 한어의 다음절어에서 개별 한자들은 더 이상
던 단어는 우선권을 가지고 생소한 문언의 단어를 도태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緘
黙’은 ‘沈黙’만 못하며, ‘不做聲’보다 더 못하다. 그리고 ‘狂飆’는 ‘暴風’만 못하다. 여덟
째, 통속적이고 입에 붙은 단어는 억지로 만들어낸 어색한 단어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
어 ‘査看’이나 ‘觀察’, ‘考察’은 ‘觀査’와 같은 단어보다 우선한다. 구추백은 이를 근거로
한어가 단음절어라는 주장은 한어의 발전 규율과 실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
다. <普通中國話的字眼的硏究>, 247~249쪽 참조.
43) <普通中國話的字眼硏究>, 250쪽
44) 趙顯國, ≪瞿秋白 文學思想 硏究-魯迅과의 文化的 連帶를 중심으로≫, 169~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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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라 음절로 변화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한자는 이제 사물의 형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 부호가 아니라 말소
리를 나타내는 소리 부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음절 단어란 한 개의 소리만 가진 단어라서 자연히 쓸 때도 한 개의 한자(漢
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 ‘我’라는 한자는 ‘我’라는 단어의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
에 w 라는 음절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단음절 단어에서 한 개의 한자
는 한편으로는 하나의 단어(word)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음절(syllable)
이다. 그러나 다음절 단어에서는 다르다. 다음절 단어는 두 개 이상의 음절이 연
결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것이어서, 쓸 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一) “已經” (二) “資本家” (三) “個人主義”
(四) “國家主義者”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의 개별 한자들에는 음절의 기능만
있을 뿐 단어의 기능은 없다. ‘已’자 하나만 입에서 내뱉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經’자, ‘義’자, ‘者’ 자 ……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 글자들은 모두 일정한
단어 안에서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45)
字)
‘ o’

또한 그는 현대 한어의 다음절어에서 개별 한자들은 하나의 어휘를 구성하
는 어근이나 어두, 어미로서 기능할 뿐이며, 이 때문에 개별 한자들은 독자적
으로 의미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한자의 의미가 전체 어휘의 의
미 형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유럽 각국의 단어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본국의 어근, 라틴어와 희랍어의 어
근, 기타 외국어의 어근에다가 각종 형식의 어두와 어미를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
이다. 중국 언어의 발전도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의 고대 漢字는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어근이나 어두, 또는 어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자연히 주로 소리 부분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國家主義者’라는
단어는 다섯 개의 한자(다섯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있다. ‘國家’는 하나의 어근이
고, ‘主義’는 첫 번째 어미, ‘者’는 두 번째 어미이다. 여기에서 주로 소리가 그 기
능을 발휘한다. 설사 ‘郭加煮異遮’라고 써진 것이라도 읽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역사의 관성법칙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國家主義者’로 써야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다
음으로 ‘國家’라는 어근은 다시 두 개의 한자(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개의 한자는 두 개의 어근이기도 하다. 즉 ‘國’과 ‘家’를 분리해서 읽으면 두 개
通

眼

쪽

45) <普 中國話的字 的硏究>,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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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고, 두 개를 합치면 ‘국가’라는 의미만 갖게 된
다. 이러한 어근의 의미상의 변화는 각국의 문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한자가 단독으로는 의미를 생성시키지 못하고, 단
지 어근, 어두, 어미의 기능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이 이러한 한자들
로 새로운 다음절 단어를 만드는 것은 프랑스인이 라틴어의 어근과 어미, 어두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한자는 현재 단어의 음절이자 동시에 단어를 구성하는 어근, 어미, 어두이다. 그
리고 오직 이러한 상황에서만 그에 해당하는 본래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다.46)

이처럼 구추백은 “한자를 ‘형상’의 관점에서가 아닌 ‘소리(聲音)’라는 관점에
서 사유하고 있다.”47) 그리고 다음절어의 구성 요소이자 표기 수단으로 간주
하고 있다. 이는 “漢字 중심의 文에 말(話/言)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
통화(話/言)에 한자라는 문자(文)를 일치시키자는 제안인 것이다.”48)
결론적으로 구추백은 이와 같은 한어 어휘의 다음절화 추세 속에서 한어와
한자의 필연적인 1:1 연관 관계는 이미 해체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해서 한자 사용을 고수하는 것은 한어의 소리를 간단명료하게 표기할 수 있는
병음자모로 대체해 나가는 것만 못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다음절어의 증
가는 자연스럽게 동음이의어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한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현대 백화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한자의 어근이거나 혹은 어미나 어두를
붙여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구두로 말할 때의 자연규칙 때문
에 비슷한 소리는 서로 피하게 되며 다음절의 단어가 나날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
서 로마자모의 병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49)

Ⅳ. 나오는 글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 대한 구추백의 글들은 1929~32년 사이에 집중적으
46)
47)
48)
49)

通

眼的硏究>, 243~244쪽.
文學思想 硏究-魯迅과의 文化的 連帶를 중심으로≫, 174쪽.
文學思想 硏究-魯迅과의 文化的 連帶를 중심으로≫, 174쪽.
眼的硏究>, 249쪽.

<普 中國話的字
趙顯國, 瞿秋白
趙顯國, 瞿秋白
<普 中國話的字

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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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표되었다. 이 기간에 발표된 그의 글과 저작, 서신들을 검토해 보면 라틴
화 신문자 방안이 오랫동안의 연구와 준비를 거쳐 비교적 완정한 체계와 논거
를 갖춘 후에 제기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의 글과 저작들은 라틴
화 신문자 방안과 관련된 핵심 사안들에 대해 처음부터 매우 일관된 논지를 견
지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당면한 어문현실과 한어와 한자의 변천과정에 대
한 역사적 인식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시기별로 발표 형태와 문제제기 방식, 주
요 논제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 관련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심화 발전
과정을 거쳤다. 첫째, 문자개혁과 문체개혁의 연동관계에 대한 인식의 심화에
따라 한자를 병음자모로 대체하는 문자개혁 요구에서 출발하여 어문체계 전반
에 걸친 개혁을 이끌어내는 문학혁명을 요구하는 데까지 확장시켜 나갔다. 둘
째, 사회 변화와 언어 변화의 연동관계에 대한 인식의 심화에 따라 19세기말
이래 중국에서 발생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대중들의 어문환경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문체계를 병음문자 체계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는 논리를 펼쳐 나갔다. 셋째, 한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인식의 심화에 따라
한어의 표음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국문자가 병음문자로 나가
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논리를 펼쳐 나가는 동시에 한어는 단음절어에서 다음절
어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자의 기능과 어휘의 구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어의 병음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쳐 나
갔다.
그 결과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역대의 병음방안들에 비해 한층 진
전된 논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즉 단순히 한어 체계를 부정하거나 개별 한자
의 독음을 병음자모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어휘와 언
어, 문법 체계에 기초한 새로운 문자 표기와 문장 규범의 확립을 시도하는 데
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또한 병음문자 방안이 중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는 기존의 서사언어가 아니라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어를 기초
로 삼아야 하며, 진정한 현대적 서사언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병음문
자의 채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다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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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의미있는 구상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병음규칙과 서사규칙으로 인해 실제 보급과 사용
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
고 있는 성조 표기 규칙, 문법 성분과 단음 상용자의 줄여쓰기 규칙, 의미상의
어미에 대한 부가 표기 규칙 등은 구두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
는 병음문자 체계와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 문장을 쓸 경우에는 실제 언어(구두음)와 괴
리된 또 다른 형태의 문언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라틴
화 신문자 방안은 역대의 병음문자 방안들에 비해 여러 면에 걸쳐서 진전된 체
계와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급과 사용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이러한 보급과 사용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름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19세기 말 이래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언어 개혁과 문화
개혁의 상호 연동관계를 사회 정치 변혁의 장으로 확장 적용시킨 것이었다. 즉
그것은 1930년대 초반 중국의 새로운 사회 정치적 주체로 기획된 대중들에게
언어와 문자를 창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당면
한 사회 정치적 변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간편한 병음문자 체계를 창안 보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개
로 사회 정치 문화 전 영역에 걸친 질적인 변혁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었다. 이
러한 점에서 그것은 19세기 말 절음자 운동, 1910년대 Esperanto 운동과
주음자모 운동, 5 4 백화문운동, 1920년대 국어로마자 운동과 소련의 문맹
퇴치 운동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것들의 한계를 극복 발전시킨 것으로
서 20세기 중국 어문개혁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拼

50) A.Г.施普林欽 <瞿秋白與 音文字>
1995. 16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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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邊繼承 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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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路標 它不
簡單地否定傳統
體系或者要求把個別
還成拼
在 彙 以及 法體系 基礎 重 建立
別 他證 了 了拼
在 扎了根 定
要以
際口
通 作 基礎 此同時 了發展眞
書寫
定要採用拼 制度 這些設 嘗試具 很 意義
不過
比較複 拼
書寫 因此 不得不在
際 及 使用 碰到了不少界限
瞿秋白的拉丁化新文字方案一
歷代 音文字方案的
,
一
們的
,
二
紀中國語文改革運 的新的
.
是
的漢語
漢字的讀音
音字母
的, 而是 新的詞 和語言
語
的
上 新
新的文字規範
和文章規範的. 特 是,
明 爲
音文字方案 中國
, 一
大衆的實
語上的普 話 爲
, 與
, 爲
正的現
代
語言, 一
音文字
.
想和
有 大的
,
拉丁化新文字方案有
雜的 音規則和
規則.
,
實 普 和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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