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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193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당면해 

있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진보적 사상과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자각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중들은 

대부분 낙후한 사상과 의식에 갇혀 있었다. 이는 물론 역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의 근

간을 이루는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 때문이기도 했다. 

1930년대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

해방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혁명을 추

진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문맹 대중들이 ‘단기간에 배워서 사용할 수 있

고’, ‘구두어의 어음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와 대중들의 ‘구두어를 생

동감 있게 담아낼 수 있고’, ‘전국적 공통어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추진했다. 

모든 교육은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중들은 언어와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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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과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자신들의 사상과 의식을 다시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가다듬고, 공동

체의 사상과 의식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추동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1930년대의 라틴화 신문자 운동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사

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대중들의 지지

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나아가 대중들

이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

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Ⅰ. 들어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중국에서는 전통적 사회문화 시스템이 근대적 사회문

화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각종 어문개혁운동이 추진되었다. 晩淸 시기의 

切音字運動, 民國 시기의 국어운동, 5⋅4 신문화운동 시기의 백화문운동, 1920년

대의 국어로마자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들 어문개혁운동들은 한자의 표준 독음과 

한어의 표준 어음을 정립하고, 어문일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문체를 확립하고, 

音素制에 기초한 한어병음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국어와 근대

적 어문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공

헌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문체계는 1930

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인의 90%는 

문맹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서면어와 구두어는 별개의 언어처럼 편차가 컸으

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통어 역시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는 중국의 사회문화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공전의 변화를 맞

이한 시기였다. 대내적으로는 국민당의 봉건적 국가주의에 맞서 공산당이 사회주의

적 대중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문화변혁운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국민당과 공산당 간

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

주국을 수립하는 한편 급기야 중일전쟁을 일으킴에 따라 이를 상대로 민족해방 전

쟁을 수행해야 했다.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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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들의 근대적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근대적 사회문화 시

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30년대에 본격화 된 라틴화 신문자 운동은 인민대중들의 구두어를 원활하게 

표기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는 새로

운 어문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것은 단순히 인민대중들을 단기간에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병음문자 체계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민대중들이 병음문자를 통해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혁명의식과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문체계를 의미했다. 그리고 한자에 기초한 지배계급의 문화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문화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새로운 문화

혁명을 이끌어내고,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어문체계를 의미했다. 

1930년대 라틴화 신문자 운동은 이처럼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수행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19세기 말 

이래 어문개혁운동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그것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

하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 

수행으로 인한 급진적인 측면과 기존의 어문개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리

라는 성숙한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 중국의 라틴화 신문자 운동이 혁명과 전쟁 수행이라는 시

대적 사명과 기존의 어문개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리라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갖

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이전 시기의 어문개혁 방안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30년대 어문개혁운동의 주요한 특징과 성과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문맹 타 와 문자 개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자는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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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언어의 일치 정도는 해당 문자와 언어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일치할 경

우에는 어음을 듣고 해당 문자와 의미를 유추해내고, 문자를 보고 해당 언어의 어

음과 의미를 연상해낼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상호 유추와 연상 작용은 해당 문자

와 언어의 학습을 용이하게 해준다. 반대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유

추와 연상이 불가능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언어는 언어대로 따로 익혀야 하기 때

문에 학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에서 유독 문맹률이 

높고, 문자 교육과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자와 한어의 일치도가 높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근대 국가에서 문자는 더 이상 주술사나 특수계급의 지배도구가 아니라 대

중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보급하는 핵심적인 도구이자 정보 교류의 주요한 수단

이다. 따라서 그것은 대중들이 학습하기 쉽고, 대중들의 언어와 생각을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자는 여전히 대중들이 

익히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문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와 

생각을 기록하기에도 매우 불편한 문자였다. 이 때문에 한자는 기껏해야 전체 인구

의 10% 정도에게만 문자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90%에 가까운 중국인들은 

근대적 교육 시스템과 문자생활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요구가 있다. 문학, 문체, 문자 등도 이러한 시대적 요

구에 따라야 한다.(……중략) 과거 중국사회에서는 한자와 문언이 매우 적합한 도

구였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소수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인민대중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수의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번잡한 

도구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민대중들에게는 한자

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이해시킬 수는 없었다. 인민대중들은 근본적으로 공부

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의 난이도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중략) 하지만 현대는 다르다. 각자의 일은 각자가 관리해야 하며, 모두가 공부를 

하고, 신문을 보고, 문장을 써야 한다. 또한 사회의 변동이 매우 빠르다. 옛것에 

정통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날 것에도 정통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현대의 각

종 일들은 매사에 효율이 중시되고, 속도가 요구되고, 기계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연히 병음문자로 구어체 문장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간단하게 

말해 한자와 문언을 짝 지우는 것은 봉건사회와 관료정치를 짝 지우는 것에 해당

하며, 병음문자와 구어체 문장을 짝 지우는 것은 공업화사회와 민주정치를 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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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에 해당한다.1) 

1912년 중화민국의 수립과 함께 국가의 표준 언어인 ‘국어’의 확립과 근대적 교

육시스템 구축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어운동의 시작과 함께 한자

와 문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어문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한

자의 ‘독음’을 통일하고 한어의 ‘어음’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注音字母’ 방안의 제

정, 서면어의 문장 구조를 어문일치에 가깝게 개혁하려는 백화문운동의 추진, 각종 

체계적인 한자 교육 및 보급 방안 제시 등은 모두 국어운동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

이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자의 독음통일과 문체개혁 중심의 어문개혁운동은 ‘簡

化字’ 방안처럼 한자 자형을 개혁하거나 ‘國語羅馬字’ 방안처럼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문자개혁운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자개혁 방안들은 

오랫동안 한자를 신성시하고 지식인의 독점물로 간주하던 전통적 문자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國語羅馬字’ 방안은 문자개혁운동이 ‘한자개혁’에서 ‘한자혁

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문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의 문

맹률과 교육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이전의 어문개혁 시도들이 

한자를 제대로 개혁하지도 혁명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학

습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문자 방안으로 하루속히 대중들의 문맹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보급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대중들에게 진보적인 사상과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혁명의식과 민족의식을 공유시켜, 

적극적으로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에 동참하도록 해야 했다. 

문자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습관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과 의사를 나타내는 문자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불가능하다.2)

 1) 呂叔湘, <漢字和拼音字的比 >,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 1949년

판 영인), 《民國叢書》 編輯委員  編, 《民國叢書》 第二編 52, 上海書店, 1989, 

3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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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는 중국문화의 생산과 소비로부터 대중들을 소외시켜온 주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한자를 중심으로 한 어문환경에서는 대중을 새로운 문화의 생산과 소비, 전

파의 주체로 양성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시킬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언어와 무관하고, 대중의 지식 습득

을 봉쇄하고, 돈과 시간을 가진 유한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한자를 병음문자 체계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지 않으면 대중들은 그 기간만큼 무지상태에 머물 것

이다. 그러면 소수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 역시 그 기간만큼 발전하지 못

할 것이다. 지금 문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 민족의 생존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이는 대중들의 생존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당연히 대중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중략) 대중의 문제는 당연히 대중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대중들에게 문제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지식을 필요로 한

다. 문학은 지식을 불어넣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때문에 문자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한다.(……중략) 한자는 너무 어렵다. 때문에 대중들은 새로운 병음문자

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쓰고 싶은 것을 그대로 쓸 수 있

는 문자이다. 라틴화 신문자는 바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3) 

문자는 읽고, 쓰고, 알아보고, 기억하기 편해야 쉽게 배울 수 있다. 라틴화 신문

자는 자모의 간결함, 기억의 용이함, 서사의 편리함 등에 있어서 한자와 국어로마

자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이 전시 상황

에서 언어와 문자를 익히고자 할 때 기존의 한자보다는 라틴화 신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나라가 평안한 시기라면 근본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목적만 달성할 수 있

다면 빠른 효과를 기대할 필요 없이, 반년이나 일 년의 시간을 들여서 천 여 개의 

글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처한 상황은 오로지 사억 오천만 남녀동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

가 수호에 나서야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사람마다 모두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

고, 최소한 약간의 상용자라도 안다면 모두를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 許地山, <拼音字和象形字的比 >,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70쪽.

 3) 建明, <試從史底方面 察新文字>,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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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억 오천만 동포 중에 삼억 오천만이 문맹이어서, 문자의 효능이 그들의 

머리까지 미치지 못한다. 이는 항전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는 지금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간편하고 신속한 도구

로 국가와 인민이 더욱 신속하게 호응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적합한 도구가 무

엇인가? 당연히 중문 라틴화 신문자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4)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이처럼 한자로 인한 기존 문자 체계와 문화 환경의 문제점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고 한자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

방안을 표방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자와의 관계 설정이나 추진 전략에 있어서는 이

전 시기의 문자개혁 방안들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무엇보다도 한자의 즉

각 폐기를 주장한 1910년대 Esperanto 방안이나 점진적 폐기를 주장한 1920년대 

국어로마자 방안과 달리 한자와의 병존을 주장했다. 

우리는 즉시 한자를 폐지하자는 극좌적인 주장에 반대한다. 또한 한자를 만고불

변의 신성불가침한 문자로 숭배하는 경직된 주장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문자가 도

구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경제정치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다. 병음화 중국문자가 탄생하기 이전에 한자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면서 발

전하고 진보하는 사회의 요구에 적응해왔다.(……중략) 한자 자체는 나름대로 존재

할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폐기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폐기할 수도 없다. 라틴화 중국문자가 널리 유행하게 될 장래에도 한자는 여전히 

사람들이 학습하고, 중국 고대 학술사상을 연구하는 주요한 도구로 삼게 될 것이

다.5)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한자가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

기는 어렵지만 익히고 나면 편리한 면도 적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설사 라틴화 

신문자를 공식 문자로 채용하더라도 한자는 나름의 가치와 장점을 바탕으로 소멸되

지 않고 명맥을 이어나갈 것이므로 폐기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6) 따라서 “중국문화

 4) 馬鑑, <我 於新文字的意見>,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76-277쪽.

 5) <拉丁化中國字運動新綱領草案>,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56쪽. 1930년대 

라틴화 신문자 운동은 1931년에 초안한 <中國文字拉丁化原則>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이 초안은 1931년 이후 사회상황의 변화와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라틴화 

신문자 운동의 전망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1939년 9월에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6) 이는 20세기 말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어문현대화 과정에서 21세기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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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수는 향후 한자라는 원본과 신문자라는 개정본, 두 방면의 보장이 필요”7)하다

고 주장했다.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국어로마자 방안 등과 같은 기타 병

음문자 방안에 대한 극단적인 배척이나 부정, 기계적 대립을 지양했다. 그리고 “같

은 길을 가는 동료로 간주하고 서로 배우려는 자세”8)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

장을 취했다. 한자를 매개로 한 기존의 어문체계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병음문자 진영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었

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억지로 라틴화 중국문자를 기타 병음의 중국문자 방안과 기계적으로 

대립시킬 필요가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중국어문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뜻을 두

고 있고, 중국어문이 통일적이고 완정한 길로 발전하도록 한다면 모두가 우리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들과 서로 연구 토론할 수 있을 뿐 전혀 배척할 필

요가 없다.9) 

1930년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문자’를 합법적으로 추진하

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10년대의 Esperanto 방안은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국한된 것이

었으며, 1920년대의 국어로마자 방안은 비록 ‘國音字母’로 공인받기는 했지만 정부

의 비협조 때문에 한자를 대체할 문자 방안으로 사용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

만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명실상부한 ‘신문자’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

보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던 ‘陝甘寧邊區’에서는 

라틴화 신문자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한자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술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어를 두 가지 문자체계, 즉 한자와 

한어병음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一語雙文制’ 주장의 정신적 뿌

리가 되었다. 

 7) 郭沫若, <今日新文字運動所應取的路向>,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62쪽.

 8) 郭沫若, <今日新文字運動所應取的路向>,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62쪽.

 9) <拉丁化中國字運動新綱領草案>,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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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자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어

야 한다. 변구 정부는 이미 신문자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신문

자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문을 보내고, 장부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통

신을 하는 등 모든 용도에서 법률적으로 한자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그리

고 정부의 법령 공고 등 중요한 공문서는 한자본과 신문자본을 함께 만들도록 했

다.10) 

‘陝甘寧邊區新文字協 ’에서는 이러한 변구 정부의 문자 정책에 호응하여 延安

에서부터 신문자를 활용한 문맹 타파와 교육을 시작했으며, 점차 모든 변구와 기타 

지방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신문자 신문과 교본, 서적, 자전, 총서 등의 출

판11), 대중들에게 신문자를 가르칠 교사의 양성, 변구의 방언과 토속어를 비롯한 

중국어문에 대한 연구, 몽고와 회족 언어의 라틴화 방안 연구 및 제정 등을 주요 

임무로 삼아 실행에 옮기는 한편 전국 각지의 단체 및 언어학자와 연계한 신문자 

운동을 추진했다.12) 

이처럼 1930년대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문자와 언어, 문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심화에 따라 이전 시기의 문자개혁 방안과 적지 않은 전략적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독자적인 정치공간의 획득과 관련 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명실상부

한 신문자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병음문자 방안으로 거듭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10) 龍蘭, <陝甘寧邊區新文字協 成立大 盛况>,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86쪽.

11) 신문자는 자모가 28개에 불과하고 병음법이 간단하여 배우기는 쉽지만 자모와 병음만 

익혀서는 그것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들이 신문자를 연습할 수 있도록 

신문자로 된 교재와 신문, 서적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吳玉章, <怎樣開展新文字

底實際工作>,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96-397쪽 참조.

12) 龍蘭, <陝甘寧邊區新文字協 成立大 盛况>,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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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문불일치 타 와 문장 개

문자는 언어의 소리를 ‘시청각’ 부호로 전환시켜주며, 부호에 담긴 ‘시청각’ 정보

로 의미의 변별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문자는 ‘字形’의 차이뿐만 아니라 ‘字音’의 차

이로 본연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낸다. 하지만 한자는 새로운 어휘에 대한 수요를 

‘字音’의 다변화가 아니라 ‘字形’의 분화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시각 중심주의’ 문자

관은 문자로서 담고 있어야 하는 ‘청각’ 정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한자는 ‘字形’만 다를 뿐 ‘字音’은 동일한 ‘同音異形字’를 대량으로 양산해

냈다. 더욱이 한자는 한어의 소리와 의미를 하나의 글자 안에 담아내려는 단음절어 

선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어에서 사용하는 單音은 사백여 개에 불과했다. 

사백여 개의 단음으로 수 만 자에 이르는 한자의 자음을 나타내는 표음구조에서는 

‘同音異義語’로 인한 혼란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구두어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단음자인 한자의 구속에서 벗

어나 다음절어 방향으로 나아갔다. 수많은 동음 단음절어를 이음절어로 변모시킴으

로써 구두어와 서면어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는 한편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제고

시켜왔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평음은 사백 개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어떻게 충분하겠

는가? 그러면 이 동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언어 방면에서는 ‘複音’의 방법

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i’라고 말하면, 나는 자연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당

신에게 그것이 어떤 ‘i’인지 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ifu’의 ‘i’, ‘ikao’의 ‘i’, 

또는 ‘ibing’의 ‘i’, ‘iz’의 ‘i’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한자는 복음을 사용할 필요

가 없었다. 한자는 자형을 바꿈으로써 동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같은 ‘i’음이

라도 ‘衣’, ‘依’, ‘醫’, ‘椅’ 등 서로 다른 자형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수 백 개의 

단음이 수 만 개의 ‘字形’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또한 한자의 특징이다. 하지만 구

어는 한자처럼 자유롭게 ‘音形’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문자와 

언어는 발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13)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서면어는 문언이라는 특수한 문장 구조를 고수

13) 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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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문언에서는 간결한 표현과 어휘를 선호했다. 이 때문에 구두어의 다채로운 

표현을 생략하거나 다음절어를 단음절어로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

어 ‘你到哪裏去’보다는 ‘汝何往’라는 표현을, ‘把自己的女兒許配給他’보다는 ‘以女妻

之’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이러한 서면어의 단음절 선호는 외래어를 차용하거나 번

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Gone with Wind’라는 말을 ‘飄’ 단 한 글자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어의 단음절 표기는 다시 구두어의 표현에 영

향을 미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말하던 것을 점차 ‘飄(pi o)’라는 단음절어로 

줄여서 말하게 만들었다. 이에 애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생동감 넘치던 표

현은 ‘飄’라는 경직된 단음절어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전혀 혼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말이 ‘剽(pi o:빼앗다)’, ‘

(pi o:표류하다)’라는 단음절어들과 혼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처럼 서면어의 단음

절어 선호 경향은 구두어의 다음절화 추세를 더디게 만들고, 동음이의어로 인한 혼

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음절 동음이의어들이 삼음절어

나 사음절어로 분화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14) 그 결

과 서면어는 구두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문장 구조, 그리고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

를 알더라도 전체 문장은 해독하기는 어려운 문장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특

수한 문장 구조는 서면어의 유통범위를 일부 지식계층으로 국한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10년대 중후반 전통문화 시스템을 타파하고 근대문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신

문화운동의 추진과 함께 문언 위주의 문장 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신문화

운동은 일부 지식계층이 독점해오던 문화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자 했

다. 중국 전통문화의 주요한 담지체였던 문장 구조도 예외가 아니었다. 

5⋅4 시기에 현대문화의 성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그것이 추구한 것

은 일종의 사회와 민족의 동질성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요구한 것은 어떠한 특수

한 계급의 언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회 모든 민족의 언어였다.15)

14) 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3쪽 참조.

15) 曠新年, <胡適 白話文運動>, 《中國現代文學硏究叢刊》(99.2.), 作家出版社, 1999,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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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문화운동의 영향 아래 추진된 백화문운동은 서면어와 구두어의 불일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어문일치’에 가까운 문장 구조를 지향했다. 그리고 이를 구

현하기 위해 일부 지식계층만 이해하고 사용해온 문언 위주의 난해한 문장 구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백화 위주의 문장 구조로 바꿔 나갔

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어휘를 채택함으로써 

서면어의 유통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특히 당시 백화문운동 추진자들은 백화로 

쓴 문학을 ‘국어 문학’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매개로 ‘국어’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했

다. 정부 역시 백화문을 국어의 표본으로 공포하고 근대적 교육기관을 통해 보급에 

나섰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어문개혁 조치로서 중국인들의 언어관과 문장관에 커

다란 혁신을 가져왔다. 하지만 백화문은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백

화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국인은 10% 내외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백화문의 문체

와 어휘는 여전히 대중들의 실제 구두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백

화문운동은 여러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면어와 구두어의 간극을 효과적으

로 메울 수 없었다. 신문화운동이 추구하는 근대문화 본연의 대중적 지향성을 온전

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90%의 중국인들이 쉽게 익혀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와 대중들의 일상 언어를 편리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장 구조가 필요했

다.

1930년대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백화문과 질적으로 다른 문자 체계와 문장 구

조를 지향했다. 그것은 10%의 한자사용 가능자뿐만 아니라 90% 문맹 대중들도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고,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 체계와 대중들이 

실제 사용하는 살아있는 구두어의 어음을 어문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접 병음문

자로 표기하는 문장 구조였다. 그런데 당시 대중들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었으

며, 각기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는 지

역마다 어음의 편차가 심하고 통일성이 결여된 언어였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어문

일치에 입각하여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표기해주는 것만으로 

대중들이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서면어가 될 수 없었다. 서면어는 “단순히 

언어의 소리를 기계적으로 조합한 시각부호 체계가 아니다. 그것이 문장으로서 온

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의 소통성을 담보하지 않

으면 안 된다.”16) 이 때문에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지향하는 ‘살아있는 구두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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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대중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서면어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각 지역별 방언 간의 장벽을 해소하고, 전국적으

로 통일성을 갖는 공통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Ⅳ. 방언 장벽 해소와 국  공통어 건설

언어는 소리의 조합이고 문자는 그 소리를 일련의 시각부호로 표기하는 도구이

다.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로서 구두어의 음과 뜻을 담고 있다. 구두어의 어

음을 문자로 표기하면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을 읽으면 언어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

다. 한편 문자는 시공간적으로 유동성과 가변성이 강한 언어의 소리를 어음 표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언어의 통일성을 유지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문에 언어와 문자는 ‘소리’를 매개로 상호 간에 밀접한 연관관계와 의존관계를 유지

하면서 나란히 발전해 나간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언어가 표음문자와 짝을 맺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국의 언어인 한어는 한자와 짝을 이루고 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음을 기록하

는 부호라기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호에 가깝다. ‘有形無音’의 ‘벙어리 글자(啞

字)’17)에 가까운 한자는 한어의 소리를 명확한 시각적 부호로 나타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자는 한어의 시공간적 유동성과 가변성을 일정한 어음 표준에 맞춰 제어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동일한 형태의 글자와 문장이어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로 읽혔으며,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언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1912년 근대 국민국가인 중화민국의 수립과 함께 ‘국어’를 중심으로 전국의 언어

를 통일하려는 국어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국어운동은 국가의 표준 언어를 매개로 

여러 계급⋅계층⋅집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하고, 그들에게 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을 심어줌으로써, 국가 시스템의 운

영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918년에 공포된 ‘注音字母’ 방안은 최초

16) 拙稿,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中國文學硏究》 제51집, 韓國中文學

, 2013. 6. 114쪽.

17) 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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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國音字母’ 방안으로서 국어운동의 첫 번째 성과물이었다. 그것은 한자의 독음을 

통일하고, 국어의 어음 표준을 확립하여, 전국의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고안된 것

이었다. 하지만 ‘주음자모’가 채택한 어음 표준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

는 일종의 ‘인공적인 국음’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어’를 보급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었다.18) 

1928년에 공포된 국어로마자 방안은 두 번째 ‘國音字母’ 방안으로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어음을 표준으로 삼아 ‘국어’를 통일하려는 것이었다. 즉 특정 지

역(북경)의 어음을 ‘국어’의 표준 어음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국어로마자모를 보급함으로써 ‘국어’를 통일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던 대중들에게 국어로마자 방안이 보급하려는 ‘국어’

의 어음은 또 하나의 생소한 ‘방언’ 어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어’의 

어음을 국어로마자로 표기한 문장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때

문에 국어로마자 방안도 ‘국어’의 보급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19)

전국적 공통어가 부재한 상황20)에서 국어로마자 방안처럼 북방어 표기법을 일률

적으로 보급할 경우, 한자와 마찬가지로 구두어와 서면어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밖

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맹 해소나 정보 교류에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문맹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소한 ‘국어’가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

두어의 어음을 원활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언’ 병음문자 방안이었다. 

18) 拙稿,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中國文學硏究》 제45집, 韓

國中文學 , 2011. 11. 204쪽 참조.

19) 拙稿,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中國文學硏究》 제45집, 韓

國中文學 , 2011. 11. 208-209쪽 참조.

20) 전국적 공통어가 구축되지 못한 원인은 한자 이외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

다. 중국은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 규모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성숙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중국은 산업화 초기 단계로 몇몇 주요 도시 거주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적 공통어를 체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적 교통망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권을 벗어나서 사회경제 활동을 할 기회도, 다

른 방언을 사용하는 이들과 접촉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방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언 구역

간의 ‘交際語’로서 전국적 공통어를 구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통일된 공통어가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방언들이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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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토속어를 금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토속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

지 않는 것은 결코 국어통일에 적극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방언 구역에서 필요

로 하는 것이 통일된 국어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일된 국어

는 좋기는 하지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방언 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사실상 즉시 획득할 수 있는 언어도구로서, 사람들

은 이 도구로 일상생활을 진행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만

약에 방언 구역에서 통일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국어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없는 ‘無聲’으로 통일되고 말 것이다. 문자도 마찬가

지 상황이다.21)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애초 북방 방언을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22) 라

틴화 신문자 방안 추진자들은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이 북방어 방안

을 토대로 자신들의 방언을 표기할 수 있는 ‘방언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만들어 사

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각기 다른 방언을 사

용하는 전국의 모든 문맹 대중들이 단기간에 배울 수 있고, 즉시 일상생활에 활용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지식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병음문자 방안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음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각지의 방

언을 병음문자로 표기하게 되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서면어가 난립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면어를 통

한 소통이 어려워지고, 지역별 방언의 편차가 더욱 고착화되어 전국적 공통어의 건

립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인 ‘你好’의 경우, 

한자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자형으로 표기하지만, 방언 병음문자를 사용할 경우에

21) 焦風, <中國拉丁化 國語的統一>,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21쪽.

22)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소련의 극동 지역, 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에 거주

하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山東省과 江 省, 浙江省 출신으로 주로 산동반도에

서 발해만을 건너 요동반도와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로 건너왔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

는 말은 대체로 중국 북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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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정

책》(고려원, 1994) 86쪽과 倉石武四郞 著/金鍾五 譯, 《漢字의 運命》(正音社, 

1974), 1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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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어음을 사용하는 북경 인근 지역에서는 ‘ni hao’로, 闽方 을 사용하는 지

역에서는 ‘ni ho’로, 粤方 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lei hou’로 표기하게 된다. 이

러한 서로 다른 병음문자 표기들은 해당 지역의 어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

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미의 언어를 지

역에 따라 ‘ni hao’, ‘ni ho’, ‘lei hou’라는 서로 다른 자형으로 표기하게 됨으로써 

문자의 통일성과 어음의 고정성에 기초한 전국적 공통어의 구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다음절어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단음절어들을 그대로 병음문자

로 표기할 경우 동음자일지라도 서로 다른 字形을 유지하던 한자어들이 모두 동일

한 자형을 갖게 됨으로써 동음이의자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단음절 한자어 ‘化와 話’, ‘校와 效’는 비록 字音은 같지만 字形이 다른 ‘同音

異形字’이기 때문에 字形을 보고 그 의미를 특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병음문

자로 표기하면 각각 ‘hua’와 ‘xiao’로 자음과 자형이 모두 같은 ‘同音同形字’가 되어 

그 의미를 특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문자개혁운동 추진자들 중에는 한자 사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방언’ 병음문자 방안의 보급에는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

다.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대중들에게 방언 라틴화 신문자

를 보급하여 단기간에 문맹을 해소하고, 지식과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들의 구두어

를 편리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토대로 전국적 공통어를 구축해

나갈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했다. 

우리는 통일된 국가는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최고의 이상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다만 지금의 중국은 

지역이 넓고, 생산이 낙후하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언어가 여전히 복잡한 방

언 단계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모두가 또 어떻게 통일어를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

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우리는 “언어는 분리에서 통일로 나

간다.”는 발전법칙에 따라 먼저 방언을 라틴화한 후에 각종 객관적인 조건이 구비

되면 그것에 의지하여 방언 간에 서로 구두상 서면상의 접촉 기회를 늘려가야 한

다. 동시에 최대한 각지 방언의 어음과 문법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조사하고, 

각종 어음비교와 문법비교 연구에 종사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각종 어음과 문법 

대조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방언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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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자극을 받아 더욱 높은 단계의 민족통일어로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는 이것이 중국의 민족어를 건설해 나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철저한 길이라고 생

각한다.23)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국어로마자 방안과 달리 북방어를 표준으로 삼아 전국의 

언어를 통일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북방어의 영향력과 유통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 공통어를 구축해 나가는 가장 유력한 기초라는 점은 부정하

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북방어를 방언 간의 ‘區際語’로 활용하고자 했다. 즉 ‘전

국의 인민 개개인들이 모두 말할 수 있고, 모두 말해야 하는 통일어’가 아니라 ‘전

국에서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공통어’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전국적 단위의 공식적인 자리나 문서에서는 ‘방언 간의 보

조적 공통어’ 역할을 하는 북방어와 표준어문을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방언과 

방언 라틴화 신문자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24) 

또한 방언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만들어 사용하

도록 규정했다. 먼저 전국을 몇몇 대표 방언구로 구분한 후, 해당 대표 방언구에만 

한정하여 방언 신문자 방안의 제정을 허용했다. 그리고 방언 신문자 방안을 만들 

때는 최대한 ‘區際語’, 즉 북방어의 표기 방안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해당 대표 방

언구만의 특수한 어음이나 어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적 공통어가 

구축될 때까지 과도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방언 라

틴화 신문자를 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공통적인 부분은 확대 강화하고, 

지나치게 편벽된 부분은 도태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전국적 공통어의 구축을 촉진

해 나가도록 했다.25) 

이처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각지 대중들의 문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

가는 동시에 북방어와 표준어문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그것은 문맹률이 높고, 방언의 편차가 심한 상

황에서 10%의 한자 사용 가능자와 90%의 문맹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방

안이자, 모든 중국인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었다. 그

23) <拉丁化中國字運動新綱領草案>,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55쪽.

24) 焦風, <中國拉丁化 國語的統一>,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22쪽 참조.

25) <拉丁化中國字運動新綱領草案>,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55-2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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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전국 각지의 대중들을 하나의 근대적 공동체 의식으로 결집시키고, 그것을 토

대로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었다.26) 

Ⅴ. 나가는 

193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당면해 

있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진보적 사상과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자각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중들은 

대부분 낙후한 사상과 의식에 갇혀 있었다. 이는 물론 역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의 근

간을 이루는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 때문이기도 했다.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는 대중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할 수 있

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첫째, 한자는 ‘읽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알

아보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문자였다. 이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대중들은 

문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둘째, 한자는 자

신의 표준 독음과 한어의 표준 어음을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문자였다. 이 때

문에 한어의 시공간적 유동성과 가변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대중들은 ‘표준 어음’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편차가 심한 ‘방언 어음’을 사용하게 되었다. 셋째, 한자는 역대로 

단음자를 고수해왔다. 이는 단음자 표현을 선호하는 문언이라는 서면어 형식을 탄

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절어 표현을 선호하는 구두어의 어문구조와 확연히 다른 문

장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 결과 서면어는 더 이상 구두어의 교본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는 단순히 대중들의 어문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것에서 그

26) “정부가 명령을 내렸을 때, 각 성과 시가 모두 병음문자로 전달하면, 전국의 대중들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국의 대중들이 모두 정부에 호응할 것이다.” 何從, <隨便

記起新文字的幾個嚴重問題>,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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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았다. 구두어의 표본으로 삼을만한 어음과 문체, 문자와 교본의 부재는 전

국의 대중들이 함께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어문체계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첫째, 근대적 어문제도와 전국적 

공통어에 기초한 통일된 사상과 의식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대중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 전파와 소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불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근대적 사회문화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과 발전을 더디게 만

들었다. 셋째, 대중들의 자각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참여에 기초한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1930년대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

해방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혁명을 추

진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문맹 대중들이 ‘단기간에 배워서 사용할 수 있

고’, ‘구두어의 어음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추진했다. 하지만 그

것은 이전의 급진적인 병음문자론들과는 다른 한자관과 추진 전략을 견지했다. 첫

째, 한자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한자와의 병존을 지향했다. 한자와 병음문자의 

이중 문자사용을 통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근대적 사회문화 시스템의 구

축을 동시에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다이그라피아(digraphia)’ 구상은 이후의 

문자개혁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말 어문현대화 과정에서 제기된 

‘一語雙文制’ 주장의 모태가 되었다. 둘째, 국어로마자 방안을 비롯한 각종 병음문

자 방안에 대해 극단적인 배척이나 부정, 기계적 대립보다는 상호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는 1958년에 공포된 한어병음방안의 

자모체계와 자형구조, 서사형식에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셋

째, 병음문자 방안을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독자적 정치공간과 조직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실험과 제안에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문자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경험과 성과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문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30년대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대중들의 ‘구두어를 생동감 있게 담아낼 

수 있고’, ‘전국적 공통어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추진했다. 이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각지 문맹 대중들의 문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동시

에 표준어문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함께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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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대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를 표기할 수 

있는 방언 병음문자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동시에 북방어를 표본으로 삼아 방언 

병음문자 간의 편차와 장벽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공통어를 구축

해 나가는 전략을 함께 추진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사상과 의식을 하나

의 근대적 공동체 의식으로 결집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시대적 과제인 사회주의 혁

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하나의 표준 언어로 전국의 방언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國語’ 정책이 아니

라 가장 영향력이 있고 널리 사용되는 ‘方 ’을 매개로 전국적인 공통어를 구축해나

가는 ‘普通話’ 정책을 채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를 병음문자 중심의 어문

체계로 대체한다고 해서 곧장 대중들의 진보적 사상과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사회

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들의 문맹을 해

소하고, 교육을 보급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

의 필요조건일 뿐이었다. 더욱이 언어와 문자가 항상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보와 

지식만을 매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일부 엘리트 집단의 선전선동 도구로 도용되기도 한다. 그것이 대중들의 사상과 

의식의 성숙을 견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진보를 견인하는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맥락을 꿰뚫어 불 수 있는 

제2, 제3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은 언어와 문자를 매개

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중들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

로 자신의 사상과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자신들의 사상과 의

식을 다시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가다듬고, 공동체의 사상과 의식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추동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30년대의 

라틴화 신문자 운동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성

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대중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

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나아가 대중들이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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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20世紀30年代的中國正面临着社會主義革命和民族解放戰爭｡ 为了完成这兩
种时代課題需要人民大众的先进的思想和意识, 以及他們的自觉的支持和积极的參

加｡ 可是由於以漢字为中心的語文體系所引起的各種問題, 當時中国的大部分人民

大众處於文盲狀態, 而且停留在落后的思想和意识｡ 
20世紀30年代的拉丁化新文字方案为了完成社會主義革命与民族解放戰爭的

使命, 进行了把以漢字为中心的語文體系变成以拼音文字为中心的語文體系的文字

革命｡ 拉丁化新文字方案为了完成這一場文字革命給文盲大衆提供了容易学习､ 方
便使用, 而且明确地表示口语的文字體系｡ 與此同时, 給他們提供了可以书写全国

各地实际使用的方言語音, 而且当作为全國共通語的标本的句子结构｡ 
語言和文字是非常重要的教育媒介｡ 一般來說, 人民大衆通過語言和文字取

得需要的信息和知識, 而且根據這一系列信息和知識建立自己的思想和意識｡ 與此

同時, 他們再以語言和文字理淸自己的思想和意識, 把它推向集體思想和意識, 借

以推動政治經濟社會文化結構的變化和發展｡ 从这个角度来看, 20世紀30年代的

拉丁化新文字方案給人民大衆提供了新的語文體系, 借以取得了爲了成功的進行社

會主義革命和民族解放戰爭所需要的人民大衆的支持和參加, 而且借以建立了人民

大衆可以主動的參加新的政治經濟社會文化結構的變化和發展過程的重要基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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