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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20세기 말 정보통신 기술혁명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는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문환경을 탄생시켰다. 이에 일부 어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一語雙文

制’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어문 연구자들 중에는 역대로 한자가 

누려온 존엄과 유일한 공식문자로서의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一語雙文制’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

졌다. 

‘一語雙文制’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주요 쟁점과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一語雙文制’ 주장이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에 부합하는지

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둘러싼 논쟁, 두 번째는 <한어병음방안>이 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둘러싼 논쟁, 세 번째는 ‘一語雙文制’ 주

장이 한자를 폐지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둘러

  * 본 논문은 2016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중국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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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논쟁이 그것이다.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은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이후 중문정보 처리 방

식의 혁명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전통적인 문자관과 문장관의 변화를 배경으로 제기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자의 전통적인 역할과 위상을 보존하는 

동시에 ‘漢字一文制’만으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새로운 어문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문자개혁론과 유사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一語雙文制’가 공식 제도로 자리잡기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

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맞춰 중문정보

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자와 병음문자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추세에 따라 중국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도 

점차 ‘一語雙文制’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Ⅰ. 들어가는 

20세기 말 정보통신 기술혁명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는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문환경을 탄생시켰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와 정보화 기기, 인터넷의 

본격적인 보급은 새로운 차원의 어문정보 처리기술 개발을 촉발시켰다. 기존의 ‘漢

字一文制’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기술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컴퓨터의 입출력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문정보의 세계화 요구에도 제대로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어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漢語拼音方案>을 독자적인 ‘병음문자’ 방안으로 가다듬

어 ‘한자’와 함께 ‘한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一語雙文制’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어문 연구자들 중에는 역대로 한자가 누려온 존엄과 유일한 공식문자로서

의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들은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은 한자를 유일한 공식문자로 간주하고, <한어병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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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역할과 지위를 한자의 ‘보조’ 수단으로 한정하는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배

치될 뿐만 아니라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대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

다고 주장했다. 

‘一語雙文制’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 진영의 논쟁은 한자와 <한어병음방안>의 역

할과 위상, 가치와 전망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다분히 감정적인 논리와 입장들을 제외하고 나면 주요 쟁점과 양상은 크

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一語雙文制’ 주장이 정부의 어문정책 기

조와 방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둘러싼 논쟁, 두 번째는 <한어병

음방안>이 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둘러싼 논쟁, 

세 번째는 ‘一語雙文制’ 주장이 한자를 폐지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

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쟁점과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기본 의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이후 중국의 어문 환경과 생활의 변화, 

중국인들의 어문인식과 문자관의 변화, 향후 중국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 변화 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Ⅱ. 배경과 발단

1986년 1월 6일부터 13일까지 ‘國家敎育委員 ’와 ‘國家語 文字工作委員 ’

(이하 ‘국가어문위원회’)는 북경에서 ‘全國語 文字工作 議’(이하 ‘전국어문회의’)

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1955년 10월 전국문자개혁회의와 현대한어규범문제 학술

회의 이후에 개최된 두 번째 ‘전국어문회의’로 지난 30여 년 동안의 어문정책의 성

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어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어문위원회’ 주임 劉 生은 당 중앙의 지시에 근거하여 ‘中

國文字改革委員 ’를 ‘國家語 文字工作委員 ’로 개명하고, ‘전국어문회의’의 주

제 보고인 <新時期的語 文字工作>를 통해 한어 규범화와 보통화 보급에 관한 당 

중앙의 새로운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을 전달했다. 반면에 한어 병음화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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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것은 미래의 사안으로 당면한 문자개혁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1)면서 직접

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사실상 종래의 어문정책 기조2)와 달리 더 이상 한어 병

음화를 견지하지 않고, 한어병음을 ‘문자’가 아니라 한자의 ‘보조 도구’로만 간주하겠

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3)였기 때문에 ‘전국어문회의’ 기간 동안 격렬

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4) 이에 대해 1986년 5월 31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어

문위원회’는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全國語 文字工

作 議紀要>를 통해 다시 한 번 한자만이 법정문자이며, 한어병음은 보조 도구라

는 점, 그리고 한어 병음화 문제는 문자개혁의 주요 당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

명히 했다.

향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자는 국가의 법정문자로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한어병음방안>은 한어와 한자의 학습을 돕고 보통화를 널리 보급하

는 효과적인 도구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은 한자를 대체하는 병음문자는 아니지만 한자를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어 병음화 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은 결론을 내리는 데 서두르지 않는다.5)

이후 한어 병음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한어 병음화와 ‘一語雙文’ 관련 논의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1992년이었다. 

 1) 劉 生,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全國語 文字工作 議祕書處編,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語文出版社, 1987년, 24쪽.

 2) 1951년 毛澤東은 “문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세계문자와 공통된 병음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52년 ‘중국문자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에 들

어가면서 문자개혁과 한어 병음화는 줄곧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요한 어문정책 과제였다. 

 3) 馮志偉, <發揮漢語拼音在信息時代的作用>, 培成, 顔逸明, 尹斌庸 編, 《語文現代

化論文集》, 商務印書館, 2007년, 41-42쪽 참조.

 4) 한 쪽에서는 劉 生이 ‘병음화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에 찬성한 반면, 다른 측

에서는 ‘병음화 방향’에 대해 정식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일종의 후퇴이며, 이후 활동을 

해나가는데 불리하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중앙과 국무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劉 生의 

견해에 동의를 표함으로써 ‘병음화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이 ‘병음방안’의 역할에 대해

서만 기술하게 되었다. 陳章太, <全國語 文字工作 議的總結發 >,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51-52쪽 참조.

 5) <全國語 文字工作 議紀要>,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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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은 盧戇章의 《一目瞭然初階》6)가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어 병음화 논자들은 1992년을 중국어문현대화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규정하

고, 이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개최했다. 그리고 1994년 10월에는 북경에서 ‘中

國語文現代化學 ’ 창립대회와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중국어문현대화학회’

는 1993년 1월 1일 22개 발기 단체의 공동 명의로 발표한 <成立中國語文現代化

學 倡議書>를 통해 “병음과 한자를 병용하는 ‘雙文制’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

지를 탐색”7)하는 것을 향후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1986년 ‘전국어

문회의’ 이후 주춤했던 한어 병음화와 ‘一語雙文’ 문제를 다시 공론화장으로 이끌어

냈다. 이러한 ‘중국어문현대화학회’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漢字現

代化硏究 ’8)는 한어 병음화와 ‘一語雙文制’는 당과 국가가 확립한 신시기의 어문

정책 기조와 방침에 위배된다면서 비판에 나섰다. 이후 ‘一語雙文制의 실현 방안’을 

연구하는 ‘中國語文現代化學 ’ 진영과 ‘한자의 과학성과 학습 편이성’을 연구하는 

‘漢字現代化硏究 ’ 진영을 중심으로 한어 병음화와 ‘一語雙文制’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Ⅲ. 주요 쟁

1.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에 부합하는가?

언어와 문자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결

과물이기도 하다. 20세기 전반의 어문개혁 시도들이 나름의 역사적 근거와 타당성, 

 6) 《一目瞭然初階》는 중국인이 라틴자모를 기본 자형으로 삼아 만든 최초의 병음문자 방

안으로서 이후 한자 중심의 전통적인 어문체계를 보완 또는 개혁하려는 운동을 촉발시

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7) <成立中國語文現代化學 倡議書>, 培成 主編, 《當代中國的語文改革和語文規範》, 

商務印書館, 2010년, 610쪽.

 8) ‘漢字現代化硏究 ’는 1980년 3월 9일 중국 특색의 언어문자학과 어문교육과학을 수

립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1989년 1월부터 학술잡지 《漢字文化》를 계간으로 발간했다. 

1991년부터는 ‘北京國際漢字硏究 ’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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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수요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공

인과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一語雙文制’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확실한 제도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부의 어문정책 기

조와 방침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타당성과 추진력을 확

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찬성론자들은 먼저 1957년 ‘중국문자개혁위원회’가 <한어병음방안>을 추진할 때

부터 그것을 한자 교육과 보통화 보급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술어와 부호 및 대외적인 음역 등에도 이 자모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문종사자들은 이 병음자모로 중국문자의 진일보한 개혁을 연구

하고 실험할 수 있다.”9)고 한 점을 근거로 <한어병음방안>을 ‘병음문자’ 방안으로 

가다듬어 한자와 함께 사용하려는 ‘一語雙文制’ 관련 연구와 실험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1986년 ‘전국어문회의’ 이후 정부

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한어병음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한어병음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 문제와 그것의 응용범위를 어떻

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한 단계 더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당면한 주요 임무 중의 하나로 제기했다.10)

찬성론자들은 특히 1986년 劉 生이 <新時期的語 文字工作>에서 “문자개혁공

작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언급한 점과 한어 병음화가 비록 당면한 문자개혁 임무

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토론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과학적인 연구

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 <한어병음방안>이 “국가가 제정 공포한 법정 표준”

일 뿐만 아니라 “두터운 역사적 기초와 대중적 기초”를 갖고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

적인 방안”이므로 향후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 중의 실제 문제들을 연구 해결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9) 中國文字改革委員 , <關於漢語拼音方案草案的說明>, 1957年 12月, https://wenku. 

baidu.com/view/41309d762f3f5727a5e9856a561252d380eb2010.html 

10) 王均, <漢語拼音的擴大使用範圍和完善化>, 文字改革出版社編, 《漢語拼音論文選》, 

文字改革出版社, 1988, 18쪽 참조. 이 문장은 1987년 6월 22일 ‘漢語拼音學術討論

’ 개막식 담화 원고이다. 王均은 1984년에서 1990년까지 중국문자개혁위원회와 국

가어언문자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主編을 맡고 있던 국

가어언문자위원회의 기관 간행물인 《語文建設》에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을 담은 문장

을 적극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관련 연구와 토론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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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병음방안>은 국가가 제정 공포한 법정 표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그것의 제정은 역사적 경험의 총결로 공포 후에 이미 국내외에서 광범위하

게 응용되고 있다. <한어병음방안>은 깊고 두터운 역사적 기초와 대중적 기초를 

갖고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다. 우리는 마땅히 힘써 추진해야지 새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하기 어렵

다. <한어병음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사회와 과학기술 발전의 객관적 수

요에 따른 것이다. 이후 계속해서 한어병음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점차 <한어병

음방안>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 중의 실제 문제—예를 들어 한어병음의 동

음자와 동음사의 구분, 한어병음 正詞法의 표준, 한어병음의 기술적 응용 중의 성

조 표기법 등—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11)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어 병음화가 당장의 문자개혁 임무는 아니지만 <한어병음

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응용 범위를 문자방안으로까지 확장해 나가려는 연구

와 실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1986년 ‘전국어문회의’의 주제 보고인 <新時期的語

文字工作>을 통해 한어 병음화 방향을 더 이상 견지하지 않고, <한어병음방안>은 

한자를 대체하는 문자가 아니라 한자의 보조 도구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그동안 한

어 병음화론자들이 초래한 어문정책상의 혼란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중국어문발전사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12) 그리고 ‘두 가지 문자의 병존’을 추구하

는 것은 “국가의 어문방침과 정책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한어병음방안>이 

법정 문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13)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어병음방안>은 점차 

중문정보를 컴퓨터와 정보화 기기에서 입출력하고,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는 데 있

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 기기

와 인터넷 영역에서 중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어병음방

안>을 ‘한자’ 병음방안이나 입력도구로 제한하지 말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한어’를 기

록하는 규범적인 ‘병음문자’ 방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11) 劉 生,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28쪽.

12) 余心, 木子, <撥亂反正, 全面、准確地貫徹國家語文政策 — 王均先生商榷>, 北京

國際漢字硏究 , 《漢字文化》, 1990년 제4기, 47쪽 참조, http://www.cnki.net

13) 余心, 木子, <撥亂反正, 全面、准確地貫徹國家語文政策- 王均先生商榷>, 《漢字文

化》, 1990년 제4기,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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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방안>을 하나의 규범적인 표음문자로 발전시키는 것은 한자를 대체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한자 시스템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아무튼 긍정적

인 면이 매우 많다. 그것은 입력 시스템이 기준으로 삼을만한 정확한 규범을 갖도

록 해줌으로써 병음법과 이어쓰기 등 방면의 부정확성이 시스템에 초래하는 추가

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4) 

이러한 어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어문위원회’도 한어 병음화와 一語雙文

制 문제에 대해 10년 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1995년 11월 3일 ‘국

가어문위원회’ 黨组书记 겸 부주임 林炎志는 ‘국가어문위원회’가 개최한 전체 간부

대회에서 <高擧語文現代化旗幟, 繼續推動文字改革工作>라는 보고를 통해 “우리의 

기본 구상은 규범한자와 한어병음의 ‘일어쌍문’ 제도를 실현하는 것”15)이라는 입장

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1997년 12월 23일 ‘국가어문위원회’ 주임 许嘉璐

는 ‘전국어문회의’ 주제 보고인 < 拓语 文字工作新局面，为把社会主义现代化建

设事业全面推向21世纪服务>를 통해 최근 3~5년 동안 “<한어병음방안>을 더욱 완

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제 사용 중의 문제를 연구 해결하고, 한어병음 입력시스템

을 개선하고 가다듬음으로써 <한어병음방안>의 응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

갔다.” 그리고 “국가표준인 <漢語拼音正詞法基本規則>을 적극적으로 추진 확산시

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병음쓰기 중의 규범에 어긋난 현상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조

치를 취했다.”16)고 강조했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국가어문위원회’ 수뇌부의 입장 변화를 근거로 <한어병음방

안>을 병음문자방안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이를 통해 ‘一語雙文制’ 구상을 실현하려

는 시도는 국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

히려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론자들의 태도가 정부의 어문 

정책과 방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一語雙

文制’는 현행 문자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헌법

14) 馬希文, <從計算機漢字系統看‘漢語拼音方案’>, 《漢語拼音論文選》, 文字改革出版社, 

1988년, 167쪽. 이 문장은 원래 《語文建設》 1988年 第1期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15) 《漢字文化》 編輯部, <‘一語雙文’違背國家現行語 文字工作方針政策>, 北京國際漢字

硏究 , 《漢字文化》, 1996년 제1기, 1쪽에서 재인용. http://www.cnki.net

16) 许嘉璐, < 拓语 文字工作新局面，为把社会主义现代化建设事业全面推向21世纪服

务>, 語 文字報刊社, 《語文建設》, 1998년 제2기,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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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의 언어문자공작에 대한 지시를 공공연하게 무시

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17) 

<한어병음방안>이 공포된 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고,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문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전 시기의 정책 기조와 방침을 절대시하고 신성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

된 관점으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재로서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정책 변화는 최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면 기존의 정책 기조와 방침을 새롭게 해석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정책 집행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은 급격한 어문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국

가의 어문정책 유관 기관이 제기한 새로운 어문개혁 과제들을 연구하고 실험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한어병음방안>은 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자는 중국의 유일한 공식문자이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영역

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어병음방안>은 한자의 주음과 보통화의 보급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오래 전부터 매우 폭넓은 영역에서 한자를 대신하여 한어를 표

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색인을 만들고, 인명과 지명을 병음으로 표기하고, 제품의 코드명을 

제정하고, 手旗와 燈光 통신을 설계하고, 농아인의 한어 수화 자모를 제정하고, 

병음으로 전보를 보내는데 사용함으로써 한자를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공백을 메워주었고, 한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

했다.18) 

특히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가 도래한 이후 <한어병음방안>의 응용 

17) 《漢字文化》 編輯部, <‘一語雙文’違背國家現行語 文字工作方針政策>, 《漢字文化》, 

1996년 제1기, 2쪽 참조. 

18) 劉 生,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新時期的語 文字工作》,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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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정보화 기기와 인트라넷 분야로까지 확장되었다. <한어병음방안>이 한어 ‘보

통화’를 표기하는 방안으로서 한자의 ‘초방언성’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강력한 ‘표

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어병음방안>의 ‘표준성’은 현대 한어가 추

구하는 ‘통일성’과 ‘규범성’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스템이 추구하는 ‘쌍방향성’과 ‘효율

성’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어병음방안>은 정보화 기기와 

인트라넷에서 중문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다. 

한어병음은 한자와는 상반되게 초방언성을 갖지 않고 오로지 보통화를 위해서만 

기능한다. 이 점은 정확하게 역사적 조류에 부합하며,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합

한다. 결론적으로 한어병음은 중문정보처리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중략) 

양자의 결합은 역사의 필연이다. 이러한 결합은 틀림없이 一語雙文制의 출현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19)

<한어병음방안>이 없었다면 정보화 기기에서 한어병음을 입력한 후 한자로 자동 

변환하는 ‘병음-한자변환 입력법’의 개발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중문정보의 유통범위

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은 고도의 ‘호환성’을 바탕

으로 국내적으로는 번체와 간체, 병음문과 한자문의 호환을 가능하게 해주고, 국제

적으로는 단일 로마자 표기 방안으로 중문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한어병음방안>은 정보화 기기와 인터넷 공간에서 중문정보를 입출력하고 유통시키

는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20) 그리고 마치 영어가 국제공용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국제적인 정보네트워크의 검색 시스템에 참여하고, 중문정보

를 전 세계로 전송하고,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를 펼쳐나갈 때 중국어문과 국제어문

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어병음방안>은 중국어문과 정보화 기

기가 만나는 ‘접점’이자 중국문화와 세계문화가 서로 교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21) ‘一語雙文制’ 도입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한어병음방안>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근거로 한어병음을 정보화 기기와 인터넷 공

19) 劉湧泉, <漢語拼音是中文信息處理 得力的工具>, 《漢語拼音論文選》, 160-161쪽.

20) 周有光, <‘漢語拼音方案’和國際標準>, 《漢語拼音論文選》, 217쪽 참조. 이 문장은 원

래 《語文建設》 1988年 第1期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21) 培成 主編, 《當代中國的語文改革和語文規範》, 5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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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중문정보를 입출력하고 유통시키는 매개체로만 간주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

의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사용하면 한자와 병음문자가 공존하는 ‘一語雙文制’를 구

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一語雙文制’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어병음방안>을 문자방안으로 

둔갑시켜 한자와 병용하려는 시도는 애초의 창안 목적과 용도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어병음방안>은 문자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속성을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기 때문

에 그것을 문자방안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자라틴화를 추진한지 이미 100여 년이 되었음에도 어찌하여 아직까지 실현되

지 않았을까? 그 원인은 결코 정치적, 조직적, 물질적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중략) 한자라틴화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어병음’이 문자의 과학적 

속성을 구비하지 않았고, 과학성이 매우 높은 한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것이 한자라틴화를 100년이나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가장 근

본적인 원인이다.22)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미래의 사안’에 속하는 ‘一語雙文制’ 연구와 실험을 이

미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한어병음방안>은 

이미 ‘국가표준’23)이자 ‘국제표준’24)으로 공인된 방안이므로 폐지할 이유가 없으며, 

응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다 보면 비록 정식문자로 공인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는 문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 《漢字文化》 編輯部, <‘一語雙文’違背國家現行語 文字工作方針政策>, 《漢字文化》, 

1996년 제1기, 2쪽.

23) <한어병음방안>은 중국내의 혼란스러운 로마자모 표기법을 통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魯迅’이라는 필명만 해도 최소 12개의 표기법이 난립해 있었다. 지명 표기

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국무원은 1979년 1월부터 <한어병음방안>을 중국의 인명과 지

명을 표기하는 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오랜 동안의 혼란을 매듭지었다. 王力, 

周有光, <進一步發揮‘漢語拼音方案’的作用>, 《漢語拼音論文選》, 4-5쪽 참조.

24) <한어병음방안>은 1977년 유엔 지명 국제화 표준화 회의에서 중국지명을 병음으로 표

기하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1982년 8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보인트라

넷, 도서관, 문헌정보관리 영역에서 한어를 병음으로 표기하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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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병음은) ‘정식문자’는 아니지만 문자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한자가 하지 못

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사실상 그것은 일종의 ‘문자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문자’이다. 그것을 ‘보조문자’, ‘문자도구’, ‘병음자모’, ‘병음부호’, ‘주음부호’라고 부

르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문자라는 ‘이름’을 갖고 문자의 ‘실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문자의 ‘실질 기능’을 수행하지만 문자의 ‘이름’이 없는 것이 낫다. 

‘문자의 지위’를 쟁취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쟁취해야 할 것은 ‘응용’이

다. ‘병음’이 유용하다면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다. ‘응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문

자의 성질 또한 증가할 것이다.25)

한편 찬성론자들은 <한어병음방안>은 한자의 주음도구와 로마자모 표기 수단으로

서는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劉 生이 <新時期的

語 文字工作>에서 “병음방안의 실제 응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사실

상 “그것의 응용범위를 주음에서 기타 방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자, 주음도구의 

성질에서 점차 문자의 성질로 나아가게 하는 것”26)이며, 비록 ‘정식문자’는 아니지

만 여러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동음자와 동음사의 구분’, ‘正詞法 표준’, ‘성조 표기법’ 등을 연

구 및 해결 과제로 제시한 것은 <한어병음방안>을 개별 한자의 주음도구나 대체 표

기 수단에서 점차 한어를 표기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병음문자 체계로 가다듬어 나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어병음방안>의 용도가 단지 글자 배우는 것을 돕고, 보통화를 보급하는 

것이라면 “한어병음의 동음자와 동음사의 구분, 한어병음 正詞法의 표준, 한어병

음의 기술적 응용 중의 성조 표기법” 등등의 “사용 중의 실제 문제”를 연구하고 해

결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곧 한어병음의 문자 속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

면 한어병음문자도 그에 따라 탄생한다는 것이다.27)

<한어병음방안>은 이미 매우 폭넓은 영역에서 한자로는 수행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병음문자’ 방안으로 거듭나기 

25) 周有光, 《中國語文縱橫談》, 人民敎育出版社, 1992년, 227쪽.

26) 王開揚, 《漢字現代化硏究》, 齊魯書社, 2004년, 165쪽.

27) 王開揚, 《漢字現代化硏究》,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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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준비를 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둔 성과들은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중국이 

장래에 병음문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양호한 기초를 마련해주었다.”28) 따라서 한

어는 한자로만 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경로

의존성’29)에서 벗어나고, 보통화의 보급에 따라 언어통일의 조건이 구비되고, 동음

사의 구별, 성조 표기법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머지않아 한자와 공존하며 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자를 폐지할 의도를 갖고 있는가?

‘一語雙文制’는 이름 그대로 한어를 한자와 병음문자 두 종류로 표기할 수 있도

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폐지가 아니라 존치를 지향한다. 이는 ‘一語雙文

制’ 주창자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인식이었다. 

‘雙文制’는 ‘一語雙文’, ‘一語兩文’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의 함의는 중국 보통화

의 서면 형식은 두 종류의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자는 영원히 그대로 사용

하고, 라틴화된 한어병음문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곳에 

사용한다. 이 두 가지 문자는 함께 추진하고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보조하면서 각

자의 장점을 발휘한다. ‘雙文制’는 중국의 어문현대화 운동이 100년의 탐색과 실

천, 연구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이 도출한 한자개혁의 전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다.30)

이처럼 ‘一語雙文制’라는 명칭 자체에서 드러나는 명확한 함의와 이를 추진하는 

이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반대론자들은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에 대

해 강한 의구심과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28) 唐守愚, <努力開創漢語拼音工作新局面>, 《漢語拼音論文選》, 11쪽. 이 문장은 원래 

《文字改革》, 1983年 第2期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29) ‘경로의존성’이란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나 습관, 경향성 등을 의미

한다. 

30) 張育泉, <“雙文制”論述集粹>, http://tieba.baidu.com/p/240799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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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병음방안을 확산시킨다는 것을 빌미로 ‘일어쌍문’의 기치를 내거는 수작과 

한자의 기초 지위를 흔들려는 망상, 나아가 라틴병음문자로 대체하려는 행위는 반

드시 단호하게 제지해야 한다.31) 

한자는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풍부한 한문화를 담고 있

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심리와 어문제도 속에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100여 년에 걸친 문자개혁운동 과정에서 한자의 단점들이 부각되고, 여러 차례

에 걸쳐 ‘漢字亡國論’32)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 ‘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

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一語雙文制’ 찬성론자들은 변

화무쌍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자가 영원히 병음문자로 대체될 수 없다고 단

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는 한어병음이 한자를 대체할 가능성

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어병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언젠가는 그것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한자

를 대체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걱정은 필요가 없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까지 이러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 백 년 혹은 수 천 년 후

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33)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주장도 겉으로는 한자폐지 불가론의 입장을 표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후 한자와 정통 문자의 자리를 놓고 겨룰 수 있는 유

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두고 보자’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문자개혁가들이 쓰라린 역사적 

교훈을 통해 마침내 한자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화

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즉 처음에는 뒤를 따르다가 다

음에는 나란히 달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앞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순조롭게 

31) 群 , <漢語拼音方案的用途不容簒改>, 北京國際漢字硏究 , 《漢字文化》, 1996년 제

4기, 48쪽, http://www.cnki.net

32) 중국이 근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서구의 침탈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

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 난해하고 불편한 ‘漢字’와 이로 인한 높은 문맹률에 있다는 주장

을 가리킨다. 

33) 培成, 《中國語文現代化的回顧 展望》, 語文出版社, 2007년,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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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될 수 있을지 여부는 먼저 병음이 ‘문자’의 명분을 얻어냄으로써 한자와 동등

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하여 한자리에서 경기할 자격을 얻는 것

이 관건이다. 분명히 ‘一語雙文’은 바로 이러한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좋

은 ‘입장권’이다.34)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문자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급진적인 병음문자론

과 한자폐지론을 생각할 때 반대론자들의 강한 의구심과 거부감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을 단순히 불순한 의도나 근거 없는 망

상에서 나온 것으로만 치부하고, 지나치게 배타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

려 당면한 어문 현실과 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과학적인 접근을 가로막고, 

문제해결 노력 자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찬성론자들

은 먼저 어문제도 개혁과 <한어병음방안>의 응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

려서 조급하게 한자를 폐지하고 완전히 병음문자로 바꾸려는 급진적인 경향과 함께 

한자가 당면한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무조건 병음문자를 반대하는 수구적

인 경향을 동시에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一語雙文’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향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하나는 어려움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여 성급하게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자의 

결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一語雙文’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一語雙文’은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 ‘一語雙文’은 

또한 漢語文이 현대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필연적인 추세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

다.35)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一語雙文制’ 주장을 종래의 문자개혁론과 마찬가지로 결과

적으로는 한자의 지위를 흔들고 병음문자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한어병음방안>을 독자적인 ‘병음문자’ 방안으로 만들려는 그 어떠한 실험이나 시도

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34) 何南林, <‘一語雙文’的終結> http://www.yywzw.com/nlhe/nlhe-012.htm

35) 王開揚, <“一語雙文”的理論基礎和面臨的困難>, 培成, 顔逸明, 尹斌庸 編, 《語文現

代化論文集》,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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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장의 ‘후퇴’는 잠시일 뿐이며 이후의 ‘전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雙文制’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일까? ‘제2의 문

자’ 한어병음으로 ‘제1의 문자’ 한자를 대체한 ‘一文制’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

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어병음이 ‘본분을 지키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문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면 싹

이 자라기 전에 잘라 버려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 당연히 한어병음이 정말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한자를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역사의 수레바퀴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36)

새로운 문자제도는 결코 우연히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름의 사

회적 배경과 역사적 근원을 갖고 있다. ‘一語雙文制’의 제기와 추진도 예외가 아니

다. ‘一語雙文制’ 구상은 이전의 문자개혁론과는 다른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한자는 폐기할 수도 폐기해서도 안 된다는 자각과 한어병음의 역할

이 나날이 증대되어가는 객관적인 어문 현실을 배경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퇴보인가 전략적 후퇴인가를 논하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관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병음화를 견지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퇴보를 한 것이고, 병음화를 이미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전진을 위해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는 역사

가 남긴 짐이다. 우리는 역사를 초월하여 다시금 雙文制를 살펴보아야 한다.37)

<한어병음방안>은 아직 문자로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자각적으로 준 문자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

로 볼 때 중국에서의 한어병음문자 도입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시점이 도래하더라도 한자는 폐지되지 않고 한어병음문자와 

공존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어병음문자에 대한 지나

친 의구심과 거부감 때문에 관련 논의와 연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一語雙文制’의 제기 배경과 장단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36) 何南林, <‘一語雙文’的終結>, http://www.yywzw.com/nlhe/nlhe-012.htm

37) 培成, <雙文制: 面向21世紀的中國文字策略>, 趙麗明, 黃國營 編, 《漢字的應用

傳播》, 華語敎學出版社, 2000년,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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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추진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Ⅳ. 결론

20세기 말의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은 기본적으로 19세기 말 이래로 꾸준히 제

기되었던 ‘한어병음문자’ 도입 주장들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이후 중문정보 처리 방식의 혁명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전통적인 문자관과 문장관의 변화를 배경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자의 전통적인 역할과 위상을 보존하는 동시에 ‘漢字一文制’

만으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새로운 어문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따라서 ‘一語雙文制’를 둘러싼 논쟁 양상은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것과 유사하면서

도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一語雙文制’ 반대론자들은 기본적으로 관련 논의와 연구를 방치할 경우 한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찬성론자들은 어떻게든 한

어 병음화 관련 논의와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찬반 양 진영은 ‘一語雙文制’가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

침에 부합하는지, <한어병음방안>이 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자

를 폐지할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한어병음방안>을 한자를 대체하는 문자방안이 아니라 한자

의 보조 도구라고 분명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와 병용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어병음방안>을 문자방안

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애초의 창안 목적과 용도에 위배되며, 그것이 문자로서의 속

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一語雙文制’가 명목상으로는 한자와 병음문자의 병용을 

표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자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한어병음방안>의 실질적인 역할과 위상 변화에 맞춰 그

것을 ‘병음문자’ 방안으로 가다듬어나가려는 시도는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어병음방안>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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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 보통화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표준’으로서 한자를 대신해서 준 문자 기능을 수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문자방안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나고 있

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한자에 버금가는 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한자는 중국문화와 중국인들의 심리와 어문제도 속에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어병음문자가 탄생하더라도 한자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어문정책은 그 특성상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화’와 ‘세

계화’ 시대의 어문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제기된 ‘一語雙文制’ 도입 주장은 나

름의 역사적 배경과 근거를 갖고 있었다. 물론 한어병음문자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완전무결한 문자방안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一語雙文制’의 도입이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이후 중국이 당면한 새로운 어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상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漢字一文制’가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갈수록 한어병음을 준 문자처럼 사용하는 영역과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는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나 방침과는 별개로 중국인들의 실제 어문 생활

과 인식 속에서는 이미 ‘一語雙文制’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一語雙文制’가 공식 제도로 자리잡기까지는 앞으로

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맞춰 중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자와 

병음문자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

는 상황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추세에 따라 중국 

정부의 어문정책 기조와 방침도 점차 ‘一語雙文制’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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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認爲漢字的尊嚴和地位是絶對不可能變化的. 因此, 人們之間發生了激烈的爭

論. 围绕‘一語雙文制’主張的争论焦点可以归纳爲三個. 第一個是“一語雙文制”有沒

有合乎中國政府的語文政策主旨和方針. 第二個是<漢語拼音方案>能不能發揮文字



248  《中國文學硏究》⋅제74집

的作用. 第三個是“一語雙文制”有沒具有廢止漢字的目的. 

“一語雙文制”一方面是爲了保存漢字的傳統作用和地位而提出來的, 另一方面

是爲了解決“信息化”､ “全球化”時代所帶來的新的語文課題而提出來的. 要實施“一

語雙文制”可能還要突破很多难关, 而且需要许多时间. 可是隨着“信息化”､ “全球

化”時代的發展, 可能要把漢字和拼音文字的優點適當融合和積極利用的事情越來

越多了. 隨着這種客觀趨勢的變化, 中國政府的語文政策主旨和方針也可能漸漸轉

變爲“一語雙文制”的實施. 

【主題語】

다중문자사용, 어문정책, 한어병음, 정보화, 세계화

一語雙文, 語文政策, 漢語拼音, 信息化, 全球化

digraphia, language planning, Pinyin, Informatization,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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