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0년  언어문자 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김상원**
3)

◁ 목 차 ▷

Ⅰ. 들어가는 

Ⅱ. 어문 구조의 변화와 라틴화 신문자의 탄생 

1. 어휘 구조의 다음 화

2. 문장 구조의 화

3. 표음 방법의 자모화

Ⅲ. 어문 인식의 심화와 라틴화 신문자의 추진 

1. 문자개 론의 심화

2. 병음문자론의 심화

Ⅳ. 나오는 

【國文提要】

1930년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탄생과 추진은 19세기 중엽 이래 어문 구조 전

반에서 걸친 변화 추세와 문자개혁론이나 병음문자론과 같은 어문 인식의 심화에 

힘입은 것이었다. 첫째, 19세기 중엽 이래 한어의 어휘 구조가 단음절어 중심에서 

다음절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한어의 문장 구조가 문언문에서 백화문, 그리고 중

어문으로 변화하고, 한자의 표음 방법이 반절법에서 표음자모법으로 변화하는 추세

를 배경으로 창안된 것이었다. 둘째, 문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문

자의 서사형식뿐만 아니라 한어의 어휘와 어법, 그 안에 담긴 세계관과 문화의식을 

개혁하고, 병음문자와 문학의 결합을 통해 독자적인 언어구조와 미적가치를 구현해

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셋째, 문자의 의미 생성, 병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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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의 자격과 역할 등에 한 인식의 심화와 동음이의자 문제의 중국적 특수성에 

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기초한 해결 방안의 제시에 힘입어 추진된 것이었다.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1930년  중국 사회가 요구하던 중들의 문맹 해소와 교

육 보급, 한어의 어문 구조와 구성원들의 어문 인식 개혁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비록 한자를 체하지는 못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한어병음방안의 창안

과 문자개혁 논의, 그리고 20세기말 어문현 화 과정에서 제기된 ‘一語雙文制’ 도

입 주장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1930년 의 라틴화 신문자 방

안은 20세기 중국 어문개혁운동사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위상과 역사적 의의를 갖

는다.

Ⅰ. 들어가는 

1930년 의 표적인 병음문자 방안인 라틴화 신문자는 중들의 문맹 해소와 

교육 보급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시 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시 적 요구

에 따라 일부 문자개혁론자들에 의해 단기간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의 어문체계 전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어문 구조의 변화와 어문 인식의 

심화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했다.1)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먼저 어문 구조의 변화 추세에 힘입어 지식계층이 독점해

온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를 문맹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병음문자 중심의 어문

체계로 체함으로써 한어의 근 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단음절어

를 다음절어로 분화시키고, 구두어의 어휘와 표현들을 가다듬고, 새로운 어휘와 표

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어의 생동감과 표현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1) 1930년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 같은 어문 외적 환경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

의 탄생과 추진에 미친 향에 해서는 拙稿, <1930년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추진 

양상 고찰>(《中國文學硏究》 第70輯, 韓國中文學 , 2018. 2.)에서 이미 자세하게 기

술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에 한 후속 논문으로서 어문 구조와 어문 인식 같은 어문 

내적 요인의 변화와 심화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탄생과 추진에 미친 향을 중점적으

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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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어문 인식의 심화에 따라 문자의 서사형식을 한자에

서 병음문자로 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들의 세계관과 문화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 문학과의 결합을 통해 독자적인 언어구조와 미적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시각중심주의 문자관과 음성중심주의 문자관이 혼재된 과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 병음문자의 존립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병음문자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처럼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19세기 중엽 이래 어문 내적 요인의 질적 변화 추

세와 1930년  어문 외적 환경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

서 탄생하고 추진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먼저 

19세기 중엽에서 1930년 에 이르기까지 한어의 어휘 구조와 문장 구조, 표음 방

법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것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탄생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30년 의 문자개혁론과 병음문자론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진전된 인식을 담고 있었으며, 그것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추진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중국 어문개혁

운동에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에 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

와 평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Ⅱ. 어문 구조의 변화와 라틴화 신문자의 탄생

1. 어휘 구조의 다음 화

‘孤立語’인 한어는 역 로 하나의 어휘를 하나의 음절로 나타내는 단음절어 특징

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한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형태소로 나타내는 ‘字形’ 특

징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한어의 단음절어 특징과 한자의 ‘자형’ 특징은 서로 호응

하고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특성을 유지⋅강화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특유의 단

음절어 중심 어휘 구조를 고착화시켜왔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어휘에 한 수요를 새로운 단음절어의 제조로 해

결해왔다. 예를 들어 큰 말은 馬, 작은 말은 駒, 한 마리의 양은 羊, 여러 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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羣이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사물이라도 크기와 양에 따라 서로 다른 글자로 나타냈

다. 이후 중국 어문이 진보하면서 새로운 단음절어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단음절

어를 결합하여 다음절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예를 들어 ‘太太’, ‘哥哥’처럼 

같은 글자를 중첩시키거나, ‘門戶’, ‘身體’처럼 같은 부류의 글자를 병렬시키거나, 

‘女人’, ‘房間’처럼 등하지 않은 글자를 결합시키거나, ‘大 ’, ‘存亡’처럼 의미가 

서로 다른 두 글자를 배열시키거나, ‘蜘蛛’, ‘玫瑰’처럼 두 글자를 하나의 단어로 병

합하거나, ‘紐約’, ‘咖啡’처럼 한자로 외래어를 음역하거나, ‘兒子’, ‘石頭’처럼 글자 

뒤에 접미사를 붙이거나, ‘阿妹’, ‘ 王’처럼 글자 앞에 접두사를 붙이는 식이었다.2) 

이 때문에 19세기 이전에도 문언문에서는 여전히 단음절어를 선호했지만 백화문에

서는 단음절어와 다음절어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했다.3) 

중국 특유의 단음절어 중심 어휘 구조는 19세기 중엽 이후 근 화 운동이 추진

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나 급격한 

사회 변동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의 등장, 또는 기존 사물이나 개념의 

분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는 다시 새로운 어휘에 한 전면적인 수요를 수반한

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근  문명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사물과 개념들이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어

휘와 번역어에 한 규모 수요를 가져왔다. 특히 서구에서 들어온 사물과 개념들

은 부분 다음절 어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에 응하는 번역어들 역

시 주로 다음절 구조를 취했다. 근 화 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다음절 어휘들이 한

어의 새로운 어휘로 량 수용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어 어휘 구조의 다음절화가 촉

진되었다.4) 그리고 이러한 다음절화 추세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예전의 단음절어

 2) 陳望道 講/倪海曙 記, <中國語文的演進和新文字>,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

代出版社, 1949년판 인), 《民國叢書》 編輯委員  編, 《民國叢書》 第二編 52, 上

海書店, 1989. 243-245쪽 참조.

 3) 예를 들면 “《水滸傳(약 1649)》, 《紅樓夢(1765)》, 《兒女英雄傳(1840)》 등에서 다음절

어와 단음절어의 비율은 략 1:1 정도 다.” 페더리코 마시니 지음/ 이정재 옮김, 《근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2005, 196쪽.

 4) 예를 들어 “19세기에 만들어진 고유신어는 화학원소명, 일본어 차형어, 도량형 단위를 

표시하는 차음어, 그리고 일부 방언 기원 글자 등을 제외하면 모두 다음절어 다.” 武

占坤⋅王勤, 《現代漢語詞匯槪要》, 內蒙古人民出版社, 1983, 396쪽. 페더리코 마시

니 지음/ 이정재 옮김, 《근  중국의 언어와 역사》, 19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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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의식적으로 다음절어로 바꿔나가는 양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예를 들면 “病을 

疾病으로, 路를 道路로 쓰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들은 예전의 疾과 道와 오늘날의 

病과 路를 합친 것이다.”5) 그 결과 20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

들은 부분 다음절 어휘 구조를 갖게 되었다. 

단음절 한자어의 경우 ‘畵’, ‘化’, ‘話’처럼 ‘同音異形語’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

을 병음문자로 표기하면 모두 ‘hua’라는 ‘同音同形語’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음이 같아도 서로 다른 자형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병음문자로 표기하게 되면 글자의 음과 형태가 모두 같아져서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세

기 중엽 이후 만들어진 다음절어의 경우에는 ‘동음이형어’가 많지 않아 병음문자로 

표기하더라도 ‘동음동형어’가 될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커다란 어려움 없이 

해당 어휘의 의미를 판별할 수 있었다.6) 이 때문에 단음절에서 다음절로의 어휘 

구조의 변화는 한어의 서사형식을 한자에서 병음문자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결

정적인 토 를 제공해주었다. 

2. 문장 구조의 화 

근  이전 중국의 서면어는 체로 축약된 어휘와 간결한 표현을 선호하는 문언

이라는 문장 구조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서면어에서는 구두어의 다채로운 표현을 

생략하거나 다음절어를 단음절어로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你到

哪裏去”를 “汝何往”로, “把自己的女兒許配給他”를 “以女妻之”로 쓰곤 했다.7) 그 결

과 중국의 서면어는 구두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문장 구조, 그리고 한자 하나하나

의 의미를 알더라도 전체 문장은 해독하기는 어려운 문장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서면어의 유통범위를 일부 지식계층으로 국한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5) 陳望道 講/倪海曙 記, <中國語文的演進和新文字>,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44쪽.

 6) ‘동음이의자 문제의 중국적 특수성과 해법’에 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3장 

2절을 참조할 것.

 7) 林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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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 위주의 문장 구조는 19세기 말 변법유신파의 계몽운동8)과 20세기 초 5⋅
4 신문화운동이 추진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변법유신운동과 신문화운동 주

창자들은 일부 지식계층이 독점해오던 문화를 일반 중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역 로 전통문화의 담지체로서 일부 지식계층만 이해하고 사용해

온 문언 위주의 문장 구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백화 위

주의 문장 구조로 바꿔 나갔다. 그 결과 1920년  초반 백화문은 ‘국어’ 교과서의 

공식적인 문장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920년  이래의 백화문은 문언문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들이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서면어가 아니었다. 여전히 중들의 구두어와는 거리가 먼 문장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언어는 줄곧 중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래된 문언문은 말할 것도 없

고, 한 차례 혁명을 겪은 백화문 역시 지금은 중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래 

전에 소위 ‘新文 ’이 되어 버렸다.9)

백화문이 여러 의미 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들에게는 여전히 ‘신문언’일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자를 서사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자는 중국 특유의 단음절어 중심 어휘 구조와 문언 위주

의 문장 구조를 유지⋅강화시켜온 주범이었다. 이러한 한자의 향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중들의 구두어에 가까운 문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

에 없었다.

 8) 晩淸 白話文運動은 ‘變法維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언문일치에 입각한 문

체개혁과 신문체 확립을 추구했다. 이는 중 계몽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

끌어 내고자 했던 변법유신파 지식인들의 전략과 접한 관련이 있었다. 拙稿, <한자의 

변천과 ‘소리’의 재발견>, 《中國語文學論集》 第46號, 中國語文學硏究 , 2007. 10. 

388-399쪽.

 9) 任白戈, <“大衆語”的建設問題>(《新語林》  創刊號, 1934년 7월 5일). 文振庭 編, 《文

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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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언어와 문자는 일찍부터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한자가 유일한 서면언

어이자 중국문화를 전수하는 주요한 매개체 다. 이 때문에 언어의 발전도 한자의 

제약을 받아 구두어의 발전 역시 겨우 半 다음절이나 유사 다음절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는 ‘文理에 통달한’ 지식인일수록 다음자 사용이 적고 중국 구두어의 음절

에 단음절과 다음절이 가장 많다는 것만 보더라도 구두어가 한자의 향을 받았다

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절을 발전시키려면 한자의 속박에서 벗어

나지 않으면 안 된다.10)

특히 당시 절  다수의 중들은 한자를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이었다. 이 때문에 

설사 중들의 구두어에 가까운 문장 구조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한자를 서사형식

으로 사용하는 한 중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틴화론자들은 한자의 변혁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한자는 수 천 년 동안 중

을 문화와 격리시킨 만리장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를 확실하게 폐지해야만 

중어문을 건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당면한 현 단계 어문혁명의 특징

이다.11)

이 때문에 일반 중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大衆語文’12)을 확립

하기 위해서는 “백화문의 진보적 성과들을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중들이 자신의 언어와 생활과 의식을 표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

이 되고 있는 한자를 병음문자 체계로 체하는 문자개혁을 병행”13)해 나가지 않

으면 안 되었다. 1930년  라틴화 신문자와 같은 병음문자 방안의 창안과 보급은 

이처럼 문맹 중들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시 적 

10) 林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73쪽.

11) 葉籟士, <一個拉丁化論 於漢字拜物主義 的駁斥>(《中華日報⋅動向增刊》. 1934

년 8월 11일).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91쪽.

12) 중어문이란 “ 중들의 살아있는 구두어를 언문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병음문자로 서

면화한 것으로서, 중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중들의 의식을 표하고, 중들이 주도

적으로 반봉건⋅반복고 사회문화 투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문체계를 말

한다.” 拙稿, < 중어문 운동과 백화문 운동의 관계>, 《中國文學硏究》 第55輯, 韓國中

文學 , 2014. 5. 94쪽.

13) 拙稿, < 중어문 운동과 백화문 운동의 관계>, 《中國文學硏究》 第55輯,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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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3. 표음 방법의 자모화 

역 로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향을 미친 한자 표음법은 ‘半切法’14)이었다. 

‘반절법’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한자를 습득한 지식계층에게는 비교적 효율적으

로 한자의 독음을 학습하고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전혀 한자를 모르

는 문맹 중들에게는 아무런 효용성을 갖지 못하는 방법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시작된 근 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들

에게 근 적인 교육의 보급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문자 학습을 통해 중들을 하루속히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문자 

학습 과정에서 ‘반절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수 천 개에 이르는 상용한자의 독

음을 알고 있어야 했다.15) 뿐만 아니라 聲母와 韻母를 표기하는데 사용하는 한자

의 독음이 시공간에 따라 편차를 보여 독음을 통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 화 운동의 시작과 함께 문맹 중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자의 독음을 보다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새로

운 표음 방법에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식계층만 사용할 

수 있던 ‘반절법’은 점차 문맹 중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表音字母法’으로 체

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표음자모법’은 경제성과 효율성, 조직성과 통일성 측면에 있

어서 ‘반절법’을 능가하는 표음 체계를 갖고 있었다. ‘표음자모법’은 몇 십 개로 제한

된 표 음소 자모들의 결합으로 한자의 독음과 한어의 어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몇 십 개의 자모만 익히면 해당 문자의 모든 독음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절법’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기 고정적인 음가를 

14) 東漢 시기부터 무려 1800여 년 동안 한자표음법으로 사용되어 온 半切法은 語素의 음

절을 聲母와 韻母(성조를 포함)로 구분한 후, 이와 동일한 성모와 운모를 갖고 있는 

두 글자의 배합으로 해당 독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반절법으로 ‘東’의 독음

은 ‘德紅反’ 또는 ‘德紅切’로 표기한다. 이는 ‘東’이라는 글자는 ‘德’의 성모 ‘d’와 ‘紅’의 

운모 ‘ong’가 결합된 ‘dong’으로 읽으라는 뜻이다. 

15) 예를 들어 《廣韻》에서는 反切로 400여 개의 上字와 1,200여 개의 下字를 사용하고 

있다. 



1930년  언어문자 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173

가지고 있는 자모의 결합으로 해당 글자의 독음을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912년 중화민국의 건설과 함께 ‘국어’의 창안이 주요한 과

제로 두되자 한자의 독음과 한어의 어음을 통일적으로 표기하고 효과적으로 보급

하기 위한 각종 ‘표음자모법’들이 창안되었다. 그중에서 한자필획식을 표하는 ‘注

音字母’는 1918년에, 로마자모식을 표하는 ‘國語羅馬字’ 방안은 1928년에 정부

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國語字母’의 지위를 획득했다. 

전통적인 ‘반절법’에서 주음자모와 국어로마자 같은 ‘표음자모법’으로의 변화 과정

은 나름의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첫째, 표음자모의 형태가 한자에서 한자

필획, 그리고 로마자모로 변화해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표음자모법에 한 모

색이 중국적 특수성을 지키려는 단계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한자의 음절 표기법이 ‘聲母+韻母’ 형태의 雙拼法에서 

‘聲母+介母+韻母’ 형태의 三拼法, 그리고 ‘聲母+韻頭+韻腹+韻尾’ 형태의 四拼

法16)으로 변화해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표음자모법에 한 모색이 한자의 독

음을 ‘音素’ 단위로 분석하고, 그것을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나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종합해 보면 19세기 중엽 이래의 한자 표음

법은 중국 고유의 방식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자모로 실제 ‘소

리’를 최 한 유사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17)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이처럼 한어의 어음과 한자의 독음을 단 20

여 개의 자모로 쉽고 편리하게 표기하려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16) 음절 첫머리에 輔音音素가 있을 때 이것을 ‘聲母’라 하고 성모 뒤에 있는 音素를 ‘韻母’

라고 한다. 이 ‘韻母’는 다시 韻頭⋅韻腹⋅韻尾 3개의 음소로 나누어지며, 이 때 韻頭

는 ‘介母’, 韻腹과 韻尾는 ‘韻母’라고 불렀다. 孔在錫, <한어병음방안의 이해>, 《중국언

어학》, 신서원, 2002, 562쪽 참조.

17) 拙稿, <한자의 개혁과 표음문자 체계의 모색>, 《中語中文學》 제41집, 韓國中語中文學

, 2007. 12. 339-3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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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문 인식의 심화와 라틴화 신문자의 추진

1. 문자개 론의 심화

1) 배경

근  중국의 문자개혁은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알아보고, 기억하기’ 어려운 한

자가 높은 문맹률의 주요 원인이며, 그것이 교육과 문화의 보급을 통한 중국의 근

화를 더디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당시의 문자개혁론은 부

분 한자에 비해 훨씬 ‘읽고, 쓰고, 알아보고, 기억하기’ 쉬운 병음문자 방안으로 

중들의 문맹을 타파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았다.

19세기 말에서 1920년 까지의 문자개혁론들은 한자의 ‘유일한 결함’인 주음 기

능을 보완하거나 ‘어렵고 불편한’ 한자를 ‘쉽고 간편한’ 병음문자로 체하면 중들

의 문맹과 그것으로 인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주로 

한자의 결함을 주음자모로 보완하거나 한어의 서사형식을 한자에서 병음문자로 

체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의 切音字 방안은 한

자에 주음부호를 달아주는 것으로, 1910년 의 注音字母 방안은 소위 ‘國音字母’

로 한자의 독음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1920년  국어로마자 방안은 한어의 

서사형식을 병음자모로 체하는 것으로 기존 문자체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나름의 유용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지식계층과 중들의 보수적인 문자관과 정부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30년 에 이르자 일부 문자개혁론자들을 중심으로 종래의 문자개혁 방안들이 

여러 의미있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동안의 문

자개혁론들이 주로 문자의 서사형식 문제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싹

트기 시작했다. 

하나의 문자는 외피와 살과 뼈를 갖고 있다. 외피는 문자의 서사형식이고, 살은 

문자를 구성하는 어휘와 어법이고, 뼈는 이 문자가 표현하는 관념형태이다. 외피

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살은 소수의 사람만이 주의를 기울이며, 뼈는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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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않고는 관심을 받을 수 없다. 중국의 문자에 해 그동안 사람들이 토론

하고 논쟁한 것들은 부분 외피의 문제일 뿐이다.18)

胡愈之의 지적처럼 문자는 단순히 언어의 소리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지가 아니

다. 그것은 ‘문자의 서사형식’과 ‘문자를 구성하는 어휘와 어법’, 그리고 ‘문자가 담

고 있는 세계관과 문화의식’의 총체이다. 더욱이 당시 중국은 문맹률이 높고, 방언

의 편차가 심하고, 중들의 의식도 낙후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계층

과 문맹 중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

자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인식과 그것에 

기초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개혁론이 필요했다. 

나는 중국 고유의 문자는 외피와 살, 뼈가 모두 썩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썩은 외피와 살과 뼈가 다시 우리들의 구두어에 향을 미쳤으며, 심지어 우리들

의 사고에도 향을 미쳤다.(…중략) 중국 고유의 문자는 부분이 단음절어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구두어에 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어느 지역의 방언이든 단음

절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고유의 문자가 표현하는 의식도 낙후한 것이

다. 이러한 낙후한 의식은 구두어에도 존재하고 있다. 물론 구두어는 우리들의 서

사문자보다 진보했지만 구두어가 문자의 향을 받아서 상당한 낙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19)

한편 문자는 구두어를 표기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서면어를 표기하는 도구이기

도 하다. 문자가 단순히 구두어를 표기하는 도구라면 그 역할은 구두어의 어음을 

최 한 비슷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서면어를 표기하는 도구

라면 구두어의 어음을 뛰어넘어 서면어만의 독자적인 언어구조와 미적 가치를 구현

할 수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1930년 의 문자개혁 관련 인식과 논의는 더 이상 

문자의 ‘서사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어휘와 어법’, ‘세계관과 문화의식’, 나아가 ‘독

자적인 언어구조와 미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문자를 구성하는 모든 유기적 요소들

로 확장되었다. 

18) 胡愈之, <有毒文談>,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12쪽.

19) 胡愈之, <有毒文談>,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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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와 어법에 한 인식 심화 

1930년  문자개혁론이 추구한 것은 단순히 중들을 단기간에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병음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두어

의 어음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고’, ‘구두어의 표현을 생동감 있게 담아낼 수 있

고’, ‘전국적 공통어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병음문자 체계 다. 하지만 당시 문

맹 중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어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편벽된 것들이 많

았으며, 지식계층이 사용하는 어휘와 어법은 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20) 게다

가 양쪽 모두 단음절 한자어의 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

음문자 체계가 서사형식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상용 

어휘의 정리와 확충, 기본 어법의 정리와 체계화 등의 작업이 필요했다.

문자개혁론자들은 먼저 중들에게 익숙한 구두어 어휘와 표현들 중에서 전국적 

공통어의 표본으로 삼을 만한 어휘와 표현들을 선별하고, 지식계층에게 익숙한 단

음절어와 문어식 표현들을 다음절어와 구어식 표현으로 가다듬고, 근 적 사물과 

개념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외래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하고, 가다듬고, 수용한 어휘와 표현들을 문자 교육과 

병음 출판물21)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중들과 지식계층이 함께 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확 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당시 문자개혁론자들은 병음문자와 한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중

들의 구두어를 표기하고, 후자는 지식계층의 어투가 배어있는 문언문이나 백화문을 

20) 당면한 어휘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어휘 부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술어

를 어떻게 통속화할 것인가의 문제 다. 중들이 말할 때 어휘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지식인들도 보통 문장을 쓸 때 어휘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데 정작 통속적인 문장을 

쓰려고 하면 어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문맹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에는 문자로 옮길

만한 것이 거의 없고, 지식인들은 자신에게 습관화된 어휘 중에서 중들이 구두어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어휘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姚居華, <通俗化 新文字>,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32쪽 참조.

21) “반드시 라틴화 출판물을 단어 수집 재료로 삼아야 한다. 라틴화로 문장을 쓸 때는 ‘자

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이상 자연히 최 한 동음자의 혼동을 피하게 된다. 이는 

모든 라틴화 작가들이 이미 한 차례 중국어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

다. 때문에 라틴화 출판물은 단어를 수집할 가장 믿을 만한 재료이다.” 林迭肯, <中國

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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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자로 써진 문장의 글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로 병음문자로 환치시키는 방식으로는 중들의 구두어에 가까운 병

음문자 체계를 확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진정으로 한자를 체할 수 있는 독립적

인 병음문자 문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자로 문장을 쓴 후에 그것을 다시 

병음문자로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니라 병음문자로 직접 문장을 쓰는 습관을 기를 필

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 신문자를 사용하는 작가가 문장을 쓸 때 오히려 계속해서 구문언을 떨쳐버

리지 못해 한자로 쓴 문장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써낸다면 그것은 문언

문이나 5⋅4 시기의 백화문과 타협하는 것이자 한자에 투항하는 것 아니겠는가?

(…중략) 신문자는 결코 한자의 노예가 아니다. 그것의 특징은 라틴자모를 사용한

다는 데만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들의 구두어를 기록하는 것이

라는 점이다. 지금 신문자 작가들은 물론 모두가 한자의 진 에서 뛰쳐나온 사람

들이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적극적으로 중들의 구두어로 문장을 쓰는 것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22) 

그래야만 지식계층과 중들이 병음문자로 자신들의 구두어를 보다 생동감 있게 

기록할 수 있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고, 

병음문자라는 새로운 외피 속에 새로운 어휘와 어법이라는 살을 튼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토 로 한자의 향에서 벗어나서 한어의 진일보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3) 세계 과 문화의식에 한 인식 심화

새로운 어문체계는 새로운 세계관이나 문화의식과 긴 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어문체계는 새로운 세계관과 문화의식의 전파를 가능하게 해주며, 새로운 

세계관과 문화의식의 확립은 새로운 어문체계의 확립을 담보해준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1930년  문자개혁론자들은 새로운 서사형식, 새로운 어휘와 어법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담아내야 할 새로운 세계관과 문화의식에 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 다.

22) 胡繩, <請不要再用新文字寫作吧!>,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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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언어는 사고의 매개체이자 담지체이다. 특히 문자는 언어의 형성과 발전

에 지 한 향을 미친다. 한자는 역 로 유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문화의식의 핵심 매개체이자 담지체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에 지 한 향을 미쳐왔다. 구두어 역시 한자로 표기된 서면어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자의 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

히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중들의 구두어에는 한자가 담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낙후

한 세계관과 문화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근 화 운동이 추구하는 것과

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1930년 에 이르기까지 중들의 높은 문맹률은 마치 만리장성처럼 새로운 세계

관이나 문화의식과의 접촉을 가로막아 왔다. 그리고 중들의 낙후한 세계관과 문

화의식은 중국을 반식민지로 전락시킨 이유 중의 하나 다. 중들의 낙후한 세계

관과 문화의식을 계몽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속히 문맹을 타파하

고 교육을 통해 근 적 세계관과 문화의식을 보급하는 것이었다. 당시 ‘陝甘寧邊區

新文字協 ’가 병음문자를 이용한 국민교육과 사회교육, 병음문자 신문과 서적의 

출판을 주요 임무로 설정23)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중국의 문자는 체로 부분의 민중들을 배제한 채 특수한 형태로 발전해 왔

다. 중국에서 신문을 발간할 때 사용한 것 역시 이러한 문자 다. (…중략) 때문에 

신문은 중국에서 사실상 다수 민중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신문 종사자들

은 단지 소자산계급 이상의 지식인들을 위해서만 복무했다. (…중략) 나는 중국에

서의 신문 발간에 해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작부터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신문을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나는 소자산계급 이상의 지식인들

을 위한 것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 

민중들을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신문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중략) 후자는 

절 로 상업적 성격의 신문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부의 교육보급 작업의 일

환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이 신문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병음문자를 채

용해서 보도 도구로 삼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병음문자가 문맹자들을 문화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끈 후에는, 그들은 틀림없이 진일보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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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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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의 문자개혁론자들은 중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원활하게 습

득할 수 있는 새로운 어문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중들이 병음문자를 

통해 당면한 시 적 상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혁명의식과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자

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문체계를 의미했다. 그

리고 한자에 기초한 지배계급의 문화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중들이 참여할 수 있

는 문화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새로운 문화혁명을 이끌어내고, 사회주의 혁명과 민

족해방 전쟁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어문체계를 의미했다.25) 

4) 독자 인 언어구조와 미  가치에 한 인식 심화

문자는 단순히 언어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전환시켜주는 부호가 아니다. 그것은 

서면어를 표기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서면어는 구두어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선별과 

정제, 배치와 정렬을 통해 독자적인 언어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미

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자는 구두어의 소리를 시각적으

로 전환시켜주는 부호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면어의 특성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서사도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1930

년  문자개혁론자들은 병음문자와 문학의 결합을 통해 독자적인 언어구조와 미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1930년  당시 魯迅과 瞿秋白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현 문학 작가들이 병음문

자 도입에 찬성하는 문장을 다수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중에 실제로 병음문

자로 문학작품을 창작한 이는 거의 없었다. 아직 병음문자가 일상생활에 뿌리내리

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작가들이 기존의 한자와 백화문에 한 타

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작가들이 병음문자로 발표한 문장들 역

시 부분이 기존의 서면어에서 사용하던 문체는 그 로 유지한 채 서사형식만 병

음문자로 바꾼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병음문자로 쓴 서면어임에도 불구하고 구문

언의 속박과 잔재, 백화문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한자에 의존한 번역음, 문언문과 

백화문 문법의 혼용, 한자식 조어법의 무비판적인 수용, 구두어와의 괴리, 무비판적

24) 蕯空了, <報紙和拼音文字>,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91-292쪽.

25) 拙稿, <1930년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추진 양상 고찰>, 《中國文學硏究》 제70집, 

2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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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무절제한 외래어의 채용”26)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문자로서 한글의 독자성과 우수성은 그것의 서사형식이나 풍부한 어휘와 표현에

서 구현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글로 쓴 서면어의 아름다움에서 구현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병음문자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

인 언어구조와 미적 가치를 갖춘 서면어를 가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를 들어 20세기 초반 백화문 운동의 선구자들처럼 중들의 구두어에 가까운 통속

적인 문체를 토 로 자신만의 규범적인 문체와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갖춘 문학작

품을 창작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27) 

아주 단기간 내의 병음문자와 문학의 결합은 결국 선구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중략) 그렇다면 선구자로서 어떻게 문학적 작업을 시작해야 할까? 병음문

자로 구두어를 더욱 정 하고, 풍부하고, 순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문학적 언어

가 되도록 하여 병음으로 된 새로운 어문 문학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중략) 

이밖에도 우리는 또 민간 구두문학의 기록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본래 구두어 문

학이었던 것을 지면으로 옮기면 바로 병음문자의 문학이 된다. 구두문학 중의 용

어는 본래 구두어가 문학화 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면으로 옮기면 바

로 병음문자의 문학화가 되는 것이다.28) 

이처럼 1930년  문자개혁론은 병음문자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병음

문자와 문학을 결합시키려는 작가들의 선구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병음문자를 이용한 문학창작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병음으로 된 새로운 언어문학의 

기초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던 구

두문학을 병음문자로 기록하여 중들이 즐겨 읽고, 글쓰기 교본으로 삼을 수 있는 

문학작품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들의 선구적인 

시도와 민간 구두문학의 기록이 상호 향을 주고받으며 일정 정도의 문학적 성과

26) 焦風, <新的文字和文學結合的第一步>,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35쪽.

27) 1910년  중반 백화문운동이 일어났을 때 문언 지지자들은 백화로는 문학적 아름다움

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때 胡適은 백화로 新體詩를 창

작함으로써 백화의 문학적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는 신문학운동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후 각종 문학창작 성과를 바탕으로 백화가 문언의 지위를 체해 나가는데 선구적 역

할을 했다.

28) 焦風, <新的文字和文學結合的第一步>,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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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병음문자는 한자를 체할 새로운 문자로 자리잡을 수 있다

고 보았다. 이처럼 문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병음문자와 문학의 결합을 통한 병

음문자의 독자적인 언어구조와 미적 가치 구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비록 구체적

인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전의 문자개혁론들에 비해 크게 심화된 것이었다.

2. 병음문자론의 심화

1) 배경

1910년 의 주음자모 방안과 1920년 의 국어로마자 방안, 1930년 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한자를 체할 새로운 문자를 표

방했다. 하지만 병음문자 방안을 반 하는 진 은 물론 찬성하는 진  안에서 조차 

기존의 방안들은 ‘표음부호’에 불과하며 ‘문자’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形, 音, 意는 문자의 필수 요소이다. 형태와 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그

것이 있어야만 의미를 생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형태만 있고 소리는 없어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표기일 뿐 문자가 아니다. hua는 ㄏㄨㄚ(화)로 읽

지 않아도 소리를 갖고 있어서 畵, 化, 話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병음법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표음부호이지 문자가 아니다.(…중략) 따라서 신문자를 진정한 문자로 만들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형’을 증가시켜야 한다.29) 

한자의 ‘자형’은 소리와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 때문에 문자로 볼 수 있지만 병음

문자의 ‘자형’은 ‘소리’만 표기할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의미를 확정지을 수 없기 때

문에 별도의 ‘자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문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문자의 의미를 그것의 소리가 아니라 

형태를 보고 유추해온 중국의 전통적인 시각중심주의 문자관의 향 때문이었다. 

29) 剛君, <統一語完成前的北方話新文字和字形問題>,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37-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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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자를 억지로 분리시키고, 문자는 반드시 충분히 언어를 기록할 수 있

는 병음법 이외의 특별 병음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한자의 

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중국어에는 소리 이외에 의미를 구분하는 

또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결과이다.30)

따라서 병음문자가 한자와 같은 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음문자가 기반으로 삼는 음성중심주의 문자관과 한자가 기반으로 삼는 

시각중심주의 문자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한 명확한 인식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 로 보다 진전된 병음문자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2) ‘字形’에 한 인식 심화

① ‘자형’의 시각  표지로부터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면 문자이고, 그 지 

않으면 표음부호인가?

모든 문자는 시각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를 겸비하고 있다. 한자와 병음문자 역시 

시각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를 겸비하고 있다. 다만 한자는 표음부호 없이는 독음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시각적 요소에 의존하여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병음문자는 스스로 자신의 명확한 독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음성적 요소에 의존하여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이처럼 모든 문자는 ‘형태’라는 시

각적 요소와 ‘소리’라는 음성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나타낸다. 의미를 나타

내는 과정에서 두 요소에 한 의존 정도가 다를 뿐 어느 한 요소만 갖고 있는 문

자는 없다. 따라서 ‘자형’의 시각적 표지로부터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면 문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표음부호라는 주장은 병음문자를 전통적인 시각중심주의 문자관으로 

바라보는 데서 기인한 오류 다. 

모든 문자들은 음성 기호와 의미 기호 둘 다를 통해서 작동한다. 문자들은 또한 

시각적으로, 즉 기호의 생김새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한다. 알파벳 사용자들은 

비록 다른 스타일의 문자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도(여기에 로만⋅이탤릭⋅고딕 같은 활자체의 중요성이 있다), 알파벳의 개별 문

자들에서는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적 차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

30) 上行, <談談[字形問題]>,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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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 로 한자 사용자들은 한자의 각 글자가 알파벳과 달리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몇몇 글자들은 모양과 의미가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므로, 기호에 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글자들이 음성의 개입 없이 

‘정신에 직접 말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한

자와 이집트 상형문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31)

② 병음문자의 ‘자형’은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표음부호에 불과한가? 

표음부호와 문자는 모두 ‘소리’를 표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표음부호

는 문자의 ‘독음’만 표기하지만 문자는 ‘언어’를 표기한다. 즉 표음부호가 표기하는 

소리는 독음 그 자체에 불과하며 특정한 의미를 지향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자가 

표기하는 소리는 특정한 사회적 기초를 토 로 나름의 의미를 지향한다. 따라서 병

음문자의 ‘자형’이 표음부호인지 문자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자형’으로 표기한 

소리가 특정한 사회적 기초 위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 언어를 나타낼 수 있는가 

여부이다. 1930년 의 병음문자 방안은 표음부호와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 ‘자형’

이 독음과 언어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32) 그리고 중들의 구두

어라는 특정한 사회적 기초 위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 언어를 시각적 부호로 나타

내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병음문자의 ‘자형’은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표음부호에 

불과하므로 문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가 한자의 ‘독음’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갖는 ‘언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소리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그 소리가 사회적 기초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화’라는 소리는 어에서는 아마 아무

런 의미를 갖지 못하겠지만 중국의 북방어에서는 畵, 化, 話 등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 picture는 중국어에서 말로 하던 손으로 쓰던 확실하게 

31) 앤드류 로빈슨 지음 / 박재욱 옮김, 《문자이야기》, 사계절, 2003, 48쪽.

32) “이상적인 병음문자는(…중략) 문자를 표음부호와 통일시켜 언어가 표음부호를 통해 표

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문자와 언어 사이에 더 이상 표음부호의 매개가 필요 없도

록 하면 그 자신의 독음을 명확하게 나타내게 된다. 인공의 국제어인 에스페란토는 바

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에스페란토 사전에는 더 이상 표

음부호가 없다.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읽을 때 한눈에 그것의 독음을 알 수 있다. 우

리의 라틴화 신문자도 바로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上行, <談談[字形問

題]>,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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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의미라는 것은 형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말한 “표음부호는 소리만 나타내는 것”이라

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가 충분히 의미를 나타낼 수 있

는 것이라면, 즉 언어 중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의미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렇게 본다면 

표음부호와 문자의 구별은 의미를 갖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기초로 삼을 언어를 갖

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33)

③ 병음문자는 ‘자형’이 충분치 않아서 문자의 역할을 정상 으로 수행하기 

어려운가?

당시 병음문자에 회의적인 사람들 중에는 한어가 표준으로 삼는 ‘北平音’이 사백

여개의 단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음문자의 자모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형’

도 사백여개에 불과하며, 이것으로 수 만 개에 달하는 한자를 체할 경우 수많은 

‘동음이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병음문자의 ‘자형’은 문자의 역할을 정상적으

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병음문자의 ‘자형’

에서 어디까지가 ‘음절’이고 어디까지가 ‘단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절’

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한 데서 비롯된 오류 다. 그리고 하나의 개념을 주로 하나

의 형태소로 나타내는 한자와 ‘단어’ 형태로 나타내는 병음문자의 특성을 제 로 구

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 다. 병음문자의 ‘자형’으로 표기할 수 있는 ‘음절’은 

사백 여개이지만, 그것으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는 훨씬 다양한 ‘자형’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음이의자’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병음문자는 ‘자형’이 충분치 않아서 수많은 ‘동음이의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문자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

어지는 것이었다.

라틴화 ‘자형’은 너무 적다는 근거는 체로 북방어 라틴화 방안은 사백 여개의 

음절(音段)만 갖고 있지만 한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도 사만 여 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자 한 자와 라틴화 방안의 한 음절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짓이다. 한자는 눈으로 보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복잡한 자

형으로 의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라틴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한자와는 

33) 上行, <談談[字形問題]>,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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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병음문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충분한 자모만 있으면 언어를 표

기하면서 충분히 완벽하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라틴화 방안이 사백 여개의 음

절만 만든 것은 그것만으로 가능하고 그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음절을 

하나의 자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병음문자의 ‘자형’은 무한하다. 

필요하다면 사백 개의 음절로 16만개의 이음절 단어(字眼)를 만들 수 있으며, 6,

400만개의 삼음절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자형’의 증가가 조금도 학습상의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병음문자의 신비로움이며 상형문자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34) 

3) ‘동음이의자’ 문제의 국  특수성과 해법 

① 국  특수성

‘동음이의자’ 문제는 병음문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문자에

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자에도 수많은 ‘동음이의자’가 있다. 이에 해 

한자는 ‘동음이의자’를 최 한 서로 다른 ‘자형’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응해왔다. 이

러한 응 방법은 ‘동음이의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 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자형’의 聲符와 形符에 한 사전 지

식, 독음과 의미의 상호 관계에 한 정확한 이해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관문을 통

과해야만 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서로 다른 ‘자형’

의 글자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의미를 특정하는 데는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었다.35)

34) 上行, <什麽是同音字問題和怎麽樣解決牠>,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57쪽.

35) 예를 들면 媽(어미 말 마)와 傌(욕할 마)는 성부가 馬(말 마, ma3)이다. 하지만 媽

(ma1)는 1성이고 傌(ma4)는 4성이다. 이는 형성자의 성부가 동일하더라도 성조는 일

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본래 글자의 성조와 다른 성조를 갖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仃(외로울 정di1ng)과 汀(물가 정ti1ng)은 성부가 丁(장정 정, di1ng)

이다. 하지만 仃은 di1ng으로, 汀은 ti1ng으로 읽힌다. 이는 성부가 동일하더라도 독

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형성자에서 성부의 기능은 불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자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부나 의부 중 하

나를 임의로 택해서 유추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유추 과정이 정

확한 의미 파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글자들을 구성하는 요소(女, 馬, 人, 

丁, 氵, 水)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글자의 구성 요소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글자의 모양 그 자체만으로는 독음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전혀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를 볼 때 한자를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암기력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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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난해한 ‘자형’과 ‘자음’ 구조로 인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자의 동음

이의자 문제에 비하면 병음문자의 동음이의자 문제는 경미한 것일 수도 있다. 최소

한 ‘자형’이 나타내는 ‘자음’과 구두어의 ‘어음’과의 유사성을 통해 의미를 유추해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두어에서는 ‘단어’로만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부분 ‘구절’이나 ‘문장’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동 가

능성이 높은 동음이의어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며, 부분의 동음이의어는 앞뒤 어휘

나 구절, 또는 위아래 문장과의 의미 연관 관계 속에서 나름의 변별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문자가 구두어에 기반한 병음문자 체계로 완전히 전환된 

후에는 부분의 문자와 마찬가지로 동음이의자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다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전 세계에 동음자가 없는 병음문자는 하나도 없다. 게다가 동음 어휘의 수량도 

라틴화 신문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인공의 세계어도 동음자를 피할 수 없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혼동할 가능성만 많지 않다면 동음이의자는 문자를 경제적으로 

쓰는 방법이다.(…중략) 눈으로 보는 문자에서 병음문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동음자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는 문자는 글자를 만들 때, 눈

으로 보기에 괜찮은지만 고려할 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

아서 ‘戒嚴’과 ‘解嚴’, ‘原因’과 ‘遠因’, ‘漫畫’와 ‘漫話’, ‘意義’와 ‘異議’ 등과 같은 동

음자를 두서없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만들 때는 두서없이 만들어지지만 일단 구두

어의 시험을 거치면 이러한 단어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곧 의문거리가 된다. 혼

동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동음자는 구두어의 일상적인 응용을 거치면서 자연스럽

게 도태되고 만다. 따라서 지금 동음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구두어가 아니

다. 라틴화 방안이 한자의 어휘를 흡수하고자 한다면 부득이 이러한 동음자 문제

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 라틴화 방안의 동음자 문제는 바로 과도기에 한자 어휘를 

어떻게 흡수하고, 동음자를 어떻게 피하고 판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자를 위

주로 하고 라틴화 방안을 부차적인 것으로 삼는 단계에서는 동음자 문제가 계속해

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한자가 주도적인 자리를 잃고 난 후에 병음문자의 세계

에서는 동음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36)

는 일이며, 동시에 성부와 의부, 독음과 의미의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앤드류 로빈슨 지음 / 박재욱 옮김, 《문자이야기》, 

186-191쪽 참조.

36) 上行, <什麽是同音字問題和怎麽樣解決牠>,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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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존의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가 병음문자 중심의 어문체계로 완전히 전환

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에는 여전히 동음이의자 문제가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

다는 데 있었다. 중국 병음문자의 동음이의자 문제는 그것의 ‘자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립어’인 한어와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소로 표기해온 한자의 

특성이 오랫동안 향을 주고받으면서 고착화시켜온 단음절어 중심 어휘 구조와 구

두어와는 거리가 먼 문장 구조, 새로운 어휘를 만들 때 문자의 시각적 표지만 신경

을 쓰고 음성적 요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시각중심주의 문자관, 그리고 서로 

다른 ‘자형’ 표기로 동음이의자 문제를 회피해온 ‘造字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다. 따라서 중국의 병음문자가 안고 있는 동음이의자 문제의 원인과 특수성

에 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에도 동음이의자가 있기 때문에 라틴화 문자도 이러한 동음

자를 용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라틴화 방안은 절 로 이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 외국 문자의 同音異義는 한자의 同字異義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라

틴화의 동음이의와는 크게 다르다.(…중략) 구분하자면 외국 문자와 한자의 ‘同音

異義’는 ‘同字異義’라고 할 수 있지만 라틴화 문자의 ‘同字異義’는 ‘同音異字’라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의 ‘tail’은 ‘꼬리’, ‘뒷부분’, ‘동전의 뒷면’, ‘뒤쫒다’, ‘줄

이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同字異義’에 해당한다. 하지만 ‘tail’(꼬리), 

‘tale’(이야기), ‘tael’(銀兩:중국의 옛 화폐 단위) 등은 ‘同音異字’이다. 병음문자는 

자형이 아니라 자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同音異字’의 사례가 매우 적다. 반면에 한

자는 字音이 아니라 字形을 중시하기 때문에 ‘同音異字’는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라틴화는 하나의 단어 안에 ‘同字異義’뿐만 아니라 ‘同音異字’

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의 부담이다. 따라서 동음자를 제 로 처리하지 

않고는 정리를 시작할 방법이 없다.37)

② 해결 방안

중국의 병음문자가 안고 있는 동음이의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

되었던 것은 ‘字形區別法’이었다. 그것은 별도의 자모나 표기법을 활용하여 ‘同音字’

를 ‘同音異字’로 바꾸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어에서 ‘night’와 ‘knight’를 서로 다

른 ‘자형’으로 표기하는 것처럼, ‘股東’과 ‘鼓動’도 ‘gudüng’과 ‘gudung’으로 표기할 

37) 林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6-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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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38) 이는 얼핏 동음이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동음이의자의 

수량이나 유형만큼 별도의 자모나 표기법이 늘어나 문자 학습과 인식, 그리고 사용

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문제의 본질은 ‘자형’이 아니라 기존의 어휘 구조와 문장 구

조, 문자관과 ‘造字法’에 있었다. 따라서 먼저 이들을 병음문자 체계의 특성에 알맞

게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한자 라틴화는 결코 터키나 소련처럼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의 문제는 병음자모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중국 언어가 정 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한자는 단음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구어도 반 다

음절이나 유사 다음절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절이 발달하지 않으면 동음자와 동음

어 문제를 피하기 어려우며, 동음자와 동음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라틴문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랍문자와 러시아문자는 본래 병음문자 으며, 터키어와 소련 

각 민족의 방언은 본래 다음절어 기 때문에 그들이 라틴화를 채택한 것은 단지 

자모의 종류를 교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39)

병음문자는 서면어 상의 한자 독음이 아니라 중들이 사용하는 구두어를 표기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형 하나하나의 시각적 요소보다는 어휘의 음성적 요소

와 그것들 간의 의미 상관구조에 의지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구두

어를 기반으로 기존의 단음절어를 다음절어로 분화시키고, 어문일치에 가까운 문장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자를 버리고 구두어를 기초로 삼으면 한자 ‘節’은 비로소 jieqi(節氣), jieyue

(節約), zhenjie(貞節) 등등의 서로 다른 ‘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중략) ‘자

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한자를 직역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두어를 

라틴화하면 그 ‘자형’의 명확함이 한자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40)

38) 林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6-367쪽 참조.

39) 林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64쪽.

40) 上行, <談談[字形問題]>,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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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두어에서 사용하는 다음절어의 경우에는 동음이의어 문제가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자 ‘學’, ‘穴’과 ‘校’, ‘效’를 병음으로 표기하면 ‘xue’와 

‘xiao’가 된다. 이 때 ‘xue’와 ‘xiao’만 보고는 그것이 ‘배우다(學)’인지 ‘동굴(穴)’인

지, ‘학교(校)’인지 ‘효과(效)’인지 그 의미를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두어에서는 

‘학교’와 ‘효과’를 주로 ‘學校’, ‘效果’와 같은 다음절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병

음문자로 표기하면 ‘xuexiao’, ‘xiaoguo’가 된다. 병음문자로 ‘xuexiao(학교)’와 같

은 동음이의자는 ‘xuexiao(가시올빼미, 穴鴞)’ 하나밖에 없으며, ‘xiaoguo’와 같은 

동음이의자는 하나도 없다. 

물론 이처럼 단음절어를 다음절어로 체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단음절어 중에는 ‘是’나 ‘使’, ‘被’나 ‘背’처럼 다음절어로 전환시킬 수 없는 

어휘들이 적지 않았으며, 다음절어 중에도 ‘意識’, ‘衣食’, ‘醫士’, ‘ 式’처럼 동음이

의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명사는 구두어가 아니라 주로 서면어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기존의 명사뿐

만 아니라 19세기 중엽 이후 근 적 사물과 개념을 담아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

진 명사들 역시 한자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자는 분명히 언어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문자가 생겨 언어를 기록하기 시

작한 후로는 언어의 발전은 문자의 향을 크게 받게 된다. 어휘에 해 말하자면 

어떤 문자의 자전을 펼쳐보아도 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언제나 명사이다. 명사 수

량의 증가는 부분이 붓 끝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구두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

다. 모든 법률상의 명칭과 학술상의 명칭, 그리고 현  신상품의 명칭이 다 그러

하다. 이 명사들을 만들 때 모두 당시에 흔히 사용하는 문자에 의거하여 다듬어낸 

것이다. 따라서 한자를 흔히 사용하는 현재로서는 신문자의 어휘가 당연히 한자의 

풍부함을 따라갈 수 없다.41)

언어는 제도이기 이전에 일종의 관습에 가깝다. 따라서 기존의 한자 중심 어문체

계의 관성에서 벗어나 병음문자 중심 어문 체계를 정착시키기더라도 상당 기간 동

안 한자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어떻게 기존 한자어를 흡수하고, 동

음자를 피하고 판별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상당 기간 동안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41) Zo Siu, <北方話新文字字形問題雜感>,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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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따라서 구두어의 어휘와 표현 습관, 어문일치 문장 구조에만 의존하지 않

고, 어휘의 사용 빈도와 친숙도, 동음이의자의 존재 여부, 의미는 같지만 음은 다른 

어휘로의 체 가능성 등을 면 하게 검토하여, 동음이의자를 취사선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42) 그리고 음성주의 문자관을 기

초로 병음문자의 ‘자형’ 특징에 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어휘별 이어쓰기

와 띄어쓰기, 고유명사 첫 자모 문자 표기처럼 기존의 ‘자형’에 커다란 변형을 주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형’과 어휘의 변별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

련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Ⅳ. 나오는 

1930년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탄생과 추진은 단지 사회주의 혁명이나 민족해

방 전쟁과 같은 어문 외적 환경의 요구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문 구조

나 어문 인식과 같은 어문 내적 요인의 변화와 심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했다. 먼저 그것은 19세기 중엽 이래 한어의 어휘 구조와 문장 구조, 표음 방법 등

의 변화를 토 로 창안된 것이었다. 즉 19세기 중엽 이후 근 화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서구 문화에 한 소개가 활발해지면서 서양의 다음절 어휘와 번역어

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향으로 한어의 어휘 구조가 단음절어 중심에서 다음절

어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들에게 근 적 문화와 의식

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서면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어의 문장 구조

가 문언문에서 백화문, 그리고 중어문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맹 중들

의 효율적인 문자 학습을 돕고, 한자의 독음과 한어의 어음을 통일적으로 표기할 

 42) 예를 들어 ‘bei’는 ‘被’자의 병음표기로 사용될 때가 가장 많고, ‘北’자로 사용될 때가 

가장 적다. 게다가 ‘北’자는 ‘beibu’(北部), ‘beibian’(北邊), ‘beifang’(北方) 등으로 자

주 쓰인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어휘를 정리할 때, ‘bei’는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被’자의 표기로만 사용하고, ‘beibu’, ‘beibian’, ‘beifang’으로 ‘bei(北)’를 

체해 나간다면 동음이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문을 차츰 표준화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林迭肯, <中國語文的整理和發展>, 倪海曙 編, 《中國語文

的新生》, 3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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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표음 방법이 반절법에서 표음자모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문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 추세는 라틴화 신문자 방

안 등장에 든든한 토 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으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문자개혁의 범위와 내용, 목표 등에 한 인식의 

심화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1930년 의 문자개혁론자들은 문자의 서사형식

을 한자에서 병음문자로 체하는 것만으로는 문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

다고 보았다. 그들은 병음문자가 한자의 전통적인 지위를 체할 새로운 문자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첫째, 한자 중심의 단음절어를 구두어 중심의 다음절어로 분화

시키는 방법으로 서면어의 고질적인 어문불일치 현상을 타파하고, 구두어의 어휘와 

표현들을 가다듬고 새로운 어휘와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어의 생동감과 

표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기존의 서면어에 담긴 세계관과 문화의식

을 타파하고, 중들에게 근 적 세계관과 문화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지식계층

과 중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병음

문자와 문학의 결합을 통해 병음으로 된 새로운 언어문학의 기초를 마련하고, 병음

문자의 독자적인 언어구조와 미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

에 문자의 서사형식을 한자에서 병음문자로 체하는 데 집중되어 온 기존의 문자

개혁 논의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개혁론을 제시할 수 있

었다. 

또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문자의 의미 생성 구조, 병음문자 ‘자형’의 자격과 역

할 등에 한 인식의 심화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1930년 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병음문자론은 전통적인 시각중심주의 문자관과 새로운 음성중심주의 문자관

이 혼재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문자의 시각적 표지에 한 과

도한 경로의존성은 문자의 의미를 그것의 음성적 표지와 어문 구조를 통해 구현하

고자 하는 음성중심주의 문자관과 이에 기초한 병음문자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

다. 1930년 의 문자개혁론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진전된 병음

문자론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모든 문자는 시각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나타내며, 한자는 주로 시각적 요소에, 병음문자는 주로 음성적 요소

에 의존하여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표음부호는 단지 문자의 

‘독음’만 나타내지만 병음문자의 ‘자형’은 특정한 사회적 기초 위에서 나름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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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언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

째, 병음문자의 ‘자형’이 표기할 수 있는 ‘음절’은 사백 여개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는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문자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오랫동안 병음문자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어온 동음

이의자 문제의 중국적 특수성에 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기초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에 힘입어 추진된 것이었다. 1930년 의 문자개혁론자

들은 병음문자의 동음이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동음이의자 문제가 병음

문자의 ‘자형’보다는 주로 기존의 어휘 구조와 문장 구조, 시각 중심주의 문자관과 

‘造字法’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별도의 자모나 표기법을 사용하

는 ‘자형구별법’보다는 구두어를 기반으로 기존의 단음절어를 다음절어로 분화시키

고, 어문일치에 가까운 문장 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동음이의자를 취사선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병음문자의 ‘자형’과 

어휘의 변별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 이처럼 어문 인식의 심화에 따른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개혁론과 진

전된 병음문자론의 등장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이론

적 토 가 되었다. 

1930년 의 표적 병음문자 방안인 라틴화 신문자는 19세기 중엽 이후 각각의 

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어문개혁 시도와 당시까지 축적된 어문이론 연구 

성과를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전쟁의 수행이라는 시 적 사명을 매개로 통합시

킨 결과물이었다. 그것은 1930년  중국 사회가 요구하던 ‘ 중어문’의 중추로서 

중들의 문맹 해소와 교육 보급, 한어의 어문 구조와 구성원들의 어문 인식 개혁

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비록 한자를 체할 수 있는 문자가 되고자 했던 애초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한어병음방안의 창안과 문자

개혁 논의에 중요한 경험적⋅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한자와 병음문

자 두 가지 자형으로 한어를 표기하려는 ‘다이그라피아(digraphia)’ 구상은 20세기

말 어문현 화 과정에서 제기된 ‘一語雙文制’ 주장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

서 1930년 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20세기 중국 어문개혁운동사에서 나름의 독

자적인 위상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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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1930年代的拉丁化新文字方案是在19世纪中叶以来整个语文结构的变化趋势

和语文认识的深化下诞生的。第一，它是在汉语的词汇结构由单音节语向多音节语

转变，汉语的句子结构由文言文向白话文以及大众语文转变，汉字的表音方法由反

切法向表音字母法轉变下诞生的。第二，它是在为了成功地完成文字改革，不仅要

改革文字的书写形式，还要改革汉语的词汇和语法以及其中蕴含的世界观和文化

意识，而且要通过拼音文字与文学的结合实现独立的语言结构和美感的认识上推

动的。第三，它是在对文字的意义生成结构，拼音文字“字形”的地位和作用的认识

深化，中国同音異义字问题的特殊性的新认识以及在此基础上提出的解决方案上

推动的。拉丁化新文字方案为1930年代中国社会要求的扫盲工作和教育普及，汉

语语文结构和语文认识的改革做出了重大贡献。虽然它没有替代汉字，但对中华人

民共和国成立后<汉语拼音方案>的创设和文字改革讨论以及20世纪末语文现代化

过程中提出來的“一語雙文制”主张产生了深远的影响。从这个意义上说，1930年代

的拉丁化新文字方案在20世纪中国语文改革运动史上具有自己的独特地位和历史

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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