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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문자학 (‘grammatology’ Gelb 1952)
∙“인간됨은 언어로 규정되지만 문명은 문자로 규정된다.” (“Humankind is defined by
language; but civilization is defined by writing.”) (Daniels & Bright 1996)

2. 언어와 문자
[문자체계의 유형]
∙학자마다 문자체계 분류법이 다름 (Gelb 1963, DeFrancis 1989, Sampson 1985, Hill
1967 등)
(1) Sampson의 문자체계의 분류 (Sampson 1985: 32)

[문자의 언어학적 영향]
∙고대에는 문자를 단어 경계 없이 들리는 대로 쓰기 (“scriptura continua” Saenger
1991; Coulmas 2003: 212)
∙말하기에 영향 (Vygotsky: 1930)
∙담화계획에 영향 (Chafe 1987)
∙문장구조의 복잡성에 영향 (Givón 1979) (Kalmár 1985의 이눅티툿어 사례)
∙차용된 문자에 의한 언어변화

3. 문자의 생성과 소멸
3.1 문자의 기원
∙수메르 설형문자 (BC 3500 경)
∙상나라 갑골문자 (BC 1200 – 1050)
∙원시문자(“proto-writing”)
(2) 원시문자의 예
그릇 문양, 메시지 막대, 매듭끈, 인장, 셈 막대, 진흙 인장, 채색된 조개껍질,
그림표지, 키푸 등 (cf. Hill 1967, Amerindian pictograms: “discourse writing”)
∙단일기원설 오류 (Coulmas 2003: 192)
- 독립적 발달: 메소포타미아, 중국, 메조아메리카 등
- 타 문자와 관련 파악 어려운 기타 문자: Proto-Elamite (이란 수사지역, Damerow
& Englund 1989), Linear A (미노아 크레테인, Godart & Olivier 1976), 인더스
문자 (인더스 계곡, Parpola 1994)

3.2 문자의 발달
∙그림과 관계: 고대 이집트어, 한자, 그리스어 ‘쓰다’ ‘그리다’ 동일 동사만 있었음
(3) 그림에서 문자로 (Coulmas 2003: 197)

∙Gelb (1963)의 단일방향성 가설: 표의문자 (logography) > 음절문자 (syllabography) >
알파벳 (alphabetography) (알파벳중심주의)
∙최근 연구는 알파벳중심주의의 단일방향성 가설을 부정.
∙경제성 원리는 원리 중 하나. 문화적 관성과, 보수주의, 규범주의 등 단순효율보다는 문화
적 산물로 보아야 (Coulmas 2003: 201)

3.3 문자체계의 변화
[사례]
∙베트남어: 한자에서 로마자로 (한자에서 로마자로)
∙몰도바. 소련 붕괴 후 키릴에서 로마자로.

∙북한: 한자 폐지, 한글전용 운동.
∙인도네시아 (말레이어): 나가리문자 > 아랍문자 > 로마자
∙터키어, 소말리어, 키스와힐리어, 하우사어: 아랍문자 > 로마자
∙구소련 내 다수 언어: (1920-1930년대) 아랍문자 > 로마자 > 키릴문자 (소련 붕괴후 몇
언어는 회귀; 타지크스탄 1992: 키릴문자 > 아랍문자; 아제르바이잔: 키릴문자 > 로마자)
∙고대 콥트인: 이집트문자 > 그리스 문자
∙원나라: 한자 > 위그르 파스파 문자로 개혁 시도 (쿠빌라이 칸)

[종교의 역할]
∙로마자, 키릴문자, 아랍문자, 한자 등 문자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 (경전어로서 개종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문자체계는 모두 지역 문자로만 잔존함.)
(4) a. 로마자 - 로만 가톨릭
b. 키릴문자 – 동방정교
c. 아랍문자 – 이슬람
d. 한자 - 유교
e. 페르시아문자 (팔라비) - 조로아스터교
f. 티벳문자 - 라마교
g. 팔리문자 - 불교
h. 구르무키문자 – 시크교
i. 히브리문자 - 유대교 (이디시, 라디노, 유대-아랍어)
∙종교에 의한 문자체계 분리
(5) a. 이집트 기독교인들 콥트문자 개발
b. 시리아 기독교인들 세르토문자
c. 이란 기독교인들 네스토리안문자
d. 가톨릭 크로티아인 라틴문자, 정교회 세르비아인 키릴문자.
∙성직자가 기록자, 회계사. (영) clerk, cleric... 성직자가 성전에서 상행위를 통제하고
기록함.
∙글자/경전내용을 신성시하고 다른 문자를 종교적으로 배격하여 멸절시킨 예들 다수 (예:
신의 이름을 빙자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한 마야와 중남미 문화 말살) (Coulmas 1999:
436)

[무역/정치의 역할]
∙설형문자 (아시리아/바빌로니아 > 인접 제국국가)
∙아람문자 ( > 제국어로)
∙키릴문자 (러시아 > 구소련 제국가)
∙한국어, 몽골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 문자 체계 변화 (정치적 이
유)

[문자체계의 혼용]
∙혼합한 예:
(6) a. 이중문자, 이중언어로 표기된 힛타이트 수필루리우마 1세 (1380-1346 BCE)의
인장 (정치-사회적 이유)
b. 키릴문자와 몽골문자의 두 가지 철자법으로 나란히 표기한 몽골어 사전 (역사적
이유)
c. 표의문자, 표음문자, 지정문자 체계가 혼재된 이집트문자
d. 표의문자, 음절문자, 지정문자 체계가 혼재된 아카드문자
e. 디모틱문자와 그리스문자가 혼합된 파피루스 문서 예 (Stadler 2008: 160,
Baines et al. 2008) 외국어/외래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 가필
f. 표의체계와 음절체계가 혼합된 한국의 고대문자
g. 한자, 한글이 혼합된 ‘국한문혼용’ (식민정책 영향)
h. 간지, 히라가나, 가다가나, (+로마자)가 혼합된 일본문자
∙일본문자: 재해석, 발음차용, 문자응용, 중화주의에 의한 반복 차용. 읽는 방법이
다양하고 문맥에 의존적임
(7) a. 明 (중: min ‘bright’)
한자식 발음: myo (6세기 영향), mei (8세기 영향), min (14세기 항주 영향)
일본식 발음: a, aka 등
b. 日: ‘sun, day, Japan...’
한자식 발음: nichi, jitu
일본식 발음: 12개 reading
c. 昼飯 ‘lunch’
한자식 발음: chuhan
일본식 발음: hiromeshi
d. furigana를 사용

∙영어: 어원을 살린 표기
(8) a. dette > debt (L. debitum), samon > salmon (L. salmonem)
b. honour, hour (F. honneur, heure) (그러나 일관성 부족 ability (F. habilité))
c. ‘th’의 어원오류: author (L. auctor)
(9) 이중 문자체계의 기타 예

로마자 루마니아 vs. 키릴문자 몰다비아
로마자 핀란드 vs. 키릴문자 Karelian
그리스문자 알바니아 vs. 로마자 알바니아
자바문자 자바 vs. 로마자 자바
아랍문자 스와힐리 vs. 로마자 스와힐리
몽골문자 몽골 vs. 키릴문자 몽골

[문자 정책]
∙Fishman (1988: 280): 개혁은 기존 식자층을 따돌리는 효과가 있다.
∙항상 편의성 따르는 것 아니다. (Coulmas 2003)
∙정책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된 개혁안도 실패한다. (단순성, 우아함, 언어적
적합성만의 등식이 성립 안 된다) (한글의 예: 정착에 500년 걸림)

3.4 문자의 차용
∙통상 커뮤니티는 다민족 다문화
∙문자는 정치와 정체성, 문화적 이유 때문에 다른 문자로 변환: 터키어 (아랍 문자 > 라틴
문자). 구소련 지역 언어들 (키릴문자, 로마자, 기타 문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함. Baines
2008: 351)
∙터키: 국가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사회 개혁과 관련 (Baines 2008: 351-352)

3.5 문자의 소멸
∙문자의 소멸과 밀접한 관계: 언어 소멸, 정치단위 소멸, 문화 소멸, 문명 소멸 (Baines
2008: 351)

[국가소멸]
∙만주 문자: 1911년 청나라의 패망과 더불어 만주 문자를 가르치지 않게 됨. 원래 1599년
누르하치의 명령으로 몽골문자를 만주문자로 개발함. 250년 제국의 멸망으로 문자 소멸
(변경에 잔존)
∙수메르문자와 아카디아문자: 페르시아에 의한 정복으로 2500년이나 지속되었던 문자가
소멸, 바빌론의 폐허화 (Brown 2008: 80)

[학문체계 변화]
∙수메르문자: 설형문자로 기록되었던 천문학/점성술 지식이 알파벳 체계로 대량
번역됨으로써 학문체계가 변함 (Brown 2008: 94)
∙설형문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감소함 (Houston et al. 2003: 456)

[정체성 소멸]
∙만주문자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만주족이 한족 문화에 동화된 것
∙문자의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언어 사용자가 문자체계에 대해 가지는 정체성
(Baines 2008: 353)

∙이집트 디모틱문자의 소멸 원인: 사제들이 상형문자와 디모틱 문자를 이용해 매우 어려운
체계를 만듦으로써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한 대중으로부터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문자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졌기 때문. 당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식자층의 실수 (Stadler 2008: 158-159, 174)

4. 문자의 기능
4.1 문자와 개인
∙글자사용자인 엘리트들이 위신과 명망을 얻음 (Black 2008: 65)
∙혼합표기 경우 현학적 태도가 생겨남
∙문자체계가 같을 때에는 글자체 (font)를 달리 해서 정체성을 주장하기도.
∙문자해득률 낮음 > 사회적 주변인, 가난함 (개인/국가) (Adiseshiah 1990)

4.2 문자와 사회
∙문자는 도시생활과 밀접함 (Wheatley 1971: 401)
∙문자-언어-종교-문명의 동일시 (Houston et al. 2003: 450)
∙상징성: 사용기능보다 상징기능으로 잠시 더 존속한 경우 (Black 2008: 56; 엘람문자,
아케메니드문자, 고대페르시아문자, 아카디아문자 등)
∙과시 기능 (고대페르시아의 설형문자) (Black 2008: 63-64)
∙Noah Webster in 1789 영국영어로부터의 독립 역설:
(10)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가 되었으니 비록 영국이 우리의 조상이기는 하나 영국의
표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As an
independent nation, our honor requires us to have a system of our own,
in language as well as government. Great Britain, whose children we are,
and whose language we speak, should no longer be our standard; for the
taste of her writers is already corrupted, and her language on the
decline.) (Webster 1992: 34)
∙손호민 (1997: 212ff): 언어(문자) 통일이 국가적 정체성과 한반도 통일에 열쇠
∙‘제대로 된 언어는 자기 문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인들.)
∙문자가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다 (힌디 vs. 우르두)
힌디: 데바나가리문자, 다수의 일반인, 힌두
우르드: 페르시아계 아랍문자, 소수의 엘리트, 이슬람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자들이 로마자로 변화하는 과정에 작용한 국가/지역 정체성
(Lomas 2008, Keller-Cohen 1994, Gaur 2000)
∙피지배자의 문자는 경멸받는 문자 (“a subordinate script is a despised script”)
(Houston, Baines & Cooper 2003: 433-434, Lomas 2008: 128)
∙멕시코에 스페인 문자와 그림이 들어와 종교 등 특정 장르에서 그림문자의 사용이
금지되고, 법률, 행정 문서 등이 로마자로 쓰이게 되면서 그림문자의 기능이 위축되어
결국 특수 ‘위엄 있는 문자’로만 잔존 (Boone 2008: 278)

4.3 한국적 맥락 속의 문자
[다양한 쟁점들]
∙한자를 써야 이해가 된다(?)
∙동북아시아 교류에 한자 사용이 도움이 된다(?)
∙한자 병기가 언어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된다(?)
∙전통문화 이해에 한자가 도움을 준다(?)
[한글의 평가]
∙Coulmas (2003: 168): “한글의 많은 탁월성 중의 하나는 통일성과 체계적 순수성이다”
“One of the many extraordinary features of Han’g˘ul is its uniformity and
systematic purity.”)
∙Otto Neurath (Quine 1960): “우리는 마치 배를 도크에 들여와서 처음부터 새로 조립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넓은 바다 한 가운데서 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선원들과 같다.” (“We are like sailors who must rebuild their boat on the
open sea without ever being able to take it apart in a dock and reassemble it
from scratch.”)
∙Coulmas (2003: 169): “한글은 바다로 진수시키기 전에 도크에서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배와 같은 아주 드문 예이다.”
∙Vos (1964:31): “세계 최상의 알파벳” (“the world’s best alphabet”) (Sampson
1985에서 인용)
∙Reischauer (1960: 435):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Sampson 1985에서 인용)
∙Sampson (1985): 한글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
[읽기와 문자]
∙Coulmas (2003: 215): 문자 읽기의 다양한 전략: 보인 단어와 머릿속 템플릿의 짝짓기,
문맥에서 단어들을 예측하기, 음운적인 단어 재구를 위한 글자-음소 대응 짓기, 알고
있는 단어로부터 모르는 단어를 짐작하기, 형태소 확인하기... 등
∙다양한 매체/도구에 따른 문자생활 환경의 변화
[한자]
∙어표문자: 중국어
∙중국 한자의 간략체 1964년 2,238개 발표, 1977년 2차 발표 (대만은 불수용)
∙Hannas (1999: 279): 한자는 속도와 용이성에 있어 로마자보다 불리.
∙무수히 많은 동음이의어를 문자로 해결 (11) 참조.
∙지식인들은 동음이의어의 중의성 해소를 위해 말하기 중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도 함.

(11)

[일본어와 한자]
∙일본어 내 한자어 비율: 연예잡지 35%, 신문 50%, 과학저널 60% (Shibatani 1990)
∙다수의 동음이의어 (12) 참조

(12)

5. 끝맺는 말
∙문자의 힘: 언어는 끈이다. 문자는 쇠밧줄이다. (예: 히브리어를 소생시킨 히브리문자.
엔테베 공항 인질구출작전)
∙지식인의 문자 태도가 중요하다.
∙문자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이 중요하다.
∙언어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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