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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범언어적으로 문자의 표기 방식을 고찰해보고 최근 한자 병
기 문제와 관련지어 한국적 맥락에서 문자체계의 의미를 살펴본 논문이
다. 특히 문자가 갖고 있는 언어적, 개인적, 사회적 기능 등을 살펴보고,
고대로부터 문자의 기원과 발달, 차용과 혼용, 그리고 소멸의 사례들을
보인 후, 이러한 문자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한국적 맥락에서 조명하
고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언어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한자는 한국인의 문자생활에는 도
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한자의 사용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를 교육하는 것이 동
북아 의사소통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다양한 범언어적 사례와 언어학적
원리들을 들어 주장한다.

주제어: 문자, 한글, 한글 전용, 한자 병기, 국한문 혼용, 범언어적 연구.

* 이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한글학회가
주최한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2016. 10. 7. 서울교육대
학교)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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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고대 역사학과 아시리아학을 연구했던 폴란드 출신의 미국 언어
학자 겔브(Gelb)는 그래머톨로지(grammatology; 문자학)라는 용어
를 처음으로 사용하고(Gelb 1963[1952]) 학문으로서의 문자체계
연구를 선도하였다. 이후 언어학계에서는 문자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어 에어리히 외(Ehlich et al. 1995)의 연구 목록에
따르면 1995년까지 약 25,000편 이상의 연구물이 출간되었다. 문
자의 중요성은 대니얼스가 “인간됨은 언어로 규정되지만 문명은
문자로 규정된다.”1)고 한 말에서 잘 요약되고 있다. 문자는 지식
의 축적과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말
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듯이 문자도 개인과 사회의 정
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자를 어떻게 다
룰까 하는 문제는 국가라는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
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것인가에 대
해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음문자인 한글과 표어문자인
한자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문자(script)이다.2) 그러나 역사적인
이유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표기라는 하나의
문자체계(writing system)에 이를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
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문자
1) “Humankind is defined by language; but civilization is defined by
writing.”(Daniels 1996：2)
2) 한자와 같은 문자체계를 가리키는 “logography”를 “표의문자”(국립국
어원 2008), 또는 “어표문자”(신상순 2000)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익
명의 심사자의 권고에 따라 이 글에서는 “표어문자”로 부른다.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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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변화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적 맥락
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2절에서는 문자
체계의 유형과 기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3절에서는 문자의 생성
과 소멸의 사례를 살펴보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4절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문자체계를 살펴보고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역사적 사례와 언어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반박한다.

2. 문자체계의 유형과 기능
2.1. 문자체계의 유형
문자체계에 대한 유형적 분류는 겔브(Gelb 1963[1952]), 드프란
시스(DeFrancis 1989), 샘슨(Sampson 1985), 힐(Hill 1967) 등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바가 있다. 이들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말과의 관
련성에서 낱소리, 음절, 단어 등 다양한 언어 층위 중 어느 층위를
글자가 표시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일부의 이견이 있
기는 하나 세계의 문자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세계의 문자체계
표어문자(logographic): 한자, 고대이집트어
음절문자(syllabographic, syllabic): 가나, 아카드문자
자음문자(consonantal, abjad): 아랍문자, 히브리문자
알파벳문자(alphabetic): 로마자, 키릴문자
자질문자(featural): 한글

표어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 단위(단어)를 나타내며
따라서 많은 수의 글자가 필요하고 동음이의어가 필연적으로 많
다. 음절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며 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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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구조가 간단한 언어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글자가 필
요하다. 자음문자는 3~4개의 자음으로 한 단어를 표시하며 모음
은 언어 사용자의 문법 지식에 따라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어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발음을 할 수 없다.3) 알파벳문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로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음소를 나타낸
다. 음소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글자의 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 거의 무한한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효율성
이 높은 문자체계이다. 자질문자는 알파벳문자와 같이 하나의 글
자가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면서도 글자들 사이에 음소의 음성 자
질 성분이 드러나는 체계로서 발달된 알파벳문자로 볼 수 있다.4)

2.2. 문자의 기능
문자의 기능과 영향은 인간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나타
난다. 그 다양한 기능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어학적 영향, 개인적 기능,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문자가 충분히 발달하기 이전 고대에는 문자를 이용하여 말을
옮길 때에는 단어의 경계 없이 들리는 대로 쓰는 방식, 즉 생어
(Saenger 1991, Coulmas 2003[1999]：213에서 재인용)가 “이어쓰

기(scriptura continua)”라고 이름 붙인 방식으로 썼으며, 이러한 방
식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물론, 맞춤법
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20세기 초 한국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문자가 말을 글로 옮겨 놓은 보조
3) 한 심사자의 지적과 같이, 자음문자를 별도의 문자체계로 분류하는 학자
들도 있으나 이를 알파벳문자의 한 유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4) 자질문자는 샘슨(Sampson 1985)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
들은 자질문자를 알파벳문자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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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 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자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일찍이 1930
년대에 비고츠키(Vygotsky 1934)는 글이 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파하였고, 체이프와 다이엘레비츠(Chafe & Danielewicz 1987)는
글이 담화 계획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기본(Givón
1979)은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문장구조가 복잡하게 된다는 주장

을 폈다. 특히 칼마르(Kalmár 1985)는 문자가 없던 사회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언어의 복잡성이 현저하게 증가된
다는 것을 이눅티툿어의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다.5) 즉, 문자의 사
용이 말의 언어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글에 의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용어가 유입되거나 철자식 발음이 증
가하고 언어 표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언어 변화가 생겨난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oulmas 2003[1999]：208).
문자의 사용이 소수만의 특권이 되는 경우, 문자 사용자들은 문
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권층의 위신과 명
망을 얻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Black 2008：65). 이러한 특권은
현대에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특
히 외래 문자체계가 함께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특권층 사람들이
더 명망 있는 외래 문자체계를 사용하면서 현학적 태도를 보이기
도 한다. 블랙(Black 2008：63~64)에 따르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설형문자의 사용은 특별한 과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과
시 현상은 한국에서도 한자와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
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 지적 능력 등을 과시하려는 경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보면, 문자 해득률이 낮은 개인들
5) 이눅티툿어(Inuktitut)는 캐나다의 원주민의 언어 중 하나로 유픽-이누잇
어라고도 부르는 에스키모어 중의 하나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약
34,100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다(Lewis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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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으로도 주류 사회에 들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소득 수준도 낮아 공동체 안에서 낮은 계층을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문자 사용의 의미는 국가에도 그대
로 적용되어서 아디세쉬아(Adiseshiah 1990)의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문자 해득률이 낮은 국가는 문자 해득률이 높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낮다.
문자의 기능은 널리 알려진 정보와 문화의 전달 차원을 넘어 다
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 주목하여 보면, 문자는 도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Wheatley 1971：401), 문자는
언어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단위, 즉, 국가나 종교, 문명
과 동일시되기도 한다(Houston 외 2003：450). 무엇보다도 문자의
사회적 기능 중에는 상징적 기능이 대표적인데, 특히 개인의 경우
에도 그러하듯이 사회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한
사회의 정체성을 문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문자체계와 사회의 정
체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심지어는 동일한 문자체
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형, 즉 글자체(font)를 달리 해서 정체성
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로마자와 대비되는 고딕체
(Gothic 또는 ‘흑자체(black letter)’, ‘프락투어(Fraktur)’)를 사용하여

자국의 사회적 정체성을 주장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문자와 정체성의 관련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는 힌디어와 우
르두어의 경우이다. 이 두 언어는 통상 힌두스탄어(Hindustani)라
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불리기도 할 정도로 언어적 동질성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Everaert 2010：247~249), 문자가 가장 분
명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두 언어를 서로 다른 문자체
계로 표기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을 주장한다. 즉, 힌디어는
힌두교도들인 다수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데바나가리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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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고, 우르두어는 이슬람교도들인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
용하는 언어로 페르시아계 아랍문자를 사용한다(Grivelet 2001：
4; Brandt 2016：149). 문자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능의

극단적인 예 중에는 엘람문자, 아케메니드문자, 고대페르시아문
자, 아카디어문자 등이 있는데, 이들은 문자가 통상 가지는 정보
전달의 기능이 소멸한 후에도 순수하게 정체성 표시라는 상징 기
능으로 일정 기간 존속하였다(Black 2008：56).
또한 문자가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과 맺는 관련성은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하던 다양한 정치 단위들이 사용하던 다양한 문자들
이 로마자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Lomas 2008,
Keller-Cohen 1994, Gaur 2000). 국가와 같은 정치 단위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겨날 경우 피지배자의 문자는 경멸 받는
문자(“a subordinate script is a despised script”; Houston 외 200
3：433~434, Lomas 2008：128)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되고,

따라서 그 문자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
낄 수 없게 되어 사용을 꺼리게 되며, 대신 지배자의 문자를 사용
하게 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는 사라지게 되는 결과
를 가져온다.

3. 문자의 생성, 변화와 소멸
3.1. 문자의 기원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본격적인 고대 문자들, 즉 수메르의 설
형문자(BCE 3100경), 중국 상나라의 갑골문자(BCE 1200~1050)
이전에도 현대적 의미의 문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의미를 전달
하고자 사용된 표시라는 점에서 이른바 원시문자(proto-writing)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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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6) 원시문자에는 토기의 문양, 메시지 막대,
매듭 끈, 인장, 셈 막대, 진흙 인장, 채색된 조개껍질, 그림 표지,
키푸(quipu, khipu) 등을 들 수 있다. 동굴이나 암벽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간소화된 벽화나,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물을 간략하게
그린 정형화된 그림들도 문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힐(Hill 1967)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림문자를
“담화문자(discourse writing)”라 불렀다.
모든 문자가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단일
기원설(monogenesis hypothesis)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국,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각자 발달한 문자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로 생각되며(Coulmas 2003[1999]：192), 이란 수사지역의 원
시 엘람문자(Damerow & Englund 1989), 미노아의 크레테인들이
사용하던 A선형문자(Godart & Olivier 1976), 인더스 계곡에서 사
용된 인더스문자(Parpola 1994) 등도 다른 문자와의 관련성을 찾
을 수 없는 문자들에 속한다.
비록 세계의 문자들이 하나의 기원에서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알려
진 대부분의 문자들은 그림에서 시작되어 점차 간소화되는 과정
을 거쳤으며, 고대의 이집트어, 중국어, 그리스어 등에서 ‘쓰다’라
는 단어가 ‘그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하였다는 점에서도 글과 그림
의 관련성이 잘 드러난다(Coulmas 2003：196). 이처럼 문자가 그
림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기초하여, 초기의 문자는 문자가 단어
를 나타내는 표어문자였을 것으로 가정하고, 현대에서 가장 발달
6) 초기문자들의 정확한 연대는 확증하기 어려우나 샘슨(Sampson 1985：
46)에 의하면 최초의 수메르 문자는 기원전 4000년대 후반부터 BCE
3000년대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익명의 심사자에 따르면 최근 학
계의 일반적인 입장은 BCE 3100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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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자체계가 음소를 표기하는 알파벳문자라는 점을 대비시켜,
겔브(Gelb 1963[1952])와 같은 학자들은 문자가 표어문자에서 음
절문자로 다시 알파벳문자로 발달한다는 단일 방향성 가설을 주
장한 바 있다.

3.2. 문자체계의 변화
역사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문자체계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도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언어 또는 국가별
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문자체계 변화의 사례 (Coulmas 1999：454 외)
베트남:
한자 > 로마자 (1920년대)
몰도바:
키릴 (1920) > 로마자 (1989)
인도네시아: 나가리문자 > 아랍문자 > 로마자 (20세기)
말레이시아: 나가리문자 > 아랍문자 > 로마자 (20세기)
터키:
아랍문자 > 로마자 (1928년)
소말리:
아랍문자 > 로마자 (20세기 중반)
스와힐리:
아랍문자 (18세기) > 로마자 (19세기)
하우사:
아랍문자 (17세기) > 로마자 (19세기)
루마니아:
키릴문자 > 로마자 (1860년)
구소련 국가: (아랍문자 >) 로마자 > 키릴문자 (1920~30년대;
소련 붕괴 후 일부 국가 회귀)
타지키스탄: 키릴문자 > 아랍문자 (1992년)
아제르바이잔: 키릴문자 > 로마자 (1991년)
고대 콥트인: 이집트문자 > 그리스문자 (3세기)
몽골:
(한자 >) 위구르 파스파문자 (12세기) > 로마자 (1941)
7)

> 키릴문자 (1941)
북한:

한글 · 한자 혼용 > 한글 전용 (1949년)7)

7) 쿨머스(Coulmas 1999：371)에 따르면 몽골은 매우 복잡한 문자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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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체계의 변화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으로는 정치와 종교를 들 수 있다. 또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무역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제국의 팽창과 더불
어 문자에 큰 변화들을 가져온 사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메소포
타미아 지역에서 발달한 설형문자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와 같
은 제국들의 영토가 인접 지역으로 팽창하면서 그 문자의 사용 지
역도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아랍문자도 제국의 팽창과 함께 확산
되었으며, 한국어, 몽골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베트
남어 등이 겪은 문자체계의 변화도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
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문자 전환으로는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로마자나 아랍문자, 기타
개별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가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면서 기존
에 갖고 있던 문자들을 키릴문자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에
트연방이 해체되면서 역시 정치적인 이유에서 타지키스탄이나 아
제르바이잔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전의 문자체계로 회귀하게
되었다(Baines 2008：351).
현대사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문자 전환이 일어난 또 다른 대표
적인 사례는 터키를 들 수 있다. 1920년대 터키의 케말 아타튀르
고 있다. 12세기부터 위구르문자를 차용하였으며, 같은 시기 로마자와
키릴문자도 차용하였고, 13~14세기에는 한자와 파스파문자를, 13~15
세기에는 아랍문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931년에 로마자를 도입하였
으나 소련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를 포기하고 키릴문자를 사용하였으
며, 1941년에는 몽골문자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가 소련의 붕괴와 더
불어 1990년에 다시 몽골문자를 공식문자로 채택하게 되었다. 위키피디
아(2016)에 따르면, 몽골은 13세기 이전에는 한자를 음가에 따라 차용하
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자체계 변화에는 주로 실용적 이유 외에도 종교
적, 정치적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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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정치적으로 서양화 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사용하고
있던 아랍문자를 로마자로 바꾸었다. 문자체계뿐만 아니라 어휘
도 다수 교체한 이 개혁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데 그
결과 오늘날 터키에서는 그들의 고대어인 오토만 터키어를 아랍
문자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었다(Black 2008：63,
Baines 2008：351~352).

이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문자체
계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로마자를 사용하는
루마니아와 키릴문자를 사용하는 몰다비아, 로마자를 사용하는
핀란드와 키릴문자를 사용하는 카렐리안 등이 있으며, 같은 국가
나 언어권 내에서도 문자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알바니아(그리스문
자와 로마자), 자바(자바문자와 로마자), 스와힐리(아랍문자와 로마
자), 몽골(몽골문자와 키릴문자) 등의 상황도 모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문자체계 분리의 예라 할 수 있다.
종교도 문자 전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
자 기록자, 회계 관리자 등은 대개 성직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는 성직자가 성전에서 상행위를 통제하고 기록하며, 경전을 필사
하고 관리 보관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은
영어 단어 ‘clerk’, ‘cleric’ 등이 ‘성직자’, ‘기록자’, ‘금전 출납 관
리자’의 뜻을 가진 다의어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종
교-문자의 관련성은 각 종교가 경전을 신성시하는 태도가 경전을
넘어 그 경전이 쓰인 문자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전의 내용과 경전의 글자 자체를 신성시하고 다른 문자를 종교
적으로 배격하여 그 문자와 문화를 멸절시킨 예들이 역사적으로
다수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도들인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
시코 지역의 마야제국을 침범하여 초기에는 종교 등 특정 장르에
서 현지의 그림문자 사용을 금지하였다가 점차 법률, 행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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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모두 로마자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림문자를 소멸시킨 것
은 물론 중남미 문화 전체를 파괴한 사례를 들 수 있다(Boone
2008：278).

또한 현대 세계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문자 사용의 분포를 보면
종교와 문자의 밀접한 관계가 잘 드러난다. 이들 중 몇 가지 대표
적인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문자의 종교적 대표성
로마자:
로만가톨릭
키릴문자: 동방정교
아랍문자: 이슬람교
한자:
유교
팔라비문자: 조로아스터교

팔리문자:
불교
구르무키문자: 시크교
히브리문자: 유대교
티벳문자:
라마교

종교와 문자의 밀접한 관련성이 매우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집단들이 서로 종교가 다른 경우에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
성을 드러내기 위해 콥트문자를 개발하였으며, 시리아의 기독교
인들은 세르토문자를,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네스토리안문자를 사
용하여 주변의 타 종교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였다. 또한 크로
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로마가톨릭 교도들인 크로아티아인들은 라틴문자를, 동방정교회
교도들인 세르비아인들은 키릴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자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3.3. 문자의 차용과 혼용
통상적으로 한 언어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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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는 다민족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자체계 자체가 차용되고 혼용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원전 1380~1346년경의 유물인 히타이트왕국의 수
필루리우마 1세(Suppiluliuma I)의 인장에는 두 가지 문자체계로
병기된 이중언어(biscriptual & bilingual) 표기가 나타난다. 히타이
트왕국이 팽창하면서 피지배인들에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치 ·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문자
체계의 변환의 경우에도 해당 사회는 새로운 체계로 정착될 때까
지 과도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중문자 체계로 표기해
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자신만의 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언어 집단이 다른 문자를 차용해 오는 경우에는 언어적 차이에 의
해 복수의 문자체계가 혼용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고대 한국
의 이두나 일본어의 간지, 가나의 경우가 그 예이다.
한국적 맥락, 특히 한글과 한자의 병기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문자체계의 혼용보다는 문자의 혼용, 특히 문자 병기가 더 관련성
이 높다. 즉, 한 언어 내의 문자 표기에 하나 이상의 문자가 사용되
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지
금까지 알려진 예 중에는 2세기~3세기경의 주술적인 파피루스 문
서가 있다(Stadler 2008：160). 이 문서는 동일한 내용을 이집트의
민중문자(demotic)와 그리스문자로 써놓은 이중언어 문서인데 그
중에 민중문자로 쓰인 단락에 나타나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 단어
위에 그리스문자를 병기해 준 것이다(따라서 문자의 배열 방식이 일
본어의 후리가나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병기는 언어적 동기가 있는

데, 민중문자는 모음이 없어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 자음만 표기
되기 때문에 해당 언어 사용자들은 그 외래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모음 글자가
있는 그리스문자를 병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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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언어 병기 표기된 파피루스 문서(Stadler 2008：160 발췌;
민중문자 위에 그리스 문자 병기가 24, 26, 28행에 나타남)

현대에 있어 문자의 혼용이 가장 두드러진 예는 일본어의 경우
인데 이것은 뒤의 4.3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4. 문자의 소멸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의 소멸과 마찬가지로 문자도 소멸된 사
례가 많은데, 문자의 소멸은 대개 언어의 소멸, 국가와 같은 정치
단위의 소멸, 문화나 문명의 소멸, 정체성 소멸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원인이다(Baines 2008：
351). 또한 학문적인 변화도 문자의 소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의 소멸에 따른 문자의 소멸의 예는 역사적으로 매우 많다.
바빌론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던 제국들이 사용하여 2500년
간이나 지속되었던 수메르문자와 아카드문자는 페르시아의 정복
에 의해 바빌론이 폐허화됨에 따라 문자도 소멸되었다(Brown
2008：80). 역사적으로 더 최근의 예로는 만주문자의 경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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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주문자는 원래 1599년 누르하치의 명령으로 몽골문자
를 만주문자로 개발한 것이다. 250년간 지속된 청나라 제국이
1911년 패망함과 더불어 더 이상 만주문자를 가르치지 않게 되자
만주문자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8) 특히 만주문자의 소멸은 정
체성의 소멸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외부 민족인 만주족이 중국의
한족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만주족이 한족문화에 동화되면서 만주
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표시하
는 만주문자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게 되면서 만주문자는 사라지
게 된 것이다.
또한, 문자의 소멸은 학문 체계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은 현대적인 기준에서도 놀
라우리만큼 획기적인 학문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별히 천문학
의 발달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는데 이러한 학문적 지식
은 모두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형문자로 기록되
어 있던 천문학과 점성술 등 발달된 지식이 알파벳문자로 대량 번
역되고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까지도 사용이 편리한 알파벳문자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설형문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학문 체
계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다(Brown 2008：94, Houston et al. 200
3：456). 문자생활, 문자의 존폐에 미치는 학자들의 영향을 잘 보

여주는 또 다른 예는 이집트의 민중문자의 경우이다. 상형문자였
던 이집트의 신성문자(hieroglyph)는 사제들이 사용하던 신관문자
(hieratic)를 거쳐 점차 매우 간소화된 민중문자(demotic)로 발전하

게 되었다. 문자의 간소화는 일반 대중들의 문자에 대한 접근성을
8)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만주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변경에 잔존하고 있으
나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 심사자에 따르면, 시버족(錫伯族)
이 만주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찹찰 지역이라 한
다. 심사자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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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주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특권층이었던 사제들은 상형문자
와 민중문자를 섞어서 매우 어려운 문자체계를 만들어 내어 자신
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들은 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었
다. 따라서 대중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자는 불
필요하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문자에 대한 정
체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사용자가 줄어든 문자는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Stadler 2008：158~159,
174). 이는 지식인들이 당시 사회적 변화나 대중의 필요와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신들만
이 문자 사용의 특권을 누리려 하다가 문자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사례이다.

4. 한국적 맥락 속의 문자체계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문자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너
스(Hannas 1997：299), 분치츠(Bunčić 2016ㄱ：43) 등에서 언급하
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문자체계는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유한 한글 이외
에도 한자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사회적인 관심사
가 되고 있다. 물론 한글과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한글을
보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심재기 2016：1~2 참
고). 여기서는 한글에 대한 문자학자들의 평가, 한자의 다양한 언

어학적 특성,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등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한자 병기의 쟁점에
초점을 두어 문자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들에 비추어 한국
의 문자 사용에 논의해 보고, 한국어의 표기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리한 일임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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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글의 평가
문자는 대개 역사적으로 서서히 변해 가고 기존의 사용 방식에
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문자체계는 늘 체계성이 부족
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문자개혁은 늘 미봉책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콰인(Quine 2013[1960])은, 철학자 노
이라트(Neurath 1932：206)가 과학에 대해 “우리의 상황은, 마치
배를 도크로 들여와 처음부터 새로 조립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로, 넓은 바다 한 가운데서 배 널빤지를 하나씩 뜯어내어 새로
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선원들의 상황과 같다.”고 한 말
을 빌려 문자를 만들어 내거나 개혁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고 있다.9) 노이라트의 배는 쿨머스(Coulmas 2003
[1999]：169)의 한글에 대한 평에서도 등장한다. 즉, 그는 한글의

많은 탁월성 중의 하나가 통일성과 체계적 순수성(Coulmas 2003
[1999]：168)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글은 바다로 진수시키기 전

에 도크에서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배와 같은 아주 드문 예
이다.”10)라고 말하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높게 평가하
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포스(Vos 1964：31)는 “세계
최상의 알파벳”이라 평하였고, 라이샤워(Reischauer 1960：435)
는 “아마도 가장 과학적 문자체계…(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라 하였으며, 샘슨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최고
9) “Wie Schiffer sind wir, die ihr Schiff auf offener See umbauen
müssen, ohne es jemals in einem Dock zerlegen und aus besten
Bestandteilen neu errichten zu können.”(Neurath 1932：206)
10) “Hang’ŭl is the rare exception of a boat carefully designed and
built to completion in the dry dock before it was launched.”(Coulmas
2003[199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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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자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
림없다.”11)고 하였다.

4.2. 한자와 중국어
한자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한글과 비교하여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자는 문자 분류학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더불어
표어문자에 속하여 글자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며, 현대에 사
용되는 문자들로는 유일한 표어문자이다. 중국어 발음에 사용되
는 음소는 5개의 모음과 22개의 자음으로 이를 조합하여 약 400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성조의 변화를 주어 약 1,300여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Duanmu 2006). 그러나 언어에서 사용되
는 단어의 수는 이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므로 필연적으로 동음이
의어가 매우 많고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글자를 달리
해야 한다.12)
한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림문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자형
이 매우 복잡한데다가 이처럼 동음이의어로 인해 글자를 달리해
야 하는 상황 때문에 글자가 많고 복잡하여 한자를 배우는 일은
힘든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64년 한자를 간
략하게 만든 간략체 2,238개를 발표했고, 이중 일부의 개정을 포
함한 800여 글자의 간소화 안을 1977년에 발표하였다가 사용자
들의 혼란과 반대에 부딪혀 1986년에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1차
발표 간략체 일부를 수정한 목록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같은 중국
11) “Hang’ŭl must unquestionably rank a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humankind.”(Sampson 1985：144)
12) 물론 다음절 단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해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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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하면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대만에서는 이를 수용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은 중국인의 언어생활에 있어
서 문자가 얼마나 큰 난제인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중국어의 음운 현상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국어의 음운체계가 역사적으로 간소화되는 변화를 겪었
다는 것이다. 이 간소화 과정에는 자음군의 단일자음화, 어미 폐쇄
자음 탈락, 유 · 무성의 차별 소실, 모음체계의 단순화 등 “막대하
고도 반복적인 상실”(Sampson 1985)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음운적 중
화현상이 일어나 동음이의어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13)
(5) 현대중국어 ‘chī’의 동음이의어(Sampson 1985：169에서 발췌
하여 일부 번역하고 추가한 것임)
글자 의미
고대중국어 현대중국어 현대한국어
欺
속이다
*khjəg
chī
기
期
때, 기간
*kjəg
chī
기
h
h
崎
거친, 험한 *g ia
cī
험
h
h
溪
개울
*k ieg
cī
계
七
일곱
*tshjĕt
chī
칠
h
h
沏
(차를) 갈다 *ts jĕt
cī
절
漆
옻칠
*tshjĕt
chī
칠
h
h
妻
아내
*ts iər
cī
처
h
h
悽
슬퍼하다
*ts iər
cī
처
棲
홰(에 앉다) *siər
chī
서
h
h
戚
친척
*ts iok
cī
척
13) 이처럼 동음이의어가 많은 것은 발음에 기초한 중국어 사전을 보면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제어 4만 단어 수준의 작은 사전인 랑엔
샤이트(Langenscheidt, 2005) 사전만 보아도 성조 구분 없이 /ji/에 해당
하는 중국어 단어를 찾아보면 27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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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자는 중국어의 음절구조
체계와 음운론적 특징에 의해 근본적으로 동음이의어가 많고, 이
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글자 수가
많게 되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간소화되는 음운변
화에 의해 동음이의어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이 동음이의어를 문자로 구별하다 보니 구어로 대화할 때에
지식인들은 중의성 해소를 위해 대화 도중 때때로 허공에 손가락
으로 글씨를 쓰는 일도 있다고 한다(Sampson 1985).

4.3. 한자와 일본어
현존하는 문자체계 중 일본의 문자체계처럼 복잡하면서도 특이
한 예는 없다. 일본어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점이 많이 있
지만, 여기서는 한자 병기라는 주제의 논의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
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어의 표기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인 간지가 사용되며, 로만지라 하는 로마자도 간혹 함께 사용
된다.14) 가타카나는 9세기에, 히라가나는 10세기에 발달된 것으
로 모두 한자에서 유래한 것이며, 히라가나는 함께 쓰이는 한자에
보조적으로 쓰이도록 구상되었고, 가타카나는 한자를 동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적으로 소리에 기초한 표기
방식이다(Coulmas 1999).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일본이 한자를 받
아들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자를
들여와 한자 고유의 의미 기능을 채택한 외에도 한자를 자신들만
의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발음만을 차용하기도 하고, 문자를 응용
14) 그러나 어린이들의 도서에는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Bunčić
2016b：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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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숭상하는 중화주의의 입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어 단어가 많을 뿐 아니라 한자
를 반복적으로 차용하여 시기마다 다른 한자어의 발음과 기능을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양하고 문맥 의존적이다.15)
예를 들어, 중국어 한자 ‘明(min ‘밝은’)’의 한자식 발음은 /myo/,
/mei/, /min/ 등이 있는데 이는 각각 6세기, 8세기, 14세기 중국어
의 영향이며, 일본식 발음은 /a/, /aka/ 등이 있다(Coulmas 2003
[1999]：181). 또한 한자 ‘日’은 /nichi/, /jitu/ 등의 한자식 발음

외에도 일본식 발음은 12개나 된다. 이는 한자를 오음(吳音; goon), 한음(漢音; gan-on), 당음(唐音; to-on) 등 한자식으로 읽는 음

독(on-yomi)과, 뜻에 따라 일본식으로 읽는 여러 가지의 훈독
(kun-yomi)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여 있는 글씨에는 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해 전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휘
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득
이한 경우,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심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른바 후리가나(振り仮名)를 사용하여, 한자를 특정한 방
법으로 읽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6)
yamamichi-o noborinagara kou kangaeta
‘산길을 오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네.’
(Coulmas 2003[1999]：182 참고)

위의 예에서 시인 나쓰메 소세키(1867~1916)는 “山路”를 yamaji
15) 시바타니(Shibatani 1990)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어 내 한자어 비율은
연예잡지 35%, 신문 50%, 과학저널 60%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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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읽지 말고 yamamichi로 읽도록 “やまみち”라는 토를 후리가
나로 달아 놓은 것이다.
또한 일본어는 음절구조가 중국어보다도 간단하고 성조도 없기
때문에 차용된 한자어가 일본어에서 음독으로 읽힐 때 대대적인
음운적 중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 /kan/이라고 읽히
는 한자를 중국어 발음과 의미, 한국어 발음과 함께 나열해 보면,
甘(kān, ‘달콤한’, 감), 感(kăn, ‘느끼다’, 감), 刊(khān, ‘인쇄하다’, 간),
慣(kuàn, ‘익숙하다’, 관), 觀(kuān, ‘보다’, 관), 勘(khàn, ‘헤아리다’,
감), 緩(xuăn, ‘느린’, 완), 管(kuăn, ‘대롱’, 관), 鐶(xuán, ‘고리’, 환),

歡(xuān, ‘즐기다’, 환), 卷(cyàn, ‘책’, 권), 韓(xán, ‘한국’, 한), 漢(xàn,
‘중국’, 한) 등 14개 이상이나 된다(Sampson 1985：178을 참조하고
조정함).

이와 같이 원래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자어를 들여와 동음이의어
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일본어의 음운, 음절구조상 특징에
의해 동음이의어가 더 많아진 상황에서, 일본인들도 모호성을 줄
이기 위해 중국인들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다. 즉,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손바닥이나 허공에 한자를 쓰는 일(공서;
空書; kūsho/karagaki)이 많다고 한다(Sasaki 1984, 1987. Sasaki &
Watanabe 1983, 198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어 문자체계의 복잡성은 간지(한
자)의 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나 또는 로마자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18세기 초반 도쿠가와 집
권기의 아라이 하쿠세키(1657~1725)와 18세기 중반의 승려 몬노
(1700~1763)의 주장을 비롯하여(Hannas 1997：39), 1880년대 모

리 아리노리(1847~1889)와 토야마 마사카즈(1948~1900)의 시도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었다(Kaske 2006).16) 그러나 문자의 발
음의 다양성, 매우 많은 동음이의어, 전산화의 비효율성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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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치 · 사회적, 역사 ·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더욱 간소화된 체
계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일본어 문자
체계는 가타카나, 히라가나, 간지, 로만지가 섞여 있는, 현존하는
유일의 혼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자 해득률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정보국의 자료(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일본의 문자 해득률은 99%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실제 문자 해득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도 한다. 예를 들어, 드프랜시스(DeFrancis 1984：60)는 간지에 대
한 일본인들의 수동적 인식률은 높으나 능동적으로 쓰는 능력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간지를 쓰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비공식적인
글은 가나로만 쓰기도 한다고 하였으며(Bunčić 2016c：145에서 재
인용), 더 나아가 일본학 전문가인 웅거(Unger 1987)는 일본인 거

의 모두가 문자를 해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겉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 그들이 읽는 것을 자세히 보면 주로 값싼 소설, 그림이 많
이 들어 있는 잡지, 문법과 어휘가 매우 고정되어 있는 신문, 거의
글이 들어 있지 않은 만화책 정도이며, 실제로 진지한 내용을 다루
고 있는 저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안간힘
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Hannas 1997：285에서 재
인용). 만일 이러한 평가가 사실과 부합한다면 간지(한자)의 난해함

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17)
16) 일본의 문자체계 개혁의 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너스(Hannas
1997：39~47)에 잘 제시되어 있다.
17)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워야 할 간지
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학년별로 각각 80자, 160자, 200자, 200자, 185
자, 181자를 배워 초등학교 6년간 1,006개의 간지를 배우게 한다. 2010
년 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상용한자(jōyō kanji)가 2,136자이며, 통상 지
식인이 5,000자 정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문자자체를 배우는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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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자 병기의 쟁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2016년 4월 헌
법재판소에 제출된 한자 병기 찬성 변론(심재기 2016)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변론의 요지는 한자는 국자이며, 한자어가 국어 어휘의
핵심 요소라는 것, 즉, 한자가 한국인의 문자이며 한국어 단어의
구조나 어휘의 비율로 보아 한자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한문 혼용이나 한자의 병기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자를 사용
하면 동북아시아 교류에 도움이 되며, 언어 다양성 보존에도 도움
이 되고, 전통문화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18)
이러한 주장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참고인 변론인 권
재일(2016)에서 소상히 다루어지고 있다. 변론을 요약하면, (ㄱ)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해야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ㄴ) 공공
의 글쓰기에서 국한문 혼용은 오히려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을 초
래한다. (ㄷ) 한자를 아는 것과 중국어를 아는 것이 다르며, 한자를
배우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ㄹ) 한자는 중국 글
자이지 한국에서 오래 썼다는 이유로 한국 글자가 되는 것은 아니
다. (ㅁ) 한자 학습이 언어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언어와 글
자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ㅂ)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고전을 이해하는 것이 몇 천 자 정도의 한자 지식으로는 불가능하
다. (ㅅ) 오히려 한글 전용은 글자생활의 과학화와 정보화에 도움
이 된다.
이 글에서는 한자 병기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글을 보존 발
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를 알 수 있으며 불과 수시간 또
는 수일 만에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18)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24일의 판결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고, 국한문 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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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는 데에 오히려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위의 논의에 추가하
고자 한다. 특히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중요한 주장은 한자
병기가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므로, 읽기와 관련된 심리언어
학적 연구 결과와, 사회문화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한자
병기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4.4.1. 인지 심리적 정보처리의 측면
·

우선,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들이 동음이의어들이 많기 때
문에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
서는 병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주장은 매우
단순한 오류에 기반을 둔 것인데, 즉 글 읽기란 단지 눈에 비친
글자 이미지를 머릿속 사전에 대응시켜 호출해 내는 단순한 작업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 대응되는 어휘부 항목이 여러
개가 되면 뜻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정보처리 연구와 심리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읽기란
그렇게 단순한 피동적 행위가 아니다. 독자에게 있어서 글 읽기는
눈에 보이는 단어를 기억 장치 내의 구조체와 대응시키기, 문맥에
서 단어들을 예측하기, 음운적으로 단어를 재생해 내기 위해 글자
와 음소의 대응관계를 찾기, 알고 있는 유사한 단어로부터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기, 알고 있는 유사한 단어의 발음으로부터
모르는 단어의 발음을 짐작하기, 주어진 글자 정보로부터 가능한
모든 형태소들을 분석해 내기, 주어진 문자적 의미 이외에 글쓴이
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등 다양한 언어 층위의 전략을 펼치는
능동적 행위인 것이다(Coulmas 2003[1999], Taft 1987 등).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인간의 정보처리 방식은 맥락에 의존
하는 강력한 하향식 정보처리(top-down processing)에 실제 주어
진 정보에 의존하는 상향식 정보처리(bottom-up processing)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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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있는 방식이다. 한 예로, 이른바 점화 효과(priming effect)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향식 정보처리를 통해 많은 것들을 예측
하고, 상향식 정보처리를 통해 쓸데없는 정보들까지도 일일이 활
성화해 두었다가 나중에서야 불필요한 가능성들을 배제한다는 것
이 밝혀져 있다.19) 따라서 글을 읽다가 중의성이 있는 한 단어에
부딪혀 이해에 장애가 온다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예를 들어, /사자/로 발음될 수 있는 한자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使者, 死者, 獅子, 四子, 寫字’ 등을 떠
올릴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을 ‘사자’라고 글로 썼을 때에 의미적
중의성으로 인해 해당 문장이 이해가 어려운 경우는 없을 것이다.
어떤 언어의 사전을 보더라도 언어에는 모두 동음이의어와 다의
어가 다수 있어서 독립된 단어만을 제시했을 때에는 정확한 의미
를 찾기 어렵기 마련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언어 사용에 어려
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동음이의어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어원을 밝혀주는 것
이 도움이 되는지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예를 들어보면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영어는 다른 언어로부터 유래한
단어가 많아 영어 어휘 중 토착어는 26%에 불과하며, 어원별로
라틴어와 프랑스어가 각각 29%, 그리스어가 6%를 차지한다. 따
라서 영어에도 어원이 다른 동음이의어가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어의 ‘skate’란 단어는 ‘스케이트’를 가리키기도
하고 ‘홍어’를 가리키기도 하는 동음이의어이다. 스케이트를 가리
키는 ‘skate’는 1660년대 화란어 ‘schaats’에서 들여온 것이며, 홍
19) 점화 효과에 대하여는 초기 연구인 마이어와 샤바네벨트(Meyer &
Schavaneveldt 1971), 닐리(Neely 1977), 베커(Becker 1980) 등을 참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소개에 대하여는 케롤(Carroll 2008; 제5장)을, 한국
어에 대한 논의로는 박창호(2009), 이재호 · 김성일(200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00

범언어적으로 본 문자 표기 방식의 변화와 한글 전용: 이성하

어를 가리키는 ‘skate’는 14세기 중반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의
‘skata’에서 가져온 것이다. ‘bark’라는 단어도 ‘짖다’라는 뜻은 원
시 게르만어 *‘berkan’에서, ‘나무껍질’이라는 뜻은 원시 게르만어
*‘barkuz’에서, ‘작은 배’라는 뜻은 후기 라틴어 ‘barca’에서 유래
한 것이다. 또한 ‘hail’이란 단어는 ‘우박’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
어로 고대 영어에서부터 쓰였는데 그리스어의 ‘둥근 조약돌’을 가
리키는 ‘κάχληξ’에서, ‘환호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1200년경부터 쓰였는데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의 ‘건강, 행운, 번
영’을 나타내는 ‘heill’에서 온 것이다(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Etymology Dictionary).

그러나 이 단어들이 쓰일 때 해당 어원을 밝혀 적는 것은 의미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도움
이 되지 않는 것은, 영어의 독자들이 대개 그 어원어의 단어나 표
기(문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한자 병기가 중의성 해소
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은 독자가 이미 한자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한자교육
이 한글교육에 선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어원을 밝혀 줄 필요가 없는 것은 대개의
경우 독자는 이미 통사적인 정보(품사 등)와 의미적인 정보(문맥)로
부터 충분한 해석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
바 섀도잉(shadowing)이라 부르는 ‘남의 말 따라 하기’의 연구 결
과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즉시 따라하도록 하는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 발화를 대개 0.5~0.8초 뒤따라가는
데 능숙한 사람들은 0.3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때로는
앞 사람의 말보다 빨리 말을 마치기도 한다. 그런데 섀도잉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라해야 할 말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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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고쳐 가면서 말하고, 심지어는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가
있는 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해도 그 오류를 고치는 일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이것은 언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단순
히 자기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문맥에 의존
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짐작을 해가면서 능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0) 비록 이것이 듣고 말하기에 관련한
정보처리 현상이지만 읽고 이해하기에 대해서도 언어 정보처리라
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읽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안구 추적(eye-tracking) 연구들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에
독자의 눈은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순간운동
(saccade)이라 부르는 매우 빠르고 단속적인 움직임으로 글을 읽

어나가는데, 고정된 안구는 대략 초점 글자로부터, 로마자를 기준
으로 4~5 글자를 정확하게 보지만, 약 0.2초 정도 지속되는 일련
의 순간이동으로 매 순간이동 당 최대 20개 글자까지 훑어 읽어
나간다. 그런데 이 안구 순간이동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이미 읽었
던 부분으로도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통상
15% 정도의 독서 시간이 뒤에 있는 글을 다시 보기 위해 돌아가는
데 쓰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ereno & Rayner 2003, Rayner
외 2008, 2010). 이러한 정보처리 방법은 글을 읽는 사람이 매우

다양한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주어진 글을 앞뒤로 폭넓게 동시에
파악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심리언어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언어
20) 맥락 효과와 섀도잉에 대하여는 초기 연구인 밀러 외(Miller 1951), 폴
랙과 피켓(Pollack & Pickett 1964), 밀러와 이사드(Miller & Isard 1963),
말슨윌슨과 웰쉬(Marslen-Wilson & Welsh 1978) 등을, 일반적인 소개
에 대하여는 캐롤(Carroll 2008; 제4장)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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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방식을 ‘하나 읽고 하나 파악하고, 그 후에 다시 다음
하나 읽고 하나 파악하는’ 식의 단선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상황, 문맥, 의미, 문장, 단어, 형태소, 소리/글자 등 다양한 층위에
서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다층모형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초기의 <Reicher 1969>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가 있음).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에 자신이 아는 단어에 한자가 병기되
어 있을 경우 오히려 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글을 읽는 사람에
게는 불필요한 정보가 단순한 불필요성을 떠나 오히려 효과적인
글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쓰기에
서 글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차적인 요소들은 문장 내에 두지
않고 해당 쪽의 아래에 각주로 붙이거나 글이 끝난 맨 뒤에 미주로
몰아 두기도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또는 초중등 교과서를 대상으
로 한자 사용과 관련된 실제 사례 연구를 보더라도 한자가 오히려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즉,
허민(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한자계 수
학 용어 대부분이 해당 한자의 어원과 관계가 없거나 의미가 달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건범(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교과서의 한자어를 한자 어원
과 비교해 본 결과 상관성이 31% 이내에 불과하며 70% 정도는
어원과 상관이 없거나 어원이 동어 반복이거나 상관성이 낮은 한
자어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창덕 2016에서 재인용). 또한 현
장에서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한
자가 있을 경우 독서의 흐름이 끊어지고 읽기가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우 2016).
특히 이러한 독서 과정의 방해 효과는 한자와 한글이 문자학적
으로 각각 다른 유형에 속한다는 점에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자(간지)와 가나를 섞어서 쓰고 있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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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이 두 가지 문자체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의미에 기초한 문자인 간지는
우뇌에서 처리되고 음성에 기초한 문자인 가나는 좌뇌에서 처리
된다는 것이 좌뇌 또는 우뇌의 반구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반구 손상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도 간
지는 우뇌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가나는 좌뇌에서 더 신속하
게 처리된다는 것이다(Sasanuma 외 1977, Hatta 1977, 1978, Sasanuma
1980, Feldman 외 1980, Besner 외 1982, Bussing 외 1987 등 다수의
연구). 이것은 좌뇌가 언어 모듈이 있는 곳이며 우뇌가 그림 모듈

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나는 글씨로, 간지는 그림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자(간지)와 가나가 섞여
있는 일본어의 문자체계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뇌신경언어학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아직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글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 많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할 수
는 없으나, 한글과 한자로 쓰인 글에도 표어문자와 표음문자가 혼
합된 글이라는 점에서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21)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한자는 기억에 큰 부담을 주는 문자
체계라는 점이 많이 연구되어 있다. 중국어 사전은 통상 40,000~
60,000개의 글자를 등재하고 있는데, 인간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표어문자를 기억할 수 있는 한계 숫자가 6,000~7,000개라는 점
을 고려하면(Zhou 1991：7, Hannas 1997에서 재인용), 한자와 같은
표어문자는 인지적으로 크게 부담을 주는 체계이다. 따라서 해너
21) 한글과 한자가 혼합된 경우를 연구한 것은 아니나, 한국, 일본, 중국의
원어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한자, 간지 단어의 명명 과제를 분석한
박권생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한글을 명명하는 속도가 한자나 간지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빨랐음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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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Hannas 1997：131~132)는 중국어에서 문해력이 있다고 보려
면 4,500개의 한자를 아는 정도라고 추산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
서도 책 한 면을 읽을 때마다 4~5회 정도 사전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자는 중국 원어민에게도 어려운 문자
체계인 것이다.22)
이처럼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한자를 공공의 읽기와 쓰기, 특
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입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합
한 일이 될 것이다. 한자의 사용을 거의 피할 수 없는 일본에서조
차 아동용 도서에는 간지를 사용하지 않는 교육적 배려를 하는 상
황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주
장은 큰 대조를 이룬다.

4.4.2. 사회문화적 측면
한자 병기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정체성과 관
련된 것이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이들과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 모두 한글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
다. 앞선 논의(3.4)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자의 소멸은 정체성의 소
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Baines 2008). ‘제대로 된 언어는 자기
문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도인들이 데바나가리문자를 사
용하는 힌디어와 페르시아계 아랍문자를 사용하는 우르두어로 나
뉘게 된 것과,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하던 다양한 문자들이 로마자
를 사용하는 로마가 흥왕하게 되자 그 사용자들이 자신의 문자에

22) 홍콩교육과정개발과(2006)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어휘 및 문자
에는 3,163개의 한자가 들어 있으며(Cheung 2008), 2007년의 개정
에는 2,357자가 들어 있다(Cheung 2011). 해너스가 추산하는 일반
력 수준이 4,500자인 것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도
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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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체성을 버리고 더 ‘힘 있는’ 나라가 사용하던 문자에 동화되
는 정체성 변화를 겪은 것은 앞(2.2)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의 발전과 보존은 한국어 사용자들
이 한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지, 또한 한자를 얼마나 자
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2013년 11월 문화체
육관광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2%가 한글과 한국어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하였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5：198) 이것은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한글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삼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한자를 한국인의 문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한국인에 대한 통계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한자도 국자
라고 주장하는 데에서만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확대하면, 한자 병기에 따른 한자교육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의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볼 만한데, 이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는 권재
일(2016)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같은 한자어라 해도 발음이 현저하게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
기도 하며, 단어가 다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글자 자체가 다
른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한자의 옛 글자체인 번체자를,
중국에서는 획수를 크게 줄인 간체자를, 일본에서도 획수를 줄인,
그러나 간체자와는 다른, 약체자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7)의 예시에서 잘 드러난다.23)
(7) 한국 번체(발음)
發 (발)
賣 (매)

중국 간체(발음)
发 (fā)
卖 (mài)

일본 약체(발음)
発 (hatsu)
売 (bai)

23) 도움을 주신 한국외대 김동규 교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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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
齒
傳
讀
關
歸

(귀)
(치)
(전)
(독)
(관)
(귀)

龟
齿
传
读
关
归

(guī)
(chī)
(chuán)
(dú)
(guān)
(guī)

亀
歯
伝
読
関
帰

(ki)
(shi)
(den)
(doku)
(kan)
(ki)

문자 보존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식인의 역할이 특별히 중
요하다. 이미 앞선 논의(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자의 소멸은
학문 체계의 변화와 대중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달된 학문의 성과들이 설형문자로 기록되
었다가 알파벳문자로 대량 번역됨으로써 대중이 어려운 설형문자
를 멀리하게 되어 소실된 역사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집트의 복
잡한 신성문자가 편리한 민중문자로 간소화되었으나 지식인 계급
인 사제들이 상형문자와 민중문자를 복잡한 방법으로 섞어서 대
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체계를 만들어 내어 결국 대중들이 등을
돌림으로써 문자가 소실된 예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자의 존폐에 대한 지식인의 책임을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들이다. 특별히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
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고 지식의 과시는 지식이 독점될 때 더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
성을 높이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 피쉬먼(Fishman
1988：280)은 문자체계를 쉽게 하여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개

혁은 기존 식자층을 따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쿨머스
(Coulmas 2003[1999])도 문자체계의 개혁에 대해 그 방향이 항상

단순성, 우아함, 언어적 적합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글이 정착되는 데에 500년 이상 걸린 예를 들고 있다. 즉, 단순
성, 우아함 언어적 적합성만이 개혁의 기준이 된다면 한글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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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제 이후에 즉시 정착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 개혁
의 지체에 지식인들이 관여하고 있었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다
시금 지식인의 책무를 일깨워주는 일이다. 바로 이 지식인의 현학
적 태도 때문에, 비록 몇 개의 한자로 제한된 병기를 시작한다 하
더라도 일단 한자가 상용화되는 상황에 이르면 지식인층에서 어
려운 한자들을 지속적으로 글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의 접근성을
낮추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4.4.3. 과학기술적 측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겔브(Gelb 1963[1952])는 문자가 표어
문자에서 음절문자로, 다시 알파벳문자로 발달한다는 단일방향성
가설을 주장한 바가 있다. 이러한 가설이 서구의 알파벳 중심주의
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문자가 언어표상의 효율성
을 높이는 체계로 발달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나름 타당성이 있는 가설이다. 특히 자질문자 체계는 알파벳문자
체계에서 더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글의 체계
효율성은 단연 독보적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 효율성은 과학기술의 면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전
산화의 측면에서 한자가 속도와 용이성에 있어서 로마자와 같은
알파벳문자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필요한 글자 수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Hannas 1997：279~281, Unger 1987).
현대에는 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전산 입력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도 한자를 입력하는 일은 알파벳문자나 특히 한글을 입력하는 일
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느리며 비언어적 중간 과정
을 필요로 한다. 즉 최종적인 글자가 선택되어 입력되기까지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문서에 한자를 병기
하게 되면 발음에 기초한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 사항을 불러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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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복잡한 과정을 반복해
서 거쳐야 하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자 병기 자체가 도움
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더욱 효율성에 크게 역행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5. 끝맺는 말
문자는 언어와 더불어 그 사용자와 사용자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
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
한 문화적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문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많
은 문자들이 소멸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효율성, 편의성과 같은 내
재적인 원인들뿐만 아니라, 정체성, 정치와 무역, 종교, 학문 체계
등 외재적인 원인들도 있다. 한글은 알파벳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
으면서도 외형상 음절문자 체계로 쓰여 음절 구분이 잘 드러나고,
음성 · 음운적 자질이 표시되는,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는 문자체계
로는 세계 유일의 탁월한 자질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인 이유로 인해 아직도 국한문 혼용이나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
들이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의
문자체계를 살펴보고, 인지 · 심리적 정보처리의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왜 한자어 사용, 한자 병기가 불필요하
거나 해로운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을 끝맺으며 히브리어가 겪은 역사적 사건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히브리어는 기원전 10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헌 정
보를 갖고 있는 오래된 언어 중 하나로서 서기 132~136년 유대의
반란이 로마에 의해 진압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유대인
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 3~4세기경부터 구어로서는 사언어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기까지 거의 1800여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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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어는 구약성서와 같은 문자언어로만 명맥을 이어온 언어였
으나 이스라엘 건국 후 시오니즘과 더불어 다시 구어로 살아나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인 구약성서의 언어였던 히브
리어 문자를 아끼고 보존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세계 역사에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사언어 복원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가 정체성을 이어주는 끈이라면 문자는 가히 쇠밧줄이
라 할 것이다. 공기 중에 파동 에너지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구
어에 비해 문자는 무한한 보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존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문자를 아끼지 않으면 다른 문자에
의해 대체되고 만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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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osslinguistic Survey of Changes in
Writing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for
Hangeul-Only Writing
Rhee Seongha
This paper surveys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in order
to evaluate some pro-Chinese claims that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used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for Sino-Korean
words. As preliminaries, this paper looks into the linguistic,
personal, and social functions of writing systems, and shows
the development, shift, and disuse of writing systems as attested
in history. Based on the exploration of these historical incidents,
it refutes the pro-Chinese claims on the ground of linguistic,
social, and national aspects of language use.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would not provide benefits
to Korean hangeul, that it would adversely influence the Korean
society in terms of identity formation and solidarity among its
members, and that it would not contribute to a better communi
cation among the East Asian nations. The argument draws upon
historical events and linguistic principles with respect to the
cognitive and psychological data processing.
* Key words: Writing Systems, Hangeul, Chinese Annotation,
Hangeul-Only Writing, Hangeul-Hanja(Korean-Chinese)
Mixed Writing, Crosslinguistic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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