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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본고는 훈민정음에 대한 그동안의 문자론적 차원의 연구 내용들
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남은 연
구 과제 및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문자의 역사에서 훈민
정음이 지닌 위상에 대해 정리해 본다. 2장에서는 훈민정음 이전의 고유
문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어디에 그 기원을 두
고 있는지를 논의했던 다양한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훈
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되 특히 상형, 가획, 이체와
관련해 그동안 어떠한 해석들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4장에서는 문자의
유형적 관점에서 훈민정음을 이른바 자질 문자로 간주하고자 했던 논의
와 관련해 찬반양론의 입장에 선 연구들을 비교･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연구사 검토를 통해 알게 된
훈민정음에 대한 문자론적 연구의 남은 과제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한다.
*

이 논문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한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2015년)의 연구
결과물로서, 2017년 7월 28일(금)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우리말학회 여름 전국학
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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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지 570년이 넘었다.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해 온 이 문자는 세계로부터 이제까지 인간이 발명한
문자 중 최고의 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하거나 그 가치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더불어 이 문자가 받은 최고의 찬사에 우쭐하기만 했지 이
문자가 왜 최고의 문자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훈민정음 이전에 일찍부터 우리의 고유 문자가 존재했었다는 주장도 있었
다.1) 이러한 주장은 훈민정음의 연원과 관련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
나 고대에 존재했던 우리의 고유 문자라고 언급되었던 것들은 외국의 문자이
거나 문자 이전의 암각화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상들이었다.2) 그
리고 언급되었던 것 중 실제로 그 문자가 전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러므로 훈
민정음 이전에 우리의 고유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
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중세국어에 대
한 연구가 훈민정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은 이 문자가 국어의 역사에서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서야 비로소 국어의 모습을 온전히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민
정음의 연구는 중세국어의 연구와 운명을 같이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
황은 문자와 언어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하지 못하는 오래된 폐단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1)
2)

대표적으로 권덕규(1923), 김윤경(1938), 권상로(194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수(1980:36-41)의 논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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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자의 운용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새롭고도 차원 높은 이해에 결정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공했다. 그래서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훈민
정음 해례본의 발견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구분해 이야기할 만큼 완전히 다
른 세계로 나뉜다.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순수 문자학적인 차원에서 훈민정음이 어떠한 문자인지를 정확하게 이
해하고 그 실체를 정밀하게 파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이루어진 훈민정음에 대한 문자학적 차원의 연구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
는 훈민정음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자형 기원과 제자 원리, 그리고 자질
문자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 이로부터 남은 과제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찾
아보고자 한다.

2.

자형 기원에 관한 연구
훈민정음은 어디에 기원을 둔 문자일까? 자신들의 문자가 신이 내려준 선

물이라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훈민정음이 인간의 예지
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자라고 믿고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훈민정음 역시 인류의 경험이 가꾸어 놓은 지혜의
숲에서 탄생했으므로 그 기원을 밝혀 보고자 하는 노력 또한 다양했었음을
볼 수 있다.
훈민정음의 기원, 즉 자형의 기원과 관련해 실학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견해를 피력해 왔으나 해례본 훈민정음의 출현 후 제자
원리가 분명하게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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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훈민정음의 자형 기원과 관련된 ‘象形而字倣古篆’이란 구절은 이에 대
한 분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 장에서는 훈민정음의 자형 기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들 중 상대적으
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들을 몇 가지 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각 설들이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이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되
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1]

고전(古篆) 기원설

먼저 고전 기원설의 문헌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가.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28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
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
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
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
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
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권102 계
해(1443년)

월

12

일 조]

30

나.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
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
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
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
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세종실록 권
103

갑자(1444) 2월

일 조]

20

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자(字)를 처음으

28

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
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

(

篆)을 모방하고(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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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세종실록 권113 병인(1446년)
월

9

일 조]/[해례본 훈민정음 중 정인지의 서문]

29

기록에 나온 대로 문자 훈민정음이 ‘古篆’이나 ‘篆文’으로 표현된 어떤 문
자를 모방했다고 하는 이 설명은 훈민정음의 자형 기원과 관련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덕무(李德懋)는3) 물론 영국의 게일(Gale)도
훈민정음의 고전 기원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古篆’ 또는 ‘篆文’에 대한 이해
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이것이 실제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홍윤표(2005:54)에서는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제시한 바 있다.

(2)

가. ‘古篆’의 특징을 方形으로 보아 훈민정음의 字形이 方形으로 된
것과 연관시킨 것(유창균

1966).

나. ‘字倣古篆’의 ‘古篆’을 ‘蒙古篆’으로 해석하고 파사파 문자와 관련
시킨 것(유창균

1974).

다. 한자의 구성 양식으로 인식하여 ‘起一成文’에 근거를 두었다고 주
장하는 것(공재석

1968).

라. 한자의 구성 양식으로 해석하되 이것을 六書에 바탕을 두고 해석
한 것(김완진

1983).

(2)에서 볼 수 있듯이 ‘古篆’에 대해서는 한자의 구성 양식과 관련한 여러
해석으로부터 파스파 문자에 이르기까지 그 이해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최
근에는 ‘古篆’을 한자의 전서(篆書)나4) 한자의 서체 중 소전체(小篆體)로5)

3)

訓民正音 初終聲通用八字 皆古篆之形也 ㄱ 古文及字 象物相及也 ㄴ 匿也 讀若隱 ㄷ 受
物器 讀若方 ㄹ 篆己字 ㅁ 古圍字 ㅂ 篆口字 ㅅ 篆人字 ㅇ 古圜字 又ㅣ 上下通也 古本切
翻切 俗以爲諺文反切 讀反爲背反之反 不知反切之反 音翻也 一行各十一字 凡十四行 逐
字橫讀之 則若可拿多羅之類 自然如梵呪 葢字畫莫善於篆籀 匪聖人 烏能與於此乎 世傳莊
憲大王 嘗御圊 以廁籌排列 忽悟解 命成三問等 創製云 (靑莊館全書 卷54 盎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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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전서(篆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전 기원설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 문자에 대
해 ‘象形而字倣古篆’이라는 설명을 붙인 사실을 다시금 음미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문자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야 했던 당시의 상
황이 ‘古篆’을 언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古

篆’을 모방해 만들어진 새로운 문자는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병
폐’에서6) 비롯된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새로운 문자는 스스로 대변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훈민정음에 대한 고전 기원설은 새로운 문자가 ‘古篆’의 어떠한 측
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제시된 내용들은
나름대로 흥미로운 사실들을 새롭게 알도록 해 주었지만, 그러한 내용이 정
말 훈민정음 자형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못했다. 어쩌면 자형에 대한 기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서
언급해 놓은 설명 내용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古篆’은 새로
운 문자 훈민정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字倣古篆’의 ‘古篆’은 전서를 말하며 전서를 만드는 구성법에서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
및 제자 원리를 취해온 것을 ‘字倣古篆’이라고 한 것이다. 전서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서
‘加’와 ‘微加減’의 방식이 주로 자음 글자를 만드는 원칙에 도입되었고 ‘到’와 ‘反’의
방법이 주로 모음 글자를 만드는 원칙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象形’은 기본 글
자를 만드는 원리로 이용되었다면 ‘字倣古篆’은 기본 글자 이외의 글자를 만드는 원칙
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홍윤표 2005).
‘字倣古篆’에서 ‘古篆’은 중국의 書體 중 小篆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특성은 획의
굵기가 일정하다는 점이다. 결국 ‘字倣古篆’은 訓民正音 制字와 관련하여 書體의 관련
성을 언급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다(박형우 2008).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
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厭舊喜
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세종실
록 권103 갑자(1444) 2월 20일 조]

4) ‘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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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자(梵字) 기원설

훈민정음의 자형이 범자(梵字), 즉 불경을 기록한 인도의 문자를 기원으로
했다는 학설의 모습들은 다음과 같다.7)

(3)

가. 世宗設諺文廳 命申高靈成三問等製諺文 初終聲八字 初聲八字
̇ ̇ 爲之 本國及諸國語音文字 所不能記
中聲十二字 其字軆依梵字
者 悉通無礙(成俔, 慵齋叢話 권7)
̇ ̇ 始於世宗朝 設局撰出 而制字之巧 實自
나. 我國諺書字樣 全倣梵字
睿算云 夫諺書出而萬方語音 無不可通者 所謂非聖人不能也(李
睟光, 芝峯類說 권18)
̇ ̇ 或云如來所製 此未可知 然我訓民正音淵源 大抵本此
다. 至於梵字
而終不出於梵字範圍矣(黃胤錫, 韻學本源)

세종 당대에 범자가 세종의 가까이에 존재했었던 문자라는 사실을 감안하
면8) 범자를 훈민정음 자형의 모태로 보려는 이와 같은 견해는 충분히 흥미로
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견해는 어
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체
나 자형이 범자를 모방했다고 하는 진술만으로 의미 있는 학설로 받아들이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金澤庄三郞 교수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비
교표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8)

실제로 ‘범자’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문자에는 굽타 문자, 실담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카로슈티 문자, 브라흐미 문자 등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
시아 지역에서는 불교 경전을 통해 범자가 수용된 까닭에 ‘범자’는 불경의 기술 문자로
서의 실담 문자, 나아가 그 연원이 되는 굽타 문자와 브라흐미 문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덕(2015) 참조.
호조 판서(戶曹判書) 안순(安純)이 계하기를, “근정전(勤政殿) 어좌(御座)에 일찍이 진언
(眞言)을 써 놓아서 불좌(佛座)와 같다 해서 이미 명하여 고쳤거니와, 어좌(御座)의 상옥
(上屋) 중에도 또한 진언(眞言) 여덟 글자가 있사오니, 청컨대, 모두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0월 13일(계유)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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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는 훈민정음의 기본자(ㄱ, ㄴ, ㅁ, ㅅ, ㅇ)와 범자의 자형(모음 a를 표
기한 T 모양 부분 제외)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 훈민정음 각 글자의 자형이
개별 범자의 부분을 닮았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직선과 곡선
으로 구성된 두 문자 사이의 유사성이란 어느 경우에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위 표의 비교 내용은 두 문자 사이의 태생적 또는 직접적 영향에 의
한 유사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훈민정음 자형의 범자 기원설은 조선 시대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던 것이지만, 문자의 유사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만이 제시되었다
는 점에서 설명력 있는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자가 훈민정음 자형 형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범자의 이해나 연구와 관련된 역
사적 기록들이 그것을 보좌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

파스파 문자 기원설

몽고의 파스파 문자가 훈민정음의 자형 형성에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학설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5)

가. 우리나라의 언문 글자는 세종 28년인 즉 병인년에 처음 지었는데,
온갖 소리를 글자로 형용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를, “창
힐(倉頡)과 태사(太史) 주(籒)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 하였다.
원 세조(元世祖) 때에 파스파(巴思八)가 불씨(佛氏)의 유교(遺敎)
를 얻어 몽고(蒙古)의 글자를 지었는데, 평ㆍ상ㆍ거ㆍ입(平上去
入)의 네 가지 음운(音韻)으로써 순(唇)ㆍ설(舌)ㆍ후(喉)ㆍ치(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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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牙)ㆍ반순(半唇)ㆍ반치(半齒) 등 칠음(七音)의 모자(母字)로
나누어 무릇 소리가 있는 것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다.
무릇 중국의 글자는 형상을 주장하므로 사람들이 손으로 전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몽고의 글자는 소리를 주장하므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형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유전하여 민멸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얻어
볼 길이 없는 것이다.
만약 규례를 미루어 문자를 만들었더라면 천하 후세에까지 통용되
어 우리나라의 언문과 같은 공효가 있었을 것이니, 생각건대 명
나라 초엽에는 반드시 그 법규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언문을 처음 지을 때에는 궁중에 관서를 차리고 정
인지ㆍ성삼문ㆍ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찬정(撰定)하게 하였다.
이때에 명 나라의 학사(學士) 황찬(黃鑽)이 죄를 짓고 요동으로 귀
양왔었는데, 성삼문 등을 시켜 찾아가 질문하게 했으니 왕복이 무
릇 13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측해 본다면 지금 언문이
중국의 문자와 판이하게 다른데 황찬과 무슨 관련이 있었겠는가?
이때에 원 나라가 멸망한 지 겨우 79년이었으니 몽고의 문자가 반
드시 남아 있었을 것이며, 황찬이 우리에게 전한 바는 아마도 이
밖에 다른 것은 없었을 것이다.
〈고려사〉를 상고하건대, “충렬왕 때에 공주(公主 원 세조의 딸)
가 총애를 투기하여 외오아(畏吾兒)의 문자로 편지를 써서 원 나라
에 보냈으니, 이는 남들이 알까 두려워한 것이다.” 하였고, 〈사
기〉에는, “외오아의 문자는 곧 위구르(回鶻)의 글이라.” 하였다.
우신행(于愼行)은, “송 나라 가정(嘉定 영종(寧宗)의 연호) 3년에
외오아국(畏吾兒國)이 몽고에 항복했으니, 곧 당(唐) 나라 때의 고
창(高昌) 땅이라.” 하였다.
거감주(居甘州)는 곧 서역(西域)에 있는 나라로서 불교를 신앙하
는데, 파스파(巴思八)의 전한 바에 이미, “불교에 의거하여 몽고의
글자를 지어 원 나라 시대에 통용했다.” 했으니, 공주가 사용한 문
자는 이 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언문과 모습
은 다르지만 뜻은 같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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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중국의 문자는 소리는 있으나 문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반이 넘는다. 입술과 혀와 목과 이를 여닫아 맑고 흐린 음성이 입에
따라 다른데, 무슨 까닭으로 이를 형용하는 문자가 혹은 있고 혹은
없는가?
이제 언문은 반ㆍ절(反切)이 무릇 열 네 모음이며, 모음만 있고 절
切)은 없는 것이 또한 네 가지이니, 세속에서 이른바 입성(入聲)이

(

이것이다. 그 혀를 윗잇몸에 붙이는 한 가지 소리는 우리나라에도
또한 문자가 없으며, 침(侵)ㆍ담(覃)ㆍ염(鹽)ㆍ함(咸) 4운은 진(眞)
ㆍ문(文) 등과 절(切)이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입성이 중국에는 없는데 다만 아(兒)ㆍ가(二)
두 자가 있으며, 소(蕭)ㆍ효(肴)ㆍ우(尤) 세 운은 모두 한 자에 두
음이 되니, 이는 이해할 도리가 없다.
생각건대, 오호(五胡)의 난리 후에 원위(元魏)를 거쳐 중국의 음이
북방의 음으로 모두 변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습
속이 서도(西道)에 흐린 음성이 많고 도성 가운데 반촌(泮村)이 또
한 그러하며, 북도의 백성이 제주로 옮겼으므로, 그 음성이 북도와
비슷하니, 이로써 증험할 수 있다.
서역(西域)의 문자는 음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옥(屋)ㆍ
옥(沃) 이하 입성(入聲)

운 밖에는 아마 별다른 음성이 없을 것

17

이니, 황찬에게서 얻은 것이 이와 같은 유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파스파(巴思八)의 끼친 뜻임을 또 알 수 있는데, 후일에 나온 것이
더욱 공교하다고 할 만하다.
다만 그 문자의 모습이 전혀 의의가 없고 오직 1점 2점으로써 분별
하는데, 1점은 모두 혀끝에서 나와 정음(正音)이 되고, 2점은 모두
혀의 우편에서 나와 편음(偏音)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처음의
범례는 이제 상고할 길이 없다.
我東諺字剏扵世宗朝丙寅凡有音者莫不有字人稱倉籕以来未始有
也元世祖時巴思八者得佛氏遺敎制蒙古字平上去入四聲之韻分唇
舌喉齒牙半唇半齒七音之母字苟有其音者一無所遺凡中國之字以
形為主故人以手傳而目視也蒙字以聲為主故人以口傳而耳聼也然
全無其形又何能傳而不泯今無以得見其詳若推例為文字可以通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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扵天下後世與我之諺文同科意者明初必有其法也我國之始制也設
局禁中命鄭麟趾成三問申叔舟䓁撰㝎時皇朝學士黃鑚罪謫遼東使
三問䓁徃質凡徃返十三度云以意臆之今諺文與中國字絶異鑚何與
焉是時元亾七十九年其事必有未泯者鑚之所傳扵我者抑恐外此更
無其物也按髙麗忠烈王時公主妬寵作畏吾兒字達于元欲人之不暁
也史云回鶻書于慎行云宋嘉㝎三年畏吾兒國降扵蒙古唐之髙昌也
居甘州即西域國名而奉佛敎者也巴思八所傳既云佛敎而元世之通
行則公主之所作字非此而何然則與今諺字不過形別而意同者歟凡
中國書有音而無字者過半凡唇舌喉齒開合淸濁随口異聲何故或有
或無今諺反㘦凡十四母有其母而無其㘦亦四條俗所謂入聲也其舌
帖上齶一條我國亦無字侵覃塩咸四韻與真文䓁同㘦我所謂入聲中
國無有只有兒二兩字其蕭爻尤三韻皆一字二音此不可暁也意者五
胡以後歴元魏華音變盡北方之音有然者耶我俗西邉多濁聲都中泮
村亦然北民移濟州故其音與北相類可以為驗西域之字無音不備則
屋沃以下入聲十七韻外恐更別無其音而其得扵鑚者如此然則此為
巴思八之餘意又可想可謂後出益工但其字形專沒意義惟以一㸃二
㸃為別一㸃者皆出扵舌端為正音二㸃者皆出扵舌右旁偏音也其初
凡例今無所考(李瀷, 星湖僿說 권16 人事門 諺文)

9)

나. 우리나라 세종조에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몽고문자에 의거해 …
중략)… 언문이 비록 몽고에서 비롯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루

(

어졌으며, 진실로 세간에서 지극히 현묘한 것으로 한자와 비교해
볼 때 그 뛰어난 바가 두 가지니 …
我世宗朝命諸臣 依蒙古字樣 …(중략)… 諺文雖刱於蒙古 成於我
東 實世間至妙之物 比之文字 其精有二 … (柳僖, 諺文志)

(5)에 대해 일찍이 홍기문(1947)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한 바 있다.
9)

이익의 星湖僿說에 실린 이 기록은 여러 연구들에서 인용되었지만, 대개 특정 부분만
이 서로 다르게 옮겨져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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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李瀷의 말은 첫째 몽고자에 偉兀眞, 帖月眞의 양종이 있는 것을 몰라
서 그것을 혼동하고, 둘째 황찬과 《훈민정음》의 관계를 잘못 알아서
그것을 몽고자에 부회한 것이어늘 유희는 드디어 그것을 맹종하는 동
시에 그의 착오된 결론만을 무조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정음발달
사 중 ‘製作의 緣起’)

(6)은 세종 당대의 상황 및 몽고 문자에 대해 이익(李瀷)이 지녔던 부정확
한 이해를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특정한 근거 없이 언문이 몽고자에서 비롯
되었다고 이야기한 유희(柳僖)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조선
시대 학자들이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훈민정음 자형 형성의 기원이라고 보고
자 했던 견해는 그 근거나 논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대에 와서도 훈민정음의 자형이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그 기원으로 했다
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근수(1979)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문자의 비교를 통
해 몽고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이야기했다.

(7)

더불어 이근수(1979)에서는 문자 창제의 배경 및 그 동기, 목적이 몽고의
그것과 아주 비슷하고 특히 기본자의 제정과 청탁의 대립형을 제작하는 과정
에서도 유사점이 많음은 결코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세종대에
신숙주가 四聲通攷에서 파스파 문자를 사용해 한자음을 표기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파스파 문자가 훈민정음 관련 인물들에게 낯선 문자가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파스파 문자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10)
10)

무엇보다도 음소 문자를 블록 형태의 음절 단위로 모아 운용하는 방식은 파스파 문자와

훈민정음의 문자론적 연구 성과에 대한 고찰 141

파스파 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일련의 주
장들이 국외에서 펼쳐지기도 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레드야드(Gari

Ledyard) 교수와 중국 북경사회과학원의 주나스트(照那斯图) 연구원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훈민정음의 자형까지도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
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레드야드 교수는 ‘字倣古篆’의 ‘古篆’을 ‘蒙古篆字’의

‘古篆’으로 파악해 훈민정음에 대한 파스파 문자의 강한 영향을 사실로 인정
했다. 정광(2015:467)에서는 이들이 중심이 된 외국 학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8)

세계 문자학계에서는 한글이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문자
는 멀리 인도 브라아미 문자 계통의 가로스티 문자로 소급하며 이 문
자가 이란의 소그드 문자와 결합하여 티베트 문자를 제정하게 되었고
여기서 파스파 문자가 파생된 것으로 본다. 즉 북셈 문자의 계통이라
는 것이다.

(7)을 살펴보면 훈민정음의 자형과 파스파 문자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음
을 볼 수 있다. 특히 ‘ㄱ, ㄷ, ㄹ’의 경우에는 파스파 문자들과의 형태적 유사
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체 문자의 체계적인 유사성이 아닌 일
부 문자들 간의 부분적인 ‘디자인적’ 유사성만을 가지고 문자들 사이의 기원
관계를 논하는 것은 적절한 논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8)과 같
은 주장은 훈민정음이 세계 문자사에서 다른 문자들과 나름의 계통적 연관성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을 한자 또는 여진 소자에서 찾는 견해
도 있지만, 세종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직접적인 영향은 몽고의 파스파 문자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파스파 문자가 음절 단위로 사용된 모습
을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m),

(o),

ɤ),

(o),

(

ŋ) ⇨

(

(l)

⇨

蒙 [moŋ]
古 [ɤ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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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문자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자들과 구별되는 훈민정음만이 지닌 특징, 그리고 그에 대한 훈민정
음 해례본의 특별한 설명은 우리가 (8)의 주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파스파 문자가 훈민정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파스파
문자의 존재가 어떠한 영감을 주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 스스
로 제대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훈민정음 자체에 대한 연구에만 함몰되어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
지고 훈민정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와 더불어 실패의 길을 걸어 간 파스파 문자와는 달리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면면히 이어져 와 세계 문자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 훈민정음의 힘과
그 속에 내재된 특별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각시키는 일 또한 중요
하다. 파스파 문자와는 달랐던 훈민정음만의 성공 비결을 아는 것 또한 중요
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서장(西藏) 문자 기원설, 팔리(Pali) 문자 기원설, 창호 문자 기
원설, 태극사상 기원설 및 악보 기원설이나 부호구결 기원설 등 많은 주장들
이 있었다. 이러한 기원설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는다는 공통점
이 있지만 훈민정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훈민정음 자형의 기원과 관련해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발
음기관 상형 기원설의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집중해 깊이 있게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자 원리에 관한 연구들을 살피는 3장에
서 그동안의 논의들과 더불어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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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자 원리에 관한 연구
훈민정음은 이 문자의 제자 원리가 문자 제작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설명되

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는 새로운 문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용되
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설명해 놓았다.

(9)

가. 전반적인 제자 원리[各象其形而制之]에 대한 설명
나. 초성 글자의 제자 원리와 초성 체계에 대한 설명
다. 중성 글자의 제자 원리와 중성 체계에 대한 설명
라. 초성, 중성 종성의 음절 구성에 대한 설명

(9)의 내용은 당대의 철학적 그리고 언어학적 배경 위에서 펼쳐진 것이라
는 점에서 단순히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소리에 투영되어 있
는지를 설파한 철학적 사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중국 성운학(聲韻

學)의 배경이 말소리를 특징짓고 분류하는 언어학적 이론의 틀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당시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자국의 문자 제작에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서 언급하고 있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가. 초성의 제자 원리
① 발음기관 상형의 원리: 가장 세지 않은 특성[最不厲]을 지닌
소리를 대상으로 각각의 발음기관을 상형해 기본자를 만듦
ㄱ, ㄴ, ㅁ, ㅅ, ㅇ)

(

② 가획의 원리: 조금씩 세어지는 소리들을 대상으로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듦(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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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리가 세어지는 특성이 없어 가획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체(體)를 달리해 만듦(ㆁ, ㄹ, ㅿ)
나. 중성자의 제자 원리
① 천지인(天地人)을 상형해 기본자를 만듦(ㆍ, ㅡ, ㅣ)
② 초출(初出)의 방법으로 단모음자를 만듦(ㅏ, ㅗ, ㅓ, ㅜ)
③ 재출(再出)의 방법으로 중모음자를 만듦(ㅑ, ㅛ, ㅕ, ㅠ)

이처럼 명확해 보이는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서 사용된 특별한 용어 및 논리에 대한 현대적 이해가 완전
하지 못하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자해’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縮(축)’, ‘深(심)’, ‘淺(천)’, ‘闔(합)’, ‘闢
(벽)’, ‘口蹙(구축)’, ‘口張(구장)’ 등과 같은 용어는 현대의 언어학적 개념으
로 바로 치환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녔다. 또한 글자의 형태상 가획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을 법한 ‘ㆁ, ㄹ, ㅿ’에 대해 ‘異其體’라고 설명함으로써 자형의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음의 글자 ‘ㆁ’이 기본자 ‘ㄱ’보다는
후음의 글자들(ㅇ, ㆆ, ㅎ)과 닮아 있는 이유 또한 명쾌하게 이해하기 힘들
다.
이처럼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전모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제자해’의
설명을 문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
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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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은 안병희(1990)에서 언급된 것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이른바
‘육서(六書)’라고 불리는 한자의 제자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
는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문자가 한자라는 사실에 착
안한 것으로 漢書의 藝文志 나 通志二十略의 六書略 에 실린 한자의
제자 원리에 대한 내용이 당시 지식인들의 교양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자의 제자 원리인 상형, 지사, 형성, 회의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잘 대응시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의 설명에서 ‘육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최만리 등이 세종과의 대화에서 이두는 한자와 근본적으로 떨어
지지 않은 것임에 비해 언문은 다르다고 했던 점을 참조할 때,11) 오히려 ‘제
자해’의 설명에서 ‘육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에 정
통성과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획자…형성’, ‘합성자…회의’와 같은 대응에 대한 언급도 합당한 것
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가획자에 들어 있는 기본자는 형성자의 聲符(성부)에
해당되고, 획은 형성(形聲)인 한자의 부수와 같이 義符(의부)에 해당된다는
설명에 따라 ‘ㅋ’에 대해 ‘ㄱ’을 성부로, 가로획(ㅡ)을 의부로 이해하는 것이
적확한 설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ㅋ’이 형성인 한자와 같다면 성
부의 역할에 따라 ‘ㅋ’의 음가는 기본적으로 ‘ㄱ’과 같아야 하며 여기에 유기
성이라는 특징은 소리가 아닌 뜻으로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ㅗ,

ㅏ, ㅜ, ㅓ’나 ‘ㅛ, ㅑ, ㅠ, ㅕ’의 경우 기본자 ‘ㆍ, ㅡ, ㅣ’가 합쳐져서 회의(會
意)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자들과 제자 원리가 같다고 했으나, 이 역시 뜻과
뜻을 모아 만든 새로운 뜻을 갖도록 만든 한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인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히 기본자들이 결합해 만들어진 글자들은 어떤
11)

만리 등이 대답하여 말씀 여쭙기를, “설총의 이두가 비록 한자와 다른 음이라고 하더라
도, 한자의 음과 새김을 써서 어조사로 쓰이는 이두와 한자가 근본적으로 떨어지지 않사
온데, 지금의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고, 또 나란히 쓰나, 그 음과 새김을 변하게 하고
글자 모양도 아닙니다. ……”(萬理等對曰 薜聰吏讀 雖曰異音 然依音依釋 語助文字 元不
相離 今此諺文 合諸字而竝書 變其音釋而非字形也)(세종실록 103권 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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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뜻을 지니게 되었는지, 또 같은 기본자들이 위치만 달리 결합된 경우
어떤 뜻의 차이를 보이는지 등이 한자의 제자 원리와 동등한 관점으로 이해
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발음기관 상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된 내용에 대해 그 이면적 배경을 천착한 연구들은 주
로 한자학, 역학(易學), 성리학 등의 내용과 제자 원리를 연관 지으려고 한
특성을 지닌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2)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설문해자(說文解字)》류의 문자형체
학적(文字形體學的)인 이론방법과 연계성을 가지며, 그 제자의 원리
에는 역(易)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성론(生成論)과 《노자(老
子)》의 유출사상(流出思想)에 기반을 둔 송학적(宋學的)인 이일분
수(理一分殊)의 이론이 전개되어 있다.(문효근

1993)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과 더불어
당시 훈민정음 창제에 배경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많은 문자학적, 철학
적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앞으로도 훈
민정음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
다.

자질 문자에 관한 연구

4.

훈민정음이 문자의 다양한 유형 중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문자의 사용자인 우리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
다.12)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한글에 대한 ‘자질 문자’(Featural Writing) 논
12)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주로 ‘한글’이라는 용어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고
에서도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훈민정음’ 대신 ‘한글’을 우리 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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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글이 지닌 자질 문자적 특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Chao(1968)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문자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은 단위 기호의 부분들이 음성의
분석적 자질을 대표하는 문자 체계이다. 예컨대, 영어의 자음 b는 기
둥이 위로 되어 있어서 유성음이고 p는 기둥이 아래로 되어 있어서
무성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성 치경음 d는 기둥을 아래
로 하면 q가 되는데, 만약 이와 같은 분석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무성
치경음 [t]를 나타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글의 경우에
는 자모의 일부분이 때로는 음성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예컨대, 경
음의 글자는 평음의 글자가 겹쳐 만들어지는데, ㅅ은 평음

s,

ㅆ은

경음 s를 나타내며 ㄱ은 평음 k, ㄲ은 경음 k를 나타낸다. 또한 모음자
의 어떤 변형은 선행하는 반모음을 의미하는데, ㅏ는
나타내며 ㅗ는

o,

ㅛ는

a,

ㅑ는

를

ya

를 나타낸다.

yo

일반적으로 문자의 유형을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로 나누고 표음문자를 다
시 음절문자와 음소문자로 나눌 때, (13)은 한글이 기존의 문자 유형으로는
이야기될 수 없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문자
의 모양이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획이 더해지거
나 동일한 문자가 한 번 더 겹쳐져 나타나는 모습이 이러한 양상을 보여 준
다는 것이다.
이후 French(1976)에서도 한글의 자질 문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김진우(1980/1988)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펼쳤다. 특히 자
음자의 경우 기본자는 [비음성](또는 [지속성]) 자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여
기에 1차 가획자는 [폐쇄성] 자질을, 2차 가획자는 [유기성] 자질을 갖는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음자에 비해 모음자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을 보여 주
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3)
13)

자질 문자로서의 한글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는 김정대(200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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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자의 체계를 논하며 한글을 ‘자질 문자’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해 본
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Sampson(1985)이다.

(14)

한글의 특성은 그것이 완전한 분절음보다는 음성적 자질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약간 많
은 분절 음소들이 소수의 자질들을 여러 가지로 결합함으로써 구축
되어 있다. 그래서 자질적 글자체는 배워야 할 글자 단위의 수가 적
다는 장점을 가져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한글이 오직 15개의 변별적
글자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조음점을 위한
개의 외형, 4개의 조음방식의 변화, 3개의 양(陽) 모음과 <ㅣ>를 위

5

한 외형과 양 외형을 음 외형으로 변환하는 원칙 및

로 이중모음

/j-/

을 표시하는 원칙이다. 양순 폐쇄음의 불규칙한 외형과 같은 복잡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어에는 분절 음
소의 수(/j,

를 포함해서

w/

개)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한글 글자

30

요소들이 있다.

Sampson(1985)가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본 근거는 한글이 피트만의 속기체
와 함께 로마자나 동종의 알파벳과는 달리 음소의 음성-자질 결합과 관련된
체계적인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언급한 체계적인 내적 구
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가. 자음자 관련 자소 → 모두 9개
① 조음점을 위한 외형: 5개(ㄱ, ㄴ, ㅁ, ㅅ, ㅇ)
② 조음 방식의 변화: 4개
┌ 1차 가획(ㄷ, ㅂ, ㅈ) → [폐쇄성]
├ 2차 가획(ㅋ, ㅌ, ㅍ, ㅊ, ㅎ) → [유기성]
├ 중복(ㄲ, ㄸ, ㅃ, ㅆ, ㅉ) → [경음성]
└ 모서리 구부러진 부호 첨가(ㄱ+ㄷ=ㄹ) → [유음성]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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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음자 관련 자소 → 모두 8개
① 후설 모음을 위한 외형: 5개(ㅡ, ㅓ, ㅏ, ㅜ, ㅗ)
② 전설 모음 ‘ㅣ’를 위한 외형: 1개
③ 후설 모음을 전설 모음으로 변환하는 원칙
개 →

: 1

ㅣ’ 첨가]

[‘

④ 후설 모음을 상향 이중모음으로 변환하는 원칙
개 → [획 중복]

: 1

이처럼 Sampson(1985)는 한글에 한국어의 30개(자음 19개, 단모음 9개,
활음 2개) 분절 음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17개의 자소가 있다는 점을 한글을
자질 체계의 문자로 보는 이유로 삼았다. 특히 기본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기
본 자소로, 기본자에 더하여 새로운 분절 음소가 되게 하는 요소를 부가 자소
로 파악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관점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서
설명한 내용과도 부합되는 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14)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보려는 이러한 견해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여러 학자
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Coulmas(1989, 2003), Daniels(1996, 2001), 김진
우(1997), 김정대(2008) 등이 한글의 자질 문자설에 대해 옹호했다면,

DeFrancis(1989), Kim-Renaud(1997), Sproat(2000), 안명철(2004), 배보은
(2004), Rogers(2005), 강옥미(2008) 등은 이에 반대했다. 각 논의들의 핵심
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5)

(16)

자질 문자 옹호론
가.

14)

15)

Coulmas(1989, 2003)

본고를 심사한 익명의 심사자는 Sampson(1985)의 분석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예로서 이체자인 ‘ㄹ’을 ‘ㄱ+ㄷ’으로 이해한 것이나, 글자가 만들어진 당시의
‘애’와 ‘에’에 포함된 ‘이’를 전설모음의 자소로 이해한 것을 들었다. 전자의 예는 적절
한 지적으로 보이나, 후자의 경우는 ‘이’가 지닌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Sampson(1985)의 분석이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 논의들의 핵심 내용은 김정대(2008)에서 언급된 바를 정리했다.

150 우리말연구 53집 (2018. 4.)

한글은 분석적 층위에서는 자질적인 문자이고, 해석적 층위에서
는 음절적인 문자이다.
나.

Daniels(1996, 2001)

한글을 위해 ‘자질 문자’라는 별도의 분류를 마련하는 데 주저하
지 않는다.
다. 김진우(1997)
자음자와 관련해 8개의 자질([양순성], [치음성], [연구개성], [치
찰성], [후두성], [폐쇄성], [유기음성], [긴장성])을, 모음자와 관련
해

개의 자질([후설성],

5

전설성],

[

중음성(grave)],

[

예음성

[

원순성])을 언급했다.

(acute)], [

라. 김정대(2008)
현실 사회에서 쓰이면서도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조직성 내지 체계성,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자질적 속
성 때문에 한글을 자질 문자라고 불러 잘못이 없다. 자음자와 관
련해 8개의 자질([양순음성], [치조음성], [치찰음성], [연구개음
성], [후음성], [폐쇄음성], [유기음성], [경음성])을, 모음자와 관련
해 8개의 자질( 단독형 자질: [후설 모음](설축, 성심), [중설 모
음](설소축, 성불심불천), [전설 모음](설불축, 성천),  복합형 자
질: [원순 모음](구축), [평순 모음](구장), [후설 모음](양의 위치,
즉 위쪽과 오른쪽), [중설모음](음의 위치, 즉 아래쪽과 왼쪽),

[j-

상향 이중모음](중복, ‘ㆍ’ 추가))을 언급했다.
(17)

자질 문자 반대론
가.

DeFrancis(1989)

자질의 수가 너무 적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문자를 자질 문자로
이해하거나 배우지 않는다.
나.

Kim-Renaud(1997)

① 소리의 세기가 자형에 반영되는 양상은 이분적 척도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정도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② 연구개음과 성문음의
경우에는 기본 소리가 다른 두 그룹의 소리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③ 동일한 문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소리와 개념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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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ㆍ’)가 있다.
다.

Sproat(2000)

한글에는 자소와 관련된 어떤 일관된 것이 없다. 어떤 자질은 문
자의 특성에 의해 일관되게 나타나고, 어떤 것은 일관되게 나타나
지 않는다.

의 ｢눈으로 보는 음성 기호｣(visible Speech)야

Bell(1867)

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질 문자이다.
라. 안명철(2004)
① 독립되고 결정적인 자질 부호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②
기본자의 선정이 음운론적 무표성과 관련이 없다. ③ 자음자의
가획 과정이나 모음의 초출자와 재출자의 생성 절차가 음운론적
절차와 무관하다. ④ 각자 병서나 연서자, 합용자와 같은 복합자
는 자질의 결합이 아니라 문자의 결합이다.
마. 배보은(2004)
한글은 기본자가 존재하며 자음과 모음의 문자를 별도로 만들어
시각적 변별력이 높은 문자이다. 그러나 자질을 일률적으로 부여
해야 한다는 자질 문자의 최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질 문자가 아닌 ‘준자질 문자’에 해당한다.
바.

Rogers(2005)

① ‘ㅁ, ㄴ, ㅅ, ㄱ, ㅇ’이 기본자가 되려면 어떤 공통된 조음 현상
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② 선 하나를 덧붙이면 평폐쇄
음이 되어야 하나 양순음에서는 예외이며 ‘ㄱ’에는 이미 선 하나
가 포함되어 있다. ③ 또 다른 선이나 점은 유기 폐쇄음이 되어야
하나 양순음은 이에 예외다. ④ 유음 ‘ㄹ’은 예외로 다루어져야 한
다.
사. 강옥미(2008)
①자음자와 관련해 별개의 변별적 자질인 [-cont],

[+SG]/[+aspirated]

이 수평선이라는 동일한 자소로 나타나고 기본자에 획을 가한
가획의 방법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글을 자질 문자로 인정
할 수 없다. ② 모음자와 관련해 ‘縮, 口蹙, 口張’ 자질이 독자적
인 자소의 형태를 가지고 모음 자소의 구성에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음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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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한글이 자질 문자인지 아닌지
를 결론짓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질 문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
으로부터 자질의 수, 자질 적용의 일관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의
대립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자질이 일관된 모습의 자소로 실현되었는지가
한글의 자질 문자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자질 문자의 자질적 특성을 음운론에서의 변별적 자질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은 자질 문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
은 한글의 자소가 완벽하게 말소리의 특성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완벽한 일관성만을 자질 문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벨의 시
화문자(visible speech)만이 자질 문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화문자와는 달리, 한글은 우
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 완벽성을 충
족시켜 주는 ‘비현실적 기호’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
는 ‘덜 완벽한 문자’가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글이 바로 그
런 문자이다.
자질 문자로서 한글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글이 만들어진 이론적 바탕을 고려하는 것이 이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18)

정음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 첨예한 문제인 자질성에 대한 논란도 음
성부호 체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자나 부호의
자질성은 본래 음성학적 자질을 표기하는 음성부호 체계의 특성 가
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정음이 완전한 자질문자이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음이 음성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음성
부호 체계이냐’는 것이다. 음성부호 체계의 정밀성은 음성학적 분석
의 수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학을 바탕으로

세기에 창제된 정음은 현대의 음성

15

세기에 만들어진 다른 부호들에 비하여 자질성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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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음이 당대의 음성학적 연구를 바
탕으로 창제되었으며 자질성을 포함하여 음성부호로서의 보편성을
가진 체계이었다는 점이다.(박선우

2009:148)

지금까지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자형 기원, 제자 원리,
자질 문자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의
연구는 주로 국어사 연구나 국어 음운론 연구와 관련해 진행되어 온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출발이 국어
자체에 대한 연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
아볼 수 있다.
앞으로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는 문자 자체에 대한 관심과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한글)과 그 문자가 구축
하게 된 특수한 세계만을 바라보던 시각을 이제는 ‘문자’라고 하는 보다 보편
적인 세계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 인류 문명의 발달 속에
서 훈민정음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가능케 한 문화 교
류의 배경과 양상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문자 훈민정음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본고는 훈민정음에 대한 그동안의 문자론적 차원의 연구 내용들을 되돌아

보고 그 성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남은 연구 과제 및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먼저 1장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문자
의 역사에서 훈민정음이 지닌 위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2장에서는 훈민정
음 이전의 고유 문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어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지를 논의했던 다양한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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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되 특히 상형, 가획, 이
체와 관련해 그동안 어떠한 해석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문자
의 유형적 관점에서 훈민정음을 이른바 자질 문자로 간주하고자 했던 논의와
관련해 찬반양론의 입장에 선 연구들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그동안 국어학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서 진행되어 온 훈민정음 연구는 앞으
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제는 우리나라라는 틀을 벗어나 범아시아적, 범세계적 차원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문자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지성사의 기념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제까지의 국어와 한국 문자 발달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자론 일반의 시각에서, 그리고 전 인류가 사용해 온 문자
의 발달사라는 관점에서 훈민정음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
실 역시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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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the Literal Studies on
Hunminjeongeum

Kim Yu-Pum(Korea Univ.)
In this paper, I try to find out the remaining research tasks and new directions
of

Hunminjeongeum

Hunminjeongum

in

by
the

reconsidering
meantime.

In

the

contents

chapter

1,

I

of

the

literal

summarize

the

studies

of

status

of

Hunminjeongeum in the history of writing as a preparatory stage to examine the
research results of the past. In chapter 2, I review the contents of various studies
that discussed the origins of the new writing Hunminjeongeum, including discussions
on unique writings before Hunminjeongeum. In chapter 3, I examine the study of
the principle of making new writing Hunminjeongeum. In chapter 4, I compare and
examine the pros and cons of the previous studies with regard to the argument that
Hunminjeongeum could be regarded as a so-called featural writing in terms of types
of

writing.

Finally,

chapter

5

concludes

the

discussion

by

summarizing

the

discussions so far and presenting the remaining tasks and new research direction of
the literal study of Hunminjeongeum which we learned through th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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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injeongeum,

writing,

indigenous

making writing, featural writing

writing,

the

principle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