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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비평의 지형도  

개화계몽기의 국어국문운동은 한 마디로 한문체에서 국문체로의 환을 상

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문체의 명’이라 볼 수 있다. 이 명은 일명 로부

터의 명으로 국문의 사용이 정책 으로 공포․시행되고, 정부의 산하에 국

문연구소(1907)가 설립되는 등 국문의 자리를 확보하기 한 발빠른 움직임이 

연이어 개되었다. 그러나 이 게 선언된 국문이라는 역은 그 자리를 규정

하는 일, 즉 국문을 정의하고 국문의 범주를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끝없는 논

란을 겪어야 했다. 당 의 문체는 실제 으로 ‘한문체(한문 토체)국한문체

국문체’라는 삼 체계로 된 복합 인 지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

를 뚫고 국문체라는 단일한 문체로 통합되기까지는 두 문체(주로, 한문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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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체)간의 무수한 설 ( 戰)과 국문체 자체 내의 변형과정을 거쳐야 했다. 

부언하자면 국문체는 자신의 자리를 새롭게 개척했다기보다, 오랜 기간 동

안 한문의 개입으로 상실되었던 자국 문자의 역을 탈환해냈으며, 이후 한문

을 몰아내는 데 합세했던 국한문체와 ‘공식 인 문체의 자리’를 두고 미묘한 

경쟁을 벌려야 했다. 그리고 당  다수의 논자들은 국문체의 기원을 조선조의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두고, 한문의 기세에 려 언문이라는 명칭으로 폄

하․방치되었던 국문체의 본래의 상을 되찾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 

국문연구자들은 탁상공론을 방불  한다는 비 을 받긴 했지만,1)1)국문의 연원

을 찾아 그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었다. 국문체를 공식 인 문

체로 가다듬기 해서 주시경의 경우, 아래 아(․)를 폐기하자는 논의를 펼치

기도 했고, 이에 반하여 지석 의 경우는 아래 아를 두고 ‘=’이라는 문자를 

쓰자는 논의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그 결과를 떠나 언

문을 보다 정립된 문체로서 끝없이 발 시키고자 했던 욕망, 즉 국문에 한 

높은 기 치와 그들이 늘 순국문체만큼 뛰어난 문체는 없다고 자부하면서도, 

끝없이 개선하고자했던 순국문체의 불완 함을 상 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여기서 국문체가 완 한 문체가 아니라는 은, 일반 인 국문논의의 정법

과도 같은 구도, 즉 한문체에서 국한문체로, 국한문체에서 국문체라는 진

인 발 단계에 균열을 불러일으킨다. 즉 도달해야 할 최종목 지로서 국문체

의 모습은, 재 국문체로 귀결된 ‘자국의 문체’의 사정에 어느 정도 기 고 

있는 결과론 인 측면에서의 고찰이며, 당 에 국문의 자리는 확정되지 않은 

채, ‘한문체(한문 토체)․국한문체․국문체’라는 세 문체간의 팽팽한 으

로 첩되어 있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부각된 쟁 이 한

문을 국가의 공식 인 문체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일이었으며, 다음으로 국문

체와 국한문체가 병존하던 상황에서 논의의 쟁 이 ‘국한문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로 즉 완 한 언문일치에 한 물음이 재고되었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할 뿐, 국문체가 마치 국한문체에서 발 되어 온 것처럼 역으로 국한

1) 한매일신보 (론셜), 1908. 11.14. ｢국문연구회 원제씨에게 권고｣,국문을 연

구여 가지 무 교슈 유익 이나 혹 뎐을 찬슐가 엿더니 

이제 그 연구 바를 드른즉 흔히실샹소용에 무익고 시셰에 뎍당치 못일이

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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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보다 월등한 문체로서 일방 인 추종은 경계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 지 에서 국문운동과 련하여 기존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국문을 최상

으로 보고 국한문체를 한문과 비슷하게 바라보거나, 한문도 국문도 아닌 기형

인 형태로서 국한문체를 평가하고 있는 논지가 세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문2)은2)국한문체가 결국은 기존의 한문의 자리를 체한 것에 불

과하며, 지식층과 한자문맹층 간에 새로운 경계를 지은 형국으로 “文體의 單

一化 作業”이 실패하고 말았다고 보았으며, 이응호
3)
3) 한 비슷한 시각에서 황

성신문 이 국한문체로 쓰인 것은 지식층의 횡포이며 언문이치( 文二致)를 조

장했다고 비 한 바 있다. 이는 한 사용만을 언문일치의 인 거로 삼

고, ‘왜 국문체인가’하는 본질 인 물음에 한 고찰보다는, 무조건 순국문체를 

자국문으로 곧 민족문(文)으로 보려는 의 평가나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는 

고착된 연구의 시각이라 볼 수 있다. 

한문에서 국한문으로 그리고 국문으로 진 인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는 

시각과 달리, 국한문과 국문이 등하게 병존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김윤식

은 국문체는 시 를 무 앞서간 나머지 제 로 기를 펴지 못한 “시 착오

인 산물”이라 규정하고,
4)
4)국한문체야말로 “개화기의 공  국어”로서 비록 일

본의 문체를 표방한 흔 이 역력하나, 그 속성이 한문보다 난이도가 낮고 국

문보다는 심도 깊은 “中和的인 문체”로서 공허한 국문체보다 실 이었던 문

체로 평가하고 있다. 국한문체의 이러한 실반 성은 “국문만 쓰면”보기를 

싫어하며 “한문이나 닑고 공산에셔 셰월을 보”5)내려고만5)하는 보수 인 집권

2) 이기문, 1973, 개화기의 국문연구 , 일조각, 17면.

3) 이응호, 1975, 개화기의 한 운동사 , 성청사, 220면.

4) 김윤식, 1980, 한국근 문학양식논고 , 아세아문화사, 190면. 논자는 이에 한 근

거로, 매체에 있어 짧은 국문의 생명력을 들고 있다. 즉 ｢독립신문｣의 소멸이후에

는 여타의 매체가 모두 국한문체를 취한다는 에 착안하여, ｢漢城周報｣(1886)는 

한문․국한문․국문을 동시에 사용했으나, 號를 거듭할수록 국문 기사를 여갔

고, ｢皇城新聞｣이 국문체에서 국한문체로 옮아 갔으며, ｢大韓每日申報｣(1909)등이 

국한문체로 출발했으며, ｢뎨국신문｣과 함께 국문체를 병행하기도 했으나, 다시 국

한문체로 환원되고 말았다는 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5) 한매일신보 (긔셔), 1908. 8.30. 습두, ｢국어와 국문의 독립론｣, 한젼국에 

샹등인물이라 쟈 태반이나 모다 한문에 병이 든쟈-아닌가 만일 한문을 

리고 슌젼히 국문만 쓰면 뎌희 법 보기도 슬 이 시국 셰 도모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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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철옹성에 히 침투․융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권 민은 지배층의 문자생활을 감안하여, 국문체와 한문

체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국한문체를 “국문체와 한문체의 충

형태”
6)
라6)명시한 바 있으며, 이보다 우호 인 에서 권보드래는 “국문과 

국한문의 의의가 거의 구별되지”않는다고 보고, “구 지식인은 한문에서 국문

으로 근하고 부유(婦孺)는 국문에서 한문으로 상승해 가야 한다는 이 의 

기획이 만난 지 ”
7)
이7)곧 국한문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더 나

아가 임형택8)은8)근  표기체계로서 국문체와 함께 등장했던 국한문체의 

상을 재검하여, 국문체와 상보  공존 계를 이루며 당 의 수사학을 풍부하

게 했던 문체로서 국한문체를 고평하고 있다.

국한문체는 유길 이 서유견문 을 통해 공식 으로 선보인 바 있으며, 국

한문체가 낯설게 치부되었던 당 의 시선을 의식한 유길 이 그의 서문에서

도 제기한 바 로 국한문체는 한문체가 미숙한 자에게 유용한 것이며, “ 국

칠서 번역방법에 ”9)하는9)일종의 번역체로서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

다. 이와 련하여 이 수는 아  당 를 한문에서 국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로 간 하고 이러한 문체 변 기에 지향 은 국문체로 하되,  상태로는 국

한문체가 유용하다고 보고 이를 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들 논자는 공통

으로 국문을 최상 에 놓고, 실 으로 학술지나 신간서 에 쓰임이 많은 

국한문체를 사용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원활한 “新知識의 輸入”에 있어 국문

으로 체할 수 없는 부분―“固有名詞나, 漢文에셔온 名詞, 形容詞, 動詞 等 

國文으로 쓰지 못 것”10)10)“夫我邦의 學問은 自古로 皆由外國文字之輸入야 

純粹 本國文字 大抵學問上用語(文字, 語句)에 未得叅列焉”
11)

다는11)것―

    지못고 한문이나 닑고 공산에셔 셰월을 보내리니 엇지 가셕지 아니리오 그런

고로 오날 신문잡지에 국한문을 셕거쓰거슨 부득이일이라노라 

 6) 권 민, 1999,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 성 , 서울 출 부, 42면.

 7) 권보드래, 2000, 한국 근 소설의 기원 , 소명출 , 142면.

 8) 임형택, 1999, ｢근 계몽기 국한문체의 발 과 한문의 상｣, 민족문학사연구  
(제1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9) 김윤식, 앞의 책, 189면.

10) 皇城新聞 (논설), 1910. 7.27. 이 수, ｢今日我韓用文에 야｣. 

11) 야뢰  제 4호, 1907. 5.5 권보상, ｢농학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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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있는 이상, 국문체로의 용은 불가하다는 견지는, 국한문체가 과도기

인 문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한다. 그러나 신지식의 수용에 유용한 번역체

로서의 특성은, 비단 국한문체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었다.  

김윤식은 독립신문 의 국문체가 “ 어문장의 번역에 그리고 그 번역체와 

같은 기능을 수행”12)했다는12) 을 지 한다. 이 지 에서 1)개화기의 국한문체

가 일본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반해, 2)국문체는 구미지향성을 강하게 표

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논의에 으로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문체 한 번역체로서 기능했다는 은 3)언문일치의 문제와 련하여 요

한 단서를 남겨 다 하겠다. 

1) 한문을 용했던 매천 황 이 국한문체의 출 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는 사실은 국한문체가 일본문법체계를 모방한 것 같다는 국한문체 자체의 특

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차 국내에 일본의 세력이 증 하고 있는 상황에 

한 기감과 그로 인한 항의식이 결합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외에 국한

문체의 복합 인 기능과 성격은 일본지향성으로 단일하게 평가해 버릴 수 없

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에는 가령, 통 인 유학에 기반을 둔 국내의 계

몽지식인들(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유원표 등)이 국한문체를 구사한 것과 달

리, (신소설의 성이나 독자와의 계설정의 문제로 몰아가기 에)신소설 

작가의 다수가 일본유학생 출신으로 주로 순국문을 구사하여 소설을 썼다

는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차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내

기 시작한 일본제국에 항하여, 거리낌 없이 일본을 정면으로 규탄했던 표

인 민족의 정론지인 한매일신보 가 구사했던 국한문체를 어떻게 일본지

향성과 련하여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2) 독립신문 의 국문체는 文明之國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 문명

국의 반열에 자국을 올려놓고자 했던 독립신문 의 주필들의 이상이 반 된 

결과로, 이들은 세계 문명국이 모두 자국의 문자를 쓰고 있다는 에 강한 자

극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신문 은 창간호부터 수시로 국문사용의 

이유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어디까지나 ‘문명국 따라하기’라는 

모방의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독립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주시경(주상호)

12) 김윤식, 앞의 책,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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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문을 정립하면서, 국문을 최상의 문자로 내세운 근거들이 한결같이 서구

의 합리 인 원칙이나 사회 진화론 인 사고에 기반하여 국문의 가치를 재단

하고 있다는 은 이를 반증한다. 부언하자면 “强  弱  捕食고 弱

 强 의 肉이 되”
13)

고13)있는 자생존의 시 에 어들어 자국문을 갖추는 

일은 외 으로 독립국가를 표방하여 강국에게 먹히지 않을 방어망을 치는 

일이었으며, “ 미 법덕 흔 나라들은 한문을 구경도 못엿스되 뎌럿틋 부

강”
14)

하다는14)논거는 한문과 국문의 자리를 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기

으로서 문명이 요한 건이었음을 보여 다. 이 지 에서 독립신문 의 

문은 ‘제국의 언어’가 아닌 ‘문명의 언어’로서 인식되었으며, 국문이 문과 

련성을 가졌던 지 은 구미지향성이 발 된 상이었다기보다 문명에 한 

선망이 반 된 결과 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국문이 상형문자인 한문과 

달리 발음문자로서 음성 심주의의 원칙에 따르는 로마자와 어느 정도 상통

하는 면이 있었다는 ,
15)15)즉 문과 같이 국문이 표음문자 다는 은 계몽

지식인들에게 국문의 사용이 곧 문명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

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국문체가 소리나는 로 표기가 가능한 실상

의 문자(구어체) 다는 은, 문어체를 변하는 국한문체와  다른 입지의 

확보를 가능  했다. 

3) 1900년  언문일치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 “구어와 문어의 일치가 문제

라기보다 쓰기와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된 언어 규칙과 용법을 규정하

는 일이 일차 인 문제”16) 다는16) 을 감안해 볼 때, 언문일치의 상으로서 

국문체만을 한정할 수 없게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언문일치, 즉 “ 文一致의 

精神”
17)

을17)공유하고 있는 국한문체를 포섭하여 살펴볼 수 있다. 언문일치가 

13) 皇城新聞 (寄書), 1907. 4.1. 주시경, ｢必尙自國文 ｣. 

14) 서우학회  제 2호, 1907. 1.1.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15) 大朝鮮獨立 報 , 1897. 7.15. 통권 16호(2권 13호), 申海永, ｢漢文字와 國文字

의 損益 如何｣, 元來에 文字二種區別이 有니 一은 (象字)니 現今西洲人의 所

用漢文字가 其餘派요 一은 (發音文字)니 現今歐洲人 所用羅馬字가 此라

    황성신문 (논설), 1898. 9.28. ｢國文漢文論 上｣  界各國에 現行文法이 大槪二種

이라 一種은 象形文字니 淸國에 行用 漢文이오 一種은 發音文字니 我東反 

切字와 歐西各國에 近行 羅馬字라  

16) 김동식, 1999, ｢한국의 근  문학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 박사.

17) 유길 , 1909, 大韓文典自 (序). 읽을지어다 우리 大韓文典을 읽을지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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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문임을 표방하지는 않는다는 은, 상 으로 국한문체가 한문과 국문 

사이를 매개하는, 그 격차를 좁히는 간단계로서의 “과도기 인 성격의 문

체”18)라기보다,18)한문과 척 에 놓인 국문으로서(국문의 범주에 들어오는 문

체로서), 국문체와 국문의 자리를 공유했던, 때로는 국문체를 앞지르며 당  

매체에 폭 으로 수용되었던 ‘독자 인 성격 띤 문체’로서 주목을 받게 한

다. 다시 말해 국한문체는 그 수용자층이 지식인층, 특히 신문의 논설진이 주

로 사용한 문체로서 ‘지식층의 문체’로서 고정되기보다, 상하의 계질서를 

기하고 국민으로 단일하게 통합하고자 했던 ‘국민 양성의 문체’로서 주목된다. 

국한문체는 국문체와 상보 인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문만을 고수하는 

유생들을 해 일부러 채택되었던 국한문혼용이 도리어 국문 못지않은 염기

(厭忌)의 상이었다는 은, 국한문체가 한문체로부터 이탈한 문체이며, 국문

체와 비슷한 계열을 이룬다는 것을 반증한다.19)19)국한문체는 당시 ( 립한성)

어학교입학시험과목으로 “國漢文讀書及作文”
20)

이20)통용되었을 정도로 폭넓

은 수요층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식인에게 한문보다 진보 인 그리고 수입된 

개념어를 달하는데 언문보다 유리한 문체로 인식되었다. 실용 인 서구학

문․수입된 서 을 낯선 개념어의 달이 비교  용이한 국한문체로 재빨리 

번역하여,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두루 볼 수 있도록 다시 국문체로 번역하

大韓同胞여, 우리 民族이 檀君의 靈秀 後裔로, 固有 語가 有며, 特有 

文字가 有야, 其 思想과 意志 聲音으로 發表고, 記 으로 傳示매, 

文一致의 精神이, 四千 의 星霜을 貫야 歷史의 眞面을 保고, 習慣의 實情

 証도다.(강조는 인용자)

18) 권 민, 앞의 책, 46면.

19) 한 회회보  4호, 1908.7. 金甲淳, ｢腐儒｣, 11면. 第一便 僻派니 來의 弊習

을 膠守야 時勢의 變遷을 不知며 自家의 局見을 自是고 社 의 公議를 

不顧며 學問의 新理를 不解야 政黨의 報筆을 觀면 輒曰 其 位에 不在야 

其 政을 니 此난 大不敬이라며 華夷主義를 固執야 外人을 禽獸로 等

觀고 巡査의 外套나 一見며 先王의 法服이 안이라야 排斥며 家族과 他

人을 不問고 靑年子弟가 學校에 赴 ㅣ 有면 師門亂賊이라 目之며 

外國에셔 輸入 美術品을 見면 從來 我韓에 此等 物이 無야도 國泰民安

엿다며 國漢文混用을 厭忌야 新書籍購覽이 絶無고 色目의 觀念이 膨脹

야 天賦 人權을 不知니 其 僻 腦髓 비록 大禹의 神斧라도 劈破키 

難 요.(강조는 인용자)

20) 황성신문 (廣告), 1907. 4.3. ｢학원모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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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신지식의 원활한 보   계층간의 격차를 좁히는 일로서 분산된 각

기 인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결된 집합체로서 강한 국가를 성립시키는데 

있어 긴요한 과제 다.  

 최근에도 의 연구의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국한문체

와 순국문체가 이가 아닌 분배"21)라는21)시각이 확고해지며, 최종 으로 살아

남은 국문체에 한 의미부여가 증 되었다. 국문체는 일상 실을 있는 그

로 반 할 수 있는 “언문일치의 이상"실 이며,
22)22)문법의 통일  사 의 편

찬과 함께,23)23)국민 창출의 사업에 일조했다. 특히 이 시기의 국어는 애국계몽

의 운동과 맞물려있다는 시각과 함께, “국가를 제로” 언어의 특수성이 강조

되었다.
24)24)

본고에서는 개화계몽기에 일어난 국어국문운동이 문명지국․독립지국의 수

립  근 국민을 만들고자 했던 계몽지식인의 이상과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국문의 자리’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안에 주목하여, 언문일치

의 완성과 근 문학의 출범이라는 코드로 일원화되었던 모습 뒤에 놓인 국어

국문운동의 말을 비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20세기  문체의 각축장, 국어국문운동의 개과정

1) ‘文’의 치 변동과 국문의 두―文明과 국문사용의 상 성

미리 말하자면, 개화계몽기의 국어국문운동은 가히 성공 이었다. 한문은 

이제 자국문자의 역에서 설자리를 잃었으며, 외국문물을 수용하거나 외교 

업무를 처리하기 한 차원에서 익 야 하는 제2 외국어로서 간주되었다.25)25)

21) 황호덕, 2005, 근 네이션과 그 표상들 , 소명출 , 461면.

22) 권 민, 2006, 국문 쓰기의 재탄생 , 서울 학교출 부, 39면.

23) 정선태, 2006, 근 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 소명출 , 23면.

    ___, 2006, ｢근 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근 어․근 매체․근 문

학 , 성균  동문화연구원, 48면. 

24) 이병근, 2005, ｢근 국어학의 형성에 련된 국어 ｣, 한국근  기의 언어와 

문학 , 서울 학교출 부, 28면. 

25) 태극학보 21호, 1908.5.24. 李寶鏡,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 國文을 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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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은, 곧 ‘한문의 지  하락 = 신분질서의 동요(상층부의 붕괴) = 

화 심주의의 몰락’으로, 한문체의 권력이 실각하게 된 배경으로 밖으로는 

청국의 인 권 가 심각하게 손상되어가고 있었다는 , 상 으로 이

에 반하는 서구세력과 문명국으로서 새롭게 부상한 일본의 세력이 증 하기 

시작했다는 을 그리고 안으로는 19세기 말 조선 내부에서 차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는 , 국문체․국한문체․ 문체․일문체 등 새로운 문

체를 동반한 언론매체
26)

가26)등장했다는 을 들 수 있다. 여러 표기체계가 공

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된 문체는 ‘수요 독자층과 필자와 매체의 성격’을 

반 했다.27)
27)

이제 文은 반 인 학문을 포섭하고 있는 ‘ 체로서의 학문’이라기보다, 학

문의 일부를 이루는 文(후에 文學으로)으로 하락하고, 기존의 文이라는 문자

는 野蠻과 척 을 이루는 文明의 文으로서 새롭게 자리한다. 文과 野가 갈

리는 지 에서 국가의 存亡이 가름 나고(文은 곧 存이요, 野는 즉 亡이라), 

이러한 文(=文明)을 이루는 힘은 곧 사회 단체력의 유무로 인식되었다.28)28)이 

지 에서 단체력을 조성하는 것은 국운을 좌우하는 무이자, 계몽지식인이 

해결해야 할 의무로 부각되었는데, 여러 명이 모인 집합체를 구성해내야 한다

는 것은, 보통 교육의 보  즉 지식의 공유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계몽지식인은 매체를 통해(→공론장), 모두가 동일한 정보와 지식을 소

유함으로써 계층간의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29)29)궁극 으로 국가의 사안을 해결

漢文을 廢다함은 國文의 獨立을 云함이요 絶 的 漢文을 學하지 말나함이 

아니라 此萬國이 隣家와 갓치 交通 時代를 當야 外國語學을 硏究이 學

術上 實業上 政治上을 勿論고 急務될 것은 異議가 無바이니 漢文도 外國語

의 一課로 學지라. 

26) 독립신문 (론셜), 1898. 4.12. 삼년 젼에 신문이라  것을 일홈도 모로던 

나라에셔 지 은 국문 신문이 다셧이요  신문이 나이요  월보가 나

이요 국 한문 셕근 신문이 나이요 일본 로  신문이 하나이라

27) 뎨국신문 , 1907. 8. 10. 그즁에 어신문이 나히오 국한문으로 셕거 이 

거시 나이오 일어로 셕거 이 것도 잇스되 그즁에 국문으로 이 거시 

뎨일 기요 쥴노  고로 우리도  슌국문으로 박인 터인

28) 大韓每日申報 , 1906. 10.16. 박은식, ｢서우학회 취지서｣.

29) 이와 련하여 정선태는 상하의 수직  커뮤니 이션 구도(↓)에서 방향의 수

평  커뮤니 이션 구도(↔)로 환하는 획기 인 계기는 개화기의 언론매체(특

히 순국문체의 독립신문 )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정선태, 1999, 개화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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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한 무리, 국민을 형성하고자 했다. 

1896년 정부의 지원아래에 출범한 최 의 민간지 독립신문 이 면에 내

세운 문체는 국문체 다. 독립신문 은 청일 쟁이후 조선에 부여된 독립을 

자축하는 분 기 속에서, 서구의 문명을 인 거로 삼고, 청을 비롯하여 

야만이라 치부되는 것을 惡이라 규정하고 문명에 한 동경과 이에 도달하기 

한 노력―주로 신지식의 보 과 계몽―을 아끼지 않았다. 독립신문 은 국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남녀간 유 무식을 물론고 넓히 보게”
30)

하여,30)상하의 

교통이 통하고 모두가 국정에 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平等之國을 도

모하고자 했다. 특히 독립신문 측은 국의 문자와 구별되는, 그보다 우수한 

문자로서 다른 문명국가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 자국문으로서 (순)국문을 내세

웠다. 그들은 국문을 체계 인 문법의 정립과 사 의 출간으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자 시도했다. 가령 음의 장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서 (단음을 표시하

는)아래 아를 규정하는 등, 당시 국문연구소 원이었던 윤치호의 견해를 수

정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립된 표기법을 선보이기도 했다.31)
31)

국문체를 내세웠던 독립신문 의 주필을 비롯하여, 국한문체를 주창하며 실

지응용작문법 을 술했던 해학(海鶴) 이기는 을 최 한 근사하게 말과 일

치시킬 수 있는 문법을 강조했다. 즉 이들에게 언문일치는 단순히 “입말을 그

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과 文의 차원에서 새로이 가르쳐야 할 규범의 國

文이라는 존재가 상정되어 있었다. “문법을 모르고 을 보던지 짓는 것은 

의 뜻을 모르고 입으로 읽기만 하는 것과”32)32)다르지 않다고 본 독립신문 의 

논자들과 “언어가 어 나고 자구(字句)가 뒤죽박죽”인 상태를 정돈하고자 했

던 이기는 각각 국문체와 국한문체라는 다른 문체를 선호했지만 공통 으로 

“곧장 소리를 표 하고 말을 엮음에 어려움이 없”33)게33)하는 문법, 이 게 정

리된 문법으로 단일하게 통일된 말과 을 정립하고자 했다.34)
34)

논설의 서사수용 양상 , 소명출 . 

30) 독립신문 , 1899. 4.7. ｢독립 신문 일｣. 

31) 독립신문 (잡보), 1897. 5.27.

32) 독립신문 , 1897. 9.25.

33) 이기, 1909, ｢實地應用作文法 序｣, 실지응용작문법 , 휘문 . 

34) 大韓學 月報 , 1908. 2.25.(통권 1호), 李 東初, ｢歎無學之弊｣  新聞社 雜誌家 

可成的取以 易解 簡要之文法( 文一致)으로 揭 說諭야 使 其 一般同胞로 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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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언어, 조선을 문명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독립신문 이 주

목했던 국문체는 “어리셕은 아라도 하로 동안 호면 다35)알게”35)되는 것

으로 ‘쉽고 빠르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익히는 것만 해도 수십 년

이 걸리는 한문과 비되어 큰 장 으로 부각되었다. 국문이 세종 때부터 혹

은 그 이 부터 존재했다는 통성과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히 통달 가능하

다는 편리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국문을 언 하는 당  논설의 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문체가 ‘국문(=나라의 문자)’으로

서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이다. 국문체는 자국문자로서 인정받기 해, 한

문과 끝없는 변별 을 만들어야 했다. 그 첫 번째가 통성의 문제 다. 한문

은 국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문과 달리 外邦에서 수입된 것이며, 그 수용된 

기간이 길었다 뿐이지 자국의 산물이 아닌 ‘객(客)문자’에 불과했다. 그 다음

으로 국문체가 언문일치를 가능  하는 문체라는 이다. 일단 소리나는 로

의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문체는 음성을 문자로 환시켜야하는 번거로

운 이 작업이 불필요했다. 즉 국문체는 익히기도 쉽다는 면에서 배움의 속도

를 감시켰고, 복잡한 형상으로 “을 그린 그림”과 달리 “말을 그린”36)36)간

결한 표기는 작문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 지 에서 국문은 “弱肉强食 

時代에 處하야 漢文의 力으로 能히 强暴 國”37)에37)맞설 수 있겠는가하는 회

의에 찬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  수 있었다. 국문은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래의 문명, 한문과의 척 에서 서구문명의 속도에 응 할 수 있었다.

1907년 5월 23일, 국한문체로 간행되었던 한매일신보 (이하 신보 로 약

칭)가 국문신보를 발간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신보 는 국한문체, 문체, 국

문체라는 삼 체계의 문체를 구사하며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다. 실제로 여타의 매체에 비해 상당한 부수가 팔렸던 신보 는 국문신보 발

간의 취지로, 보다 많은 이윤의 획득이 아닌 여성과 하층민의 계몽을 들고 있

闡 智德之基며 共躋之文明之域이면 豈不美哉아 

35) 독립신문 (논설), 1897. 4.22.

36) 가뎡잡지 (제 1년 제 3호), 1906. 8.25. 쥬시경, ｢과강화｣(국문), 27면. 은 

을 그린 그림이나 말 소를 그린 그림이니 지나 튼 것들은 을 그린 그림

이요 우리 국문 튼 것들은 말을 그린 그림이니이다

37) 太極學報 7호, 1907. 2.24. 姜 荃, ｢國文便利 及 漢文弊害의 說｣(前號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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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맹한 “로동학도”
38)

까지38)국민의 한 분자로 포섭하려했던 계몽지식인의 

거 한 ‘국민만들기 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즉 “일반동포남녀의 보통지식(普

通知識)”을 열어 “文明國民과 如히”39)만들고자39)했다. 특히 이 무렵에는 자국

의 흥망을 좌우하는 민족문(文)으로서 국문과 국한문이 부각되었는데, 노골

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제국주의에 항하여 민족주의를 제창했

던 신보 는 민족이라는 집단, 즉 흩어진 民의 기운을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

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언어를 바라보았다. 개인과 개인이 아닌 국가  국가

라는 거 한 집단 간의 경쟁이 펼쳐진 마당에, 단체의 결성은 계몽지식인의 

무 으며, 민족이라는 단체는 연, 지연 이외에도 문자의 공유로 조성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문자의 사용은 민족을 규정지었으며, 국문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국가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조국정신의 발달에 일조했

다.40)41)40)41)

“ 국 인민들의 공연히 때 허비하는 것을 더러 주시고 남녀 노소 상하 빈

부 귀천 없이 다 일체로 편리한”42)42)국문은 신보 에 들어서서 애국심과 강한 

결탁을 맺는다. 그리고 이는 文明과 련된 사항으로, 문명국이 모두 언문일치

체인 자국문을 쓴다는 과 함께 문명국의 국민은 부분이 자국문을 읽고 

쓸  알기에 각자 신문을 읽고 외정세를 알아, 자국의 의를 도모할  

아는 애국의 성정이 발달해 있다는 은,43)43)계몽지식인으로 하여  자국문의 

38) 한매일신보 (잡보), 1908. 1.29. ｢화산의슉셩황｣.

39) 大韓每日申報 , 1907.5.23. ｢各報의 評品과 國文報의 發行趣旨｣. 

40) 한매일신보 (론셜), 1909. 6.30. ｢오날 교육의 정신｣ 우리 국어와 국문의 

쇠삭여 업셔짐을 두려워이 아니라 국어와 국문이 쇠삭 그에 국가졍신

이  업셔질가 이거슬 두려워이로다

41) 장지연, 1907, 동문수 (序) 무릇 나라에 이 있음은 모두 그 나라의 음성․

언어에 따라 그 백성들의 일상 인 쓰임에 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들이 모두 자기 나라의 을 익히니, 가르치기가 쉬워 문자를 아는 사람이 많아

져, 이로 말미암아 문명의 발달이 더욱 빨라졌다. 한 국민의 언어와 문자가 같

아진 연후에야 국민의 뜻이 한결같아지며, 애국사상 한 이로 말미암아 발 된

다. 요즘음 세계의 열강들이 문자와 언어의 일치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이것

이다.

42) 독립신문 , 1897. 4.24.

43) 일신문 (론셜), 1898. 6. 17. ｢국문이 나라 문명 근본｣. 우리가 상 부러워 

던 것은 외국 사들이 길에 혹 고 가던지 거러 갈라도 이나 신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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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에 한 고삐를 늦출 수 없게 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일본에서 

발생한 국문논쟁은 자국의 국문논쟁과 비슷한 논지로 개되었으며, 자국의 

국문논쟁자들이 일본의 사례를 가져와, 가령 일본이 한문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을 들어 자국의 한문폐지론자를 역공하는 식

으로, 논쟁을 펼치고 있어 일본의 언문일치운동 한 주목된다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표 으로 니시 아마네(西周)가 서양 자로 국어를 표기할 것을 주장

하기도 하는 등 로마자사용에 한 극 인 의론이 일었다.44)
44)

당시 일본의 漢子統一 에서는 “漢文字를 廢고 總히 國語를 羅馬字로 改

造이 可다 議論”과 “日本의 文化 來의 和漢混合의 國語로써 進”한

다는 兩派의 격렬한 립 이 펼쳐졌다.45)45)이는 문명지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국문체의 향방 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즉 일본은 기실 

그들의 수천 년간의 문명이 “漢學之力”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으

나, 즉 의 상황이 “歐米의 文明”에 순응하여 그들의 문명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안건으로서 羅馬字의 수용에 한 논지

가 도출된 셈이다. 로마자 사용이 본격 으로 제기된 마당에, 한문폐지론이 나

도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 다. 다음은 ｢한자폐지의 義｣라는 상소문의 일부

이다.

학사(學事)를 간략히 하고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지식을 개도(開

)하고 정신을 발달시키고, 도리(道理)․ 술(藝術)백반(百般)에 있어서의 보

며 다니고 진고 일본 사의 가가를 지나가며 보면 남녀간에 토방에 난져 신

문을 가지고 보며 긔 나라 시셰와 외국 형편을 서로 의론여 혹 나라 일을 

걱졍도 며 남의 나라를 론란도 거 우리 나라 사 들은 길에 가며 젼후 

좌우를 돌나 보아도 모도 일업시 늘어 안졋스되 쓴 죠희 죠각 들고 보 사

은 업고 혹 고담책이나 볼 름이 더니… 신문지를 들고 안져 말기를 쳥국

이 말못 되얏스며 우리 나라이 우  라고들 의론  셩이 잇스니 

이는 다이 한에 국문이 잇 이라 이런 요긴 을 실시야 써셔 우

부 우이라도 다 명 학문을 화 젼국이 어셔 문명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간졀히 원노라

44) 이연숙, 2006, 국어라는 사상 , 고 진․임경화 역, 소명출 , 80면. 

45) 西友學 月報 (제 1권 제13호). 1907. 12.1. ｢漢子統一  開設에 關한 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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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門)으로서 국가부강을 이루는 기 이므로 가능한 한 간이(簡易)하게 가능

한 한 넓게 한 가능한 한 빠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에 한자를 사용할 때는 그 자형(字形)과 음훈(音訓)을 학습하

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소비하며 성업(成業)의 시기를 지연시키며 한 배우기 

어렵고 익히기 쉽지 않으므로 학문을 배우는 자는 매우 희소(稀 )한 비율이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서양 여러나라에 추호도 뒤지지 않는 고유한 언사

( 辭)가 있어 이를 쓰는데는 50음의 부호와 자(가나 자)가 있습니다. 한자 하

나 쓰는 일 없이 세계 무량(無量)의 사물을 해석․서사(書寫)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진정 극히 간이(簡易)하 는데, 고인(中古人)이 견식(無識)없이 국문물

을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편․무익한 형상문자도 수입해 마침내 국자(國

字)를 이루어 상용(常用)하기에 이른 것은 실로 통탄을 치 못할 일입니다. 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식이 이처럼 졸렬하고 우리나라 국력이 이처럼 부진함에 

이른 것은 멀리 그 원유(原由)를 추측컨  그 기본 인 해악이 여기서 출발한 

것으로 통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46)

46)(강조는 인용자) 

상소를 올린 마에지마는 한문을 폐지해야하는 논거로, 즉 한문의 폐단으로 

‘한문의 습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과 그로 인해 은이들이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크다는 , 그리고 그 결과 정작 제 로 한문을 

익힌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아까운 소년활발의 장시간을 소비해 단지 

문자의 형상”만 조  아는 데만 그치고 정작 사물의 도리나 실지 학문을 궁

구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익힌 후에도 실질 인 사업을 펼치기에는 활동

이 왕성할 시기가 지난 상태라 무용해지기 쉽상이라는 을 들며 결과 으로 

문명의 건설과 국가의 부강에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자국

문의 근간을 이루었던 한문을 이질성이 강한 수입어로, 철 한 타국문으로서 

그 속성을 “불편․무익한 형상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을 하는 부분은 

상 으로 ‘편리하고 이득이 많은 발음문자’를 구사하는 로마자를 상기시키

며, 하루아침에 일본이 탈아입구의 노선으로 편승하는 과정을 감  한다. 신

문명, 태서문명에 다가서고자 했던 일본의 시도(욕망)가 언문일치운동을 개

시키는 과정에서도 나라하게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과 조선이 태서문명을 동경하되, 자국의 역을 지키려 했다는 측

면, 즉 항하려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면에서 조된다. 국한문체를 주

46)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 2002, 韓國과 日本의 近代 文一致體 形成過程 , ｢한

자폐지의 의(義)｣, 조미경 역, 보고사,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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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사했던 계몽지식인은 몽매한 지배층을 일깨우기 해서는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사안을 밝히고 있으며,47)47)국한문체를 “한국문체”48)와48)따로 

분리해 으로써, 한 이 한자의 부속품으로 쓰이는 사태를 경계했다. 당  자

국문의 상황은 지나친 한문숭상으로 인해 그 흔 마  은폐될 을 받고 

있었다. 한문숭상폐단은 크게 1)언문의 불일치로 보통지식의 개발이 어렵고 

2)한문의 비실용성은 집안과 나라의 경제를 축시키며 3)한문만을 받들고 제 

나라 을 경시하는 노 성품을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96년 6월 사범학도들이 집단으로 퇴학서를 작성하고 학부로49)달려갔다.49) 

이 사건은 “죠션 쓰거슨 사을 변여 즘승을 든거시”50)니50)국문의 사

용을 해야 한다는 학부 신 신기선의 상소문에 한 항의 다. 국문에 한 

열기가 어느 정도 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국문사용에 반 하는 신기선은 

차라리 청국으로 가서 살아라’하는 독립신문 의 직설 인 응수를 감안해 볼 

때, 국문이 곧 자국문이라는 인식만은 확고했음을 볼 수 있다. 국문사용에 

한 지시령이 내려왔을 때, 지배층의 반응은 크게 두 로 나 어졌다. 독립신

문 이 한 차례 비방한 바 로 “한문 아 쟈셰고 권리를 모도 지야 그 

남져지 젼국 인민을 압졔랴”
51)

기득권층의51)입장과 학문의 진원지와 같았

던 한문의 자리를 당장에 국문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얕은 지식만

을 다루어 온 국문의 수 은 자칫 기존 학문의 깊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던 한문학자의 입장이다.

한문폐지론자는 자신의 논의를 철시키려는 과정에서, 한문학자의 입장까

47) 한매일신보 (긔셔), 1908. 8.30. 습두, ｢국어와 국문의 독립론｣. 

48) 한매일신보 , 1908. 4.23. ｢시평론｣, 그럿치오 그이오 근일에 도 놈들이 

경무쳥에 잡 갓쳐셔 그럿  고고도 나아오면 도로 도 질을 듸다… 그

럿치오 그이오 몃십년을 한국에 뇌슈가 쎡은이 지 셰샹에 두야 그됴흔 

국문을 구경고도 무어시 불합지 국한문을 걱구로 붓쳐셔 한국문이라옵듸다

49) 독립신문 (잡보), 1896. 6. 11. 샤범 학교 학도들이 학부에 쳥원셔들을 고 모

도 퇴학 겟다고 엿 인즉 로 학부 신이 말기를 죠션사들

이 죠션 을 호거슨 사를 즘승을 드게라  연고더라 우리 각에 

그 지각업 사의 말을 탄거시 업시 학도들이 학부에 가셔 신의 게 연셜

들을 여 을 죰 여 주거시 맛당  더라

50) 독립신문 (잡보), 1896. 6.4. 

51) 독립신문 (론셜), 189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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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신의 안 에만 심을 기울이는 기득권층의 입장으로 몰아세우는 면

도 없지 않았다. 이와 련해서 호남학보 에 실린 황희성의 비평문은 길을 

끈다.52)52)여규형은 항간에 몇몇 어리석은 논자는 한문을 폐지하고 국문을 사용

해야만 나라의 건립이 가능해진다고 떠들어내나, 한문은 단군, 기자 이래로 병

용해 온 문자로 즉 “我韓本有之文”이다는 주지로 한문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밝힌다.53)53)이는 본래 우리에게는 지나 문자가 아닌 우리만의 고유한 문

자가 있었다는 한문폐지론자의 기본 인 제사항에 배된 것으로, 한문폐지

론자인 황희성은 이러한 여규형의 논지를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조로 규탄

하고 있다. 황희성은 ‘자국민은 마땅히 자국문을 수호해야한다’는 명제를 내걸

고 자국민(여기서는 韓國人)이면서 어떻게 한문의 숭상을 고수할 수 있느냐는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큰 도끼로 선생의 두뇌를 일갈 벽 (大斧로 先生의 

腦를 一喝直破)”코자한다는 선언을 내걸고, 세계열강이 자국문을 존숭하여 

에 강성한 국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여규형)의 의견 로 하자

면, 나 에는 일국문․ 국문․독국문식으로 국문이 외국문의 부속품으로 

락하고 자국의 정신은 분산되고 말 것이라고 비 하고 있다. 한문의 면폐지

는 실 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여규형과 순국문의 사용을 주창한 황

희성간의 논쟁은 다소 후자측의 일방 인 비방으로 끝났지만, 학문의 진원은 

한문에 있다는 한문유지론자와 한문을 철 히 몰아내야만 나라가 산다는 

진 인 국문지지론자의 입장을 표 으로 보여  사례라 하겠다.

52) 황희성, 호남학보  2호, 1908. ｢ 呂荷亭書 附｣, 擧世가 皆曰 國漢文이라 

것을 先生은 獨曰 漢國文이라야 瞑目疾視며 攘臂大叫야 白雪이 盈巓토

록 其心이 不衰니 奇哉라. … 一大呼曰 漢國文이라며 再大呼曰 漢國文이라

야 國文의 臣이 되며 漢文의 忠奴가 되랴니 嗚乎 先生이여. …先生의 

漢國文이라 主唱 意見을 竊聞건 曰 檀箕以來로 漢文의 東渡가 已久야 

國文과 無異라니 萬一 其渡來已久 因야 國文보다 重타면 然則 幾百年後

에 第二 呂荷亭先生이 作야 必也日文으로 國文上에 加야 曰 日國文이라

지며 又幾百年 後에 第三 呂荷亭先生이 作야 必也英文으로 國文上에 加야 

曰 英國文이라지며…此優美便利 國文이 他國文에 附屬品만 作 而已니  

未知 라 先生이여. 何其作俑을 樂고. (강조는 인용자)

53) 呂圭亨, 大同學 月報 1호, 1908. 2.25.｢論漢文國文｣, 古也程邈之眞楷 之而便至

于今日 之漢文 是也我韓自 檀箕開國幷用漢文 之四千年 漢文卽我韓本有之

文非自外襲而取之也 今世俗之 曰廢漢文純用國文然後始可以立國也 愚迷如此不

容多辨而又不能不辨不辨則蚩蚩 終不能覺悟也我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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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은 자국어가 아니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시인하면서도, 한문유지론

자가 국문사용에 동조할 수 없었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한문의 오랜 지배

로 인해 한문을 제외시키면 표 의 방도나 새로운 학문개념의 도입이 어려워

진다 2)일본도 한문폐지론에 실패한 바 있다 3)아직까지는 지나가 동양의 

심이며, 우리 나라가 국과의 계를 단 하지 않은 이상, 한문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  당  문체의 문제를 둘러싸고 지식인층은 “요즈음 무

식한 자들의 국문만 용해도 괜찮다는 망언을 족히54)격 ”
54)

해야한다는 강경

한 입장의 한문지지론자와 이에 맞서는 한문폐지론자, 그리고 도 인 입장

의 국한문주창자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반응을 보 다. 암클이라 조롱하며 문자

로도 취 하지 않았던 언문
55)

을55)국문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은, 상부에서 

국문을 공식문서의 표기문자로 인정한다는 공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

은 논란과 반발을 야기했고, 이러한 진통을 거치면서 국문은 진 으로 자신

의 자리를 확보해나갔다. 

2) 문체에 따른 출 시장의 변화―출 어의 창출과 독자의 형성

앤더슨은 지방어들이 세력어(languages-of-power)의 지 까지 상승하여 라

틴어의 경쟁어들이 됨으로써 기독교 세계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쇠퇴시키는 

데에 독자 인 공헌을 했다고 평한 바 있는데,56)56)이러한 상은 개화계몽기에 

일어났던 국어국문운동과도 견  수 있는 특정한 부문의 지 들을 공유하고 

있다. 즉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동력으로서 새롭게 두된 국문체는 기

존의 권 의 문자인 한자를 몰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건 인 기득권층의 

세계를 붕괴시키고,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는 ‘동질한 공간’을 구획해 낸 것이

다. 여기서 지방어는 들뢰즈의 말을 빌려 ‘변이능력이 농후한 소수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57)57)특정한 언표행 의 배치인 문체가 기존의 체계를 복할 수 

54) 유호식, 1908, 동언고략(東 攷略) , ｢東 攷略 序｣, 고 서해 . 

55) 皇城新聞 (論說), 1898. 9.20. ｢國文漢文論 下｣ “國文의 便易을 略知나 諺文

이라 賤待며 암클이라 嘲 야 文字로 齒及지 아니커”

56) 베네딕트 앤더슨, 2002, 상상된 공동체 , 윤형숙역, 나남출 , 71면.

57) 이진경, 2002, 노마디즘 , 휴머니스트,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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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재 인 힘을 분출한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국문체는 여타

의 문체를 통합해낸 ‘표 이 되는 표기문체’이자 자국민이 쓰는 ‘민족문체’로서 

새로운 권력을 부여받게 된다. 민족어(때로는 표 어)에 한 필요성은 근

국가의 설계와 맞물려 제기되었다. 이러한 것에 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알아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다시 앤더슨의 논의로 돌아가, 그가 언어의 문제에 

하여 지 한 바 있는 출 어(print-language)에 주목하여 출 시장에 동시

으로 존재했던 개화계몽기의 문체들의 특성을 검해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출 시장의 활성화는 복제기술의 향상(인쇄기계의 발달)과 

국지방에서 동시 인 성행을 가능 하는 통일된 문자체계의 수립으로 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출 업자는 이윤을 남기고 출 사업을 확장시키기 해서 

서책을 는 일 이외에도 각종문구를 는 것은 기본이고 자체 으로 작가의 

작권까지 사들여 당  문체들간에 번역하는 일(주로, 국한문체를 국문체로)

도 주 하지 않았다. 거 한 집단이라는 면에서 근 국민과 독자는 동일

한 형상을 띠지만, 그 속성에 있어서는 국가라는 권력에 포섭되어 있는(혹은 

결탁하는) ‘국가의 民’이라는 국민과 출 시장과 작가와 등하게 비가시 인 

권력의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품시장의 윤활제’로서의 독자라는 지 는 상

호 치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자는 국가에 속하는 부분이며, 후자는 

자본에 속하는 부분으로58)58)신문․잡지․출  등 리즘의 회로를 순환시키

는 유동 인 집단으로, 국민이라는 틀에 구획되지 않는 층 를 이루는 집단이

라 볼 수 있다.

특히 1900년 의 독자는 문학작품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작가라는 문

인 역이 구획되지 않았던 시기에 곧 을 쓰는 지식층이 부분 독자라

는 자리를 유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독자라는 역을 확 시키는 문제는 출

시장의 확장에만 한정되지 않은, 국민의 교육이라는 국가정책과도 직결된 

사안이었다. 즉 출 어는 자국어와도 치되는 것으로, 출 될 때 사용되는 문

체는 자국의 문체로서 바라볼 수 있다. 요컨  국어국문운동은 “민족통합이라

는 국가의 원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움직임”과 맞물려있으며,59)59)동시

58)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2002, 국민이라는 괴물 , 윤 석역, 소명출 , 83면.

59) 니시카와 나가오, 의 책. 84면. 국민문학은 언어와 사고의 국민화라는 국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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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각기 다르게 통용되었던 문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다양한 매체의 출

간이 이루어지는, ‘문체의 다성성(多聲性)’이 넘실 는 역동 인 공론장을 연

출해냈다. 

  

․ 學漢文讀本   쟝隱 元泳義氏  纂輯  上下二編  正價金六拾젼  ▲本書 

蒙學漢文初階를 繼續야 각種 科학의 理論을 編輯고 國文으로 句讀을 

名釋하야 普通의 指남과 文理의 捷徑을 作 

․ 初等文學讀本   李源兢  著述  第壹冊  正價金 三拾젼  ▲本書 女학校 

敎科書 應用키 爲야 本文은 國漢文으로 諺解를 另附야 分課編輯 

니 雖在家婦女라도 均可便람 而增長知見에 必要

․ (愛國偉人) 葛 士傳   淸國梁啓超 原著 全一冊 正價金拾五錢 (國漢文) ▲

本書 歐洲風雲을 震撼고 自國獨立을 力圖던 匈亞利 愛國偉人 葛 士

의 事蹟을 網羅著輯 니 當時 葛 士의 雄飛活躍의 經歷과 及其英雄末路

의 丕運을 隨야 奧匈聯邦의 雙立國體를 竟成 結果 觀컨  可便讀 英

雄崇拜의 感想을 激起 리로다
60)60)(띄어쓰기는 인용자)

는 한매일신보 에 나란히 실렸던 서책의 고문들이다. 원 의(元泳

義)의 소학한문독본 은 아동들의 한문교육을 해 국문을 가미해놓은 한문

토체의 교과서이며, 이원 (李源兢)의 등여학독본 은 여성들의 교육을 

해 국한문은 부록으로 놓고 국문으로 내용을 풀이해놓은 독본이다. 이를 보면, 

특이하게도 책을 표기하고 있는 문체를 명시해놓고 있음이 발견되는데, 책의 

표기문체를 밝히는 것은 서책 고의 필수항목이었던 것처럼 매번 빠지지 않

고 등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개화계몽기 출 시장에 출 했던 문체는, 서책의 성향에 따라 크게 흥미의 

유발을 목 으로 쓰여진 국문체의 신소설과 백성의 계몽을 목 으로 쓰여진 

국한문체의 역사소설과 기로 별해 볼 수 있는데, 국문체의 서책이 주로 

여성과 하층민을 상으로 했다면 국한문체의 서책이 식자층인 지식인(특히 

남성독자)을 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일종의 정설이다.

문체에 따라 책의 매가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한문체에 비해 국문체가 

의 통합 이데올로기와, 보다 많은 독자라는 리즘의 자본논리가 교차하는 지

에 치하고 있다.

60) 大韓每日申報 ( 고), 190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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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렴했으며, 이러한 번역은 다량의 매를 목 으로 서  자체에

서 행해지는 것이 보편 인 추세 다. “한문 부족하신 이와 부인사회를 하

야 내외국 사기(史記)와 가정에 합당한 소설 등을 순국문으로 번역하야 출

도 하옵고”
61)

하는61) 고는 비단 박문서 이외에도 학서포, 회동서 , 신구서

림, 한서림, 동서국, 유일서 , 태극서 , 동양서원, 보 서 , 수문서  등 

여러 서 상에서 내놓은 일반 인 사례로, 자체 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던 당

 출 업계의 사정을 보여 다.
62)62)다시 말해 서 상은 그 내부에서 자체 으

로 국한문체로 쓰인 역사소설이나 기를 국문체로 번역하여 매하기도 했

는데, 일반 으로 국한문체의 서책은 국문체의 서책보다 제법 값비싼 가격으

로 한정된 독자를 상으로 유통되었다면, 국문체의 서책은 아동주졸을 비롯

하여 국민을 상으로 렴한 가격에 통용되었던 것이다.

국문체로의 환과 아울러 실행된 띄어쓰기는 “철 하게 시각 인 인식을 

시”
63)

하면서,63)기존의 독서 감각과 다른 수용 방식을 요구한다. 즉 주로 필사

된 서책을 돌려보고 이야기를 ‘읽-듣던’ 청자로서의 독자는 ‘～노라’하는 음

독의 습성에서 차 ‘ 으로’ 그리고 ‘학습된 지식’으로 뜻을 음미해야 하는 묵

독의 주체로 환하게 된다. 묵독의 묘미에 사로잡힌 독자가 많아질수록, 서책

의 매율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연스런 출 사의 기 치 다. 

그러나 한문에서 국문으로의 격한 환은 실제 으로 쉽지 않았고, 국문

체의 도입은 보다 폭넓은 독자층의 확보를 시도한 사례이지만, 일차 으로 ‘읽

는 독자’로서―양극을 재하고 국문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있는―국한문체

의 선호자가 국문의 독자나 한문의 독자보다 많았다. 매에 최우선을 두었던 

출 사측의 고문도 한, 서책의 주된 구입자로 지식인이나 부유층의 부녀

자를 상으로, 국문보다는 국한문체로 작성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국가건설의 명제, 조국의 독립이라는 체 명의 과

제가 서책을 고하는 캐치 이즈(catchphrase)로 쓰 다는 이다. 기본

으로 열 한 애국심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것, 독자의 심기를 들끓게 할 수 있

61) 大韓每日申報 ( 고), 1908. 6.27.

62) 한기형, 1999, ｢1910년  신소설에 미친 출 ․유통 환경의 향｣, 한국 근 소

설사의 시각 ,소명출 , 235-237면.  

63) 권 민, 2002, 한국 문학사 1 , 민음사, 49면.



․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개와 양상 79

어야만 팔린다는 매 략이 작동되고 있었다고 추정될 정도로, 부분의 서

책은 그 발간취지에 있어 결국 국가의 사안과 련되어 있다는 것을 공공연

히 표방했다. 국민의 애국사상을 배양하는 서책이라는 문구는 역사소설이나 

기의 경우에 필수 으로 부가되었고, 신소설조차 “家庭社 의 風化腐敗을 

痛戒”64)한다는64)공 인 의의를 내세웠다. 무서명의 필자가 부분으로, 특수한 

목 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여 ‘집단 인 쓰기’를 시행했던 시기에, 문체는 

특정한 작가의 개성을 반 하는 개별 인 스타일이었다기보다, 내용을 달하

는 ‘표기의 한 형태’로만 한정 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가의 문체가 

아닌 집단의 문체, 한 나라를 변하는 ‘국가의 문체’로서 삼 체계의 문체(국

한문체-한문 토체/국한문체-국문체)가 동질 인 시공간을 채우고 있었던 것

이다.

3. 자국어의 자리 찾기, 자국어를 규정하는 담론의 다층성 

1) 국문논쟁, 자국어를 규정하는 논지들의 동일성과 차이

국어국문논쟁을 펼쳤던 논자들은 크게 ‘한문유지론자’와 ‘국한문지지론자’와 

‘국문 용론자’로 별시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공통 으로 각자의 논지에 

합한 근거로 언어 (문화 ) 민주주의(democratism)와 언어  민족주의

(nationalism) 그리고 언어  경제주의(economism)를 내세웠다.65)65)다시 말해 

이들이 취한 입장은 서로 치되거나 상이했지만, 각자의 논리에는 각기 자신

들이 내세우는 표기체계가 자국문으로서 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

졌던 것이다. 결과 으로 이러한 이들의 견해차는 국어국문운동을 둘러싼 다

양한 담론의 층 를 만들어냈다. 

이들 논지의 담론  성격은 앞서 언 한 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경제주의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부언하자면 언어  민주주의는 공통된 언어

64) 한매일신보 ( 고),1907.8.8. 이인직의 순국문소설 ｢귀의성｣이 한매일신보

에 국한문으로 고되어 있는 것은 이색 이다.

65) 문화  민주주의와 언어 민족주의에 한 사항은 권 민, 앞의 책, 49～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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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을 통해, 상하귀천․남녀노소 차등 없이 구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

게 되는 것을 말하며, 언어  민족주의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민족 인 동

질감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변해주는 요소로서 토, 연, 역

사 이외에 부가되는 사항으로, 개화계몽기에 국혼(國魂)이나 국가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종종 언 된 바 있다. 그리고 언어  경제주의는 한 마디로 

언어의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으로, 얼마나 쉽고 편리한가 즉 얼마나 빨리 익

힐 수 있는가하는 시간의 효율성과 배우는 번거로움을 최 한 이려는 사안

과 련된 것이다. 이러한 제를 바탕으로 각자의 논자들이 어떠한 것을 근

거로 자신들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지 그 담론의 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

다. 본고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편의상 앞서 삼분시켜 살펴보았던 국어국문운

동의 담론  성격에 따라 번호를 표기해 보았다.(①언어  민족주의 ②언어  

경제주의 ③언어  민주주의)

 

ㄱ) 오늘날에는 온 천하의 이 모두 자기 나라의 성음(聲音)에 의거해서 자

를 만들고 자기 나라의 언어에 의거해서 을 만드니 통용하기에 편리하고 기록

(記 )하기에 쉬울 따름이다. 그런데 ①한문은 지나(支那)에서 나온 것이어서 성

음(聲音)․언어( 語)가 우리와  다른 것이 서로 만리나 되는 듯하다. 비록 

그 지만 ②우리 나라는 단군․기자 이래로 한문에 말미암아 문명(文明)을 열었던 

까닭에 수 천년을 흘러오는 동안 어느덧 습을 이루어 마치 우리 고유의 인 양 

인식되어 왔고, 우리의 언어성음( 語聲音)도 한 그로 인해 향받은 것이 많다. 

무릇 역사․ 고․훈고․정법으로부터 일상생활과 윤리의 사이, 일을 행하는 즈음

에 주선하고 왕복하는 것과 명물도수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버리고는 표 할 길이 

없다. 그래서 ③교과서를 역술하거나 신학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한문

을 쓰는 방식으로 칙을 삼고 있다. 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꾸어 바로 

폐지해 버릴 수 있겠는가? 요즈음에 일본의 지식층이 자주 한문폐지론을 주창하

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 이 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동양의 국은 

지나를 심으로 삼을 수 밖에 없거니와 한 우리 나라와 한 계를 맺고 있

는데, 한문을 버리고 나면 장차 어떻게 뜻을 서로 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

문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66)66)<한문유지론자의 입장, 번호표기  

은 인용자>

ㄴ) 천하의 사람들을 온통 한문에 종사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즉 들이는 공

66) 최재학, 1908, ｢文章指南 自序｣, 문장지남 , 휘문 , (민족문학사연구소편역, 

2000, 근 계몽기의 학술․문 사상 , 소명출 , 44면.(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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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매우 고달 고, 성과는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우니 기운이 다 소진하고, 모발

이 새도록 연구하더라도 오히려  성취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아! 천하의 

사는 한문에만 그칠 뿐이 아니거늘 어 하여 천하의 인재들을 몰아다가 여기에 구

속해 두려 하는가? 천하의 사람들을 온통 국문에 종사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즉 

견문이 막히기 쉽고, 와 지식이 자라기 어려운지라 오음(五音)을 두루 통하고, 

세 번 통역해 할 수 있다고 하나 오히려 두루 통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지  

나는 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  ②한문으로 근본을 삼으면서 국문으로 통하여 

마치 수 통의 두 바퀴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잡도록 하고자 한다. … 비

록 ③무식한 백성이나 부녀자라도 자만 아는 사람이면 모두 한 번만 보고도 그 

뜻을 통달하여 동방 사천여 년의 치란 성쇠 장단 득실이  앞에 있는 듯이 알 것

이니 그 공이 어  하찮은 것이라고 하겠는가? …사람마다 쉽게 읽어서 유연히 이

치를 터득하여 ①식견이 발양된 연후에 나아가 천하의 원 한 책략을 펼쳐서 그 

재능을 다 발휘하여 마치 용양 로 존군애국( 君愛國)의 사업을 성취하게 되

어 만방에 명 를 펼쳐 장차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 

것이다.
67)67)<국한문지지론자의 입장, 번호표기  은 인용자>

ㄷ) 무릇 나라에 이 있음은 모두 그 나라의 음성․언어에 따라 그 백성들의 

일상 인 쓰임에 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의 을 

익히니, 가르치기가 쉬워 문자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 이로 말미암아 문명의 발달

이 더욱 빨라졌다. 한 ①국민의 언어와 문자가 같아진 연후에야 국민의 뜻이 한

결같아지며, 애국사상 한 이로 말미암아 발 된다. 요즈음 세계의 열강들이 문자

와 언어의 일치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이것이다. (…) 우리 세종 왕은 하늘이 

내리신 성군으로 지혜를 내어 국문을 창제하여 소리로 인하여 자를 만들고, 말

로 인하여 을 이루니 ③한문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모두 능히 이해할 수 

있다. 한 ②매우 간편하고 쉬워서 밭 가는 백성이나 어리석은 아낙네일지라도 

환히 깨치는 것이 빨라, 사람들마다 힘을 쏟는다면 몇 달의 공력을 허비하지 않고

서도 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문을 평생토록 힘써 공부하는 것

과 비교한다면 그 공과의 격한 차이가 참으로 어떠하겠는가?68) <국문 용론자

의 입장, 번호표기  은 인용자>

첫 번째 인용문 ㄱ)은 한문유지론자의 입장으로, 신속함보다는 의미 달의 

정확성에 더 많은 무게가치를 두었을 때 한문을 지속 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 상황으로 보나 차후로 보나 훨씬 경제 이며, 정체된 권 의 상징으로

서가 아닌 차원 높은 학문을 답습할 수 있는 지식의 수단으로서 한문은 구

67) 이규환, 1899, ｢普通敎科東國歷史 序｣, 보통교과동국역사 , 학부발행. ( 의 책, 

163-165면.(재인용))

68) 장지연, 1907, ｢大東文粹 (序)｣, 동문수 , 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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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익히기만 하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 이며, 비록 한문이 국에 기

원을 둔 타국문이나 이미 자국문으로서 통용된 지 오래인 ‘제2의 민족문’으로

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정 인 망을 내놓고 있다. 요컨 , 마치 몸의 일부처

럼 자국문에 침투하여 일상 반을 장해 온 한문의 체계를 하루아침에 제거

해버리는 일은 불가하다는 것, 이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 이며 

경제 으로 큰 낭비라는 것, 언문에 토 를 둔 순국문의 용은 심오한 학문

의 수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논지의 골자이다. 

한문유지론자는 개가 한학을 답습한 자들로 완고한 민족주의자들( 표

으로 황 )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당  근 인 사고를 

견지했던 진 인 민족주의자들과 다른 층 에 놓여 있다. 즉 한문유지론자

는 민족에 한 인식도 했으나, ‘그럼에도’라는 첨가어를 강조하며 한문의 사

용은 불가피하다는 논지를 펼쳤다. 한문유지론자들이 최 의 가치로 삼았던 

것은, 래의 권력에 한 미련이 아니라, 래의 학문에 한 탐구 다. 그들

에게 한문은 기존의 학문체계를 뒷받침하는 토 으며, 동음이의어 등 의미

의 혼선을 막고 어휘들 간의 변별이라는 가벼운 차원의 문제가 아닌, 차원 높

은 학문의 명맥이 끊길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한문이 어렵다

고 순국문으로 용하는 것은, 기존의 학문이 통하는 수로를 틀어막는 격으로, 

결국 국민의 문운(文運)을 막히게 할 것69)이라는69)우려를 표명했다. 학문 

반의 학술 인 용어가 한자에 담긴 뜻을 통해서만이 그 깊이의 달이 가능

하다는 념―“한문은 모든 과학의 열쇠이다”70)는70)명제―을 쉽사리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종 신지식과 서양서의 수입에 있어 새로운 개념어의 달은 한자

표기가 합하다는 것이 한문유지론자와 국한문지지론자가 공통 으로 딛고 

있는 지 이라 볼 수 있는데, 국한문지지론자들은 한자에 국문을 결합하는 방

69) 정교, 1908, ｢東 攷略 序｣, 동언고략 , 고 서해 . 

70) 원 의, 1907, ｢蒙學漢文初階 序｣, 몽학한문 계 , 앙서 . “만약 ‘국문만 가지

고 족히 쓸 수 있는데 하필 이럴 것이 있느냐’라 말한다면, 한문은 동아시아 공

통의 문자여서 ‘국문(國文)이란 두 자도 한 한자이다. 아무리 한자를 제거하고 

그 뜻을 풀이하려 해도 국문으로만 쓰면 제 로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니 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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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한문의 문법을 기(破棄)하고, 한자를 독립된 체언형태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한문지지론자는 배우는데 무수한 시간과 노력이 허비

되는 한문과 비록 쉽지만 얕은 지식만 수용이 가능한 국문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것으로,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것으로 국한문체를 내세웠다. 국한문지지

론자 에는, 한문을 근본으로 삼고 국문을 부수 으로 사용하는 형태(한문

토체의 경우 조사만 국문인 것)를 고수하는 쪽과 국문의 용을 목표로 하되, 

의미 달에 있어 특히 수입어인 경우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특정한 

명사를 한자로 표기할 것)입장을 보이는 두 부류가 있다. 인용문 ㄴ)에서 언

어  민족주의는 더욱 부각되어 있는데, ‘ 화질서의 붕괴’와 맞물려 ‘한문문법

의 기’는 타국문으로 규정된 한문을 폐기할 것을 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문을 익히는 데 소요되는 상당량의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막고, 국문만으로는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없다는 치명 인 약 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한문으로, 한자와 국문의 충이야말로 가장 경제 이며 편리하다는 시선과 

지배층과 하층민사이에 간 인 치에서 평등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장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문이 지배층이 향유하는 문자로서 기존정권의 복을 시도하려는 의사를 

간 으로 표명하게 되는 것은 국문 용론자의 논지에 도달해서이다. 한문은 

곧 어려운 문자라는 에서 비경제 이며, 무엇보다 타국의 문자라는 에서 

민족의 문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난 에 부딪히며, 당 에 진 인 민족주의

자 계열의 국문 용론자의 공격의 상이 되었다. 즉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형

성하는데 한문은 이미 제국주의의 열강에 무릎을 꿇고 만 국의 문자라는 

에서 문명의 속도에 뒤쳐지는 ‘도태된 문자’를 상징하며, 상하의 경계를 무

화시키는 데 있어 동질한 시공간을 유할 수 있는 국문의 수립은 인 

지상명제로 부각되었다. 인용문 ㄷ)에서 한문은 배격의 상으로서 훈민정음

에 기원을 둔 국문의 사용이 강조되고 있다. 자국문의 강조는 국가로의 투항

을 상정  하는 愛國精神을 추동하는데 필수 이며, 세계 문명국들이 말과 

이 일치하는 문자언어를 사용한다는 은 국문이야말로 ‘문명의 문자’이며, 짧

은 시간 안에 우부우맹이 깨우칠 수 있는 ‘기 인 문자’이자 이상 인 가치

로 주창되었던 평등을 실제로 실 시킬 수 있는 ‘실용 인 문자’로 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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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표행 의 배치를 통한 국민국가(nation-state)의 구상 

언표행 의 배치라 볼 수 있는 문체는 곧 권력의 지표이다. 언표행 의 재

배치에 따른 문체의 변화는 권력의 이동이며, 이 맥락에서 국문의 사용은 편

된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당  식자층들에게 특정한 문체를 자국어로 선

정하는 문제는 권력이 교체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비춰졌다. 새로운 사조의 유

입에 따른 문체의 변동이 아닌, 국운의 존망과 정세의 조류에 따라 문체를 변

화시켜야 했을 때, 외 으로 외교권력이 이동하는 상( 국→일본)을 망

하면서 내부 으로 상하를 통합하여 강인한 민족집단을 구획해야하는 일과 

동시 으로 결합시켜 추진해나가야 했다.

신분간의 격차가 쓰는 문자에서도 하게 드러났던 시기가 차 몰락함

에 따라, 언문, 국자, 암클 등의 이름으로 낮은 우를 받았던 국문은 당당히 

한 국가의 문자로서 자리를 확고히 굳히게 된다. 이제 국문의 사용은 단순히 

지배층이 ‘모종의 불쾌감’을 감수하며 용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된 신체를 의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변화시키고 자발 으로 받아들

여야 하는 문제 다.

한문만 답습하던 지배층에게 국문은 생소한 학습의 상이었고, 다수가 

문맹이었던 피지배층에 있어서도 국문은 기본 인 학습의 상으로서, 더 높

은 수 이나 부수 인 학문에 근하기 해 일차 으로 넘어야 하는 문이

었다. 언문이 여성과 하층민에게 할당된 소유물이라는 제가 성립․통용된 

지는 오래 지만, 정작 실 으로 언문을 깨친 하층민은 극히 드물었다. 주시

경을 필두로 국문교육에 한 필요성이 제기된 지 십여 년이 지난 시 에 이

르러서도 여 히 문맹자는 유식자보다 많았으며, 국문을 익힌 것 자체가 기삿

거리가 될 정도 다. 국문야학교를 다니며 한 을 익힌 노동자가 마치 웅인 

것처럼 매스컴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빈번했으며,71)71)허구일지라

71) 한매일신보 (국문본), 1907. 11.2. ｢시평론｣ ▲ 룡강군 룡 면 삼리 에 쥰

쥰무식던 농부 수십명이 낫이면 농고 밤이면 쟝지운씨의집에 모 셔 몬져 

국문을 호고 나죵에 한문지 열심으로공부고로 젼진지만이 크게 잇다

니 젼국동포가 다 이 농부들과치 열심면 명진보 미구에 되리로다

    한매일신보 (잡보), 1907. 11.27. ｢열심공부｣. 동 문밧게사 풀무쟝이 김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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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상을 무 로 하는 신소설 귀의성 에서 순이가 언문편지조차 쓸  몰

라 필을 하러 다니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박은식은 진보 인 국문사용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순검․병정․시정(

井)의 상고(商賈) 등 백성에서부터 부녀자  남의 하인배 천역의 부류에 이

르기까지”72)72)모두가 읽을 수 있는 국문신문의 창간과 서 의 국문번역을 통

해, 문맹자가 없는 문명국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 망했다. 이는 비단 

박은식 뿐 아니라 당  개화된 지식인은 부분 국문을 배우는 일이 상형문

자인 한문을 배우는 일보다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장 이 많은 문자임을 

간 하고, 이를 권장했다. 새로운 학습의 상으로서 부각된 국문은, 남녀노

소․상하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들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형태의 국

민이라는 집단을 창출하는 기제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국문이 국가와 한 

상 성을 지닌다는 것은, 한문을 타국어로 인식하고 배척하는 과정에서 ‘자국

민은 마땅히 자국어를 써야한다’는 명제와 함께 통용되었던 암묵 인 사안이

었다. “國語ㅣ 無 國은 完全獨立 國이라 難稱”73)하다는73)명제 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즉 국어는 한 나라의 독립된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물

이자, 나라의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국어의 진흥은 그 

나라의 국력의 확장을 의미했다. 한문이 한낱  “古人의 雜說”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견해와 함께,74)74)국문의 진흥이 곧 “國家의 大幸”이라는 논의는 쉽게 발

씨가 새 학문을 공부기에 열심야 낫졔 야쟝이 일을고 밤이면 샹동 국문

야학교에 니며 을 호 비가 오던지 바이 부던지 로밤도 궐지아

니고로 그 학교에 여러학도가 칭 다더라   

    한매일신보 (잡보), 1909. 1.10. ｢움속학교｣. 동부 어의동방아문리근쳐에 쳥근

쟝 사십오인이 그곳에 움을 뭇고 놀더니 김두종씨가 발긔야 야학으로 

공부지 월여에 국문은 다흔고로 지  슌사니 쥬슉씨를 교로 뎡고 

 한문을 공부다더라

72) 박은식,1904. 11, ｢論國文之敎｣, 學規新論 , 박문사. 

73) 夜雷  1호, 1907. 2.5. 朴 太緖, ｢國語 維持論｣ 現今 世界列强을 試見면 國語ㅣ 

無 國이 無지라 英有英語고 德有德語고 佛有佛語며 俄有俄語고 淸

有淸語하며 日有日語고 其他和蘭, 西班牙, 伊太利, 所  文明之國은 皆有國語

야 務講維持며 保護擴張야 世界語 삼으랴고 相互競爭니 强國은 不受

其害나 弱國은 難免其害라 其爭競 擴張 主義 弱國을 精神的으로 占奪고 

旣往占奪 國은 其人民의 愛國思想으로 潛消暗削  純一 占奪主義라

74) 西北學 月報 , 1910. 1.1. 통권 19호. ｢論說｣.  漢文敎科의 必要는 東萊博議<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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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
75)75)“國文을 崇之면 我國을 愛 오 漢文을 崇之면 他國을 愛

 라"76)는76)말에서도 드러나는 국문과 국가의 긴 한 상 성은, 자국문의 

수호는 곧 국민의 의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문명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명제아래에, 문명의 속도가 뒤쳐진 

의 상황에서 서구를 앞지를 수 있는 방향으로, 느리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으

로 단되는 모든 것은 당분간 배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속도의 강박증은 아

직은 ‘우리도 강국(=문명국)이 될 수 있다’는 낙 인 망과 얼마든지 그 

치를 복시킬 수 있다는 ‘문명의 상 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거 19세

기와 재의 20세기는 서양의 문명이 크게 발달한 시기요, 장래의 21세기와 

22세기는 동양의 문명이 크게 발달할 시기”
77)

라고77)확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이 극에 달하면 희망이 생기고,78)78)경쟁이 극에 달하면 평화가 

온다는 믿음은 계몽지식인이 우매한 백성에게 끝없는 계몽의 논설과 연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했다.  

략 천하의 문자를 취하여 한문 혹은 국문으로써 간행하되 읽어보기에 편리하

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농학, 의학, 병학, 수학, 기학, 학, 천문학, 지리학, 기계

학, 격치학, 정치학 이런 등의 여러 학술 서   견문을 모두 다 살펴서 편찬하되 

먼  천근(淺近)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고원(高遠)한 것으로 들어가 차

承喬>, 近  漢文敎料書 取以讀閱則 非樓閣亭記면 是史略抄要와 古人雜說而已

라.…今日은 卽 新天地 新世界에 學問이 維新이오. 事業이 維新이라. 虛文仮稀은 

無所擬議오. 在東洋學界야 漢文發達을 不可不是圖而漢文書籍은 卽 學也ㅣ라. 

75) 한 회회보  2호, 1908. 5, 李鍾一, ｢論國文｣, 12면.

76) 西北學 月報  1908. 6.1.  제1권 제1호, 李承喬, ｢國漢文論｣. 盖國文  我國之

文也오 漢文  支那之文也라 國文을 崇之可乎아 漢文을 崇之可乎아 國文을 崇

之면 我國을 愛 오 漢文을 崇之면 他國을 愛 라. …蔽一 曰而

先 我國文 가 爲今日之急務로다. 際此競爭時代야 雖微細事爲라도 不可 讓於

人이온 況以斯文之必要至重 로 엇지 所有 棄而不用고 他의 所有만 崇拜

야 愛國的 精神을 遺失 리오.

77) 의 책.

78) 이와 련하여 신채호, 한 회회보 (제 1권 제 1호), ｢大韓의 希望｣(論說).  

今日我韓이 富난 他國만 不如하나 富의 希望은 他國보다 大하며 强은 他國만 不

如하나 强의 希望은 他國보다 深하며 文明은 他國의 不及하나 文明에 한 希望

은 他國보다 遠過하다노니 大하다 我韓今日의 希望이여 美하다 我韓今日의 希

望이여 大抵希望의 萌芽가 恒常苦痛時代에 在하고 安樂時代에 不在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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츰 어들어 침입되는 것이 차 개명되는 뜻에 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 당

세에 모모 하는 사람들의 학설과 지략의 의논이 본회에 송부되는 것을 한문, 국

문, 반한국문(半漢國文)을 막론하고 도리에 부합하고 고명한 식견이 있고 세교

에 련이 있는 것들을 취하여 모두 다 인쇄에 부치고 모아서 책을 만들어 달마

다 반포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둡고 잠겨진 것을 밝게 드러내며 지식과 식견을 넓

히도록 하고 정치와 교화에 보탬이 되게 하고, 밖으로 외국의 침략과 모멸을 

막아내도록 할 것이니 침으로 시 에 맞는 긴요한 임무요 세상에 드문 거룩한 사

업이다.
79)

79)

한문은 지나의 문자, 표의문자, 그림문자, 타문자, 사 부의 문체, 상부계층

의 문자라는 명칭으로, 언문은 조선의 문자, 자문자, 발음문자, 표음문자, 서민

의 문체, 여류의 문체라는 명칭으로 각각 통용되었는데, 이러한 명칭은 한문과 

언문의 조 계를 보여 다. 의 인용문에서 천근한 것은 곧 순국문이며 고

원한 것은 한문을 지칭한다. 순국문을 주창했던 논자들은 일차 으로 순국문

을 그 다음으로 국한문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한문을 익 야 한다는 논지를 

설 했는데, 이러한 교육의 과정은 한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국문을 제 

일차 인 것으로, 우선 으로 익 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과 아  통상을 

끊을 수 없는 이상은 외국어로서 한문을 익 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음’임을 가리킨 반면, 국문은 (外)타국문

자와 구별하여 자국문자를 규정하는 그리고 (內)상하계층을 단일한 집단인 국

민으로 균질화하는 ‘무형 인 국가기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명국인 

뎨일등 가 문ㅅ라”80)80)극찬을 받기도 했던 국문은 특정 계 을 변하는 

권 의 문자가 아니라, 학습의 상으로서 단계별로 구든지 익히면, 국문이 

주는 묘미와 문명의 힘을 맛볼 수 있게 했다. 

요컨  계몽지식인의 에는 지배층은 물론 하층민이 동일하게, 새로운 문

자체계인 국문의 학습 상이었다. 지배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국문을 들춰

내어 국문이나 국한문시험을 야 했고, 문맹인이 다수 던 하층민은 새롭

게 국문을 익 야 했다. 계몽지식인은 국문의 쉽고 편리함을 강조했으나 지배

층은 기존의 권 문자인 한문에 한 미련을 쉽게 놓지 못했고, 실질 으로 

79) 안경수, ｢독립 회 서(獨立協  序)｣. 

80) 도 (제1권 제6호), 1909. 5.20. ｢國文子母音略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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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에 앉을 시간도 없었던 하층민의 경우, ‘조 만 참고 익 라, 알고 나

면 쉽다, 덮어놓고 어렵다고 하지 말라’81)며81)수차례 어르고 달래는 선생님(지

식인)의 말을 들어야했을 만큼 야학교에 나가 배우는 국문은, ‘쉽다’는 선 문

구와 같지 않았다. 즉 한문을 알고 있거나 이미 국문을 익힌 자는 한문과 국

문의 비교를 통해 국문이 쉽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문도 모르고 국문도 모르

는 자에게는 단지 한문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문일지라도, 기본 인 원

리정도는 익 야 하는 국문의 체계를 학습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

럼에도 학습과목으로서 국문은 그나마 공존하고 있던 다른 문(체)에 비해 

수월한 과목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지식인들은 국문을 제일 먼  익힐 

과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 로 차 고난 도의 과목들을 익 갈 것을 권

장했다.

국문사용의 권장과 국문체로의 번역은 국 인민을 ‘국문을 아는 국민’으로 

통합하여 강건한 국민국가를 형성하려 했던 계몽지식인의 입장, 그들의 이상

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국내 서 간의 번역은 외래 서 의 수입, 번역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국가의 존망과 국민국가의 형성의 문제와 련하여 통합

된 국민, 강성한 국가를 만들기 한 필수 인 사안으로서 동일한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요컨  국문체  국한문체는 오랜 기간 국문의 자리를 유했던 

한문이 타국문이라는 을 발견하고(민족과 민족어의 자각) 강 국이 자국문

을 쓴다는 사실에 자극받은 계몽지식인의 노력으로, 문명국의 열에 오르기 

해 빠른 문명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문체로서 략 십여 년도 채 안 되

는 짧은 기간에 격한 속도로 수천 년을 지탱하던 한문을 몰아내고 등극하

는데 성공했다. 이 두 문체는 우매한 백성에서 한 국민을 양성하는 보통

교육과목으로서 쓰이기도 했으며, 남녀노소  상하계층을 하나로 통합하고, 

애국이라는 국가의식을 조성하는 기계로서 성능을 발휘했다.

4. 결 론

이제까지 본고는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개과정을 살펴 으로써 자

81) 가정잡지 (제2년 제3호), 1908. 4. 주시경, ｢(백)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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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에 수렴되는 삼 체계의 문체들〔한문체-(한문 토체)-국한문체-국문체〕

을 둘러싼 담론들간의 동일성과 차이를 망라하여, 궁극 으로 문체가 근 국

가의 형성에 어떻게 동원되었는지(어떠한 향 계를 지니는지) 그리고 근

국민을 구획하는 ‘국민의 문자’로서 국문이 어떠한 맥락(의의)속에 규정되었는

지 밝 보고자 했다. 

국어국문운동이 본격 으로 두하기 시작한 20세기 는, 수 천년동안 지

속되었던 화 심주의의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만국공법을 

비롯하여, 제국주의에 항하는 민족주의 등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

임들이 표면 으로 공포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국어국문운

동은 자연히 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거 한 명제를 심으로, ‘민족문자의 규

정’ 혹은 ‘자국문의 자리 찾기’라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여기서 문체는 특

정한 작가의 개별 인 스타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의 (목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근 국가의 형성과 뗄 수 없는 긴 한 상 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근 국민을 규정하는 핵심 인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자국의 

특성을 변하는 요소로서 언어는 같은 핏 , 토, 역사 등과 더불어 ‘동일한 

민족 집단’을 구성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명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가 

외부 으로 여러 국가들 간의 경계를 짓는 ‘문자의 지도’를 구획해냈다면 내

부 으로 상하의 층 를 균질 으로 통합하여 ‘동질한 시공간’을 형성해내고 

있다.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19세기 말에 본격 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신문매

체는, 최 로 독자라는 집단을 형성해내며, <기서>등의 독자투고란을 통해 하

층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 했다. 기존의 일방 인 명령체계를 복(수직

 커뮤니 이션에서 수평  커뮤니 이션으로)해 낸 표 인 민간지 독립

신문 은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 나라 백성이면 모두가 같

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순국문으로 신문을 간행, 인류의 ‘평등권’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침해할 수 없는 ‘독립권’을 천명했다. 그로부터 약 십 년 후, 

최 의 매부수를 자랑하는 한매일신보 는 국한문체와 동시에 국문체로의 

발간을 시도하는데, 이들 매체가 공통 으로 주장하는 논지는 자국문을 사용

함으로써 민족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자국에 한 의식을 키워 나라의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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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할 것, 그리고 낮은 신분의 하층민까지 모두 ‘국문을 아는 국민’(신문을 

읽고 국정에 한 사안을 토론하며 능동 으로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백성)

으로 포섭하여 강 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 의 국어국문운동을 둘러싼 논의는 공통 으로 언어  민족주의(nationalism), 

언어  민주주의(democratism) 그리고 언어  경제주의(economism)라는 담

론  특성을 보이는데, 이들 특성은 각기 상이한 입장에 놓인 논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에서 다루어졌다. 이들의 담론들 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언어

 경제주의에 한 사항이다. 언어  민족주의나 언어  민주주의는 한자의 

배제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한자를 특권계층(특히 지식층)이 향유하는 문자

로, 지배권력을 변하는 문자로 간주하 던 에서, 비록 한문지지론자들이 

한문을 높은 차원의 지식 담의 핵심 인 기구로 삼았다 하더라도, 한자는 모

두가 릴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기원이 

국이라는 외방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취약 으로 드러났다고 볼 때, 

결국은 ‘국문으로의 회귀’라는 동어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어국문운동에 

가담했던 비평가들은 크게 한문유지론자와 국한문지지론자 그리고 국문 용

론자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한문유지론자는 국문이 면에 두하게 된 시

세변화를 시인하면서도 기존의 일상생활 반을 장했던 한문을 국문으로 

바꾸는 작업은 큰 낭비일 수 있다는 실 인 경제 념을 지니고 있었고, 국

한문지지론자의 경우는 한문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일을 단축시키고 국문만으

로 채울 수 없는 높은 차원의 학문체계의 유지를 해 이 둘을 충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 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리고 국문 용론자는 ‘쉽고 

빠르다’는 것으로 압축되는 국문의 속성을 통해 단시간에 습득이 가능한 시간

의 약성을 최 의 장 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각기 다른 논 은 20세기  

‘문체의 다성성(多聲性)’을 연출해냈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거 한 명제앞에 여타의 논지는 강압 으로 소멸되어야 

했다. 민족문(文)의 자리는 필연 으로 세종때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언문) 

즉 국문으로 넘겨지는데, 민족문의 자리에 앉은 이 순간부터 국문은 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문체가 ‘ 장성의 문체’로서 일상생활을 반 하는 문

체로서 소설의 발달에 기여했다는 것은 덮어두더라도, 근 국가에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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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문자’로서 국문은, 한일합방이후 강압 으로 그 자리를 강탈당하기 

까지 한제국과 한국민의 정신을 변하는 무형 인 실체로서 ‘국가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역할을 자임했고, 근 인 국민국가의 수립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 국어국문운동과 련된 자료 목록과 참고 자료

1) 신문

* 황성신문

 ｢國文漢文論 ｣, 황성신문 , 1898. 9.28.

 ｢사설｣, 황성신문 , 1898. 9.5.  

 황성신문 (논설), 1900. 3.2.

 황성신문 (논설), 1902. 2.14.

 이능화, ｢國文一定意見書｣, 황성신문 , 1906. 6.1.2.

 주시경, ｢必尙自國文 ｣(奇書), 황성신문 , 1907. 4. 1.～4. 6. 

 ｢國文硏究所 規則｣, 황성신문 (잡보), 1907. 10.12. 

 ｢國文硏究 ｣, 황성신문 (논설), 1907.10.5.

 황성신문 (잡보), 1907. 2.6.

 ｢遣家僮하야 入國文夜學校｣, 황성신문 (기서), 1908. 3.15.

 황성신문 (잡보), 1908. 5.7.

 황성신문 (잡보), 1908. 7.31.

 유길 , ｢ 學校育에  意見｣, 황성신문 , 1908. 6.10.

 ｢교육의 계｣, 황성신문 (논설), 1908. 2.13.

 ｢警告三南文學家｣(논설), 황성신문 , 1909. 2.16.

 이 수, ｢今日 我韓 用文에 하여｣, 황성신문 , 1910.7.24.～27.

 ｢國文發達을 注意｣, 황성신문 (논설), 1910. 4.29.

* 한매일신보

 ｢女學宜 ｣, 大韓每日申報 , 19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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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每日申報 (잡보), 1907.10.12. 

 ｢시평론｣, 大韓每日申報 , 1907. 10.29.

 ｢國文硏究所 規則｣, 大韓每日申報 (잡보), 1907. 10.1.

 ｢蜜啞子 경력｣, 한매일신보 (논설), 1907. 9.6.  

 ｢국문신보발간｣, 한매일신보 , 1907.5.23.

 ｢國文硏究에  管見｣, 大韓每日申報 (논설), 1908. 3.1.

 ｢國文學敎의 日增｣, 大韓每日申報 (논설), 1908. 1.26.

 ｢國文硏究  委員諸氏에게 勸告｣, 大韓每日申報 , 1908.11.14.

 ｢國語國文 獨立論｣, 大韓每日申報 , 1908.8.30.

 ｢근  소설 자의 주의｣, 한매일신보 , 1908. 7.8.

 한매일신보 ( 고), 1908. 6. 27.

 ｢국문론｣, 한매일신보 (논설), 1908. 2.25.

 ｢국문에 한 견｣, 한매일신보 , 1908. 3.1.

 ｢국문학교의 증가｣, 한매일신보 (논설), 1908.1.29. 

 ｢국한문의 경 ｣, 한매일신보 (논설), 1908. 3.21. (국한문본의 경우, 3.17

과 3.19.)

 ｢국한문신옥편｣, 한매일신보 ( 고), 1908.12.10.

 ｢화산의슉셩황｣, 한매일신보 (잡보), 1908.5.29.

 ｢소설가의 추세｣, 한매일신보 , 1909.12.2.

 ｢제국신문 정간｣, 한매일신보 (잡보), 1910. 4.1. 

 이 수, ｢今日 我韓用文에 야｣, 大韓每日申報 , 1910. 7.23.-27.

 ｢소설과 희 가 풍속에 유 ｣, 한매일신보 (사설), 1910. 7.20.

* 독립신문

 독립신문 , 1896. 6.4.  

 독립신문 (논셜), 1896. 4.7.

 독립신문 , 1896. 6.9.

 독립신문 , 1897. 8.5.

 ｢배재학당 학원 주상호의 국문론｣, 독립신문 , 1897. 4.21.

 독립신문 , 1897.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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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신문 ( 고), 1897. 1. 21. 

 ｢주상호씨 국문론｣, 독립신문 , 1897. 9.28.

 독립신문 (논설), 1898. 4.18.

* 매일신문

 일신문 , 1898. 4.9.

 일신문 , 1898. 5.6.

 일신문 , 1898. 5.3.

 일신문 (논설), 1898. 6.18. 

 일신문 (논설), 1898. 9.28.

* 제국신문

 뎨국신문 , 1898. 8.10.

 뎨국신문 , 1898. 8.13.

 제국신문 , 1898. 10.13.

 뎨국신문 (기서), 1899. 10.14.

* 경향신문  

 심, ｢국문론｣, 경향신문 , 1907. 5.10과 5.17.

2) 잡지

* 조션독립 회회보

 지석 , ｢국문론｣, 조선독립 회회보  1호, 1896.11.30.

*친목회회보

 申海永, ｢漢文字와 國文字의 損益 如何｣, 친목회회보 (제 2호), 1896. 4.

* 한흥학보

 이 수, ｢문학의 가치｣, 한흥학보  11호, 1910. 3.

* 한자강회월보

 지석 , ｢ 한 국문설｣, 한자강회월보 , 1907. 5.～7. (11-13호)

 장지연, 한자강회 취지문, 한자강회월보  1호, 1906.

 윤효정, ｢국민의 정치사상｣, 한자강회월보  6호, 19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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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  沂, ｢本國方 ｣, 大韓自强 月報 , 1906. 7.31.～1906.11.30.(통권 1호～통

권 5호)

 이  기, ｢方 ｣, 大韓自强 月報 , 1907.2.25. 통권 6호

 이  기, ｢方 ｣, 大韓自强 月報 , 1907.4.25. 통권 8호

 李能和, ｢國文一定法 意見書｣, 大韓自强 月報 (잡록), 1906.12.25. 통권 10호

 이능화, ｢국문일정법의견서｣, 한자강회월보  6호, 1907. 1.

* 소년한반도

 ｢國文 原流｣, 年韓半嶋 , 1906. 11.1. 통권 1호

 ｢大韓 文典｣, 年韓半嶋 , 1907. 1.1. 통권 3호

 ｢大韓 文典｣(續), 年韓半嶋 , 1907. 2.5. 통권 4호

 ｢大韓 文典｣(續), 年韓半嶋 , 1907. 3.1.통권 5호

 ｢大韓 文典｣(續), 年韓半嶋 , 1907. 4.1.통권 6호

* 서우 

 박은식,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서우  10, 1907. 9.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西友 學 月報 (雜俎), 1907. 1.1.통권 2호

 ｢師範敎育의 急務｣, 西友 學 月報 , 1907. 4.1.통권 5호

 ｢漢子 統一  開設에 關한 意見｣, 西友 學 月報 , 1907. 12.1.통권 13호

 ｢漢子 統一  開設에 關한 意見｣(속), 西友 學 月報 , 1908. 1.1.통권 14호

* 태극학보

 ｢講談學圈｣,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 說<姜 荃>｣, 太極學報 , 1907. 1.24. 통권 

6호, 1907. 1.

 ｢講談學圈｣,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 說<姜 荃>｣, 太極學報 , 1907. 1.24. 통권 

7호, 1907. 2.

 이보경,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 ｣, 태극학보  21, 1908. 5.
* 야뢰

 ｢時事評論｣, 國語 維持論<朴 太緖>, 夜雷 , 1907. 2.5.통권 1호

 ｢實業｣, 農學 用語 解<權 輔相>, 夜雷 , 1907. 5.5.통권 4호

* 한유학생회회보

 ｢國文과 漢文의 關係｣<韓 敎>, 大韓留學生 報 , 1907. 3.3.통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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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회월보

 여규형, 論漢文國文, 大同學 月報 , 1908. 2.25.통권 1호 

 ｢文苑｣, ｢漢文과 國文의 辨別｣ <鄭 喬>, 大同學 月報 , 1908. 5.25.통권 4호

* 한 회회보

 이종일, ｢論國文｣, 한 회회보  2호, 1908. 5, 12면.

 김갑순, ｢腐儒｣, 한 회회보  4호, 1908.7. 11면.

 ｢敎育｣, 語學의 性質<圓石散人>, 大韓協 報 , 1909. 2.25.통권 11호

* 서북학회월보

 ｢國漢文論｣<李承喬>, 西北學 月報 , 1908. 6.1.통권 1호

 ｢論說｣, 漢文敎科의 必要는 東萊博議<李 承喬>, 西北學 月報 , 1910. 1.1. 통

권 19호

* 호남학보

 황희성, ｢ 呂荷亭書 附｣, 호남학보  2호, 1908. 7, 5면.

 ｢敎育辯論｣, 一斧劈破 立敎 本旨 <李 沂><邊 基纘>, 湖南學報 , 1908. 6.25.통

권 1호

 ｢敎育辯論 部｣, 一斧劈破(續) <李 沂>, 湖南學報 , 1908. 7.25.통권 2호

 ｢敎育辯論｣, 一斧劈破(續) <李 沂>, 湖南學報 , 1908. 8.25.통권 3호

* 기호흥학회월보

 ｢文法을 宜統一｣<申采浩>, 畿湖 學 月報 , 1908. 12.25.통권 5호

* 한학회월보

 ｢論說｣, 歎無學之弊 <李 東初>, 大韓學 月報 , 1908. 2.25.통권 1호

 ｢文藝｣, 敎緖 討伐隊 <弘村 羅星>, 大韓學 月報 , 1908. 4.25.통권 3호

* 가정잡지

 주시경, ｢국문(國文)｣(론셜), 가뎡잡지 , 1906. 6.25. 

 ___, ｢국문(國文)｣, 가뎡잡지 , 1906. 7.25.

 ___, ｢국문｣, 가정잡지 (제 1년 제3호), 1906. 8.

 ___, ｢국문｣, 가정잡지 (제 1년 제5호), 1906.10.

 ___, ｢국문｣, 가정잡지 (제 2년 제3호), 1908. 4.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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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자모음약해｣, 大道 (제 1권 제 6호), 1909. 5.

3) 단행본(주로 서문)

게일, 유몽천자 (서), 1905. 

김옥균, ｢치도약론｣, 김옥균 집 , 아세아문화사, 1979. 16,7쪽.

노익형, 월남망국사 (서), 채 역, 1906.

박은식, ｢論文國之敎｣, 學規新論 , 博文社, 1904. 11.  

이  기, 실지응용작문법(서), 휘문 , 1909.

안경수, ｢독립 회 서｣. 근 계몽기의 학술․문  사상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소명출 , 2000, 341쪽.

원 의, 몽학한문 계 (서), 1907.

유길 , 서유견문 (서), 日本 東京 交詢社, 1895(개국 504, 메이지 2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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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the aspects of the National 

Language and Alphabet Movement in 

Kaehwakyemong-ki

－ especially about the debate on th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

Roh, Yeon-Sook *

82)

Kaehwakyemong-ki(The Korean modern enlightenment period between 

1880's and 1910's) was ‘the age of generating', for which so many things 

came out of nothingness at an unbelievable speed. The generation of 

‘Literature'(文學) from ‘polite literature'(文) resulted into the disruption of 

undifferentiated regions and the crack of pre-modernity. ‘Literature' carried 

the modernity as soon as it has its own language(a grammar and alphabet). 

Of course, its language was acquired from a fierce struggle, in which 

Kookmoonche(國文體, a style of writing only Korean) and Kookhanmoonche 

(國漢文體, a style of writing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 in it) had 

tried to take the hegemony to Hanmoonche(漢文體, a styl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on a its grammar). As it were, it is said "the Revolution 

of a style".

In Chosun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China-centralism was 

deconstructed and thus ‘independent alphabet' of its own was concentrated 

on instead of ‘letters of defeated China'. Finally Chinese characters were 

regarded as ‘barbarian letters' away from the civilization, and as ‘canker letters' 

harmful to development of the country. It's not easy. In actuality, the 

* Doctoral Progra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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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subversion of China-centralism left the task that Chosun independent 

should rebuild the edifice of knowledge for itself. Additionally, the intellectuals 

in Chosun had to impetuously discuss the power and the functions of 

‘letters', and newly define and passionately emphasize ‘Korean', the ‘national 

language'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for Chosun to be a nation. 

Emergence of Kookmoon(國文, Korean) in Kaehwakyemong-ki made it 

possible for the narrative art to have free and vivid expressions, and for the 

people to read easily papers, books, and magazines.(Democracy) It also 

made a huge publication market,(Economism) and a national citizenship. 

(Nationalism) Functions of language were investigated from the view of a 

‘linguistic nationalism', a ‘linguistic democracy', and a ‘linguistic economism'. 

Interestingly, each functions corresponds to each various exponents: Chinese 

-character keepers, mixed Korean-Chinese users, exclusive Korean users. 

This thesis deals with the development and the aspects of the national 

language and alphabet movement in Kaehwakyemong-ki, especially the 

debates on th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Our concern 

is focused on the relation of the ‘Movement' and the ‘Nation-building'. 

‘Kookmoon(國文, Korean)' is ‘made' and ‘adopted' as a national language. 

Up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Kookmoonche(國文體) had been 

an independent language which represent the freedom of expressing the 

various opinions and symbolize the possibility of a nation-state building. 

After that, we know, it also got used as a vessel of national spirits and a 

method of resistences to the Japanese colonialism.

Key Words : Kookmoonche(國文體, a style of writing only Korean), 

Kookhanmoonche(國漢文體, a style of writing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 in it), Hanmoonche(漢文體, a styl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on a its grammar), the national 

language and alphabet movement, modern nation-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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