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 계몽기의 어문 문제와 어문 운동의 흐름* 

허재영 •• 

1. 머리말 

근대 계몽기의 어문 정책과 어문 운동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정은 민 

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과제를 반영한 어문 운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영향으로 정부 

차원의 어문 정책이 결정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점은 박붕배(007)에서 

도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그 내용올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 주도기 

한국 국민 대중의 눈올 뜨게 한 선구는 천주교와 개신교라 하겠다. 특히 

천주교는 1많4년(조선 선조 2:}년)부터 전래되기 시작하여， 북경교구로부터 

조선교구로 독립하던 1831년부터는 프랑스의 신부와 주교틀에 의해 본격적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없F-:ID2맨73- AMlOO). 
학회에서 이 논문올 자세히 얽고 토론올 해 주신 이관규(홍익대 국어교육과) 선생 

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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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국어교육연구 져ll11집 

으로 포교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의 전교는 중국의 북경교구를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교리와 학문이 한문에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1001년에 리 

텔 주교 얼행이 입국하여 서울에 활판인쇄소를 차리고 우리 국문으로 된 

인쇄물올 내니(1짧) 이로부터 크리스트교 관계 서적에 우리 국문이 동장하 

게 되었고1 이로써 국재國字)， 국문{國文)이 보급되어 국어 • 국문운동의 

동기가되었다. 

이와 같은 언급을 바탕으로 박붕배(l~)에서는 이 시기의 두드러진 국 

어 · 국문 운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2) 박붕배(læ'7)에 제시된 국어 · 국문 운동 

1. 1001년 리텔의 입국과 활판인쇄소 개셜 : 우리말로 된 크리스크교 관 

계 서적 인쇄 

L.1&3년 전환국(典團局)， 기기국(機器局)， 박운국(博文局) 설치 

c.1짧년 10월 〈한성순보〉 간행 

근. 1쨌년 m월 갑신정변과 개화의 조류 형성 

口. 1쨌년 2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내한， 같은 해 3월 아핸첼러 내한 

l:I. 1細년 11월 국 • 한 혼용체 문장이 처음으로 〈한성순보〉에 퉁장 

人. 1iffi년 12월 아펜첼러가 배재학당올 셜립하여 최초의 신식학교로 중 

학과정 셜립 : 교과목은 한운(경서， 사기)，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 

학， 수공， 성서로 ‘국어’과는 탈락됨 

。. 1쨌년 1월 25일 〈한성주보〉 창간 

^.1쨌년 6월 육영공원 셜립 : 이 학교는 미국 학교의 교사툴 초빙하여 

영어교습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한국 최초의 국립학교로 볼 수 있다. 

흐. 1쨌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에서 경신학교 설립 

격. 1잃7년 7월 경학원 발족 : 이 학교는 재래의 성균관파는 달리 발족한 

학교로 형신은 신식학교체제이교 교육 내용은 옛 교육 그대로였다. 

E.l쨌년 이화학당 설립 : 이 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교육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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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없1년 6월 얼어학당이 한성부에 개성되어 일본 바랍이 일기 시작하 

였다. 

종. 1잃4년 2월 동학란 이후 같은 해 7월 æ일 갑오경장이 이루어짐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근대계몽기의 어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대계몽기에 이르기까지의 국어국문관의 변천과 근대계몽기에 대두되 

었던 어문 문제(언문일치， 국어통일 운동， 국어교육 동)로 나누어 접근하 

기로한다. 

2. 국어국문관의 변천 

1) 근대계몽기의 국어 · 국문관 

근대계몽기는 국어 • 국문의 중요성올 인식하고 국문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발전올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다. 이 시기의 

국문의 중요성 인식은 전시대의 훈민정책(링11民政策)의 차원과는 다른 입 

장에 놓여 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국문 인식의 시대적 변화 모습을 

살펴보자. 

(2) 국문 인식의 시대적 변화 

- 半줌有輕重二音 ... 但園語雖不可分輕重 皆得聲音 〈훈민정옴 합자 

해〉 

- 鳥東寧衛者 在官則짧華言 在家則薦國語 其風洛之不變也如l比 〈예 

종실록〉 권6. 원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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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에 사용된 ‘국어’라는 개념은 외국어(특히 중국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의 사용은 외국어 

사용(한문 사용)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용적인 언어생활， 

즉 언문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훈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의 언어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자한셈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 후기의 정음학자들의 사상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강신항{1ffi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학시대까지의 국어국문관은 ‘훈 

민정음(정음)’ 혹은 ‘언문’， ‘국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글인 

정음이 간결하고 실용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에 편리함을 인식 

하고 있었다. 곧 실학시대까지의 국어국문관의 특정은 1) 훈민정음(정음) 

의 간결성과 평이성 인식， 2)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임을 인식， 

3)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극찬1) 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주로 국어국문을 외국 문자와의 관계， 백성들이 사용하 

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 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근대 

계몽기의 어문 인식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국어국문관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김옥균의 ‘치도약론’， 박영 

1) 이와 같은 경향온 근대계몽기의 국어교육에도 반영된다. 예률 들어 최초의 교과서 

라고 할 수 있는 학부 편집 『국민소학독본4 제5과에도 ‘세종대왕 기사’률 싣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표課世宗大王紀事 

우리나라 世宗大王게셔 萬古의 大聖A이시라 A民의 農훌훌 짧융샤 農專集說이 

라 ~는 冊올 지어 領布융시고 뻐웹의 염훌홉~블 뼈↑률히 녀기사 홈背法을 除융시 

고 …世宗大王이 종아깐뎌 外國에는 다 其園字 l 有창되 됐園에는 無융다 용샤 
訓民正숍올 지으시고 冊板 삭이는 法이 不便흥다 융샤 活字룰 훌훌융시니 ... 支那
古홈帝王에 비록 聖홈이 多융다 융야도 世宗大王게셔 行융신 여러 가지 文明흉 

신 德올 合혼 者 l 無융니라 是故로 我 世宗大王게셔 뚫舞禹漫빼 j二에 大聖Áoj

시니 tÞ:.等學徒들은 我國에 이러융신 大聖A이 계오신 줄 알지어다 … 



근대 계몽기의 어문 문제와 어문 운동의 흐륨 461 

효의 ‘개화상소문’ 둥에 나타난다.2) 이러한 자료에서 당시의 개화사상가 

들은 국문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개화 문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문의 

정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læ5년 『한성주보』에서는 국문， 한문， 국한문의 

기사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국문과 국한문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시기 

의 문자 사용이 계층별로 차이가 났올 뿐만 아니라 평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3)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문의 33호('j1호 

까지 발행됩) 이후부터는 국문과 국한문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1잃4년 갑 

오개혁 이전까지는 실학 시대의 국문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주보내의 ‘광학교’에 나타나듯이 ‘개화를 위하여 언어 • 문자 

교육이 필요함’올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길준 

의 『서유견문』에도 이어진다. 

(잉 서유견문서문 

.乃敢使닮의짧올受창야外國에留學융는名을擔중니*의榮온極大흥나 

若些少의成就가無흥면一則國家에훌를뼈홈이오二則公의鄭重흔뾰올률됩 

이라是를權흉며是룰JJX:흉야言行을自협창며志氣롤自彈흉야動뺑흉는意를 

加흉고修進흉는I올期훌신其圖의훌物용欲知홉얘其文字룰不훔홉이不 

可흥고其t字룰欲톰￥홉애其言폼률不畢흥면不得훌디니 ... 

(3)에서도 외국 문명을 배우기 위하여 그 나라의 문자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배워야 함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서유견문』 

은 우리의 문자도 한문 중심에서 탈피하여 과도기적 성격의 국한문올 사 

2)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m3ì)율 참고할 수 있다. 
3) 이러한 내용은 ‘순보서’와 ‘주보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없B드) 
을참고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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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옴과 같은 기록올 남 

기고있다. 

(4) 서유견문 서문 

書많成有日에友人에게示융고其批評올ε용니友λ、이日子의志는良苦융 

나我文과漢字의混用홈이文家의軟度룰越창야具眼者의議笑룰未免흉리로 

다朱應흉야 日 是는 其故가 有흉니 

一은言語의平11圓홈올取융야文字룰暑解창는者라로易知흉기를옳흥이오 

二는金가書흘讀흠이少융야作文흉는法에未熟혼故로記寫의便易홈을寫 

홈이오 

三은我홉七훌훌훌훌톰훌의훌훌大略홉則향야詳明홈을寫홈이라 

且宇內의萬n올環顧창건뎌各其취3의言語기珠異혼故로文字가亦從흥야 

不同캉니蓋言語는A의思慮가聲音으로發흠이오文字는人의思慮가形像으 

로顯홈이라是故로言語와文字는分혼則二며 合혼즉一이니我文은郞我先王 

朝의 .. , 

(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철서언해의 법을 효칙’하여 국한문을 만들었다 

는 점은 조선조의 훈민 정책상 한자어에 훈민정음의 토를 닮으로써 백성 

에게 글올 가르치끄} 동}는 취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체가 

유길준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니며Ii'주보J에서 처음 사용된 국한문은 

일인 이노우에와 밀접한 관련이 있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는 달리 ‘국문의 중요성’ 인식과 ‘국문 정리’의 필요성은 갑오개혁 

이후 신문을 통하여 널리 주창되었다. 이 시기의 신문은 사실 보도보다는 

개화문명의 수입과 보급， 계몽에 더 큰 역할올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입 

장에서 『독립신문』， 『제국신문』 둥의 순국문 신문은 창간호 ‘논셜’에서 국 

문의 필요성올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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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국문 신문의 창간호 논셜 

.., w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우리가 독닙신문을 오놀 처음으로 출판융눈뎌 조션속에 잇는 니외국 인 

민의게 우리 쥬의를 미리 말솜융여 아시게 흉노라 … 모도 언문 으로 쓰기 
뇨 남녀 상하귀현이모도 보게홈이요 쪼 귀철올 쩨여 쓰기는 알어 보기 쉽 

도록 홈이라 우리는 바른 뎌로만 신문을 훌터인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 

융는이 잇스면 우리가 말훌터이요 ... 

우리신문이 힘푼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마 쓰닫거슨 샤하뀌쳐이 다 

보게 혹이라 포 국문옴 이러케 귀청옹 쩨여 씀즉 아모라도 이시문 보기가 

쉴콕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셰이 알어 보게 흥이라 각국에셔는 사룹들이 남 

녀 무론흉고 본국 국문올 몬저 ~l화 능통혼 후에야 외국 글올 빅오는 법인 

뎌 죠션셔는 죠션국문은 아니 버오드려도 한문만 공부 창는 짜흙에 국문을 

잘아는 사룹이 드물미라 죠션 국문흉고 한문흥고 비교향여 보면 죠션국문 

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혼거시 무어신고흉니 첫직는 벼호기가 쉬혼이 묘혼 

글이요 둘칙는 이글이 죠션글이니 죠션 인민 들이 알어셔 벅잔올 한문뎌신 

국문으로 써야 양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어보기가 쉬훌터이라 한문만 늘써 

보릇창고 국문은 폐혼 짜흙에 국문으로 쓴건 죠션 인민이 도로혀 잘 아러 

보지 못융고 한문올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흥리요 폭료물울 

암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천칙닫 맘마뎌옴 쩨이지 아니좋고 그 

져 즙출녀려 쓰눈 짜뚱에 금주가 우회 부터안지 아리 부터뉴지 몸나셔 옛 

버 임거 뷰후에야 글주가 어뎌부터닫지 비로소 암고 임그니 국문으로 씀휘 

지 후작음 보자융변 후L문으로 쏟것보다 더되 보고 포 그나마 국문옴 자조 

아니 쓴는고로 셔툴어셔 잠못복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셔 니리는 명녕과 국 

가 문적올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못흉난 언민은 나모 말만 듯고 무솜 명녕 

인줄 알고 이편이 친이 그글을 못 보니 그사룹은 무단이 병신이 됨이라 ... 

L ~제국신문』 창간호 고벅4) 

4) 근대계몽기의 신문에서는 ‘광고’에 해당하는 용어로 ‘고벅， 보고， 고지， 품고’ 둥의 

용어를더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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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샤에셔 엿엿 유지혼 친구를 모하 희샤를 조직캉여 가지고 신로 신문 

올 발간훌신 일홈를 례국신문이라 흥야 슈국문으로 남마다 출팎흥터이니 

깐밖켠군주논 만히 쥬의 를향여 보시오 .. , 

그러나 그동안에 국중에 신문이 여러히 성기여 혹 날마다 발간도 흉며 

혹 간일창여 니이고 융며 혹 일쥬일 동안에 혼두번식 니이기도 흉는다 그 

종에 영어신문이 창나히오 국한문으로 석거 니이는 거시 향나히오 일어로 

석거 년이는 것도 잇스되 그 즙에 국문으로 녀이늠 거시 례임 7，1요흥 률로 

빙늠 고로 우리도 포후 슈국문으로 박임 터<;l1디 론셜과 관보와 잡보와 외 

국 통신과 연보와 광고 둥 여러 가지 를 니여 학문양에 유조훌 만혼 말이며 

시국에 진격혼 소문올 드러 둥칙창려흥려는 바 본샤 쥬의인즉 신문올 아모 

표록 널니 션파좋야 특별히 갑솔 간략히 마련창고 날마다 신실히 션창여 

보시는 이들의게 극히 편리토록 쥬의흉오니 끼5방 첨군흔는 만히 깐다들 보 

시기를 겁히 닝라오 (대한 광무 이년 팔월 팔일 농상공부 인가 믹일발간 

제1권 제1호， 띄어쓰기 는 글쓴이가 오늘날에 맞게 고침) 

(5，)은 1) 한문보다 국문이 더 중요성하다는 점올 인식하교 2) 국문을 

사용하여 조선 인민에게 나라 사정과 외국 사정올 알리끄} 하며， 3) 이와 

같은 국문 사용은 남녀노소1 상하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며， 4) 국문은 

말마디를 떼어 써야 국문올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국문의 중요성’은 실학 시대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개 

념이지만， ‘말마디를 떼어 쓰는 것’은 이 시기의 어문 문제를 정확하게 인 

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띄어쓰기와 형태 표기는 한글맞춤법 

의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5L)에서도 ‘국문의 중요성’과 ‘국문으 

로 외국 사정과 학문생1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의 어문 문제에 관심올 기울였던 많은 선각자들 

도 ‘국문론’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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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들이 었다. 

(6) 근대계몽기의 국문 관련 논설 

læì.12.31 국문론， 지석명Ii"대한독립협회회보냉 제1호(하통호 3번) 

l쨌'. 4. 7. 독립신문 창간호 논셜 : 순국문으로 내는 이유Ii"독립신문』 창 

간호대}동호 역대문법대계 3얘)(하동호 2번) 

1없7.4.22. 국문론， 쥬상후 『독립신문』 제47호， 제48호(하통호 4번) 

1없7.6.3). 한문자와 국문자의 손익여하， 신해명Ii"독립협회회보』 제15， 16 

호(하동호 제5번) 

læ7.9.25. 국문론， 쥬상호Ii"독립신문』 제1앓， 135호(하동호 7번) 

1짧 8.8. 제국신문 창간호 고벅 『제국신문』 창간호 la웠8.8. (하동호 편 

에 없음) 

1쨌;. 9.28. 국한문론1i"황성신문』 제1권 al호(하동호 8번) 

1짧 9.5. Ii"황성신문』 사셜(하통호 6번) 

1쨌'.5.2. 국문원류1i"황성신문』 채2권 ffi호(하동호 9번) 

1쨌'.5.al. 타국 글 아니다Ii"독립신문~(하동호 m번) 

1쨌1. 9. 5. 두 가지 힘Ii"독립신문』 제4권 al호(하동호 11번) 

l00i 7.25. 선정국문， 지석영1i"관보냉 제3aX).호(하동호 12번) 

lffi3. l.00 이능화 ‘국문일정법의견서’ 맹성신문』 제:lì15호 제:lì16호 『대 
한자강회월보냉 1ffi3.7.31. 제6호(하동호 13) 

1ffi3.11. 1. 국문원류Ii"소년한반도』 제1호(하동호 14) 

1007. 1. 1.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펼요’1i"서우』 제2호(하동호 15) 

1007. 1.24. 국문편리 급 한분 폐해의 셜， 강위1i"태극학보내 제6， 7호(하동 

호 16번) 

1007.10. 1. 박일삼， 학문- 글과 말이래언문의 자모J언문의 다삿 가지 소 

릭의 초성이라/통용융난 언회의 본문이외다Ii"자신보냉 제1호 

(하동호 24) 

1007.12. 1. 한자통일회 개셜에 관혼 의견Ii"서우』 제13， 14호(하동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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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2.24. 연구생， 음향의 니야기l'태극학월 제16호(하동호 :l)) 

1007. 2. 5. 박태서， 국어유지론l'야뢰』 제1호(하동호 1끼 

1007.3.3. 한홍교 국문과 한문의 관계l'대한유학생회월 제1회하동호 18) 

1007. 4. 1. 주시경， 필상자국문언l'황성신문』 제찌42호-제없47호(하동호 19) 

1007. 4찌. 심리학상 관찰한 언어， 장옹진l'태극학봐 져119호(하동호 없음) 

1007. 5.10. 미심흔， 국문론l'경향신문』 제]l호-31호(하동호 a)) 

1007. 5.23. 사셜 국문신보 발간l'대한매일신보』 제1호 (히동호 21) 

1없7.5.2i 지석영， 대한국문셜l'대한자강회월휩 제11， 13호(하동호 22) 

1007. 6.12. 한문연구회(논설)， l'만세보내 제2뻐호(하동호 없음) 

1007.9.24. 장웅진， 교수와 교파11 대한Þ， l'태극학보내 제13， 14호(히동호 23) 

1쨌.12.2i 신채호， 문법의 의통일l'기호홍학회보』 제5호(하동호 34) 

1뼈. 2.25-11.25. 김기환， 언문일치지난l'대한학회월보』 제1호- 제9호(하 

동호 없음) 

1뼈，.2.껑. 여규형， 논한문국문Ii'대동학보월보내 제1호(하동호 71) 

1!n3. 5.24. 국문과 한문의 과도 시대， 이보경l'태극학보」 제21호(히동호 없 

음) - 국한문 흔용-

1앉13. 5.24. 이보경，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l'태극학윌 제21호(하동호~) 

1쨌.5.25. 이종일， ‘국문론’ l'대한협회회보」 제2호 (하동호 l)) 

lr03. 5.25. 정교， 한문과 국문의 辦別l'대동학회월보』 제4호(하동호 29) 

l뼈. 6. 1. 이승교 국한문론l'서북학회월보』 제1호 (하동호 31) 

1!n3. 6.10. 유길준， 소학교왜1 대용는 의견l'황성신문』 째때호(하동호 32) 

1!n3.6.25. 李빠(017])，쭉용좋破(일부벽파)， l'호남학보』 제1， 2, 3호 1뼈. 

6.25.- 7.25‘-8.25'c하동호 33) 

1없 7.25. 태서문자의 기원급 총수l'대한학회월보」 제6호(하동호 없음) 

1뼈. 짧 원석산인， 어학의 성질l'대한협회회보』 제11호(하동호 35) 

1910. 6. 1. 주시경， 한나라말l'보중친목회보』 제1호(하동호 l)) 

1910. 7.24. 이광수， 금일아한용문에 대흥얘 『황성신분』 제갱l)， 제3짧호. 

1910.7.24.-:Ð.-71.(하동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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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계몽기 ‘국문론’과 관련된 논셜이 많이 

쓰여진 시기는 1쨌-1잃년 1005-1910년 사이의 일이다. 전자는 갑오개 

혁을 전후하여 개화 사상이 널리 퍼진 시기이며 후자는 국권 상실 직전 

시급한 민중 계몽 및 국문 통일 기운과 맞물려 있던 시기이다. 따라서 두 

시기의 국문론 관련 논설은 국문으로 교육과 개화를 쉽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l 국어와국문의 구분 

‘국어’라는 말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쓰이던 말이었다，.5) 그러나 조 

선 전기로부터 근대계몽기 초기까지는 ‘국어’에 대한 관심은 주로 문자(훈 

민정음)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 시기까지 ‘어’와 ‘문’을 분리하 

여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오개혁 이후부 

터는 음성언어로서의 ‘국어’와 문자언어로서의 ‘국문’올 구분하교 언문일 

치를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올 담은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끼 어문올 구분하여 인식한 글 

-, 쥬상호(1없7)， ‘국문론’ 『독립신문』 제47호 

사륨들 샤는 짜덩이 우회 다섯 큰 부쥬 안에 잇는 나라들이 챔갚 

끔 불토 말틀이 엔고 제 각금 불국 금흔듬어 잇서셔 각기망과 임음 

5) 국어의 개념에 대한 고찰은 이창쉬:m3)을 참고할 수 었다. 백두현(때1)에서는 『고 
려사』에서부터 ‘국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며훈민정음』에서도 ‘국지어 

음’이라는 표현올 사용함으로써 국어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때 사용한 국어라는 개념이 ‘어’와 ‘문’을 구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오히려 ‘외국어’인 중국어와 대립되는 개념을 셜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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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록 흉고 혹까 말과 글흔가 남의 나라와 r휴 나라도 잇눈뎌 그중에 

말흥는 옴뎌로 일울 피록 중야 표 흉는 글흔도 잇고 무솜 말은 무솜 

표라고 그려 웃는 글흔도 잇는지라 글주라 흉는거슨 단지 말과 일올 

표 흥자는거시라 말을 말노 표창는거슨 다시 말 창잘 거시 업거니와 

일올 표창흔면 그 일의 ÷연올 자셰히 말노 이약이를 창여야 될지라 

L. 유길준(1æ7-1004년 추정) Ir조선문전』 서문 

凡A이 耳가 有향야 써 聽좋며 B 이 有향야 써 視흉고 又 其視聽

향는 바는 腦에 感흥야 思想올 構成혼 홈n 其思想은 聲音 及 狀體로 

써 發現흉늑니 聲音은 郞 言語며 狀體는 特 文字로뎌 又文字는 其

實이 聲音의 符標며 言語의 形避이라 蓋聲音은 天然에 出흉고 言

語 及 文字는 A짧에 應향니 故로 聲音은 A物을 通흥야 開同흉거 

니와 言語 文字는 행國 宗族올 隨창야 各異혼 郞 英吉利A은 英吉

利의 言語 文字가 有창며 法蘭i?!iA은 法蘭西의 言語文字가 有흉고 

伊太利A은 ... 

c 이능화{lroJ)， 국문일정의견서 Ir대한자강회월보』 제6호 

~以有一國則 有一國之又與語좋고 則亦有文語口語之種別흉니 

大짧 口語는 緊흉고 文語는 簡흉니 ...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어와 국문을 구분하여 인식한 시기는 1없7년 

대 이후의 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은 ‘국문론’이 한문 대신 국문을 

사용해야 함올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국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국문을 정리(정서법이나 국문 통일 동의 문제)해야 할 펼요성을 인 

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없7년 이후로 국문 사용을 위한 체계 

적인 연구6)와 국문 정리 기운이 퍼질 수 있었다. 

6) 국문 연구에 대해서는 이기문(973)， 고영근0æ7) 둥의 앞선 연구를 창고할 수 있다. 

특히 주시경의 ‘국문동식회’와 정부 차원의 국문 연구 기관인 ‘국문연구소’의 활동 

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m3 미발표 논문)에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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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어 연구와 국문 표준화 운동J) 

1) 근대계몽기의 국어 연구의 성격 

근대계몽기의 국문 보급 언문일치 둥의 문제는 국어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학문사에서 ‘경혐의 과학화’라는 흐름과 일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서 현실적인 필요나 경험의 축적은 학리의 

발전을 가져오고， 학리는 다시 실생활에 웅용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근대계몽기의 어문 문제는 국어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는 다시 국 

어 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근대계몽기의 내국인에 의한 국어 연구는 실생활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고명근(1됐)에 

서는 ‘개화기 이후의 우리의 어문 문제의 역사를 정밀하게 추적함 일이 

현재의 어문 문제를 풀어 낼 수 있는 과제의 하나라 믿고 1910년대 중반 

부터 1쨌년대 중반에 이르까지의 한국어문의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영근(1ffi7)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국어가 학문적 대상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며， 국문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을 고 

려하여 고영근(1ffi7)에서 정리한 ‘국어학의 형성기(1짧-1910)’의 국어 연 

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있다. 

7) 근대계몽기의 국문 연구 성과가 한글맞춤법 제정 과정에 어떤 영향올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정리할 예정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개팔적인 사항만을 중 

심으로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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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어학의 형성8) 

., 특정 : 오랜 세월에 걸쳐 한자와 한문에 억눌려 돌보아지지 않던 국 
어와 국문이 공용어와 공용문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설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L , 주요 학자 : 유길준， 김규식， 김희상， 주시경 둥 

- 유길준 , ~조선문전~(1없7에서 1004 사이， 역대문법 1-1, 1-2, 1-3) 

『대한문전~(191O， 역대문법 1-4, 1-6), 최광옥의 『대한문전~(역대문 

법 1-5)도 유길준의 것으로 밝혀짐 

- 김규식 , r대한문법~(Hm에서 1003사이， 역대문법 1-14), r조선문 

법~(1912， 역대문법 1-15) 

- 김희상 , r초동국어어전~1-3(1짧 역대문법 1-16, 17, 18), r조선어 

전~(1911， 역대문법 1-19), W조선어~ (1915, 역대문법 1-æ), W울이 

글틀~(1917， 역대문법 1-æ) 

- 주시경 , r대한국어문법~(lroJ， 역대문법 1-7), r말~wm， 역대문법 

1용)， W유인 고등국어문전~(1003， 역대문법 1-9), W국어문전음학』 

(1003, 역대문법 1-10), W국어문법~(1910， 역대문법 1-11) 

이와 같이 국어 연구가 학문적 대상으로 인식된 점은 공용어 정책이나 

공용문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8) 국어학사에 대한 앞선 연구는 학문적 대상 이전의 국어에 대한 통사적 접근 방법과 

학문적 대상으로 국어학이 발전한 단계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석득(l~)의 『우리말 연구사J(정음사)， 강신행1ffi4)의 『국어학사'J(보 

성문화새 동은 전자에 해당하며 고영근{1ÐJ) 둥은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국어학 

사를 학문적 대상으로 인식된 이후부터 기술하고자 한 고영근(1됐)에서는 국어학 

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1) 국어학사의 인식 방법론， 2) 국어학의 형성(1없-1910)， 

3) 실천과학으로서의 국어학의 발전(1911-1뼈)， 4) 이론과학으로서의 국어학의 기 

반 구축{19<t)-19D)， 5) 구조주의 언어이론의 도입과 국어사 연구의 자리잡밑1!B) 

-100)), 6) 구조국어학의 자리잡음과 변형 • 생성이론의 도입(1쨌-1975)， 7) 국어학 

연구의 자리잡음과 그 국제적 진출(1!J76-1쨌)， 8) 결론과 전망으로 나누어 기술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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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주시경의 국어 연구는 근대 계몽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문 

자 • 음성 • 문법 연구가 조직적 형태를 띨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아울러 ‘국문연구소’， ‘국어강연학회(1쨌년 주시경 조직)’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 어문 표준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토양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2) 음운·문자연구 

근대계몽기의 국어 연구는 국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 • 문자 문법론 어휘론 둥의 세분화된 접근보다는 실 

용적인 차원에서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가치 음운 변화에 따른 문자 

사용 여부，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문법 이해 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음운 • 문자 연구의 경향은 ‘한글맞춤법’ 제정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9) 근대계몽기 음운 • 문자에 대한 관섭 

기. 리봉운WÐ7)， ~국문정리~9)의 목록 

9) 이 책에 대하여 김윤경(l~)에서는 갑오경장 직후 이능화(한성사범교장) 같은 분은 

자전과 사전에 관한 의견서를 학부에 제출한 일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 ... 이 풍조 

에 따라 재래에 한문만이 글이요 정음 같은 것은 하우나 부녀자의 숭상할 글이라고 

멸시하던 정반대로 순수한 훈민정음 문자로만 문법에 관한 저술을 출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봉운의 『國국文문正정理리』가 그것입니다. 이봉운은 어떠한 인지 

잘 알기 어려우나 건엉2년(1없7) 1월에 이 책올 출간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한 바 있 

다. 고영근(1앉6)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문법이론과 관련된 우리들 자신의 최초의 

엽적은 이봉운(1없7)이라고 하면서， “이 글은 국어 국문에 꽉하 입촉의 논성이라 함 

수 었쓴데 그 죽 21축의 ‘어토명목’이 문볍과 관련됨다 그가 제시하 ‘과거 미래. 혀 

재 ... ’ 퉁의 대부분의 어토역목은 통사 ‘흥다’의 황휴벽으로 합쇼 하오 해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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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모규식 장옴반철규식 단음반철규식 외이봇침규식 언어장단규식 

문법론 문법말규식 탁음규식 어토규식 선언문규식 

L. 쥬상호(l!F7)의 첫번째 ‘국문론’(Ii'독립신문~ 1없7.4.22) : … 이 두 ?지 
글흔들 중에 비호기와 쓰기에 어렵고 쉬은거슬 비교 창야 말 흉면 

유옴 죠차 쓰게 R드느 글흔ir 흔모 (모음이룬거슨 쇼리가 나가늠거 

시오 주음 이 룬거슨 쇼려뉴 아니 나가되 모유음 합창면 모유의 도음 

용 <;,1 흥야 부까이 잉게 쇼려가 나 가안거시라) 유에 부까 되산것 F 

각각 표흉야 P드러 노흐면 그 후애안 밥음 융~ 음이 도라 가느뎌 

로 짜라 모하 쓰나니 얼 홈으로 온연히 글주 슈가 격고 문리가 잇서 

셰호기가 쉬으며 글주가 옛시 못 되는 고로 획수를 적게 본드러 쓰 

기도 쉬으니 이러케 글흔들을 몬드러 쓰는거슨 참 의슨와 규모와 학 

문이 잇는 일이요 ... 

c 쥬상호(l!F7) 두 번째 ‘국문론V독립신문JJ 1없7.9.28.) : 포 아즉 글흔들 

을 올케 쓰지 못흉는 것들이 만으니 설령 이것이 흉 말을 이것이 이 

러케 쓰는 사룹도 잇스니 이는 문법을 몰으는 연괴라 가령 엇던 사 

롬이 엇던 칙을 가딛치며 이것이 나의 칙이다 훌 것 갓창면 그 물건 

의 원 일홈은 최인뎌 이것이라고 중는 말은 그 칙올 뎌흉야 잠시 뎌 

신 일홈흥이니 그런즉 이것이 두 글주는 그 칙을 뎌흉야 뎌신 일홈 

된 말이요 이 한글흔는 그 뎌신 일홈된 말 맛헤 토로 드러 가는 것 

인디 그 토 이흔들 셰고 낡어 볼 것 X창면 사륨마다 이것 이러케 

불으리 이거 이러케 불으는 사룹은 도모지 업는다 토 이주 천지 합 

흥야 농코 낡어 볼 것 X흉면 음으로는 이것이 향는 것과 이거시 흉 

는 것 이 두가지가다음은죠곰도달으지 아니창니 이 달으지 아 

니혼 ~흙은 반절 욕에 아주 줄은 다 모음인뎌 모음 글흔들은 음이 

폭비볍에 겁쳐 배영되어 었다. 용어나 배열의 방식 둥올 고려할 때 서양인 내지 일 

본언의 저술에서 어떤 영향올 입었거나 시사라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올 

뒷받침하는 것으로 태서인과 일청인을이 우리들의 국문천시의 자세를 비방한다는 
말이 본서의 서문에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境益太郞과 함께 이미 일본어학 

습서인 〈단어연어일화조설)(læi)올 저술한 정올 들 수 있다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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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느즈니 이주도 모음 글흔요 또혼 음이 느즌 고로 이것이 훌 것 

X창면 λ 이 맛침의 음이 중간에 잇서 이흔는 시주음과 갓고 것주 

는 것은음과 X흔 고인띠 음이 이러케 도라가는 률은 몰으고 이거시 

이러케 쓰는 사룹은 이것 이주는 올케 씻거니와 톡톡뇨 이 이흔로 

쓸 것올 시 이흔로 켓스니 혼가지는 툴엣고 이것시 이러케 쓰는 사 

룹은 이것 이러케 쓸 것올 이거 이주로 씻스며 이 이주로 쓸 것을 

시 이흔로 씻스니 일홈된 말이니 그 임휴됨 맘 멧헤 드러가늠 토나 

두 글주가 다 틀엿스니 문법으로는 대단이 실수홈이라 이 아려 엿가 

지 말올 피록혼여 노으니 이 엿가지본 가지고 밀으어 볼 것 X흐면 

달은 것들도 포혼 다 이와 X훌지라 셜령 (題먹으로)훌 것을 머그로 

좋지 말고(手 손에) 훌 것올소네 흉지 말고(足 발은) 훌 것을바른 

창지 말고 (心 맘이) 훌 것을 마미 졸지 말고 (飯 밥을) 홍 것을 바블 

흥지 말고 (筆 붓에)훌 것올 부세 흥지 말 것이니 이런 망의 격계듬 

율 다 올케 차자 써야 흉켓고 ,,' 

이와 같이 1없F년도를 기점으로 한 ‘국문에 대한 관심’은 표기법에 관심 

을 두고 있었다" (91)에서는 활용법에 관심을 둠으로써， 국문 사용에 형 

태소 표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9니에서는 자모의 분간과 음절 

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디에서는 ‘토’를 인식하고 ‘일홈된 

말 빗헤 드러가는 토’를 분석하여 말의 경계(형태소 표기)를 드러낼 수 있 

어야 함을 강조한 셈인데， 이는 1웠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 통일안’ 

의 총론10)을 낳은 뿌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0) 19.1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마춤법 통일안’의 총론은， ‘1, 한글 맞춤법(觸字 
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혹써 원칙올 삼는다， 2， 표준 

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 

되， 토는 그 웃 말에 불여 쓴다.’라고 규정되어 었다. 그 가운데， ‘소리대로 적되， 어 

법에 맞도록’이라는 표현과 ‘토’를 웃 말에 붙여 쓰는 규정은 표읍주의와 형태소주 

의를 인식하여 정한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은 우리말의 형태 표기를 인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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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흐름 아래에서， (9)에 제시된 자료들이 대체로 산발적인 느 

낌을 주는 데 비해， 유길준， 주시경의 음운 • 문자 연구는 좀더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먼저 유길준의 연구를 

살펴보자. 

(10) 유길준의 펼사본 『조선문전~(혹은 최광옥의 『대한문전』 포함11)) 

- 文典大意 : 文典은 人의 思想올 書出향는 法을 敎항는 者니 言語論

과 文章論의 二篇으로 分창니라 

言語論 : 言語라 흠은 A의 思想을 表흉는 聲音이라 굽창는니 思想을 

表향는 方法은 數多혼뎌 身을 振창며 手를 容흉며 頻올 形흉는 等類

가 是라 그러나 此種方法中 聲音으로 表現흉는 거슨 普通 言語를 稱

흥이라 

- 國語 : 世界各國에 各異혼 言語가 有중니 此를 其國國語라 稱창는지 

라 假令 英國의 言語는 英國國語이오 獨國의 言語는 獨國國語이니 

如是 我國의 言語는 我國國語라 國語가 國民으로 關係됨이 甚大힐 

니 若國語가 一定치 못흉며 國民의 團合心이 缺z좋고 國語가 自 由

치 못창면 國民의 自 由싹음 指失창~니 支那와 露國 等國으로 鍵成

를作흥지어다. 

- 聲音題 : 母音 父音 子音， 始終音， 半母音， 直音， 빼音， 훌音， í몽音， 合
.ft ÜC;노 
13 , ￥풍 B 

(띄어쓰기는 글쓴이가 오늘날에 맞게 고친 것임) 

제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뼈리가 1없7년도 쥬상호(주시경)의 ‘국문론’에 제 

시된 셈이다. 

11) 김민수 • 고영근 · 하동회쨌)의 『역대문법대져b에서는 최광옥의 『대한문전』과 같 
은 내용의 필사 『조선문전~(역대 01)이 19:껴년 이전에 이미 저술되어 있올 뿐만 아 

니라 캄유 내용의 유엔 『조서문처，(역문 ffil이 유김준 저로 밝혀친 이양. 이 『대한 

문천』의 저자를 유김준으로 수것해야 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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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의 국어 연구는 1æ7-1004년 사이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의 국어 연구는 ‘문전， 언어， 

국어의 개념’을 명시하고 말의 소리와 문법 규범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 

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저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11) W대한문전』의 주요 내용 

ï 말의 소리를 성， 음， 운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인식한 듯하나， 음이 일시적인데 비해 운은 장시적이라는 설명을 가 

함으로써 음과 운의 차이가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L. 음을 모음， 부음， 자음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언어학적 기준 

보다는 인륜에 기준올 둔 것으로1 모음은 훌소리， 부음은 닿소리， 자 

음은 음절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 때 모음은 업올 열고 단순히 소리 

를 내는 것으로1 부음은 분명한 성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 

한 점은 향음과 장애음을 인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C. 시종음은 초성과 종성에 같은 음이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1 

변이원내파음과 외파음 - 초성과 종성의 자리)을 인식한 것으로 보 

인다. 

己. 반모음 : 이중모음과 같다. 

u 직음은 받침이 없는 음절의 개념으로 보이며， 요음은 이중모음과 결 

합된 음절의 개념， 촉음은 파열 • 마찰음 가운데 예사소리를 열거하 

고있다. 

님. 합음은 음절짜임새를 말하나 세 종류의 음절짜임새를 나눈 기준은 

언어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관심사는 그의 또다른 『대한문전.!J(유인본)이나 『조선문전』 

(Hm)에도 이어진다. 이 문전의 서에서는 언문일치의 정신을 뚜렷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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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 음운을 일 문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좀더 살펴 보면 다음파 같다. 

(12) 유길준의 유인본 『대한문전4 

, 大韓文典序 : 읽을지어다， 우리 大韓文典을 읽올지어다， 우리 大韓

同뼈여， 우리 民族이 樓君의 靈秀혼 後짧로1 固有혼 言語가 有흉며 

特有혼 文字가 有흉야 其思想과 意志룰 聲音으로 發表창고 記錄

으로 傳示창매 言文一致의 精빼이 四千餘의 星露을 貴창야 歷史

의 質面을 保창고 習慣의 實情을 표창도다. 然흉나 言語는 學지 아 

니항야도 能흉며 文字는 形象이 單純창고 用法이 簡易흉야 學흉기 

에 時日을 虛費치 아니혼즉 因仍相傳창야맑究흥는工夫룰 加흉지 

아니흉며 口調의 轉訓로 音題의 差가 生창고 字形의 推移로 符號

의 짧(류)가 見호대 校íF창뉴 法음 行치 아니흉야 今日에 준향야늠 

其用이 íF錯 g 失흐 者가 多흥 뿐더러 文典의 名義는 夢想에도 及

지 못~앗도다 

L , 第二章 音題 : 音E 其8뼈廳으로브터 呼出향는 空氣가 聲帶에만 接

觸흥과 又 其他 氣管에 接觸항는 區別에 因흉야 三種으로 分흥을 

得융니 (•) 母音 (二) 父音 (三) 子音이니라， (--) 母音 : 母音이라 

창는 者는 口롤 開한매 單純히 出창는 聲音이라 가령 } -1 ..L T 

-1 갓튼 者이라 (二) 父흡 : 父音이라 향는 者는 師廳으로브터 
呼出흉는 空氣가 P候굵짧層 等 口脫內의 諸 氣管에 觸發창는 聲音

이라 가령 기 근 口 人 Z 종 갓튼 者이라， (三) 子音 : 子音이라 창 

는 者는 父音과 母音이 合흉야 生융는 聲音을 謂홈이니 가령 개 

더， 로 수， 크1 히 갓튼 者이니 時則 (가)는 父音(，)과 母音(})가 合

창야 (가)의 音을 生향는 故로 日 子音이라. 

드. 第三章 文字 : 文字는 폼A의 思想올 形象으로 發表찾는 者이라. 

文字에난 音符字와 象符字가 有중니 音符字는 則 一文字로 →聲

音올 發表융는 者이오 其意義에는 關係가 無혼 者이며 象符字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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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文字에 →意議훌 包含창고 其聲音에는 關係가 無혼 者이니 音

符字는 我國의 文字가 是오 象符字는 漢I!f:의 文字가 是니라 我國

의 文字는 音符로 成흉니 唯 我 t!t宗大王게오서 始祖창신 文字이 

라 則 今日 홈A의 使用흉는 國文의 字이니 其 成立혼 規則과 形

象이 下와 如용니라" .. , (모음 십일자. 부음 십철자 음절표， 격음， 지 

음， 중모음 생략) 

2 , 第四章 語音의 훌受 及 縮約 : 凡言語는 團簡히 分離창야 使用흉는 

者가 아니오 每常 多훌가 훌음흥야 一個 完全혼 思想올 表示흉나 

니 是에 有흉야 多數의 單語가 相合흉는 時에 語音에 훌受 及 縮

約이 起창나니라 上音 下훌法이니 上音이 連接흥는 時에 下居향는 

者가 (아)行의 音이면 上居좋는 者의 支音용 훌受흉는 者훌 謂흉미 

라. 

(12)는 음운을 모음(훌소리)， 부음{닿소리)， 부음(음절)로 나누고1 문자 

역시 음부재표음문자)， 상부À]-(표의문자)로 나눈 뒤 음부자의 우수성올 

역설한 점에서는 앞의 필사본 『대한문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음 

운과 문자에 대한 셜명이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유길준의 유인본 『대한문전』의 음운 • 문자 

기. 현행 부음{자음) 14자 : 훈민정음 창제 이후 τ ， 6 ， 。 은 사용하지 않 
으」 

L , 음절표 : 부음과 모음이 합융야 써 일문자의 읍율 완전히 발표케 홉 

M행 11단 

r:: 격원된소리) : 끼， U::, 1:11:1, 샤;v;과 같은 소리 : 두 개의 부음이 합하 

여 촉급한 소리， 표기 시 속관{洛實)에 < 겹닿소리와 닙겹닿소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 :따라서 이 시기에 된소리는 대체로 

각자병서를 사용하교 합용병서는 비표준형으로 인식한 셈임 



478 국어교육연구 제11집 

2. 지원받청소리) : 받첨소리는 단지음{훌받첨)과 복지원겹받칭)으로 

구분 

口. 지음의 7종성 : 받침소리는 ., L 2 口 닙 λ 일곱소리만 사용하나 

사실 14자가 모두 사용될 수 있읍을 확인함 - 7종성 인식은 타당하 

나 ‘E’과 ‘人’의 중화는 [c]인 점올 인식한 것온 아님 - 다만 표기상 

‘〈’올 대표로잡음 

1:1. 중모음 : 이 개 이상의 모음이 합하여 하나의 모음이 되는 경우 

人. 단중모음{과， 꺼)， 이중모음(내， 데)으로 구분 (이들 모음은 모두 이중 

모음으로 처리하고 다시 나누어야 할 실익이 있는지는 좀더 고려해 

보아야 할듯) 

。. 어음의 몽수 급 축약:음운변동규칙과 관련된 진술임 

- 상음하몽법 : 음절 끝소리 이어나기 (연음법칙) 

- 어음의 축약 : 음절 줄이기 (모음 줄이기) 

건느어 - 건너/ 말이 가지안는도다 - 가잔는도다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음의 몽수 급 축액은 말소리 변동 규칙 

을 인식한 셈인데， 이러한 인식은 어문 규범이 제정될 때 우리글의 특정 

을 반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룰 밝힐 수 있도 

록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 

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어법’의 특성올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준 

셈이라고 할수 있다. 

3) 주^I경의 국어 연구와 변동 규칙 

근대계몽기 국어 연구는 주시경에서 더욱 정교해진다. 주시경의 음 

운 • 문자 연구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유인『대한국어문법』 

(1roJ)과 『국어문전음학.n(1뼈)이다. 이 저서에 나타난 주시경의 음운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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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는 어문민족주의의 바탕 아래 새로운 문자 체계의 확립올 목적으 

로 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한국어문법』은 국문강의 

자료라는 특성을 살려 문답식으로 기술된 문법서이며D'국어문전음화』은 

제2회 하기 국어강습 강의 자료를 풀어 쓴 문법서이다. 이 두 저서는 어 

문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까닭은 1짧년 조선어학 

회의 ‘한글마춤법’올 제정한 사람들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많았다12)는 점 

때문이다. 

『대한국어문법』은 약례를 포함하여， ‘말과 글， 소릭(음학)， 사람의 말소 

려， 국문을 만톨심， 국문고적. 여구흥더 러력. 새반칙 유. 주모의 부병 

셔짐. 모유. 흔유. 첩벼. 우리국어에 예습. 밤문’1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음운 • 문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D'대한국어문법』의 음운 • 문자 

" 말과글의 구분 

말은곳풋올구별흉여표중는소리니달은사람에게천향""이다. 

글은말올표흉는그림이니이다. 

L , 사람의 말소리 

분별업는소려를음이라흥고분별잇는소려를성이라흉니오음이라함과 

효중총성(初中終聲)이라홈온그음주와성흔의쓰임이달올것업스되풍 

성(風聲)이라뢰성(雷聲)이라흥과오음(五音)이라홈올보면효율룹별업 

는소려를니륙이요유은부병잉안소리를니륨이니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한글학회(1때1)， 김민쉬1어7)， 허원l쨌)， 고영근(l댔" 1쨌) 둥을 참 

고할 수 있다. 특히 허웅(1쨌)에서는 주시경이 밝혀낸 ‘변동 규칙’이 어떻게 맞춤법 

에 반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고영근(læ3)은 191α견부터 ‘국어 
표준화 및 통일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률 밝히고 있다. 

13) 밑줄 긋지 않은 부분은 일문 일답식으로 되어 있으나， 밑줄 그은 부분은 일문 일답 

식의 풀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시경의 언어 이론올 자세히 살 
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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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모옵과자음 

모옴 : 스싼로발흉는옴이니모든음의근본이니이다. 

흔음:그음은흔칙중되스간로발흥지못창고모음에의부혼후에야그소 

려가나는것이니이다. 

이와 같은 문답식 풀이와 함께 국문의 이치를 비교적 자세하게 풀 

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 

(15) 국문의 이치와 관련된 내용 

토의 쓰임 : 받침 유무에 따라 ‘와’와 ‘파’의 쓰임이 디륨올 보엄(죠희， 벼 

루+와/붓，척+과) 

국문 경장 • 발달올 위한 표기법 고침 : 씻(洗)， 받(受)， 뱉任)， 맺(結)， 덮 

(覆)， 쫓(從)， 좋(好)， 뻐則)， 옳(可) 둥의 받침 표기 

• 소리와 표기의 불일치 문제 : 며논리(며나리- 며느리)， 아흠(아츰)과 같 

이 • 의 소리가 여러 개로 나는 까닭올 합옴셜로 설명하고 

자함 

단음과 합음 : 단음은 훌훌소리를 말하며， 합읍은 겹훌소리를 말함. 이 

과정에서 · 합음설올 주장함. 

활용 규칙과 우리말의 종성 : 먹어도 - 먹으면 - 먹고 - 먹는(형태소 표 

기 원칙)， λC， E , ^, 숭， 표， 동 11， i!1, 해， En, Ei 

접변 : 셔로 접흉면 변융는 자읍들 • 음운 변동 규칙 

(14)-(15)에 드러난 것처럼 주시경의 국어 연구는 음운의 개념 및 변동 

규칙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원 

체(원형)’을 고수하여 ‘법식’대로 적올 것을 주장함으로써，14) 국문 통일의 

14) r대한국어문법」의 종성 표기 설명에는， “우리말의 음뎌로 洗는 씻이요 信은 믿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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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동 규칙은 1~년 『국어문전음학』과 

100}년 『국어문법.11， 1914년 『말의 소리』를 거치면서 그 체계가 정교해졌 

다. 이에 대하여 허웅(1쨌)에서 제시한 바를 토대로 주시경의 변동 규칙 

의 체계화 과정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6) 주시경의 변동 규칙 체계화 과정 

'.1~년의 체계 ‘접변’과 ‘예습’의 무옴 _ . If대한국어문법」 

6)，이 L2U 위에서 0으로 바핍 

(Q L이 근 위나 아레서 근로 바챔 - 구라파 말에서는 이 경우에 L 

올 억지로 발음하니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함 

@C(人)E^*가 L2디 위에서 L으로 바챔 

@ 口이 「위에서 혹 0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본음대로 발 

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바핍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님이 L2디 위에서 D으로 바챔 

@ 人도 L2口 위에서 L으로 바핍(@과 겹침) 

02이 줄 이외의 다른 닿소리 아래서 L으로 바캠 

@2이 끝소리로 그치면 g와 같이 남 끝소리의 E올 單E로 내 

려면 거북하기 때문. 

@CE人X숭이 끝소리로 나면 모두 ‘누르기만 하여’ 〈과 같이 남. 

-구라파 말의 이런 닿소리는 -가 겸한 것같이 들림. 

@，C님人Z이 다른 닿소리 아래서 나면 ‘된듯’하니 이것은 그 윗 

任은 맡이요 훌은 덮이요 짧은 ̂^ 1 ::><이요 從은 좋이요 好는 좋이요 업tl은 깎이며 

‘어도’와 ‘으면’과 ‘고’와 ‘는’은 이우 먹[奭]흔 줄애 희석흥과 훌이 다 각각 그 풋이 
흔칙혼 흔어놀 그 워혜와 본용이 다 각각 이러홉혼 불계캉고 욕에셔 굶옷 씀이 우 

에 렬록혼 흥과 훌으니 옛지 피쩍혼 배 1 안이리요 이는 다 욕에셔 λ CE 표 

^ ;;<; 11 종의 둥흔률 홍생으로 잘 분간치 못훌 쁨 안이라”와 같이 ‘원체’와 ‘본옴’ 

이 있옴올 밝힌 바 있다. 이 때 ‘원혜’는 ‘원형’ 곧 형태 인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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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소리의 ‘누르는 세력올 받음’이라. 

@ 같은 닿소리끼리 이어나면 ‘짱옴’이 됨. 

@ 교가 송 이외의 다른 닿소리 위에서 닝으로 바해고， 人C^숭E 

도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름없이 누르기만 합{λ과 같이 난다는 

뜻) 

@ 송이 다른 닿소리 아래 위에서 탁림거센소리)이 됩 

@ 예습의 무음{머리소리규칙): L 。나 E이 1 Þ ~ .J.l.. π의 첫소 

리가 되어 말머리에서 날 때는 소리가 나지 않음. 근은 ~ l J

T-의 첫로리로 말머리에 날 때에는 L으로 바캠 

L. 1(ffl년 덧보댐 . ~국어문전음학』 

éD CE이 1 F ~ .J.l.. π 위에서 ̂ *으로 바핍. 이것은 기호황원 

(경기， 황해， 호남， 강원)의 방언옴이 근본이 됨. 

@ 그 반대로 ̂ 올 E으로 바꿈은 명안도의 방언음이 근본 됨이라. 

@ λ^*， CE어11 Þ ~ .J.l.. π가 이어나면 ~ l →LT가 됩. 간혹 

원음대로 내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준칙할 바가 못된다. 그러나 

‘디’는 기호황원에서는 본음대로난다. 

@ 근에 þ ~ .J.l.. π가 이어나면 ‘나 너 노 누’로 바뀌는 것은 평안도 

방언음이다. 

c.l!m년의 체계 - 네 가지로 분류_ . W국어문법』 

@ 불음소리(닿소리)의 접변 : 여기에서는 lffiJ년의 변동 규칙의 @ 

ιX핏맺힌3@.의 예를 들지 않고 규칙만 나열되어 었음. 

p 으뜸붙읍(훌닿소리) 연접의 이성 : 닿소리가 이어날 때 그 사이 
에 흘소리가 들어가면 자연히 서로 떨어지지마는 닿소리가 더 

들어가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흉소리가 이어날 때， 그 사 

이에 닿소리가 들어가면 절로 떨어지고 훌소리는 더 들어가더라 

도 떨어지지 못한다.(이 현상은 변동 규칙과는 판계가 없음) 

@ 불옴소리 초-종의 형세 : 닿소리가 첫소리로 날 때는 제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끝소리로 날 때에는 ‘변하거나 나타나지 않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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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눌려서’ 중화됩) 

@ 국어 습관 소리 : 국어의 습관으로 변하는 소리와 나지 아니하는 

소리가 있다. 

@ 규칙을 세우기 어려운 것들 : 닮도 • 닥도 밟지 • 밥지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표준발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임) 

근. 1914년 집대성 r말의 소리』 

@ 훌소리와 닿소리를 잇는 일 

@ 흩소리의 잇는 일 : 오아 • 와 그리었다 • 그렸다{줄엄) 

오오→오 

땐닿소리의 잇는 일 

- 거듭나기 : 막히- • 마키-(거센소리되기)， 

갓집 • 가찜(된소리되기) 

넓더- • 업더널더-(겹받침줄이기)， 

박꽃 • 박꽃(된소리되기) 

- 닿소리 이어바핍 : I/-L근디 。 • 。(콧소리되기) 
L L 

는
 

또
 러

 

• L + 
己는

 
또
 년

 

L 

(L의 근되기/2의 L되기) 

님/-L근口 。 • 口(콧소리되기) 

λC^*E/-L근口 。 • L(콧소리되기) 

E人^/-닿소리(-융) • C(일곱끝소리되기 :중화) 

2/닿소리(2A동)- • 니콧소리되기) 

IC닝 λ^/서로이음/→밑의 소리가단단해짐 

(된소리되기) 

口，L，λ/-1 • 흔히 각각 。’。"

(끝소리자리옮기기) 

A/-닙 • 흔히 닝(끝소리자리옮기기) 

* 엿보다→[엽보다] 
@ 훌소리와 닿소리의 바탕이 다름 : 이 현상은 변동 규칙과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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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소리의 첫과·끝이 다릅 

人드7-. E*l끝소리 • 같림일곱끝소리되기) 

끼/끝소리 • ，(일곱끝소리되기) * 근/끝소리 • æ 

@말의 익옴소리 

@ 바꿈 : 머릿소리규칙， 입천장소리되기， 끝소리자리옮기기， 일 

곱끝소리되기， 동자리옮기기 I의 공깃길닮게듯고-’들으면) 

와관련된 항목. 

g 내지 아니함 : 겹받침줄이기， 종끝소리자리바꾸기， 머릿소리규 
칙， 님 의 공깃킬닮기(좁다→추우면)， -없얘기 2없얘기， 효없 

애기와관련된 항목. 

이상과 같이 주시경의 변동 규칙 인식은 오늘날의 국어음운학에서 다 

루고 있는 변동 규칙의 체계와 매우 근접해 었다. 이러한 국문의 이치를 

바탕으로 ‘원체(원형)’를 밝혀 ‘법식’대로 사용하게 되면， 한글맞춤법이 되 

는 셈이다. 따라서 한계는 있지만 주시경의 국어 연구는 국문 통일의 밑 

돌이 되었음운 틀림없는 일이다. 

4. 근대계몽기 어·문 문제와 어·문 운동의 한계 

어문 표준화의 문제는 맞춤법 제정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더욱이 맞춤 

법 제정은 표준말 제정올 전제로 한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어문 

규범화를 비롯하여， 기존의 어문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둥도 

어문 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점에서 근대계몽기의 어문 운동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왜냐 하면 앞선 시기에 국문이 널리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문 사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문제 의식올 갖기가 어려웠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어문 운동은 국문이 전국민의 문자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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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면서 이를 통일하고， 효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싹트 

기 시작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권1없)에서는 

‘한국 어문 운통의 근대화’가 1910년대부터 1쨌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15)하고 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1910년대 이 

후의 표준화 운동의 뿌리는 근대계몽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 시기는 어문 표준화 문제， 한글 가로쓰 

기 문제， 글자의 기계화 둥에 대한 문제 의식이 싹튼 시기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잘 나타난다. 

(1끼 근대계몽기의 어문 문제 

'. 포 글시률 쓸 쩨에는 외인 편으로 써 나갈 것 X흥면 글시를 쓰는 손 

에 먹도 뭇올 갤더러 몬져 쓴 글시 줄은 손에 가리여셔 보이지 아니 

창니 몬져 쓴 글 률들올 보지 못좋면 그 다음에 서 나려 가는 글 줄 

들의 풋올 생각흉야 가며 흔흔 압 줄올 써 나려 가기가 어려오니 근 

시흘 외인 편으로브터 올은편으로써 나려가는 것이 미으편리흉갯 

더라쥬상호 ‘국문론’ r독립신문J， 1없7.9.æ.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쓰기) 

L. 聖意는 如斯흉사 þ!民에게 實行키를 -命흉섯으나 繼避者가 陰陽 寄

萬 天地 方圓의 說과 漢文의 題律만 言하고 日用의 實效가 無限혼 

國語는 尙今 一字도 冊究치 안이창엿는다 ;R來로 園흥홈를 誤書 힘t 

言흉는 習慣이 日深흥여 鷹jf창기 容易치 못흥 形勢가 勳勳 嗤흥 

보ZJ:g 今日 짧究會의 責任이 深히 重大흉고 此時 文政올 執혼 諸

公이 此事에 注意 안이치 못훌 바이로이다. 本院은 學識이 素味흉 

15) 고영근(t쨌)에서는 한국어문 표준화 내력에 초점올 맞추어 1) 1910년 중반부터 1때 

년대 전반까지의 표준화 운동-주시경 사후 조선어연구회 창립과 주시경 후계자들 

의 표준화 운동 2) l!ID년대 후반의 표준화 운동 - 한글날 재정과 언문 철자법 -
3)1뼈년대 전반의 표준화 훈동 -개정 언문철자법， 한글마춤법 홍일안 제정， 보급-

4) 반도 밖의 표준화 운동으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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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書類가 未足홈으로 言語의 7G華올 如右히 略陳흉여 훌효;많~ 

표二훌률 삼사오나 或 此는 國語 治華이라고 別提로 뽑究홈이 可

훌 듯 흘옵고 次第에는 짧主훌 것이 안일 듯 흥오이다국문연구소 

제2회 국문연구안， 주시경 의견- (국어 연구의 필요성 강조) 

C. 京城은 語音이 大略 淸麗흉야 音響이 和뼈흉고 語숍이 據利흉고 

官場輔士의 語品이 1:等에 達좋고 商業界의 語品이 되有중고 風

流界의 語品이 못有흉고 下購社會의 語品이 되有흉야 甚至반 村

에 方言이 有좋고 四門外 十里 以外에도 方言이 有흉야 五江等地

에는 語音이 特珠혼뎌 至흥니 風氣에도 在향며 習慣에도 在흉며 

風%에도 在혼지라. 然則 八道로 言훌지라도 慶尙道에도 南道北道

가 戀珠흉고 平安道에도 淸南淸北이 戀珠향고 江原道에도 題東題

西가 戀珠혼 則 -→홉內에도 一定훈 음휴숍이 均等흉다 謂치 못훌지 

라 小部分으로 言훌지면 都那이 %혔珠j양며 둠둠히 應珠흉고 一那內

에도 :t}j:t}j曲曲히 戀珠창고 家家戶戶히 應珠흉며 男男女女히 %￥珠

한야 和觸重獨이 戀珠흉고 孫良掉惡이 戀珠홈을 --이 擊言키 

難혼지라 大짧 我國語音이 7G훌이 自在한 則 學問家에는 짧究홈 

도 有훌거이니 훌훌論치 아니좋거니와 若其暴論훌지면 張皇좋야 苦

關흉노니 我國의 語音 7G章 _._.&部를 輕히 ←→述 융깃노라 『만세보4 

1oo;l9.3)' 

2. 六大洲의 圖域 : 此六大洲 外에 星羅훌布혼 島願가 或大或小호뎌 

大洲의 名號를 別立홈이 無창고 各其 附近혼 大洲의 名올 從흉야 

亞細亞하H에 附近혼 者는 亞細亞洲의 島라 융며 ". 此는 區別흉기 

便利홈올 取홈이라 ." 

漢譯으로 英音으로 方里

亞細亞洲 에시야 一憶A千二百六十四萬二千一百三十方里

- 유길준 r서유견문』 제1편 육대주. (외국 인명과 지명 표기와 관련 

하여) 

口. 국문기 계신발명 『황성신문』 제313)호 1oo:l.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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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상빵11 거류좋는 아동포 사회에셔 발행향는 대도보훌 거혼 즉 

학생 이진씨는 원래 기계학에 유지로 연전 유육시에 재흉야 자동차 

사용법올 견습졸업흉엿스며 우 아국의 국문을 이용흥는 기계률 연 

구혼지 사오성상이라. 금 • 

(17，-디)에 열거된 내용들은 어문 표준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 

제들이다" (17，)파 같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쓰기’는 효율적인 글쓰기 

를 위한 방편으로， 1，쨌년대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1910년대 이후에는 주시경과 그의 후학들에 의하여 가로쓰기 및 풀어쓰 

기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17L)은 ‘국어의 오서 및 

와언’올 바로잡기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며， (17c)은 방언의 

존재를 알려 줌으로써 표준말의 필요성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풀이할 수 었다， (172)은 외국 인명 • 지명 표기와 관련하여 외래어 표기 

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률 고민하도록 하는 언어 자료이다， (17口)은 신 

문을 통하여 해외에서의 글자 기계 발명 기사를 게재한 경우이다. 그밖에 

도， 전보문에서 언분 사용 여부를 허가 • 규제하는 둥의 문제는 국문 사용 

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 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시기의 어문 운동은 어문 문제와 관련된 체계적 

이고 집중적인 해결 노력올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까닭은 순국문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며， 국문 사용이 모든 계층에로 확 

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연구 및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어 표준화 및 국어 발 

전 운동은 근대계몽기의 다음 시기인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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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셰겠ract 

Korean Problems & The Trends of Campaign In The 

Enlightenment of Modern Recent Times 

H∞ Ja앙뻐α1Q 

This α'IIH" 뼈l어 뼈th Kor얹n JYOblems of En1i양뼈JIre!lt of Mxlern Reænt 

Tures(EMRτ um-191이 뼈 the trend of the 뎌찌뻐밍l 떠g뻐ge pl뻐띠ng 뼈 

S때따ùization is 때때.lC뼈 by govemrænts. But Korea GoVl얹뼈lt φuldn’ t that 

problems in the MOrOO:J. recent 미res. so many ßαmmners 뼈어 뻐th 

identification of Kor얹n， 뼈 rules of s뼈ing 뼈 따Jer l없JgU쟁e problems. so 1 
Iα>kOO for the l:Iα:ess of awareness to Kor없larxitl몽 aspocts of v않iαlS Kor없1 

problems. πle results of tlú s PaJ::e" as fc띠ows; 

(1)In 뼈S 마res(EMRT)， 없없n flαmmners under없뼈 the i，뼈ltification of 

없æn let밟 thanQ파Iese 1앉때한문). This rr없lS 대뼈ed of IX>Ïnt of 

view to Kcr없1 They were r빼ÍZI:퍼 뼈 differeoce of SI:빼renl뻐맹ge 뼈 

written lar핑ul핑e. 

(2) In tlús tirres(마.ffiT)， Koræn researchers were 때lCeII뼈 빼m따 αatic외 

αn비ems 뼈 g피방1뼈ræn.t of Koræn PI.'빼g 

(3) πleY were stu벼ed 없없n 빼따Jet， ar엄 뼈y 빼e a때w 빼101명ical 

V뼈ations. Yu Kil-j1.m(유길준)wr뼈 뼈 아~대1 char핑:e as 

‘b뻐19-5U(몽수)’. Ju Shi-gy없19(주시경) 용:u-chf녔 for the rules of 

pltor뻐앵ical charJge. The resear낭leS were 뼈때 m 뼈 rules of 없æ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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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뼈ir핑(한글맞춤법). 

I 뻐짜 this prei<Xi resear낭leS were limited to solved m압1 Kcrean α'Oblerns. But 

the 어ign of many Kcrean IX>licy were forenmneres in this 마res. 

[없r wordl 뻐i밟1뼈1lmlt of M:없n Trræs, 따nt of view to 없æn， αatic외 

IIti비.em， st뼈때zation， 여10001때calch때ge， nùes of Korean S뼈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