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시경의 <訓民正音 世宗序> 해석과 그 계승의 일면

이 현 희*

I. 들어가기

 

이 글1)은 110여 년 전에 周時經(1876~1914)이 당 에 편찬 중이던 ≪增

補文獻備考≫ <樂考> 소재의 훈민정음 관련 기록을 의학교 교장 池錫永

(1855~1935)을 통하여 보고 나서 세종의 序文(이하 <世宗序>라 줄임)을 어

떻게 해석하 는가, 그 해석은 어떻게 후 에 계승되었는가 살펴보기 위하

여 작성된다. 특히 2014년 12월 24일이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의 창립이사

장이신 李基南 여사2)님의 80회 생신이 되는 날이라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

여 마련된 강연회에서 이 글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세종의 후

예이신 여사님을 기리는 자리에서 주시경의 <世宗序>에 한 해석을 살펴보

는 작업도 일정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사님께서 이 발표를 들으시

고 ‘一粲’하시기 바라 마지않는다.

≪ 한국어문법≫(1906)에는 주시경이 지석 을 통하여 ‘훈민정음’을 보게 

된 사연이 담겨 있다.

*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 글은 2014년 12월 23일(화)에 서울 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 창립이사장 이기남 박사 80회 생신기념 강연회에서 행해진 필자의 

강연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2)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사는 ‘女史’로 적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女士’로 적힐 

것인바, “학덕이 높고 어진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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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인[1902년: 인용자] 졍월 십일에 지 김션생 쳔도로 숑촌 디교쟝을 찾아

보고 이후붙어 죵 국문으로 다소 의론이 만앗고 한어 교 호문위를 찾아보

고 통셕 국문에 단 한음들을 다시 셰히 물어보고  이리져리 {넓>널}리 

뭇고 찾으나 이내 별 문를 볼 수 업고 의견을 확실이 세울 바이 업서 다만 

훈민졍음 보기를 원더니 을년[1905년: 인용자] 여름에 디교쟝이 문헌비고 

樂考에 실린 훈민졍음을 찾아 내게 보이니 우에 등 것 이 각 (子)음 

들은 아모 漢에 初發聲과 다 고 그 부례에 終聲에 復用初聲이라 
엿고  일삭 후에 졍학역[鄭麟趾: 인용자] 후손 에 젼여 오는 훈민졍음

도를 본즉 (≪ 한국어문법≫ 31b~32b)

이 ‘문헌비고’는 1903년(光武 7년) 1월 당시 法部의 법무국장 金錫圭의 상소

로 인해 내려진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그 해 편찬되기 시작하여 만 4년이 걸

려 1906년(광무 10년) 음력 12월에 편찬이 끝나고 1908년(융희 2년) 1월에 

인쇄ㆍ간행된 ≪增補文獻備考≫ 250권을 가리킨다. ‘문헌비고’는 중국의 ≪文

獻通考≫(1319년)에 버금가는 책을 만들고자 한 英祖의 발의로 1차로 조 

45년(1769년) 말에 만들어진 ≪東國文獻備考≫ 100권과 2차로 正祖 6년

(1782년) 정조의 발의로 李萬運이 증보ㆍ편찬하기 시작하여 純祖 31년(1831

년)에 일단락된 ≪增補東國文獻備考≫ 146권(인쇄되지는 않음)이 더 있으나 

아마도 이 책들은 주시경이 참조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학

교 교장이었던 지석 이 아직 편찬이 끝나지도 않은 ≪증보문헌비고≫ <樂

考> 소재의 ‘훈민정음’을 찾아 을사년(1905년, 광무 9년) 여름에 주시경에게 

보 다고 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아마 그 문헌의 편찬에 관여했던 33인 

가운데에는 지석 과 절친했던 사람이 있어서 평소에 국문에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 준 듯하다. 

주시경은 이 ‘훈민정음’을 보고서 감격하여 그 이후에 강의하거나 저술한 

모든 글에 훈민정음에 한 기술을 싣게 된다. 그는 특히 훈민정음을 세종

이 親制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시경은 ≪ 한국어문법≫의 <跋文> 

바로 앞면에 따로 훈민정음과 관련된 연혁을 실었다.  

(2) 國文은 我 世宗서 親이 始製심은 世所共知요 各史傳에도 亦有詳載어 或

은 世宗 以前붙어 諺○[sic]이 出於佛家라 니 此는 世宗서 國文을 始製
실새 或 有依倣梵書之模로 籍口인가 보고 或은 新羅薛聰이 諺文을 始製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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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或은 自古로 佛家에 諺文字가 略有而薛聰이 補正엇더니 世宗서 

又改而作國文이라 나 學易齊의 訓民正音序文을 본則 薛聰은 但假字而作吏讀

요 曾無國文之所製를 亦無疑可知며 正音 二十八字는 我 世宗서 始製심을 

亦無疑可知리라 抑或若干諺文字ㅣ 自古有之라 지라도 窒澁無稽엇슬 터이니 

何可籍是而正音二十八字를 謂非世宗之始製文字哉아 (≪ 한국어문법≫ 68b)

‘世宗이 國文을 親히 始製’하 음을, 즉 세종이 몸소 국문(=훈민정음)을 비

로소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발문>에서도 

(3) 聖國신 우리 世宗大王서 이를 深慮사 我東 天然의 土音로 正音을 始

製여 上下智愚貧富貴賤 無論고 本國 말을 記錄여 學文을 講究기에 쉽

도록 고 쓰기와 알기에 便利케 셧거늘 後生들이 이 을 받아 치 안이

고 注意 밖에 더져 두어 如干 쓰이는 것도 誤解誤書는 弊가 만은지라 

(< 한국어문법발문> 4a)

라고 하여 ‘始製’로 적고 있다.

여기서 ‘制’字와 ‘製’字가 가지는, 용법상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해 두고자 

한다. 두 글자 다 “만들다”의 의미를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制’는 無形의 

것을 만들 때에 쓰이고 ‘製’는 옷 衣 변을 더 가지고 있는 만큼 有形의 것

을 만들 때에 쓰인다.3) ‘制作’은 “규정이나 법식 따위를 생각하여 정함”의 

의미를 가지고, ‘製作’은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

나 예술 작품을 만듦”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4) 1446년에 문자 훈민정음

을 ‘新制’하고 ‘創制’하 다고 한 것은 문자 훈민정음을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으로 인식하 음을 말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글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 <製字解>가 아니라 <制字解>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

하다 할 것이다[安秉禧(2007: 123)의 각주 (3)에도 비슷한 언급이 이미 행해

진 바 있다]. 그에 비해 ≪月印釋譜≫ 권1의 권두에 실려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권두서명은 문헌 ≪훈민정음≫ 언해본을 유형의 것으로 인식

3)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는 ‘新 새라 制 실 씨라’(3a)로, ‘製 글 지

 씨니 御製 님금 지샨 그리라’(1a)로 뜻풀이하 다.

4) ≪표준국어 사전≫의 뜻풀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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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음을 말하는 것이다. 언해된 부분이 세종이 쓴 본문(서문과 음가 및 운

용법을 설명한 부분)만으로 한정된 것은 ‘御製’5)라는 표현의 사용상 당연한 

것이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시경이 1906년 시점에서 ‘始制’가 아니라 ‘始製’라고 한 

것은 문자 훈민정음을 유형의 것으로 인식하 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1907년에 가면 ‘世宗大王始制正音; 本朝 世宗大王셔 卓越英明샤 正音을 

始制시니; 自國文字를 始制시니’(<必尙自國文言>)에서처럼 ‘始制’로 고

쳐 적게 된다. 이제 주시경이 문자 훈민정음의 제작이 유형의 것을 만든 것

[製作]이 아니라 무형의 것을 만든 것[制作]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6)   

Ⅱ. 주시경의 <世宗序> 해석

주시경은 <必尙自國文言(續)>(皇城新聞 제2446호, 1907년 4월 5일)의 연

재분7)에서 처음으로 <世宗序>를 해석하 다.

(4)                                    寄書

    ●必尙自國文言 (續)                           周時經

5) ‘御製’는 “임금이 몸소 짓거나 만듦. 또는 그런 글이나 물건.”의 뜻을 가진다(≪표

준국어 사전≫). ‘御撰’이라고도 한다. 그에 비해, ‘御定’은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짓거나 만들게 함. 또는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어제’나 

‘어찬’은 임금의 親撰이고, ‘어정’은 命撰이라는 것이다.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

는 권두서명의 협주에서 ‘製 글 지 씨니 御製 님금 지샨 그리라’(1a)로 

뜻풀이하 다. 앞부분은 행위로 뜻풀이하고, 뒷부분은 결과물로 뜻풀이한 것이다.

6) 조선시 에도 문자의 제작을 ‘製作’으로 이해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표적으로 

조선 전기의 학자 던 徐居正(1420~1488)이 <譯語指南序>에서 ‘恭惟世宗神思睿

智, 高出百王, 始製諺文, 譯華語.’(≪四佳文集≫ 卷之四, <序>)이라 하 음을 들 수 

있다.

7) <必尙自國文言>은 皇城新聞 제1면에 1907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회 연재되

었다. <正音親序>는 제5회 연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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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宗大王始制正音

    我半島가 自太古開闢으로 我半島人種이 特有고 我半島言語가 特有나 我半

島文字가 無야 支那를 通 後로 聰俊 者 漢文를 習用더니 本朝8)

世宗大王셔 卓越英明샤 正音을 始制시니 其親序에

      正音親序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여 與文字로 卽漢文不相流通이라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予ㅣ 爲此憫然여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人易習

고 便於日用이로라 시니라

      正音序解釋

    此聖序를 敬讀고 其義를 窃想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심은 我國과 

支那 天然의 區域이 不同 氣候水土와 性質習尙도 相異여 支那의 文字

가 我國에 不適으로 流通치 못다 심이니 我國에셔 我國에 適宜 文字

가 有여야 잘 流通되리라 심이요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심은 支那文은 我國人民이 學習기 極難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
으로 其餘凡常 愚者 다 至極히 抑屈을 抱고도 其情을 記出치 못여 

伸冤 道가 업다 심이니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셔 習用기 極難여 流通

되지 못 証據와 其害의 曲盡 情景을 例擧심이요 그 多字 世上에 智

者 少고 愚者 多 國民의 多數가 能히 文字를 習用치 못여 其害가 

隨多다 심이요 予ㅣ 爲此憫然이라 심은 或國에셔 我國에 不適 漢文을 

用으로 智者라도 其文字를 學習노라고 歲月을 過費여 더 藝智여지기에 

害가 되고 愚者 智여질 道가 全塞여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고 國

家의 政事가 未洽여 全國에 莫甚 害가 되고 他國文을 永用면 此害도 永

久여 民國萬世에 大獘가 됨을 憫然히 역이노라 심이요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人易習고 便於日用이로라 심이요 此二十八字 我國에 適當여 智

愚貴賤 貧富老少男女 無論고 學習기 易며 日用기 便다 심이라

    美哉라 聖言이여 其民을 一視均愛사 其願與智를 各達케 시도다 大哉라 

聖業이여 我半島 我民國이 世界에 天然的으로 特立됨이 發表 自國文字를 始

制시니 我民國萬世에 永享不朽 洪業이로라(未完)(<必尙自國文言(續)>, 皇城

新聞 제2446호, 1907년 4월 5일)

주시경은 <世宗序>를 넷으로 잘라 해석하고 있다. ① ‘國之語音이 異乎中國

여 與文字不相流通이라’,9) ②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③ ‘予ㅣ 爲此憫然이라’, ④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人易習고 

8) 改行하여 世宗大王을 높이고 있다.

9) ‘與文字不相流通이라’가 기록되지 않았음이 기이하다. 뒷 시기에 轉載된 데에도 다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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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於日用이로라’가 그것이다. 

세종이 ①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여 與文字不相流通이라’ 하신 것은 “우
리나라와 중국은 천연의 구역이 같지 않으므로 기후ㆍ물ㆍ흙과 성질ㆍ습성

도 서로 달라 중국의 문자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유통하지 못한

다고 하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문자가 있어야 잘 유

통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 다. ‘유통하다’를 

자동사로 해석하여 ‘중국의 문자가’를 그 주어로 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여

기서는 일종의 風土不同論을 언급한 셈이다. ②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

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는 “중국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하기 극히 

어려워 智者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평범한 愚者는 다 

지극히 억울함을 안고서도 그 사정을 기록해 내지 못하여 가슴에 맺힌 원한

을 풀 방법이 없다 하신 것이니, 중국의 글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몸에 익혀 

사용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유통되지 못하는 증거와 그 폐해의 매우 자세하

고 간곡한 정황에 해 보기를 들어 보이신 것이고, ‘多’字는 세상에 智者는 

적고 愚者는 많으므로 국민의 다수가 능히 문자를 몸에 익혀 사용하지 못하

여 그 폐해가 따라서 많아진다고 하신 것이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

다. ③ ‘予ㅣ 爲此憫然이라’는 “우리나라에 부적합한 한자를 사용하므로 

智者라도 그 문자를 학습하느라고 세월을 과다하게 허비하여 더 지혜롭고 

밝아지기에 해가 되고 愚者는 지혜로워질 길이 완전히 막혀 백성들의 학식

과 재예가 융성하지 못하고 국가의 정사가 미흡하여 전국에 막심한 해가 되

고, 다른 나라의 글자를 오래 사용하면 그 폐해도 원히 끼쳐져 우리나라

에 큰 폐해가 됨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신 것이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

석하 다. ④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人易習고 便於日用이로라’는 “이 

28자는 우리나라에 적당하여 智愚ㆍ貴賤ㆍ貧富ㆍ老少ㆍ男女를 막론하고 학

습하기 쉬우며 나날이 사용하기 편하다고 하신 것이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 다.

이 <正音親序> 및 <正音序解釋>은 주시경의 여러 글들에 다시 轉載되었

다. ≪國文硏究案≫ 권2(1907. 11. 30)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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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御序에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여 與文字不相流通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不伸

其情者ㅣ 多矣予ㅣ 爲此憫然여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易習여 便於日

用이로다 시니 聖意는 我國의 語音을 記用여 一般人民이 便利케 심이요 

漢文音韻을 爲主심이 안이라 이다(≪國文硏究案≫ 권2, <國文字軆及發

音의 沿革> 24a)

(6) 正音序義를 謹按니 國文音은 國語音으로 爲主심이니 國文音은 國語音으로 

爲主심이니 國文發音의 綱領이 될 듯으로 敢히 愚見 로 正音을 如左히 

解釋거니와 參互실 時에 他說보다 더욱 正시기를 바라이다

(6)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심은 我國과 支那는 天然의 區域이 不同매 氣

候水土와 性質習尙도 相異여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 不適으로 流通치 못
다 심이니 곳 我國에서는 我國에 適宜 文字가 有여야 잘 流通되리라 

심인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으로 序頭를 삼으심도 我國의 語音을 爲主여 

國文을 制시는 義요

(6)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ㅣ 多矣라 심은 支那文은 我國人民

이 學習기 極難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으로 其餘凡常 愚者는 冤屈
을 抱고도 其情을 記錄지 못여 伸雪 道가 無다 심이니 支那文字가 

我國에서는 習用기 極難여 流通되지 못 害의 曲盡을 例擧심이요 

그 多字는 世上에 智者는 少고 愚者는 多매 國民의 多數가 能히 文字를 

習用치 못여 其害가 數多다 심이요

(6)   予ㅣ 爲此憫然이라 심은 我國에 不適 漢文을 移用으로 智者라도 彼文

字를 學習노라고 歲月을 虛費고 愚者는 智를 求 簡易 文字가 無으

로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고 國家의 政敎가 未洽여 全國에 莫甚 害

가 되니 他國文을 永用면 此害도 永久여 民國萬世에 大弊가 될 바를 憫然

히 역이노라 심이요

(6)   新製二十八字니 欲使人易習여 便於日用이로라 심은 此二十八字는 

我國에 適當여 智愚貴賤貧富老少男女를 勿論고 學習기 易여 日用기 

便다 심이라 이다(≪國文硏究案≫ 권2, <國文字體及發音의 沿革> 

43a~44b)

약간 표현이 달라진 곳이 없지 않다. ‘國文을 制시는 義요’와 ‘新製二十八

字니’에서는 ‘制’와 ‘製’가 섞여 쓰 다. 이런 점에서 ≪국문연구안≫ 권2

의 (5)와 (6)의 글들이 과연 <必尙自國文言>보다 뒤에 씌어졌을지 의심스럽

다. 

≪國語文典音學≫(1908. 11. 6)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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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訓民正音略解

    國之語音으로 便於日用耳지는 親序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심은 我國과 支那는 天然의 區域이 不同매 氣

候水土와 性質習尙도 相異여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 不適으로 流通치 못
다 심이니 곳 我國에서는 我國에 適宜 文字가 有여야 잘 流通되리라 
심인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으로 頭句를 삼으심은 我國의 語音을 爲主여 國文

을 制시는 主義요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ㅣ 多矣라 심은 支那文은 我國人民

이 學習기 極難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으로 其餘凡常 愚者는 다 至極히 

冤屈을 抱고도 其情을 記出치 못여 伸冤 道가 無다 심이니 支那

文字가 我國에서는 習用기 極難여 流通되지 못는 証據와 其害의 曲盡 
實情을 例擧심이요 그 多字는 世上에 智者는 少고 愚者는 多매 國民의 

多數가 能히 文字를 習用치 못여 其害가 隨多다 심이요

     予ㅣ 爲此憫然이라 심은 我國에 不適 漢文을 移用으로 智者라도 其文

字를 學習노라고 歲月을 太費여 智여지기에 害가 되고 愚者는 智여질 

道가 全塞여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고 國家의 政事가 未洽여 全國의 

莫甚 害가 되고 他國文字를 永用면 此害도 永久여 民國萬世에 無限 大

弊가 됨을 憫然히 역이노라 심이요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人易習고 便於日用耳로라 심은 此二十八字는 

我國에서 用기에 適當여 智愚貴賤貧富老少男女를 勿論고 學習기 易
며 日用기 便다 심이라(≪國語文典音學≫ 10~12)

로 전재되었다.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조금씩 표현상 차이가 있는 곳이 없

지 않다.

稿本 ≪말≫(1908년 전후)에는,

(8) 此序義를 窃想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심은 我國과 支那는 天然의 區

域이 不同매 氣候水土와 性質習尙도 相異여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 不適
으로 流通치 못다 심이니 我國에서는 我國에 適宜 文字가 有여야 잘 

流通되리라 심이요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ㅣ 多矣라 심은 支那文은 我國人民

이 學習기 極難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으로 其餘凡常 愚者는 다 至極

히 抑屈을 抱고도 其情을 記出치 못여 伸冤 道가 업다 심이니 支

那의 文字가 我國에서는 習用기 極難여 流通되지 못는 証據와 其害의 

曲盡 情景을 例擧심이요 그 多字는 世上에 智者는 少고 愚者는 多매 

國民의 多數가 能히 文字를 習用치 못여 其害가 隨多다 심이요

  予ㅣ 爲此憫然이라 심은 或國에서 我國에 不適 漢文을 用으로 智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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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其文字를 學習노라고 歲月을 過費여 더 叡智여지기에 害가 되고 愚

者는 智여질 道가 全塞여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고 國家의 政事가 

未洽여 全國에 莫甚 害가 되고 他國文을 永用면 此害도 永久여 民國

萬歲에 大獘가 됨을 憫然히 역이노라 심이요

  新製二十八字니 欲使人易習고 便於日用이로라 심은 此二十八字는 

我國에 適當여 智愚貴賤貧富老少男女 勿論고 學習기 易며 日用기 

便다 심이라(稿本 ≪말≫ 19ab)

로 전재되었다. 아직 ‘新製’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稿本 ≪말≫의 부록으로 수록된 <必尙自國文言>에는, 

(9)    正音親序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여 與文字[卽漢文字]로 不相流通이라 故로 愚民은 有所

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ㅣ 多矣라 予ㅣ 爲此憫然여 新制二十八字니 欲使人
易習고 便於日用이로라 시니라

      正音序解釋

     此聖序를 敬讀고 其義를 窃想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심은 我國

과 支那는 天然의 句域이 不同매 氣候水土와 性質習尙도 相異여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 不適으로 流通치 못다 심이니 我國에서는 我國에 適宜 
文字가 有여야 잘 流通되리라 심이요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

者ㅣ 多矣라 심은 支那文은 我國人民이 學習기 極難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으로 其餘凡常 愚者는 다 至極히 抑屈을 抱고도 其情을 記出치 

못여 伸冤 道가 업다 심이니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서는 習用기 極難

여 流通되지 못는 証據와 其害의 曲盡 情景을 例擧심이요 그 多字는 

世上에 智者 少고 愚者는 多매 國民의 多數가 能히 文字를 習用치 못
여 其害가 隨多다 심이요 予ㅣ 爲此憫然이라 심은 我國에 不適 漢文

을 用으로 智者라도 其文字를 學習노라고 歲月을 過費여 더 藝智여지

기에 害가 되고 愚者는 智여질 道가 全塞여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
고 國家의 政事가 未洽여 全國에 莫甚 害가 되고 他國文을 永用면 其害

도 永久여 民國萬世의 大獘가 됨을 憫然히 역이노라 심이요 新制二十八字

니 欲使人易習고 便於日用이로라 심은 此二十八字는 我國에 適當여 

智愚貴賤貧富老少男女 無論고 學習기 易며 日用기 便다 심이라 

     美哉 聖言이여 其民을 一視均愛샤 其願其智를 各達케 시도다 大哉라 聖

業이여 我半島 我民國이 世界에 天然的으로 特立됨이 發表는 自國文字를 始

制시니 我民國萬世에 永享不朽 洪業이로다(稿本 ≪말≫ 부록 <必尙自國文

言> 89b~9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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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재하 다. 황성신문에 게재된 글에 誤字가 많고 자신의 표기법과 다른 

부분이 많아 따로 필사해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본문 내에 전재한 

바 있는 것을 다시 부록으로 내세운 것은 의아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의 소리≫(1914)의 <말의 소리 附>에는 <세종서>만 기록되었는데 군

데군데 엉뚱한 표현으로 바뀐 부분이 눈에 띈다. 

(10) 訓民正音

    國之語音 異乎漢土 與其文字 不相流通 故愚民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易習 便於日用 (≪말의 소리≫, <말의 소리 

附> ㄱa)

‘中國’을 ‘漢土’로, ‘與文字’를 ‘與其文字’로, ‘便於日用耳’를 ‘便於日用’으로 

고쳐 놓은 것이다.

Ⅲ. 주시경 <세종서> 해석의 계승

주시경의 훈민정음 예찬론을 충실히 이어받은 사람은 그 제자 權悳奎

(1891~1950?) 다.10) <正音頒布 以後의 槪略: 訓民正音 第八回甲記念>(1926)

의 <三. 正音의 原本조차 업서진 슬흠>에 따르면, 아마도 희방사본 ≪月印

釋譜≫ 권1ㆍ2의 卷頭本 ≪世宗御製訓民正音≫을 구해다가 六堂 崔南善에게 

주어서 朝鮮光文會에 보관하게 한 사람이 권덕규 던 모양이다. 

(11) 내가 正音으로 된 冊을 좀 본 세음이나 世宗의 原板이라 할 것은 몃치 되

지 않는다. 世宗의 것으로는 첫재 訓民正音, 둘ㅅ재 龍飛御天歌, 셋재 釋譜

詳節月印千江之曲, 이것으로 겟스나 正音은 아주 얻어 보기가 어렵다. 普通 

訓民正音이라는 것은 序나 說明이 純漢文으로 된 것이요 正音으로 된 訓民正

音은 하나나 그러치 안흐면 둘도 업슬 것이다. 암만하야도 그러케 생각이 된

다. 그것은 내가 正音으로 된 訓民正音을 하나밧게는 뭇[원문 로] 본 문이

10) 이 章에서 권덕규와 관련하여 언급하는 내용은 졸고(2012ㄴ)의 군데군데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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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도 어느 절 大師님이 감추고 감춰 둔 것을 別나케 하야 어더다 보고 

崔六堂에게 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本이 原板 갓지는 아니하다. 웨 그러한

고 하니 그것을 龍飛御天歌 原板에 비기어 보아 그러타 하는 것이다. 龍飛御

天歌도 壬辰後版을 어더서는 글은 글 로 보겟지마는 版으로는 아무 價値가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을 ‘訓民正音 原本’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朝鮮語文經緯≫

(1923)에서도,

(12) 요사이에 訓民正音 原本을 얻어 이 原本 文套 그 로 쓰었으니 닑는 이는 斟

酌할지며 더욱 注意할 바는 ㄱ 짝소리를 뀨(虯) 첫소리와 같다 함과 글字의 

높낮이, 길짧이를 똑똑이 說明한 것이라 잘 닑어 많은 얻음이 있기를 바라노

라 (194면)

라고 하면서, 訓民正音의 <世宗序>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 다. 

(13) 나라말이 中國과 달아 그 글씨와로 서르 사몿지 아니할새 무식한 百姓이 말

하고저 함이 있어도 제 뜻 로 못하는 이가 하니라 내 이를 딱하게 녀기어 

새로 스믈여듧 글씨를 맨그노니 사람마다 쉬이 닉이어 날로 씀에 便ㅎ게 하

고저 할 따름이니라 (191면)

  

권덕규는 ‘글시, 글씨’와 ‘글ㅅ자, 글字’를 준별하고, ‘문자’와 ‘문ㅅ자’를 엄

격하게 구분하 다. ‘글시’는 낱글자를 의미하고, ‘글ㅅ자’ 또는 ‘글字’는 한

글 낱글자를 ‘각’이나 ‘돌’식으로 묶어 놓은 결과물, 즉 音節合字된 것을 가

리키거나 漢字 한 字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 다. 이러한 ‘글시’ 내지 

‘글씨’의 용법11)은 비단 권덕규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김두봉ㆍ이

규 ㆍ최현배 등 당 의 여러 학자들에게서 널리 나타나던 것이었다.12) ‘문

11) ‘글씨 셔(書)’(정몽유어 23a)와 ‘字 [자, ] 글자. 글씨. 씨 ○자 ○싀집 보낼 ○

젓 먹일 ○사랑할 ○암것’(新字典)이 참조된다.

12) 오히려 金克培의 ｢한글 글씨에 하여｣(기관지 ≪한글≫ 창간호, 1932)는 손으로 

쓸 때의 글자 모양을 다루고 있어 그 당시로서는 다소간 특이한 ‘글씨’의 용법을 

보 다고 할 수 있다.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글씨’를 ‘① 말을 

글로 적는 표. 글자. 文字. ② 글자를 쓰는 것.’이라 풀이하 다. 역시 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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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文字’는 成語ㆍ熟語 등 두 글자 이상의 묶음을 의미하고,13) ‘문ㅅ자’
나 ‘文ㅅ字’는 “letter, script”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준별하여 사용하

다.14)   

그런가 하면, 동인지 ≪한글≫ 창간호(1927)에 인한 ‘世宗御製訓民正音

原本’ 첫 장을 손보아 復原한 사람이 권덕규 자신이었음도 <訓民正音의 起

源과 世宗大王의 頒布(一)>(1935)에서 언급하 다. 

(14) 내가 벌서 十餘年 前인가 正音 板本(그래도 板本)의 첫머리에 世宗御製이니 

또 御製에 曰이니 하는 것을 大綱 卞正하야 訓民正音 校訂本을 낸 적도 잇섯

다.

이미 동인지 ≪한글≫ 창간호의 <訓民正音創刊에 際하야>에서는, 

(15) 그[‘訓民正音’을 가리킴: 인용자]의 原本을 廣求한 結果 朴勝彬氏 所藏인 單本

의 訓民正音 木刻版과 光文會의 所藏인 月印千江之曲 卷首에 合付된 역시 木

刻版과 魚允迪氏의 所藏인 日本 宮內省의 藏本의 抄本 三種을 얻어 보게 되

었다. [중략] 그래서 吾人이 모든 事情을 綜合하여가지고 [중략] 寫眞版을 만들

었다. 그러하자니 自然 字體 같은 것은 原本보다 多少의 틀림이 없을 수 없

으나 舊面目으로 還元된 原本인 것만은 揷疑할 餘地가 없다. [중략] 今番 이 

考據에 對하여는 우리 同人 權悳奎氏의 用心이 많음을 붙여 말슴하며 여러분 

中에 他本을 珍藏하신 이가 게시거든 그를 公開하여 주시면 그런 多幸이 없

을 줄 안다.    

당시에는 보편적인 용법이었다고 할 것이다. 간혹 Nathaniel Hawthorne의 ‘the 

scarlet letter’를 ‘주홍글씨’로 번역한 것에 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실제

로 요즈음 한국의 문학자들은 ‘주홍글자’로 번역하여 연구하고 있다), 처음 번

역할 때의 ‘글씨’의 용법이 현 에 보편화된 ②의 용법보다 우선하 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飜譯語 다고 할 것이다. ≪표준국어 사전≫에도 ‘글씨’가 ‘｢1｣
쓴 글자의 모양. ｢2｣=글자. ｢3｣글자를 쓰는 법. 또는 그런 일. ’로 뜻풀이되어 

있다.

13) ≪조선어문경위≫의 제19과 <文字>와 ≪조선어강좌≫의 제24과 <文ㅅ字와 文字>

는 漢字語 成語뿐 아니라 우리 고유어 成語들도 ‘文字’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14) ‘文字’의 제2음절이 보이는 경음화 여부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李賢熙(2012ㄱ)

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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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권덕규의 공이 컸음을 언급한 바 있었다.  

권덕규는 ≪訓民正音≫의 原本이 燒失된 것은 壬辰亂 當時라고 언급하

다.15) 이것은 아마도 圓嶠 李匡師(1705~1777)의 말을 따른 듯하다.  

(16) 我朝莊憲大王以天縱之聖, 定字音而製諺書. 時皇朝黃瓚學士以文章碩儒, 謫居瀋

陽, 遣成學士三問而學焉. 凡十三往還而成. 其時所譔全書, 失於壬辰之亂.(≪圓

嶠集選≫ 권8, <五音正序>, 雜文)

이 기록은 ≪조선어문경위≫의 <古人의 正音讚(序文에 代함)>에도 일부가 

발췌되어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는 임진란 이후에는 ‘훈민정음 원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굳게 믿게 되었다.

1935년 무렵에 朴勝彬氏 측에서 조선어학회에다가 1927년에 제작한 사진

판16)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다. 권덕규는 ‘훈
민정음의 원본’은 세종 당시에 간행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 다. 그리하

여 그는 지금 남아 있는 板本이나 寫本들이 ① 훈민정음은 28자라고 했는데

도 왜 28자 이상이 되는가. 특히 이른바 齒音章의 것들이 문제다. ② ‘世宗

御製’란 文字나 ‘御製에 曰’한 文字나 齒音章을 모두 뒤에 “맨들어 넣고, 더

하고” 한 것으로 파악하 다. 그러니 당 에 남아 있는 훈민정음언해본류는 

다 原本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17) 또, 기관지 ≪한

글≫ 제3권 제3호(통권 21호)에는 蜜啞生18)의 <訓民正音原本에 싸고도는 問

題>와 권덕규의 <訓民正音의 原本을 아직 얻어보지 못하 다>가 나란히 실

렸다. 권덕규는 ≪세종어제훈민정음≫의 뒤에 덧붙어 있는 이른바 <齒音章>

을 후 에 덧붙여진 것으로 파악하여 세종 당 의 원본이 아닌 것으로 생각

15) <權悳奎氏에게 朝鮮語學發達史를 뭇는다>(1939) 참조.

16) 동인지 ≪한글≫ 창간호에 실린 ‘世宗御製訓民正音原本’의 底本을 가리킨다. 

17) <訓民正音의 起源과 世宗의 頒布(四)>(1935) 참조.

18) 蜜啞生은 白夜 李常春(1882~?)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고향 개성 출신의 작가 

蜜啞子 劉元杓(1852~?)를 본떠 필명을 ‘蜜啞生’으로 한 듯하다. 두 사람 다 신소

설 작가이기도 하 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유원표는 <夢見諸葛亮>(1908)으로 聲

價를 높 으며, 이상춘은 <박연폭포>(1913), <서해풍파>(1914) 같은 신소설을 남

겼다. 



18 冠嶽語文硏究 第40輯 　

하 다. <四聲通攷凡例>를 인용하고, 세종의 廟號가 후 에 덧붙은 것으로 

파악하여 그에 주목한 것은 탁견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해 朴壽南은 <訓民

正音誕辰을 當하야: 蜜啞生頭上에 一棒을 加함19)>(≪正音≫ 10, 1935)으로써 

맹공을 가하 다.

Ⅳ. 나가기

이 글은 주시경의 <세종서>에 한 해석을 소개하고 그 계승의 일면을 

생각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주시경은 한평생 무척 고달프게 삶을 위하

다. 잠시도 쉴 틈 없이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 매진하 다. 그의 끈질김은 

‘ㆍ’의 ‘ㅣㅡ합음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몇 십 년을 두고 계속 그 증거를 찾

아 나아간 데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1905년 이래 ‘훈민정음’에 한 宣揚

을 죽을 때까지 한 것도 그의 끈질김을 잘 보인다. 

이번에 80회 생신을 맞으시는 이기남 여사님도 무문자민족에게 훈민정음

을 보급하고자 하는 열정과 정음선교를 온 누리에 행하려는 의욕에 있어 주

시경 못지않은 끈질김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필자는 늘 생각해 오고 있다. 

부디 건강을 잘 지키시어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기 빌어 마지않는다. 80세를 의미한다고 세속에서 흔히 이

야기하는 ‘傘壽’의 ‘傘’字 안에는 ‘八’과 ‘十’ 외에 ‘人’이 넷이 더 있다. 이 

‘人’을 ‘八’로 보기도 한다. ‘八’이 넷이니 ‘32’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84으로 보아 3896으로 이해하고 싶다. 三千甲子 東方朔만큼은 아니

더라도 萬壽無疆하시기 바라 마지않는 것이다.

19) ‘蜜啞生頭上에 一棒을 加함’은 권덕규의 <假明人頭上에 一棒>(1920)을 차용하여 

蜜啞生을 주된 비판 상으로 하 지만, 그 비판 상 안에 권덕규도 포함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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