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思考面에서 본 문자언어의 기능 

익 섭 

1. 文字나 表記法의 機能을 파악하는 방향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 온 것 같다. 그 하 

나는 文字言語(written Ianguage)는 어다까지나 소리言語(spoken Iangnage)의 충실한 代行

物이라는 입장의 줄기다. 이 입장에서는 운자언어는 소리언어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만큼 

理想的인 상태 인 것무로 간주된다. 

이것은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文字， 그 중에서도 表륨文字가 말의 소리의 代行物로 발생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역사적￡로 인간은 소리언어를 먼저 만들어 썼고， 문 

자언어는 그 소리언어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을 補完하기 

위하여 만들어 쓰게 된， 말하자면 소리언어의 한 代行物인 것이다. (그러나 R. Brown은 文

字 언어가 더 나중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 

이들에게 있어 문자언어는 소리언어를 前提로 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문자언어는 일단 

소리언어로 환원되어야만 意思짧通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소리언어는 우리 

에게 직접 어 떤 擺念을 전달해 주지 만， 문자언어는 소리언어로 환원되는 한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우리에게 搬念을 전달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문자언어， 즉 表記法은 얼마나 

쉽게 소리언어로 환원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優것이 결청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2. 1908년 런던 에 설 럽 되 었고， 또 뉴욕에 도 分會를 두었 던 The Simplified SpeIIing Society 

가 現行 영어 speIIing이 소리언어에서 거리기- 너무 벌어져 있다고 하여 소리언어에 충실한 

spelIing으로 改單하려 한 것도 위와 같은 입장에서였다. 그리고 Pike (1 947)에서 l홉素 l 

文字 對廳(1 phoneme 1 Ietter correspondence)를 文字 및 表記法 制定의 理想으로 주장된 

것도 같은 입장에서이며， Jakobson (1956)이 文字와 소리와의 관계를 음악에 있어서외 악 

보(note)와 음(sound)과의 관계 로 파악하려 한 것도 같은 입 장이 다. 

李朝 경D期의 륨素的 表記法이 現行 맞춤법의 形態的 表記法보다 理想的인 表記法이라는 

일부 학자의 주장이 나， 허 웅(1969)의 ‘學校’ 라는 漢字나 ‘학교’ 라는 한글이 나 결국은 소 

리로 환원되어야 擺念을 알게 해 주는 만큼 漢字로 적는 것이 搬念 파악에 어떤 利得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모두 위와 같은 입장 위에 서 있는 것이다. 

3. 文字 ·表記法의 機能에 대하여 以上의 입장과 對立되는 다른 한 입장의 줄기가 있다. 

위의 입장은 表記法이 하는 일을 발음부호가 하는 일과 同一視하는 입장인 바， 表記法의 

기능이 발음부호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 들은 現行 영 어 spelIing이 언돗 보기 에 불펀한 듯이 보이 지 만 여 러 가지 장점을 가진 

다는 것 을 지 적 한다 vari-ous와 vari-ety의 van- 또는 want-ed, pass-ed, calI-ed의 -ed가 각 

각 발음이 달라도 같은 spelIing을 가집으로써의 장점， 또는 paradigm, damn, bomb의 g, 

ll ， b가 불펼요한 듯 하지만 形態흡素的인 관점에서 보면 paradigmatic, damnatioll, bom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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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 필요한 spelIing이라는 점，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現行 영어 表記法은 영어 단어 

의 基底單語形(underlying lexical form)을 반영 하는 理想的인 體系(a near optimal system) 

이 라는 점 동을 강조한다. 앞의 The Simplifìed SpelIing Society의 완전한 실패 가 반드시 

現行 영어 表記法이 理想的이라는 이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 겠지만， 이들은 이것을 자기들 

의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한 증거로 삼으려 할지 모른다. 

4. 後者의 입장을 가장 강력히 固守하고， 또 가장 강력히 理論化하는 이는 Vachek이다. 
특히 Vachek (1945rv49) 및 Vachek (1 972)에서 그는 문자언어가 소리언어의 代沒 以上의 

獨自的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문자언어는 소리언어로 환원됨￡로써만 비로소 그 

存在理由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언어만무로는 성취되지 않는 文明 社會의 言語

生活의 나머지 半 부분을 수행함드로써 소리언어와 對等한 地位로서 존재함을 지적한다. 

사실， 未開 社會에서는 소리언어만부로도 대부분의 언어생활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한個人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知的인 생활을 하지 않는 생활에서는 소리언어로도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순조로울 수 있다. 그러나 文明 社會가 되면， 그리고 한個A이 高度의 

知的언 생활을 하려면 소리언어만￡로는 어쩔 수 없는 限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심요한 哲學論文 또는 복잡한 物理 공식이나 法律 조문의 해설이 文字가 없는 사회에서 어 

떠한 형태로 가능한가를 상상해 보라. 또는 우리가외국 서적을그나라 말은， 즉 소리언어 

는 거의 모르연서 흘륭히 읽고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배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文字언 

어가 단순히 소리언어로 환원되기 위해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分明히 드러난다. 

이것은 우리 의 日常 경험드로도 쉽 게 증명된다. 만일 문자언어기- 소리언어록 - 환원되는 

것 o 로 그 임무를 끝마치는 것아라면 white house와 White House의 다른 썼果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또， 

(1) 이런 옛 날 이야기로 ‘의’라는 것을 인식하려는 사람도 있다. ‘의 ’ 라고 할 수는 있우 

나 ‘의 ’ 라고 할 수는 없다. 

(2) 생시면 ￡례 ‘운명 이요’ 라고 들었을 것이나， 나는 분명히 ‘운영이요’ 라는 말록 들었다. 

의 ‘의 ’ 나 ‘운영 ’ 을 각각 t義’ ‘誼’ ‘義’ 및 ‘運命’ ‘i털命’ 으로 썼을 때 그 調書 했果， 

의사전달의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文字언어는 단순히 소리언어의 

代行物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 고， 소리언어로 쉽게 환원될수록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일찌기 헌신적:로 국어 연구에 옴바쳐 왔던 先覺者들이 우리 맞춤법을 

(3) 챙 만 영는 사략을 왜 괴로피느냐? 

(4) 책만 읽는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중 (4)로 정한 것은 이 점에서 얼마나 현명하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先뿔者들을 

둔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후손인지 모른다. 

5. 文字언어는 귀 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을 위한 것이 다. 귀 를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눈을 위하여 펀리하면 그 쪽 방향을 택하여야 한다 ‘챙만 영는 사라블’은 소리언어로의 환 

왼이라는 면에 서， 즉 귀를 위해서는 ‘책만 읽는 사람을’보다 낫다. 그러나 눈을 위해서는 

後者가 훨씬 낫다. 

만일 문자언어가 소리언어로 환원되 는 것￡로 임무가 끝난다면 우리는 과강히 ‘책만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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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 ‘쟁만 잉는’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漢字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고， TV니 KBS니 

하는 表記도 당연히 없어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책만 읽는’을 택하고 TV. KBS도 쓰고 

하는 것은 일부 豪앉한 A土의 9iD覺 없는 처사 때문이 이니라， 아주 正常的인 常識에 의해 

서도 文字언어의 기능이 올바로 認識된 해문이다. 

필자는 ‘學校’가 반드시 ‘학교’보다 더 큰 했果를 주는 表記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學校’를 쓰지 말아야 할 理由가， ‘學校’도 결국 ‘학꼬’ 라는 어떤 발음으로 환원되어야 그 

개념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러니 굳이 어려운 漢字를 쓸 것이 없다는 理論은 성립되지 않 

는다는 접만은 분명히 해 두고 싶다. 이 理論은 ‘ 4 ’라고 쓴 것보다 ‘사’라고 쓴 것이 

‘사’라는 발음만 더 빨리 알 수 있￡면 낫다는 것과 마찬가지 인데 우리의 正常的인 경험은 

이 理論의 正當性을 거 부한다-

‘책만을’ 이나 ‘ 4 ’나 ‘學校’나 다 ‘챙마늘’이나 ‘사’ 나 ‘학교’보다 소리언어도 환원되기 

에는 더 나쁜 表記法이지만， 만일 그것이 職;念 파악에 더 나은 것이라면 더 좋은 表記法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많은 전문가들의 실험은 文字언어가 소리언어로 환원됨 이 없이 擺念을 전달할 수 있음 

을 증언한다. 즉 (가) 소리언어→개념 (나) 문자언어→소리언어→개념 이외에 (다) 문자언 

어 →개 념 의 과정 이 있 다는 것 이 다. 이 른바 reading for meaning이 니 look-and-say method 

둥의 讀書術도 (다) 과청의 훈련인바， 문자언어가 소리 언어로의 환왼 절차를 밟지 않고 직 

접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文字언어에 대한 우리의 思考에 근본적인 黃新을 

일으키게 한다. 즉， (다)의 과정이 증명되면， 文字언어가 반도시 소리언어로 쉽게 환원되 

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든가， 다시 말하면 表記法이 발음부호에 가깡게 만들어질수록 좋은 

表記法이라든가 하는 主張이 근거를 잃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의 과정 이외에 더 나아가서는 (라) 소리언어→문자언어→개념의 과 

청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가령 어떤 영어를 듣고 그 speIIing을 머리 

속으로 생각해 내고야 무슨 뜻인지 안다든가， 우리 말에서도 맞춤법이나 漢字를 생각해 내 

고서야 비로소 바른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그 경우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言語 生活이 귀만으로는 充足되지 않￡며， 그 많은 부분이 눈에 

의하여 逢行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문자언어는‘ 바로 이 눈에 의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늘 바로 인식되어야 한다. 

7. 문자언어가 눈을 위한 것이라면 表홉的이기만 할 훨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 

서 文字의 表意化 문제가 대두되고 또 表意化된 表記法의 청당한 존재 근거를 얻게 된다. 

現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대체로 적절히 表意훈펀 理想的 表記法으로 評價될 만하다. 

그것이 言짧의 形態素 分別 意識과 얼마나 合致되는지는 앞￡로 실험 조사될 일이다. 대체 

로 體言과 助詞의 分織은 言聚의 의식과 합치된다고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用言의 語幹

과 語尾의 分鐵도 일부에서 생각하듯 그렇게 言聚의 의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되 

지 않는다. 아이들 말의 ‘먹으지 마’와 같은 類推 현상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도 우리 표거법의 表意化에 공현하는 좋은 방식￡로 판단되며， 특 

히 imiJD語로서의 국어의 특질에 더 없이 적 합한 방식이 아닌가 여 겨진다. 

8. 끝으로 表記法을 기계화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려는 태도에 대해 一言하고자 한다. 가 

령 한글의 모아쓰기는 기계화에 불펀하기 해문에 풀어쓰기보다 나쁜 방식이라고 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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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러나 여커서 다시 한벤 문자언어는 눈을 위한 것임을 想起해야 한다. 모아쓰기 

가 讀書 능률상 풀어쓰기보다 좋다면， 비록 기계화에 불펀이 있더라도 좋은 방식이 다. ‘읽 

고 理解하는’데 표기법 評價의 기준이 놓여져야 한다. 흔히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것을 받아쓰기로 증명하려 한다. 이것도 문자 언어의 本質的인 기능을 

모르는 처사다. 문자언어는 쓰기보다는 오히려 원히기 위해 있다. ‘쓰기 좋고 읽기 좋은’ 

것을 좋은 표기법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이중 ‘원 기 좋은’에 훨씬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는 점을 흔히 看過하고 있다. 한 사람이 쓰고， 몇 사람이 수고해서 인쇄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은 몇 년， 몇 십년을 두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文字에 관한 논의인 限 누구냐 쉽게 참여하려 한다. 누구나 日常生活을 통하여 자기대로 

의 산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곧 좋은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남 다른 실험과 남 다른 연구를 거치지 않은 상식적인 文字論 내 지 文字 改휠꿇은 空論化

하기 쉽 다는 것을 끝으로 행言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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