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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20세기 전반 중국 어문개혁운동 과정에서는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문자 

체계를 개혁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 중 가장 향력이 

컸던 것이 주음자모 방안과 국어로마자 방안, 라틴화신문자 방안이었다. 특히 국어

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한자필획식인 주음자모 방안과 달리 한자를 ‘수

정’이나 ‘보완’이 아닌 ‘대체’ 대상으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로마자모’와 ‘라

틴자모’라는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뿌리가 같고 형태와 음가도 거의 

같은 동일 계열의 알파벳을 자모로 채용했다.

물론 두 방안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고안된 것으로서 각기 다른 특성과 

세부 운용 규칙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20세기 전반 어문개혁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따라서 상호간의 연대와 협의를 통

해 세부 운용 규칙상의 차이점들을 충분히 조율하고,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 본 논문은 2014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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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하나의 통합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두 

방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했

다. 두 방안은 무엇 때문에 연대와 제휴를 거절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만 했을까, 

그리고 왜 동일한 뿌리와 형태, 그리고 음가를 가진 자모를 사용하면서도 ‘로마자모’

와 ‘라틴자모’라는 각기 다른 명칭을 고수했을까? 두 방안의 연대와 제휴를 가로막

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편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국어로마자 방안에 대해 완정한 병음체계에도 불구하

고 성조 표기로 인한 병음규칙의 복잡함과 난해함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배우고 사

용할 수 없었으며, 그것이 주요한 실패 요인이었다고 비판해왔다. 과연 복잡함과 

난해함이 국어로마자 방안의 대표적 단점이었을까? 그런가하면 사람들은 라틴화신

문자 방안이 기본적으로 성조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음법이 간편하며, 대중들

이 기본 자모만 익히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과연 간편함과 용이함

이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대표적 장점이었을까? 기존 연구와 평가에 따르면 국어로

마자와 라틴화신문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성조 표기와 그로 인한 병음규칙의 난이도

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두 방안의 본질적 차이는 단지 성조 표기 유무와 그

로 인한 병음규칙의 난이도와 같은 기술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걸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두 방안의 기본 성격과 자모 체계, 

자형 구조, 그리고 서사 형식에 대한 비교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중국의 어

문체계가 당면한 한계를 한자 폐지와 병음문자 창안으로 해소하고자 했던 20세기 

전반 어문개혁 운동가들의 언어문자관이 갖고 있는 이론적⋅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어 

병음방안의 기원을 되돌아보고 그것의 향후 성격을 가늠해 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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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肝膽胡越1)

1. 기본 성격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창안 주체, 시기, 지역 등이 전혀 다르

지만 여러 부분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두 방안은 한자에 대한 기

본 인식과 사용하는 자모에서 매우 큰 유사성을 갖고 있다. 두 방안은 한자의 복잡

함과 난해함, 문자와 어음의 괴리, 구두어와 서사어의 불일치 등이 중국 어문체계

의 정상적인 발전과 대중들의 자유로운 언어 문자 운용, 문화의 근대적 발전을 가

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문상황을 철저하게 개혁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어문체계에서 로마자모를 사용한 병음

문자 체계로 전환하는 문자혁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두 방안이 다른 자모가 아니라 로마자모를 채택한 이유도 동일했다. 한자는 구조

적으로 표음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에 문자의 독음은 물론 한어의 어음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는 문자와 어음의 괴리, 구두어와 서사어의 불일치, 나

아가 문맹의 고착화와 방언의 난립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 방안은 

모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어의 어음을 음소(音素) 단위로 보다 

명확하고 세 하게 표기할 수 있는 표음문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는 로마자모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두 방안이 로마자모를 채택한 또 다른 이유는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서구 

근대문명과의 접촉 과정에서 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로마자모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로마자모는 서구 근대문명과의 접촉 과정에서 유입되는 외래어와 

새로운 개념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어의 고유명

사와 지명 등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 나가고 통일적으로 사용해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보나 타자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기기

 1) “보는 관점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임”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 역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다른 성격

의 병음문자 방안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채용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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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때 기존의 한자가 갖고 있는 응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과 기술 

역에 폭넓게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두 방안은 무엇보다도 종래의 로마자모 표음방안들이 로마자모를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표음 ‘부호’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그것을 독립적인 표음문자의 ‘자모’로 

간주하고, 그것으로 한자 중심의 기존 어문체계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독립적인 어

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음절 단어의 경

우 한자 하나하나를 독립된 어휘가 아니라 어근이나 어미, 어두로 간주하여 하나로 

이어쓰기를 하고, 각각의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띄어

쓰기를 하는 등 어휘별 이어쓰기와 띄어쓰기 규칙 확립에 많은 주의를 기울 다.2) 

이는 “해당 어휘의 의미와 어법적 표지를 문장의 어휘 배열 구조를 통해 시각적으

로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표음자모로 표기된 어휘와 문장의 해독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었다.”3) 이 때문에 두 방안은 각종 엄격한 표음규칙과 문

법규칙, 그리고 이어쓰기와 띄어쓰기에 관한 서사규칙 등에 기초한 완정한 문장규

범을 확립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한편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한자를 로마자모 체계로 대체하는 

문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체 개혁과 긴 한 상호 연계 속에서 추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구두어와 동떨어진 기존 문체의 개혁 없이 

단순히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문언문으로 전락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구두어에 기초한 새로운 서사문체를 확립하고 그것을 병

음자모로 표기할 때 비로소 한자의 표음부호가 아니라 독립적인 문자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국어로마자 방안은 5⋅4 백화문 운동과 라틴화신

 2) 띄어쓰기를 하려면 품사의 구별이 있거나 문장성분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자는 기

본적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품

사나 문장성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를 분석적

으로 접근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자와 한문

은 고도의 반복학습과 암기를 통해 문자생활을 체득한 소수의 식자층(識字層)에 국한

된 소통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거나 문장부호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가독성

을 높여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http://blog.naver.com/bywest/53482058 

참조.

 3) 김상원,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中國文學硏究》 第45輯, 

韓國中文學 , 2011. 11.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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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방안은 1934년 대중어문 운동과 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문체개혁 운

동이 선행 또는 병행되지 않았더라면 그 향력과 성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

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방안은 20세기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변천 과정에

서 각 시기별로 대두되었던 어문개혁 과제들을 서로 다른 경로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 것으로서,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과 성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안에서 말하는 문체개혁의 대상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어

로마자 방안에서 말하는 문체개혁이 문언문을 백화문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면, 라

틴화신문자 방안에서 말하는 문체개혁은 백화문을 대중어문으로 대체하는 것이었

다. 그리고 전자가 지향했던 문체개혁의 범주는 서면어상에서의 개혁이었다면 후자

가 지향했던 것은 철저하게 구두어에 기초한 새로운 문체의 건립이었다. 따라서 백

화문과 대중어문이 문언문 타파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과 입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면어의 문체에 있어서는 ‘대립과 통일’, ‘지양과 조정’의 관계 듯

이,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도 ‘대립과 통일’, ‘지양과 조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즉 5⋅4 백화문 운동이 여러 가지 역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명청대 

백화에 두고 서면어의 개혁에 치중한 결과 半文半白, 半中半西의 한계를 드러냈듯

이, 국어로마자 방안도 최초로 정부의 공인을 받은 로마자모 병음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어문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국어’ 정책을 표방하고, 구두어가 아니

라 서면어인 백화문을 로마자모로 표기하는 역할에 치중했다. 이 때문에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언문이 불일치하는 병음문자 방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대중어문 운동은 5⋅4 이래의 백화문에서 드러난 한계를 철저히 지양

하는 한편 그것의 진보적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기존의 백화문과는 질

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문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서면어의 구어

화가 아니라 구두어의 서면화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문체개혁을 이루기 위해 추

진된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두어의 서면화를 가로막고 있

는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문자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자는 전

국 각지에서 서로 다른 방언과 토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중들의 방언과 토속어를 

서면화하기는 부적합한 문자 체계 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말할 수 있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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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어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인 방언이나 토속어를 언문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병음문자로 표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필수적”4)이었다. 이 때문에 대

중어문 운동은 한자의 ‘正音’과 ‘국어’의 보급을 통해 ‘국어’의 통일을 이끌어내려는 

국어로마자 방안이 아니라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두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하

고, ‘방언’의 상호 교합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국적 공용어를 구축해 나가려는 라틴

화신문자 방안과 연대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모두 한자와 중국 문화의 상

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문자개혁을 통해 중국 문화의 봉건성과 폐쇄

성을 타파하려는 의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자는 봉건 이데올로기의 凝結體이자 

媒介體로서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 요소 중의 하나

다. 동시에 한자는 절대 다수 인민들을 문맹 상태로 내몰고 소수의 지식인들이 

문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독점하는 폐쇄적이고 기형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해 온 

주요 요인 중의 하나 다. 따라서 한자를 폐지하고 로마자모 병음문자로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에는 단순한 문자 부호의 교체를 

뛰어넘어 중국 문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물론 두 방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

자개혁을 통해 이끌어내고자 하는 문화변혁의 성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국어로마자 방안은 5⋅4 신문화운동 시기의 반전통⋅반유가 사상을 배경으로 봉건 

이데올로기의 凝結體이자 媒介體인 한자와 문언문을 타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병음문자 체계를 건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구 

근대 문명을 널리 소개하고 봉건적 가치관을 일소함으로써 중국 전통문화의 근대적 

전환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1930년대 사회주의 변혁 운동을 배경으로 여전

히 소수 지식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한자 중심의 어문체계를 타파하고 대중들의 구

두어에 기초한 병음문자 체계를 건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자에 기초한 

문화적⋅정치적 지배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대중들이 종래의 문화적⋅정치적 소외에

 4) 김상원,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中國文學硏究》 第51輯, 韓國中文學

, 2013. 5. 13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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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사회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5) 이

처럼 국어로마자 방안이 반봉건 부르주아 문화혁명과의 접한 관련 속에서 추진되

었다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반부르주아 사회주의 문화혁명과의 접한 관련 속에

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로마자모로 새로운 병음문자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으로 한자 중심의 기존 어문체계를 근본적으로 대체해야 한

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자모 병음문자체계로 중국 어문

체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대중들의 자유로운 언어문자 사용을 보장하고, 한어의 어

음을 보다 명확하고 세 하게 표기하고, 서구문명과의 교류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하

고, 근대 과학 기술과 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두 

방안은 문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체 개혁을 병행해야 하며 문자 개

혁을 통해 중국 문화의 봉건성과 폐쇄성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당시의 여타 병음문자 방안과 확연히 구분되는 두 

방안만의 특성임과 동시에 두 방안이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성격의 문자 개혁 방

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유사성만으로 두 방안의 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

험하다. 왜냐하면 두 방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달랐던 만큼 문자 개

혁과 병행할 문체 개혁의 대상과 방법 및 토대, 그리고 문자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문화 변혁의 성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 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

한 작은 차이들로 인해 그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 다른 자모 운

용 규칙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대립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자모 체계

19세기 말 어문개혁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한자와 한어의 음절 표기는 전통적인 

성운학에 의거하여 성모와 운모로 이분하여 표기하던 단계에서 서구의 근대 음운학

에 의거하여 음절과 음소 단위로 표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5) 김상원, <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 硏究>, 《中國文學硏究》 第41輯, 韓國中文學 , 

2010. 12. 107~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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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 이르면 한자와 한어의 음절을 최대한 실제에 근접한 음소 단위로 분

석하고, 그것을 조직적이고 통일적이고 규칙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자모 체계를 창

안하려는 시도들이 본격화된다.6)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주음자모 방안이었다. 주음자모 방안은 한자의 독음과 한어

의 어음을 聲母⋅介母⋅韻母의 결합 구조로 표기함으로써 전통적인 半切法보다 표

음의 명확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다. 그리고 각기 독립적이고 명확한 음가를 지닌 

표음자모들로 구성된 새로운 문자체계를 표방했다. 하지만 주음자모는 反切法에서 

音素制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방안이었다. “39개의 자모는 국음에 포함된 ‘음소’를 

하나하나 독립된 자모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또한 국음이 필요로 하는 성모와 운

모를 하나하나 개별적인 자모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7) 따라서 주음자모는 한자의 

독음과 한어의 어음을 완전하게 담아내기에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표음체계 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자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한자필획식 자모를 

채용한 문자체계 다. 

이에 비해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로마자모 26개를 자모로 채

용하여 한자의 독음과 한어의 어음을 음소 단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각 자모의 이름은 대체로 로마자모의 일반적인 용례를 따랐으며, j, q, r 등 

몇몇 자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도가 일치했다. 특히 자모 ‘v’는 ‘f’의 濁音으로서 

남방의 방언문에만 사용하고, 자모 ‘x’는 독자적인 음가를 갖지 않으면서 ‘연이어 중

첩되는 자’나 ‘중복되는 음절’을 대체 표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공통된 규칙을 갖

고 있었다. 

이러한 자모 체계의 유사성은 두 방안의 聲母 체계와 韻母 체계에서도 잘 드러

난다. 아래의 표들은 두 방안의 성모와 운모가 얼마나 유사하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극복 가능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보여주기 위해 <注音字

母>8), <國語羅馬字拼音法式>9), <中國漢字拉丁化的原則和規則>10), 《新中國文

 6) 김상원, <한자의 개혁과 표음문자 체계의 모색>, 《中語中文學》 第41輯, 韓國中語中文

學 , 2007. 12. 340쪽 참조.

 7) 錢玄同, <注音字母 現代國音>, 《錢玄同文集》 第三卷(漢字改革 國語運動卷), 中國

人民大學出版社, 1999. 21쪽.

 8) 1913년 독음통일회에서 한자의 표준 독음을 심사할 때 잠정적으로 사용했던 38개의 

‘記音字母’를 개선한 것으로 1918년 ‘國音字母’로 정식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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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案》11), <漢語拼音符號>12)의 성모 체계와 운모 체계를 비교 작성한 것이다.13) 

1) 성모 체계

먼저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채용하고 있는 성모의 표기 형태와 음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1926년 국어로마자 방안 초안에 수록된 것으로 1928년 ‘國音字母第二式’이라는 이름

으로 정식 공포되었다.

10) 1931년 9월 26일 한자 라틴화 제1차 대표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후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1) 1932년 12월 瞿秋白이 발표한 것으로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구성과 특징을 가장 완정

하고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12) 1958년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한어병음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13)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 방안 외에 다른 방안들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첫

째 두 방안이 한자필획식의 주음자모와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른 형태의 자모 체계를 갖

고 있는지 잘 보여줄 수 있고, 둘째 국가가 표준으로 공인하고 공포한 국어로마자 방안

과 달리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별도의 공인된 표준 없이 시기별, 지역별로 편차를 보

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고, 셋째 두 방안이 한어병음 방안의 탄생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이론적 기초와 역사적 경험을 제공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고의 목적은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문자 체계 비교에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두 방안의 특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방안
  발음 

注音字母
<國語羅馬字拼

音法式>

<中國漢字拉丁化

的原則和規則>
《新中國文草案》 漢語拼音符號 

雙脣音

ㄅ b b b b

ㄆ p p p p

ㄇ m m m m

脣齒音
ㄈ f f f f

万* v w w 

音

ㄉ d d d d

ㄊ t t t t

ㄋ n n n n

ㄌ l l l l

卷 音 ㄦ r r (e)r

根音

ㄍ g g g g

ㄎ k k k k

兀* ng ng q

ㄏ h x h h

聲母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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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4)를 보면 두 방안의 성모는 첫째 기본 자모 체계가 다르다. 국어로마자

는 단자모와 쌍자모를 모두 사용하지만 라틴화신문자는 1음1자의 원칙에 따라 모

든 성모를 단자모로 표기하고 있다. 둘째 濁音 수용 범위와 표기가 다르다. 국어로

마자는 일부 방음을 표기하기 위해 v(万), ng(兀), gn(广), z(ㄙ’)와 같은 탁음을 

성모에 포함시키고 있다.15) 라틴화신문자도 탁음 万와 兀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어

로마자와 달리 w와 q로 표기한다. 셋째 面音과 後音, 齒音의 구분과 표

기 방식이 다르다. 국어로마자는 성모 j, ch, sh로 설면음 ㄐ, ㄑ, ㄒ와 설첨후음 

ㄓ, ㄔ, ㄕ를 함께 표기16)하지만 라틴화신문자는 설면음 ㄐ, ㄑ, ㄒ를 자모 위에 

별도의 부호 ‘ˆ’를 붙여서 , , ŝ처럼 표기한다.17) 또한 국어로마자에서는 설첨후

14) 두 방안의 성모 차이를 비교하기 쉽도록 서로 표기가 다른 부분은 음  처리했다.

15) 이러한 탁음들은 현대 북경어음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국음을 

표기하는 표음자모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음을 표기

하기 위해 탁음 표기용 성모를 별도로 두고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

면 이는 국어로마자가 단순히 북경 표준어만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과 무조건 방언을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國語羅馬字拼音法式>의 附記에는 “국어로마자 원칙에 

근거하여 각지의 방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설명과 예시가 기술되어 있다.

16) 이는 ㄐ, ㄑ, ㄒ는 齐齿呼와 撮口呼만 있고, ㄓ, ㄔ, ㄕ는 口呼와 合口呼만 있어서 

성모를 공용해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었다. 高天如, 《中國現代語 計劃的理

論和實踐》, 復旦大學出版社, 1993. 152쪽 참조.

17) 이는 성모 g(ㄍ), c(ㄔ⋅ㄘ), s(ㄕ⋅ㄙ)와 구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호 ‘ˆ’

面音

ㄐ j j

ㄑ ch  q

 广* gn

ㄒ sh ŝ x

後音

ㄓ j zh z(h) zh

ㄔ ch ch c(h) ch

ㄕ sh sh s(h) sh

ㄖ r rh r

齒音

ㄗ tz z z z

ㄘ ts c c c

ㄙ s s s s

ㄙ’* z

喉音 ( ) j j

介音

  y 

ㄨ w

ㄩ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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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ㄓ, ㄔ, ㄕ와 설치음 ㄗ, ㄘ, ㄙ를 각각 j, ch, sh와 tz, ts, s로 구분해서 표기

하지만 라틴화신문자에서는 일률적으로 z, c, s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ㄓ, ㄔ, ㄕ는 zh, ch, sh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18) 넷째 일부 성모와 운모의 

구분법과 표기가 다르다. 국어로마자에서는 er(ㄦ)을 운모로 간주하여 성모에 포함

시키지 않았지만 라틴화신문자에서는 성모로 간주하고 r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로마자에서는 음절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모와 운모를 겸하고 있는 개모(介母) 

, ㄨ, ㄩ를 y, w, y(u)와 i, u, iu로 구분해서 표기하고, 전자를 성모로, 후자를 

운모로 분류하지만 라틴화신문자에서는 이를 모두 운모로 분류하고 i, u, y로 표기

하고 있다. 이처럼 두 방안의 성모는 표기 형태와 음가가 대체로 일치하거나 유사

하지만 몇 가지는 서로 다른 표기 형태와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운모 체계

다음으로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채용하고 있는 운모의 표기 형태와 

음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음운학적 표기나 일부 방언 표기 용도로만 사용할 뿐 통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

다. ㄐ, ㄑ, ㄒ는 齐齿呼와 撮口呼만 있기 때문에 g, c, s로만 표기해도 실제로는 성

모 g(ㄍ), c(ㄔ⋅ㄘ), s(ㄕ⋅ㄙ)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瞿秋白, 《新中

國文草案》⋅<新中國文字母表>, 《瞿秋白文集⋅文學編 3》, 人民文學出版社, 1985, 

426쪽 참조.

18) 이는 국어로마자가 권설음이 발달한 북경어를 표준 국음으로 삼아 고안된 것이라면, 라

틴화신문자는 권설음에 취약한 남방 사람들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의 사람들이 《新中

國文草案》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방언 문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

기 때문이다. 趙顯國, 《瞿秋白 文學思想 硏究-魯迅과의 文化的 連帶를 중심으로》, 

127~128쪽 참조.

        방안
  발음 

注音字母
<國語羅馬字拼

音法式>

<中國漢字拉丁化的

原則和規則>
《新中國文草案》 漢語拼音符號 

單韻母

ㄚ a a a a

ㄛ o o o o

ㄜ e e e e

ㄧ i i i i

ㄨ u u u u

ㄩ iu y y ü

韻母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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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방안의 운모 체계는 모두 단모음, 단모음 자

모의 복합, 단모음 자모에 介音20)이나 鼻音 자모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ㄩ, ㄞ, ㄠ, ㄤ, ㄥ의 자모 표기를 국어로마자는 각각 iu, ai, au, ang, 

eng으로 표기하는 것에 비해 라틴화신문자는 각각 y, ae, ao, an’, en’으로 표기할 

19) 두 방안의 운모 차이를 비교하기 쉽도록 서로 표기가 다른 부분은 음  처리했다.

20) 중국 성운학에서 韻頭에 있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두 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i, 

u, y를 가리킨다.

y*
j, ch, sh, r의 
운모로만 사용 

複合韻母

ia ia ia ia

ㄝ ie ie ie ie

iou iu
iou*

iu와 운이 같으며 
‘有’자에만 사용

iou

ua ua ua ua

uo uo uo uo

uei ui ue uei

ㄞ ai ai ae ai

ㄟ ei ei ei ei

ㄠ au ao ao ao

ㄡ ou ou ou ou

iue ye ye üe

io yo io io

iau iao iao iao

uai uai uae uai

複合鼻音韻母

ㄢ an an an an

ㄤ ang ang an’ ang

ㄣ en en en en

ㄥ eng eng en’ eng

in in in in

ing ing in’ ing

uen un un uen

ueng

-ong
ung on

ueng

-ong

ian ian ien ian

iang iang ian’ iang

uan uan uan uan

uang uang uan’ uang

iun yn yn ün

iong yng ion iong

iuan yan yen üan

卷 音 ㄦ el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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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나머지 운모들은 표기 형태와 음가가 모두 일치한다.

이처럼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채용하고 있는 자모 체계와 표기 

형태, 그리고 음가는 대체로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그리고 차이점들도 대부분은 본

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차이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한자폐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로마자모 병음문자 방안으로서 상호

간의 생산적인 논의를 거쳤다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들이었다.

3. 자형 구조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유사한 성모 체계와 운모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형 구조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에서 

각각의 자모는 성모와 운모뿐만 아니라 해당 어음의 성조를 표기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 방안에서 각각의 자모는 기본적으로 성모와 운모를 나타내

는 역할만 한다. 이는 한어 어음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성조에 대한 두 

방안의 기본적인 인식과 처리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국어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 규칙은 <國語羅馬字拼音法式>에 자세하게 소개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어로마자 방안은 한어의 성조를 네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

의 성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자모를 첨가하거나 변환하는 방식으로 모든 어휘에 해당 

성조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陰平

(1성)

① 기본 형식을 사용한다. 예) hua(花), shan(山). 여기에는 경성, 의성어, 조사 등도 해당된
다. 예) ma(吗), aia(阿呀)

② 단 성모가 m, n, l, r인 것에는 h를 붙인다. 예) mhau(猫), lha(拉)

陽平

(2성)

① 開口韻(ㄨㄥ-ong韻 포함)은 원음 뒤에 r을 붙인다. 예) char(茶), torng(同), parng(旁)

② 운모의 첫 번째 자모가 i, u인 것은 y, w로 고친다. 예) chyn(琴), hwang(黃), yuan(元). 단 i, u 두 
자모가 전부일 경우에는 yi, wu로 고쳐 쓴다. 예) pyi(皮), hwu(胡), wu(吳) 

③ 성모가 m, n, l, r인 것은 기본 형식을 사용한다. 예) ren(人), min(民), lian(连)

上聲

(3성)

① 단원음은 중복해서 쓴다. 예) chii(起), faan(反), eel(耳)

② 복운모의 처음이나 마지막 자모가 i, u인 것은 e, o로 고쳐 쓴다. 예) jea(假)、goan(管)、
sheu(许)、hae(海)、hao(好). 단 이미 앞의 자모를 바꿔 쓴 것은 끝 자모를 바꾸지 않는다. 

예) neau(鳥), goai(拐)

③ ei, ou, ie, uo 네 운은 ①번 조항에 따른다. 예) meei(美), koou(口), jiee(解), guoo(果)

* 국어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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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로마자 방안은 성조를 성모, 운모와 함께 자모로 표기함으로써 표준 국음을 

제시하는 한편 동음이의자로 인한 인식상의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拉’와 ‘辣’는 모두 원음이 ‘la’인데 성조를 병기해 주지 않으면 해당 ‘la’를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

다. 하지만 성조 표기 규칙에 따라 성모 l 뒤에 성조 표지 자모 h를 붙여서 ‘lha’로 

표기하면 ‘la’를 1성으로 소리를 내야 하며 ‘拉’의 의미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운모 a 뒤에 성조 표지 자모 h를 붙여서 ‘lah’로 표기하면 ‘la’를 4성으로 소

리를 내야 하며 ‘辣’의 의미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琴’과 ‘寢’

은 모두 원음이 ‘chin’이지만 주요 모음 i를 y로 바꿔서 ‘chyn’으로 표기하면 2성으

로 소리를 내야 하며 ‘琴’의 의미라는 것을, 주요 모음 i를 중복해서 ‘chiin’으로 표

기하면 3성으로 소리를 내야 하며 ‘寢’의 의미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성조 처리 방법은 《新中國文草案》의 <拼音和書法的

說明>21)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성조 처

리 방식에는 보통 병음법과 특별 병음법 두 가지가 있다. 보통 병음법은 성조를 표

시하지 않고 성모와 운모만으로 어음을 표기하는 병음법이다. 그리고 특별 병음법

은 성조를 표기해주지 않을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근’에 한해 별도의 자모

를 중첩하거나 첨가, 변환하는 방식으로 성조를 표시하는 병음법이다.

21) 《新中國文草案》⋅<拼音和書法的說明>, 450~453쪽 참조.

去聲

(4성)

운미가 -i, -u, -n, -ng, -l이거나 없는 것은 각각 -y, -w, -nn, -nq, -ll 또는 -h로 고쳐 쓴
다. 예) tzay(在), yaw(要), bann(半), jenq(正), ell(二), chih(器)

輕聲 기본 형식을 사용한다. 단 ‘子’자는 tz로만 표기한다. 

병음법 표기 방식 적용 대상 사례

보통 병음법 성모와 운모만 표기 自然 ziran 相  siandui

특별 병음법

韻母 중에 모음 하나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3성과 2성을 나타낸다. 

145개 총 
227

개

馬 maa, 買 maee 

想 siaan

자음을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4성
을 나타낸다.

24개 富 ffu, 跳 ttiao, 左 zzo

*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성조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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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화신문자 방안은 구두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휘들이 성모와 운모만 표

기해도 의미상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적기 때문에 별도로 성조를 표기해 줄 필요

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통 병음법에 따라 ‘ziran(自然)’처럼 성모

와 운모의 결합 구조로 표기한다. 즉 4성인 ‘自’도 ‘zi’로 표기하고, 1성인 ‘資’도 ‘zi’

로 표기한다. 이 경우 본래 성조가 다른 어휘지만 병음표기는 같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다음절 어휘로 쓰일 경우에는 해당 ‘zi’

가 본래 몇 성이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自然’의 경우 별도의 

성조 표기가 없어도 ‘z rán’이 아니라 ‘zìrán’으로 읽듯이, ‘ziran’이라는 병음문자를 

보면 ‘資然’이 아니라 ‘自然’을 연상하게 되며, 따라서 ‘z rán’이 아니라 ‘zìrán’으로 

읽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22)

하지만 라틴화신문자 방안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휘’와 ‘어근’에 한해서는 

특별 병음법에 따라 성조를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성인 ‘想’은 ‘思想’의 뜻이

며, ‘想’자와 결합된 새로운 단어는 모두 ‘思想’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4성인 

‘像’자는 ‘類似’의 뜻이며, ‘像’에서 발전해 나온 새로운 단어들은 모두 ‘類似’의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또한 1성인 ‘相’자는 ‘互相’의 뜻이며, ‘相’에서 발전해 나온 새로운 

단어들은 모두 ‘互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想’, ‘像’, ‘相’은 각각 ‘思想’, 

‘像似’, ‘互相’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어휘들의 어근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의미를 갖는 어휘의 어근 역할을 하는 글자들은 성모와 운모가 동일할 경우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想’은 ‘siaan’, ‘像’은 ‘siann’, ‘相’은 

‘sian’처럼 각기 다른 자형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 병음법의 목적은 성

조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어근’을 시각적으로 구분

해주는 것이었다. 즉 ‘siaan’의 자형(주요 모음을 중첩해 쓴 것)과 ‘siann’의 자형

(운미를 중첩해 쓴 것)으로 ‘相’의 의미가 아니라 각각 ‘想’과 ‘像’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23)

22) 《新中國文草案》⋅<拼音和書法的說明>, 450쪽 참조.

韻尾의 n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4
성을 나타낸다.

40개
病 binn, 凍 donn, 

唱 cann, 像 siann

‘예외적’ 방식 18개 羊 jian, 夜 jie, 爲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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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방안이 성조 처리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어에서 성조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확연히 다른 인식을 갖

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어로마자 진 에서는 성조를 성모, 운모에 버금가는 주

요한 어소로 간주하여 반드시 자모로 표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라

틴화신문자 진 에서는 성조를 일종의 음조 변화로 간주했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상

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모든 성조를 표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24) 

그러나 국어로마자 방안이 성조 표기에 집착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국어운동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국어로마자 방안은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아 그것의 정확한 어음과 성조를 자모로 세 하게 표기하고, 그것을 제

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전국의 언어를 ‘국어’라는 이름으로 통일시키고자 했다. 그

리고 어음을 성모와 운모로만 표기하게 되면 원래는 성모와 운모만 같고 성조는 달

랐던 어휘들까지 동일한 자형의 동음이의어가 되어 어의 확정에 혼란이 발생할 것

이므로 그에 대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대중들의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

이었다. 당시 중국의 문맹 대중들이 사용하던 구두어는 지역별로 어음뿐만 아니라 

성조도 편차가 심한 방언이었다. 이 때문에 라틴화신문자 진 에서는 표준 어음과 

성조의 보급보다는 대중들이 자신들의 구두어인 방언을 편리하게 표기할 수 있는 

23) 《新中國文草案》⋅<拼音和書法的說明>, 450~451쪽 참조.

24) 특별 병음법의 범위와 효율성을 놓고는 이론의 여지가 많았다. 예를 들면 특정 규칙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예외가 적어야 한다. 그런데 라틴화신문자의 성조 처

리 방안은 기본 원칙은 단순명쾌해 보이지만 특별 병음법을 적용해야 하는 글자가 227

개나 되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놓고 혼동을 일으키기 쉬웠다. 이 때문에 모든 어휘에 

일괄적으로 성조를 표기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성조를 표기하는 것보다 규칙 적용의 일

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일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賣는 mai로 

買는 maai로 하는 것이다.(……중략) 한어에는 성조로 의미를 구별하는 글자가 상당히 

많다.(……중략) 라틴화 방안 진 이 이들 글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려면 최소한 800여 

개의 특별자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특별자를 만들지 않으면 혼동이 생길 것이고, 특

별자가 늘어나면 배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특별자를 늘려나가는 방법은 출로가 

없다.”(王玉川, <拉丁化新文字的缺點>,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 

1949년판 인), 《民國叢書》 編輯委員  編, 《民國叢書》 第二編 52, 上海書店, 

1989, 151~153쪽 참조)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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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어문’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그리고 어음을 성모와 운모만으로 

간단명료하게 표기하는 방안이 익히기도 쉽고 쓰기도 편리하므로 문맹 퇴치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조를 복잡한 표기 규칙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자연스

러운 습관과 어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단어 이어쓰기나 품사 표지 등의 서사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동음이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서로 다른 고안 배경과 목적으로 

인해 서로 다른 성조 처리 방안과 규정을 고수했다. 그리고 이는 두 방안이 자모 

체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자형 구조를 갖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

었다. 즉 국어로마자는 하나의 어음이 기본적으로 ‘성모+성조 표지+[介音(韻頭)⋅
주요 모음(韻腹)⋅韻尾]’, 또는 ‘성모+[介音⋅주요 모음⋅성조 표지⋅韻尾]’, ‘성모

+[介音⋅주요 모음⋅韻尾]+성조 표지’의 자형 구조로 표기된다. 하지만 라틴화신

문자의 어휘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 음절은 단지 

하나의 성모와 하나의 운모, 혹은 하나의 단독 운, 또는 하나의 독립된 성모로 이

루어져 있다.”25) 따라서 라틴화신문자는 기본적으로 ‘성모+[介音⋅주요 모음⋅韻

尾]’의 자형 구조로 표기된다. 

이처럼 국어로마자의 자형 구조는 복잡한 성조 표기 규칙으로 인해 라틴화신문자

의 자형 구조에 비해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하다. 다음은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

자의 자형 구조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26)

예를 들어 ‘文字’를 국어로마자로 표기할 경우, ‘文’은 운모의 첫 번째 자모가 u인 

것은 w로 바꿔 씀으로써 해당 글자가 2성임을 나타낸다는 성조 표기 규정에 따라 

원음 ‘uen’을 ‘wen’으로 쓰고, ‘字’는 운미가 i인 것은 y로 바꿔 씀으로써 해당 글자

25) D.T.M. <國語羅馬字 拉丁化>, 《中國語文的新生》, 194쪽.

26) 두 방안의 자형 구조 차이를 알아보기 쉽도록 서로 다른 부분은 굵게 처리했다. 

           병음문자  
  한자

국어로마자 라틴화신문자

文字 wentzy wenze

海 hae hae

羊 yarng jian

* 자형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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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성임을 나타낸다는 성조 표기 규정에 따라 원음 ‘tzi’를 ‘tzy’로 써야 한다. 따라

서 ‘文字’는 介音 겸 성조를 나타내는 w와 주요 모음 e, 그리고 운미 n이 결합된 

‘개음 겸 성조 표지+주요 모음+운미’의 구조와 성모 tz와 운모 겸 성조 표지를 나

타내는 y가 결합된 ‘성모+운모 겸 성조 표지’의 구조로 이루어진 ‘wentzy’라는 자

형으로 표기된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에서는 ‘文字’를 별도의 성조 표기가 없는 

보통 병음법으로 표기한다. 즉 각각 개음 w와 주요 모음 e, 운미 n이 결합된 ‘개음

+주요 모음+운미’의 구조와 성모 z와 운모 e 결합된 ‘성모+운모’의 구조로 이루어

진 ‘wenze’라는 자형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형의 한자 어휘 ‘文字’가 국어

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에서는 각각 ‘wentzy’와 ‘wenze’라는 서로 다른 자형 구조로 

표기된다.

한편 ‘海’는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 모두 ‘hae’라는 동일한 자형으로 표기된

다. 그러나 국어로마자 ‘hae’는 복운모의 마지막 자모가 i인 것은 e로 바꿈으로써 

해당 글자가 3성임을 나타낸다는 규칙에 따라 원음 ‘hai’를 고쳐 쓴 것으로서, 성모 

h와 운모 a, 운모 겸 성조 표지 e가 결합된 자형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라

틴화신문자 ‘hae’는 성모 h와 복운모 ae가 결합된 자형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형은 ‘hae’로 동일하지만 자형 구조는 다르다.

이러한 두 방안의 자형 구조 차이는 라틴화신문자가 특별 병음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더욱 심화된다. 예를 들어 ‘羊’은 국어로마자로는 ‘yarng’, 라틴화신문자로는 

‘jian’이라는 확연히 다른 자형으로 표기된다. 여기에서 국어로마자 ‘yarng’은 開口

韻은 원음 뒤에 r을 붙임으로써 해당 글자가 2성임을 나타낸다는 규칙에 따라 원음 

‘yang’을 개음 y와 주요 모음 a, 성조 표지 r, 운미 ng의 결합 구조로 표기한 것이

다. 그리고 라틴화신문자 ‘jian’은 그것이 ‘羊’을 의미한다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 원

음 ‘jan’의 개음 j에 i를 덧붙여야 한다는 특별 병음법 규정에 따라 개음 j와 특별 

자모 i, 주요 모음 a, 그리고 운미 n의 결합 구조로 표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자로는 ‘羊’이라는 동일한 자형이지만 ‘yarng’과 ‘jian’이라는 확연히 다른 자형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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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사 형식

두 방안의 성조에 대한 기본 인식과 처리 방안의 차이는 자형 구조뿐만 아니라 

서사 형식에도 향을 미쳤다. 다음은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의 서사 형식을 

비교한 것이다.27)

예를 들어 “我沒有時間”이라는 구두어를 서사어로 옮길 경우 국어로마자로 표기

하면 “woo meiyoou shyrjian”이 되지만 라틴화신문자로 표기하면 “uo meju 

segien”가 된다. 그리고 “請你自己去”라는 구두어는 국어로마자로 표기하면 “chiing 

nii tzyhjii chiuh”가 되지만 라틴화신문자로 표기하면 “ciin ni zegi cy”가 된다. 

일부 자모의 차이와 성조 표지 자모, 그리고 특별 병음법 적용으로 인해 동일한 구

두어가 전혀 다른 형태의 서사어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차는 라틴화신문자가 ‘예외적 쓰기법’28)의 적용을 받을 때 더욱 심화되

27) 성조 표기 규칙과 특별 병음법, 예외적 쓰기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 방안의 자형 구조

와 서사 형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부분을 굵게 처리했다. 

28) 예외적 쓰기법은 문법상의 어미, 문법상의 단음 조사, 의미상의 어미, 특별한 단음자 

등에 적용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사용된 자모는 별도의 독음법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

어 문법상의 어미를 보면, 명사의 경우에는 어미 ‘z’를, 형용사는 어미 ‘d’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명사인 ‘桌子’는 ‘zoze’가 아니라 ‘zoz’로 표기해야 했으며, 형용사인 ‘大

的’는 ‘dade’가 아니라 ‘dad’로 표기해야 했다. 그리고 문법상 단음 조사인 之, 而, 底, 

了, 個, 和, 可는 각각 z, r, d, l, g, h, k로 표기해야 했으며, 의미상의 어미인 ~主

義, ~式, ~化는 각각 ~zui, ~seh, ~huah로 표기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단

절음어의 경우에는 다른 단음절어와 구분하기 위해 운모 뒤에 어미 ‘r’이나 ‘h’를 붙여야 

했다. 이에 따라 ‘猫’의 경우에는 ‘毛’, ‘溝’와 구분하기 위해 성모 m과 운모 ao를 결합

한 mao가 아니라 ‘maor’로 표기해야 했으며, 이 때 어미 ‘r’은 읽을 때 소리를 낼 수도 

구두어 원형 병음문자 방안 원음 표기 서사 형식

我沒有時間
국어로마자 uo meiyou shijian woo meiyoou shyrjian 

라틴화신문자 uo meiju segien uo meju segien

請你自己去
국어로마자 ching ni tziji chiu chiing nii tzyhjii chiuh

라틴화신문자 cin ni zegi cy ciin ni zegi cy 

很大的桌子
국어로마자 hen dade juotzi heen dahde juotzy

라틴화신문자 hen dade zozi hen dad zoz

* 서사 형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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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성조를 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자 

인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병음법 외에 별도로 다양한 ‘예외적 쓰기법’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는 “특정 자모를 줄여 쓰거나 병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어휘

의 문법적 기능과 성격을 시각화”29)하여 병음문자 방안의 문법적 정 도를 강화하

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두어에서 상용하는 각종 조사와 어미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어문이 일치하는 문장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모를 줄여 쓰거

나 병기하는 예외적 쓰기법은 라틴화신문자의 자형 구조와 서사 형식에 변형을 가

져올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很大的桌子”는 국어로마자로는 “heen dahde 

juotzy”로 표기되지만 라틴화신문자로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미 ‘d’를, 명사는 어

미 ‘z’를 사용해야 한다는 예외적 쓰기법의 규정에 따라 “hen dade zozi”를 “hen 

dad zoz”로 표기해야 했다. 이처럼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는 유사한 자모 체계

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음 표기에서는 적지 않은 유사성을 갖고 있었지만 각각의 

성조 처리 방안과 예외적 쓰기법 규정으로 인해 자형 구조와 서사 형식에 있어서는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어로마자 방안은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아 그것의 정확한 어음과 성조를 

병음자모로 세 하게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어로마자로 쓴 

“woo meiyeou shyrjean”과 “chiing nii tzyhjii chiuh”라는 서사어에는 표준 국음

의 어음과 성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는 표준 어음과 성조에 익숙한 일부 사람

들에게만 효용이 있을 뿐 전국적인 소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절대 다수

의 대중들은 표준 국음의 어음이나 성조와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편

차가 심한 방언의 어음과 성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절대 다수 

대중들에게 국어로마자로 쓴 서사어는 자신들의 실제 구두어와 너무 괴리가 커서, 

읽기도, 동음이의자를 구분하기도,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어려운 규칙들을 

모두 익혔다고 하더라도 북경사람이 아니라면 실제 구두어상의 사성 표준과 국어로

마자의 사성 표준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

있고 안 낼 수도 있었다. 그리고 ‘氣’의 경우에는 ‘특수한 의미상의 어미’인 ‘h’를 붙여 

성모 c와 운모 i를 결합한 ci가 아니라 ‘cih’로 표기했으며, 이때 어미 ‘h’는 음가를 갖지 

않았다. 《新中國文草案》⋅<拼音和書法的說明>, 453~456쪽 참조.

29) <瞿秋白의 《新中國文草案》 硏究>,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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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 이처럼 국어로마자의 사성과 자신이 사용하는 토속어

의 사성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익히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30) 역대로 많은 이들이 국어로마자가 어렵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한 것은 성조 표기 규칙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이기도 했지만 이처럼 서사어에 

담긴 표준 국음의 어음과 성조를 익혀서 사용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어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법이 초래한 더 큰 문제는 병음자모와 동일한 계열

의 자모로 성조를 표기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의 성조를 단일한 자모와 방식이 아니

라 자모의 배열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자모와 변환 방식으로 표기한다는 데 있었

다. 그리고 이는 단지 성조 표기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문제

가 아니었다.31) 그것은 “운모의 표기가 성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변화할 뿐만 아니

라 동일한 운모의 표기 형식이 성조에 따라 각종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자음의 인식

과 쓰기에 커다란 불편함을 가져왔다.”32)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로 쓴 서사어는 전

국적인 소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 소통성을 확보하는 데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주지하다시피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로마자모를 채용한 것은 국제적 소통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방안 모두 자신들의 장점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외래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

다. 하지만 국어로마자 방안의 경우에는 로마자모를 추가하거나 변환하는 방식으로 

성조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자모에 익숙한 외국인들이라도 읽거나 알아보기

가 쉽지 않았다.

외래어의 수용 혹은 한어의 국제화는 국어로마자의 구호이자 라틴화신문자의 목

적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국어로마자는 외래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국제

화로 나가려면 중국 어문과 국제적인 어문을 서서히 융합시켜야 하는 데 사성 때문

에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강이 존재한다. 사성은 국내의 평민대중들에게만 문을 걸

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가 동방문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역시 어렵게 

30) D.T.M. <國語羅馬字 拉丁化>, 《中國語文的新生》, 193쪽 참조.

31)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207쪽 참조.

32) 王理嘉, 《漢語拼音運動 漢民族標準語》, 語文出版社, 2003,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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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한자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서양 언어를 이해하

는 도구인 accent와 자음, 모음으로 한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국어로마자는 철자법이 괴상하고 어색해서 배우기 어렵다고 느낀다.33)

이처럼 국어로마자 방안의 복잡하고 유동적인 성조 표기 규칙은 구두어의 서사와 

자음의 인식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로 쓴 서사어는 

표준 국음의 어음과 성조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는 있었지만 전국적 소통성을 확보

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한어의 서사 형식을 국제화시킴으로

써 국제적 소통성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Ⅲ. 나오는 

20세기 전반 중국 어문개혁운동사에서 국어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는 대체로 동

일 계열의 어문개혁 방안으로 간주된다. 먼저 두 방안은 모두 개별 성모와 운모의 

체계와 형태, 음가가 매우 유사한 로마자모 체계로 한자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어

문 체계를 대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수가 독점해온 폐쇄적이고 비민주

적인 문자 체계와 문화 구조를 타파하고 다수 대중들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문자 체계와 문화 구조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편 두 방안은 

성조 처리 방안이나 서사 규칙 등 여러 세칙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끝없는 충

돌을 빗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20세기 전반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서 보면 적대적 ‘대립’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 ‘통일’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

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방안을 동일 계열의 어문개혁 방안으로 간주하

는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시각은 두 방안을 단지 한자의 대척점에 놓고 바라보는 것

이다. 한자의 대체 방안으로 볼 경우 두 방안의 유사성은 선명하게 부각되고 차이

점은 상대적으로 희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방안을 단순히 한자의 대체 

방안이 아니라 로마자모 계열의 독립적인 병음문자 방안으로 본다면 이러한 유사성 

33) D.T.M. <國語羅馬字 拉丁化>, 《中國語文的新生》, 1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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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다. 물

론 이러한 차이점들이 두 방안의 유사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나름 적지 않은 차별성을 갖는 병음문자 체계 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방안은 당면한 문화와 어문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 속

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첫째, 국어로마자는 5⋅4 신문화운동의 세례 속에서 부르주

아 지식인들의 문화혁명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었지만 라틴화신문자는 사회주의운동

의 세례 속에서 인민대중들의 문화혁명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둘째, 국어로마

자는 5⋅4 백화문운동과 연동하며 그것의 성과를 기초로 서면어인 ‘백화문’을 표기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1934년 대중어문운동과 연동하

며 그것의 성과를 기초로 구두어인 ‘대중어’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셋

째, 국어로마자 방안은 ‘국어운동’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었지만 라틴화신문자 방

안은 대중들의 문맹을 타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 방안은 

북경어의 어음을 ‘국어’의 표준어음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제도적

으로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언어를 통일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먼저 각 지역의 문맹 대중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언을 편리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제공한 후 그것들의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국적 

공용어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다. 

이처럼 두 방안은 당면한 문화와 어문 현실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로마자모라는 동일

한 자모 체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자모 운용 규칙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특

히 각기 다른 성조 처리 규칙과 서사 규칙을 고안함으로써 자모의 성격과 음가뿐만 

아니라 자형 구조와 서사 형식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세칙상의 차이점들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끝까지 입장 차이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단

지 로마자모라는 자모 체계의 유사성과 한자를 기초로 하는 기존 어문 체계를 타파

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문자 체계와 문화 구조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공유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방안을 동일 계열의 병음문자 방안으로 간주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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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20世紀初中國的“國語羅馬字” “拉丁化新文字”追求了羅馬字母拼音文字體系和

漢字改革的目標. 可是這兩種拼音文字方案 於當前的文化結構 語文現實具有截

然不同的認識. 因此, 在羅馬字母的運用上 持了互相不同的規則. 特別是, 這兩

種方案在聲調標記規則和書寫規則上采取了截然不同的方法, 所以除了每個字母的

功能和音價以外, 還在字形結構和書寫形式上也顯示出截然不同的樣子. 因此, 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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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只有字母體系和文字改革目標的類似性, 把“國語羅馬字” “拉丁化新文字”當作同

一系列的拼音文字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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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character structure, means of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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