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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어ㆍ한어ㆍ국어

근대와 민족담론에서 언어문제는 자신의 합리성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문제
로 간주된다. 언어는 근대와 민족에 있어서 단순히 충족되어야 할 제반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의 존립여부 내지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핵심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의 정치학과 문화담론이 ‘언어
론적 전환’을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삼았다는 것, 즉 언어문제가 근대 및 민족
의 인식과 구성에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간주되었다는 것은 결코 지나친 표
현이 아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1917년 이전 언어운동을 포
함하여, 5ㆍ4백화문 운동, 1930년 이래 대중화 운동, 1932년 “중국 보통화(문학
언어)” 논쟁, 1934년 대중어 논쟁과 라틴어화 운동 등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민
족언어를 창조”1)하려는 문화적ㆍ정치적인 운동으로 간주된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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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언어운동은 물론 본격적인 민족주의 운동 이전에 언문불일치라는 구
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즉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된 것
으로, 그 자체가 바로 근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언어문제는 근대 이전부
터 이미 정치와 문화의 핵심주제였다. 즉 언어는 정치적 지배, 문화적 재구성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재조정과 승인을 거쳐야 하는 문제였다. 중심
과 주변, 정통과 지방, 상층과 하층, 공(公)과 사(私) 등 각종 차별적 관계들을
그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물론 위로부터 인위적 억압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지만), 혹은 그러한 권력과 중심의 이동과 변화가 발생할 시
에 그에 대한 승인을 추인 받는 과정은 언어의 분할과 재조정이라는 언어적
심급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5ㆍ4 백화문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
계서화(階序化)된 언어국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먼저 한어와 비한어(만주어,
몽고어, 티베트어 등)의 차이가 있었고, 한어 가운데서도 고문 또는 문언(文言)
과 백화의 차이가 있었으며, 백화 가운데에는 원대(元代) 이후 관계(官界)에서
주로 사용하던 공적 언어인 관화(官話)와 사적 언어인 각종 지방어(방언)의 차
이가 존재했다.
특히 다민족국가 혹은 제국질서를 형성했던 만주족 왕조의 청대는 언어와
정치 사이에 복잡한 갈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청조는 만주족 왕조로서
의 정체성과 더불어, 몽고와 한족 역사의 계승자로서의 역사적 정통성 및 정치
적 합법성을 동시에 추구하였고, 그 결과 하나의 언어가 아닌 다언어체계를 바
탕으로 민족을 통합하는 제국질서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그 통합은 갈등과 균
열을 미봉했을 뿐, 통치민족의 언어로서의 만주어와 피지배 민족이지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이데올로기의 담지체로서의 한어 사이에
는 민족간 헤게모니와 더불어 안정된 통치 질서를 구축해야하는 이중적 요구
속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911년 신해혁명 전까지 중국에서
의 언어운동은 국민ㆍ민족국가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국어운동과는 동일시될

1) 汪暉, ＜地方形式, 方言土語與抗日戰爭時期“民族形式”的論爭＞, ≪汪暉自選集≫，廣西師範大
學出版社, 1997.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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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어라는 의식 혹은 사상은 신해혁명 이전 청 제국 하에서 제기되기에는
정치적 한계가 존재했다. 청조에서 국문 혹은 국어란 한어가 아닌 만주어였
다.2) 한어(몽고어, 만주어와 더불어)가 절대 다수가 사용하고, 또 청조의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정치적 언어 즉 관방언어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국어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만주족 중심의 왕조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한어를 중심으로 국어라는 호칭이 부여된 것은 권력이
왕조 중심에서 입헌제라는 새로운 근대적 정치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1906년
이후의 청말 시기 내지는 신해혁명으로 만주족 왕조의 지배체제가 해소된 그
직후부터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어가 바로 자연스럽게 국어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화민국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청조와 마찬가지로 다
민족ㆍ다언어의 국면은 지속되었으며, 중화민국의 언어는 다양한 중국어들, 즉
한어, 만주어, 몽고어, 티베트어와 서남지역의 여러 소수 언어들을 포괄하고 있
었다.3) 단일한 언어, 혹은 자연언어로서의 중국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화민
국의 국어란 이러한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바탕으로 국가에 의해 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목표였다. 다만 중화민국은 영토와 민족구
성에 있어서 청조가 형성한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기는 했지만, 청조의 만주족
왕조와는 달리 만주족이나 몽고, 혹은 티베트의 통치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중화민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면서 만주족, 몽고족, 회족,
티베트족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5족 공화를 표방한 것에서도 보여주듯이, 한족
민족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하면서도 타민족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합법성을 근대
적 국가이데올로기, 즉 다양한 정치집단 존재를 전제로 한 공화국이라는 국민
2) 즉 “頒經書以宏文教, 尚騎射翻譯以重國文”, 혹은 “敕八旗子弟入監讀書, 設立官學, 考錄通文義
者 附入順天學與漢人同應鄉試, 會試. 而國書國語步射馬射輒令兼習, 有偏尚文學忌於習武者,
必奉旨嚴飭焉.”(강조는 필자)에서 말하는 국어, 국문이란 바로 만주어와 만주문을 말한다.
원문은 각각 ≪皇朝文獻通考≫卷63, 學校考一, ≪皇朝文獻通考≫卷64, 學校考二.
3) 물론 이때 중국어란 한어와 구별되는,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제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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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데올로기로 국가 구성의 토대를 삼았다. 그 결과 중국어 내에 다언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한어를 그 중심적 지위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
다. 청조 하에서 만주어, 몽고어와 더불어 공식언어(외교와 행정 등에 있어서),
혹은 관방언어를 구성하였던 한어는 이제 중화민국 체제 하에서 유일한 공식
언어이자 관방언어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반면 만주어와 몽고어 등 기타 중국
어는 국가언어가 아닌 민족언어로서만 존재 의의를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한어가 국어로서의 정치적 자격 조건을 획득했다고 해서 바로 국
어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어 자체가 역시 공통의 어음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일한 언어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국어는 여전히 한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할 목표이자 이념이지, 이
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2. 공통 한어로서의 관화

국어라는 것이 하나의 사상이자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라는 특수한 역사적 현상이다. 그것은 단
순히 이전부터 존재하던 언어에 국어라는 호칭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근대에
와서 새롭게 형성된 언어이자 관념이다. 그것은 국가와 더불어 국민이라는 관
념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관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의 자
연스런 변화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기획된 결과이기도 하다. 기
획된 언어로서 중국의 국어는 앞서 말한 20세기 중국의 국어운동 혹은 언어운
동의 산물이다. 하지만 근대국가 시스템이 이전의 국가 시스템과 완전히 별개
의 것이 아닌 이상, 국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언어정책은 19
세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그 일련의 정책은 근대의 국어라는 정책 혹은 이
념과도 일정한 역사적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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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조의 ‘국어’라는 명칭이 지시하는 것은 만주어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언어에 우선하고, 모든 공식적 의식에 있어서 유일하게 사
용되는 언어라는 의미, 혹은 청조를 정체(政體)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국어가 아니라, 왕조 및 통
치민족의 언어적 표징으로서의 함의가 주된 것이었다. 따라서 만주어의 보급
과 중시는 만주족의 특권적 지위와 더불어 자기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
인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중원과 서북 변방을 지배하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만주족 통치 집단은 개별적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만주어 외
에도 한어나 몽고어, 티베트, 회교 등의 언어를 익혀야 했다. 특히 강희제까지
는 중앙행정과 군사방면에 있어서는 만주어를 공식언어로 삼았으며, 한족 등
비만주족 관료들도 만주어를 배우려는 조류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
조의 지배체제가 안정되면서, 제국의 언어적 소통을 위해서 만주어와 몽고어,
한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삼았고, 이를 위해 강희에서 건륭제에 이르는 시
기에 ≪禦制清文鑒≫(康熙四十七年(1708)), ≪音漢清文鑒≫(清雍正十三年(1735年)), ≪禦
制增訂清文鑒≫(乾隆三十六年(1771)), ≪一學三貫清文鑒≫(清乾隆十一年(1746年)), ≪禦制
滿蒙文鑒≫(乾隆八年(1743)), ≪禦制滿蒙漢三合切音清文鑒≫(乾隆四十五年(1780)), ≪禦制
四體清文鑒≫(乾隆五十九年(1794))과 ≪禦制五體清文鑒≫(乾隆五十六年(1791)) 등 만주어
사전 혹은 이중어에서 5종어(만주어, 티베트어, 몽고어. 위구르어, 한어)까지의 각종
사전을 편찬하기도 하였다.4)
하지만 강희제까지 청초시기에 보여주던 만주어 중심의 다민족 언어정책은
옹정제와 건륭제를 거치면서 위상이 바뀌어 건륭제 후기에는 만주족조차 만주
어 대신 한어를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여전히 만주어, 몽고어,
한어가 공식언어로 병존하기는 했지만, 일상적인 공용어로서는 한어가 중심이
되었다.5) 이러한 상황에서 청조는 만주어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각
4) 牛海楨, ＜簡論清王朝的民族語言文字政策＞, ≪黑龍江民族叢刊≫2期, 2005, 65-67쪽.
5) 청대 중기까지 만주어 상황과 청조의 언어정책에 대해서는 楊亞庚, ≪清實錄所見清前期語
言文字政策≫, 吉林大學碩士論文, 2005. 楊亞庚, 王小影, ＜以≪清實錄≫爲依據看清朝中期滿
語文的衰微＞, ≪長春師範學院學報≫6期,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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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조치를 취하면서도, 문화적 강세 언어인 한어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민족으로서 타민족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그리고 다수 한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한어의 규범화는 그 어느 왕조보다도 더욱 요구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방언의 차이를 보이는 한어에 대해 공식한어, 혹은 규범적 한어를 위해
명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왔던 관화(官話)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한어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관화란 그 구체적인 범위와 특징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명ㆍ청시기 표준 한어였다는 점이다.6) 일반적으로 북방한어를 통칭
해서 관화라고 부르고, 같은 북방지역이라도 지역 차이에 따라 더 세분하기도
하지만, 북방한어가 관화로 불리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역대 정치, 문화 중심지가 바로 북방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결과 공식 표준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음(正音)” 혹은 “아음
(雅音)”이 주로 북방 한어음과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어의 통일, 혹은
한족 공동체 언어로서의 한어에 있어 난제는 바로 어음의 통일이었다. 특히 어
음의 통일은 단순히 일상적 혹은 공식적인 언어활동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토
대일 뿐만 아니라 바로 문인사회의 문자언어 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
안이었다. 특히 문학 창작이나 문인의 교제 활동에서의 문자언어 실천 활동을
중시했던 중국 사회 및 문화의 성격상 음운의 통일은 정치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주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화는 단순히 관방에
서 통용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명ㆍ청시기 언어의 통일, 혹은 공통언어의 창
출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한어의 규범화가 매우 요구되던 두 시
기, 즉 남송 이후 중국 언어의 남북 분할과 몽고시기를 거쳐 출현한 명조, 그리
고 만주어의 강화와 더불어 한어의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강희 말, 옹정
초 시기에 각각 ≪洪武正韻≫(1375)과 ≪康熙字典≫(1710-1716) 및 ≪音韻闡微≫
(李光地 撰: 1715-1724)가 편찬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7) 이들 저서는 모두
6) 葉寶奎, ≪明清官話音系≫, 廈門大學出版社, 2001.
7) ≪洪武正韻≫과 ≪音韻闡微≫에 대해서는 葉寶奎, ＜≪洪武正韻≫與明初官話音系＞, ≪廈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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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명대와 청대 관화의 토대였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고대 음운을 집대성하
거나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한 음운 현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한어의
“정음(正音)”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音韻闡微≫는 그 범례에서 명시
하기를 “기존의 절운 방법이 번잡하고 정확한 음을 알기 어려워, 현재 청조 자
서(字書)의 합성 절법(切法)에 따라 방법을 간단히 하여 음을 알기 쉽게 하였
다”8)하여, 표음문자의 합성법을 한어 절음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음ㆍ관화를 과거시험이나 서원 등 학교 교육을 통해 보급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화를 보급하기 위한 각
종 정음(正音)서 출판 활동도 지속되었다.9) 이러한 정음의 제정은 바로 왕조의
문화적 정치적 합법성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국가시스템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세기까지의 명ㆍ
청시기 언어정책은 20세기의 국어나 보통화 운동과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기
는 하지만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청대까지 관화 보급이 반드시 지식인들에 국한된 것은 아닐지라도, 비관화
지역에서의 관화 교육은 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어 내
의 다양한 방언의 문제는 언어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자적 차원에서 일면 극복

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1994. 王寶紅, ≪≪洪武正韻≫研究≫, 陝西師範大學, 2001. 葉
寶奎, ＜≪音韻闡微≫音系初探＞,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1999. 참고.
8) “世傳切韻之書, 其用法繁而取音難. 今依本朝字書合聲切法, 則用法簡而取音易.” ≪音韻闡微≫,
절음 방법의 구체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胡憲麗, ＜≪音韻闡微≫對反切的改良＞, ≪邯鄲學
院學報≫第15卷 第4期, 2005. 참고.
9) 예를 들어 옹정제 때는 광동성과 복건성의 각 군현에 ‘正音書院’을 건립하여 향시에 응하는
자는 반드시 관화음을 배우도록 했으며, ≪康熙字典≫ 및 ≪音韻闡微≫에 근거한 莎彝尊의
≪正音咀華≫(1853)와 潘逢禧의 ≪正音通俗表≫(1870)는 각각 광동인과 복건인에게 관화음
을 보급하기 위해 편찬한 저서였다. 외국인들도 선교활동을 위해 관화를 로마자로 표기한
저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런던 대영 성서회에서 발행한 ≪羅馬字官話新約全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관화교육을 위한 정음서로는 袁一州의 ≪官語詳編≫一卷(雍正
七年(1729)), 張玉成의 ≪別俗正音彙編大全≫二卷(乾隆五十年(1785)), 蔡奭의 ≪新刻官話彙解便
覽≫三卷(乾隆甲寅(1794)), 高靜亭의 ≪正音撮要≫四卷(道光十四年(1834)), 莎彜尊의 ≪正音辨
微≫六卷(道光十七年(1837)) 등이 있다. 이들 저서에 대한 소개는 高田時雄, ＜清代官話の資料
について＞, ≪東方學會創立五十周年記念 東方學論集≫, 東方學會, 1997.5. 참고. 한편 명대의
언어정책에 대해서는 袁森林, ≪≪明實錄≫所見明代的語言文字政策≫, 吉林大學,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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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즉 서면어로서의 문언은 정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독서인을
중심으로 시각적 언어기호(표의문자)를 통해 언어의 통일성을 부여했다. 하지
만 19세기 후기, 즉 청말 시기에 이르러 ‘국민’ 관념이 형성되면서 한어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독음의 통일이고 다른 하
나는 보다 간편한 언어습득 방법이었다. 국민으로서의 사상 감정의 형성에 있
어 언어 문자의 기능은 더욱 중시되었고, 그 결과 언어 및 문자의 통일과 보급
은 근대화 프로젝트의 중심적인 사안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양무운동 이후
는 물론이고 무술변법 운동 이후에 바로 언어문제가 근대화 프로젝트의 중심
적인 과제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는 청조를 거쳐 진행되어온 관화 보급 활동
이 이미 존재했던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즉 조선이나 일본처럼 타민족
언어문자 대신에 민족어를 새롭게 정립해야할 과제가 중국에서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단지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사고했기 때
문이었다. 따라서 국어라는 사상이나 관념은 중국에 있어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3. 언문일치에서 국어통일로

리진시(黎錦熙)는 그의 저서 ≪國語運動史綱≫(1934)에서 중국 근대 국어 운
동을 1900년 이전 : 切音運動 시기, 1900-1911 : 簡字運動 시기, 1912-1923 : 注音
字母와 新文學의 연합 운동 시기, 1924년 이후 : 국어 로마자와 주음부호 추진
운동 시기로 구분하였다.10) 하지만 절음 운동과 간자 운동은 사실 같은 성격의
운동으로 보아야 하며, 청대의 관화 보급과는 다른 측면에서 진행된 국어 운동
이었다.11) 관화 보급은 주로 정음 즉 관화음과 관화를 보급하는 것으로, 한어의
10) 黎錦熙, ≪國語運動史綱≫, 商務印書館, 1934.(≪民國叢書 第二編(52): 國語運動史綱ㆍ中國語
文的新生≫, 上海書店, 1990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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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에 대한 기호로서의 한자의 존재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병음 혹은 절음운동은 바로 문자로서의 한자의 가치를 의문시하
고, 서구나 일본 혹은 조선과 같은 표음문자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였다. 즉
성음을 중심으로 문자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중국의 지식보급(특히 과학지식
의 보급)과 근대화의 추진에 절대적 장애가 된다고 간주되는 한자를 대체하려
는 운동이었다.
절음자 운동의 주창자들은 심성(心聲)으로서의 언어, 그리고 언어의 기호로
서의 문자라는 언어관에 기초하여 언어가 문자에 우선하며, 문자는 언어를 가
장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호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한자는 다른 언어의 기호와 비교하면
번잡하고 난해하여 중국인의 식자율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았다.12) 즉 식자
율과 지식보급의 효율성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초기 절음자 운동
은 언어의 통일보다는 실제 각 지역 언어 상황에 근거하여 보다 간편한 언어기
호인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1890년대부터 1910년까지
제기된 한어병음 방안 27종 가운데, 1900년 이전에 제기된 6가지 방안 가운데
1종만 관화음을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 5종은 모두 광동이나 복건 및 절강의
지방음을 중심으로 한 절음자였다. 그리고 1901에서 1907년 사이에 제기된 방
안 가운데 미확인(1종), 관화와 지방어 겸용(1종), 운서(韻書)를 기초로 한 것(1
종)을 제외하면, 지방어에 근거한 것이 7종, 관화에 기초한 것이 3종이 있었으
며, 1908-1910 사이에는 운서에 기초한 것과 지방어에 기초한 것이 각각 1종이
고 나머지 6종은 모두 관화음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13)
11) 참고로 倪海曙의 ≪中國拼音文字運動史簡編≫, 時代畫報出版社, 1948.과 ≪清末漢語拼音運動編
年史≫, 上海人民出版社, 1959.에서도 두 시기를 모두 같은 “切音字運動”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夫人有音, 本於天性也. 有音即有言語, 有言語然後有文字. 言語之用達心意，而文字之用代言語
耳.” 王炳耀, ≪拼音字譜ㆍ自序≫, 文字改革出版社, 1956(影印本), 11쪽. “天下人之相語, 本來有
音無字. 其有字, 不過爲將來識別起見. 識別既多, 不能不另作記號, 此文字所由日繁也.” ＜記江
寧省垣將辦拼音官話學堂事＞, ≪南洋日日官報≫第1版, 1905.9.6. 이상 王東傑, ＜“聲入心通”：
清末切音字運動和“國語統一”思潮的糾結＞(2009년 10월 23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학술대회 “동아시아 학술 전범의 형성”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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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이후 주로 관화를 기준음으로 삼은 것은 절음자를 통해 관화를 보급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당시 본격적으로 제기된 어음의 통일에 부
응하여, 당시 다수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관화음을 기준으로 전국의 어
13) 王東傑, 앞의 논문. 대표적인 인물과 저작은 다음과 같다.
<청말 절음자 방안 및 기준어>
대표적 방안
盧戇章 方案（1）

출판년도
1892

蔡錫勇 方案
沈學 方案
力捷三 方案（1）
王炳耀 方案
蔡元培 方案
王照 方案
田廷俊 方案（1）
力捷三 方案（2）
陳虯 方案

1896
1896
1896
1897
1898
1900
1901
1902
1903

李元勳 方案
劉孟揚 方案（1）
楊瓊ㆍ李文治 方案
勞乃宣 方案

1904
1904
1905
1905,
1906

盧戇章 方案（2）

1906

朱文熊 方案
田廷俊 方案（2）
沈韶和 方案
貴翰香 方案
江亢虎 方案
劉孟揚 方案（2）
馬體乾 方案
宋恕 方案
劉世恩 方案
黃虛白 方案（1）
黃虛白 方案（2）
鄭東湖 方案

1906
1906
1906
1907
1908
1908
1908
1909
1909
1909
1909
1910

(王東傑, 앞의 논문에서 인용)

논저명
1.＜一目了然初階＞；
2.＜新字初階＞
＜傳音快字＞
＜盛世元音＞
＜閩腔快字＞
＜拼音字譜＞
＜切音課本＞
＜官話合聲字母＞
＜數目代字決＞
＜無師自通切音官話字書＞
1.＜新字甌文七音鐸＞；
2.＜甌文音彙＞
＜代聲術＞
＜天籟痕＞
＜形聲通＞
1.＜增訂合聲簡字譜＞；2.＜重訂
合聲簡字譜＞； 3. ＜ 簡字全
譜＞；4.＜簡字譜錄＞
1.＜中國切音字母北京切音教科書＞；
2.＜中國字母北京切音合訂＞
＜江蘇新字母＞
1.＜拼音代字訣＞；2.＜正音新法＞
＜新編簡字特別課本＞
不詳
＜通字＞
＜中國音標字書＞
＜串音字標＞
＜宋平子新字＞
＜音韻記號＞
＜漢文音和簡易識字法＞
＜拉丁文臆解＞
＜切音字說明書＞

절음 기준어
1. 廈門音 ； 2.漳州
音；3.泉州音
官話音
吳音
福州音
粵音
浙（紹興）音
官話音
湖北音
官話音
浙（溫州）音
不詳
官話音
韻書
1.寧音；2.吳音；
3.閩廣音
1.官話音；2.泉州音；
3.漳州音；4.福州音；
5.廣州音
吳音
湖北音
韻書
浙音
官話音
官話音
官話音
浙（溫州）音
官話音
官話音
官話音
韻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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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통일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즉 20세기 초 절음자 운동은 처음 ‘언
문일치’에서 통일적인 언어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어간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당시 일부 언어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관원들의 지지를 받아,
직예, 천진 등 지역에 “간자학당(簡字學堂)”을 건립하는 등 절음자를 실제교육
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말 한자 폐지 내지 한자 대체자로서의 절음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언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당시 교육부인 학부(學部)의 반대로 전국적으
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반대 이유에 대해 리진시는 당시 학부 관원들의 보수
성으로 인해 한자의 위기를 막으려는 의도에 있다고 보았지만14), 옹정제가 추
진했던 관화보급 정책이 만주어의 상대적 위축을 초래하여 결국 그 후 흐지부
지 된 것처럼, 한족 중심의 지방 향신들의 압력으로 부득이 입헌제를 실시하
게 된 소수민족 정권으로서의 만주족 왕조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의 위기의
식이 또 하나의 저항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청 왕조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는 학부(學部)는 관화 간자를 통한 전국적 교육실시를 요구하는 사회여
론을 회피하였지만, 전국 지방의 교육관련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중앙교
육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거쳐 결국 1911년 8월에 “통일국어판법안(統一國語辦
法案)”이 의결되었다.15) 여기서 관방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통일국어(統一國
語)”라는 표현은 입헌제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었던 청조
가, 결국 만주어의 국어 지위를 실질적으로 한어에 양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한어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국어로서의 지위는 1912년 중화민국의 성립으
로 정치적 합법성을 획득했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방언)와 언문불일치로 통
일적인 언어로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한어를 어떻게 통일적인 국어
로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그 과정을 보면 우선
한자 대체자로서의 절음자 운동은 한자의 음가를 간단히 표기하는 주음자모
14) 黎錦熙, 위의 책, 31쪽.
15) 중앙교육회에서 학부와 교육회 회원 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關曉紅, ＜清末中央教育會述
論＞, ≪近代史研究≫第4期,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 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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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音字母) 운동으로 대체되었고, 다양한 방언을 극복하기 위한 표준음, 즉
“국음(國音)”을 제정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졌다. 그 결과 1912년 독음통일회
(讀音統一會), 1916년 국어연구회가 조직되고, 1919년 정식으로 ≪國音字典≫
이 출판되었다. ≪國音字典≫은 청초에 편찬된 ≪音韻闡微≫를 중심으로 한
관화를 토대로 한 것으로, 비록 북경 음을 위주로 하였지만, 후에 인위적으로
남방음과 북방음을 절충한 것으로 비판받아 결국 북경 방언에 토대를 둔 새
로운 국음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음은 통일적인 언어를 형성하는 필요조건일 뿐, 일상적 의사소통
에서 세밀한 인간의 감성과 사고를 창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즉 한 국가의
문화(즉 국민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
은 조건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어의 창출은 단순히 국어의 내재적 논리
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다양한 사회적 시대적
의제와 정치ㆍ사회ㆍ문화 등의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국어
통일 운동이 진행되던 중화민국 초기의 상황을 보면, 이 시기의 언어운동은 세
계화와 중앙집권적 통치ㆍ민족국가가 동시에 추진되던 독특한 역사적 맥락과
지식의 새로운 분화가 발생하던 시점과 포개진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단순히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근대담론의 핵심적인 문제들과 다양하게 결부되어 있
다. 국민국가, 민족주의, 신ㆍ구 문제, 중ㆍ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중국 근대성
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5ㆍ4 시기를 전후하여 논쟁되었으며, 자연히 백화문
운동 등 국어운동과 내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국어창출의 또 하나의 축
인 신문학 혹은 백화문 운동은 1918년부터 앞서 말한 국어운동과 밀접히 결합
하여 근대적 국어의 창출을 이끌었다.16) 이러한 국어창출 운동은 서구나 동아
시아의 다른 국가의 언어운동과 방향성에 있어 매우 유사한 보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내적인 논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다른 국가와는 상이
한 맥락과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16) 국어운동과 신문학 운동의 연계에 대해서는 吳曉峰, ≪國語運動與文學革命≫, 中央編譯出版
社, 2008. 참조.
17)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발표되거나 소개된 논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전형준, ＜신문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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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문학 운동과 국어의 창출

백화운동이 국민국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특히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언
문일치 운동의 일환으로서 백화운동의 보편적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중국의 백화운동은 언문일치를 그 내적인 지향목표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궁극적 목표점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은
언문일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테제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
어 후스(胡適)의 경우 자신의 백화문 운동의 목표를 언문일치를 넘어선 ‘국어

ㆍ국민’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백화와 언문일치, 국어ㆍ국민은 근대 국
민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론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차원의 의
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실체적 기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념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후스를 대표로 하는 백화문 운동 주창자와 그에 대한 비판자들의 관점의 차이
가 발생한다. 즉 비판자들은 전자와 달리 이상 세 개념을 이념형이 아닌 현실
적 실체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다.
백화문 운동 주창자들이 명확하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지닌 이념적
성격을 일관되게 의식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 이 세 가지는
바로 중국의 현실 문제에서 중국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즉 현재의 ‘부재’
상태를 증명하는 알리바이였다. 근대적인 중국이 존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의언문 일치론에 대한 검토＞, ≪중국어문학지≫제4집, 중국어문학회 편, 1997. 정진배, ＜백
화문운동과 주체문제-‘우리’는 누구인가＞, ≪중국현대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김월회, ＜중국근대의 어문개혁운동과 신체 산문에 관한 고찰＞, 백지운, ＜5
ㆍ4시기 ‘신조’ 그룹의 백화문 연구 ＞, 한기형 외 지음, ≪근대어ㆍ근대매체ㆍ근대문학-근
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에 수록. 무라타
유지로 저, 유준필 역, ＜문언ㆍ백화를 넘어서＞, ≪중국현대문학≫제36호, 2006. 이보경, ≪
근대어의 탄생≫,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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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대성과 통일된 국민국가였다. 이러한 조건의 부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제기된 것이 바로 위의 서로 상관된 세 가지 이념
형을 핵심으로 한 백화문 운동이었다. 즉 백화문 운동은 궁극적으로 이념으로서
의 백화와 국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푸스넨(傅
斯年)은 현재의 백화는 매우 빈곤하고 건조하여, 국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상적인 백화문(理想上的白話文)”18)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후스도 현재의 소위
‘국어’는 임시적인 것이며(“現任的國語”)19) 진정한 권위와 조건을 갖춘 국어는 아
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에게 있어 백화든 국어든 모두 장차 만들어져야 할
대상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만 하는 것이었다.20)
언문일치라는 점에서 볼 때, 같은 서면어라도 백화가 문언보다 더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백화 역시 변화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바로 현대적 백화이다.21) 이때 현대는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 갖추어 나가야 할 근대성, 즉 가치론적 시간이다. 따라
서 백화의 운동은 현재 글말을 입말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입말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현실태는 모두 방언으로서 존재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상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언간의 차이와 격절이 심한
데,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 입말에 근거한 언문일치는 국어 혹은 국민이라는 또
다른 목표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오히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문언은 바로 이러한 방언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국이라는 통일적인 통치 질서
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로 인식되어 왔다. 즉 통일적인 국가(제국이 아니라도)
18) 傅斯年, ＜怎樣做白話文＞, ≪新潮≫第1卷 第2號, 1919.2.1.
19) 胡適, ＜國語與國語文法＞, 胡適 編, ≪中國新文學大系≫第一集, 香港文學硏究社, 1962, 254쪽.
20) 예를 들어 푸스넨은 이상적인 백화문으로 ‘논리’적 백화문일 것, 철학적 백화문일 것, 예술
적 백화문일 것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논리적 백화문이란 논리적 조리를 갖추고
있어 능히 과학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백화문을 말하며, 철학적 백화문은 층차가 복잡하고
구조가 엄밀하여 가장 깊고 가장 정교한 사상을 담을 수 있는 백화문을 가리키며, 예술적
백화문이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을 잘 파고들 수 있는 백화문을 말한다.(이상,
푸스넨 앞의 논문, 251頁. 참고), 또 후스는 국어는 방언을 기초로 하지만, 국어는 가장 사용
범위가 넓고, 가장 많은 문학작품을 만들어낸 언어(방언)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후스의 앞의 논문, 254-255쪽 참고)
21) 錢玄同, ＜嘗試集序＞, 1918.1, 胡適 編, ≪中國新文學大系≫第一集, 香港文學硏究社, 1962, 133-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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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것은 언문일치가 아니라 언문의
분리와 문언을 중심으로 한 문자와 서면어의 통일이었다.
따라서 백화운동은 당시 중국의 상황에서 보자면 백화(지방어ㆍ방언)와 국
어(전국적 통일언어)라는 상호 모순되는 언어의 지향을 하나로 일치시켜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국어를 목표로 한 언문일치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완고한’ 고문가들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통일된 백화는 특정한 지방어
(방언)를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전혀 새로운 입말을 만들어 내든, 다수에게는
고문(古文)에 대한 접근성만큼이나 어려운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즉 언문
일치 또는 백화는 백성의 자생적 언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강제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특정 지방어를 바탕으로 한 국어 혹은 보
통화는 언어가 국어와 지방어(방언)라는 또 다른 중심ㆍ주변의 분할을 초래함
으로써, 국민국가의 통일적 질서를 내부로부터 균열시키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22) 따라서 5ㆍ4 시기 백화문 운동의 주창자들은 지방어(방언)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통일된 백화문을 구상하였다. 이는 지방어가 단순
히 언어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문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문언이 시간축으로 중국에서 현
대라는 시간성을 부재하도록 하였다면, 지방어(방언)는 지역별로 군벌들에 의
해 분할되어 있던 당시 중국에게 있어 통일된 국민국가라는 공간성을 부재하
도록 만든 언어적 토대였다. 따라서 지방어는 군벌통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민국가의 기초가 될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극복해야할 대상이었다.
이와 같이 백화는 단순히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쓰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22) 이러한 점에서 5ㆍ4 이전의 백화문 운동은 이 시기 운동과 중요한 변별점을 지닌다. 즉 이
전의 백화문 운동은 주로 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문일치를 주장하였기에, “쉽게 표현
할 수 있고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오늘날 적용할 수 있고, 민간(俗)에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문체의 수립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특정지역 방언은 무조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언어였다. 이는 량치차오(梁啓超)가 새로운 구어체
실험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국민국가의 설계는 문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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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정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야만 했다. 즉 그것의 목적은 국민이 탄생되어 그들에 의해 ‘국민’
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이다. 후스가 말한 “문학적 국어”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또
국민은 이러한 백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백화도 새롭게 구
성되어야 할 대상이었다면, 국민 역시 형성되어야 할 목표이자 대상이었다. 물
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헌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상적 문화적 개념이다. 즉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적 사상과 감정을 구비한 현대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5ㆍ4시기 담론에 근거하여 다시 말하자면 국민은 우선 과학적 사고
와 권리의식, 그리고 민족의식을 갖추어야만 하며, “문학적 국어”로서의 백화
는 이러한 사상과 의식을 문학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언어였다. 그리고 이러
한 입장에서 백화문 주창자들은 당시 문언이 결코 근대적 과학사상을 표현ㆍ전
달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백화가 근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말이 아닌 일종의 근대적 사
유논리와 상응하는 문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백화문 주창자들의 이러한 인
식은 “언어는 국민의 사상을 대표한다”라는 왕궈웨이(王國維)의 주장과 상통한
다. 뿐만 아니라 왕궈웨이는 중국의 언어는 서구 언어와 비교하여 논리성이 떨
어지고 문법을 중시하지 않아, 사유방식에서도 실질적이고 통속적이라고 지적
하였다. 그리고 이와 상대적으로 서구의 언어는 추상화와 분류에 적합한 논리
성을 지니고 있어 사유방식도 사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23) 왕궈웨
이의 이러한 주장은 5ㆍ4시기 백화문 운동 주창자들의 문언에 대한 비판과 백
화문 구상에 있어 심적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24) 따라서 그들의 백
화문 운동이 사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23) 王國維, ＜論新學語之輸入＞, ≪靜庵文集≫, 遼寧敎育出版社, 1997, 116쪽. 5ㆍ4시기 신문학 운
동 특히 후스의 문학혁명론은 여러 측면에서 왕궈웨이의 입론과 유사하며, 실제로 그에게
서 많은 시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논하겠다.
24) 예를 들어 푸스넨은 중국 문장의 가장 큰 결점은 폭넓게 포장(鋪裝)만 할 뿐, 심도있게 한 층
한 층 분석해 들어가지 못하는 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傅斯年, ＜怎樣做白話文＞, ≪新潮≫第1
卷 第2號, 1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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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사상이 단순히 유가윤리나 중국의 ‘전통관념’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유방식에 대한 비판과도 연관되어 있다. 즉 그들이 목
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상의 주입이 아니었다. 청말 시기 백화운동이
새로운 지식의 주입을 목표로 했다면, 이 시기는 사유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즉 국어란 단순한 사상과 과학적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창조
적 사상과 과학적 발명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야만 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통속적으로 부녀자나 아동들도 모두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에 신문학이 있기 위해서는, 중국문학이 오늘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현대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시대의 문명 정도와
사회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백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 우리는 “국어의 문학”이 있은 후에 비로소 “문학적 국어”가 있을 수 있으며,
“문학적 국어”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국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25)

여기서 후스는 명확히 현실태로서의 백화와 국어를 구분하고 있다. 즉 국민
문학을 창조할 수 있는 국어는 단순한 백화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언어였다. 그의 ≪嘗試集≫은 바로 백화가 이러한 시적 문학을 창조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험작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백화체를 만드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의 백화문학을 바탕으로 서구적인 문체 등을 참고하
여 개량하는 것이었다.26) 즉 백화란 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부
재한 상태에서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서면어이므로, 거기에는
많은 수사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이 요구된다. 따라서 백화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심지어 전통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백화보
다 고문을 쓰는 편이 훨씬 수월했다. 특히 앞에서 왕궈웨이가 지적한 문언이든

25) 胡適, ＜答黃覺僧君折衷的文學革新論＞, ≪新靑年≫5卷 3號, 1918.9.15.
26) 첸셴퉁은 국어는 단지 백화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문일치 역시 문을 언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화와 문언을 상호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 진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는 ‘절충론’적 입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국어는 백화와 문언, 외국어 등
으로부터 다양한 특징을 섭취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적 언어였다.(錢玄同, ＜嘗試集序＞
1918.1. 胡適 編, ≪中國新文學大系≫第一集, 香港文學硏究社, 1962, 133-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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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든 중국어가 지닌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훈련 없이 백화로 근대적 의미의
논리적인 사유(즉 서구적 논리)를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에 푸스
넨은 구체적인 훈련방식으로 서구 서적에 대한 직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 서양 문학을 읽을 때, 사상 감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항상 그 표현법(Expression)
에 유의하면서 그것을 중국어에 운용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자연 서구 수사학적 수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작문을 연습할 때는 직접 주제를 내고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약간의 가치 있는 서양문학을 골라 직역의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마음대
로 그 성조와 억양을 사용하되 반드시 그 본래의 의미를 놓쳐 서는 안 된다. 이렇
게 오랫동안 연습하면 스스로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단지
작문연습만 아니라 확실히 사상능력과 상상력을 연습할 수도 있다.
(4) 문장을 지을 때는 마음껏 서양문에 대한 독해나 번역을 통해 획득한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문학을 서구화 하겠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자신의
문장이 서구문장과 가깝고, 서구적 맛이 나도록 해야 한다.27)

푸스넨의 이러한 주장은 후스가 ＜建設的文學革命論＞에서 신문학 창조의
방법으로 제시한, “서양의 문학 명저를 많이 번역하여 우리의 모델로 삼을
것”28)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은 중국인
이 고문을 익힐 때와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서구문학을 통해 백화적 글쓰기를
한다는 점이다. 즉 고문을 익히는 방법은 많은 문장에 대한 반복적인 암송을
통해 그 문리를 터득(비록 설명할 수는 없지만)하여, ‘자연’스럽게 스스로 문장
을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문장의 문리와 더불어
사상을 함께 체득함으로써 그 문장의 표현과 사상을 하나의 표리 관계처럼 익
히는 것이었다. 그러한 방법을 푸스넨은 바로 새로운 백화문에 적용하고 있다.
즉 이상적인 백화문을 위해 서구문장에 대한 반복적인 직역 훈련을 통해 문장
구조와 어조, 논리구조 및 사상을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터득하여 현대적 사상
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29) 하지만 이러한 방법
27) 傅斯年, ＜怎樣做白話文＞, ≪新潮≫第1卷 第2號, 1919.2.1.
28)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新靑年≫ 第4卷 第4號, 1918.4.15.
29) 이러한 측면에서 任鴻隽이 문학개량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실제적으로 많은 (글쓰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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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서구사상과 서구식 사유방식을 훈련하는 것이며, 이상적 백화문이란
바로 이러한 서구화된 사유를 담아내고 그를 통해 표현되는 언어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백화문은 당시 현존하던 백화 자체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
어 새로운 사유를 가능케 하는 논리적 문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델
이 서구 언어였다는 것은 단순히 서구문장이 논리적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20세기 이후 중국에서 서구 언어 특히 영어가 중국어에 비해 우세언어였기 때
문이다. 즉 새로운 사상과 문명, 과학을 서양어로부터 습득하고, 대중적으로 보
급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언어 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먼저 수용언어인 중국어의 변화를 통해 극복해야 했다. 따라서 서구
문장에 대한 직역 훈련을 통해 새로운 백화체를 만들려는 푸스넨의 관점은 당
시 중국과 서구의 지식상의 차이, 특히 서구의 지식이 지닌 세계적 헤게모니
앞에서 중국을 근대화시키려는 그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언어와 문학을 모델로 한 백화문의 새로운 규범화에 따르면,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백화문 논쟁에서 후스 등을 비판한 논자들 가운데 런홍쥔(任鴻隽),
주징농(朱經農) 등 서구에서 유학한 논자들의 비판문장이 훨씬 더 규범적인 백
화문에 가까웠고, 후스 역시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백화문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규범화된 백화 문체는 바로 5ㆍ4시기
저우쭤런(周作人), 후스 등이 서구와 러시아, 일본 등의 작품을 번역한 문체였다.
이와 같이 백화문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5ㆍ4시기는 중국 현
대문학과 문화의 기점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중요한 전환적 성격을 지닌 매듭
임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백화문 운동이 국민국가와 결합되고, 새로운 규범적
언어와 문학, 문화 등을 창조하려했다는 점에서 백화문 운동은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국
가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적 근대지식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수

자)노력을 해야 하며, 둘째, 문자를 완전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도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부릴 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백화든 아니든 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은 신문학, 신문체 창작에 있어 많은 학습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스넨
이나 후스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任鴻隽ㆍ胡適ㆍ錢玄同, ＜新文學問題之討論＞, 鄭振鐸 編,
≪中國新文學大系≫第二集, 香港文學硏究社, 1962, 49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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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 사상과 표현력 등에서 세계적 보편언어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이중적
인 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어가 비록 지방어에서 완전히 다른 것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생적 언어에 기반하여 현존하는 국민을 부정하고, 근
대적 ‘국민’을 모델로 그들에게 부단한 학습을 요구했다는 점, 즉 중국인은 사
상과 감정, 그리고 언어적으로 계몽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계몽
주의자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 취치우바이(瞿秋白) 등이 5ㆍ
4 이래 백화문이 실은 “신고문(新古文)”이라고 비판하고, 이어 새로운 대중어
운동, 민족형식 논쟁과 같은 언어논쟁이 계속 제기된 것은 바로 이러한 5ㆍ4
백화문 운동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자, 또 다른 규범적 백화
문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5. 결 론

대만과 홍콩에서는 지금도 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반해 대륙에서는 보
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 1955년 전국문자개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보통화란 “북경 어음을 표준음으로, 북방 말을 기초방
언으로 삼으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어법의 규범으로 삼는다.”30) 즉
물론 여기에는 국어(보통화)를 규정함에 있어 기타 비한족 언어는 처음부터 배
제되며, 한어를 중심으로 한 북경음과 북경말, 그리고 그러한 언어로 창작된
대표적인 백화문(문학과 응용문을 포함)의 규범을 국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통화(국어)가 기획된 언어라는 점과 그것이 20세기의 역사적 산물로
서, 19세기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국민국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
음을 말해준다. 하나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민ㆍ민족국가와 그에 기반한 단
일한 국어라는 정책은 평등한 국민의 권리 위에 수립되었다기보다는 위로부터

30) 国务院, ＜关于推广普通话的指示＞(1956.2.6): 以北京语音为标准音, 以北方话为基础方言, 以典
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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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부과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을 차등화하고 배제하는 논리가 동
시에 작동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통화(국어)는 단순히 언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
에는 사상과 문체, 수사학적 차원에서의 특수한 지향과 성격이 포괄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현대사에서 언어는 줄곧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되어왔으며, 이
로부터 보통화(국어)운동이 지닌 근대성과 더불어 정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어의 부단한 규범화와 그에 대한 보급을 위한 제반 정책과 운동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20세기 국어운동은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역사적 흐름
의 연속이었다. 특히 청조시기의 새로운 관화 절음방식과 표준음의 정립, 그리
고 이를 비관화 지역으로 확대시키려는 보급운동은 20세기 국어운동과 밀접한
연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흐
름은 단순히 직선적 발전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다.
중국에서 현대 국어가 지닌 함의와 문제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청조의 언어
문자 정책은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만주어를 국어로 하면서도 몽고
어와 한어, 경우에 따라서는 위구르어와 라틴어 등과 같은 언어를 공용어 내지
는 관방 행정 및 외교 언어로 채택한 청조의 언어정책과 비교해 보면, 20세기
이후 한어 중심의 국어운동이 지닌 문제성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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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一般来说, 国语本身是近代国民国家的意识形态，亦即抛开民族国家或国民国家无法想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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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语．中国也并不例外。在中国现代历史上，国语运动一直跟国民国家的形成有密切关系，
甚至可以说语言问题是中国现代文化运动的政治性的发挥所在。国语运动不仅仅是国音统一
运动或言文一致运动，更是建构新文体、新修辞学、新思维模式的运动。
但是中国近代国语运动基础于清朝的语言文字政策。清朝曾经积极进行汉语的规范化和
普及运动。尤其清朝时期的官话为后来近代国语和普通话提供了至关重要的基础。而且清朝
的多语言共用化（包括汉语、蒙古语、满族语）政策跟现代以汉语为中心的国语政策形成鲜
明的对比，以提供人们对中国现代国语政策以及国语本身多反思。

關鍵詞：官话，国语，折音运动，新文学运动，共用语，清朝语言文字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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