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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로 아름다운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글자꼴이 필요하고, 

그 것을 잘 다뤄야 한다. 그러나 시간과 관심이 부족했던 탓이겠지만, 

아직 한글 글자꼴에 관한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듯하다. 한글 

문장부호 역시 그 무관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01 

한글 문장부호는 누가 만들었고, 왜 가로쓰기용과 세로쓰기용으로 

나누었을까? 

2. 

필자는 2004~2006년 동안 세로쓰기 전용 글자꼴 ‘꽃길’02을 만들었다. 

그 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세로쓰기용 문장부호03가 일본 것04을 그대로 

받아들인 줄 알았다.05 그렇다면 일본의 것이 아닌 문장부호를 쓰고 싶은 

마음에서 ‘꽃길’의 마침표 자리에 ‘고리점( 
。
)’ 대신 ‘온점( . )’을 넣었고, 

겹낫표를 기존의 크기가 작아 보여서 크기를 키우고 형태도 조금 바꿨다. 

�도판�01—�①은�꽃길을�처음�만들었을�때�모습이고,�②는�그�뒤에�맞춤법�규정에�맞게�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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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로쓰기를 할 때 느낌표가 글자들 사이에서 너무 도드라져 

보여, 느낌표를 비스듬히 눕혀 글자들 사이의 빈 공간을 줄이려고 

했었다. 필자는 ‘꽃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글에 어울리는 문장부호와 

기호들을 만들어야 하며, 국어학자와 디자이너가 그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필자는 ‘꽃길’을 디자인한 뒤, 가로쓰기용 한글 폰트를 제작할 때에도 

한글에 적합한 문장부호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글과 라틴글자의 구조와 모양이 다르고, 그 

때문에 이 두 문자를 나란히 함께 쓰면 글자의 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곧 라틴글자에 맞춰 만들어진 문장부호가 한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강수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06 필자는 가로쓰기용 문장부호 중에서 온점과 반점을 중심으로 

한글과 문장부호의 어울림에 관한 문제를 모양, 크기, 위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다. 

① 반점의 모양 

동양의 문자는 모필 문화를 바탕에 두고, 서양의 문자는 철필(경필) 

문화를 바탕에 둔다. 동서양의 글자꼴은 모두 각 문화(도구)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했기에, 붓으로 쓴 한글은 대체로 부드러운 특징이 있고 

펜으로 쓴 라틴글자는 예리한(날카로운) 특징이 있다. 필자는 붓의 

영향을 받은 한글 바탕체(명조체)와 펜(경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장부호의 모양이 서로 어울리는지 의문을 갖는다. 

도판�04—�1500년대의�목판체.�붓에�의한�문장부호�모양은�붓으로�점을�찍은�모양이�그대로�

나타난다.�

도판�05—�1897년�<국문정리>에�쓰인�고리점�

도판�03—�8세기�경,�앵글로�색슨어와�메르빙�왕조어에�쓰인�구두점.�

라틴글자는�가로줄기와�세로줄기의�비례차이가�확연히�드러난다.�문장부호�역시�그러한�모습을�

발견할�수�있다.

도판�02—�초기의�구두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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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점과 반점의 크기

한글은 낱자를 상하좌우로 모아쓰는 글자고, 라틴글자는 낱자를 가로로 

나열하는 글자다. 이 때문에 한글은 한자와 비슷한 외곽형태를 갖고 

있으며, 라틴글자는 낱말이 가로로 긴 사각형 형태를 띤다. 곧 한글과 

라틴글자를 같은 활자크기(포인트)로 지정했을 때, 한글은 라틴글자보다 

물리적인 면적이 넓다. 따라서 한글에 서양 문장부호를 함께 쓰면, 

글자와 문장부호의 크기 비례가 맞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활자가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하나의 문장부호로 

한글과 라틴글자에 쓰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③ 온점과 반점의 위치

전통적인 네모꼴 한글(예, 바탕체와 돋움체 등)로 가로쓰기를 

하면, 라틴글자의 베이스라인과 같은 무게중심선이 없다. 이 문제는 

현재 한글과 라틴글자를 나란히 함께 섰을 때, 글자의 높이가 맞지 

않는 문제와 같다. 라틴글자의 문장부호는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있지만, 가로로 쓴 한글에서 문장부호는 글자의 밑 선도 중간도 

아닌 글자 밑 선에서 약간 위에 있다. 결국 한글 문장부호는 글자와 

글줄을 고려한 위치를 찾지 못한 것이고, 모양과 크기에 따라 그 위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판�06—�1939년�고짓구체에�쓰인�문장부호

도판�07—�1939년�박경서체에�쓰인�문장부호

도판�08—�한글과�문장부호,�라틴글자와�문장부호�크기�비례

도판�09—�한글과�라틴글자와�문장부호를�함께�썼을�때�각각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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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장부호는 동서양 모두 내용을 정확하게 소통하기위해서 나타났으며,07 

문장부호의 필요성은 언어와 문자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종류와 수가 

달라진다.08 예를 들면, 중국말은 문장부호가 없을 때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다양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는09 반면, 

우리말은 종결형 어미가 있어 문장부호의 필요성이 없다는10 주장이 있다. 

그만큼 문장부호는 각 언와와 문자의 성격에 맞아야 한다. 

문장부호는 내용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지만, 하나의 조형 

요소로서 문장에 시각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필자는 

문장부호가 글자만 나열되었을 때 보다 풍성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11 이러한 생각은 한글에 맞는 문장부호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김병호의 주장12과 같다. 

5.

문장부호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문자의 성격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서양의 문장부호 .와 , 

등을 가로쓰기에 쓰고 있다. 이는 한글이 문장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장부호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로쓰기용 문장부호인 고리점과 모점은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한자로 문자생활을 할 때부터 나타난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의 한나라 

때 비슷한 부호가 나타나고13, 송나라 때 문헌에 고리점이 있다. 그리고 

한글 창제 때의 문헌은 물론 그 뒤에 간행된 한글문헌에서도 중국의 

문장부호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14 

도판�10—�한자의�다양한�문장부호�예시 도판�11—�한나라�때에�쓰였다는�고리점과�비슷한�문장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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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글 문장부호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상춘이 <조선어문법>(1925)에서 

13개의 문장부호를 제시했던 것16을 시작으로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 부록에 16가지 문장보호를 제시했다.17 이때는 한글 

문장부호를 가로쓰기용과 세로쓰기용으로 나누지 않았다. 조선어학회의 

회원이었던 최현배는 1937년 <우리말본> ‘월점치기’에서 가로쓰기용과 

세로쓰기용 문장부호를 나누면서,18 가로쓰기용 문장부호는 세계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라틴글자의 문장부호를 그대로 쓴다고 했다. 

그리고 1937년 한글학회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부분 수정하면서 

문장부호에 온점을 추가했다.19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37년 

수정안이 가로쓰기였고, 온점을 마침표에 추가 했지만 가로쓰기용과 

세로쓰기용을 구분한다는 말은 없었다. 단 책에서 마침표 자리에 

온점을 썼다. 한글학회는 1940년 문장부호 종류를 39개로 확대하면서 

세로쓰기용과 가로쓰기용을 구분했다. 그러나 마침표에 온점과 고리점을 

모두 예시했지만, 설명에서는 온점을 가로쓰기나 세로쓰기에 모두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0 한글학회는 가로쓰기용 문장부호에 최현배가 

<우리말본>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반영했으나 여전히 가로쓰기용에 

서양의 문장부호를 써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장부호 체계의 원형이다. 

도판�12—�1933년�조선어학회가�발표한�16개�문장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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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4—�1937년�조선어학회가�수정�발표한�17개�문장부호

도판�13—�1937년�<우리말본>의�월점치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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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종임금님은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니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것이 

맞지 않아서 우리말에 알맞게 한글을 만드셨다. 필자는 디자인의 시작이 

세종임금님의 말씀과 같아야 한다고 배웠고, 디자인 경험을 통해서 그 

말이 옳다고 믿는다. 더불어 디자인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쓰임새에 정확히 맞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작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다르니 문장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 단,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만큼 문장부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가로쓰기용과 세로쓰기용을 구분한 

이유를 찾아보았으나 아직 보지 못했다. 

도판�16—�김석곤의�풀어쓰기,�해방전�조선일보에�연제�도판�15—�최현배의�풀어쓰기와�문장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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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현배가 왜 라틴글자의 문장부호를 그대로 가져왔는지 당시(1914~) 

활발했던21 한글 풀어쓰기 주장과 최현배의 책을 통해서 유추해보고자 

한다. 1900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한글을 라틴글자처럼 풀어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시경이 처음 한글 

풀어쓰기 예시를 보여 주었고, 그 뒤 주시경의 제자와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풀어쓴 한글을 제시했다. 초기에 만들어진 풀어 쓴 한글은 

대부분 라틴글자처럼 생겼다.22 최현배 또한 주시경의 제자로 1926년 

자신이 제작한 풀어쓴 한글을 제시했고, <글자의 혁명>에서 한글 

가로쓰기를 주장했다. 그는 직접 디자인한 풀어쓴 한글은 라틴글자와 

거의 같고, 문장부호 역시 서양의 것을 그대로 쓰는 예를 보여주었다.23 

곧 최현배가 제시했던 가로쓰기용 문장부호 .와 ,는 풀어쓴 한글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보았을 때, 조선어학회(한글학회)는 

최현배의 의견을 반영했고, 현재의 한글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9. 

필자는 글자디자인 경험과 서양의 문장부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시기를 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로쓰기용 .와 ,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 문장부호가 

혼란스럽다는 국어학자의 의견과 비슷하다.25 또한 한글 문장부호에서 

과연 세로쓰기용과 가로쓰기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서양의 문물이 한참 우리나라에 밀려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특히 과거를 상징하는 중국의 문화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과 힘을 가진 서양문화에 대한 동경이 한글에 

문장부호에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우리는 문장부호를 모양과 크기와 

위치를 한글에 맞게 새로 만들거나, 서양의 것을 쓸지라도 한글에 

적합하게 변형해서 써야할 것이다.26 

마지막으로 필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네모꼴 한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탈네모꼴 한글이라면 문장부호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자는 다음에 한글 문장부호를 

디자인하여 제시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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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양과 서양의 타이포그래피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글자가 다르다고 글자를 쓰는 

도구가 달랐던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글자의 구조적 차이는 글자의 복잡도와 

외곽형태의 등에 차이로 나타나며, 글자의 면적이 달라진다. 그리고 글자를 표현하는 

도구의 특성 차이는 글자 형태와 표정에 차이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양 중심으로 보편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한글을 

알파벳처럼 풀어쓰자는 주장했고, 한글 문장부호는 풀어쓴 한글에 맞춰서 서양의 

문장부호를 가져다 쓰게 되었다. 따라서 한글 문장부호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모양을 통일할 수 있고, 또한 문장부호의 모양, 크기, 위치를 한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ABSTRACT

Eastern and western typography there is a difference, it is different from the 
letters and write letters to different tools that will have a big role. Characters 
of the complexity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outside of the characters appear 
as different forms such as, the different character of the area. Tools and 
characters to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form and expression differences 
between the characters creates. But our country by embracing the Western 
culture around the West were commonplace. In the process, some peoples 
claimed Hangul paraphrasing such as the alphabet and Hangul punctuation 
was writing to bring Western punctuation. Therefor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Hangul form of punctuation that can unify, the punctuation of the 
shape, size and location should be adjusted to Hang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