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점 tonal markers

가운데 고리점

centered white circle dot

오른쪽 고리점

right white circle dot

종결어미=오른쪽 고리점
ending connectors
=right white circle dot

연결어미=가운데 고리점
connector
=centered white circle dot

[∂]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두점(∂446, 왼쪽)과 언해본(∂446, 오른쪽)의 구결 비교
comparing the punctuation marks and gugyul of Hunminjungum Hyrebon (∂446, left
) and Hunminjungum Unhyebon (∂446, right), respectively.

한글 문장부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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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Chinesebased cultures did not use punctuation
marks. Likewise in Korea, the last syllables of a
포함되어 있어 그 필요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늘날 word fulfilled this function, making the need for
separate punctuation marks redundant. Modern
우리가 쓰는 문장부호는 개화기 이후 일본을 통해 유입된
punctuation marks come from Western society via
서양의 문장부호 체계로 우리 고유의 것은 아니다.
Japan after the enlightenment in Korean history.
이 논문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자 문화권 영향
This paper seeks to look into the introduction,
아래 중국의 구두점 체계를 사용하던 ‘한글 문장부호의
evolu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punctuation
탄생기(1446-1879)’, 개화기 이후 일본을 통해 서양의
marks in Hangul by dividing the history into three
문장부호가 유입된 ‘한글 문장부호의 성장기(1879-1924)’, distinct periods; the first being the the ‘birth’
of punctuation marks (1446-1879), the second,
국어 문법서에서 문장부호를 규정으로 다루기 시작한 ‘한글
‘growth’ period (1879-1924); focusing on the
문장부호의 정착기(1925-오늘날)’, 세 단계로 나누어
usages of punctuation marks in various printed
한글 문장부호를 개괄하고 기능적, 형태적 흐름을 밝혔다.
matter after the enlightenment and third, the
또한 이 흐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 문장부호의
defining of punctuation marks in grammar books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한글에 알맞는 문장부호는 무엇인지에 in the ‘establishment’ period (1925 - current)
대해 제언했다.
of punctuation marks in Hangul. Also, the form
of individual analphabetic symbols as well as
issues surrounding them when used in Hangul
is addressed along with considerations and
directions for Hangul punctuation marks in the
future.
한자 문화권에서는 본래 글에 문장부호를 쓰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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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보상절의 권표, ∂447
Sukbosangjul white circle bullet, ∂447

[3]『번역노걸대』의 권표, ∂5∂?
Bunyuknogul white circle bullet, ∂5∂?

[4] 『역어유해』의 권표, ∂69◊
Yukuhyouhye white circle bullet, ∂69◊

[7] 『보권염불문』의 모점, ∂7◊4
Bogwonyumbulmun ideographic comma,
∂7◊4

[5] 『원각경언해』의 어미괄호, ∂465
Wongakgyunguhnhye black lenticular
bracket, ∂465

[6] 『영험약초』의 어미괄호, ∂485
Yunghumyakcho black lenticular
bracket, ∂485

[8] 『지장경언해』의 모점, ∂765
Jijangkyunguhnhye ideographic comma, ∂765

Introduction
The role of punctuation marks is to convey
meaning in a clear and direct way. When we speak,
한다. 소리내어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표정이나 몸짓을
we
communicate meaning through our facial
비롯해 속도, 강세, 고저 등에 변화를 주어 의미를 강조할 수
expressions, gestures, speed, accent and pitch;
있지만, 문자를 쓸 때에는 문장부호가 이를 대신한다. 우리는
punctuation marks are assigned this role within
이미 문장부호를 문장을 이루는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the written word. As much as punctuation marks
있지만, 한글 문장부호는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are a required component of the written word,
않은 상태이다.
research into this component within Hangeul has
한자 문화권에서는 본래 글에 문장부호를 쓰지 않는다.
been slow and lacking.
Chinese-based cultures did not use
글을 읽을 때 독자가 부점하는 능력을 학식의 능력으로
punctuation marks. When reading, it was the
평가하고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글은 종결어미에
문장부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장부호의 필요성이 discretion and scholarly prowess of the reader
to know where to pause. Likewise in Korea, the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때 의미상의 구분을 위해
last syllables of a word fulfilled this function,
구두점이 쓰였는데, 이는 오늘날 쓰이고 있는 문장부호의
making the need for separate punctuation marks
의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redundant. Some punctuation marks were used
있는 문장부호는 개화기 이후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양의
however to differentiate meaning, but this served
문장부호 체계이다.
a totally different function from the punctuation
marks being used today and discussed in this
이 연구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글 문장부호의
paper. Modern punctuation marks come from
등장과 변천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의 모습과
Western
society via Japan after the enlightenment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in Korea.
한다.
This paper seeks to look into the introduction,
evolu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punctuation
한글 문장부호의 흐름
marks in Hangeul. Also, the form of individual
한글 문장부호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장부호가 처음 쓰인
punctuation symbols as well as issues surrounding
훈민정음부터 오늘날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them when used in Hangeul is addressed, as well
as considerations and directions for Hangeul
∂단계는 ‘한글 문장부호 탄생기’로 훈민정음이 반포된
punctuation
marks going forward.
∂446년부터 개화기 이전인 ∂876년까지이다. 한자
들어가며

문장부호는 문장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문화권의 영향으로 중국의 구두점 체계가 한글 문헌에

Overview of Hangeul Punctuation Marks
Hangeul punctuation marks can be divided into
개화기 이후 일본을 통해 서양식 문장부호 체계가 유입된
three major periods; from the first instance of its
∂876년부터 국어 문법서에 문장부호가 규정되기
use in the Hunminjungum to present day.
이전인 ∂924년까지이다. 서양의 활판술과 서책의
The first period, or ‘Birth’ of punctuation marks
판형, 판식이 근대식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출판물에서
began from the decree of the Hunminjungum in
∂446 to prior to the enlightenment era of Korea in
문장부호가 활용되었다. 3단계는 ‘한글 문장부호
∂876. In this period, heavily influenced by Chinese
정착기’로 조선어문법에 문장부호가 규정된 ∂925년부터
오늘날까지이다. 다양한 국어 문법서에 문장부호가 규정되고 culture, Hangeul followed Chinese punctuation
systems.
개정되면서 점차 체계가 갖추어졌다.
The second is the ‘Growth’ period, from
the enlightenment era in Korea when western
한글 문장부호 탄생기(∂446-∂876) [a]
punctuation marks were introduced via Japan in
한글 문장부호는 ∂446년 훈민정음의 간행과 함께 찾아볼
∂876 to the establishing of a grammatical standard
수 있다. 그림 [∂]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이를 한글로 풀이한
in ∂924. Western typesetting and printing methods
were introduced and used during this period.
훈민정음 언해본을 비교한 것이다. 이때 훈민정음 해례본의
The third and final period is the ‘Establishment’
구두점 위치와 언해본의 구결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of
punctuation
marks, alluding to the punctuation
것을 볼 수 있는데, 글자의 가운데에 위치한 ‘고리점’은
marks defined in ∂925 in the Josunuhmunbup to
‘–하면’ 혹은 ‘–란’으로 옮겨지고, 글자의 오른쪽에 위치한
present day. Much effort was put into defining
고리점은 ‘–하나니라’로 옮겨졌다. 또한 성조를 나타내는
punctuation marks in Hangeul and as a result a
‘사성점(四聲點)’이 쓰인 것도 볼 수 있다. 이 두 문장부호는
standard set began to emerge.
한글을 위한 문장부호라고 볼 수 없으며, 중국의 구두점
체계를 따른 것이다. 이 시기 한자 문화권 아래의 많은
등장한 시기이다. 2단계는 ‘한글 문장부호 성장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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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점

white circle dot
낫표

corner brackets
온점 period

소괄호

round brackets
물음표

question mark
반점 comma
기타 기호
세미콜론 semicolon
줄표 dash

other marks

말줄임표 elipsis

[9] 『한영문법』에 쓰인 다양한 문장부호, ∂89◊
punctuation marks found in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89◊
[∂∂] 『소년』(∂년 ∂호)의 다양한 문장부호, ∂9◊8
punctuation marks found in Sonyun (year
∂ issue ∂), ∂9◊8

소괄호 round brackets
줄표 dash

겹낫표 double corner brackets

드러냄표 emphasis marks

말줄임표 elipsis

모점 ideographic comma

고리점 white circle dot

[∂◊] 『친목회회보』의 문장부호, ∂896
punctuation marks found in Chinmokhwehweboh, ∂896

[∂2] 『소년』(∂년 ∂호)에 실린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말줄임표, ∂9◊8
ellipsis found in Hyeegesuh Sonyunege in Sonyun (year ∂
issue ∂), ∂9◊8

The Birth of Hangeul Punctuation Marks (∂446∂876) [a]
Hangeul punctuation marks can be found as early
나타낼 때 쓰이기도 했지만 국문과 한문을 함께 쓰기 위해
as the inception of this writing system in ∂446, in
쓰인 점이 두드러진다. 권표가 처음 쓰인 것은 ∂449년
the Hunminjungum. Plate ∂ compares two distinct
석보상절(釋譜詳節)이다. 이때의 권표는 새로운 화제로
versions of Hangeul: Hunminjungum hyrebon
전환하고자 할 때 쓰였다. [2] 국한문 병용을 위한 권표의
and the Hangeul interpretation, Hunminjungum
쓰임은 조선 전기의 번역노걸대(飜譯老乞大)(∂5∂?)에서
unhyebon. The placement of punctuation marks
찾을 수 있다. 번역노걸대의 첫 번째 대화부분에서 한문
in Hyrebon and gugyul (Hangeul words that act
원문과 한글 언해 사이에 권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3]
as function words with Chinese characters) are
almost identical, the centered white circle dot
또한 중국어 학습서인 역어유해(譯語類解)(∂69◊)에서도
denotes “– do” or “– is” while the same symbol
중국어와 한글의 어휘를 구분하기 위해 권표가 쓰였다. [4]
positioned
to the right conveys “– as it will
‘어미괄호’ 또한 국한문 병용을 위해 쓰인
become”. Also, tonal markers to denote intonation
문장부호이다. 어미괄호의 첫 쓰임은 간경도감(刊經都監)
can also be found in this example. It is difficult to
에서 간행한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에서 볼 수 있는데,
see both instances as Hangeul punctuation marks,
이 부호를 통해 어구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5] 또한
rather a conforming to Chinese reading norms, a
영험약초(靈驗略抄)(∂485)에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regularity of vassal nations and kingdoms to China
때에도 쓰였다. [6]
of this era.
The ‘white circle bullet’ was used to signify
‘모점’은 ∂7◊4년 보권염불문(普勸念佛文)에서
the start or change of a subject, and to denote
처음 쓰인 것을 찾을 수 있다. [7] 김주원(∂995)은 이
the title of a given text, but was widely used
문장부호의 쓰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to differentiate Hangeul and Chinese. The
읽기 편하도록 호흡 단락을 나눈 것이라 보았다. ∂765년
first instance of this mark can be found in the
지장경언해(地藏經諺解)에서도 모점이 발견되는데, 이때의
Sukbosangjul (∂449) used to signify a change
모점은 오늘날의 띄어쓰기와 관련을 보인다. [8]
in subject. [2] In the Bunyuknogul (∂5∂?) during
이때까지 쓰인 문장부호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the early Josun dynasty, examples of the white
한글에 맞춰진 문장부호라기보다 중국에서 비롯된
circle bullet used for bilingual purposes can be
found. In the first dialogue the Chinese text and
문장부호로 같은 시기 한자 문화권 아래의 나라에서 두루
accompanying Hangeul are differentiated with this
쓰였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 중 ‘어미괄호’는 간경도감에서
mark.
[3] Also, in the Chinese language textbook
발간한 문헌에서부터 두루 쓰였지만, 이례적으로 중국의
Yukuhyouhye (∂69◊) the white circle bullet is used
문헌들에서 찾기가 힘들다. 이승재(2◊◊2)는 이 시기 한글
to differ Chinese and Hangeul vocabulary. [4]
문헌에 쓰인 문장부호 중 어미괄호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The ‘black lenticular bracket’ also served
것이 아닌 한글 고유의 문장부호가 아닐지 추측했다.
as a marker for bilingual Chinese, Korean
text. The first known instance of this marker is
한글 문장부호 성장기(∂876-∂924) [b]
found in the Wongakgyunguhnhye published by
Gangyungdogam where it is used to explain words
개화기 이후 한글에 쓰인 문장부호는 다양한 출판물에
or phrases. [5] In addition, Yunghumyakcho (∂485)
활용되었다. 또한 한자 문화권의 문장부호에서 일본에서
uses
this mark for supplement text [6].
유입된 서양의 문장부호 체계로 점차 바뀌어져 갔다.
The ‘ideographic comma’ can be found in the
한글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문장부호를 쓴 책은
Bogwonyumbulmun (∂7◊4) [7]. Kim Joo-won (∂995)
∂89◊년 영국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펴낸 한영문법이다.
identified this mark as nothing of importance
한영문법은 이전의 한국어 학습서와는 다르게 문법을
but rather a market for pause. A similiar example
기술하기보다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is found in Jijangkyunguhnhye (∂765) where the
이에 따라 편집의 레이아웃도 두 단으로 분리해 로마자와과
mark is used as a word space [8].
As was touched upon above, punctuation
한글을 대비시켰다. 그러나 로마자와 한글을 대비하는
marks
found during this period were not Hangeul
과정에서 로마자의 판짜기 상태를 한글에 그대로 적용시켜
specific
but rather taken from Chinese norms and
문장부호의 형태와 위치도 그대로 가져와 썼다. 따라서
practices, a phenomenon that was quite common
여기에 쓰인 문장부호는 한글과 조형적으로 전혀 어우러지지
of nations and kingdoms under Chinese influence
않는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부호인 온점,
of that time. However, the ‘black lenticular bracket’
반점, 물음표, 세미콜론, 줄표 등이 발견되지만, 당시 많이
while found in publications by Gangyungdogam
쓰이지는 않았고 가로짜기가 활발히 운용되기 시작하는
were not as prolific in Chinese literature. Lee
Seung-jae (2◊◊2) speculates that the black
∂9◊◊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다. [9]
나라에서 두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

‘권표’는 하나의 화제가 시작되거나 바꿀 때, 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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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줄임표 elipsis

[∂3] 『소년』(∂년 ∂호) 「이솝의 이약」의 말줄임표, ∂9◊8
ellipsis found in Aesop eyak in Sonyun (year ∂ issue ∂), ∂9◊8

[∂4] 『개벽』에 실린 ‘신문화 건설과 한글정리’, ∂923
Building a New Culture and Organizing Hangeul in Gebyuk, ∂923

소괄호 round brackets

소괄호 round

brackets

빈칸 띄어쓰기

word space

모점 띄어쓰기

ideographic comma as
word space

말줄임표 elipsis
말줄임표 elipsis

[∂5] 이인직의 소설 「혈의 누」(왼쪽)와 「귀의 성」(오른쪽)의 문장부호 비교
punctuation mark comparison of Hyuleh nu (left) and Gweeh sung (right)

[∂6] 『대한매일신보』, 「청류」의
문장부호, ∂9◊9
punctuation marks in Chungryu,
Daehanmaeilshinbo, ∂9◊9

[∂7] 『동아일보』의 문장부호,
∂92◊
punctuation marks in
Dongailbo, ∂92◊

[∂8] 『동아일보』 ∂962년 9월 8일자(왼쪽)와 ∂◊일자(오른쪽) 문장부호 비교
comparing punctuation marks between September 8th(left) and
∂◊th(right), ∂962 editions of Dongailbo

이 시기의 문장부호는 독자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에는 여성의 학문적 수준이 낮다는

lenticular bracket was not of Chinese origin but a
uniquely Korean invention.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독자가 여성이거나 나이대가

Growth Period of Hangeul Punctuation Marks
(∂876-∂924) [b]
특히 잡지에서 그 흔적이 두드러지는데 우리 나라 최초의
Hangeul punctuation marks are found in a variety
종합 잡지인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896)를 시작으로
of publications during the enlightenment in
다양한 여성지, 계몽지, 문학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Korea. Also, it’s noteworthy to state that a shift
친목회회보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문장부호와 일본을
from Chinese-centric analphabetic symbols to
통해 유입된 서양식 문장부호가 혼용되어 쓰였다. 한자
a Western influenced system, via Japan, can be
seen during this period. The first publication to
문화권의 문장부호인 고리점과 모점, 일본을 통해 유입된
incorporate Western punctuation marks is An
서양식 문장부호인 소괄호, 줄표, 겹낫표, 드러냄표 등이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쓰였다. [∂◊]
published by the English missionary H. G.
이후 문장부호가 가장 활발히 사용된 출판물은 최남선
Underwood in ∂89◊. Unlike previous Korean
이 발간한 잡지들이다. 일본 유학생이었던 최남선은 그가
language books that focused mostly on grammar,
발간한 잡지들의 실질적인 편집, 발행인으로 이때 사용된
this publication centered on conversation and
문장부호는 당시 일본에서 쓰이던 서양식 문장부호인
speaking Korean. As a result, the layout divided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번째 잡지인 소년(∂9◊8)을 비롯해
the page into two columns; Korean and English
side by side. However, in doing so, the Korean
아이들보이(∂9∂3), 청춘(∂9∂4) 등에서 다양한 문장부호가
text was forced into the English typesetting and
활용되었다. 특히 소년에 쓰인 다양한 문장부호들이
therefore directly applied the punctuation marks
돋보이며[∂∂], ∂년 ∂호에 실린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
to Hangeul.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use
말줄임표로 파도가 치는 모습을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of punctuation marks in this publication were not
[∂2] 또한 이솝의 이약에서도 말줄임표를 2◊개까지 써서
for Hangeul at all, rather a matter of forcing the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는 문장부호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square into the circl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글쓰기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3]
many punctuation marks we use today such as
period, comma, question mark, semicolon, dash,
∂923년 8월 ∂일 종합 잡지 개벽에는 신문화 건설과
etc can be seen in this publication, however this
한글정리라는 글이 실렸는데, 한글의 문법과 문장부호에
was
not common practice during this time and did
대해 정리해놓았다. 이는 이상춘의 조선어문법(∂925)에
not
really
gain momentum until the ∂9◊◊s when
앞서 한글 문장부호를 최초로 언급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Hangeul began to be written horizontally. [9]
[∂4]
Another prominent feature of this period is
이 시기 신소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that punctuation marks were used according to
등장하면서 문체가 순국문으로 바뀌고 문장부호의 사용도
the readership. The prevailing opinion of the time
증가했다. 그러나 문장부호는 같은 시기 잡지에 비해
was that women were not very learned, therefore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publication aimed at women or younger age
대표적으로 이인직의 소설 혈의 누(∂9◊7), 귀의 성(∂9◊8)을 groups tended to use more Korean and more
punctuation marks as well. This is especially
들 수 있다. 두 작품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같은 작가의
evident in periodicals; the Chinmokhwehweboh
작품임에도 문장부호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5] 이런
(∂896), Korea’s first variety magazine used
모습은 아직 문장부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punctuation marks as well as many women’s
신문은 다른 문헌에 비해 문장부호의 도입 속도가
magazine, literary periodicals and newsletters. The
더뎠다. 그 이유는 지면을 절약하고자 한 것과 보수적인
Chinmokhwehweboh used a mixture of Chinese
전래의 관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문보다
and western influenced punctuation marks.
시가나 소설, 광고 등에 문장부호가 사용된 예를 찾아볼
Chinese influences such as white circle dots,
ideographic commas, and western-influences via
수 있다. ∂9◊9년 ∂∂월 ∂∂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시조
Japan
in round brackets, dashes, double corner
청류(聽流)에서는 모점과 고리점 외에도 제목을 강조하기
brackets
and corner brackets. [∂◊]
위한 독특한 기호를 사용했다. [∂6] ∂92◊년 동아일보
Periodicals published by Choi, Namsun also
창간호에서는 외국어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낫표, 드러냄표
show an active use of punctuation marks. Acting
등을 사용했고[∂7], 해방 이후에는 정치, 사회면을 제외한
as publisher and editor, Choi Nam-sun, took the
일부 기사에 사용되다가 조선일보는 ∂962년 4월 3일,
western punctuation marks he had acquired while
동아일보는 같은 해 9월 ∂◊일자부터 문장부호가 전면에
studying abroad in Japan for the periodicals he
사용되기 시작했다. [∂8]
published. His first magazine Sonyun (∂9◊8) as
어릴수록 순국문체를 쓰고 문장부호를 활발히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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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상소학독본』(∂887, 왼쪽)과 『신정심상소학』(∂896, 오른쪽)의 문장부호 비교
comparing punctuation marks between Shimsangsohakdokbon (∂887, left)
and Shinjungshimsangsohak (∂896, right)

[2◊] 『조선어문법』의 문장부호 설명, ∂925
punctuation mark explanations in Chosunuhmunbub, ∂925

[2∂]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문장부호 설명, ∂933
punctuation mark explanations in Uniﬁed Spelling System of
Hangeul, ∂933

well as Idelboy (∂9∂3), Chungchun (∂9∂4) have
abundant samples of punctuation marks. Sonyun
especially shows a variety of uses [∂∂], in the
외국어나 외래어를 표기할 때 괄호를 사용했지만,
first issue Hyeegesuh Sonyunege the ellipsis is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문장부호를 사용한 것은
substituted with a wave dash [∂2]. Also in Aesop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896)부터라고 볼 수 있다.
eyak (Aesop’s Fables) the ellipsis is used up to
신정심상소학은 서문에 일본인 편집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twenty times to express a word, alluding to the
밝혔는데, ∂887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에서 발행한 소학교
freedom of writing these publications strived to
교과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의 체제와 기술을
achieve. [∂3]
차용하고 번안하면서 문장부호까지 도입한 것이다. 실제로
The variety magazine Gebyuk dated August
∂st included an article titled Building a New
두 교과서를 비교하면 문장부호를 사용한 위치가 비슷하다.
Culture and Organizing Hangeul which as the title
[∂9] 또한 신정심상소학은 민간이 아닌 학부에서 발행한
sake alludes to sought to organize grammar as
국정 교과서이므로 문장부호의 사용이 많은 곳에 영향을
well as punctuation marks in Hangeul. This can
미쳤다.
said to be the first time Hangeul punctuation
marks were mentioned prior to Lee Sang-chun’s
한글 문장부호 정착기(∂925–) [c]
Chosunuhmunbub (∂925). [∂4]
대한민국 학자에 의해 한글 문장부호가 국어 문법서에
During this period a new movement in the
처음 규정된 것은 ∂925년 이상춘의 조선어문법이다.
literary field called Shinsosul (new ficition)
gained momentum calling for a pure Korean
이 책에서는 “문(文)의 부호(符號)는 글을 짤 때에 쓰는 여러
form of writing and as a result more active use
가지 보람”이라 하며 문장부호 ∂3개를 소개하고 각각의
of punctuation marks. However, compared to
예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문장부호들은 당시 서양의
periodicals of the same period it was limited in use
문장부호 체계를 그대로 한글에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and often confusing and inconsistent. Prominent
않았다. [2◊]
examples of this are Lee In-jik’s Hyuleh nu (∂9◊7)
국어의 문장부호가 본격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은
and Gweeh sung (∂9◊8). Although both bodies
∂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부터이다. 이는
of work are from the same writer, completed in
남과 북의 국어 어문 규범의 기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ively the same time the use of punctuation
marks are totally different. [∂5] This shows the
이 책에서는 문장부호의 명칭은 제시하지 않고 부호와
lack in establishing a foundation in regards to
기능만 설명하고 있으며, 세로짜기를 위한 부호들로
punctuation
marks during this era.
가로짜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2∂]
The newspaper, compared to other text-based
∂937년 최현배의 우리말본에서도 문장부호에 대해
mediums was slow to incorporate punctuation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문장부호 사용법을 ‘월점치기’라 해서
mark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nature of
열한 가지의 부호를 설명하고 있다. 월점치기는 동양에서는
the medium being conservative in nature as well
별로 하지 않던 일이고 서양의 글 적는 법에서 온 것이라
as a matter of conserving space. So, it is natural
하며, 만일 한글만을 쓸 경우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고는
to see punctuation marks not in actual articles
글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완전한 글에는 but rather adverts, poems or literary pieces.
The Daehanmaeilshinbo, dated November ∂∂th,
반드시 월점치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체계와
∂9◊9 included a poem titled “Chungryu” which
용법은 영어를 그대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22]
incorporated ideographic commas, white circle
같은 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수정된 한글 마춤법
dots and unique symbols on the title. [∂6] The first
통일안(고친판)에서는 문장 배열 방식이 세로짜기에서
edition of Dongailbo in ∂92◊ used corner brackets
가로짜기로 바뀌었다. 문장부호 또한 가로짜기에 편리하도록 and exposure marks to emphasize foreign words.
전환되었으며, 가로짜기를 위한 네 개의 문장부호(온점,
[∂7]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반점, 큰따옴표, 작은따옴표)가 추가되었다. [23]
occupation, certain articles outside of politics and
social sections used them, while on April 3rd, ∂962
∂94◊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새판)에서는 문장부호의
the Chosunilbo then, September ∂◊th of the same
명칭을 ‘부호’로 바꾸고 종류도 서른아홉 개로 늘렸다. 또한
year
Dongailbo began using punctuation marks in
‘가로글씨(橫書)’와 ‘내리글씨(縱書)’를 구별해 공식적으로
their newspapers. [∂8]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었다. 또한
The first textbook to be published
‘인쇄상에서 시각상 주의를 끌기 위한거나, 무슨 구별을
after the enlightenment of Korea was
보이기 위한거나, 또는 여러 필요로’ 마흔세 개의 부호를
Kookminsohakdokbon (∂895). Round brackets
추가로 제시해 쓰임의 다양성을 두었다. [24] 그러나 종류가 were used to separate foreign words in this
너무 많고, 전체적인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아 복잡한 인상을 book but it was Shinjungshimsangsohak (∂896)
개화기 이후 학부에서 발행한 최초의 교과서는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895)이다.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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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말본』의 문장부호(월점치기) 설명, ∂937
explanation of woljumchigi in Woorimalbon, ∂937

[23] 「한글 마춤법 통일안(고친판)」의 문장부호 설명, ∂937
explanation of punctuation marks in the revised
Uniﬁed Spelling System of Hangeul, ∂937

[24] 「한글 마춤법 통일안(새판)」의 추가된 문장부호, ∂94◊
Added punctuation marks in the new Uniﬁed Spelling System of Hangeul,
∂94◊

준다는 평이 있어 ∂988년 한글 맞춤법에서 문장부호 규정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후 ∂946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일부 개정판),
∂948년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한글판), ∂958년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용어 수정판)에서는 문장부호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고, ∂98◊년 한글학회가 단독
개정한 한글 맞춤법에서는 오히려 문장부호의 규정이
사라졌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부호는 ∂988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국어 현실과

that incorporated punctuation marks in earnest.
The introduction reveals that the editor is of
Japanese origin, and that this textbook borrows
heavily from the Shimsangsohakdokbon (∂887)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including the use of punctuation marks. When
comparing the two books side by side the
similarities are quite revealing. [∂9] Also, as
the Shinjungshimsangsohak was a government
initiative and therefore reached far and wide as
did the punctuation marks used therein.

맞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동안 각종 연구 결과를

Establishment of Hangeul Punctuation Marks
(∂925–) [c]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 ∂996년 국어정보학회의 간행물
The first case of Hangeul punctuation marks
양식과 문장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defined by a Korean scholar is Lee Sang-chun’s
∂998년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았고, 2◊◊2년
Chosunuhmunbub in ∂925. In it he proclaims
기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문장부호 세칙안이 발표되었으나 “sentence symbols are markers for writing” and
규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보류되었다.
proceeds to introduce ∂3 punctuation marks and
examples for each mark. Unfortunately, these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2◊∂◊년, 2◊∂∂년
punctuation marks were merely taken from
국립국어원이 추진한 두 차례의 연구 용역을 통해 2◊∂∂년
western styles and applied directly to Hangeul.
말에 작성된 문장부호 지침서(안)으로 현재 공청회를 거친
[2◊]
상태이다.
A systematic effort for Korean punctuation
marks began in ∂933 by the Joseono Society in
맺음
the Unified Spelling System of Hangeul. This
한글 문장부호는 우리 고유의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한글
publication is considered the cornerstone for
창제 초기에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 개화기 이후에는 일본을 establishing language standards for both north
and south. This publication does not provide
통한 서양의 문장부호 체계의 영향을 받아 점차 한글에
the
names of the punctuation marks, rather it
자연스레 스민 것이다. 그러나 문장부호는 아직 의미적
explains
each mark for vertical reading with no
부분에서 혼동이 있으며, 조형적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consideration for horizontal reading methods. [2∂]
이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n ∂937, Choi Hyun-bae wrote about
첫째, 현재 한글 문장부호는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punctuation marks in Woorimalbon. In it, he spoke
제시되어 있다. 문장부호의 활용 범위를 고려한다면 국어
of using punctuation marks, or woljumchigi and
문법서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gave ∂∂ examples. He also stated that woljumchigi
둘째, 한글 문장부호의 용어에 혼란이 있어 명확히
was brought from western writing practices and
that Hangeul lacked in use without it. Therefore,
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흔히 ‘,’를 쉼표, ‘.’를 마침표로
a full Korean text needed to have punctuation
부르지만, 문장부호 규정에 따르면 ‘,’의 이름은 ‘반점’이고,
marks
included, and stated that western methods
쉼표는 ‘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포함하는 범위의
should be directly applied to Hangeul. [22]
이름이다. 또한 ‘.’의 이름은 ‘온점’이고, 마침표는 ‘온점’
In that same year, a revised Unified Spelling
‘느낌표’ ‘물음표’를 포함하는 범위를 가르킨다.
System of Hangeul switched the standard of
셋째, 세로짜기와 가로짜기의 문장부호를 구분해야
sentences from vertical to horizontal. Punctuation
한다. 현재 문장부호 규정에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marks were also re-established for horizontal
쓰는 데 혼동을 준다. 한편에서는 세로짜기를 전면 부정하는 reading, while four additional marks (period,
comma, double and single quotation marks) were
입장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용해온 한글 세로짜기에 대한
introduced.
[23]
기능과 미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한글
In
∂94◊,
the new Unified Spelling System
세로짜기용 문장부호의 규정이 그 기능을 일부 담당 할 수
of Hangeul changed the official terminology
있을 것이라 본다.
to ‘mark’, or buho and introduced 39 additional
넷째, 한글 문법서와 디지털 폰트의 문장부호가
marks. Also, horizontal writing, or garogulshee and
호환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출판물은 DTP 환경에서
vertical writing or nerigulshee was distinguished,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폰트의 문장부호는
officially differentiating the two writing /reading
한글 문법서가 아닌 ‘KS코드(KS C 56◊∂, KS X ∂◊◊∂)’
directions. 43 additional marks were added ‘to
바탕으로 몇 차례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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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Mac 확장 코드(Mac OS Korean)’를 따른다. 이 두
코드는 한글 문법서에 규정한 문장부호를 완벽히 흡수하고
있지 않아 쓰는 데 어려움을 주며, 글꼴별로도 모양, 크기,
기준선, 너비 등의 편차가 매우 커서 활용하는 데 오류를
일으키곤 한다.
이처럼 문장부호는 아직 한글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문장부호가 한글에 도입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글과 문장부호 각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글에 알맞은 의미와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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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 attention, differentiate or other uses in
printed matter’ thereby showing an earnest effort
to expand and diversify Hangeul. [24] However, it
turned out to be too much in such little time, as
well as not organized into an effective system. So
much so that in ∂988 Hangeul Spelling System
greatly decreased the number.
Afterwards, in the partially revised Unified
Spelling System of Hangeul (∂946), Hangeul
edition of Unified Spelling System of Hangeul
(∂948), the revised terminology Unified Spelling
System of Hangeul (∂958) no updates or changes
were made to punctuation marks despite the
many versions and revision, and it is only in ∂98◊
that the Hangeul Society independently revised
their Hangeul Spelling System, effectively doing
away with punctuation marks.
The punctuation marks we use today were
established in ∂988 and defined in the Hangeul
Spelling System. However, it was soon realized
that this was not realistic for the Korean language.
There have been a few scholarly attempts at
revising the current system but none have been
successful in doing so. The Korean Information
Society in ∂996 published a study titled ‘Research
on Current State of Periodical Forms and
Punctuation Marks & Standardization Solutions’,
from this a revision was drafted in ∂998 but was
never confirmed, while in 2◊◊2 in attempts to
revised the current standards Punctuation Marks
Minutes was announced but was set aside due to
a call for a more fundamental change in system
standards. Currently, 2◊∂◊, 2◊∂∂ and revision
drafts or bills,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a public hearing of a draft
Punctuation Mark Manual completed in 2◊∂∂ has
been completed.
Conclusion
Hangeul punctuation marks are not purely Korean.
Since the inception of Hangeul punctuation marks
took from Chinese practises, while after the
enlightenment in Korea a western-centric method
imported from Japan was slowly introduced
into this writing system. Even now, punctuation
marks are not clearly defined and still need to
be refined visual with the syllables of Hangeul.
Below are a few issues pertaining to this as well
as some suggested solutions or directions for
consideration.
First, punctuation marks are found in the
appendix of the Hangeul Spelling System. When
considering the usage of punctuation marks in
everyday life, it should be taken out of it’s auxiliary
position and given more atten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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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erminology is unclear and needs
to be defined. For instance, ‘,’ is referred to as
shwimpyo (comma), ‘.’ as machimpyo (period), but
according to the standards, ‘,’ is banjum (comma)
while shwimpyo refers to midpoints, colon, and
slash collectively. Also, ‘.’ should be termed
ohnjum (period) while machimpyo refers to full
stops, question marks and exclamation marks as
a whole.
Third, differentiation should be made when
using punctuations for vertical and horizontal
typesetting. Currently, there is no differentiation
among the two reading methods and therefore
raises much confusion. Some schools deny the
very use of vertical reading, historically speaking
this is the intended reading method of this writing
system and should be preserved if nothing else
for aesthetics and tradition. It is believed that
a standardized system of punctuation marks
for vertical reading would greatly preserve this
reading method.
Fourth, Korean grammar manuals should be
compatible with digital font punctuation marks.
The majority of printed materials are undertaken
in a digital desktop publishing environment.
Digital fonts used in such an environment do not
follow Korean grammar manuals but rather KS
Code (KS C 56◊∂, KS X ∂◊◊∂) or Mac OS Korean.
These two standards do not align with the
national standard of punctuation marks leading
to confusing differences among typefaces, size,
baseline and width.
As was mentioned, punctuation marks have
not fully established itself in Hangeul. Until now,
western punctuation marks were the standard for
Hangeul, it is time to understand both sides and
find a system and form appropriate for Hang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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