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교육의 살태와 방향* 

장영희” 

1. 머리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의 약 fí)-7(f/O가 한자어에 바탕을 두 

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의 대부푼이 한자 • 한문으로 기록되 

어 있다. 이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 

리 나라의 언어생활 및 문화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온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찍부터 우리말 속에 한지어가 대량으로 유입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일언어를 사용하띤서도 한글파 한:AH*는 이중문자 생활을 

하는상황어 되었다 

한글과 한자의 이중문자 생활판 문자 표기 문제를 놓고 %년 동안이나 

한글 전용 대 한자 혼용의 갈등을 겪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어 교육 

이 1945년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이 갈등 

의 결과로도볼수 있다.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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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문자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문화 전반에 걸 

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시대에 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 

생들의 쉬운 문자 생활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정신을 되새 

겨 보더라도 문자 정책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일상의 

문자 생활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나7싸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그 사회의 전통을 전수하 

고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전통이나 현실 

과 통떨어질 수 없다. 국어 어휘의 약 W/O 이상이 한지어이고 古典 대 

부분이 한자 및 한자어와 관련되므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바 

른 국어 생활은 붉론 우리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띠라서 한자 교육은 문자 정책과 별개일 수 없으며 우리의 언어 현실 

이나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문화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펼요하다. 한자 

가 우리 문자가 아니라고 배격만 할 것은 아니다. 서구의 선진국들도 그 

틀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원류를 팀구하기 위해서 라틴어 교육을 중 

요시하고었다. 

국경이 희미해진 세상에 언어는 경쟁력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 

른 니라 사람들의 사고와 문회펠 익히는 데 필수적이다. 서양에서도 한자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 한자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런던대학 

은 1，때자의 기초 한자를 지도하고 예일대학은 1，뼈자를 제정해 관련학 

과에서 지도하고 있다. 오늘날 16억이나 되는 많은 亞太人이 사용하는 한 

자문화권의 중섬에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한자 교육이 한층 강회될 펼요 

가 또 여기에 있다. 특히 중국이 급속도로 부)상하면서 중국， 일본과의 한 

자 문화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최소한도의 한자 실력은 갖추고 있어 

야한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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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육은무척 중요한문제이다. 이런중요한시기에 우리 나라한자교육 

전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자 정책의 변천λJl) 

문자 정책에 있어서는 1짧년 고종 31년， 대한제국 칙령 제1호로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본을 삼고 향f문 번역을 붙이며， 혹 국한문을 혼용한 

다”는 한글 전용 대원칙에 판한 법령을 콩포함으로써 법적 차원의 문자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광복 직후 민족의 독립과 함께 국어 순화론자들 

의 주장에 의해 한글 전용이 학교 교육에서 강력히 추진되었고 1948년 12 

월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에 이르렸다. 

한글 전용의 선봉장인 최현배 선생님은 “교육은 인간에서의 가장 근본 

스럽고 중요한 일”이라 하여 한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1970:6-9) 한자를 배격함은 물론 기능한 한 모든 어휘를 우리 고유의 말 

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자가 비록 중국의 문자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문자 생활에 융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너무 지나 

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광복 이후 시작된 이러한 갈동은 우리 나라 

문자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에까지도 큰 혼란을 가져 왔다. 

광복 후 지금까지 문자 정책의 변천상을 간추려 보면 디음과 같다. 

1945년 12월 8일.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초동， 중동 교육에서 

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쓰고 한자는 안 쓰기로 함”을 결의. 

1948년 12월. 국회에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6호 통과. “대한민국의 공 

용 문서는 한달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펼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었다" 

1) 문자 정책과 한자 문제는 검민수(1!m)， 김문챙lffi4)， 심재기(1쨌)， 민현식(1: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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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정부， 한자 병용 허용. 

1떼년 5월. 정부 한자 혼용 허용. 

1ffi1년 9월. 상용 한자 1，(XX)자 제정(한자 폐지 정책의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함). 

1ffi4년. 한글 전용 강조 기존 상용 한자 1，00자에 뼈지를 보탠 1，뼈자의 

임시 제한 한자 제정. 國校 高學年 국한 혼용. 

1끊년. 문교부， 한글 전용볍 발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문서와 신문 • 잡 

지 및 공공 표지물은 한글로 쓴다. 다만 학술용어로서 부득이한 경우의 용 

어는 괄호 안에 첨서한다” 

1ffi7년. 한글 전용 적극 추진안과 한글 전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1짧년 1월. 한글 전용 실천 요강 실시. 간판 • 문서 • 관청 도장 둥 한글 

전용지시. 

1됐년. 문교부， 내무부 협조로 거리 간판의 한자 강제 추방. 

1~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글 전용 법률안 개정. 

1~년 5월. 한달 전용 원칙 발표 

1~년 8월， 교과서에 한자 노출. 한글 전용 특별 심의회， 한글 전용얀 회 

보 5집 간행(총 14，læ개 어휘의 한자 • 외래어 • 어려운 말 풀이). 

1005년. 한글 전용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포 초중고 교과서에 임시 허용 

한자 1，뼈자노출. 

1쨌년. 대통령， 한글 전용 선언.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공포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지시’. 

1맑0년 1월 1일. 한글 전용 단행. 초중고 교과서에서 한자 없엠. 

1972년 8월. 중고 한자 교육 부활， 교육용 기초 한자 1，Ero자 제정.(중학교 

용 %자 고둥학교용 뼈자l. 

1973년. 각 대학에 한문 교육과 신설. 

1975년. 중고 교과서에 한자 둥장(병용). 

1쨌년. 정부， 모든 공문서에 한자 병용. 

19.1)년 1월. 정부， ‘한글 전용법’ 틀 내에서 한자 병용 추진 방안 발표 정 

부 공문서와 E-쿄 표지판에 한자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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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싱헤l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문자 정책이 얼마나 무원칙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랴한 정부 정책으로 학교 교육이 크게 혼틀려 왔으며 이 과 

정에서 학생툴만 펴해를 입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냐장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둥과 논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글 전용올 하더라도 한자 교육은 필요하며， 한자 혼용을 하더라도 한 

글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의 문자 생활은 한글 전 

용 시대로 니。}가고 있는 중이다. 이전의 한자 혼용 신문틀에서도 해마다 

눈에 띄게 한자의 비울이 줄어들고 있다2) 한글 전용의 대세를 거슬리기 

는 어려운 상뺨1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글 전용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한자 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땐년 정부는 모든 공문서에 한자를 병용할 수 있게 했다. 편하고 쉬 

운 우리말을 찾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그것을 찾아서 쓰고， 해석 

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햇갈리지 않고 명료한 돗을 전달하기 위 

해서 한자를 병기해 주는 것이 적절하고 정확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 

서 한자 병용에 대해서 전문가 집Rf이나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 의견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정책적 판탠:>1 내려진다면 공문서뿐만 아니라 전반 

적으로 확고하게 하나의 정책으로 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의 주요 쟁점 

한글 전용론자나 한자 혼용론지·들이 모두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 

2) 노대규(1體4-6)의 1948년과 1짧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제목과 내용 

을 분석한 결파를 보면 한글 사용은 4).8%에서 ffiO/u로 높이졌고， 한자 시용은 ffi.2"/o 

에서 14%로 낮아졌다 즉 한글의 사용이 한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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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이나 사실 이들은 서로 배타적 관계라기 보다는 충환히 상보적으 

로 양렵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 김문챙1잃:13)은 한글 

전용론 안에서도 한자 사용 및 한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국한 혼용혼 가훈데서도 또한 한굴올 훨수록 사용하고 한자률 억제 

하자는 제한론룰이 있어 양측의 주장을 일도양단식(一刀兩斷式)으로 양 

본하기는 어려훈 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글 전용론자나 한자 혼용 

론지들이 한차 교육의 펼요성윷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둘 사이의 접점올 

찾아 서로의 이견올 좁히도록 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 효벌 전용훌 

한글 전용론은 최현배가 선봉장으로서 J7t 활동했던 한글학회의 기본 
태도로 이틀이 주장한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 전용으로 문자， 언어， 의사 표현에 지징이 없다， 

둘째， 한자는 지수와 자획이 많아 문자교육에 부적절하다. 

셋째， 한자의 발옴이 한 • 중 · 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효파가 없다. 

넷째， 쟁보화 시대에 한자는 큰 걸렴롤이 된다. 

다섯째， 우리 민족 문화의 보존 및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한글만 써야 

한다， 

여섯째， 전국민이 한자를 익히기보다는 한문학자만 고전국역에 매진하 

면된다 

한글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배워서 익히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훈민정옴 해례본의 정인지 序의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슬기로운 사랍은 하루 아침 안에 깨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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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사중석1라도 열훌 안에 배울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것도 바 

로 이러한 한글의 대중성 때문이다;4) 한글 전용의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 

이유는 말과 글이 인간의 사고와 인식올 지배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왜 일제가 그토록 우리말과 글율 말살하려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글 전용론자틀은 한글 전용을 국민 정신과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고 한글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2) 한자혼용론 

한자 혼용론은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 

육학회， 국어국문학회， 국어학회 퉁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그 논지를 요약 

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의 7fP/o가 한자어이므로 국어 어휘력 신장을 위해서 한자 교 

육은필요하다. 

둘째， 국어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은데 한자는 이의 의미 식별을 용이하게 

해준다‘ 
셋째， 한자는 조어력과 촉약력이 강해 수많은 어휘풀 만들 수 있다. 

넷째， 문장이냐 지변에 나타난 환자는 그 뜻이 바로 떠오르는 시각적인 

효과가었다. 

3) 원문은 智者不終朝爾*， 愚者可激'ÎrJj힘顧 이다. 
4) 이러한 한글의 쭉썽윤 국제 71규L얘셔도 공인용 받71에 이르렀다. 유네스코 

(UNESCO)에서는 11년 천j휴터 해마다 셰계에서 뻗뺑 회쳐에 공이 큰 이틀에게 “세 
종대왕 문맹 퇴치생Kìng S히αJg U뻐cny Prize)"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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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제화 시대 한자문화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문X앤 한 

자를알。빠한다. 

여섯째， 민족 문화의 전풍을 계숭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국어 교육의 첫째 목표는 말과 글을 배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 

고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이나 글을 듣거나 읽 

어서 옳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문자 정책이 혼란을 겪으면서 한글 세대가 %얀f되었고 한글 세 

대의 국어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상 

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J7년 전국 49개 대학 617~ 학과의 남자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한자능력검정회의 4급 문제지로 시험을 치른 「대 

학졸업생의 한자 능력 조사」에서 평균 점수가 ~.5점이었고，~점 미만이 

ffiO/o를 차지했다는 보고도 었다{조선일보， 1없7.9.10. 사회면). 

또한 없U년 6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둥학 

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틀 가운데 전국 학생의 약 0.5%를 표집(중학교 

æ개 학교 고등학교 92개 학교에서 각 학교 당 1개 학급씩， 총 중학교 3학 

년 3짧명과 고등학교 2학년 3，005명)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함;q.성취도 수톨 

$ 

4J 

$ 짧호 
a 

10 

우수 보톨 기호 기호악액미밑 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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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우수 학력자와 기초 학력 미달자가 각각 14.3%와 5.1%였고 

고퉁학생은 각각 13.8%와 2.4% 이다.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중학생이 

45.6점， 고둥학생은 52.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성별로 조사한 결파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점 

수가 각각 43.00점과 48.00점으로 여학생이 조금 높았다. 고둥학생도 남학 

생과 여학생이 각각 51.00점과 52.않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국어 어휘의 태반이 한자어이고 학문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한X써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이 두 조사의 예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 학생 

들의 한자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얄 수 있다. 이것은 심히 우려할 상횡어 

다. 더구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한자를 모르는 것은 심각한 문 

제이다. 

한자 혼용론자들은 우리 국어 교육의 향상과 민족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의 측면에서 한자 혼용을 주징L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한지를 모르고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3) 효벌 전용과 한자 교육 

한지어를 한글로만 쓰는 것이 한글 전용은 아닐 것이다. 한자 표현을 

한글로 비꾸는 데에는 많은 경우 언어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또 어려 

운 한자어를 꼭 한자로 써야 할 필요도 없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있 

다면 찾아서 쓰는 것이 딩연하다. 

도로변이나 강가， 주요 시설문 끈처에는 ‘접도 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녹화지 출입금지’， ‘폭발물 반입급지’ 둥과 같은 경고판1 아주 많은데 거 

의가 어려운 한자말 일색이다. 또 다음 예의 왼쪽은 한자를 음만 한글로 

비꾸어 놓은 것으로 거의 의미 파익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다. 오른쪽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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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비-꿔 놓은 것이다. 

싸리나무 식재지(植我地) • 싸리나무 심은 곳 

사고다발지역(事故多發地域) • 사고 많은 곳， 사고 잦은 곳 

노견(路屆) • 갓길 

독거노인(獨居老人) • 혼자 사는 노인 

분기점(分l뼈點) • 갈림길 

무가지(無價紙) • 무료신문 

위의 예들을 똥해서 보더라도 한지를 음만 바꾸어 놓으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전용과 함께 한자 교육의 필요 

성이 항상 제기되며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 시어에 끊임없는 갈둥이 생기 

는것이다. 

문자의 존재 이유가 의사 전달에 그 최종 목적이 있다면， 펀하고 쉬운 

우리말을 찾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그것을 찾아 쓰고 그렇지 않 

을 때에는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말 

의 밍% 이십에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문화와 학문에 관한 어휘 

는 거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한자라고 해 

서 배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늘날 16억 亞太人이 시용하고 있는 한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세계 

적인 언어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정보화나 세계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도 

한X에다. 우리 내1는 지정학적으로 한자 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만큼 21 

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한자를 모르고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은 분 

명한 사실이다. 종f글 전용론자나 한자 혼용론자는 다 함께 이러한 변화하 

는 세계 환경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인 

가 하는 방향에서 생각해 나7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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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일 3국의한자교육살태 

1) 효댁의 한자교육 

정부의 문자 정책이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올 왔다 갔다 하면서 교과 

서에 한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과정에셔 학생툴만 피해를 입 

었다. 특히 1970년 전변적인 한글 전용이 단행되면서 모든 교과서에서 한 

자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1971년 교육과정올 부분 개정히여 한문을 중 • 고풍학교의 

독립 필수 교과로 지정했고， 1972년부터는 한문을 독립 교과로 운영했으 

며 그해 8월에는 교육용 기초한자 1.1<<)자를 제정하여 중학교에서 %자 

고퉁학교에서 %자씩을 필수적으료‘ 지도하게 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교 

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6차 교육과정에는 휠수 교과에서 선택 교과로 

축소되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을 고2 때에 가서야 가르치도록 

명문화해 놓고있다. 

한펀 초퉁학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재량시간이 설정되어 한자 

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즉 초퉁학교 3.4.5'6학년 대상으로 기초한 

자 %자를 바탕으로 한자 · 한2써 · 한자어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 

나 초퉁학교 교육용 기초한자가 재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마다 교재와 교 

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효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l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의 제정이 시급한 상횡이 

다. 

또한 오늘날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을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세계 

의 흐름에 부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용 기초한자 1，1<<)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펼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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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한자 교육5) 

북한은 1앓년부터 한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급 중학교 1학년부터 3 

년간 %자， 고급 중학교 3년간 1，뼈자 계 1，뼈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런데 1970년에 보통 교육용 2，뼈자， 대학용 1，뼈자를 새로 제 

정하여 국한문 혼용체로 교확을 강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민학교(우리 나라 초풍학교 1학년-4학년)에서는 한자를 가르 

치지 않으나 우리 나라 초둥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고둥중학교 1-2 

학년에서 %자 우리 나라 고동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고둥중학교 6학년 

까지는 1，때자를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다 기술학교용 %자를 햄배 보 

통교육용으로 2，뼈자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파정은 별도로 1，1뼈지를 더 

가르치게 되어 있어 학생들은- 모두 3，뼈자를 배우고 있다 

우리가 1970년에 한글 전용을 단행한 것과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오히 

려 한자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보다 더 많은 3，뼈자를 대학교에 이르는 

전 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외 한자교혹) 

초둥학교의 한자 교육은 ‘초둥학교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나 있다. 일본 

의 초둥학생은 1학년 때 없자릅 시작으로 6년간 1，야까 정도의 한자를 입 

고 쓰는 교육을 받고 있다" 1，0C6자로 정한 것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기본 

적으로 쓰이는 중요 한자임은 물론 최소한의 문자 생활이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5) 북한의 한자 교육은 남광위1쨌) 참고 

6) 일본의 한자 교육은 김상홍 외(1體)과 이한엽(ì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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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한자 교육윤 초풍학교 때 배운 1 α6자의 한지를 완전히 읽고 

쓰제 하고 1，앓합}의 상용환자 종 이풀올 재외한 나머지 쨌l지는 대략 읽 

을 수 있는 데까치 교육할 것용 목표로 하고 있다. 

고풍학교의 경우는 초 • 중학교와 달리 습득할 한지수가 명시되어 있 

지 않다. 다만 “상용한자를 익숙하게 읽게 하고 주요한 상용한자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둥학교확습지도요령’의 ‘국어 I ’에 설명해 놓고 

있다. 

4) 종국의 한자 교육:J) 

중국은 초둥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9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상용자 2，ffJ2지는 초둥학교에서 , 치상용자 918자 

는 중학교에서 익히게 한다. 고풍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시용된 문장의 

내용에 따라 약간의 비상환禮 함}로 확습한다. 상용자는 아니지만 알 

아둘 필요가 있는 글자를 提高字 잘 샤용하지 않는 글지-를 生辯字라 하 

여 추가해 놓고 있다. 

5) 효댁·북한·잃본·종국의 한자교육현황 

앞에서 다룬 한국과 북한， 일본 • 중국의 한자 교육에 대해서 종합적인 

도표를 만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중국의 한자 교육은 김상홍 외(1體)과 이규잡ü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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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택·북한 잃본의 한자교육 현황 

중학교 Iffil자 2，1XXl자 l :m자 
(고등중학교 

6학년까지 1;뻐자 
고등학교 |‘%자 | 기술학교용 %자) 

소계:쟁자 

전체적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가 북한이나 일본에 비해 한자 학습 

량이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 남한 1，~자 대 3，1때자로 남북 

한 언어의 격차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남북한 언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한자 교육을 강화할 펼요가 있다. 

일본은 21세기 인간은 국제인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 

나라의 고전을 읽윤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유치원생에게도 %여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실제적 한자 학습량은 우리 보다 

훨씬 많다. 일본은 우리와 인접한 한지문화권 국가로 서로 문화적 동질성 

을 가지고 있다. 또 공통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문화 이해도가 커서 한자 

를 많이 얄변 얄수록 일본어 학습에도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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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자 교육이 냐아갈 빵향 

지금까지 우리 나라문자정책과 한·중·일 3국의 한자교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한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함어 분명해졌 

다 

더욱이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의 상호 인접한 지정학적 조건은 한자로 

하여금 공통 유사한 민족 문화의 기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케 하여 

이른바 한자문화권올 형성하고 있다. 이들 한 • 중 • 일 3국은 지난 læ4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3국 공용의 상용한자률 마련하는 것이 한 • 중 · 일 

3국의 상호 번영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 

치를 보고 지금까지 수 차례 회의를 열어 오고 있다. 

물론 3국 공용의 상용한자 션정이 국가간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 

운 일은 아벌 것이다. 그러나 전문7뚫어 꾸준히 연구해 가면 불가능한 일 

도 아닐 껏이다. 이 일이 실현훤다면 여러 분야에서 헨자 문회권 안의 교 

류가 확대되어 한자 문화권의 결속과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언어는 다르더라도 한자로.써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상대방 한자 

문헌을 흉해 그 니라의 문화와 역시를 이해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문화적 

연대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자를 알고 있으면 공통한자어가 

많은 한 • 중 • 일 문화권에서 중국어나 일본어의 습득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우꾀의 한자 교육을 강화한다면 어떤 방향 

으로 나강}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한다. 

첫째， 초둥학표에서의 한자 교육 실시 문제 

둘째， 현재 교육용 기초 한자 11뼈자의 조정 문제 
셋째， 한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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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 실시 뿔쩌| 

현재 영어 교육이 최화한 상햄서 한자가 어렵다고 해서 가르치지 

말}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영어 세계화 바람 속에 。에들의 의식이 서 

구화되어 가는 것은 우려할 문제이다. 다행한 것은 최근 한자 교육 희망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상딩수가 초동학교의 한자 교육을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1體년 제주도릅 제외한 전국 7개 시도 교수 • 교사 • 일반인을 대상으 

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다음과같다.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 실시 여부8) 

8) 김상홍 외(1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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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은 “초둥학교에서도 한자 교육을 해야 한다” 

@는 “현행대로 중 • 고둥학교에서만 해야 한다. 

초둥학교에서도 한지를 교육히여야 한다는 의견이 총 웅답자의 00.1% 

로 압도적이다. 현행대로 중 • 고동학교에서만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o/o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초풍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많은 사랍들이 지지하고 있용을 알 수 있다. 과거 여러 단체와 학자틀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다옴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 대부 

분이 한자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鄭遇相

忠南敢育院

大韓數聯

1m 

1975 

1m 
1쨌 

한자교육 찬성톨9) 

남녀고교생0，쨌) 

초중고교λt<æ)) 

전국초중고교사-(4%) 

시도교위장학시-(22) 
시도교위연구관(22) 

전국지식인(앙기 

광주， 학부모(4，718) 

53% 
7['f/o 

~.3% 

81% 

π6% 

우리는 수년 전부터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외국어 교육， 특 

히 영어 교육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에서도 중요한 과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초둥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우 

리가 처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 

다 

9) 김문챙1쨌:8))에서 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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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와 인접한 한자 문화권으로 눈을 돌려 본다면 이들 국가들 

이 우리 나라에 았어 역사적 • 문화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미국에 못지 않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었다. 최근 3)년 간 동아 

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이 세계 경 

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한자 문화권 국가를파의 각종 교류에 있어 한자를 가지 

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이점이 된다. 그렇다면 영어뿔만 아니 

라 한자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경쟁력을 갖출 팔요가 있다. 

2) 교육용 기초 한자 1，800Ã띤| 조정 문제 

현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3X>지는 1엔2년에 제정되었고 이것은 어 

디까지나 ‘교육용’ 한지일 뿐이어서 실용적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교육용 기초 한자 1，뼈자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표준 국어 대사전.JJ(국 

립국어연구원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를 조사한 결과 

도 참고할 만하다. 대사전 표제어 기운제 한자가 총 7，310자가 시용되었는 

데 빈도수 00%에 해당하는 한자가 1，쨌자; ffi%에 해당히는 한자가 2，쟁 

로 밝혀졌다10) 이 빈도수 조사에 의한다면 우리가 국어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한쩌를 모두 알기 위해서는 7.310자의 한지·를 모두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ffi%이상의 헥습 성취를 목표로 한다면 2，뼈자의 한자 

만 학습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중국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는 한자 수가 대략 3천에서 

4천 자라고 한다， 또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출판물의 000/0를 차지하는 것 

은 없:Ato1고 00%는 2，때자로 채워진다. 중국에서는 1쨌년에 국가교육 

1이 남윤진국어사전 표제어의 한자 빈도J，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1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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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국기·연어문자공작위원회(國家言語文字I作委員會)가 공동으 

로 현대한어상용자표(現代漢語常用字表)를 공포해 상용자 3，~지률 정 

했는데 이 3，~자의 시용 빈도울이 ffi.48%나 된다고 한대최영애1앉혔161). 

우리 나라헤서도 1!m년 11훨 24일에 4개 학술단체(한국어문연구회， 한 

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육학회， 한국한문교육연구회)가 공동으로 

상용한자 2，(XX)자 얀올 최종 학정하고 성명(姓名)， 지명용{地名用) 한자 

때자를 첨부한 바 있다)]) 

교육용 기초 한자 1，뼈자가 제정왼 지 거의 l)년 가깨l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조쟁할 필요가 었다. 그 방향은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 첨단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퉁 샤회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활 것이다. 무떳보다 최근의 언어 자료를 기초로 한 체계 

적인 조사가 펼요하다고 본다. 언어 자료에 시용된 개별 한자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반드시 읽고 쓸 수 있어야 할 한자， 쓰지는 못할 망정 읽을 수는 

있어야 할 한자 등으로 나누어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 

고 초등학교에서도 한자 교육을 실시한다면 초등학교용 기초 한자도 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중· 일 3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범 국민 

적인 차원에서 이에 부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차 교홉.21 싫효성률 놓이기 위한 문제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아루어지고 있다면 사회가 지닌 갖가지 체제와 

구조들도 그것의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어와 문 

자는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l-이가 아주 크다. 그런데 배워 놓 

고도 써먹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효율적인 일도 없을 것이다. 쓸모 없 

11) r常用漢字의 뿜IJ定J，어문연구~æ호， 韓國語文敎育돼究會， lff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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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신문 · 잡지 기타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한자롤 적절 

히 샤용하여 평상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매우 시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로 표째이나 공공 건물의 간뺀1 한글과 영어는 물론 한자 

를 병기함으로써 한자 교육에 콘 도용을 줄 수 었다. 이는 한자 문화권 국 

가들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어학 교육에 있어서도 자연스 

럽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 활용 능력 성취도에 대한 혜택을 준디든지 하여 사회적으로 

한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펼요가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어문회，12) 한문능력검정회， 한지급수자격검정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 

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한자 급수 취득X써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즉 대학 진학시 또는 회사에 입사하거나 숭진을 할 때 

기산점을 주는 동 수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한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과거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의 우리 나라 문자 정책과 한자 교육의 

성과를 냉철히 분석 · 평가히여 볼 때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의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효울적인 한자 교육。l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언어와 문자는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써f이다. 언어는 강렬한 민 

족성을 띠고 있으나 문자는 얼마든지 차용해 쓸 수 있다. 

12)(새 한국어문회는 국가 공인을 얻은 민간 기팬유효기간. 때1년 1월 1열-3XJ2년 

12월 31일)으로서 1급에서 4급까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공인 자격증을 주고 

있다. 



한자 교육의 실태와 방향 • 장영회 185 

오늘날 한자는 결코 중국만의 문자는 아니다. 오랜 과거부터 동양문화 

권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해 온 문7-t이다. 우리 나라 

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과 문자 생 

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역사와 전통을 자닌 문자이다. 표음문자의 극치 

인 한글과 표의문자의 극치인 한자가 조화를 이룰 때 부족후l이나 아쉬움 

없는 언어 생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21세기 중반기에 이르면 세계의 정치 • 경제 · 문화 퉁 각 분야에 

걸쳐 영자 문화권과 한자 문화권과의 치열한 경쟁의 형국이 전개될 것이 

라는 구미학자들의 예견도 그냥 칸파해서는 안된다. 이런 변화하는 세계 

환경을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한자 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그 사회의 전통을 전수하고 그 사 

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전통이나 현실과 동떨어 

질 수 없다. 국어 어휘의 약 fi)O/O 아상이 한자어이고 古典 대부분이 한자 

및 한지어와 관련되므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비론 국어 생활은 

물론 우리 민족 문화의 계숭 발전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국어 생활과 우리 문화 발전에 도옴이 되고 국민 생활 

에 편리함을 주는 한자 정책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는 한글 전용론자나 국한 혼용론자나 다 함께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이익이 되는 방향P호 그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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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stract 

Actual State and Direction of Chinese Characters t Education 

JarY,J, YeorYJ-hui 

We know that tbe effective α뼈sec뼈rac뼈s’ 어u때011 was not aCCOrrJ)피하빼 

야~u똥 of the v머ueless discussiOl1 011 tl몽 않clusive use of 뻐ng없l 뻐d the use 

f펴19며l 때ether with αlÍneSe c:벼rac따"S for the 뼈표 a 떠ltury of tbe past. A 

language and a character is different things. The language has the strong racial 

characteristics. But the c뼈racter (갱n be borrowed without 뼈t 

까le αψlese 때rac따응 하-e not the c벼racter for αùy c비na 뼈ay. The chinese 

charac없 arec뼈$κT to have Ix꿨1m뼈 through seVI없1 cαmtries 때 peq)/es 

of the ori해때 culture circle from old times. The αlÍneSe ch밍ClCterS are c벼racter 

to have histoπ 뼈 tn뼈tion that have played an impOI때lt role in our language 

life and charac뼈 life before King Sejong made 뻐ng얹1. We 빼 do gl때 

l때gu앵:e life ar피 charac따 life when 뻐ng밍J， 야lOnetic is hanmnious with 

α1Ínese charac따"S， ide맹ram 

Eur머Bill ar떠 k뼈i떠n 따101ar-s foretold that EngIi양1 culture circle will 

competeag며1St α피1eSe characters’ culture circle in fi밍d of {Xllitics, economy, 
cul뻐e 없1d so 에 if we will reach at the n1Í뼈Je of 21 century. We have to 

rec맹nize the change of tbe world circumstanæ. We think 버at tbe 어ucati，αlof 

Chinese characters has to be strengtheJ때 from tbe 찌ewpoint of natio때 

αrnpetive {Xl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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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1e 어ucation 뼈의때]y lranSl11Ît the socia1 tradition and α-esent the sαia1 

deve]qJrm1t dinrtion to the y，뻐땅~ gl얹leration. The 어ucation 때n not be 

S뼈와ed from the sαia1 tr삶ition or actuality. The ∞nect Korean life and 뼈 

sucæssion deVI리())JI1'a1t of our raci외 cu1ture will be diffecu1t without 

m때하뼈lsion of Chine않 C벼$않'S OO:ause rmre than fDO/o of Korean vocabularγ 

is αrinese 대aracters ar엄 them퍼α'ity of classical li따-ature is connec뼈 뻐th 

Chinese charac뼈S 때 awαÙ writ떠1in αrinese chara뼈s. 

We have to sys따natize the Chine똥 C뻐mc없’ 어ucation to be 벼뼈 m 
cmect 없없n life and our cu1tura1 deVI러야xænt . The s이olar'S of 많ng태1 

exclu혀ve use and the scholar'S of 뻐ng밍l 때e따:T with αψleSe charoc따'S have 

to do our best to find 뼈 agr없rent in the 빼-ection of 밟1efit in the fu따e of 

natiα1 and πl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