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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자교육은 한국학의 기초학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띠라서 한자교육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일은 한국학 교육자에게는 우선적인 임무이다. 

한국에는 漢字敎育에 관한 논저는 수 없이 많다. 그만큼 한국의 한자교 

육은 전통이 갚고 풍부하며 훌륭하다 그 전통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 

서 계승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유럽의 프랑 

스에서는 한국학과 관련된 한자교육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한자 

를 처음 대하는 프랑스 학생에게는 한국식 교수법을 그대로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한자 교육 관련 자료를 많이 참고할 필 

요는 있다. 왜냐하면 고금의 크게 변하지 않은 원리적인 면도 있고 또 사 

회의 변화에 따른 역사성이 갖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학제상의 조건， 제한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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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틀의 프로필을 고려해야만 된다 파리7대학교 동양학부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 대학생과 달리 1800 교육한자를 배우지 못하고 그 기본적 

인 지식의 기반도 없는 수준이며， 학제상으로는 그 모든 교육한자를 수업 

시간에 배울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한자 교육지도는 지율학습을 중 

심으로 개발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할 것은 첫째로 파리7대학 한국학과 한자 · 한문교 

육관련 과정이 무엇이며， 그 학생틀의 프로펼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 하 

에서 공부하느냐는 내용배다 둘째로는 그 조건과 맞게 학습법의 원리와 

지도목표에 대해서 논의핵보도록 하겠다 셋째로는 강의내용， 연습， 숙제， 

평가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한자 교 

육자의 입장에서 파리7대학교에서 경험해 온 학습지도가 한국식의 일반 

적인 한자교육과 비교해보면 어떠한 특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자교육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전문가들에게 문제를 제 

기하는 의도에서이다 필자는 전공이 언어학이 아니라서 언어학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격려와 질정을 기대한다. 

1. 學制上 學習에 대한 練件

1. 파리7대학 효택학과 한자 • 한문교육 과정 

파리7대학교 한국학과 한자 · 한문교육 과정은 다음 표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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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파리7대학 동양학부 효댁학과 한지 한문 교육 프로그램 (종 180 시간) 

講덤 學年 時間

Exenα’ces structurGLIX en sÎl1f)graphie 漢字練習 二學年一次學期 36 

Exenαces stnι:turGLIX en SÎl1f)grlαpωie 漢'r練習 二學年二次學期 36 

Etudes c따SSÎqURS de la αrée. Le chil1f)Îs c/assÎque en αIrée， 
三學年一次學期 36 

lUnmJ.Jn 韓國 古典學 한국에서의 팩文 

Lecture des textes c/assÎques en lUnmJ.Jn 
三學年二次學期 36 

漢X資料講讀

Culture æη:te de /a Corée en chil1f)is c/assique 
四學年→次學期 18 

韓國漢文學入門

Lεαure de sources coréennes en chil1f)is c따ssique 
四學年二次學期 18 

韓國 漢X資料 講讀

여기서는 ‘한자연습’이란 강의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한자연습 강의 

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 학기에 12회이며 한 회는 1시간 30분 

이고 총 36시간이다. 이 강의는 2학기까지 지속되며 따라서 한 학년에 총 

72시간이다. 이것은 한국 전통문화나 고전학 文史哲을 습득하기 위한 추 

후 괴목의 주춧돌인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지적했듯 

이， 1800 교육한자를 공부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과정 

이 논리성 및 일관성이 있으며 난이도도 단계적으로 이루지는 편이다. 

그 순서는 크게 한자 한자어 한문의 세 단계로 나눈다 한자 교육에 

대한 종래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연습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에서는 그 이론틀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적합한 교육이란 실제적인 학습조건의 배려에서 

비롯해야 할 것 같다 이제 학습자의 프로필을 알이볼 필요가 있다 

2학년 학생들은 한자를 모르는 기초자이며 평균 연령은 20세이며 한국 

어 실력은 한국어로 된 한자교육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이해력이 좀 떨어 

져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18) 또한 한국어의 언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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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vea따 de langue)과 한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둔감하다. 그리고 동양 

전통문화에 대해서 지식의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한 

국에서 시용되는 어린이를 위한 자료는 이해도는 낮지만 연령조건에 안 

맞아서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현재 프랑스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눈 주로 영화， 만화， 요리 등 

에 있다. 즉， 프랑스 사회 내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량 소 

비용품 및 문화제품들이다. 

또 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눈 

현재 출판물틀에 보편화되어 있는 한글전용으로 인해서 한국문화의 중요 

한 특정 하나가 二重文字生活이란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한글전 

용을 보고 현대 한국어에 한지를 표시하는 것을 좀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오해나 거부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 결과 무의식적으로라도 한자가 

많이 포함된 글을 피하게 된다. 따라서 한자의 학습이 고전학 전공자에게 

만 필요하디는 선입견을 처음부터 타파하는 것이 급선무다. 

II 指導의 원리 및 전략 

1. 自律學習指導

상술한 기본요건을 보면 거기에 합당하는 지도의 원라는 한 마디로 자 

율학습이다. 시간상의 근본적인 제한 때문에 자율학습이란 길을 떠나면 

다른 어떠한 적합한 방법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강의의 목표는 많은 한 

18) 어떤 경우에는 다른 동。씨아 언어(주로 중국어나 열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한국 
학과에 등록하고 있다 그렬 때는 다른 일반 학생틀에 비해 한자 학습량에 있어서는 

앞서지만 略字를 쓰는 습관이 들어서 한국식 한지펄순을 지키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니와 한국식 漢音을 배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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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자헨字學)은 자학(自學)으로 이루어져야 되면서도 자 

학(범볕)이 되어서는 얀 된다눈 학습을 준비허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농담은 한글전용이 철저하게 적용된다면 있을 수 없다)， 3학년 

부터 필요에 따라 교육한자를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익히도록 할 수 있다 

는 뜻이다. 또한 선문대 최주열 교수는 한자를 가르친 경험에 비추어 한 

국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자들에게는 자율학습이 적합하다는 교훈을 얻 

은 H까 있다)9) 자율학습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7찌 조건 

이 요구되며 한자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한자 사전이나 옥편， 색인， 및 숙 

제，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도구가 그것들이다. 

2. 한자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현대 한국어를 공부히는 과정에서 非漢字文化園에 속한 학습자들에게 

는 한자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것을 강의의 前提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漢字를 배우기 전에도 학생틀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다른 東亞諸國에서 왜 어떻게 한자를 배워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 

에 대한 필요성을 역사 ‘ 문화 p 경제 · 정치적인 다양한 면에서 객관적으 

로 설득시켜야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어 자초효가 많고 인터넷에 

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틀을 佛語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 

한 전제적 지식이 잠 섭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자 

를 공부히는 동기를 숙제로 삼아 스스로 자기 언어로 표현하게 하면 좋 

19) 최주열， 1ffi4: 1염， 특히 일정 기간 학습 경험과 사회 정힘을 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는 지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한자의 기본 구조와 육서의 원리를 통해} 지원풀이 

방식， 부수의 활용법을 숙지하면 스스로 한자 학습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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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동양학부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한자교육이 전 동북아 전통문 

화를 접근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3. 옥편， 자전， 색인의 사용법 훈련 

한지를 자율학습하려면 자전 옥편 여러 가지 색인의 사용법을 통달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용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용적인 연습은 강의시간에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해도 

된다. 또한 한국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참고서를 망라한 지전 및 

한자색인의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자전의 내용을 꼼 

꼼하게 분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 

4. 숙제의 중요성 

이제 宿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겠다. 自律學習能力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숙제를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특히 한자 

나 한지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숙제를 집중적으로 많 

이 내면도움이 된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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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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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마지막으로 자율학습에 적합한 교육도구가 요구되는데， 현재 파리7대 

학교에서 어용하는 것은 옥편(자전) 인터넷 및 책자의 형태로 된 교재다. 

한자교육에 있어 옥편은 빠뜨렬 수 없는 필수도구인 만큼 그 내용과 시용 

법을 통달해야만 한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오로지 한정된 시용으로， 즉 

주로 확인하는 데에만 이용되어 왔다. 특히 전문 웹써트를 통해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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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및 사각호마겸자법으로 찾는 한자를 확인하는 데 머물렀던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제 교재에 대해서 말하자변 이상적인 방법론이 아직 없듯이 이상적 

인 교재도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한자를 처음에 대하는 외국인을 위해 

서 교재를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발표자는 한자교육을 위한 

자료집의 형태로 책자를 개발하고 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한국어로 된 

자료도 있고 불어로 번역된 다양한 참조자료를 실었다. 대부분 자료는 강 

의시간에 다루는 내용에 맞추어 예증을 주거니와 숙제주제까지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잭자 형태의 장점은 보존하기가 편하고 강의시간에 참조자 

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책자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통해서 

파악할수 있다. 

〈표 2> 한자연습 강의 책자의 목차 

한자를왜 배워야하는개 Pourquoi apprendre les caractères chinois en cor，따l 

한자는 과연 배우는 것이 어려운깨 Les caractères chinois sont-i!s cliffici!es à apprendre 

한자에 대한일반지식 Généralités sur les sinogrammes 

한국어l서 한자교육의 특수성 
S뼈cificités de 1’apprentissage des sinogrammes en 

coreen 

배우는한자 Les caractères étudiés 

한자어 Les mots sino-cor，잉ens 

고사성어 Les expressions en quatre caract얀es 

부록 (찬휘， 간지， 성씨， 
않lpendic많 

한자능릭검정시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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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책자의 중심내용은 한국어 한자문화의 특정과 

교육에 배정된 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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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漢文敎育을 지향하는 한자교육 

한국학을 전공하는 자에게는 한자교육의 목표는 비단 한자어 어휘력을 

호탱하는 것이 물론이지만 내까 최종적으로는 한문을 배움으로써 한문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데에 있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현대 한국뿐만 아 

니라，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교육 방법을 생각할 때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력을 개발시키 

는 것은 첫 단계라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한자어 구성원리와 고시정어를 

분석하는 방법은 한문문회를 접할 수 있어 중요한 구실을 맡는다. 이제 

한자연습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겠다. 

III 강의내용， 연습 평가법 

1. 강의내용 

파리7대학교 한국학과 한자연습 강의는 두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 1학 

기의 목표는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구성요소， 구조， 쓰는 방법， 필순， 

발읍 등)을 습득히는 데에 있으며 2학기의 목표는 자율학습에 필요한 실 

력을 습득하고 한째를 공부하는 데 있다. 따막 수엽 때엔 故事成語

를 통해서 漢文文法의 기본요소인 虛字를 접할 수 있는 기회룹 준다， 따 

라서 강의는 한자어 이해력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한자교육， 그리고 한문 

문법 이해력을 위한 목적으로 한자어교육， 즉 한자 한지어， 한문 세 단계 

로 되어 있다 강의내용의 줄거리는 〈표3>에서 열거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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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자연습 강의계획서 

앓restre 1 一次많期 

ωléralités sur la 131핑1J(' αJrócnne 

한카어에 대한 개요 

Irr뻐1anCe CIe 1 ‘<t 1lJ!ßlUS‘째e des si nogJ<mlIres 

I ntrcductiα1 빠論 
한자학습의 풍R성 

Ilrève hi stoi æ‘ dc I'écritun.' l11 Chine 
풍국문자의 때lι 

~암 e~1U~e 따; sinW'<Ul1TPS en A:.“c Oimtalc 
w’ l ;; l에서의 i'Xiγ시용파 j，'.육정책 

Lcsé1떼Tffits fo띠3ITffiμ111X d’lm SI!쟁r..mlll"'C 
Les carætψistiques f，α'ílarrm때es i'Xi’ f:의 기관 구성 .fL소 
des si때rarnrrl:'S 

Les six ωract띠stiques 1~ ‘ r의 /l〈찌찌 
r자， {’의 기싼 특정 

lι~ six priocirCi CIe const.i tution í~’ 「의 /、， 1 ’

Lcs r앨les d'écriture des si때m깨1"'CS 

L’<'.'ClÌture des card:tères chinois l아’ {:으l 펼순규칙 

「자’ 「쓰기 나s notions de ba앉~ CIe 1“ calli민í!phic 

‘ l!캘에 대한 기본개념 

SyslèJres CIe c1assem.:1ll dt~ sin앵r..1lT1I1lè잉 
i섯‘ r:으l 介~m;IIJQ

다udc des CI강S C!('S et étymol때ie ì'fl;(1 외 ’ (i젠 

페 (1 의 ]1깐 Étyrml맹ie des 녀δ 헤 (1 의 ι쩨‘ 

CIL~ en corrp:JSition dans 1I!l si l1(쟁r배깨π· 

1싸‘「속에 변형된 입~ ( , 

Prunonciation α 잊ries phol앤Jques 
μ， ααlOociation COR>enne des 하'{: ì‘f과 ;’?η 
car.JCt잉""L~ chinois 

110m.뻐lOnie i따’f: 1 ， ím' 
한국식의 i'Xi' r:갑 

Cas particuliers 특수경우 

굶restre 2 二次學빼 

ìV1é바αIc cle πx:hcπhe d<ms les dictionnaiR~ 
Ilecherd~ 뎌 awrenussaμe des ‘ dι'#r;1췄l에서 1찢' ( 으l 검색방법 
car..1Cteres 
i'자’ {:않껴;과 lP쩍 )jυ‘ 1v1éthooes d’，11끼쩌lUS잃ge 

1섯 ’;:어l 대한 다양한 IF션 J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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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nation 아s mots sino-coréens 

Vocabulaire et digraphie 漢字語의 構成

語쫓와二重文字의 共用 Qu않tions posées 맹r la digr뼈rie 

이중문자 공용에서 야기되는 몇 문제 

Histoire de 1’없iture Des <.이carac얹res nationa없>> au han’gùl 
韓國文字의 略史 國字에서 한글창제까지 

Quelques mots 띠d얹 

Des hancha vers le hanmun 虛字개념과여러 가지 例

漢字에서 漢文으로 Expressions en quatre caractères 
選定된故事成땀分析 

2학기부터 학생들은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자 

를 한자 한자씩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학제상으로는 1800 

교육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몸， 강의시간조건에 맞 

추기 위한 일정한 한자자료집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해 놓을 필 

요가 있다 다행히도 약 10년 전에 한국에서 공인받은 한자능력검정시험 

이 섣립되었고 등급별 일정한 한지수를 배정해 놓았다 한자교육자에게 

그러한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크고 도움이 된다. 다음은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등급별 배정한자를 공부해팩}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 

록하겠다. 

- 한자능력검정시험 6급 배정한자의 細자 

이상적으로는 한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기는 하나 너무 많이 공부시 

키면 비생산적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다. 한 학기의 총 18시간 내에 

서 몇 자를 배울 수 있는7}? 수엽시간에는 한자 한자씩 가르치는 여유가 

없거니와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각 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옥편 

에서 쉽게 얻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으로 보아 기초자에게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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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하루에 5자씩의 원칙으로 공부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 같다. 따 

라서 주말을 제외하면 1주일에 엉자씩 배울 수 있다. 12회의 강의로 되는 

한 학기에는 (12 곱 25 =) 300자가 되는 셈이다.300자의 배정한자는 한자 

능력검정시험의 6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프랑스 대학생 

기초자에게는 300자가 적지 않은 학습 분량이다. 또한 한자능력검정시험 

을 선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는 한국에서 계속 한자플 배울 수 있고 시험을 칠 수 있어서 나름의 의미 

가 있다. 이젠 배정한자 300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分類別 교육법 

기초자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分類別 교육법인 것 

같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들도 주 

장한 적야 있다. 한국 한자교육의 전통을 살펴 볼 때 分類別 교육법은 豪

求書인 類合의 계동에 속한다 과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특히 한자의 특성인 聯想性이나 聯關性에 틀어맞기 때문이다. 類合과 같 

은 몽구서의 분류법은 주로 漢詩나 類書의 분류법에 의거해서 한문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한자를 또 다른 다양한， 

학습자의 개성에 맞는방법으로공부할수있다고설명할필요가있고수 

업시간에는 한두 가지를 경험해 보면 좋다. 그러나 한 학기동안 한 가지 

만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한자교육을위한연습지 

프랑스에는 한자 쓰기 연습지가 없어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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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연습지를 이용해서 각 자에 形， 義， 音， 部首， 劃數， 부수 외 획 

수， 필순， 쓰기연습 등을 공부시킨다. 발표자가 연습지를 준비했을 때 그 

연습지는 字典이나 한자색인에서 가장 보편화된 부수로 찾기 방법을 익 

숙하게 하도록 노력했다. 한자의 획수와 부수 외 획수를 표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지를 거두고 꼼꼼하게 

교정함으로써 조금씩 서예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연습 

지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이점은， 어떤 학생들은 일본 · 중국식 한자를 배 

웠기 때문에 필순이 틀릴 수 있는데 연습지를 사용하면 한국식 필순도 

공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자어에 대한공부 

한자어 교육은 한자를 한지찍 배운 다음의 단계이다. 한국어를 공부하 

는 데 펼수적이어서 매우 중요시되는 강의내용이다. 그러나 그전에 지적 

했듯이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자교육은 한자어 어휘력을 발휘시키는 

데에 그칠 수가 없다. 한문을 지협1눈 한자교육으로서 한째의 구성원 

리와 한문문법과 직접 관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식어와 피수식어 

기본순서와 어순(주제， 동샤 보어， SVO)을 한문문법에 입각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자어를 분석할 땐 모국어 단어와 비교하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구조와 시용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번역을 통해서 한자어의 특정인 조어력을 예리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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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습 

강의시간의 연습 

강의시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연습을 한다. 이중문자쓰기 연습(exercio않 

sur la digraphie)과 推句때)를 통해서 보는 詩語의 연관성( correspondances 

뼈tiqu않)과 한자능력검정시험 8급 시험이 그것틀이다. 각 유행에 각각의 

목표가 있다. 이중문자쓰기가 무엇이냐면 같은 글을 여러 7}A1 방식(한글 

전용을 쓰거나， 한글 · 한자 혼용체， 부분적으로 흑은 모든 한지어를 한자 

로 표시함)으로 써 본 다음에 서로 비교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쓰기연습 

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한글전용이나 한글 · 한자 혼용체의 장단점을 깨달 

을 수 있고 그 독서의 효과성을 체험할 수 있다 한문문화 내에서 한자들 

간의 시어적 연상관계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 글자를 두고 

그 앞뒤를 분석하는 일을 연습주제로 삼는다. 

→숙제 출제유형 

한자의 연습지 외에 숙제를 또 다르게， 강의내용 단계별로 낸다. 그 출 

제유형은 다음 표에서 정리해 보았다. 

20) 저자와 간행시기 미상 豪求書다 (。뽑용 기초교재다). 五言으로 된 좋은 구절(詩 
句)들을 뽑아 엮은 저서다. 필사본으로만 전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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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단계 T 。「숨13l 

가 육서 확인 및 획수계산 

나 펄순으로 쓰기 연습 (점진적인 난해도) 

다. 옥편을 참조함으로써 한자에서 부수 확인 

2 라. 부수 확인과 표시， 부수 번호(강희자전) 매김 

마. 十 大部首 외우는것 

3 1:l}. 옥편 가나다색인을 보고 한자의 형부륜 확인 

4 사 십 대부수의 읍， 의， 획수， 필순， 번호 

아 사각호마겸자법으로 수자를 매김 (천자문 순으로) 
5 

자 사각호마검자법에 띠른 수지부터 자형을 재확인 

6 차‘ 한음 한글로 표시， 한자어의 구성원리， 붙어로 변역 

2 카 이지어의 한자순 바꾸면 뜻의 ~J-öl 설명， 분석 

타. 붙어단어를 한자로 번역 (배우는 자로부터) 

7 파. 추리로 한지어플 조어 (배우는 자로부터) 
하. 국어사전으로써 번역， 그리고 불어로 번역 

(이자어， 삼자어， 사자어) 

강의가 진행되면서 난이따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제유형은 많 

아지고 그리고 그 학습량을 조절한다: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에 복습허는 

뜻에서 그 전에 연습했던 모든 유형을 제출한다. 단계5부터 학생틀은 한 

자를 숙제로 지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숙제는 강의 평 

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평가방법 

한자연습 평가법은 기말시험 중심이다. 그러나 기말시험 출제의 유형 

은 숙제 출제유형과 같기 때문에 숙제는 시험의 준비가 된다. 학생들이 

숙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알려 주면 유리하다 표에 

서 보면 숙제유형은 한자능력검정시험과 여러모로 다르다. 예를 들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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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원형에 대해서 시험보지는 않는다. 반면에 한자어의 구성원리는 시 

험문제가된다. 

IV. 프량소 대학생을 워한， 톨수한 한자 교수법01 있는가 

이 발표 모두에서 한국의 한자교육 전통은 위대한다는 사설을 인 

정하면서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접근방법이 처음부터 

툴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유럽대학생들이 한자교 

육을 놓고 문화차이와 관련된 어떤 특정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문 

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한국어로 된 한자교육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참고하면서 또 어떤 점에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프랑스대 

학 2학년 학생을 위한 강의를 준비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 

거니와 강조해야 되는 점을 열거하면 다읍과 같다 

1. 한국에서는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상식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나 

유럽나라에서는 그와 달리 그 중요성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2 한자교육에 접근할 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넓은 차원 

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문화의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검토함으 

로써 그 역사성과 특정을 드러내 준다 

3. 한국의 일반 교과서나 지침서와 달리 자전， 옥편， 여러 가지의 색인의 사 

용법을 상세하게 익힐 필요가 있다. 한국학 전공 학생에게는 중국， 일본 

참고서도 이용할 줄 얄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식 옥편을 떠나서 한국에 

서보다 다양하게，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도 20세기부터 사용해 온 四角號

碼檢字法과 같은 방법까지 배우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다양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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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강희자전 부수의 번호를 외워야 한다. 

4. 대학생들은 1800 교육한자의 지식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르 한자학 

습량은 한국에 비해서 적게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5. 한자능력검정시험 등급별 배정한지를 이용하되 그 한지를 분류별로 정 

리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6. 한자의 聯想力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자의 연관성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자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7. 한자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7t 있다. 

8. 한자의 구성을 배우는 과정에서 국어시-에서 사용된 한자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운이란 개념과 반절， 반절과 이두， 국자 구성원리， 훈독과 음 

독， 차자법 등등 표기법 문제 중국 문자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9. 강의시간에 서예에 대한 체험을 하면 유리하다. 

10. 한국에서 이중문자생활에 있어서는 한글전용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한국에서 보다 감정없이 냉철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한자를 공부 

하는 입장에서는 한글전용으로 되는 자료는 도움이 안 되어서 피해도 

좋다. 

결론 

효율적인 한자교육 방법을 개발하려면 튼튼한 이론적인 면도 펼요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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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실제적인 조건， 제한을 분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자를 

전혀 모르는 프랑스대학 2학년 학생 기초자틀에 상응하는 특별한 학습법 

및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본인은 학제상의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자율학 

습을 중심으로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한지수보다 자율학습능력을 발휘 

시키는 데에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어 어휘력 및 한문 독해력을 성숙 

시키기 위한 한국학 기초교육으로서 자율학습 지도는 한자의 구조 이해 

와， 한째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문교육을 지협}는 

한자교육이다. 따라서 한자교육 방볍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한자단 

계， 한자어단계 한문단계이다. 삼학년생틀에게도 교육한자연습을 시킨다. 

프랑스뿐만 아나라 佛語文化園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발전시키려면 

기강} 되는 한자교육에 대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자료를 많이 참고함으로써 불어로 번역된 글과 일차자료를 모집하여 책 

자로 묶어 보았다. 이 책자는 강의내용에 알맞게 보조해주며 숙제에도 참 

조가 된다. 앞으로 몇 년 내에 학생 본인 자료집뿐만 아니라， 교수본 교과 

서， 숙제거리를 묶어내는 연습본도 개발하고 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재나 교육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충고와 격려를 기 

대한다. 

[주제어] 한국학， 한자교육， 파리7대학， 한자어교육， 한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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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Ab앉ract 

Method of education on Kor，없1-C버nese Chara따ers for be웰mers at 

the Korean Studies Center of the French students 

Yannick BRUNETON 

11끄s presentation consists in describing the outlines of the course of education 

on Korl없1 αlill않e Characters (<<않ercices structuraux en sinographie) for b맹mners 

at the Korean Studies Center (included inside the East Asian Studies De뼈rtment) 

of the Paris 7 Universiψ given to the 2nd year French students. Because of the 

ψne 뼈ts inherent in the academic y'얹r， the suggested method is centered on 

‘ self-tr머nmg’. πle purpose of this course is not limi뻐d in learning Kor，않n-Chinese 

characters(300 c뻐rac따s corresponding to the level 6 of the ‘National Test of 

lmowledge about Korl얹n-Chinese αlaracters’ 뻐nja nùngnyòk kòmjòng sihòm), 

but it ainls to irnprove the capacity of students to analyse and to use the Korean 

Chinese lexicon. At the end of such training, students are to be introduced to the 

basic rules and notions of Classical Chinese. In the last part of the communication 

1 tried to bring out some sκ~ific points that teacher of European student should 

emphasizecomparir핑 to Korean methods. 1 would like to use this opp아tunity to 

receive suggestions and advices by schol따s specialized in Korean 1검nguage 

버ucation of different countries 벼ginning by S이lth-Korean experts in order to 

publish in French educational materi머s， usefu1 for Korean-αnnese 많ucation. 

[Key WordsJ Kor얹n αnnese α1않acters E닝ucation， Paris 7 University, Classic머 

αlÍnese， Classical Studies, Theo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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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불문 초록): 

En Corée, la tradition de 1’enseignement des caractères chinois est ancienne et 

remarquable. Pour autant, la plupart des rr띤thodes e잉stantes， sous forme irnp며뼈e 

ou bien numérisées, ne sont pas adap없es à ’enseignement des apprenants 

euro뼈ns dont la culture ne connaît pas 1’usage des sinogrammes. Si les 

principales sources de référence des enseigr뻐〕엄 des caractères sino-coréens 

restent les souræs coréennes, il n’en reste pas moins qu'ils doivent α'éer des outils 

et des méthodes e돼caces pour la didactique des caractères chinois utilisés en 

Corée aujourd’hui. À 1’Université Paris 7, 없ns 1’Unité de Formation et des 

REcherche des La맹ues et Civilisations de 1’Asie αientale (U.F.R. L.C.AOl, le 

cursus des études classiques sur la Corée débute par un cours de sinogrammes 

(<<Exercices structuraux en sinographie>>) destiné aux étudiants de 2e année de 

Licence, débutants. Les 0비ect냥's de ce cours sont depermettre aux étudiants 

d’apprendre un corpus de 300' caractères parmi les 1800 c따actères de 

1’enseignement public obligatoire de Corée du Sud, q벼 correspond au 띠V얹11 6 du 

système d’évaluation des connaissances des carac따res c비nois， mais également de 

comprendre la structure du lexique sino-coréen, et d’aborder quelques notions sur 

la gramrnaire du chinois classique. Nous estimons qu’une bonne méthode 

d'ensei밍lement des sinogrammes est une méthα:ie q띠 prend en compte les 

conditions réelles d’apprentissage et le profil des étudiants. Les lirnitations 

institutionnelles ne permettent pas de diposer du terr뼈 nécessaire à 1’apprentIssage 

complet des 1800 caractères de base. Nous avons fait le choix de ne pas chercher 

à ens잉gner le plus grand nombre de caractères possibles, mais de donner aux 

따diants les moyens d’un apprentissage autonome, répondant aux besoins 

ultérieurs de chacun. L’assimilation de ces compétences exigent le recours à des 

exercices adaptés, amSl qu’à 1’e때Iloi떠tion de sources diverses, en corl어1 et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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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es occidentales. Nous avons ainsi mis au point des s띠ets d’exerclces 

αogressifs ainsi qu’une brochure 뼈dagogique regroupant les documents i1lustrant 

les points les plus importants du cours. Apr，않 avoir présentéles principes de notre 

enseignement, nous avons décrit le programme du cours <<Exercices structuraux en 

smograp비e>>， ainsi que les exercices et le système d'évaluation qui 1’accompagne. 

Dans une troisième r:따tie， nous avons indiquéquelques 뻐，ints qui nous semblent 

distinguer notre méthode de la plupart des méthodes coréennes destinées à des 

apprenants coréens. Nous attendons de la présentation de notre méthode à des 

universitaires Sud-Coréens et intemationauxune expertise fine et rigoureuse, et un 

échange s비뼈ant， afin d’améliorer outils et méthodes, en vue de la publications de 

matériaux 뼈dago밍ques pour 1’enseignement d않 caractères sino• coréens, qui 

pourront être de quelque utilité dans notre université,rnais plus généralement 

également en France et dans 1’espace de la francophonie. 

[mots-clésl enseignement des caractères sino-coréens, Université Paris 7, chinois 

classique, études classiques, didact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