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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각급 학교에서의 한문 교육의 강화는 소

Ⅰ. 머리말

박하지만 이 시대 문명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
는 시각에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 따라서 초등
교육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가 문명사적으로

학교 한자·한문 교육의 시행 의도가 단순히 과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식자인(識字人)이라면 쉽

거의 일상적인 윤리 규범의 복고적 재생의 기도

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 가치에 대한

와는 거리가 멀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

지나친 집착, 자본에 기인한 인간의 무절제한

교의 한문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다

욕망, 과학 기술이 주는 편의성에 대한 맹목적

소 거시적인 문제 의식이 그 배경에 놓여있다.

수용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도덕 가치의 몰각,

한자·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인간성의 황폐화, 사회 환경 및 자연 환경의 파

표상되는 동양 문화 내지 문명의 핵심이라 할

괴 등이 그 요인과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도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인간화·

대체로 공통된다. 한국 사회의 제반 부조리한

도덕화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일체화의

현상과 요인에 대한 처방 또한 다방면에서 제기

회복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이 시대 문명의 바

되고 있다. 교육계 또한 정권과 시대를 달리하

탕이 되어 있는 인간관과 자연관, 곧 세계관 총

여 부단히 계획 과 정책 이라는 이름아래 각양

체의 전회(轉回)의 기도(企圖)다. 세계관의 전회

각색의 처방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없이는 문명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하기 때문이

그러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처방 및 대안 제

다(이동환, 1995).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환

시는 현재 필자의 역량(力量) 밖의 문제다. 또한

경과를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 총체적 조화를

본고에서 논의할 초등학교 한문 교육 문제는 위

추구해 온 기조 위에 이루어져 온 동양 및 우리

기의 현상 내지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과

의 고전 세계- 심오한 철학 사상과 격조 높은

는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

시문학의 정서를 수용, 재구성하는 토대(土臺)를

구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학인(學

한자·한문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구현해야 할 것

人)으로서, 필자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

이다.

교에서의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몇 가지 관점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다음과

터해 거듭 제기하는 한편 그 강화를 주장하고자

같은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광복을 전후

한다.

로 한 어문 정책과 초등학교 교과서 표기 방식

초등학교 한자·한문 교육이 다가올 21세기에

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검토하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필자는 현실적인 측면

여 초등학교 한자·한문 교육의 시행 근거와 과

과 문명사적 예견(豫見)에 기반한 답변을 충분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한

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자·한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찬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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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자료를 제시, 검토함으로써 초등학교

경 요인, 곧 한글전용론 과 국한혼용론(國漢混

한자·한문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의 토대

用論) 이라는 어문 정책에 따라 심한 변천을 겪

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자·한

어 왔다. 우리나라 문자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

문 교육이 교과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글 전용을 바탕으로 하되 한자를 병용(倂用)하

대한 탐색을 통하여 초등학교 한자, 한문 교육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근거는 1948년에 공포

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전개에 시사점을 받고자

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곧 대한민국의 공

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의 한

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예로, 199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한 초등학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었

교 한문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한문 교

다. 그러나 초등학교 1- 3 학년을 제외하고는 문

육의 성격, 목표와 내용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자교육의 방향이 일관되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한자·한문 교

해방 후 우리 나라 문자 정책의 변화에 따른 초

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등학교 교과서 표기 방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

답하기 위해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내용과 내용

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2월, 미군정청 학무국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재 초

조선교육심의회는 한자사용 폐지를 결의하였다.

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한문 교육용 교과서로 사

이에 따라 편수국에서는 초등학교의 전 교과서

용되고 있는 검인정 『초등학교 漢字』 교과서

를 전면 한글로 편찬 발행했다. 이때 발행된 초

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도

등학교의 교과서에는 세모꼴 , 네모꼴 , 사다리

모하고자 한다.

꼴 , 뭍살이 , 넘보라색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
다. 1948년 10월 9일 한글 전용법이 법률 6호로
공포되어서 순수 한글 낱말을 만들어 교과서를

Ⅱ.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발행하였다. 그 이후 국어의 특성으로 보아서

한문교육의 변천

한자 어휘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다시 1952년
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상용

광복 이후 50년 간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육

한자 1000자 범위 안에서 한자를 괄호 안에 병

과정은 크게 보아 8종류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기(倂記)했다. 이어 1963년 문교부는 2차 교육과

볼 수 있다.1) 그런데,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교

정을 공포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초등

육 과정의 개정에 따른 요인보다는 그 외적 배

학교 4학년 이상과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
서에 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원칙에

1)

따라 1965년 3월부터 발행된 초등학교, 중학교,

광복 직후 미군정 하에서 제정되어 사용되다가 한국
전쟁 시기에 개정되었던 소위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
육과정 (1945. 9- 1955. 7),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
부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사용되었던 제 1차 교육과
정 (1955. 8- 1963. 2), 5· 16 군사정변 이후 제 3공화
국 시기에 개정하여 사용되었던 제 2차 교육과정
(1963. 2- 1973. 3), 10월 유신 이후의 제 4공화국 시
기에 개정된 제3차 교육과정 (1973. 2- 1981. 12), 제5
공화국 시기에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 (1982.11987.6), 제6공화국 시기에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
(1987. 7- 1992. 9), 김영삼 정부시기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 (1992. 10- 1997. 12), 그리고 문민정부의 마
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고 2000년부
터 실시될 제7차 교육과정 (1998. 1- 현재 )으로 나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어는 노출되었다.2)
이후 한글전용계획에 의해 다시 1969년에 한문
교육은

1999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70년 이후 순 한글 교과서가 발간됨과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삭제, 폐지되었다.3) 그러나 한

2)

어 볼 수 있다 .(교육부, 교육 5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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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과서로 발행되었다 .(안승덕 , 국민학교 한자교
육, 198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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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문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학

장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지도하자는 의도

계와 사회의 여론이 비등하자, 1972년 2학기부

에서 선택된 한자어가 아니라, 한자어를 알고

터 중학교에서부터 한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개

있는 기성세대들이 혼동하기 쉬운 동음이의어들

정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다만 1972학년도

이 대부분이었다(안승덕, 1987). 이런 교과서는

중에 한자·한문 교과의 실험학교를 운영하기로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다.

하였다.4) 그리고 1972년 8월 문교부에서는 중학

그 이후 교육부는 1992년 9월 30일, 초등학교

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고등학교 한문

6차 교육 과정을 고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초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모두 1800자를 교육용

등학교 교육과정은 1995년도에 1, 2학년, 1996년

기초한자로 선정 발표했다.5) 이것이 계기가 되

에 3, 4학년 , 1997년도에 5, 6학년으로 나누어

어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는 한자어를 다시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초등학교 6차 교육

괄호 속에 병기하였다.

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그러나 이때의 괄호 속 병기 한자도 국어 문

적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
으며,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활동

4)

5)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이와 같은 한글 전용 정책이 시행되자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거나,
중국이나 일본 등 한문 문화권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문 교육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
산되어갔다 . 1972년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1972학년도 2학기부터 한문과를
독립교과로 인정하였다 . 이 때부터 한문과 교육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과교육으로 존립하게 되었다 .

3)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학습과제
를 많이 제시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
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가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6차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 활동, 학
교 재량 시간으로 편성되었다. 초등학교 한자교

(정재철, 한문과 교육과정의 변천, 45)
1972년 교육법 시행령 109조의 개정에 따라 중학교
한문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서
목적과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 중학
교 이상에서 체계적인 한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1)우리의 고전 문화를 계승하고 , 2) 한문 문화권 안
에서의 주체적이며, 조화적인 문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른다 . 2. 방침 1) 한글 전
용 교육은 계속 추진함 . 2)한문 교과를 별도 신설함
(중학교 이상 ) 3)72학년도 제 2학기부터 실시함 .(주
당 1- 2시간 ) *국민학교는 실험학교 운영 (72학년도
중 ) (정우상, 한문과 교육정책과 한문교육용 기초한

육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6차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신설된 학교재량시간
의 편성·운영이다. 학교 재량 시간의 시간 배
당 기준은 3, 4, 5, 6 학년 모두 34 시간을 설정
하였다. 학교 재량 시간의 운영은 시도의

제에 제시된 교과 및 특별 활동의 보충·심화
또는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 활동(예: 한자, 컴퓨
터, 노작 등의 활동)을 골라서 지역 특성과 학

자의 선정, 한자한문교육 창간호 , 1994, 67)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에서 독립 교과로서 한문 교
육이 실시된 것은 1972년 2월 28일 교육법 새행령
109조의 우리의 고전 문화를 계승하고 한자 문화권
안에서 주체적이며 조화적인 문화 발전을 위하여 라
는 조항에 의해서이다 . 교육부 (당시 문교부 )는 이
조항에 근거해 1972년 5월 8일 문교부령 제 300호를
통해 교육 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 1972년 8월
16일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확정하여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900자씩 지도하도록 공표하
는 한편, 1972년 2학기부터 중등 한문 교육 연구회
에서 개발한 검인정 한문 교과서를 중·고등학교에
서 가르치도록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 제 7차 중·

생 실정에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
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1992). 이 학교 재량
시간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재
량을 부여함으로써 창의성과 자주성을 발휘하도
록 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영어, 한자, 컴퓨터
등을 가르침으로써 지역, 학교, 학생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른 교육활동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
장의 열악한 학습 여건,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부족, 지속적인 교육 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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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재량시간을 운
영하지 않거나, 기초 한자를 편의적으로 가르치

학교 재량 시간의 운영은 시·도의 교육 과

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재량시간

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되, 영어 교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

이외에 이 교육 과정 편제에 제시된 교과

인이 있겠지만 적절한 교과서가 제공되지 않은

및 특별 활동의 보충·심화 또는 학교의 독

것도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한은수 외, 1998).

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그러나 이러한 6차 교육과정의 편제는 문민 정

창의적인 교육 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

부의 후반기에 이르러 부분적인 수정을 겪게 된

다(교육부 고시 제1995- 7호, 국민학교 교육

다. 즉, 당시 정부의 세계화 추진 정책에 따라

과정- 총론, 영어).

조기 영어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영어를 초등학
교의 정규 교과로 포함시키게 되고 그에 따른

한편, 교육부는 1997년 12월 30일 교육법 제

편제의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6)

155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제 7차

그리하여 영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2시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

간씩 가르치게 되었으며, 1997학년도에 3학년이

하면,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되는 학생들부터 연차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으

또한 영어 교과의 편입으로 인하여 주당 1시간

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은 교과, 재량 활

씩 되어 있던 학교재량 시간이 0- 1시간으로 조

동 그리고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정되었으며 3학년부터 주당 총 수업시수가 1시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

간씩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수정된

동으로 구분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995년 11월 1일, 교육부

서 재량 활동은 1학년의 경우 60시간, 2～6학년

고시 제 1995- 7호로 고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은 68시간이 설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학교 재량 시간의 운영에 관한 개정 부분을 제

제7차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 의하

시하면 다음과 같다.

면,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
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

6)

1992년 9월 30일 제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
면서 1995년 3학년부터 주당 1시간의 학교 재량 시
간에 선택과목으로 영어교육이 실시되기로 하였다
가 1995년 11월 1일 제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개
정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고 1997년 3
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
교육부 고시 제 1995- 7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 총론,
영어 에 의하면 97년 3학년 , 98년 3, 4학년, 99년 3,
4, 5학년, 2000년 3, 4, 5, 6학년이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 한편 필자의 역량 밖의 문제이지만, 과연 초등
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는 여러 각
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할 교육적 관심사임에
는 틀림없다 . 외국어로서 전 세계에서 공용어로 쓰
여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래어와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에 따른 문화적
혼란 내지 종속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논의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 . 김민수 외,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민족

화·보충 보다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 급별 지침에서 초등학교 재
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
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교육부, 초등학교 교
육과정, 1998).
그런데 한문교육과 관련되어 재량 활동이 주
목되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재량 활동, 특히 교
과 재량 활동의 편성과 운영을 통해서이기 때문
이다. 6차 교육과정의 학교재량시간과 7차 교육
과정에서 설정된 재량활동 시간의 운영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에서 3종의 검인정

어의 장래 , 안암신서8, 고려대학교 출판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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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교과서가 초등학교 한문 교육용 교과서로

가 방해가 된다.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적 의의에도 불

한자를 쓰지 말고, 한글로 한자어를 적자.·

구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정상의 운영 방

한문은 국어가 아니다. 한자, 한문은 국어와

법, 교재 편찬, 사전 연수, 지도 교사 양성 등의

는 별도로 가르쳐야 한다(허웅, 1969).

구체적 계획이나 시안이 없어 시행에 따른 문제
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
로 허웅은 우리의 고전 국역을 위해, 중·고등
학교에서부터 한자·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대

Ⅲ. 초등학교 한문교육의 필요성 재론

학에서는 한문을 제2외국어의 위치에 올려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초등학교 한문 교육에 관한 문제는 우리 문자

박준황은 한자로 표기하는 한자어가 이해를

생활에서 한글 전용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

돕는다는 이론에 반박하면서 한자어 교육의 문

한문혼용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어문정

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였다.7)

책상의 중요한 논쟁이 되어 왔다. 특히 한자교
육에 대한 논쟁은

또한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이강로는 초등학

한글만으로 가로쓰기와 쉽

교에서의 한자 교육을 반대 하는 이유를 몇 가

고, 바르고 ,고운 말을 가려 쓰기 그리고 글자

지 점에서 논증하였다.8) 그러나 그는 글자살이

생활을 기계로 하자. 를 주장하는 한글학회 와

에서 한글만을 쓰자는 것이지 한문 공부는 더욱

국한문혼용을 주장하는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등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다음과 같

이 중심이 되어 주도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초

이 주장하였다.

등학교 한문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학문적, 이
론적 논란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등학
교 한문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의 토대를

·한자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한글 표현으로 전
달하는 것이 한자로 전달하는 것보다 이해도가 3배
이상 더 빠르다 .·한자어라 하더라도 이미 다음절화
되고 생활화되어 이제 완전히 우리말로 굳어진 것은
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한글 사용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자를 안
배우고도 한자에서 온 우리말을 한글로만 잘 부려서
쓰고 있다 .·한자는 그 뜻을 소리에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글자이다 .( 박준황, 한자어 교육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연구 , 새국어교육 18- 20, 1970)
8)
·한자말은 외래어인 만큼, 그리고 외래어는 국어의 일
부분인 만큼, 우리 나라 글자인 한글로 적어야 할 것이
다.·현재 우리 나라의 문학 작품은 모두 한글로만 쓰
여지고 있다.·70% 가량의 한자 낱말이 있으니까 한자
를 써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순수한 우
리말의 70%를 한자말에게 빼았기었느냐 하는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 몇 자를 가르친다고 해서 소위 한자문화권의 경
전 (유교 원전)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이해할 수 없
다.·한자 낱말이 많아진 원인이 바로, 순수한 우리말,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릇된 사대사상에
치우쳐 한자말을 높이 떠받든 결과에서 유래한 것이
다.·한글로 표기하여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까지
도 한자를 쓰기 때문에 남한의 글장님이 20%나 된다.
(이강로, 국민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반대한다, 한글
새소식 235, 1992, 4)
7)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문 교육이
교과 학습 능력의 향상에 끼치는 연구 보고서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하여 논의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1 . 초등학교 한문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난(論難)
가. 한글 전용론의 입장
먼저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초등학
교 한자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이론
적 논의를 살펴보자. 한글 전용주의 학자들의 주
장을 대표하는 허웅은 한자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자의 수가 많고, 한 글자의 획수가 너무
많다.
자전(옥편)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인쇄의 간편화와 문자생활의 기계화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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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관된 주장은 글자살이에서 한자를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지도를 거듭 반대하였다.

섞어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 한문까지

초등학교 한문 교육 문제에 따른 위와 같은

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

학문적, 이론적 주장이외에 이강로는 초등학교

대로 영어, 불어, 독어와 같은 외국어보다도

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할 때 따르는 문제점을 특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한문을 교육시켜야

히 학습시간을 중심으로 조사, 발표하였다.11) 초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한문 문화가 제

등학교 한자교육 문제에 대한 원론적 주장, 근

대로 자리를 잡으면, 국어는 국어대로 , 한

거도 중요하지만, 실제 한자지도 교육에 따른

문은 한문대로 힘차게 발전할 것이고, 국어

필요시간 수, 지도 방법 그리고 목표와 내용에

에 한자를 섞어 써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이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이강로, 1992)

글 전용론자들이나 국한문혼용을 주장하는 학자
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한자

이와 같이 한자, 한문 교육은 더욱 강화하되

지도의 목적과 사회적 효용도 등은 어문정책과

한자는 우리의 말글살이에서 폐지되어야 하고

국어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

순 한글만을 쓰자는 주장은 한글학회의 < 국민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를 바탕으

학교 한자교육 반대청원>에서 거듭 확인된다9) .

로 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아동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글 전용을 주장하

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천만은 국어가 지닌 동음

면서 그에 따라 초등학교 한문 교육을 반대하는

이의어 문제 , 낱말의 7할 이상이나 되는 한자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라는 특수성 그리고 북한에서의 한자, 한문교

한자의 수가 많고, 글자의 획수가 너무 많

육 강화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하면서10),

다(한자는 어렵다.)
한자·한문은 국어가 아니다.

9)

10 )

한자·한문은 국어와는 별도로 가르쳐야 한다.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자교육은 고
등학교에서 시작하고, 대학과 대학원의 한문과에
서 한자와 한문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석
사 , 박사가 많이 나와, 어설프게 한자를 잘못 쓰거
나 한문을 잘못 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정
보의 유통이 고속화되어야 하고 , 일반화되어야 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 더디기 때문에 쓰이지 않
을 한자를 가르치지 않고 , 지식을 전달하는 연장 그것도 본디 우리말을 적을 수가 없는 남의 나라
연장 - 을 익히라고 들볶는 것은 아동복지법을 범하
는 범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 국민학교 한자교육은
처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한갑수, 국민학교 한자교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고서도 언어
생활에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학 작품은 모두 한글로
한글을 두고 구태여 한자를 빌어 섞어 써야 한다면
이 일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글의 70～8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서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발상은 앞과 뒤가
흐트러진 주장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로 된
우리말과 글을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로 바꾸어 나

육 반대 청원, 한글새소식 236, 1992)
·만약 동음이의어 때문에 한자를 쓰고자 한자면 한
글을 더 갈고 다듬어 동음이의어를 줄이면 어떻겠
습니까?·북한에서 한글전용을 하다가 한자교육이
부활되었으니 우리도 한자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
는 말은 언뜻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한자 없이도 말글살이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한자 , 한문의 종주국
인 중국에서조차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글자 때문
에 글 장님만 늘어나서 75%라고 개탄하여 쉬운 병
음자모를 개발하고 글자살이를 개혁하고 있는데,
세계적이고,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라고 이름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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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이천만, 1992)
·우리나라 국민학교에서 한자를 교육시킬 경우에
는 엄청난 학습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국의 국
민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려면 1자당 학습시
간이 50분 이상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
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교당국에서나 한자교육
을 주장하는 이들이 한자교육문제를 거론하려면,
그 실시여부를 논하기전에 교육과정에서 연구하여
야 할 교육목표, 학습내용, 지도방법,평가, 학습 시
간·시당의 기준, 한자의 사회적 효용도 등에 대하
여 면밀하고 공정하게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
책이 수립되야 한다 .(이강로, 1976)

118

교육과정평가연구

만 쓰여지고 있다.

있게 배울 수 있다.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글자살이를

한자 학습이 가능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1학

개혁하고 있다.

년부터 한자를 우리 음으로도 일본말로도

문자생활의 기계화에 장애가 된다.

익혀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체험이 있

한자를 교육시킬 경우에 엄청난 학습시간이

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서 같은 또래들이

필요하다.

각각 3,000 자, 1005자를 거뜬히 배우고 있

거론하기 전에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 학

다. 그 뿐 아니라 북한에서조차 1968년부터

습내용, 지도방법, 평가, 학습 시간의 기준,

는 우리의 초등학교 5년부터 중2까지 1500

한자의 사회적 효용도 등에 관한 연구가 먼

자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할

저 선행되어야 한다.

까닭이 없다.
성격상 표음문자인 한글에 표의문자인 한자
를 적절히 섞어 쓰면 문면(文面)의 시각적

나. 국한혼용론(國漢混用論)의 입장
우리의 문자 생활을 국한혼용으로 해야 한다고

효과를 가져와 읽기 쉽게 되므로, 이러한

하면서 한자를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가르

원리를 초등학교 시기부터 적용하자는 것이

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한자 교육의 필

다(이응백, 1989).

요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응백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사회적 측면,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 대한 이응백의

언어적 측면, 인간적 측면, 조기 교육적 측면 그

논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리고 동양문화권의 관점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고

성을 주장하였다. 이응백의 이와 같은 관점 및

있으므로,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문자 생활

논의는 사실 국한문혼용을 주장하고 초등학교

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한자교육을 역설하는 학자, 교사들의 공통적 논

그 어소인 한자를 익힘으로써 단어의 뜻을

리·근거였다.
이와 비슷한 논지를 펴면서 남광우는 한자는

분명히 알고, 어휘확장이 능률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초등학

배우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추리력, 분석·

교 한문교육의

종합력이 생긴다.

어의 낱말 중 한자어가 약 70% 정도를 차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12) 국

배우면, 인간이 형성이 되고 사려 깊은 언
행을 하게 된다.

50, 100, 150, 200자로 학년에 따라 점차로

·한자어는 우리 국어의 69.32%를 차지한다 .(국어대
사전, 이희승 편 )·한자는 한글과 함께 國字라는 사
실이다 .① 유구한 사용의 역사를 생각해야 한다 .②
한자어는 우리 고유의 한자음으로 읽는다 .·한글과
한자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취하고 단
점을 보완하는 국한혼용이야말로 표음, 표의 문자
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문자체이
다 .·한자에는 눈으로 보아서 바로 뜻을 알 수 있
고, 말 만드는 힘이 강하며 (중학교용 기초한다 900
자만으로도 7만 단어 이상의 조어력 ) 축약력이 있
다 .·일부 한자어는 한, 중, 일 동양문화권에서 시공
을 초월하여 쓰이고 있다 .·기억력에는 논리적인
기억법과 기계적인 기억법이 있는바, 기계적인 기
억법은 3～4세의 유아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초등학

늘려 나가도 큰 부담이 없이 도리어 흥미

교에서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남광우 , 1990)

12 )

배우면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도 한자를 떠
올려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한자 석인 읽
을 거리를 읽지 못하는 제한에서 벗어나 어
떠한 글이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릴수록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으므로 초
등학교가 학습의 적기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학습의 능률을 거두기가 어렵다.
시기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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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국어의 어휘적 특수성은 초등학교 한문 교

적 역량은 IMF에 몰린 우리가 지속적인 관

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논거

련을 맺어야 하는데 삼국의 공통문자인 한

의 하나이다. 또한 남광우는 한자는 우리의 국

자를 모르고서는 소위 BE- SE- T O Belt '에

자(國字)라고 하여 앞에서 살펴본, 한문은 국어

서 소외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고, 그

가 아니다. 한자·한문은 국어와는 별도로 가르

결과는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다.

쳐야 한다. 라고 말한 허웅의 주장과 상반되는

문헌정보화의 바탕이 된다. 한자어는 소리

견해를 나타내었다.

글자인 한글과 달리 뜻글자로서 축약력이

남광우가 한자는 한글과 함께 우리의 국자라

뛰어나서 한자어에는 한글의 언어에 비할

고 주장하는 근거는 한자가 비록 중국 글자이긴

수 없는 다량의 문자 정보를 담고 있다.(정

하지만 우리 민족은 한자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우상, 1999)

우리의 문자생활을 해왔고, 비록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중국 발음으로 읽지 않고 우리

이외에도 문자 생할에 있어서 국한문혼용을

고유의 한자음으로 읽는다는 점이다. 또한 조기

주장하고 한자지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행해야

교육적 측면에서 언어문자교육을 시켜서 그 효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 학자와 일선 교사들의 논

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자교육도 어렸을

문이 많지만, 그 대의는 이응백, 남광우 그리고

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앞의 이응백의 주

정우상의 논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장과 일관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등학교 한문교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육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요 논지를 정리하면

촉구하면서 정우상은 왜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다.

가르쳐야 하는지의 당위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어 어휘의 약 70%를 차지한다.·한자를
익힘으로써 국어 어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우리 국어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

있다.

리 국어 어휘의 70%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조기에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다.

있다. 그러므로 한자를 배우면 국어 어휘의

섞어 씀으로서 한글이 지닌 단점을 보완할

이해와 그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

수 있고, 한자가 지닌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국어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한자를 알면 우

우리 식대로 읽는 국자이다.

리 국어의 말하고, 듣고, 글을 읽고, 쓰는

한자는 조어력이 강하다.

이해와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

한, 중, 일 동양문화권의 공통 문어이다.

러 학습어의 개념을

한, 중, 일 동양 경제권의 활성화에 매개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역할을 담당한다.

통하여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주된 논리로 삼아

동양문화와 조화를 이룬다. 한자는 한·

많은 사람들이 한자 사용을 반대해왔다. 이와

중·일 동양 언어 문화의 공통 문자 구실을

반대로 한자·한문이 지닌 언어, 문자적 특징을

한다.

강조하면서, 한자와 한문이 민족 문화 형성과

경제 발전의 촉매제 구실을 한다. 현대 사

그 발전에 토대가 되었던 표기 수단이었다는 점

회는 산업사회로서 경제 전쟁시대라고 한

등을 들어 한문 교육은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교

다. 더구나 21세기는 세계의 경제 촉각이

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 또

아태지역으로 몰린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

한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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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명확한 의미 체계가 필요한 용어, 추론과

문자 생활에 있어서 한자 사용 문제와 초등학
교에서의 한문 교육 문제에 대한 한글 전용주의

상징이 필요한 용어, 사물이나 사상(事象)을 가

학자들의 주장과 국한혼용 학자들의 논의에 대

르키거나 표상하는 지시어 등은 대부분 한자를

해 필자는 그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학문적 논

이용하여 조어된 한자어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

거는 부족하지만, 한글전용과 국한혼용이라는

한 점에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다른 교과의

문자 표기 방식 문제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초등

기초 내지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도구 교

학교 수준에서의 한자·한문 교육은 강화될 필

과, 범교과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방인
태, 1998).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한문 교육은 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 교과, 범교과적 성격으로서의 한자, 한자어

다소 비약적인 논리라는 느낌이 있지만, 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한문으로 기록되고, 표상(表象)된 우리 고전
문화가 우리의 정신사, 문화사, 풍속사 등에 끼

초등학교 한문 교육이 도구 교과, 범교과적

친 영향이 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올바

특성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초등학교에서 한자

른 언어 문화나 고전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여 한자 학습과 교과 학습

서 필요하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급한

능력과의 상관 관계를 논의한 연구 보고를 살펴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 고

보기로 하자.

유의 정신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자

장희구는 한 자 학 습 지 도 가 교 과 학 력 향 상

연과의 조화 속에서 인성을 함양했던 도덕적 인

에 미 치 는 내 재 적 영 향 이란 관점에 연구의 방

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문 교육을 통한, 초

향을 두어, 초등학교 3학년용 국한혼용 국어교

등학생 수준에서의 고전의 이해와 그 현대적 실

본, 산수교본, 자연교본 1·2학기 6분책을 제작,

천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 구도에서

지도한

한자문화권 내지 동양문화권에 속한 동아시아의

를 지도함으로써 국어 학력이 크게 향상되었으

결과, 교과 학력 향상면에서 첫째, 한자

여러 나라들(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은 무역

며 둘째, 한자를 지도함으로써 산수, 자연과의

의 규모에 있어서 중심권으로 부각하기 시작했

고등 어휘를 스스로 해독할 수 있어, 교과에 흥

다. 이런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계론적

미를 가지게 되었고, 학력이 국어과와 마찬가지

문명관, 인간관으로 인한 서구 문화가 그 말폐

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장희구, 1980).

적 현상을 노정(露呈)하는 이즈음, 문명·문화사

이 보고서는 한자 지도가 교과 학력 신장에

적 관점에서도 유(儒)·불(佛)·도(道)를 중심으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인데, 실험용 교재- 국

로 하는 동양 문화 및 이에 대한 우리의 고전

한혼용문으로 만들어진 국어, 산수, 자연- 를 사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 진리로 재해석되고 재창

용하여 한자 지도가 교과 학력 신장에 크게 영

조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는 것이다. 필자

향을 끼침을 밝혔다. 한자 학습이 국어과 학력

는 이와 같은 문화적·시대적 인식에 터해서 초

신장에 끼치는 영향은 국어 낱말의 70% 정도가

등학교 수준에서의 한문 교육은 필요하며, 점진

한자어로 이루어졌다는 국어의 언어적 특수성

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
만,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는
연구 보고서는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필요성에

다. 초등학교 한문교육과 교과 학습 능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력과의 관계
국어, 수학, 자연, 사회 등 언어 문자를 표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박춘섭은 한 자 교 육 이

수단으로 구성된 모든 교과의 학습 용어는 대부

산 수 학 습 에 미 치 는 영 향 을 조사, 연구하여 그

분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을 나타내는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였다.13) 박춘섭은 이 보고
서에서 수학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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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리 판단을

연구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성이라면 수학적인 개념,

구 보고는 초등학교 한문 교육이 도구 교과로서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의 성격을 공유하며, 타 교과의 학력 신장에 매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수학 용어의 한

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증한 것이다. 또한

자 표기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한편 이효문은 한 자 교 육 과
취 도 와 의 관 계 에 대한 연구

자연과 학업성
결과14)를

현실적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발표하

준다고 볼 수 있다.

였다. 자연교과서에 나타난 용어를 한자를 이용
해서 뜻풀이를 해주면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이

Ⅳ.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분석

해를 하며, 이해도를 측정하는 평가에서도 한자
로 뜻풀이를 해준 학급이 그렇지 않은 학급보다

초등학교 6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재량시간

훨씬 성취도가 높게 나타남을 조사 발표하였다.

의 설정으로 초등학교에서 주당 1시간씩 초등학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희구, 박춘섭 그

교 한자를 교수·학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리고 이효문은 한자 학습 지도가 교과 학력 신

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재량

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시간에 운용할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을 서울
초등한자교육연구회 에 의뢰하였다. 초등학교에

13 )

서 운용할 이 교육과정은 1997년 개정 작업을

·현행 산수 교과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사용
되는 수학 용어 (기호 제외 )는 모두 230여 개다 .·이
중에서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162개이다 .
(예 ; 삼각형, 분수 , 진분수 , 대분수 , 축도 등 )·반직
선 , 대분수 , 기준량이란 용어의 뜻을 조사해 보았더
니 , 정답률이 각각 19%, 44%, 54%정도였다 .·수학
용어가 순수한 우리말로 바뀌지 않는 한 초등학교
산수 교과서에 한자 표기는 불가피한 일이며, 수학
적인 개념, 원리 , 법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한자 표기는
당연한 일이다 .·수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그
논리성에 있는 이상 수학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가
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
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성이라면 , 사고에
앞선 논리성은 한자어로 된 수학적 용어의 이해라
는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춘

통해 초등학교 한자 가 '초등학교 한문 으로 그
명칭과 내용이 개정되었다(진철용, 1997). 그리
고 1997년 12월 10일, 『초등학교 학교재량시간
및 중학교 선택과목 관련 교육과정』이 제정되
었고,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이 이에 포함되
었다.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은 정규 교과로서
초등학교에서 한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 가
지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의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과정을 성격과 목표 그리고 내용 체계와 내용을

섭 , 1987)
14 )
·4학년 1,2학기 자연과 교과서에 한자어로 된 어휘
는 약 154단어이다 .(주로 두 글자로 된 것 )·사암
(砂巖 ):모래로 된 바위 . 직진 (直進 ): 곧게 나아감 .
병렬 (竝列 ):나란히 놓은 것 . 사암, 직진, 병렬 등의
낱말은 말할 것도 없이 한자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글과 그 뜻만 가르쳤을 때에는 의미 없는 기호를
암기하는 셈이 되어 그 뜻이 머리에 확실히 기억되
도록 하는 데는 몇 차례의 반복 과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한자를 이용해서 뜻풀이를 해주면 아주 빠
르고 명확하게 이해해 버립니다 . 이해도를 측정하
는 평가에서도 한자로 뜻풀이를 해준 학급이 그렇
지 않은 학급보다 훨씬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
고자 한다.15)

1 . 초등학교 한문교육의 성격과 목표

15 )

습니다 .(이효문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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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재량시간 및 중학교 선택과목

것이다. 필자는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성격은

관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

다음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바탕

정에서 밝힌 초등학교 한문의 성격은 몇 가지

으로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16)

초

다고 생각한다.

등학교 한문의 성격은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내
용, 방법, 평가의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

초등학교 한문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

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서술된 성격

재량 시간의 설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에는 초등학교 한문이 교과로서 갖는 성격과 특

정규교과로서, 초등학교 학생 수준에 알맞

징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과정에서

은 한자·한자어 및 이를 활용한 자료를 학

밝힌 성격의 요점은, 초등학교 한문은 학교재량

습하는 교과이다.

시간을 활용한 선택 영역이며, 중학교 교육용

초등학교 한문은 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기초 한자 900자 중 600자 가량을 바탕으로, 한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학습을 통하여 정

자·한자어·한자어구를 익혀 언어 생활을 하는

확하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데 도움을 준다. 로 되어있다.. 초등학교 한문 교

도움을 주는 교과이다.

육의 특성 및 성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초등학교 한문은 한자어로 된 학습 용어를

못하고, 한문과 공통의 특성과 성격도 포함하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 교과 학력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격 중에서 후반부는

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도구 교과이다.17)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내용과 지도 방법에서 논
의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한문의 성

17 )

격을 규정하는데 서술되어있다.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성격은 정규 교과로 한
문을 처음 배운다는 점과 한문과의 공통적인 성
격과 목표를
16 )

공유한다는 점에서 규정되어야 할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한문의 성격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한문 교육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 중 600자 가
량을 바탕으로 한자 , 한자어, 한자어구를 익혀 언
어생활에 활용하게 하여 , 한자어로 이루어진 국어
의 기본 어휘의 이해력을 높여서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 뿐만 아니라 한자어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 교
양을 기르게 한다 . 한문 교육은 학교재량시간을 활
용한 선택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자·한자어·한자어구를 익혀서 언어
생활에 활용하며, 어휘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초등학교 한문 교육에서 다루
는 한자·한자어·한자어구는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가량을 바탕으로 하여
각 단계별 학생 수준에 알맞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
한자는 짜임을 바탕으로 음과 뜻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도하고, 한자어는 뜻을 파악하기 용이
한 것을 중심으로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
하며 , 한자어구는 평이한 내용의 것을 선별하여 지

점에 관련된다 .(방인태, 초등 한자 교육론 )
초등학교 한문이 언어교과적 성격을 공유한다는 주
장에 대해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그러나
언어교과의 주과목인 국어과의 보조교과로 기능해
야 한다 . 는 주장은 초등학교 한문의 성격을 지나치
게 초등 국어과의 성격과 연계하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초등학교 한문의 영역에서 한자어 영역이
갖는 기능과 역할이 , 한자어 학습이 타 교과 학습
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등은 초등학교 한
문이 갖는 중요한 성격이지만 , 초등학교 한문은 필
자가 규정한 초등학교 한문의 제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어과의 보조교과로 기능해야한
다 는 것과 초등학교 한문의 교과명을 한자어 로

도한다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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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한자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어교과라는 점에서
초등 국어교과의 성격을 공유하면서 다음의 성격
적 특징을 갖는다 . 한자 교과는 독립 교과라기보다
국어·수학과 같이 도구교과적 측면에서 범교과로
보아야 한다 . 초등의 한자 교과는 타 교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교과이므로, 정확한
과목명은 한자가 아니라 한자어 가 되어야 한다 .
이것은 언어교과의 주과목인 국어과의 보조교과로
기능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이것은 단순히 우리말 어
휘의 상당수가 한자어휘의 양적 우세만을 두고 하
는 말이 아니다 . 우리의 언어, 실제로 사용하는 언
어에서 실사에 해당하는 어휘들 , 의미부를 차지하
는 어휘들이 한자어가 절대 다수 부분을 차지한다
는 점과 여러 측면에서 주지하듯이 근대화와 함께
서구로부터 들어온 문명어의 대다수가 한자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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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한문은 한자·한자어와 이를 활용

유사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과 지향점은 다르다

한 학습 자료를 통하여 동양 및 한국 고전

고 볼 수 있다.

세계를 초 등 학 생 수 준 에서 이해하고 감상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는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전문과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지적 영

교과이다.

역과 정의적 영역을 총괄하여 ' 전문 '으로 제시

초등학교 한문은 한자·한자어 및 이를 활

하고, 인지적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지식과 기

용한 다양한 고전 자료를 통하여 초 등 학 생

능을 , 정의적 영역의 내용으로 태도를 포함하

수준에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

였다고 볼 수 있다.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하

고 , 이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

위 영역 중에서 가, 나, 다 항은 지식과 기능을

한 인 성 을 함 양 하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

통합하여 제시하였고, 라 항은 정의적 영역인

초등학교 한문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

태도를 밝혔다.

상, 곧

한편 방인태는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

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과 초등학

제시한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목표를 비판적으

교 교육 목표, 즉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로 검토하면서 한자와 한자어를 활용한 언어 생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를 배양

활에 역점을 둔 초등 한자교육의 목표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

제시하였다.19) 방인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한문은 다가올 21세기에도 한자라

제시된 한자어구 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적절하

는 공통 문어(文語)를 매개체로 하여, 한

지 않으며, 그 개념도 불분명하다고 파악하였다.

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 문화

또한 한자어구 학습은 초등에서 과도한 것이므

권의 상호 이해 증진과 조화로운 발전에 기

로 한자와 한자어를 활용한 언어 생활에 보다

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인태가 제
시한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 중심
으로 지식, 기능, 태도 및 습관을 포괄적으로 제

다음으로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목표18)를

검토해보기로

시하였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하자. 초등학교 한문 교육 목표의 구성 방식은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목표를 한자와 한자어를

외형적인 면에서 중학교 한문과 교육 목표와 유

활용한 언어 생활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

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곧, 초등학교 한문 교

이라고 할 수 있다.

육의 목표를 전문과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는 학

시하는 체재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습자 중심으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한문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
자 900자 중 600자 가량을 바탕으로 한자·한자
어·한자어구를 익혀 언어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하
며 ,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 가 ) 한자를 익혀 언어 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
나 ) 한자어를 익혀 언어 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 다 )
간단하고 평이한 한자어구를 익히고, 그 뜻을 독해
할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 라 ) 한자
어 및 한자어구 학습을 통하여 예절 바른 생활 태
도를 기르며, 선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

창 달 및 한 문 문 화 권 의 이 해 와 발 전 에 역점을

괄하는 한편, 초 등 학 생 수 준 에 서 의
18 )

두고,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목표를 전문과 하
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다음과
19 )

치관을 가지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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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문화

초등 교육용 한자를 익히고, 한자어를 바르게 이해
하며, 언어 생활에 활용한다 . 가 )한자의 음과 뜻을
바르게 알고 쓰게 한다 . 나 )한자어의 음과 뜻을 바
르게 알고 쓰게 한다 . 다 )한자와 한자어를 익혀 언
어 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 라 )한자와
한자어 학습을 통해 한자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
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게 한다 .(방인태 , 초
등한자교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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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2 . 초등학교 한문교육의 내용 범주와
내용 체계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용 기초 한자와 한
자어의 음과 뜻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가. 초등학교 한문교육의 내용 범주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영위하며, 한자 및

우리 민족은 문화 민족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한자어와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통하여 선인

듣는다. 한 민족의 민족 문화는 무엇으로 규정

들의 지혜와 사상을 배우고 더 나아가 민족 문

되는가? 우리가 민족문화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우리 민족이 가진 옛 조상들의 물질적·정신적

있다.

유산,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담아 놓은 옛 전적
들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증명하는 문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의 음과 뜻을 바

헌 자료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록의 측

르게 알고 쓸 수 있다.

면에서 볼 때 한자·한문으로 표기되었다는 한

초등학교 교과에 나타난 한자어의 음과 뜻

계가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옛 전적에는

을 바르게 알고 쓸 수 있다.20)

우리 선인들의 심오(深奧)한 철학 사상과 격조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

(格調) 높은 시문학(詩文學)의 정서가 담겨있다.

혀, 이를 다양한 언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

조상들이 남긴 文集은 물론이고 비교적 편폭이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짧은 문장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양과 깊이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한자 및 한자어 사용의

있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원리와 적용 양상을 익혀, 한자 및 한자어

않는 정신적 유산을 남겨 놓았다. 특히 한자 한

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 자료를 비판

두 글자로 이루어진 어구를 통해서도 삶과 지혜

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를 오롯이 담아 놓았다.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근대세계와 맞닥뜨리면서

한자·한자어와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우리는 근대 문화를 형성시키게 되었는데 당시

통하여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익히고, 이

에 문화 형성의 주된 담당자들이 대체로 일본문

를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화와 서양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근대문

을 함양할 수 있다.

화·근대문학을 이룩했을 뿐, 우리의 옛 전적

한자·한자어와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정서들을

통하여 초등학생 수준에서 한국 고전 문화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다. 지금의 사정도 이와

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기본 능력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성인이라면 쉽게 통찰할

을 기를 수 있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문화 건설에 있어서

한자·한자어와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는 우리가 한자 한문에 담겨 있는 우리 조상들

통하여 초등학생 수준에서 한국·중국·일

의 전통을 충분히 섭취 소화하고 그 터전 위에

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 문화권의 이해 증

세계문화의 장점들을 받아들여, 우리 민족의 독

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자적인 현대 문화를 형성시켜야 한다.21)

수 있다.

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우리의 고
전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초등학교 한문 교육

20 )

초등학교 교과에 쓰인 한자어를 필자는 우선 초등학

2 1)

교 교육용 필수 한자어 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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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에 나타난 주된 용어와 논지는 이우성 (민족
문화추진회보 , 1999, 53호 )의 글에서 斷章取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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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시적 안목에서 민족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담겨있는 감성적 사유 체계의 본질은 쉽게 파악

바탕으로 한 자기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박하게 한자·한

는 내용을 그 배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 속에는 한민족 고유의 감정과 사유 체계가

교재의 내용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

깊이 배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

더 나아가 자연을 비롯한 물(物)과 나를 이원화
(二元化)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용을 교재의 제재로 구성해야 한다.

있다는 철학적, 심미적 사유 체계까지도 포함하

언어 문자를 표기 수단으로 구성된 국어, 산
수, 자연, 사회 등 교과서의 주요 학습 용어는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한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되어있다. 곧, 개념을 나타

문 교육은 한자, 한자어 속에 담겨 있는 감성적,

내는 용어, 명확한 의미 체계가 필요한 용어, 추

감각적 사유 체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

론과 상징이 필요한 용어 등은 대부분 한자를

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용하여 조어된 한자어로 만들어져있다. 한자

나. 초등학교

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한자어는 다시 국어 문장

한문교육의

내용체계와

내용 비교 검토

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명확한 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정 초등학교 학교재량시

사 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에 따른 3. 내용 은 학년별 내용을

한자 교육은 다른 교과의 기초 내지 토대를 형

선정하는 준거가 되는 내용 체계 22)와 이를 토

성한다는 점에서 도구 교과, 범교과의 성격을

대로 선정한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조직한 단

지닌다고 볼 수 있다(방인태, 1998). 이에 따라

계별 내용 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한문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도구 교과, 범교과적 성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격으로서의 한자, 한자어 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영역은 한자, 한자어, 한자어구로 나누었다. 한

말하면 우리말 어휘의 이해력 신장과 다른 교과

자와 한자어는 1, 2, 3, 4단계에서 모두 제시하

의 학습 용어 이해의 극대화를 꾀하는 측면에서

였으나, 한자어구는 3, 4단계에서만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한자, 한자어 교육이 요구되며, 지도

한자 영역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 한자 쓰기, 한

내용의 요소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의 짜임, 한자의 활용이 각 단계마다 공통적

각 단계별 교재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과 관련

으로 제시되었고, 4단계에서 자전에서 한자 찾

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구성하여

기를 제시하였다. 한자어 영역은 1, 2, 3, 4 단계

전이(轉移) 효

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한은수 외, 1998).
이와 함께 한자, 한자어 영역 내용의 수준과 범

22 )

위는 해당 학년 특성에 적절하고, 학년 간 학습

1단계
1.한자의 음
과뜻
2.한자 쓰기
한자 3.한자의 짜
임
4.한자의 활
용
1 . 한자어의
한 자 음과 뜻
어 2 . 한자어의
활용

언어란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는 기능만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심성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감
성적 사유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노철, 1998).
이 점에서 초등학교 한문 교육을 지도하고 그
내용을 선정할 때 우리는, 한자라는 언어 체계
가 지닌 미적 특질이 한자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끼칠 감각, 감성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
다. 왜냐하면 한자는 이점에서 대표적 표의문자

한자
어구

(表意文字)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자에

1999

내용 체계 (서울시교육

청,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

경험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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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3단계
1.한자의 음
과뜻
1.한자의 음과 뜻
2.한자 쓰기
2.한자 쓰기
3.한자의 짜
3.한자의 짜임
임
4.한자의 활용
4.한자의 활
용
1 . 한자어의
1.한자어의 음과
음과 뜻
뜻
2 . 한자어의
2.한자어의 활용
활용

4단계
1.한자의 음과
뜻
2.한자 쓰기
3.한자의 짜임
4.한자의 활용
5.자전에서 한
자 찾기
1.한자어의 음
과뜻
2.한자어의 활
용
1.평이한 한자
1.평이한 한
어구의 풀이
자어구의 풀
2.간이한 문장
이
풀이

교육과정평가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한자어의 음과 뜻, 한자어의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와

활용을 제시하였다. 한자어구는 3단계에서 평이

단계별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진술로 되

한 한자 어구의 풀이를, 4단계에서는 평이한 한

어 있어, 각 영역별 내용 체계가 학년별 내용

자 어구의 풀이, 간이한 문장 풀이를 내용으로

선정의 준거가 되기에 미흡하다.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내용 체계의 영역 설정에서 한자,

초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의 내용에는 단계별

한자어, 한자어구로 구분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신습 한자 배당표 가 예시되어 있다.23) 이에 따

또한 한자어구 의 개념과 범위가 한자어, 한자

르면, 각 단계를 1, 2학기로 구분하고 학습 시간

성어 및 한문의 그것과 어떤 변별성이 있는 것

수에 따라 시간당 신습 한자 수를 배당하였다.

인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 요청된다. 이것과 관

1단계는 2- 4자, 2, 3단계는 5자, 4단계는 6자를

련되어, 한자어구의 4단계에서 '간이한 문장 풀

배당하여 총 600자를 신습한자로 익힐 수 있도

이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간이한 문장 풀이가 과

록 예시하였다.24)

연 한자어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한 초등학교 한문 교육

논의 또한 요구된다.25) 그리고 한자, 한자어, 한

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한문의 내용 체계와 내용

자어구의 각 단계별 내용 체계가 수준과 위계성

은 몇 가지 점에서 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에 대한 고려없이 기술되었다는 점 또한 문제점

먼저 내용 체계를 구성한 기본 관점이 불분명하

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적절한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과정의

시간당 한자 학습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범주화

대한 전문가와 학계의 공동 연구가 요구된다.

할 때 적용한 원리와 학년별 내용의 선정·조

한편, 방인태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목표를

직·배열의 기본 원리가 모호하다. 그리고 현행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와 활용에 중심을 두고,
초등 한자 교육과정 을 제정하고, 내용 체계, 학

23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4 )

년별 신습한자 배당표,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였

단계별 신습한자 배당표 < 예시 >
시간당신습
소계
한자

학기

시간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7
15
17
15

2
4
5
5

34
60
85
75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7
15
17
14

5
5
6
6

85
75
102
84

다. 초등 한자 교육과정 은 단계로 표시하지 않
계 누계

고, 학년으로 표시하여 4 단계를 설정하였으며,
영역은 한자, 한자어, 언어 생활의 셋으로 구성

94

94

160

254

하였다.26) 초등 한자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 생
활을 한자어구 대신에 영역 설정을 했고, 3- 6학
년에 균일하게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자

160 414
25 )

186 600

초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단계
별로 학기별로 시간당 한자수가 배당되어 있다 . 이
수를 보면 너무 작위적이고, 학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 아동들 학습량으로 보아, 1
단계 1학기에 학습할 한자가 2자는 너무 적다고 본
다 . 또 , 2단계, 3단계에서 시간당 5자를 가르치게
되어 있다 . 한자 낱 글자를 가르치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한자어를 구성하여 한자어를 가르치는 경
우는 불가능하다 .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에게 한자
를 지도할 때 , 낱 글자보다 한자어로 습득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안재철 , 199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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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한자어구 라는 용어는 중·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
정 중에 한자어와 성어에 해당된다 . 한자어나 성어
는 그 자체에 한문 문장에 해당되는 주어 +서술어
등의 짜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 .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서 이런 한자어보다 한자 수가 많
고 긴 한문 문장보다는 짧은, 한자성어 를 일컫는
용어로, 한자어구 란 용어를 쓴 것으로 짐작된다 .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서 중,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자성어 란 용어를 그대로 썼다면, 종
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 과
정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
재철 , 1996, 132)
초등 한자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 (방인태, 초등 한
자 교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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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자어를 통한 언어 생활의 실용성을 중시하

언어생활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작성

는 초등 한자 교육 과정의 성격 규정에 따른 것

하고 이에 따라 한자어구 대신에 한자, 한자어,

으로 이해된다(방인태, 1997). 이에 따라, 초등학

언어생활 영역 설정을 했고, 3～6학년에 균일하

교 한문 교육 과정의 내용 중 한자와 한자어의

게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언어 생활이라는

활용 부분이 초등 한자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

설정 근거는 설명되었지만, 한자, 한자어와 같이

생활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한자와 한자어의 음

독립 영역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과 뜻을 익히고 이를 언어 생활에 활용한다는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자

기본 관점은 초등 한문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

의 활용과 한자어의 활용은 각각 한자와 한자어

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역의 하위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또한 초등 한자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 신습

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초등 한자 교육 과정에

한자 배당표를 예시하였다. 각 학년을 1, 2학기

서 제시된 내용체계와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은

로 구분하고 최소 시간수를 30시간으로 설정한

진술로 반복되어 있어, 각 영역별 내용 체계가

후, 3, 4학년은 시간당 신습 한자수를 4자, 5, 6

학년별 내용 선정의 준거가 되기에 미흡하다.

학년은 시간당 신습 한자 수를 6자로 각각 배당

학년별 내용 체계를 영역별 내용 체계로 전환할

하였다. 시간당 신습 한자의 짝수 배당은 한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 구성, 곧 3- 4 학년은 2자 한자어 2개, 5- 6학
년은 2자 한자어 3개, 3자 한자어 2개를 고려하

Ⅴ. 검인정 『
초등학교 漢字』

였다고 밝혔다.27)

교과서 분석

초등 한자 교육 과정은 한자와 한자어를 통한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자 교
3학년
한자의

4학년
음 한자의

한자 과 뜻

한 자 음과 뜻
읽

기

언어
생활

한자의 음과 뜻 한자의 음과 뜻

의적으로 지도되는 경우와 학교재량시간에 편제
되어 정규 수업 시간에 실시되는 것으로 크게

한자 쓰기
한 자전에서

자 찾기

음 한자어의

음 과 뜻

한자어

활

용

대별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자
지도는 주어진 여건과 지도자의 관심, 능력 등

음

과 뜻

과 뜻

한자어 쓰기

한자어 읽기

사전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학교마다 각기 다른 형

한자어 쓰기

한 사전에서

자어 찾기

한자 활용

한

자 찾기

한자어의
한자어의

육의 형태를 보면, 관심있는 교사들에 의해 자

6학년

한자 쓰기
자전에서

한자 쓰기

한 자 어 의
한자어

음과

뜻

한자 쓰기

어

5학년

자어 찾기

다. 이런 한자 지도의 형태는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경우, 특활 시간

한자 활용

한자 활용

한자 활용

한자어 활용

한자어 활용

한자어 활용

한자어의

문 한자어의

장 활용

태를 취하고 있어 어떤 체계성을 찾아보기 어렵

한

을 이용하여 지도하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상

문

설특활반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경우, 방학동안

장 활용

특별반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27 )

초등 한자 교육과정의 학년별 신습한자 배당표 (방

수 있다. 반면 학교 재량 시간에 편제되어 있는

인태, 초등한자교육론 )
학년

학기

시간수 신습한자수

3

1～ 2

30

4

1～ 2

5
6

한자 교육은 일정한 교육 과정에 의해 주당 1시

학년계

누계

4/ 시간당

120

120

30

4/ 시간당

120

240

1～ 2

30

4/ 시간당

180

420

용, 1998).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

1～ 2

30

4/ 시간당

180

600

는 한자 교육은 그 형태나 내용이 다양하여 어

간씩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진철

떤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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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제정한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따라

□ 재미있는 한자 : 다양하고 흥미있게 한자

현재 3종의 검인정 『초등학교 漢字』교과서가

를 익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개발·제작되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창의력이 길러지도록 하였다. 점수나 평가

이들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교 한자

와는 관련시키지 않고, 부담없이 문제를

교재와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실태를 파악해보

자유롭게 해결하도록 하였다.

고, 이의 개선점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한준 외, 『초등학교 漢子』의 1, 2, 3 단계

1 . 전한준 외,

는 16개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4단계는 15

『
초등학교 漢子』

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의 단계 별 소단
원명은

전한준 외, 『초등학교 漢子』(재능교육, 1997)

< 표 1>과 같다.

는 초등학교 학교 재량시간에 실시되는 초등학

초등학교 학교재량시간의 설정에 따른 초등학

교 한자 교육용 교재로 제작되었으며, 총 4단계

교 한문 교육과정에 의하면, 1단계의 한자의 내

로 구성되었다. 한자는 비교적 기초적인 것으로

용은 한자(80- 100자)의 음과 뜻 알기, 한자의

선정하였으며, 특히 중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

기본필순을 알고 바르게 쓰기, 한자의 짜임을

하여 중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의 범위 내에서

통하여 한자의 형, 음, 의 이해하기, 한자를 익

선정하였다. 이 책의 단원 구성 체제 및 구성

혀 언어 생활에 활용하기이며, 한자어의 내용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자어의 음과 뜻 알기, 한자어를 익혀 언어 생
활에 활용하기이다. 전한준 외, 『초등학교 漢
字』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한자 및 한자어의

□ 한자 교실 : 한자와 그림을 제시하여, 한자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한자는 상형 및 지

를 쉽게 익히고 오래 기억되도록 하였다.
□ 한자 활용 교실 : 한자를 익힌 후에 배운

사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한자어는 초등학교

한자가 들어간 낱말을 익히도록 한자어를

학생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일상 생활에서 쉽

제시하였다.

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 활용하였다.

□ 한자 탐구 교실 : 본문에 제시된 한자와

수, 요일, 신체, 동물, 가족, 방위, 위치, 대소, 자

한자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학습

연 등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

자 스스로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생들의 일상 생활이나, 교과 학습에서 활용도가

언어 생활 에서는 한자와 한자어가 일상

매우 높은 개념어와 지시어들이다. 이와 같은

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어, 문장 속에

개념어와 지시어 등은 모두 한자를 어원으로 해

서 한자를 익히게 하였다.

서 만들어진 한자어들이기 때문에 한자를 이해

한자의 짜임 에서는 자원에 바탕을 두고

하면 자연스럽게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알 수

한자를 풀이하여 보다 더 쉽게 한자를 익

있을 것이며, 한자어의 활용을 통하여 문장 속

히도록 하였다.

에서 그 의미를 응용,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 풀이 에서는 본문에서 다룬 한자어

2단계의 한자와 한자어의 내용은 1단계에서 제

를 쉽게 풀이하였다.

시한 것과 대동소이하며 학습할 한자의 양은

□ 평가 : 학습한 한자를 스스로 평가해보도

150- 200자로 규정하였다. 전한준 외 『초등학교

록 하였다. 한자 쓰기는 제외하였고, 뜻과

漢字』2단계는 가족, 가정, 효도, 예절, 도덕 등

음만을 적는 평가로 제한하였다.

의 단원을 통하여 인륜과 전통 문화를 강조하였
다. 그리고 학교, 공부, 국어, 계산, 과학, 예능,

□ 쓰기 : 학습한 신습 한자를 필순에 따라

운동, 독서 등의 단원 설정을 통하여 교과 학습

쓰면서 익히도록 하였다.

과의 연계 및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점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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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한준 외, 『
초등학교 漢子』의 소단원명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

단

계

1. 해와 달

1. 가족 (家族 )

1. 통반번지 (統班番紙 )

1. 홍익인간 (弘益人間 )

2. 일이삼사

2. 가정 (家庭 )

2. 동사무소 (洞事務所 )

2. 삼일운동 (三一運動 )

3. 십백천만

3. 효도 (孝道 )

3. 병원·의사 (病院·醫師 )

3. 대한민국 (大韓民國 )

4. 월화수목

4. 의복 (衣服 )

4. 빈부귀천 (貧富貴賤 )

4. 남북통일 (南北統一 )

5. 몸과 마음

5. 예절 (禮節 )

5. 원양어업 (遠洋漁業 )

5. 선진조국 (先進祖國 )

6. 우리의 몸

6. 학교 (學校 )

6. 품질개선 (品質改善 )

6. 세계평화 (世界平和 )

7. 동물

7. 공부 (工夫 )

7. 경제성장 (經濟成長 )

7. 유비무환 (有備無患 )

8. 가족

8. 도덕 (道德 )

8. 대중교통 (大衆交通 )

8. 진퇴양난 (進退兩難 )

9. 방위

9. 국어 (國語 )

9. 영구보존 (永久保存 )

9. 공명선거 (公明選擧 )

10. 위치

10. 계산 (計算 )

10. 건설공사 (建設工事 )

10. 체력증진 (體力增進 )

11. 대소

11. 시민 (市民 )

11. 원인·결과 (原因·結果 )

11. 위인전기 (偉人傳記 )

12. 유무

12. 과학 (科學 )

12. 죽마고우 (竹馬故友 )

12.근면·성실 (勤勉·誠實 )

13. 남녀노소

13. 예능 (藝能 )

13. 인품·도량 (人品·度量 )

13. 유종지미 (有終之美 )

14. 춘하추동

14. 운동 (運動 )

14. 희로애락 (喜怒愛樂 )

14. 애국가 (愛國歌 )

15. 팔도강산

15. 독서 (讀書 )

15. 미풍양속 (美風良俗 )

15. 부자유친 (父子有親 )

16. 자연

16. 세월 (歲月 )

16. 고향방문 (故鄕訪問 )

학교 한자의 성격 및 목적이 범교과 학습의 기

초등학교 한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단계의

초 도구 교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부수를 알고

학습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자전에서 한자 찾기와 간이한 문장 풀이를 통하

3단계에서 학습할 한자 양은 150- 200자로 규정

여 예절 바른 태도 가지기이다. 전한준 외 『초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한자 교육과정에서 3단

등학교 漢字』4단계는 자전에서 한자 찾기를 몇

계는 주의를 요한다. 내용체계에 의하면, 한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부수 색인 이용법,

어구 라는 영역이 새롭게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

자음 색인 이용법, 총획색인 이용법을 소개하고

른 한자어구의 내용은 평이한 한자어구를 풀이

그 활용 방안을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특히 마지

하고 이해하기, 한자어구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

막 단원에서 五倫 을 도입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용하기, 한자어구 속에 담긴 선인들의 생각을

제시된 간이한 문장 풀이를 통하여 예절 바른 태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 가지기, 한자어구의 학

도 가지기 라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습을 통하여 예절 바른 태도 가지기이다. 전한

그런데, 초등학교 한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준 외 『초등학교 漢字』3단계는 빈부귀천(貧富

간이한 문장 풀이 를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범위

貴賤), 죽마고우(竹馬故友), 희로애락(喜怒哀樂),

와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미풍양속(美風良俗),

등의

수 있다. 간이한 문장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소단원을 통하여 한자어구를 도입, 활용하였으

적용시킬 것인지, 간이한 문장 풀이가 한자어구

며, 올바른 가치관 가지기, 예절 바른 태도 가지

영역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

기 등의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시도하였다.

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전한준 외 『초등학교 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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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4단계는 '五倫 , 곧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

기억하도록 하였다.

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도입하고, 그 의

한자어의 뜻을 제시하고 그 음을 익히도

미를 풀이함으로써 교육과정에 제시된 간이한

록 하였다.

문장 풀이 라는 내용을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였

생각해 보기 난을 마련하여 한자의 생성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절 바른 태도 가지기

과정을 밝히거나 다른 글자와 어울려 단어

는 정의적 영역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사실

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난으로 꾸몄다.

한문 교육의 고유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서울

한자어의 쓰임 난을 두어 지금까지 배운 한

시교육청 제정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의 목표

한자어의 쓰임 난을 두어 지금까지 배운

에서도 라. 한자어 및 한자어구 학습을 통하여

한자어를 언어 생활에 응용하게 하였다.

예절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며, 선인들의 생각을

□ 각 소단원의 3, 4 쪽은 <응용 과정> 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라고

그 단원에서 배운 한자를 응용하여 익히는

하여, 초등학교 한자·한문 교육의 목표에 예절

단원으로 이야기, 그림, 퍼즐 등의 재미있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통한

는 난으로 꾸며 아동 스스로 사고력을 키

정의적 영역의 구현은 초등학교 한문뿐만이, 아

우도록 하였으며, 이미 배운 한자를 응용

니라 모든 교과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하고, 음을 밝혀서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수 있다.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에서 이에 대한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맨 끝에는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한문

한자 쓰기 난을 두어 그 시간에 배운 한자

교육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진들의 지속적인 연

를필순에 맞게 쓰면서 익히도록 하였다.

구가 요청된다.

□ 대단원의 마지막 쪽에서는 단원 평가 난을
두어 그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

2 . 정우상 외,

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 漢字』

각 단계별 한자 수와 단원 구성의 실제를 간
정우상 외, 『초등학교 漢字』(전통문화연구

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교육용 기

회, 1997)는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표현, 그리고

초 한자 중에서 한자를 배우는데 기초가 되는

난이도와 단계성을 배려하여 현대적이며 재미있

한자 127자를 선정하여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도

게 한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4단

록 하였다. 127자의 한자를 32주로 나누어 8개

계로 구성되었다. 정우상·안재철·정우인· 한

의 대단원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관련이 깊은

은수를 집필 위원으로 초등학교 한자교재 편집

내용끼리 묶어 4-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서지의 특징으로는 사색

각 소단원은 4쪽으로 구성하였고, 소단원 하나

도, 4×6 배판, 4책 각 160여 쪽이다.

를 마치면 한자 4글자를 배우게 되었다. 2단계

정우상 외, 『초등학교 漢字』의

단원 구성

는 교육용 기초한자 중에서 151자를 선정하고,

□ 각 소단원의 1쪽은 <도입과정>으로 <학습

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관련이 깊은 내용끼리

체제 및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 151자의 한자를 32주로 나누어 8개의 대단원

목표>를 제시하여, 그 시간에 공부해야 할

묶어 4-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소단

방향을 삽화와 함께 분명히 제시하였다.

원은 4쪽으로 구성하였으며, 소단원 하나를 마

□ 각 소단원의 2쪽은 <본문 이해 과정> 으로

치면 1학기에는 한자 4글자를, 2학기에는 한자

다음의 학습 요소로 구성하였다.

6글자를 배우도록 하였다. 3단계는 교육용 기초

맨 위에 한자의 음과 뜻을 밝히고, 한자

한자 중에서 209자를 선정하였다. 209자의 한자

에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여 단어를 쉽게

를 32주로 나누어 8개의 대단원과 4- 5 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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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우상 외, 『
초등학교 漢字』1단계 단원구성 및 응용 과정
대 단 원 명

一 . 자연과 사람

二 . 수의 세계

소

단

원

명

四 . 계절과 경치

五 . 재미있는 한자

六 . 동물과 식물

七 . 행복한 우리 가족

八 . 우리는 한 겨레

1999

과

정

전래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 수화풍우 (水火風雨 )

그림이 표상하는 한자 관련 짓기

3. 얼굴 (耳目口鼻 )

그림이 표상하는 한자 쓰기

4. 우리의 몸 (手足心身 )

그림이 상징하는 한자 관련 짓기

5. 일이삼사 (一二三四 )

수를 나타내는 한자 익히기

6. 오륙칠팔 (五六七八 )

수를 나타내는 한자로 셈하기

7. 구십백천 (九十百千 )

수의 단위를 한자로 쓰기

8. 수량과 크기 (大小多少 )

수수께끼를 활용한 한자 익히기

9. 상하좌우 (上下左右 )

그림지도를 활용하여 한자 익히기
조선시대 한성 지도를 활용하여 한자
익히기

11. 전후방위 (前後方位 )

그림지도와 방위표

12. 높낮이와 길이 (高低長短 )

그림과 한자 관련 짓기

13. 거리와 무게 (遠近輕重 )

보물 찾기 지도

14. 봄 여름 가을 겨울 (春夏秋冬 )

한자 낱말 카드 완성 하기
어리석은 원숭이 (朝三暮四 ),

15. 낮과 밤 (朝夕晝夜 )

列子 에서 인용

16. 하늘과 구름 (靑天白雲 )

한자어 퍼즐

17. 아름다운 풍경 (丹楓雪景 )

한자 카드 , 색칠 하기

18. 활과 수레 (弓刀車石 )

부수 한자 활용

19. 뼈와 근육 (骨肉齒血 )

부수 한자 활용

20. 깃털과 의복 (羽毛衣皮 )

사마천과

21. 우리 목장 (牛馬犬羊 )

고사성어 :馬耳東風, 출전 李白 詩

22. 새와 물고기 (鳥蟲魚貝 )

한자성어 :一石二鳥

23. 풀과 나무 (草木植物 )

고사성어 :結草報恩,출전 春秋左氏傳

24. 꽃과 열매 (花果竹林 )

善德女王 知幾三事, 출전 三國遺事

25. 아버지와 어머니 ((父母子女 )

孝女 知恩 , 출전 三國遺事

26. 형제 남매 (兄弟男妹 )

고사성어 :兄弟投金, 출전 高麗史

27. 할아버지와 손자 (祖孫夫婦 )

가족계보도를 활용한 한자 익히기

28. 행복한 가정 (幸福家庭 )

창작 일기

29. 우리 나라 (大韓民國 )

사다리타기를 활용한 한자어익히기

30. 나라를 튼튼히 (安全對備 )

고사성어 猫項懸鈴 번안

31. 서로가 평화롭게 (平和共存 )

편지 쓰기 , 출전

도덕 4- 2

통일의 길 , 출전

이만큼 생각이

32. 남북이 하나로 (同族往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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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1. 일월산천 (日月山川 )

10. 동서남북 (東西南北 )
三 . 방향과 위치

응

132

史記 , 출전

漢書

커졌어요 .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

교육과정평가연구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소단원은 4쪽으로 구

예를 들면, 日月山川 ,

水火風雨 와 耳目口鼻 ,

성하였으며, 소단원 하나를 마치면, 한자 6글

手足心身 한자를 일월산천 , 수화풍우 , 얼굴 ,

자～10글자를 배우도록 하였다. 4단계는 교육용

우리의 몸 이라는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한 후

기초한자 중에서 216자를 선정하였으며, 단원

이를 다시 자연과 사람 이라는 대단원으로 통합

구성 체제 및 학습량은 3단계와 비슷하다.

하였다. 마찬가지 원리로 牛馬犬羊, 鳥蟲魚貝를

정우상 외, 『초등학교 漢字』의 전반적인 특

각각 우리 목장 , 새와 물고기 라는 소단원으로,

징에 대해 위 < 표 2> 에 제시된 1단계의 단원

草木植物과 花果竹林을 풀과 나무 , 꽃과 열매

구성과 응용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라는 소단원으로 구성한 후, 이를 동물과 식물

정우상 외, 『초등학교 漢字』는 몇 가지 점에

이라는 대단원으로 설정하였다. 한자를 성질이

서 특이한 구성 체제를 보이고 있다. 먼저 단원

같은 글자끼리 묶어 교육하였던 類別學習法은

구성 방식 및 구성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조선시대 初等課程 문자교육용 교재, 곧

자. 정우상 외
교 漢字

초등학교 漢字 는 다른

초등학

訓蒙字會 ,

교과서와는 달리 대단원 구성 체제를

新增類合 ,

兒學編

類合 ,

등에 공통적

으로 적용되었던 문자 교육 원리인데, 정우상

시도하였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외,

초등학교 漢字 의 단원 구성 방식에서도

각 단계별 학습 한자(1단계 127자, 2단계 151자,

이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3단계 209자, 4단계216자)를 성질이 유사한 것

정우상 외, 초등학교 漢字 에서 우리의 주목

끼리 분류하여 32주로 나누었다. 이를 다시 관

을 요하는 부분은 응용 과정(소단원의 3- 4쪽)의

련이 깊은 내용끼리 4- 5개의 소단원으로 묶은

제재 및 학습 자료의 다양성과 흥미성 그리고

뒤 모두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소단원

이를 통한 초등학생 수준에서의 동양 및 한국의

구성 원리는 조선시대 初等 課程 文字敎育用 한

고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다. 정우상

자·한문 교재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조선 후기

외, 초등학교 漢字 는 도입에서 제시된 한자를

茶山 丁若鏞이

兒學編 에서 거듭 시도하였던

익히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방법을

類別分類體系 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28)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전래 동화, 그림이 표상

28 )

하는 한자를 찾기, 잇기, 쓰기, 한자 낱말 카드

조선 후기 실학시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아동의 문
자 교육 교본인 兒學編 은 정약용의 저작으로 정
확한 편찬시기는 미상이다 . 兒學編 에는 다산의
자서가 없어 구체적인 편찬 동기나 목적을 알 수
없다 . 그러나 茶山의 『千文評 을 통하여 볼 때,
千字文 이 지닌 결점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兒學
編 을 저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산의 문자교육
관을 일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兒學編
은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각각 1000자의 문자를
수록하였다 . 상권에는 有形者 를 나타내는 문자를
수록하였고, 하권에는 無形者 를 나타내는 문자를
모았다 . 이를 전통적인 한자 분류법에 따라 구분
한다면 實字와 虛字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점은 崔世珍의 訓蒙字會引 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이기도 한데, 어린이들로 하여금 몸을 통하여 경
험할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을 나타내는 문자를 중시

놀이, 한자어 퍼즐, 지도 활용, 사다리타기, 수수
께끼 등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자
학습 자료와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漢書 ,

그 글자가 가리키는 구체적 사물을 알지 못하게 된
다고 보았다 . 다산이 千文評 에서 밝힌 비평내용
을 살펴보면, 문자를 類別하여 가르치고 이를 통
하여 구체적 사물을 인지한다 는 다산의 문자교육
관을 알 수 있다 . 곧 文字敎育에 類別分類體系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 유별 분류에 근
거한 문자 학습은 兒學編 의 문자 구성 방식에 적
용되어 天倫, 人倫 , 身體 , 天文, 地理, 都邑, 草卉,
植物 , 動物, 飮食등 같은 類의 글자를 항목별로 분
류하여 편찬하였다 . 이와 같은 문자교육관은 그의
經驗을 중시하는 철학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조선
후기 정신적 지향의식을 일정하게 반영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

한 것이다 .
茶山은 문자가 발생하게된 근본 이유를 文字를 통
한 事物의 分類에 두었다 . 다산은 千字文 이 故事
를 아동들에게 쉽게 注入시키기 위하여 암기에 편
하도록 韻을 달아 엮었기 때문에 글자를 익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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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등학생 수준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한

□ 첫째 쪽에서는 새로 배울 한자를 보이고

편, 三國遺事 , 高麗史 , 傳來 童話 등의 한국

알맞은 그림을 곁들였다. 18단원부터는 새

고전 작품에서 제재를 도입, 활용하여 이야기를

로 배울 한자를 사용한 바탕글을 보이고,

통한 人性 涵養의 효과를 의도한 것은 매우 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곁들였다.

미가 깊은 編纂 意識이라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동양 및 한국의 고

□ 둘째 쪽과 셋째 쪽에서는 새로 배울 한자

전 세계의 이해와 감상에 대한, 이와 같은 저자

의 뜻과 음을 제시하였다. 한자의 뜻이 여

의 편찬 의도는 1단계뿐만이 아니라 2, 3, 4 단

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뜻 하나만

계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밝혔다. 또 한자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였

또한 정우상 외 초등학교 한자 의 단원 구성

다. 또, 바탕글에 제시된 한자어의 뜻을 자

방식 및 원리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초등학

세히 풀이하였으며, 새로 배운 한자어를

교 모든 교과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포괄한

사용한 예문을 제시하여 언어 생활에 응용
하게 하였다.

통합교과적 단원 구성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포괄한 통합교과적 단원 구성의 사

□ 더 익히기에서는 한자의 짜임, 한자 읽기,

례를 들면, 2단계의 우리의 고장 , 문화 유산을

뜻이 상대되는 한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찾아서 등은 사회, 과학의 세계 (소단원은 자연

뜻이 비슷한 한자, 음이 여러 가지인 한자

의 혼합, 혼합과 분리, 직진과 반사, 추위와 더

등을 실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위, 계절의 변화)와 미래의 세계 는 자연, 3단계

□ 넷째 쪽 <쓰기> 에서는 새로 배운 한자를

의 참다운 민주주의 , 경제 활동 등은 사회,

필순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꾸몄다. 또, 부

건강한 삶 , 다양한 취미 활동 등은 예체능, 4단

수와 함께 그 부수를 제외한 획수를 보임

계의 재미있는 수학 (소단원은 도형 그리기, 정

으로써, 자전을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
게 하였다.

확한 계산, 수학 용어)은 수학과 관련지어 통합

□ 연습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제시

교과적으로 대단원 및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이

하여 스스로 풀어 보게 하였다.

와 같은 단원 구성 방식 및 원리는 초등학교 한

□ 새로 배운 한자를 활용한 <읽을 거리>를

문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교과서에

실어서, 한자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자전 찾기를 실어서 한자 공부에 도움

3 . 홍광식 외,

이 되게 하였다.

『
초등학교 漢字』

□ 새로 배울 한자의 찾아보기 를 부록으로
홍광식 외, 『초등학교 漢字』(교학사, 1999)

실었다. 여기에는 낱말의 첫 음절에서 길

는 초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에 따라 만든 초등

게 소리나는 한자 앞에 *표를 하여 읽기에

학교 한자 교과서로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참고가 되게 하였다. 또, 초등학교 교육 과

책은 초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에 제시된 600자

정에 제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600자

를 1단계 94자, 2단계 160자, 3단계 160자, 4단

의 일람표도 실었다.

계 186자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의 단원
은 소단원 체제로 구성하였으며, 1, 2, 3 단계는

홍광식 외, 『초등학교 漢字』에서 우선적으

32단원, 4단계는 31단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책

로 주목되는 것은 바탕글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의 단원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 검인정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의 단원 전

개 방식은 한자나 한자어를 도입하고 한자나 한
□ 단원의 첫머리에 학습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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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한자나 한자어의 언어 생활 활용 등을 중

학습한 한자나 한자어의 경우에는 국한 혼용 방

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한준 외,

식을 따랐다.

초등학교 漢

字 에서는 바탕글을 도입하지 않았고, 정우상
외,

초등학교

다음으로 한자나 한자어 학습을 위해 바탕글

漢字 에서는 응용 과정에서, 도

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바탕글에 사용된 한자어

입 과정에서 제시된 한자나 한자어를, 다양한

가 초등학생 수준의 언어 생활에 맞지 않는 경

학습 자료 속에 수용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홍광식 외,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단원의 밑줄 친 부분은

초등학교

한자 에서는 도입 부분

에서 학습할 한자를 활용한 바탕글을 제시하여

한자어를 활용하기 위하여 문장을 창작했기 때

한자, 한자어 학습을 강조하였다. 바탕글 제시

문에 아동들의 실제 언어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 단원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런 예는 1, 2, 3, 4단계를 통하여

보기로 하자.

볼 때 매우 많이 발견된다. 한자나 한자어를 도
입, 학습하기 위해 국한 혼용의 바탕글을 제시

□ 1단계 18. 심신(心身)

한 방식은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 단원 전개

心身을 단련하여 건강하고 씩씩한 어린이가 됩

방식과 학습 방법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

시다. 手足을 활발히 움직이는 운동을 매일 규

되지만, 예시된 것과 같은 바탕글의 문장은 홍

칙적으로 해야 心身이 건강해 집니다. 心身이

광식 외,

건강해야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단계 24. 풍우(風雨)

초등학교 漢字

교과서가 지닌 가장

이상에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3

나는 자주 아버지를 따라 근처에 있는 공원으

종의 검인정 초등학교 한자를 몇 가지 관점에서

로 산책을 갑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따라 산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초등

책을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

학교 한자 평가, 표준 훈음29) , 표기 방식, 초등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모진 風雨가
쳐서 곱게 피었던 百花가 다 지고 말았기 때

29 )

문입니다.
□ 3단계 1단원. 즐거운 우리 집
온 家族이 오순도순 지내며 苦樂을 함께 하는
가정에는 따뜻한 情이 넘친다. 새 학년이 되
어 기뻐하는 우리 兄弟를 父母님께서는 喜色
이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신다. 행복한 꿈이
피어나는 즐거운 우리 집！언제나 따뜻한 사
랑이 가득 차 있다.
이 책에서 우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문
자 표기 방식이다. 단원명은 국한 병용을, 그리
고 바탕글은 국한 혼용을 따랐다. 문자 표기 방
식은 초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에서 규정되지 않
은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진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언어, 문자학적 차원
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정우상 외,

초등학교

한자 에서는 국한 병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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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각 한자를 ** 字 라고 불러 지적할
때 , 음과 훈을 함께 불러 말한다 . 즉 , 天, 地 , 人 의
글자를 각각 하늘 천, 땅 지, 사람 인 과 같이 부름
으로써 글자를 구별하여 나타낸다 . 여기서 하늘 ,
땅 , 사람 과 같이 전통적으로 각각의 한자에 고착되
어 그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訓 이라고 하고 ,
천, 지, 인 과 같이 그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
을 音 이라고 한다 . 그런데 한자는 多義文字이며 ,
多音文字이다 . 같은 한자라도 쓰이는 경우에 따라
음과 훈이 여러 가지로 달리 나타날 때가 있다 . 가
령 說 의 음은 설 , 세, 열, 탈 이 네 가지가 있으며 ,
같은 음에서도 여러 훈이 내포되어 있다 . 설 의 훈
에는 말씀, 말, 말할, 문체이름 이 있고 , 세 에는 달
랠 , 머무를 이 있으며, 열 에는 기뻐할 , 셈 이 있고,
인명에도 열 이라고 읽는다 . 탈 에는 벗을, 놓아줄
이 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訓音들 가운데 그 한자
를 대표하는 훈음을 標準訓音 이라 부르는데 , 이
표준훈음제도는 多義多音인 한자한문학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우리 선인들의 지혜이다 . 초
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의 선정과 표준훈음 설정의
원칙과 시안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 (정
우상,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의 선정과 표준훈
음 , 한자교육신강 , 전통문화연구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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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 선정 문제30) 등은 초등

교 한문 교육의 성격과 목표는 초등학생의 효

학교 한문 교육 전문가의 집중적인 연구와 합의

과적인 언어 생활을 위한, 초등학생 수준에서의

가 요구된다.

고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위한 한문 교
육 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또한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내용은 民

Ⅵ. 맺음말

族 文化 暢達 과 동양 및 한국 고전 문화의 이
해와 감상 이라는 측면에서 재조정되는 것이 요
구된다.

초등학교 6차 교육 과정의 학교재량시간 의
편성·운영에 따라 초등학교 한문 교육의 시행

이 시점에서 초등학교 한문 교육이 과연 필요

근거가 마련되었다. 초등학교에서 비록 선택 과

한가라는 물음을 거듭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

목의 하나로 설정되었지만, 정규 교과의 하나로

각된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도덕

초등학교 한문을 교수·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

적으로 붕괴되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재량

문화 내지 문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놓여

시간의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이

있다. 그 해결책 또한 인간관의 변화를 바탕으

제정되었고, 현재 3종의 검인정

초등학교 漢

로 한 세계관의 전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필자

교과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

는 생각한다. 초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지 학교장의 주관에 의해서 또는 교사의 재량에

의 한문 교육을 통해서 현실의 제반 문제를 해

의해서 편의적으로 실시되었던 초등학교 한문

결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큼 필자는 소박하지

교육이 학교재량시간의 편성·운영에 근거한 초

않다. 다만, 문명사적 위기의 흐름을 돌릴 수 있

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의 제정으로 인해 어느

는 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 뿐이다. 물론 이와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의도와 목적 의식이 교과의 내용과 교수·

字

초등학교 한문 교육 과정은 그 교육사적 의의

학습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서는 안될 것이지만,

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그 이면에 잠재(潛在態)로 존립하기를

본 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초등학

기대한다.

30 )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 선정에 관한 논의는 다
음의 연구 논저를 참고할 것 .
정우상 ,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의 선정과 표준
훈음 (전통문화연구회 , 1998)
서울시교육청 , 초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방인태 , 초등 한자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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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 h in e s e C ha ra c t e r Ed u c at io n in t he Ele me nt a ry
S c ho o ls Ba s e d o n S c hoo l Dis c re ct io n a ry Tim e
Kim, Wang- Kyu
(KICE)

Allow ing elem entary schools to dev elop their

that w e are now in the midst of a crisis in

own cour ses in Chinese characters will provide

t erms of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 an d

the basis for our educational policy on Chines e

that as human beings , w e st and betw een

characters . Courses in Chinese characters for

culture and civilization . T her efore, the solu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been r evised

t o this problem must be based on changed in

an d the textbook Element ary School Chinese

our

Characters has been put into use. T he goal of

per spectiv e. I am n ot saying that w e can

this educational policy is to promote stan dards

s olv e

suitable

to

the

lev el

of

students

in

our

w orld view , on e based
this

problem

simply

on
by

a human
prom otin g

Chinese char acter education in our schools ,

elementary schools . It is believ ed that this

but I do think that such education w ill serv e

program will help to develop our national

to

culture.
T here is the need to ask w hether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s essential t o element ary

stifle

m an ' s

wild
goals

gr eed. T hough

intentions

and

visible in

the course and in

are

not

our

necessarily
the v arious

classr oom activities , I do at least anticipate

school students or not . How ever , w e all know

the potential of some fruit from our eff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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