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0돌�한글날�맞이�한글문화토론회� � � � � � � � � � � � � � � 쉽고�바른�언어문화�확산을�위한�학술회의

          

한자어의 이해 과정과 
어원 지식의 역할

2016년 9월 23일 낮 2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실

주최: 한글문화연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주관: 한글문화연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말]

더 알찬 낱말 교육의 길을 찾는 자리

570돌 한글날을 맞아 이런 뜻깊은 자리를 열 수 있게 도와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며 다진 공감대가 쉽고 
바른 언어문화를 높이 세우는 데에 주춧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한자를 혼용하거나 병기를 확대하자고 거센 목소
리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국민도 제법 많습니다. 하
지만 한자 표기 강화를 찬성하는 신문이든 개인이든 대개 자기 글에 한자를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의 배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
는다 하여 불편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자 병기와 같은 주장이 호응을 얻는 데에는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이 
필요하고, 한자 지식을 키우거나 지키려면 한자 병기 같은 표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는 소박한 믿음이 작용해서일 것입니다. 한자 문제는 ‘표기 수단’을 둘
러싼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안’인 셈입니다. 

“한자어의 이해 과정과 어원 지식의 역할”을 주제로 펼치는 이 학술회의는 한자와 
한글을 둘러싼 묵은 논쟁 구도를 깨고, 더 알찬 낱말 교육의 길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
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문제를 낱말 교육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
는 자리에 나와 발표를 맡아주신 배문정(우석대학교), 허민(광운대학교) 님과 토론을 
맡으신 이광오(영남대학교), 한대희(청주교육대학교), 남길임(경북대학교), 서명숙(서
울우솔초등학교) 님, 그리고 기꺼이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리의도 전 춘천교대 교수님
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 9월 23일 
이건범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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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한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한글이 창제된 시점부터 있었던 만큼, 그 해결과 
화해의 가닥을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글-한자 논쟁을 단지 글과 글
의 문제가 아니라 말과 말, 말과 글, 나아가 문화와 문화의 문제로 연결시켜 이해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거칠게라도 논쟁의 지점들을 정리하면, 한자 혼용 내지
는 병기를 주장하는 논거는 대략 다음의 몇 가지 주장으로 요약되는 듯하다. 1) 한자
는 비록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수 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삶과 생각을 표현해온 우
리 전통문자다. 2) 한자는 말의 소리가 아니라 뜻을 나타내는 표의문자인 만큼 한자 
사용에 국적이 있을 수 없다. 3) 그 유입과 형성 과정에 역사적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
도 한자어는 우리 언어의 일부이고, 그 어원에 맞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4) 오늘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실제 언어이해능력은 과거 한자를 배운 
세대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5) 
한자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언어이해능력을 키우기 위해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한자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와 달리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논리는 1) 우리 역사에서 지배계층의 한자 사용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한들,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한자가 우리글이 될 수는 없
다. 2) 한자어가 우리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문화적 종속
과 식민지배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남용은 가능한 자제하고, 사라져간 우리 토
박이말을 많이 발굴하고 퍼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한자어는 한자형태소의 합성어
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들은 이미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한자어 교육의 인지과학적 고찰

배문정 / 우석대학교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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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언어이해력을 키우는 데서 핵심은 많이 읽고 많
이 쓰는 것이지, 한자를 암기한다고 해서 어휘력이 늘지는 않는다. 5) 오히려 한자교
육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주장들은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 모두 직관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우리말과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과 충심을 담고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 사람
의 삶이 얽힌 언어적 규범과 교육의 문제를 사변과 직관에 의존한 주의주장과 가치판
단, 숙고 없는 여론의 흐름에 내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한글-한자 문제를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험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공적 담론과 주장이 이 연구의 결과들에 기초해서 
근거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경험연구들이 많지 않은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이 글은 
충분한 연구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론도 성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나치게 에둘러 가는 감이 있지만 한글과 한자 갈등을 그 근원에서부
터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글의 첫 꼭지에서는 한자라는 표기체계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언어학과 심리학 연구에 기초해 살펴본다. 둘째 꼭지에서는 한자와 한자어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가지는 사회정치적 의미에 대해 성찰한다. 셋째 꼭지에서는 한자
어의 언어적 지위와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 한자의� 진실과� 오해

한자가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정확히 고증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2·3 
세기경으로 추정한다(진류, 2012). 이후 한자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방식
으로 한반도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쳤고, 성리학을 건국의 바탕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 비중과 권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한글의 창제는 처음부터 
한자와의 팽팽한 대립과 갈등 속에 출발했다1). 우리말과 함께해온 시간만 따진다면, 

1) 당시의 대립 분위기는 집현전 학자였던 최만리의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http://cc.kangwon.ac.kr/~sulb/kl-data/manr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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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나이 570년은 (한반도에서의) 한자 나이에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다. 따
라서 살아온 역사를 온전히 배제하고 오직 현재적(공시적) 관점에서만, 한글과 한자의 
지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한글과 한자 논쟁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이다. 해서 우
리말과 글의 역사에서 한글과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국과 중국의 언어역사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나랏말미듕귁에달아문와로서르디아니’� -� 외국어로서의� 한자

“서구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 언어를 표상하는 글자는 거의 예외 없이 로
마자 알파벳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는 여러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 언어는 모두 
한자로 표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해왔다. 따라서 한자는 중국글자가 아니라 동
아시아 공통의 글자이며, 일본의 간지가 일본의 전통 글자이듯이, 우리의 한자도 우리 
전통 글자이다. 다만 한자는 배우고 쓰기 어렵기 때문에 더 쉽고 과학적인 한글로 우
리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표기체계로서 한글과 한자를 대비시킬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한글은 배우
기 쉽고 한자는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서 한글 창제의 의의를, 심오한 깊이를 담
고 있지만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배우기 쉽고 체계적인 한글로 대체해서 일반 민중이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발견과, 언어사용과 교육에서 평등의 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은 
인간 존중과 인권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하지만 한글
을 단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라는 기능적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한글이 우리 
언어역사에서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이다.  

우리말과 삶의 역사에서 한글의 의미를 되짚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헌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훈민정음 서문이다. “나랏 말미 귁에 달아 문와로 서르 디 아니
 이런 젼로 어린 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 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몯노
미 하니라. 내 이 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노니 사마다  
수 니겨 날로 메 뼌킈 고져  미니라(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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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할 말이 있어도,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하노라. 내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이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
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의 이 서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천 년이 넘
는 세월 동안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따라서 말과 글에서도 서로 상통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국말과 중국말은 음운론에서 형태론, 
통사론까지 어느 것 하나 닮은 구석이 없는 아주 먼 계통의 언어다. 현대에 와서 그 
특성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고대 중국어는 단어가 모두 일음절어이고, 각 단어가 어형
의 변화 없이 음절 그대로 순서만 바꿔 주어와 목적어 등의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 고
립어(isolating language)에 속하는 반면, 우리말 단어는 여러 개의 음절로 이루어지며, 
어근에 조사나 어미 등의 접사가 붙어 문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착어(agglutinating 
language)이다. 따라서 한자 한 글자는 중국어 단어 또는 형태소 하나에 대응되며, 한
자를 순서에 맞게 나열해 쓰고 읽으면, 글을 모르는 중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뜻이 통하
는 말이 된다. 하지만 한자로 우리말의 단어를 나타내거나 접사를 나타내는 것은 애초
에 불가능했고, 한자는 음만 빌어 사용하거나 소리 없이 뜻만 나타내는 것으로 쓰여 
왔다. 어쩌면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세계의 중심이었을지도 모르는 
중화의 언어는 오늘날 영어보다 더 배우기 어려운 언어였을 것이다. 

한자와 한문이 지배적 문화였던 조선시대에도 그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읽혔을지 생각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언해본과 나란히 해례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례본의 내
용은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不相流 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 爲此
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인데, 이를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으면, 
“국지어음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고우민 유소욕언 이종불득신기정자 다의 여 위차
민연 신제이십팔자 욕사인인 이습 편어일용”이고, 현대 중국어의 병음으로 읽으면, 
“gúo zhī yǔ(yù) yīn yì hū zhōng gúo yǔ wén bù xiàng liú gù yú mín yǒu sǔo yù 
yán é(er) zhōng bù dé(děi) shēn qí qíng zhě dūo yǐ yǔ wéi cǐ mǐn rán xīn zh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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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er) shí bā zì yù shǐ rén rén yì xí biàn(pián) yú rì yòng ě(er)”이다. 이 두 음독
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말로는 도저히 뜻이 통하지 않는 암호문이지만. 중국어 병음은 
지금의 중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말이 된다2). 즉 해례본을 동국정운(東國正
韻)식3) 발음으로 읽으면 당시의 중국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훈민정음 언해본과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한글본과 한자본이 
아니라, 우리말본과 중국어 번역본으로 이해해야 한다4). 따라서 당시 선비들은 오늘날 
해외 유학파들이 영어에 대해 그런 것처럼, 중국어를 제2 언어 또는 공식어로 사용하
는 이중언어자들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한자와 한문이 우리말의 일부가 아니라 중
화의 언어 즉 외국어였고,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문화가 이중언어 문화였음을 인정한다
면, 한글의 창제는 단지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배우기 쉬운 글자로 대체한 사건이 아
니라 우리말의 존재선언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말이 말과 글을 모두 갖춘 완전한 언어
체계로 재탄생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한글 창제 당시 한글과 한자 간의 갈등은 우리말과 중국어의 갈등 또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간의 문화적, 정치적 
충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재현되고 있는 한글-한자 논쟁은 말과 말의 전쟁이라기보
다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으로서 한글과 한자의 대결로 보인다. 이 대결을 주도하
는 주된 주장은 1) 한글은 표음문자라 글자에 말의 뜻을 직접 나타낼 수 없는 반면 
한자는 말의 뜻을 직접 나타낼 수 있는 표의문자(ideography)이고5), 2) 우리말 어휘
의 절반이 넘는 한자어는 뜻글자인 한자의 조합에 의해 조어된 단어들인 만큼 그 표기
2) 현대 중국어 구어체는 고대 문어체와 많이 달라, 병음대로 읽어도 자연스러운 중국어가 되지는 않

는다. 이는 우리가 훈민정음을 중세 언어로 읽을 때 느끼는 차이와 비슷할 것이다. 
3) 훈민정음 반포 2년 후에 반포된 ≪동국정운≫(東國正韻)은 한자를 중국어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도록 발음의 표준을 정한 운서(韻書)이다. 이 운서에 제시된 한자 발음은 중국의 광둥어 방
언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고 고대 중국어의 음운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동국정운의 표준음으로 읽으면 당시의 중국어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4) 훈민정음 해례본은 외국어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드프란시스(DeFrancis, 1989)가 번역한 훈민정음 
영어본과 그 지위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 “The sounds of our country’s languag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ddle Kingdom and are not confluent with the sounds of 
our characters. ... I have been distressed because of this, and have newly designed 28 
letters, which I wish to have everyone practice at their ease and make convenient for 
their daily use.” 

5) 흔히 표의문자는 소리말을 매개로 하지 않고 바로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 표의문자는 관념문자라는 의미에서 이디오그램(ideogram 또는 ideography)으로 명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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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한자가 말의 뜻을 
나타낸다는 주장의 진정한 의미부터 따져보기로 하자.

2)� 소리� 없는� 뜻글자에� 대한� 신화

말이 사물과 맺고 있는 관계가 자의적이고 관습적이듯이, 글이 말과 맺고 있는 관계
도 그렇다. 우리말의 ‘산’은 고유어인 ‘뫼’를 밀어내고 우리말로 굳어진 한자어다. 이 
산은 ‘산’으로도, ‘san’으로도, ‘山’으로도, ‘さん’, 또는 어떤 시각적인 도형으로도 나타
낼 수 있다. 이 모든 글자가 혀를 잇몸에 가까이 대고 바람을 통과시키며 구강을 아래
로 크게 벌리고 마지막에 혀끝을 잇몸에 붙이고 코로 바람을 밀어내며 마무리하는 소
리를 나타내게 된 것은 우발적인 시작과 관습, 규약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글자 
중 유독 한자 ‘山’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듯이 보인다. 그것은 ‘山’이 상형문자적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과 산의 모양은 결코 자의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관습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는다. 산의 모양은 산 그 자체이다. 따라서 한자의 상형문자적 속
성은 반드시 말을 매개하지 않아도 나무와 동물로 가득 찬 거대한 흙덩이를 바로 표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한자에 대한 표의문자 신화의 출발점이다. 

 문자학자들은 한자가 문자 체계로 확립된 시기를 은나라 시대인 기원전 1200년경
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자의 기원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일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허난 성 자후(賈湖) 유적에서 발굴된 계각부호(契刻符號)는 기원전 600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초기 한자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자가 어느 날 갑
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후 문자와 같은 문자 이전의 도상기호가 꾸준히 발전하고 
보급된 결과일 것이다. 문자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구상 가장 오랜 문자로 기원전 
3000년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메르의 쐐기문자를 꼽는다. 해서 한자는 지구상
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문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초기 문자들이 역사의 어
느 시점에서 사라져 버린 것과 달리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 오래되고 심오하다는 것은 그 세월의 깊이만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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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신화(myth)를 가지고 있고, 우연적이고 불규칙한 요소들에 의해 단순성을 잃
고 복잡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드프란시스(DeFrancis)는 
“중국어: 사실과 환상(The Chinese Language: Fact and Fantasy)”(1984)에서 한자에 
대한 여러 오해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중 가장 뿌리 깊은 오해가 ‘한자가 소리말을 
매개하지 않고 바로 뜻을 지칭하는 표의문자(ideography)라는 신화(myth)’라고 지적
한다. 이 신화의 기원은 물론 한자가 상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한자가 
문자 체계로 확립된 은나라 시대에 와서는 이런 상형적 특성은 거의 사라졌다
(Sampson, 2014). 글자의 모양이 세련되고 정형화되면서 더 이상 형태를 통해 사물을 
지각하거나 추리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이전에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던 글자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다른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변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고대어에서 ‘來(lai)’는 ‘밀 wheat’의 형상을 본뜬 상형문자였으나 은나라 시대 이후 來
는 ‘밀 wheat’과 발음이 같은 ‘오다 come’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오늘날 원래
의 뜻은 완전히 사라졌다. 

인류가 글로서 말과 생각을 표현해온 역사는 기원전 3-4천 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문자의 역사를 따질 때, 그림(picture)과 영상기호(iconic sign), 글자(script)의 
경계를 가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상형문자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시각적 도형들의 집합이 문자 체계(writing system)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말(spoken language)의 전체 
체계를 표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문자라고 명명하는 기호들은 그 정의에서부터 
말을 전제하고 있으며, 글자란 말을 표상하는 기호이다. 우리가 흔히 표의문자
(ideography, ideogram)라 부르는 것은 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
하는 문자를 일컫는다. 현존하는 문자 중에 이런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샘
슨(Sampson, 1985)이 의미표기적 문자(semasiographic writing)로 분류한 것이 이와 
유사한데6), 의미표기적 문자는 문자 이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기호나 도
6) 샘슨(Sampson, 1985)은 도로표지판이나 이모티콘과 같은 도상기호를 의미표기적 문자

(semagisography)로, 말을 표상하는 문자를 언어표기적 문자(glottography)로 분류한다. 언어표
기적 문자는 다시 말의 소리 단위(음운)를 나타내는 표음문자(phonography)와 말의 의미 단위(형
태소, 단어)를 나타내는 표어문자(logography)로 나누어진다. 샘슨의 분류에 따르면, 한자는 단어
를 표기하는 표어문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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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표지판, 의류취급표식, 이모티콘 등이다. 따라서 한자는 어떤 의미에서도 표의문자가 
아니다.

3)� 표어문자로서� 한자와� 한글�

한자가 더 이상 상형문자가 아니라면, 한자가 말을 거치지 않고 사물이나 개념을 직
접 지칭한다는 이 뿌리 깊은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한자 
체계에서는 글자 하나가 그 자체로 의미의 최소단위인 단어나 형태소에 대응하기 때문
이다. 이는 여러 개의 낱자로 단어나 형태소를 나타내는 영어와 한글에 비해 글자와 
의미의 대응이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 표기체계 모두 글자가 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세상의 모든 말은 소리와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말의 하늘은 ‘하’와 ‘늘’이라는 음절소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하늘’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sky’와 중국어의 ‘天(tiān)’은 모두 소리와 뜻을 가진 단
어이다. 이처럼 모든 글자는 말의 소리와 뜻을 동시에 나타내지만, 언어마다 말소리의 
단위와 말뜻의 단위가 다르고, 또 글자가 이에 대응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체
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소리의 (최소) 단위는 자음과 모음의 음소(phoneme)이고, 한국
어와 중국어에서는 음절(sylable)이다7). 이 소리의 단위들이 모여 형태소를 이루는 방
식도 언어마다 달라서 영어와 한국어는 여러 개의 소리와 글자로 단어와 형태소를 나
타내는 반면, 중국어는 글자와 소리, 뜻이 일 대 일로 대응한다. 따라서 한자는 말의 
소리(음절)와 뜻(형태소, 단어)을 동시에 나타낸다. 여기서 한자가 음절을 나타내는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한자를 표음문자(phonographic writing)로 분류하는 반
면, 형태소를 나타내는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한자를 표어문자(logographic 
writing)로 분류한다(샘슨, 1985; 2014). 

하지만 어떤 표기체계가 표음문자인지 표어문자인지를 가르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
지 않다. 이는 표기체계 연구의 두 권위자인 샘슨(1985)과 드프란시스(1989)가 한글
7) 음운의 내부 구조를 음절체나 각운과 같은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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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어문자에 가까운 문자로 분류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샘슨(1985, 
1994, 2014)과 드프란시스(1984, 1989, 1994)는 표기체계의 일반 원리와 중국어에 
대한 이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 왔다. <그림 1>은 드프란시스와 웅거(DeFrancis 
& Unger, 1994)가 샘슨과 드프란시스의 문자부류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국 한자는 샘슨의 분류에 따르면 언어표기적 문자이며, 언어표기적 문자 중 음이 아
니라 뜻을 표상하는 표어문자에 속하고, 드프란시스에 따르면 형태소음절
(morphorsyllable)을 나타내는 표음문자이다. 중국어에 대한 이런 견해 차이는 그렇다 
치고, 한글을 표음문자가 아니라 표어문자에 가깝게 위치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분
류는 한글이 세계의 어떤 소리말도 나타낼 수 있는 음성기호에 가깝다고 여기는 우리
의 상식과 크게 어긋난다. 이는 한글이 자소단위의 낱자를 음절단위로 모아쓸 뿐 아니
라 의미형태소를 구분해서 분철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즉 ‘하늘이’, ‘먹으니’, ‘꽃잎’과 
같은 표기 방식은 말의 형태소나 단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하느리’, ‘머그니’, ‘꼰닙’으로 써야 하지만, 우리는 말의 어간과 단어의 경계를 분명하
게 표기하기 때문에 글자가 말의 소리뿐 아니라 뜻까지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한자혼
용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한글로는 말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주장과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도 로마자를 순수하게 표음적 방식으로 사용하
지 않는데, 동음이의어의 경우, 철자에 차이를 두어 서로 다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표음문자로서의� 한자�

  한자가 말을 거치지 않고 사물이나 개념을 직접 지칭한다는 오해가 생겨나는 두 
번째 이유는 한자가 글자 안에 의미의 요소 즉 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한자가 부수로 단어의 의미범주를 표시하는 것은 한자가 표어문자이기보다는 표음
문자에 가깝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드프란시스(1989)는 샘슨(1985)이 한자를 형태소 
문자 즉 표어문자로 분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한자를 음절문자로 분류하였다. 그 
근거는 말의 변천과 함께 새로운 글자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글자들이 이전 글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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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기초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 첫 번째 방식은 기존의 글자를 소리가 같은 다른 

단어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앞에서 본 來(wheat → come)의 경우가 여기
에 속한다. 이때 ‘來’의 경우는 기존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지만, 대부분의 경우
는 같은 글자로 동음이의어를 동시에 나타내게 되었다. 해서 하나의 글자가 너무 많은 
동음이의어를 지시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글자 앞에 단어의 의
미범주를 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개의 동음이의어를 나타낸
다는 것은 한자가 더 이상 표어문자가 아니라 표음문자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그림� 4.� 샘슨과�드프란시스/웅거의�문자체계�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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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형성자는 바로 한자가 상형적 표어문자에서 음절문
자로 전환되면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어에서 ‘昔/sjak/’은 고기를 나타내는 
글자 아래 해를 나타내는 글자를 더해 ‘말린 고기’를 나타내었는데, 이후 동음이의어인 
‘앞선, 옛날’을 나타내게 되고 ‘昔(예 석)’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이후 이 글자에 扌의 
부수를 더해 ‘둘 조 措 /tshak/’, 足을 더해 ‘밟을 적 踖 /tshjak/’, 입 口를 더해 ‘탄식할 
차 唶/tsjak/’, 그리고 사람 亻을 더해 ‘빌릴 차 借/tsjak/’가 되었다. 그리고 원래의 ‘마
른 고기’는 ‘포 석 腊’으로 표기가 변했다8). 이 글자들은 모두 정확히 동음어는 아니지
만 성모가 유사하고 운모가 동일한 단어들이다. 

드프란시스는 한자의 이런 변천 과정에 기초해서 한자가 상형문자에서 음절문자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샘슨은 위의 변화는 이미 거의 2-3000년 전에 일어났고, 지
금의 중국어에서 이 단어들은 모두 발음이 크게 변했다는 점에서(과거의 昔/sjak/은 오
늘날 xī로 발음된다. x는 영어의 s와 sh 사이의 발음이다. 昔에서 합성된 다른 단어들
도 모두 소리가 크게 달라졌다.) 현대의 한자는 음절문자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고 말한다. 그는 한자는 글자의 형태가 발음과 의미에 약간의 암시만 주는 단어글자라
고 표현한다. 이는 한자를 음이나 뜻의 규칙적 대응에 따라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고, 오직 글자들을 단어에 일 대 일로 대응시켜 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축한
다.

한자를 음절문자로 분류하든 표어문자로 분류하든, 어떤 경우에도 한자는 말을 통과
하지 않고 의미를 표시하는 표의문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자의 의미
는 한자와 사물, 한자와 개념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자에 대응하는 말의 뜻
에서 온다. 즉 한자는 중국어의 단어 또는 형태소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중국어 
단어를 전제하지 않고서 글자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
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앞에서 장황하게 열거한 한자
의 특성은 오직 중국어에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 일본어 간지나 한국어 한자의 경우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다. 일본어 간지는 음절에 대응해 읽는 경우도 있지만 많
은 경우 글자의 음이 아니라 훈으로 읽는다(이때 간지는 중국 한쯔에 비해서도 더 표
8) 이 예는 샘슨(2014)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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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자에 가깝다). 또 한국어에서는 한자를 오직 음으로 읽고, 글자 하나만으로는 뜻
을 가지는 언어단위를 나타낼 수 없고, 오직 한자어로 합성될 때에만 형태소를 나타낸
다. 이 문제는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지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5)� 보편적� 음운원리의� 심리학적� 증거�

드프란시스는 1989년 “보이는 말: 표기체계의 다양한 일원성(Visible speech: The 
diverse oneness of writing systems)”에서 수메르 문자에서 아랍 문자, 한글과 가나까
지 세계의 모든 표기체계를 분류하고, 표기체계의 보편적인 음운원리를 주장했다. 그의 
보편적 음운원리는 1) 표기의 주된 정의적 속성은 표기가 말을 표상하는 것이고, 현존
하는 모든 표기체계의 일차적 기능은 언어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2) 
모든 표기체계는 형태소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3) 고정된 철자는 말
소리의 변화에 뒤처지기 때문에, 말과 문자의 간극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한다.

한자가 그 자체로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의 대응을 통
해 의미를 전달한다는 이 주장이 진실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 사용자들이 한
자를 읽을 때 글자에서 바로 의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매개로 의미에 접근한
다는 심리학적 증거가 필요가 있다. 퍼페티(Perfetti, 2003)는 읽기의 인지 과정은 글
자로부터 말의 음운정보와 형태소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읽기의 
보편적 음운 원리(universal principle of phonology in reading)를 제안했다. 이 원리
에 따르면, 말을 모르고는 글을 읽을 수 없으며, 읽기를 배우는 것은 글자가 말에 대
응하는 체계적인 방식과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9). 

퍼페티와 그의 동료들(1992, 1995, 2000, 2002)은 20여년의 세월 동안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의 읽기 과정을 비교 연구하고 보편적 음운원리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중국어 연구는 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그
들은 중국인이 한자를 읽을 때, 과제가 단어의 음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을 때
9) 퍼페티와 그의 동료들의 보편적 음운원리에 따르면, 읽기 교육의 강조점은 언제나 말과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읽기 이해 능력은 구어의 이해능력에 의존하며, 넓은 의미의 언어이해 안에서 이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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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말의 음운정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였
다. 예를 들어, 색 스트룹(stroop) 과제에서는 파란(藍 Lán) 잉크로 쓰인 ‘붉을 홍 紅’
을 제시하고 잉크의 색을 답하게 하였다(Spinks, Liu, Perfetti, & Tan, 2000). 이 과
제의 전형적인 결과는 글자의 의미가 잉크색의 판단을 방해하는 색깔 명명 간섭효과이
다. 연구자들은 ‘紅’의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紅’을 읽을 때와 동일한 간섭효과를 보
이는지 관찰하였다. 결과는 紅 대신에 동음이의어인 ‘넓을 홍 弘’을 제시했을 때도 동
일한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 간섭 효과는 한자를 읽을 때 그 글자와 연결된 
말의 소리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이 음운적 활성화는 같은 소리를 가진 다른 단어
들의 의미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중국인들이 붉을 홍과 넓을 홍을 읽
을 때, 글의 소리를 무시하고 바로 의미에 접근한다면, 이런 간섭효과는 일어날 수 없
다. 또 다른 전형적인 실험은 글자의 쌍을 제시하고 두 글자가 의미에서 관련이 있는
지를 판단하게 하는 과제이다. 만약 제시된 두 단어가 형태도 의미도 다르지만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 단어의 의미 관련성을 판단해야 과제에서 판단시간이 느려
진다(Perfetti와 Zhang, 1995). 또 뇌의 활성화시간을 측정하는 사건관련전위(ERP, 
event-related potentials) 실험에서는 글자들 사이의 시각적 유사성에 의한 활성화와 
음운 유사성에 의한 활성화가 의미 유사성에 의한 활성화보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했다(Liu & Perfetti, 2002). 

지금까지 한자의 표기적 특성과 언어처리적 특성을 통해, 한글-한자 논쟁에서 제기
되는 많은 주장이 한자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논쟁에서 막
연하게 주장되는, 한자가 사물의 의미나 개념을 어떤 신비로운 계시처럼 글자에 숨기
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한글-한자 논쟁을 심각하게 호도할 수 있다. 한자는 중국에서
든 한국에서든 또는 일본에서든 베트남에서든 그 나라 말의 특성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천 년이 넘는 동안 한자 영향
권에 있었지만, 한자를 온전히 자기 문자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
만 이미 우리말 일부가 된 한자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서구권의 많은 어휘가 라
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지만, 라틴 어원이나 그리스 어원을 굳이 밝히고 배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어는 이미 우리말의 일부이기 때문에 굳이 그 유래를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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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충분히 한글로 쓰고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자 병기나 한자 교육이 주장
되는 데는 단지 과거에 대한 향수나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사대
로 치부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 부분을 살펴보자. 

2.� 한자와� 한자어� -� 소리� 없는� 중국과� 현대식� 교량

한자어는 대체로 “우리말 가운데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낱말10)” 또는 “그 기원이 중
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지에 관계없이 국어 어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
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11)”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들에서 강조되는 
것은 한자어가 우리말 어휘의 일부라는 것이고, 그 단어는 한자의 조합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의 어휘체계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성된다. 이 중 한
자어가 우리 어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 한자어는 명실상부 우리말의 일부일 뿐 
아니라 중요한 삶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에 이분법적 경계를 나누고, 한자어를 외래의 점령자 정도로 취급하고 우
리말의 순수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태도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의 위기는 사실 한자와 한자어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일상을 파고드
는 로마자와 영어이다. 과거 중국어와 한자가 누렸던 점령자의 지위를 이제는 영어와 
로마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자나 한자어에 대한 문화적 소감은 말
의 침범이나 문화적 지배라는 측면 보다는 서세동점의 시대에 과거를 회고하고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자를 혼용한 글쓰기가 주류였던 만큼 문화의 기억과 지속이라는 관점에서도 한
자와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공감에도 불구하고 선
뜻 한자와 한자어의 수용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데는 과거 조선시대 
한문의 지배적 권위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들 대부분이 일제 식민지

10) 심재기(1987), 26～27면.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11) 노명희(1990), 12면.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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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동안 이식된 일본 근대어들이기 때문이다. 
김우창(1993)은 “우리말에 토착어와 한자어가 섞이지 않는 층이 없다면, 이것은 단

순한 음성적 현상이 아니라 한자문화에 대한 예속현상, 곧 문화적 정치적 현상인 것이
다. 어떤 외래어의 경우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빌려온 외래어의 기원이 기억되는 
한 기원의 권위가 수용언어에 구속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쓰고 있다. 또 황호
덕(2007)은 “한글 안에는 국수(國粹)의 흔적과 함께, 주체 구성에서의 저항의 역사, 
민주적 공론장 구성에의 노력들이 각인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저항은 내적으로
는 민주와 평등을, 외적으로는 식민성의 극복을 주창했다.”고 쓰고, 하지만 음성지상주
의의 풍토 속에서 말의 기원이 은폐되는 것은 오히려 저항의 기억마저 지워버리는 의
외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가지는 언어적 지위를 살피기 전에, 한자어에 대한 복잡한 문
화적 소감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것은, 말과 글의 문제를 다루면서 문화와 정치의 
지점을 외면하는 것은 말과 글을 삶의 지평에서 떼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그 복잡한 맥락까지 염두에 두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인 
만큼 동아시아의 근대를 대표하는 두 문학가 루쉰과 김수영의 글귀를 인용하는 것으로 
소회를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아마도 루쉰과 김수영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
다. 

“소리가 없는 중국”[無聲的中國]으로 남아 고문(古文)을 끌어안고 죽기보다, 고문을 
버리고 “소리가 있는 중국”[有聲的中國]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골동품으로서의 
문장이 아니라, 사상혁신과 문자개혁이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족의 음성’이지 않
으면 안 된다.12)

이 내용은 루쉰이 1927년 홍콩(香港)의 중화기독교청년회(中華基督敎靑年會)에서 
한 연설 ‘소리 없는 중국’의 요약이다. 루쉰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글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하지만,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일을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
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는 중국의 문자와 문장이 어려워서 글자를 아는 사람이 거

12) 황호덕(2009), “근대 한어(漢語)와 모던 신어(新語), 이중어사전으로 본 한중일 근대어의 재편”에
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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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옛 문체로 내용 없는 글이나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외에 큰 사건이 일어나도 말없이 침묵하는 ‘소리 없는 중국’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루쉰은 “소리 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漢字不滅, 中國必亡).”는 구호 아래에 한자폐지 운동을 벌이기
도 했다. 그는 한자와 중국의 고문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린 언어를 강요
하며 현재를 여지없이 모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모두 ‘현재의 도살자’라고 부
른다. 그들은 ‘현재’를 죽이고 ‘장래’도 죽인다. 그런데 장래는 후손들의 시대이다.13) 

‘과거’와 ‘현재’, 그리고 후손들의 ‘장래’는 김수영의 시 ‘현대식 교량’에서도 또 다른 
변주로 등장한다. 

� � � � � � � � � � � � � � � � 현대식�교량� � � � � � � � � � �

현대식�교량을�건널�때마다�나는�갑자기�회고주의자가�된다

이것이�얼마나�죄가�많은�다리인�줄�모르고

식민지의�곤충들이� 24시간을

자기의�다리처럼�건너다닌다

나이�어린�사람들은�어째서�이�다리가�부자연스러운지를�모른다

그러니까�이�다리를�건널�때마다�

나는�나의�심장을�기계처럼�중지시킨다

(이런�연습을�나는�무수히�해왔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반항에�있지�않다

저�젊은이들의�나에�대한�사랑에�있다

아니�신용이라고�해도�된다

「선생님�이야기는�20년�전�이야기이지요」

할�때마다�나는�그들의�나이를�찬찬히�

소급해�가면서�새로운�여유를�느낀다

새로운�역사라고�해도�좋다

13) 루쉰, “현재의 도살자”, ≪루쉰 전집1 열풍≫, 그린비,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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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이는�나를�늙게�하는�동시에�젊게�한다

아니�늙게�하지도�젊게�하지도�않는다

이�다리�밑에서�엇갈리는�기차처럼

늙음과�젊음의�분간이�서지�않는다

다리는�이러한�정지의�증인이다

젊음과�늙음이�엇갈리는�순간

그러한�속력과�속력의�정돈(停頓)�속에서

다리는�사랑을�배운다

정말�희한한�일이다

나는�이제�적을�형제로�만드는�실증(實證)을�

똑똑하게�천천히�보았으니까!

1964.� 11.� 22

역사의 폭풍 속에서 전통과 과거에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루쉰과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 비겁한 자신을 혼잣말로 책망하며 ‘사랑’의 연습을 무수히 반복하는 김수영. 
이들은 모두 말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이다. 말의 아픔을 잊은 이에게 삶이란 지속도 
성장도 탈태(奪胎)도 없이 현재의 단면을 떠돌 뿐이다.

3.� 한자어� 교육�

1)� 한자어의� 분류

한자어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기원을 따져 갈래를 나누는 통시적 분류와 단어의 내
부구조와 활용을 분석하는 형태론적 분류, 단어의 사용 빈도에 따른 분류, 또는 동음
이의어의 분포나 의미관련성에 따른 분포, 구성 형태소가 단어의 의미에 기여하는 의
미투명성 또는 의미타당도에 따른 분류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류들
은 모두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체계를 밝히는 언어학적 목적뿐 아니라 한자어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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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고 할 수 없다. 한자어에 대한 대강의 이해를 위해, 먼저 이미 잘 알려진 한자
어 분류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나라 한자어를 그 유래에 따라 나누어 보면, 첫째 중국의 고대어(문언)에서 유
래한 어휘14), 둘째 불교 경전의 한자 번역15), 셋째 중국의 구어인 백화문(白話文)에
서 사용되던 어휘16), 넷째 서구의 개념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일본의 근대어17), 그리
고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한국식 한자어18) 등이 있다(진류, 2012). 단어
의 내부구조 분석에 따른 형태론적 분류로는 단어를 더 작은 의미 단위로 쪼갤 수 없
는 단일어19)와 둘 이상의 한자 형태소들이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20), 한자형태소가 
접두사나 접미사로 쓰이는 파생어21)가 있다. 이 분류체계는 고유어에도 그대로 적용
되지만, 고유어의 경우에는 합성어가 자립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자
어의 경우에는 비자립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22), 형태소의 순서가 술어+목적
14) 가장 오래전에 들어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로, 부모, 부부, 주인. 형제, 

노인, 음악, 학교 등의 이음절 단어와 산, 창, 문과 같이 고유어를 대체한 일음절 한자어들이고, 
굳이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단어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뿐 아니라 그 의미적 형태소도 비교
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단어들이다. 

15) 불교와 함께 들어온 어휘들에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의 음으로 번역한 단어들과 중국식으로 번역
한 단어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리(菩提), 보살(菩薩)과 같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이
며, 세계(世界), 실제(實際), 결과(結果), 의식(意識), 인간(人間) 등의 한자어 번역은 불교와 상관없
이 일상어로 굳어져 사용된다. 

16) 중국의 백화문에서 유래한 단어들에는 독서(讀書), 인물(人物), 우연(偶然), 보고(報告), 선배(先
輩), 훈련(訓練), 우산(雨傘), 도서(圖書) 등 중국 문언에 비해 사회체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반영
된 단어들이다. 

17) 일본에서 들어온 근대어들은 혁명(革命), 사회(社會), 기업(企業), 진화(進化), 추상(抽象), 법인(法
人), 출판(出版), 구체(具體), 귀납(歸納), 현대(現代), 봉사(奉仕), 물리(物理), 화학(化學), 생물(生
物), 미술(美術), 세균(細菌), 염색체(染色體), 원소(元素), 마취(麻醉), 방부제(防腐劑), 고체(固體), 
액체(液體), 교과서(敎科書), 공원(公園), 극장(劇場), 병원(病院), 세기(世紀), 현미경(顯微鏡), 비행
기(飛行機) 등 근대적 전문 용어들로 오늘날 한자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과 
중국에서 함께 사용하는 동아시아 공통어들이다.

18) 우리말에서 자체적으로 조어된 단어에는 물건(物件), 책(冊), 편지(片紙), 환전(換錢), 농담(弄談), 
부두(埠頭), 목수(木手), 식구(食口), 양반(兩班), 자미(滋味), 감기(感氣), 당신(當身) 등이 있는데, 
이 단어들에는 고유어를 한자식으로 표기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다고 한다. 

19) 일음절 단일어로는 산山, 창窓 같은 것이 있고, 이음절 단일어로는 나팔喇叭, 만두饅頭, 생강生
薑, 유자柚子처럼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들이 단어의 의미에 독자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고, 다른 
단어에서 형태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없는 단어들이다(이익섭 1969)

20)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자어들이 2-3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합성어들이다.  
21) 시누이, 시댁, 생마늘, 생초보, 생물학, 심리학, 과학자, 기술자 등에서 시媤, 생生는 접두사, 학

學, 자者는 접미사이며, 이 접사들은 헛-, -질 등의 고유어 접사들과 쓰임에서 큰 차이가 없다.  
22) 예를 들어, 국가(國歌)와 같은 단어는 단어를 이루는 하위 요소 국(國)과 가(歌)가 각각 우리말에

서 자립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립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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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럼 한문의 통사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한자어의 어원적 분류와 형태론적 분류를 살펴보면, 우리말에서 사용된 기간이 길

고,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어의 경우에는 고유어와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床)이나 창(窓)과 같은 한자어는 고유어와 쉽게 
결합해서 밥상, 걸상, 미닫이창, 창살 등의 합성어를 만들며, 한자어 접사의 경우에는 
생마늘, 생얼, 왕벌, 왕초, 짐꾼(군), 거간꾼(군), 개그학, 커뮤니케이션학처럼 고유어
와 외래어에 자유자재로 결합해 파생어들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한자어는 고유어와 외
래어로 나란히 병치되는 범주가 아니라 한자에서 유래한 형태소가 관여하는 국어 어휘
로 분류의 층위를 달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노명희(2005)는 한자어는 한문 고유의 특
성과 고유어의 문법 체계에 동화된 두 가지 특성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만 
작용하는 일률적인 원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들이 많다고 말한다. 또 안소진(2014)
은 한자어를 고유어와 외래어 사이에 나란히 병치시키기보다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모
두 포괄하는 어휘체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고유어와 한자
어는 차이가 있는 어휘 부류임이 분명하지만 국어 전체를 놓고 본다면 두 어휘 부류의 
차이는 매우 작은 부분일 수 있으며, 실제의 언어사용자가 발화자료로부터 형태소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작은 차이에 따라 이원화되
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2)� 한자어� 학습과� 관련된� 변인들

한자어의 분포와 분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말 어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자어를 우리말의 특별한 하위 부류 정도로 취급해서는 
우리말의 어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사회 언어생활의 질
을 고양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자어는 단지 고유어와의 기원의 차이나 형태
론적 차이를 넘어, 한자어의 분포와 내부구조의 일반원리를 밝히고 언어이해에 직접 

국어에서 한자가 대부분 자립형태소 음절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대부분 한자어의 
구성성분인 비자립 형태소 음절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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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한자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한자어를 구성 요소의 의미투명성에 기초해서 분류하려는 시도이다. 노명
희(2008)는 2음절 한자어들을 대상으로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한자어 어휘의 의미 관
련성을 조사하였다. 그는 하위 요소와 어휘의 관계를 Bauer(1983)를 빌어, 의미투명
성을 “한 어휘소가 분명하게 구성 형태소로 분석 가능하고, 관련 형태소에 대한 지식
이 다른 문맥에서 그 어휘소를 해석하는 데 충분한 정도”로 정의한다. “한자어의 경우, 
‘선악(善惡), 남녀(男女)’ 등과 같이 개별 한자의 의미를 알면 전체 한자어의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가 투명하다고 할 수 있고, ‘비난(非難), 갈등(葛藤)’ 
등과 같이 개별 한자의 의미를 알아도 전체 한자어의 의미 파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투명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1) 사전에 등재된 대표 훈만을 고
려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부부(夫婦)’에서 ‘부(婦)’는 대표 훈이 “며느리”이므로 불
투명어로 처리되지만, ‘제부(弟婦), 부인(婦人), 부창부수(夫唱婦隨), 유부남(有婦男)’ 
등에서 “아내”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그 다의성을 인정하면 ‘부부(夫婦)’는 “남편과 아
내”가 되어 투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성성분의 의미가 투명하다고 곧 전체 한
자어의 의미가 투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선생’의 ‘생’은 ‘학생’의 ‘생’과 같은 
뜻으로 파악되어 투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
여 전체 단어는 의미적으로 투명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자어 투명도는 개별 한자에 
대한 국어 화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한자의 뜻에 대해 화자들이 
어느 정도 합치된 인식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투명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한자에 대한 지식이 하위 구성요소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이는 언어이해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한자 지식 또는 
형태소 학습의 경험이 한자어의 의미투명성 효과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다.

배성봉‧이광오‧박혜원(2012)은 한자어의 의미투명성과 빈도가 한자어의 어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한자어의 빈도와 의미투명성을 조작하여 4개의 어
휘유형23)을 생성하고 이들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고빈도 단어에



한자어 교육의 인지과학적 고찰 29

서는 의미투명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저빈도 단어의 경우, 의미투명성이 높은 단
어에서 유의하게 빠른 판단시간을 보였다. 이 결과는 어휘의 정체 판단이 단어 수준과 
형태소 수준 처리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이광오(Yi(2009))의 한자어 어휘처리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단어의 빈도는 단어 수준의 처리에 관여하고 의
미투명도는 형태소 수준의 처리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저빈도 단어만을 
사용하여, 단어 정의 학습 조건과 형태소 정의 학습 조건을 비교하였다. 이 실험에서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학습한 집단에 비해, 형태소의 뜻(훈)을 학습한 집단에서 어휘
판단이 더 빠르고 정확했다. 따라서 한 단어의 의미투명성은 단어의 고정된 구조가 아
니라 학습자가 단어의 구성요소에 대해 가지는 지식의 정도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
한 것이다. 배봉성 등은 철자열을 단어의 소리로 전환하는 읽기 효율성(verbal 
efficiency)과 언어사용자의 어휘지식의 질적 수준 즉, 어휘 품질(lexical quality)이 언
어이해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는 퍼페티와 하트(Perfetti & Hart, 2001)의 어휘품질
가설(LQH)에 근거해서 한자어 이해에서 한자형태소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한자어 학습의 중요한 두 번째 변인은 한자어의 형태소 문법 구조와 이에 대한 지
식이다. 김창섭(1999: 2)은 2자어 문법과 3자어 문법을 구별하였는데 국어의 2자 한
자어는 대개 중국식 문법에 따라 형성된 것이고, 3자 한자어는 대개 국어식 문법을 따
른다고 본다. 즉 ‘국립(國立)’과 같은 ‘주어+서술어’ 구성이나 ‘독서(讀書)’와 같은 ‘서
술어+목적어’ 구성, ‘등교(登校)’와 같은 ‘서술어+보어’ 구성은 2자어 문법으로만 만들
어진다. 반면 3자어 문법으로는 ‘*국가(國家)+립(立)’과 같은 주술 구성이나 ‘*독
(讀)+도서, *등(登)+학교’와 같은 술목 구성이나 술보 구성이 불가능하다. 노명희
(2007)는 한자어 문법 지식과 기술의 정도가 한자 형태소로 단어를 형성하고 활용하
는 능력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주지연(2015)은 한자어 “2자어, 3자어 문법”을 바탕으로 상용한자 1800자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한자 형태소 전반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그는 한국어 한자 
형태소가 출현할 수 있는 위치로 자립적 1음절어(W), 선행 차사(α)24), 선행 원사(A), 
23) 예) 고빈도 투명: 학습(學習), 고빈도 불투명: 요리(料理), 저빈도 투명: 풍력(風力), 저빈도 불투

명: 촉망(囑望)
24) 일음절 한자어나 이음절 합성 한자어 앞에 붙는 접사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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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원사(B), 후행 차사(β), ‘-하다’ 앞의 요소(R) 등의 부류를 포함하여 총 6가지
를 설정하였다25). 이 6개의 부류는 한국어 한자어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소를 포함하
며 논리적으로 가능한 64가지 조합의 실제 분포를 조사했다. 국어 형태론 연구로는 보
기 드물게 규범적 전제 없이 상향식 자료조사로 한자어 형태소의 전반을 조사했고, 조
사대상 한자어의 선택도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연구
이다. 

연구결과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64가지 유형 중 한국어에서 존재하는 실제 유형은 
20가지이며, 이중 가장 많은 한자 형태소가 속한 분포 부류는 AB유형(2자 합성한자어
의 앞과 뒤)으로 전체 한자 형태소의 37%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한자어 부류는 
ABβ유형으로서 이는 10% 정도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어 한자 형태소가 출현할 수 있
는 최대의 분포 위치를 보여주는 것은 RWαABβ유형으로 전체 한자 형태소의 1% 정
도에 해당된다(표 1 참조). 이 자료는 뭉뚱그려 한자라고만 지칭되던 한자 형태소의 
개별적 사용을 전체 분포 속에서 드러내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이런 자료에 바탕 
해서 한자 빈도분포와 함께 추가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지면, 한국어 언어사용자들이 한
자어의 경험과 사용 속에서 어떻게 형태소 패턴을 발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5) W: 1자 한자어, α: 이음절 AB나 W 앞의 차사, A: 원사(2자어에 참여하는 요소 중 앞의 것)
B: 원사(2자어에 참여하는 요소 중 뒤의 것), β: AB나 W 뒤의 차사, R: ‘-하다’ 에 선행하는 한자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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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 갯수 백분율 예

AB 685 37.2%

肯(긍):�긍정,�수긍

拒(거):�거부,�항거

出(출):�출입,�돌출

ABβ 188 10.3%

群(군):� 군중,�일군,�식물군

錄(록):� 녹음,�기록,�회의록

産(산):� 산고,�출산,�중국산

WABβ 184 10.0%

糖(당):�당(명사),� 당뇨,�혈당,�포도당

刑(형):�형(명사),� 형벌,�사형,�교수형

例(예):�예(명사),� 예외,�사례,�적용례

WAB 172 9.4%

個(개),� -개(의존명사),� 개별,�낱개

功(공):�공(명사),� 공로,�무공

便(변):�변(명사),� 변비,�소변

RAB 90 4.9%

加(가):� 가하다,� 가감,�증가

緊(긴):� 긴하다,� 긴급,�요긴

鈍(둔):� 둔하다,� 둔감,�우둔

WαABβ 77 4.2%

⾦(금):금(명사),�금가락지,� 금탑,�황금,�지원금

窓(창):창(명사),� 창머리,� 창문,�객창,�검색창

⾨(문):문(명사),� 문고리,� 문틀,�대문,�개선문

A 68 3.7%

頻(빈):�빈도,�빈출

郵(우):�우편,�우표

佳(가):�가인,�가약

αAB 55 3.0%

異(이):� 이물질,� 이견,�차이

多(다):� 다가구,� 다양,�과다

好(호):� 호시절,� 호인,�기호

RWAB 49 2.7%

富(부):�부하다,� 부(명사),� 부자,�거부

憤(분):�분하다,� 분(명사),� 분노,�격분

興(흥):�흥하다,� 흥(명사),� 흥취,�감흥

WαAB 44 2.4%

近(근),� 근(관형사),� 근거리,� 근경,�최근

全(전):�전(관형사),� 전국민,� 전국,�온전

初(초):�의존명사,� 초가을,� 초간,�단초

B 41 2.2%

憶(억):�기억,�추억

況(황):�경황,�상황

寧(녕):�안녕,�강녕

<표� 1.�한자형태소 분포부류의 빈도 순위 (주지연, 201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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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과� 사용에� 기반한� 형태소� 출현과� 활용�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이제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
자어를 쓰고 한자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자어를 쓰는 많은 사람이 한자를 제대로 
모르고,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야말로 한자맹이다. 그럼에도 말을 하고 듣고 읽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한자어가 한자라는 글자로 쓰인 단

RWABβ 40 2.2%

그림자점

占(점):�점하다,� 점(명사),� 점집,�독점

교향곡

曲(곡):�곡하다,� 곡(명사),� 곡조,�춤곡

가로세로비

⽐(비):�비하다,� 비(명사),� 비교,�대비

없음 28 1.5%

兮�어조사�혜

孰�누구�숙

則�곧�즉

αABβ 19 1.0%

⾷(식):�식생활,� 식초,�채식,�유동식

原(원):�원자재,� 원칙,�기원,�식수원

醫(의):�의약물,� 의료,�명의,�전공의

RWαAB
β 18 1.0%

최저한

限(한):　한하다,� 명사,�한생전,� 한계,�제한

손톱독

毒(독):�독하다,� 명사,�독거미,� 독기,�중독

기름칠

漆(칠):�칠하다,� 명사,�칠그릇,� 칠기,�덧칠

RαAB 16 0.9%

輕(경):� 경하다,� 경범죄,� 경도,�감경,

急(급):�급하다,� 급정거,� 급체,�갈급

準(준):�준하다,� 준회원,� 준결승,� 준거,�기준

RWαAB 15 0.8%

實(실):실하다,� 실(명사),� 실세계,� 실현,�현실

중요

要(요):�요하다,� 요(명사),� 요주의,� 요건

부귀

貴(귀):�귀하다,� 귀(관형사),� 귀공자,� 귀감

WA 10 0.6%

諸(제):� 제(관형사),� 제가

每(매):� 매(관형사),� 매시

永(영):� 영(부사),�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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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말이기 때문이다. 한자는 분명 중국어의 음절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문자지만 그것이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에 유입되고 사용되면서 각 나라
의 말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단어를 쓰게 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한자와 한문 서적의 유입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때 한자
가 중국 발음으로 읽히든 베트남식 발음으로 읽히든 한국 발음으로 읽히든 상관없이 
각 언어공동체에 새로운 어휘 요소들을 추가하게 되고 그 어휘들은 새로 정착한 땅에
서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산을 ‘산’으로 부르든 ‘뫼’로 부르든 그 
말이 서로에게 소통가능한 말이 된 후에는 그 기원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 기원과 
글자를 따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중은 자연스레 그것을 ‘산’으로 부른다. 이는 ‘부모’
나 ‘자동차’의 이음절 한자어나 삼음절 한자어에 대해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한자어의 유입은 이전의 고유어를 낯선 새로운 목록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
상의 변화를 우리 어휘체계에 가져 왔다. 그것은 한자어 유래 형태소의 출현이다. ‘생
산물’, ‘수산물’, ‘농산물’, ‘축구’, ‘야구’, ‘농구’, ‘국민’, ‘국가’, ‘국기’, ‘한국’, ‘미국’, ‘중
국’, ‘수명’, ‘운명’, ‘숙명’ 등등의 단어들이 우리 어휘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한 번도 따
로 쓰이는 적은 없어도, ‘물’, ‘구’, ‘국’, ‘명’과 같은 공통의 하위 요소들이 단어의 공통
된 뜻과 관련이 있다는 자각이 생기게 된다. 이는 우리가 ‘경’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따로 들은 적이 없어도 ‘안경’, ‘구경’, ‘순경’, ‘경찰’, ‘경비’ 등의 연속된 소리에서 ‘경’
이 같은 소리임을 알고 받아쓸 수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현상이다. 이런 종류의 구조
분석 과정은 아이들이 발화(utterance)에서 단어와 형태소를 자각하고, 말소리에서 음
절과 음소를 자각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한다. 바이비(Bybee, 1998)는 이렇게 해
서 형성되는 심성 어휘집을 출현적(또는 창발적, emergent) 어휘집이라고 부른다.  

심성어휘집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단어와 형태소들이 완성된 표상의 형태로 저장
되어 있는 자리로 본다. 이런 어휘집은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것처럼 검색된다고 표현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이비(1998)나 토마셀로(Tomasello, 2009)와 같은 연구자들은 
심성어휘집은 언어적 경험과 사용이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단어나 형태소, 음소와 같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어휘집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발화와 텍스트들이 두서없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질서정연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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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언어구조를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안소진(2014)은 토마셀로의 ‘사용기반 언어습득’ 이론을 빌어 한자어 형태소 습득과

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예를 들어, ‘농구화’에서 ‘농구’와 ‘화’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축구화, 테니스화, 골프화’, ‘농구, 농구장, 농구공, 농구화’의 발화들에서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농구’와 ‘화’를 발견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이렇게 형
성된 ‘화’라는 비자립 형태소는 이후에 ‘족구화’라는 새로운 단어를 발화하는 데 사용
된다. 이때 ‘화’는 분명히 신발을 의미하는 형태소지만, 글자 靴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자각되고 사용된다. 또 ‘고물가, 헛기침’, ‘농구화, 도둑질’에서 ‘고-’와 ‘헛-’이, 또 ‘-
화’와 ‘-질’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구분 없이 문법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형태소를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암묵적이고 절차적인 지식은 그것
이 한자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연구자들 대부분이 한자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소 지식이, 암기되는 것이 아
니라 체험을 통해 출현하는 것이라면, 한자어 처리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땅히 그 차이는 체험과 사용에서 온다. 즉 단어를 많
이 말하고 듣고, 많이 쓰고 읽은 사람은 단어의 하위요소에 대한 자각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배성봉 등(2012)의 실험에서 단어 형태소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알려준 조건에서 저빈도 한자어의 수행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실험에서도 한자를 직접 가르쳐주지는 않고, ‘완충’에서 ‘늦출 완’, ‘부딪칠 충’이라
는 훈을 알려준 것이었다. 이 절차는 형태소의 정체를 분명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단어 인지에서 형태소 수준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전체 
발화에서 질서 있는 하위구조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하위 요소에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
야 한다. 토마셀로의 사용기반 언어습득이론이 주의과정을 구조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
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자어에서 형태소 수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교수 방식은 무궁무진 개발할 수 
있다. 형태소 차이에 따라 유의어와 반의어를 연결시키고, 같은 발음의 소리가 유사한 
단어로 연결될 때와 전혀 다른 단어로 연결 될 때의 차이 등은 영어에서 형태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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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응용할 수 있다. 영어에서 어근과 접사 등의 형태소를 가르치
기 위해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어 형태소를 
가르치기 위해 한자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자의 글자 형태까지 완벽하게 
안다면, 일본어와 중국어 학습에서 그 활용의 정도가 높을 수 있지만, 한자어의 이해
와 활용을 위해 글자로서 한자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한자어 
인지에서 필요한 것은 한자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인 형태소에 대한 자각과 지식이지, 
한자 글자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자어 학습에서 한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일까? 물론 한자의 
음과 훈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형태소 지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다. 하지만 말과 글에서 형태소 수준에 대한 자각과 경험 없이 단지 글자를 암기하는 
것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허망하기 그지없는 안일한 발상이다. 앞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한자는 음절의 소리도 뜻도 투명하게 전달하는 글자가 아니다. 한
자 형태소의 음과 뜻을 안다고 해서 한자의 형태까지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
미다. 그뿐만 아니라 한자의 형태는 시각적으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배우
고 익히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자의 시각적 형태에서 음운을 연결하는 것 자
체가 상당한 인지적 용량을 요구하는 일인데, 읽기의 언어이해 능력은 글자에서 음운
으로의 자동적 처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읽기 과정에서 초기의 음운적 해독
에 너무 많은 인지적 용량을 소모한다면, 이후 단어 수준과 문장 수준의 고차적인 처
리를 위한 자원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텍스트에 한자를 표기하는 이점은 단어가 고빈도의 동음어 이웃을 가지는 경우 의
미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아시아 공통 언어를 배우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사실 중국어에서는 형태소 음절이 4개의 사성에 의해 구분되기 때문
에, 지금 우리가 한자어에서 경험하는 만큼의 동음어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말의 
한자 유래 형태소에는 성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동음 형태소를 가진다. 따
라서 한자어에서 동음이의어의 처리문제는 단지 문맥 의존성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애의 하나이다. 한자교육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중일 공통언어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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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제기된다. 세계화 시대라는 식상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아시아 문화
권의 동질성과 지구촌의 연대는 점점 더 중요한 현실적 사안이 될 것이다. 이미 서세
동점의 시대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동안 폄하되었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처럼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
한다면, 한중일 공통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한자를 배우는 정도의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
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편적� 음운원리와� 어휘품질가설�

한자의 진실과 오해를 다른 앞의 글에서 한자를 비롯한 어떤 표기체계도 말을 거치
지 않고서 의미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퍼페티(2003)의 ‘읽
기의 보편적 음운원리’로 정식화된다. 퍼페티는 오랜 읽기 연구를 통해 읽기 기술의 
핵심은 음운적 처리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가 읽기 효율성(verbal 
efficiency)이라고 명명한 개념은 철자열을 재빨리 음운적 정보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읽기 효율성이 언어이해력에서 중요한 이유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많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단지 글을 소리
로 바꾸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재인하고 단어의 지시적 의미를 문장 맥락 
안에서 통합하고, 부족한 정보를 추리해서 문맥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작업기억 용량을 비롯한 많은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다. 퍼페티는 읽기 기술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글자를 음운정보로 전환하는 데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서 
문장 이해와 추리에 인지적인 자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음운적 
읽기 기술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말소리에 대한 자각, 즉 음운적 자각이라고 말한
다. 이 음운적 자각은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리의 연속적 흐름에서 음
소단위를 표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일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음절 단위
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 음운적 자각은 그 언어공동체의 표기체계가 어떤 소리 단위에 
기반해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아이들은 글자가 이 자각된 음운적 단위에 대
응된다는 것을 배워 읽기 기술을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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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퍼페티(2007)는 이전에 강조했던 읽기 효율성이론에 더해 심성어휘집의 질
적 수준 또한 읽기 능력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그의 어휘품질가설(lexical 
quality hypothesis)은 단어의 음운적 처리 능력에 더해 단어표상의 질적 수준이 읽기 
기술을 결정한다는 가설이다. 이때 질적 수준이 높은 어휘는 잘 명세화되고, 부분적으
로 잉여적인 형태 표상(철자와 음운 모두)을 가지고, 의미적으로 유연한 표상이다. 한
마디로 말해 풍부한 사례에 바탕을 두고, 분명하고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며,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단어 지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단어의 구성요소(음
운, 철자, 형태소)에 대한 안정적인 지식, 단어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주변 단어와의 연결망, 단어의 화용론적 사용 능력 등이 포함된다. 퍼페티는 어휘 품
질은 읽기의 과정이 형태와 의미의 복잡성을 헤치고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표현하는데, 한자어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한자어들이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지시적 의미를 가지고, 단어의 음운과 철자, 형태
소에 대한 표상이 안정적이고, 주변의 단어들과 의미적 연결을 풍부하게 맺고 있으며, 
많은 사례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 한자어 교육의 목표일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숙고와 실험의 대상이다. 

나가며

 한글날 570돌을 맞아 쓰는 글에 한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자각하고 몇 
마디만 덧붙이고자 한다. 

이 글의 이론적 배경은 퍼페티의 ‘보편적 음운원리’와 토마셀로의 ‘사용기반 언어습
득이론’이다. 이중 퍼페티는 한글과 관련된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글은 말을 표상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글을 읽는 행위는 글을 말에 연결시
키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그가 중국 화자들의 읽기 과
정에 몰두한 이유도 한자 읽기의 과정도 말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의 보편적 음운원리는 연구의 목적이기 이전에 결
과에 따른 신념이었다. 영어와 중국어뿐 아니라 세계 여러 언어의 읽기를 연구한 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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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유독 칭찬을 아끼지 않는 표기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글이다. 그는 한글
이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투명한 표기일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통해 형태소 처리의 용
이성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려 미국에서 
보편적 읽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생기기 500년 전에 언어생활의 민주주의와 
평등을 강조하고 실천한 세종대왕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표시한다. 

사실 그의 한글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견해에 조금도 반대할 
생각이 없다. 매일 매순간 한글을 접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한글이라는 표기체계로
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 한글을 사용한 모든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의 하나는 다른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명명(naming) 반응 시간이다. 한글을 읽는 독자는 글자열을 음운으로 전환하는 데 거
의 인지적 용량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의 모아쓰기는 (고유어와 한자
어를 구분할 것 없이) 한국어 형태소를 재빨리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는 영어의 
불규칙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특성이다. 영어의 철자 대 음운의 불규칙 대응은 그야말
로 불규칙(예측 불가능)해서 그것이 형태소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음
운적 접근의 효율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글 읽기에서 형태소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음운현상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또 (내적, 외적) 조음동작에서 
절차적 지식으로 체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글의 모아쓰기는 음운적 접근을 조금도 희
생시키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새삼스러운 소회는 이 발표의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전혀 떠올리지 않
고 넘어갔을 심정들이다. 한글과 한자의 역사를 되짚고, 글의 제목을 여러 번 바꾸고, 
생각을 거듭 고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근시와 노안으
로 영어 읽기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반 천 년
의 시간을 건너 살았던 한 사람의 삶과 실천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글을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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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어린 백성의 마음과 말

이광오 / 영남대학교 언어심리학

발제자의 논지를 요약하면, 문자는 단순히 특정한 소리나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라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문자에 대한 평가는 언어의 의미체계, 
통사체계, 어휘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발제자는 또한 한자어의 구성형태소
에 대한 인식 능력이 한자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실험 연구들을 소개하고, 과학
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자어 교육 및 학습 방법을 설계하는 일에 주의를 환기하였
다. 본 토론자는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집중
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한글, 한자, 한자어 등 한국 어문의 현안은 이제 문자 그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는 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어의 이해와 산출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한글, 한자, 한자어 문제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경험적 사
실에 근거하여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발제자는 가장 먼저 문자의 본질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글-한자 논쟁의 근저에 문
자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한국어의 문자, 표기체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요청하였다. 현대의 문자학과 인지과학은 문자의 발달에서 언어의 역할을 지지
한다. 발제자는 언급을 생략하였지만 이미 570년 전에 반포된 훈민정음에도 동일한 
관점이 드러나 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하는 상황
을 한탄하는 구절이 있다.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은 언중에게 새로운 의사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작금의 한글과 한자에 대한 토론이 문자학적 수준에 머물
러서는 곤란하다는 발제자의 비판은 정당하다.

발제자가 좀더 언급해 주었으면 좋았을 문제 중 하나는 문자(script)와 표기체계
(writing system)에 대한 것이다. 표기체계는 문자를 운용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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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적 읽기와 쓰기에서는 문자가 아니라 표기체계가 더 중요하다. 표기체계가 표
음주의를 택할 것인지 형태주의를 택할 것인지는 언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영어와 이탈리아어는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지만 문자로 말소리를 적는 원리는 
서로 다르다. 형태주의를 택한 영어 표기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우며, 영어 
사용자의 난독증 비율은 대단히 높다. 표음주의를 택한 이탈리아어는 배우기 쉽고 아
동의 난독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자문화권의 경우에는, 한자만 사용하는 중국
어보다 칸지와 카나를 둘다 사용하는 일본어가 훨씬 더 표어적(logographic) 특성이 
강하다. 북한과 남한은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지만 표기체계(=맞춤법=어문규정=철자
법)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남쪽은 표음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고 북쪽은 형태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다. 문자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표기방식(=맞춤법 규정)을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어떤 철자법이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에 더 적합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경험과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퍼페티(Perfetti)의 ‘어휘품질’ 개념을 이용하여 한자어 지식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하였다. 어휘품질은 개인 또는 어종에 따른 어휘지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
합한 개념이다. 품질이 높은 단어는 발음, 표기, 의미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된 단어이
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단어의 품질은 낮은 것이다. 또한 발음, 표
기, 의미 정보를 동시에 신속하게 인출 및 적용할 수 있어야 품질이 높은 단어이다. 
어휘품질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하면, 한자어는 고유어나 외래어에 비해서 품질이 낮
다. 동음이의어가 많고 의미를 구성하는 형태소에 대한 지식이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자어의 어휘품질을 높이는 것은 한국어 화자의 어휘지식을 확장하
는 일이고, 어휘지식의 확장은 말하고자 할 바를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자어의 어휘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발제자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론적/이념적 토론에서 찾을 수 없고 경험과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다. 현대
의 언어심리학/심리언어학, 뇌과학은 그런 작업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의 예가 ‘실험맞춤법’이다(이광오, 2010). 실험맞춤법은 한국어 표기체계를 구
성하는 문자 및 어문규정에 대한 과학적/실험적 검증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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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생 등(2010)은 한중일 3국 대학생의 단어 재인을 비교하였다. 한국 대학생에게는 
한글로 쓰여진 한자어를,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에게는 동일한 한자어를 한자로 적어 
보여주었다. 소리내어 읽는 음독 과제에서 한국 대학생이 가장 빨랐으며 중국과 일본
의 대학생은 서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어휘판단과제에서 
반응시간은 한국 대학생이 가장 느렸고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은 서로 비슷하였다. 한
국 대학생은 한글 표기 한자어를 상대적으로 빨리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지만 의미 이
해는 상대적으로 느렸고,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은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였다. 이것은 
언뜻 한글과 한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한글의 표음적 장점과 한자의 형태적 
장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또한 개인의 어휘능력
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한국 대학생이라도 한자 숙달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휘판단과
제를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다.

발제자는 실험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여, 한자어의 문제가 한자 표기의 문제로 환원
될 수 없음을 말하였다. 또한 한자어의 재인에서 의미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결정 인자
인데, 의미투명성은 언어의 문제이며 동시에 개인의 문제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많은 
한자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 형태소들은 학습자들이 특별히 주의하지 않아도 습
득할 수 있다. 그러나 배성봉 등(2016)의 실험 연구가 밝혀주는 것처럼 한자어를 구
성하는 형태소에 대한 의식적 주의는 신속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어휘품질을 높이며 
한자어의 재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
의 어휘지식이 필요하다. 발제자의 인용에서, 실험 연구들은 한자어의 품질이 한자에 
대한 별도의 학습 없이도 향상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명한 것은 한자어를 당
장에 줄이거나 없애기는 어려우며, 그런 시도는 언중의 “제 뜻을 실어펼” 기회를 제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필요한 것은 한자어—고유어와 외래어도 포함하여-의 
어휘품질을 분석하고 어휘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 방안은 과
학적 증거에 기반(evidence-based)하여야 한다.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한자를 학습
/병기하는 것이 어휘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언어심리학
/심리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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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수학과 교육과정은 초ㆍ중등학교 수학 교과목의 교수ㆍ학습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용어와 기호>라는 항목을 두어 사용할 용어들도 정하고 있는데, 수학 교과
서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다.2) 

수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용어 대부분은 한자말이거나 한자말이 섞여 있다. 
2009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앞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용어와 기호> 항목에 
나타난 수학 용어는 모두 586개이다.3) 이 중에서 조사 ‘~의’를 뺀 나머지가 온전히 
한자말인 용어는 440개(약 75.1%)이고, 한자말이 일부라도 섞여 있는 용어는 543개
(약 92.7%)이다. 그리고 일상적 용어, 모양의 이름, 교수ㆍ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까지 포함한 627개의 용어 중에서 조사 ‘~의’와 접미사 ‘~한다’를 뺀 나머지
가 온전히 한자말인 용어는 467개(약 74.5%)이고, 한자말이 섞여 있는 용어는 575개

1) 이 글은 본인의 두 논문 허민(2013)과 허민(2016)에 근거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했다.
2)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항목 <용어와 기호> 대신에 ‘학습 요소’에서 용어와 기호를 제

시하고 있다.
3)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에 있는 모든 수학 과목의 <용어

와 기호>에 있는 용어들의 수이며, <기초 수학>에서는 중복된 용어를 빼고 남은 ‘식의 값’과 ‘전개
식’만을 셈했다.

한자말 수학 용어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1)

허민 / 광운대학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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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1.7%)이다. 이렇듯이 초ㆍ중등학교 수학 용어의 거의 대부분은 한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학 용어는 그 자체가 바로 수학의 개념, 또는 수학적인 어떤 방법을 나타내고(김
연식ㆍ박교식, 1994), 그 개념을 이해하는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한대희, 
1998). 수학의 교수ㆍ학습에서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은 많이 있고, 한자의 뜻
풀이를 포함해서 용어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김연식ㆍ박교
식, 1994; 박경미ㆍ임재훈, 1998; 박교식, 1995, 2010, 2013; 한대희, 1998; 이선옥 
2007 등을 보라.) 각 한자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그 한자가 들어있는 용어는 그 뜻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용어의 개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자말이 비
롯된 한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박경미ㆍ임재훈(1998)은 “수학 교사는 
현재 학교 수학에 있는 한자 용어의 한자 표기와 의미를 알고, 학생들에게 용어 이면
에 있는 사고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등변삼각형의 ‘이’가 ‘두 이(二)’자라는 것과 
‘등’이 ‘같을 등(等)’자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게 한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모를 때보
다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용어를 그 정의와 연관 지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
다.”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한자말 용어는 관련된 한자의 뜻을 알면 그 개념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를
테면 ‘이등변삼각형’의 경우에 ‘두 이(二)’와 ‘같을 등(等)’에서 멈추지 않고, 나머지 음
절 ‘변, 삼, 각, 형’에 대한 한자와 그 뜻을 찾아보고, 이런 한자들의 뜻이 용어 전체 
‘이등변삼각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알아보려 한다. 그리
고 이로부터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여기서는 초ㆍ중등학교 
수학 용어를 주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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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자를� 통한� 한자말� 수학� 용어의� 이해� �

한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도구는 한자사전이라는 가정에서, 여기
서는 세 권의 큰 한자사전 ≪백년옥편≫(두산동아, 1997), ≪한한대자전≫(민중서림, 
1997), ≪대한한사전≫(교학사, 1998)을 통해 한자의 뜻을 찾고, 이런 한자사전들에
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을 활용해서 수학 용어의 개념을 한자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
는지를 판정한다.4) 

앞에서 이등변삼각형의 ‘등’을 ‘같을 등(等)’이라 했다. 실제로 수학과 교육과정의 용
어에 있는 등(等)은 언제나 ‘같다’를 뜻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
구를 위해 이용한 세 한자사전 중에서 ‘같을’을 대표 훈으로 내세운 것은 없다. 대표 
훈으로 ‘가지런할’을 내세운 ≪백년옥편≫에서는 첫째 뜻풀이 ‘가지런하다’의 부연 설
명 중에 ‘같다’를 제시하고, ≪한한대자전≫에서는 셋째 훈으로, ≪대한한사전≫에서는 
넷째 훈으로 ‘같을’을 제시하고 있다.5) 

수학만을 배우지 않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같을 등(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고)
등학교(初(高)等學校), 기타 등등(其他 等等), 오등(吾等)에 쓰이는 등(等)의 적절한 
4)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과 참조를 위해 ≪네이버한자사전≫과 ≪중한사전(中韓辭典)≫(고대민족문화

연구원, 2002)를 이용했다. 그리고 수학 용어 또는 그 일부가 일상어로도 쓰이는 경우와 수학 용
어에 대한 일반인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인터넷 자료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
했다.

5) ≪네이버한자사전≫에서는 대표 훈으로 ‘무리’를 내세우고 16가지 뜻 중에 열째로 ‘같다’를 제시하
고 있다.

등(等)
동아 
≪백년옥편≫

가지런할
등

1 가지런하다, 가지런히 하다 ㉮ 서책을 가지런하게 하다 ㉯ 같다, 
동일하다 ㉰ 같다, 마찬가지다 2 등급 ㉮ 계단 ㉯ 구분하다, 차별 
㉰ 계급, 등급 3 무리, 부류 4 견주다, 비교하다 5 기다리다, 6 무
엇 7 들 

민중서림 
≪한한대자전≫ 등 ① 등급 등 ② 무리 등 ③ 같을 등 ④ 가지런히 할 등 ⑤ 나눌 등 

⑥ 기다릴 등 ⑦ 층계 등 ⑧ 견줄 등 ⑨ 무엇 등  따위 등 
교학 
≪대한한사전≫ 등

① 등급 등 ② 계단 등 ③ 무리 등 ④ 같을 등 ⑤ 견줄 등 ⑥ 기다
릴 등 ⑦ 부류 등 ⑧ 무엇 등 ⑨ 저울 등  달 등  구별할 등 
숨 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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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자사전을 이용해서 수학 용어의 개념을 파악할 때는 대
표 훈뿐만 아니라 그곳에 제시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용어의 개념에 적합한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6)   

앞에서는 등(等)의 일상적인 뜻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등변삼각형의 
‘변(邊)’은 수학 개념이 내포된 용어로, 다른 이유에서 한자사전 이용에 유의해야 한
다. 변(邊)을 일상적인 뜻인 대표 훈 ‘가’로 이해할 수 없다. ‘가’를 훈으로 삼고 그 뜻
으로 ‘가, 가장자리’로 택하면 잘못된 수학 개념을 얻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3)의 “도형은 그 내부를 제외한 테두리만을 의미한다. 그 내부까지 가리킬 때는 
영역이라고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형과 같은 다각형의 변은 그 다각형의 일부
이지 가장자리는 아니다. 실제로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 도형으로서의 변
(邊)에 대한 적합한 훈은 ‘변’뿐이다. 그리고 수학 용어 각(角)을 대표 훈 ‘뿔’로 이해
할 수 없는데, 삼각뿔, 사각뿔과 같은 각뿔(角-)이 ‘뿔뿔’이 되는 모순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邊) 
동아 
≪백년옥편≫ 가 변

1 가, 가장자리 2 근처, 부근 3 끝, 한계 4 두메, 벽지 5 변경, 국경 6 
모퉁이 7 이웃하다, 잇닿다 8 변 ㉮ 한자의 왼쪽에 붙은 부수 ㉯ 다각
형의 한계를 짓는 선분 9 ◯國  변리, 이자 

민중서림 
≪한한대자전≫ 변

① 가 변, 가장자리 ② 변방 변 ③ 두메 변 ④ 곁 변 ⑤ 끝 변 ⑥ 물
가 변 ⑦ 이웃할 변 ⑧ 변 변 ㉠ 문자의 좌문 ㉡ 다각형을 둘러싼 선 
⑨ 성 변

교학 
≪대한한사전≫ 변

① 가 변 ② 변경 변 ③ 곁 변 ④ 끝 변 ⑤ 쪽 변 ⑥ 가까울 변 ⑦ 변 
변, 한자의 구성에서 왼쪽에 있는 부수 ⑧ 기울 변 ⑨ 안 변, 범위의 
안  변 변(數學用語), 다각형에서의 각 선  성 변 숨 ◯國  이자 변 

6) 적합한 뜻을 찾는 또 다른 보기로 가분수(假分數)의 가(假)를 들어보자. 가(假)의 뜻으로 통상 거
짓, 가짜, 임시 등을 들지만, 수학에서 ‘거짓 분수’ 또는 ‘가짜 분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에는 ≪백년옥편≫에서 가(假)의 일곱째 뜻로 제시한 ‘크다’와 ≪한한대자전≫와 ≪대한한사전≫에
서 여섯째 훈으로 제시한 ‘클’이 적절해 보인다. 세 사전 모두에 숙어로 제시된 가환(假鬟, 예전
에, 결혼한 여자가 몸치장을 할 때 쪽 찐 머리 위에 얹던 큰머리나 어여머리)에서 가(假)의 이런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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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용어를 의미성과 규약성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한대희, 
1998), 수학 용어의 개념을 한자의 뜻을 통해 알아보려는 본 연구에서는 규약성이 강
한 용어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수가 아무리 커도 일의 자리보다 작은 자릿값이 있어
서 소수점이 찍히면 소수라 부른다. 그런데 한자의 뜻을 알면 소수(小數)는 ‘작을 수’
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소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용어는 그 개념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의 개념을 한자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눈다.

(1) 한자가 도움이 되는 용어 
한자말 용어의 개념을 한자의 뜻으로 이해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그런

데 수학 용어는 수학적 개념의 정의를 축약하거나 그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내포한다
(최주연, 2011). 이에 따라 수학 용어가 대응하는 수학 개념을 온전히 나타내기는 어
려우며, 수학 개념은 별도의 엄밀한 정의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절대(絶對), 행렬(行
列) 등과 같이 한자의 뜻으로 그 용어의 개념을 추측하고 이해하는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는 용어도 한자가 도움이 되는 용어로 분류한다. 이런 용어는 한자의 뜻을 
안다는 가정에서 의미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각(角)

동아 
≪백년옥편≫

❶ 뿔 각
❷ 사람 이
름 록
❸ 꿩 우는 
소리 곡

❶ 1 뿔 ㉮ 짐승의 뿔 2 모, 귀, 모진 데. ¶ 稜角ㆍ屋角 3 구석, 
한 모퉁이 4 뿔피리, 뿔로 만든 관악기 5 뿔 세공 6 뿔을 잡다 7 
사람의 이미 한가운데가 도툼한 상 8 상투 9 술잔 10 되, 말 11 
짐승 12 견주다 13 겨루다, 경쟁하다 14 다투다 15 닿다, 접촉하
다 16 시험하다 17 뛰다 18 깎지, 콩ㆍ팥 따위의 껍질 19 오성의 
하나 20 별 이름 ❷ 21 사람의 이름 ❸ 22 꿩이 우는 소리

민중서림 
≪한한대자전≫

 각
 록

 ① 뿔 각 ㉠ 동물의 뿔 ② 뿔 쥘 각 ③ 모 각, 귀 각, 모진 데 
④ 구석 각, 한쪽으로 치우친 곳 ⋯  ⑰ 별이름 각 ⑱ 각 각, 두 
직선이 만나 이룬 도형 ⑲ 성 각  사람이름 록 

교학 
≪대한한사전≫

 각
 록
 곡

 ① 뿔 각 ㉠ 짐승의 뿔 ② 뿔 반듯한 각 ③ 뿔 잡을 각 ④ 촉
각 각 ⑤ 이마 뼈 각 ⑥ 총각 각 ⑦ 부리 각 ⑧ 만두 각 ⑨ 곶 각 
 모서리 각  각 각,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 곳 ⋯ ㉘ 성 각 
 녹리 록  꿩울음소리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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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 
한자말 용어의 개념을 한자의 뜻으로 이해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용어들이다. 유리

수(有理數), 공역(共域) 등은 그와 관련된 각 한자의 뜻을 알아도 그 개념을 추측할 
수 없다. 규약성이 강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용어는 한자와 함께 나타내거나 
한글만으로 나타내도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알아
본 ‘변 변(邊)’과 같이 훈이 음과 같은 용어는, 한자 邊(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
저 한글로 나타낸 한자말 ‘변’의 수학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수 수(數)’와 
‘각 각(角)’도 마차가지이다. 이런 용어들은 모두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로 분류
한다. 

(3)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
한자의 뜻을 알면 오히려 수학 용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용어들이다. 앞에

서 말한 대로 소수(小數)와 같은 용어는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로 분류한다. 이런 용어
는 규약성이 지나쳐서 잘못된 용어로 분류할 수 있고 수정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한자말 수학 용어 중에는 각각 별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몇 개의 음절들이 결합된 
것이 많다. 이런 용어에서 일부의 한자라도 오도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용
어 전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 용어를 한자가 오도하는 경우
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일부는 한자가 도움이 안 되고 일부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용어도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수학 용어들을 위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저자에 따라 다른 범주를 
설정할 수 있고 각 용어가 속한 범주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 마
지막으로 한자가 도움이 되는 용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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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 � � �

한자말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그와 관련된 한자의 뜻을 아는 것이 오히려 방
해가 되고 잘못된 개념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본다. 

한자말로 된 우리나라 중학교의 수학 
용어는 중국보다는 일본과 일치하는 비
율이 훨씬 더 높다(박경미. 2004). 문교
부(1956)의 ≪수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용어집≫의 ‘국어(國語), 일어(日語), 구
미어(歐美語)’라는 분류에서 보듯이, 수
학 용어에서 일본의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와 일본은 한자를 오랫동안 사용했
지만, 한자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한자말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서는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들을 나열하고 그렇게 분류한 이유를 한자의 뜻을 
통해 밝힌다. 

(1) 소수(小數), 분수(分數), 인수(因數), 수열(數列), 급수(級數), 함수(函數), 변수(變數)
우리의 수학 용어에는 ‘수(數)’자가 들어간 것이 매우 많다. 이런 수(數)는 모두 훈

으로 ‘수’를 택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數)’가 오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
다. 수학 자체도 한자로 ‘數學(수학)’이기 때문에, 수에 관한 학문에 불과하다는 오해
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數)’가 들어간 용어 중에는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전달
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본다.

앞에서 말한 대로, 소수(小數)는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앞
으로 국어사전]에서도 소수(小數)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로 뜻풀이하고 있
다.7) 한자사전과 국어사전을 참조하면, 소수(小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얻을 수밖에 
7) 동아시아의 전통 수학인 산학에서 소수(小數)는 1보다 작은 수들인 분(分, 0.1), 리(釐, 0.01), 호

문교부(1956) ≪수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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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현재 수학에서 소수(小數)는 값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의 자리보다 작은 자릿값
을 지닌 수를 가리킨다. 더욱이 소수는 ‘수’가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수로 
불릴 자격도 부족하다. 

분수(分數)도 수가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한자사전에 따라 분수(分數)의 
분(分)은 ‘나누다, 나누어지다’로 해석되고, 분수(分數)는 ‘나누어진 수’로 이해된다(박
교식, 2013). 내분(內分)의 분(分)도 이렇게 해석된다. 그런데 황금분할(黃金分割)에
서 알 수 있듯이, 나누기[分]는 무리수 비에 따를 수도 있다. 분모와 분자가 자연수 
또는 정수인 분수는 분(分)의 뜻을 근거 없이 축소한 것으로, 한자의 뜻으로 얻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8)9)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인수(因數), 인수분해(因數分解), 인수정리(因數定理)는 ‘수’
가 아니라 다항식과의 관계에서 사용해서, 또다시 한자를 알면 이런 용어들이 수(數)
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 잘못된 개념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수학책(곽학명, 
郭学明, 2011)에서는 이 경우에 인식분해(因式分解)만을 사용해서 수(數)와 식(式)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분수식(分數式)과 분수방정식(分數方程式)을 각각 분식(分式)
과 분식방정(分式方程)으로 나타내어 수(數)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통상 ‘수열(數列)’로 옮기는 ‘sequence’의 항은 수뿐만 아니라 점, 벡터, 함수 등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는 항이 수인 수열만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
지만, 대학 과정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용어가 된다. 

(毫, 0.001), 사(絲, 0.0001), ⋯를 가리켰고, ‘대수(大數)’는 ‘일(一), 십(十), 백(百), 천(千), 만(萬), 
⋯’ 등의 수를 나타냈다(박교식, 1995; 허민 역, 2009).

8) 중국 수학책(설금성, 薛金城, 2013)의 “分数: 正分数和负分数统称为分数. 有限小数和无限循环小
数也是分数,例如: ½, 3¾, , ½, 3¾, , 等]”에서 ‘분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순환소수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정의하고 있다. 

9) 국어사전에 수학 용어로 표시된 분모(分母), 분자(分子), 약분(約分), 통분(通分) 등의 분(分)은 분수
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박교식, 2013), 분(分)에 대한 이런 뜻을 한자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
다. (이것들은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세 한자사전에 분(分)에 대한 훈으
로 나타나는 분수(分數)는 분한(分限), 곧 ‘신분의 차등, 한도, 명분’ ‘자기의 처지에 마땅한 한도’
을 뜻하며 [분쑤]로 읽는다. 수학 용어 분수(分數)는 [분:수]로 읽는다. 반면에, ≪중한사전(中韓辭
典)≫에는 분(分)에 대한 다섯째 뜻풀이로 “<數> 분수. ｢约~; 약분(하다)｣｢通~; 통분(하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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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級數)에 대한 황선욱 외 10인(2014a)의 “수열 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 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      ⋯ ⋯을 급수라고 하며, ⋯”라는 정
의에서, 급수는 수(數)가 아니라 식(式)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급수의 항도 함수일 
수 있고 급수의 합도 함수일 수 있는데, 이것은 <고급 수학 II>의 용어 ‘테일러 급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자사전에 있는 급(級)의 대표 훈은 예외 없이 등급이다. 급(級)의 또 다른 훈으로 
목(모가지), 수급(首級) 등이 있는데, ≪대한한사전≫의 부연 설명 “싸움터에서 베어 
얻은 적의 머리, 또는 그를 세는 단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급수(級數)는 ‘싸움터에서 베
어 얻은 적의 머리 수’이다. ≪백년옥편≫의 부연 설명 “진(秦)나라 때, 이 머리의 수
에 의하여 공훈의 등급이 올랐음에서 이른다.”에서 급(級)에 등급이라는 뜻이 붙은 이
유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수학의 ‘급수’에서 등급이라는 의미도 찾을 수 없다(박교식, 
2003, 2010).

‘상자 함(函)’과 ‘수 수(數)’로 이루어진 함수(函數)의 뜻 ‘상자 수’는 집합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인 함수의 개념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10) “함수(函數)는 function의 번
역어가 아니므로, 여기에는 기능 또는 작용에 해당하는 어떤 관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연식ㆍ박교식, 1994).” “‘함수’라는 용어를 통해서는 ‘함수’의 개념에 대
한 어떤 것도 표상해낼 수 없다(이선옥, 2007).” 게다가 함수는 수 집합들 사이의 관
계뿐만 아니라 수와 관련 없는 임의의 집합들 사이의 관계일 수 있으므로, ‘수’로 제한
하는듯한 용어 함수는 결코 적절할 수 없고, 그 개념을 오도할 수 있다. 특히, 공역이 
수 집합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하는 용어 상수함수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이다. 음수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정의되는 음함수는 혼란을 일으킨다. 용어 음함수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한자사전에서는 변(變)의 대표 훈으로 ‘변하다(달라지다)’를 내세우고 있다. 변(變)
의 이런 뜻은 변수(變數)의 정의 ‘여러 값을 나타내는 문자’(허민 외 8인, 2013)를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게다가 variable은 수만이 아니라 그 정의역에 따라 임의의 

10) Transnational College of LEX(1995)는 함수(函數)를 다시 잉글리시로 옮겨서 ‘box number’
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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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대상이 될 수 있다.11) 그리고 함수 표기   에서 도 변수이고 도 변
수이며,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에서 알 수 있듯이, variable에는 
함수의 뜻도 있다. 그렇지만 통상 변수를 독립변수로 제한해서 사용함으로써 통계 용
어 ‘확률변수(確率變數)’가 함수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variable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번역이 요구된다.12)  

(2) 약수(約數), 무리수(無理數) 
약분(約分)의 약(約)은 ‘간략히 하다, 줄이다’ 등을 뜻하는데,13) 교수요목기와 제1

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약분과 함께 ‘맞줄임’이 사용됐고,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약수(約
數)를 ‘줄임수’라고도 했다(도종훈ㆍ박지현, 2013).14) 이런 한자의 뜻을 따르면, 1은 
어떠한 자연수도 줄이지 못해서 약수(約數)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교육부, 2015a).”라는 정의는 한자 약수
(約數)로 짐작할 수 없다. 게다가, 약(約)은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에서 ‘대략’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약(約)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약수를 ‘대략 수’로 오해할 
수도 있다. 

나눗셈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약수(約數)는 divisor에 해당하는데, ≪(신)영한수학사
휘((新)英汉数学词汇)≫15)에서는 이것을 제수(除數), 제자(除子), 인자(因子)로 소개
하고 있다. 그리고 약수를 곱셈의 관점에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factor를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는 인식(因式), 인자(因子), 인수(因
數)로 소개하고 있다. 중국 수학책(설금성, 薛金城, 2012)에서는 약수(約數)가 아니라 
인수(因数)만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수인 약수’를 ‘소약수’가 
아니라 ‘소인수’로 나타내어 일관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6) 여러 면에서 약
11) 최주연(2011)에서는 수(數) 때문에 일어나는 변수의 오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12) 국어사전에서는 변수(變數)의 동의어로 부정원(不定元)을 제시하고 있다. 
13) ≪백년옥편≫과 ≪네이버한자사전≫에는 ‘제산(除算)하다, 나눗셈하다’라는 뜻풀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자사전들과 ≪중한사전(中韓辭典)≫에는 이런 뜻풀이가 없다. 
14) 국어사전에는 여전히 ‘맞줄임수’가 약수와 같은 수학 용어로 제시되어 있다. 
15)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은 ≪영한수학사휘(英汉数学词汇)≫(1989)와 ≪신영한수학

사휘(新英汉数学词汇)≫(2002)를 함께 가리킨다.
16) 중국 수학책(설금성, 薛金城 2012)에서는 소수(素數)를 질수(质数)로, 소인수를 질인수(质因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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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다는 인수가 더 적절해 보인다.
무리수(無理數)의 개념도 한자의 뜻에 따라 이해할 수 없다. 국어사전에서 무리(無

理)를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남”을 뜻풀이하는데, 이것
은 두 한자 無(무)와 理(리)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무리수(無理數)는 
‘이치에 맞지 않는 수’일 텐데, 이런 해석으로 무리수의 개념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이
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사실, 유리수(rational number)와 무리수(irrational number)는 어원인 ratio를 간과
한 번역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유리수, 무리수’ 대신에 ‘유비수, 무비수’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박교식, 1995; 박성래, 2011). 무리식(無理式)과 무리함수(無理函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할 수 있다.

(3) 다항식(多項式), 다항함수(多項函數), 방정식(方程式)
한자사전에서 多(다)의 대표 훈은 ‘많다’이다. 다각형(多角形)과 다면체(多面體)에서 

다(多)는 이런 뜻을 지닌다. 그런데 다항식(多項式)은 단항식(單項式)도 포함하는 개
념이고, 과 같이 항이 한 개뿐인 함수도 다항함수(多項函數)라고 부른다.17) 
이에 따라 한자의 뜻으로는 다항식과 다항함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얻게 된다. 뜻이 
명확한 한자를 이용하면서 단항식도 다항식이라는 정의는 억지로 보이는데, 중국 수학
책(설금성, 薛金城, 2013)에서는 단항식(单项式)과 다항식(多项式)을 아우르는 용어로 
정식(整式)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어 정식(整式)이 1964년 편수자료까
지 있었다(문교부, 1964).

국어사전에서는 방정(方程)을 “1세기 무렵에, 중국의 예수(隷首)가 만들었다고 하는 
수학서인 ≪구장산술≫ 가운데 한 장(章). 일차 연립 방정식을 가감법(加減法)으로 푸
는 것을 다룬다.”로 뜻풀이하고, 차종천(2000)은 방정(方程)이란 “수를 네모난 표의 
형태로 늘어놓고 계산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한자의 뜻 ‘모18)/네모 

합성수(合成數)를 합수(合数)로만 나타내고 있다.  
17) 중국 수학책(설금성, 薛金城, 2011a)에서는 함수    ∈ℝ을 멱함수(幂函数)라 하고 있다.
18) 방(方)에 대한 ≪한한대자전≫의 뜻풀이 “① 모질 방, 모 방, 네모짐. 또 그 형상, ‘정방형(正方

形)’”과 ≪대한한사전≫의 “① 모 방(圓之對), 네모. 원(圓)의 대(對)” 및 ≪네이버한자사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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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方)’과 ‘헤아릴 程’으로부터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의 뜻으로는 
방정식에 대한 국어사전의 뜻풀이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만 성립하는 등
식.”을 얻을 수 없고 방정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얻게 한다. 한자의 뜻에 따른다면,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4) 극대(極大), 극소(極小), 극값(極-) 
극대(極大)와 극소(極小)를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정의하거나(황선욱 외 10인, 

2014a),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정의한다(박교
식, 2010). 곧, 국소적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極(극)은 국소, 국부, 부분 등을 나타내
지 않고, 오히려 전부, 정점(頂點, 최고의 자리) 등을 나타낸다. 극대(極大)에 대한 국
어사전의 첫째 뜻풀이 “더할 수 없이 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자의 뜻만으로는 극
대(極大)와 극소(極小)는 각각 ‘가장 큰(最大)’과 ‘가장 작은(最小)’으로 이해해야 하
며, 이에 따라 한자의 뜻을 알면 잘못된 개념을 얻을 수 있다. 

(5) 직각(直角), 공간(空間)  
직(直)은 ‘곧다’를 뜻한다. 교육부(2014)에서는 곧은 선을 정의 없이 도입하고, 곧은 

선을 이용해서 선분, 반직선, 직선을 정의한다. 直(직)은 ‘곧다’뿐만 아니라 ‘굽지 아니
하다, 펴다, 곧게 하다’를 뜻하므로, 직각(直角)은 한자의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19) 사실, 직각(直角)은 평각(平角)으로 사용해도 무방
할 정도인데, 박교식(2013)도 “직각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잘 만들어진 용어로 보이지 
않는다.”라 하고 있다. 

공집합(空集合)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뜻한다. 역시 空(공)이 들어있는 공간
(空間)에 대한 한자사전의 첫째 뜻풀이는 “빈자리, 빈틈”이고 국어사전의 첫째 뜻풀이
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인데, 이것은 한자의 뜻 ‘빌/없을 공(空)’과 ‘사이/틈 간(間)’
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뜻풀이는 국어사전의 다섯째 뜻풀이로 수학 용어 공

모, 네모”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모’는 ‘네모’를 뜻한다. 
19) 영어에서는 직선은 straight line으로, 직각은 right angle로 구별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바른

모’가 직각과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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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空間)에 대한 설명 “어떤 집합에서 그 요소 사이 또는 그 부분 집합 사이에 일정한 
수학적 구조를 생각할 때, 그 집합을 이르는 말”과 배치된다. 수학의 공간(空間)은 원
소들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고 특정한 구조에 의해 원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
는 수학적 대상이지 결코 ‘빈자리, 빈틈,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아니다. 한자로는 수
학의 공간(空間)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6) 구(球), 축(軸)  
통상 사물의 이름을 그 자체로 수학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사물의 이름을 차

용한 용어는 전형적인 예와 결부하여 부적절하거나 그릇된 개념 이미지를 강화하고 올
바른 개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박경미ㆍ임재훈, 1998) 그래선지 우리는 ‘사다리’
를 그대로 수학 용어로 삼지 않고, ‘꼴’을 붙여 사다리꼴이라 한다. 한자 용어 제형(梯
形)도 사다리를 뜻하는 사물의 이름 제(梯)에 형(形)을 붙여 만든 수학 용어이다. 그
런데 한자말 수학 용어 중에는 사물의 이름을 그대로 수학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를테면 활을 뜻하는 호(弧)와 시위를 뜻하는 현(弦)이 있다. 이 경우에는 ≪
한한대자전≫에 “② 호 호, 활꼴로 휜 곡선, 원둘레 또는 곡선의 일부”, ≪대한한사전
≫에 “④ 현 현(數學用語)”과 같이 수학 용어로 명시하고 있다. 

한자사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을 활용해서 수학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취지에서 보면, 기하 용어 구(球)와 축(軸)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구에 대한 
교육부(2015c)의 정의 “공 모양의 도형을 구라고 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구는 
‘공’도 아니고 ‘공 모양’도 아니다.20) 그런데 한자사전에서 찾은 한자 구(球)의 적절한 
뜻은 공뿐이다. 이에 따라 한자의 뜻을 알면 추상화된 수학 용어 구(球)의 개념을 얻
을 수 없어서 잘못된 개념을 얻게 되고 ‘공 모양의 도형을 공’이라 하는 모순에 빠진
다. 그리고 축(軸)은 한자사전으로는 굴대(한가운데에 뚫린 구멍에 끼우는 긴 나무 막
대나 쇠 막대)로 해석해야 한다.21) 사물의 이름 굴대가 수학 용어가 될 수 없다면, 축
20) 교육과학기술부(2013)의 “대상의 모양을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고 표현해 왔던 ‘동그라미 모양’이

나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이라는 말로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는 관점
에서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의 의미(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 따르면, ‘공 모양’도 수학 용어로 볼 수 없다.

21) 제2차 교육과정에 있었던 ‘대’는 그 뒤 ‘축’으로 되돌아갔다(김주봉, 1963). 한자사전에 훈 ‘축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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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軸)도 역시 수학 용어가 될 수 없다.22) 수학에서 한자말 용어는 근거 없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교육과정에 있는 한자말이 섞여 있는 용어 543개 중에서, 그것에 들어있는 한자 중
에서 그 뜻을 알면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 96개인데, 이것은 전체의 
17.68%에 해당한다.

2.�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

앞에서 인용한 ‘변 변(邊)’과 함께 ‘법 법(法)’ 또는 ‘비율 률(率)’ ‘완전할 완(完)’과 
같이 한자의 훈이 그 한자 자체의 음이거나 그 음이 포함된 한자말인 한자가 있다. 이
런 한자의 뜻을 알려면 그 음을 한글로 나타낸 한자말의 뜻을 [어쩌면 국어사전을 통
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한자말의 뜻을 통해 수학 개념을 파악하면 굳이 
그 한자까지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인용한 유리수(有
理數), 공역(共域) 등과 같이 한자들의 뜻을 알아도 그 용어의 개념을 추측할 수도 없
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들은 한자가 오도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한자가 들
어있는 수학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한자의 뜻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수학 용어는 규약성이 강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정의를 통해서만 그 개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한자의 훈에 그 한자의 음이 포함된 
경우와 한자의 뜻을 알아도 그것이 들어있는 용어의 개념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본다. 

(1) 한자의 훈에 그 한자의 음이 포함된 경우  
먼저 한자의 훈이 (어미를 제외하고) 그 한자 자체의 음인 경우를 알아보자. 다음은 

(軸)’이 있는데, 이것은 세는 단위인 ‘명수사(名數詞)의 하나’이다.
22) 중국 수학책(설금성, 薛金城, 2011b)에서는 용어 구(球)와 축(轴)을 사용하고 있고, ≪중한사전(中

韓辭典)≫에서는 국(球)에 대한 첫째 뜻풀이 “ 구 [원형의 입체물]”과 축(轴ㆍ軸)의 둘째 뜻풀이 
“ 축. [평면이나 입체를 대칭을 가르는 직선] ⋯｢椭圆的长[短]~;타원의 장[단]축｣”)로 구와 축을 
수학 용어로 풀이하고 있다. 수학 용어의 뜻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한자사전들의 태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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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용어에 들어있는 한자 중에서 훈이 이런 경우인데, [ ] 안의 용어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예이다.

수� 수(數),� 점� 점(點),� 선� 선(線),� 면� 면(⾯),� 변� 변(邊),� 반� 반(半),� 양/수량� 량(量),� 시� 시(時,�

hour),� 분� 분(分,� minute),� 초� 초(秒,� second),� 도� 도(度,� °).� 가히� 가(可),� 표� 표(表),� 표� 표(標)

[좌표,� 표준],� 법� 법(法),� 각� 각(⾓),� 식� 식(式),� 양� 양(陽),� 음� 음(陰),� (다항식ㆍ수열의)� 항� 항(項),�

근� 근(根),� 호� 호(弧),� 현� 현(弦),� 정할� 정(定)[정의,� 정리],� 제목/표제� 제(題)[명제],� 준할� 준(準)[준

선],�영�렬(零)[영행렬],�향할�향(向)[방향],�극/극처�극(極)[극한,�극형식]23),�임할�림(臨)[임계],�…�

이런 한자의 훈은 한자사전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몇 개에 대해서만 부연 설
명하겠다.

이 중에서 원래 사물의 이름인 선(線, 줄), 면(面, 낯), 각(角, 뿔), 항(項, 목덜미), 
근(根, 뿌리), 호(弧, 활), 현(弦, 활시위) 등은 수학 용어로 사용되면서 추상적인 개념
을 추가로 얻었고, 이에 따라 생긴 훈은 그 음 자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수학 
용어 선(線)은 줄(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일 수 없다. 

양수(陽數)의 양(陽)은 ‘볕’이 아니고 음수(陰數)의 음(陰)은 ‘그늘/응달’일 수 없
다.24) 한자사전을 참조하면, 각각 역학상의 용어인 ‘양 양’과 ‘음 음’으로 해석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도 수학 용어에 대한 해석으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이제 한자의 훈이 그 한자의 음이 포함된 한자말인 경우를 알아보자. 다음은 수학 
용어에 들어있는 한자 중에서 훈이 이런 경우인데, [ ] 안의 용어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보기이다. 

부분� 분(分)[선분,� 부분집합],� 비율/율� 률(率),� 성질� 성(性),� 완전할� 완(完),� 온전할/온통� 전(全),� 만

물/물건� 물(物),� 조목� 조(條)[조건],� 등급� 급(級)[계급],� 비율� 비(⽐)[삼각비,� 공비],� 제목/표제� 제

(題)[명제],� 이치� 리(理)[정리],� 부정할� 부(否)[(명제의)� 부정],� 근본� 본(本)[표본,� 기본],� 정도� 도

23) ≪백년옥편≫의 극(極)에 대한 뜻풀이 “극 ㉮ 한계, 더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 ⋯ ㉳ 좌표의 한 
가지 ¶ 極左標(극좌표)”와 ≪한한대자전≫의 뜻풀이 “② 극처 극 ③ 극 극”을 참조했다. 

24) 음함수(陰函數)의 음(陰)의 뜻은 ‘그늘, 응달, 숨다’ 등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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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산포도,�신뢰도],�기간�기(期)[주기],�방위/방향�방(⽅)[방향벡터],�안장�안(鞍),�…

이런 한자의 훈도 한자사전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分)과 분(否)
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하겠다.

선분(線分)의 분(分)에 대한 훈은 ≪대한한사전≫에만 있는 ‘부분’이 적절해 보인다. 
부분집합(部分集合), 증분(增分), (벡터ㆍ행렬의) 성분(成分) 등의 분(分)도 이 훈이 
적절하다.25) 그런데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 line segment를 선
단(缐段), subset을 자집[합](子集[合]), increment를 증량(增量)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한수학회 수학용어에서는 entry와 component를 모두 성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 entry of a matrix는 구진적원(矩阵的元)으로, 
coordinate of a vector는 향량적좌표(向量的坐标)로, component of a matrix와 
component of a vector는 각각 구진적분량(矩阵的分量)과 향량적분량(向量的分量)으
로 나타내고 있다.26) 분(分)의 용도가 우리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아니 불(不)’과 ‘정할 정(定)’으로 해석되는 부정적분(不定積分)의 부정(不定)과 다
르게, 명제의 부정(否定)에서는 ‘부정(否定)할 否’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한자의 뜻을 알아도 용어의 개념을 추측할 수 없는 경우
기하(幾何)의 개념을 각 한자 ‘몇 기(幾)’와 ‘어찌 하(何)’의 뜻으로 추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한자의 뜻을 알아도 그것들이 들어있는 용어의 개념을 짐작할 수도 없는 예
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자연수(⾃然數),� 소수(素數),� 지수(指數),� 정수(整數),� 유리수(有理數),� 실수(實數),� 허수(虛數),� 복

25) ≪중한사전(中韓辭典)≫에는 분(分)에 대한 뜻풀이 “<數> 분. 전체를 몇으로 나눈 부분. ｢二~之
一; 2분의 1｣”이 있다. 박교식(2013)은 “분은 부분(部分)을 의미하므로 선분에는 ‘직선의 한 부분’
이라는 뜻이 있다.”라 하고, 박교식(2010)은 “성분은 일상적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라 하고 있다. 

26) 황선욱(2014b)의 “실수  , 를 벡터   의 성분”이라는 정의에서 벡터의 성분은 
coordinate of a vector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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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複素數),� 진수(眞數),� 외분(外分),� 명제(命題),� 대우(對偶),� 분산(分散),� 수렴(收斂),� 기저(基

底),� 상용(常⽤)로그,� 일반(⼀般)항ㆍ각,� 정규(正規)분포,� 위치(位置)벡터,� 고유(固有)벡터,� 미분(微

分),� 적분(積分),� 내적(內積),� 외적(外積),� 차원(次元),� 귀류(歸謬)법,� 배반(排反)사건,� 공역(共域),�

단위(單位),�귀납(歸納),�…

훈이 음인 ‘수 수(數)’가 들어있는 용어는 이미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로 분류
했다. 그런데 수(數) 이외의 한자의 뜻 ‘스스로 자(自)’와 ‘그러할 연(然)’으로 자연수, 
‘바탕/근본 소(素)’로 소수, ‘손[발]가락/가리킬 지(指)’로 지수, ‘가지런할 정(整)’으로 
정수, ‘있을 有’와 ‘이치 理’로 유리수, ‘참/실제 실(實)’로 실수, ‘빌/거짓 허(虛)’로 허
수, ‘겹(칠) 복(複)’과 ‘바탕 소(素)’로 복소수27), ‘참 眞’으로 진수의 개념을 짐작할 
수도 없다.  

한자사전에 숙어로 올라있는 외분(外分), 명제(命題), 대우(對偶), 분산(分散), 수렴
(收斂), 기저(基底)에 대한 각각의 뜻풀이는 “자기 것 이외의 몫.” “제명을 정함. 또는 
그 제명.” “둘이 서로 짝을 지음.” “나뉘어 흩어짐. 이산(離散).” “곡식 등을 거두어들
임. 수확.” “바탕. 밑바닥”이다. 이것들은 국어사전의 각 낱말에 대한 첫째 뜻풀이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한자의 뜻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뜻풀이는 각 수학 용어의 개념을 추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역시 한자사전에 숙
어로 올라있는 상용(常用), 일반(一般), 정규(正規), 위치(位置), 고유(固有)에 대한 
각각의 뜻풀이는 “늘 씀. 항상 씀.” “똑같음. 한 가지.” “정식의 규정.” “놓여 있는 자
리.” “원래부터 있음.”인데, 한자의 뜻으로 직접 얻을 수 있는 이런 뜻풀이는 국어사전
의 각 낱말에 대한 (첫째) 뜻풀이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28) 이런 뜻풀이를 통해 특
정한 수학 개념을 나타내는 상용로그(常用--), 일반항(一般項), 일반각(一般角), 정
규분포(正規分布)29), 위치벡터(位置--), 고유벡터(固有--), 고윳값(固有-)의 개념
27) 복소수(複素數)는 소수(素數)가 겹친 것이 아니다.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는 

단순히 ‘복수(复数)’로 나타내고 있다.
28) 귀납(歸納)에 대한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

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이다. 
29) 정규분포(正規分布)의 정(正)은 ‘바르다, 비뚤어지거나 어그러지지 아니하다’를 뜻할 것이다. 반면

에 도형 정사각형(正四角形)에서 정(正)은 ≪대한한사전≫의 “서로 같을 정(正), 도형에서 변의 길
이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예(例)> 정방형(正方形), 정육각형(正六角形)”이 적절한 뜻풀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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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측할 수 없다. 
미분(微分)30), 내적(內積), 외적(外積), 차원(次元)은 여기서 참조하는 한자사전에 

숙어나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다만, ≪한한대자전≫에 적분(積分)이 “함수를 구하는 
산법”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외적(外積)에 대한 국어사전의 처음 두 뜻풀이 “｢1｣ 
외부의 넓이나 부피. ｢2｣ 수학 비례식에서 두 외항의 곱.”과 차원(次元)에 대한 첫
째 뜻풀이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를 제외하면, 국어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수
학 개념은 모두 한자의 뜻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귀류(歸謬), 배반(排反), 공역
(共域)도 여기서 참조하는 한자사전에도 심지어 국어사전에도 숙어나 표제어로 올라있
지 않다. 한자의 뜻 ‘돌아갈/맡길/마칠 귀(歸)’와 ‘그릇될/바칠 류(謬)’로 귀류법(歸謬
法), ‘밀칠/물리칠 배(排)’와 ‘되돌릴/거스를/돌이킬 반(反)’으로 배반사건((排反事件), 
‘함께/한 가지 공(共)’과 ‘곳/지경 역(域)’으로 공역(共域)이라는 수학 용어의 개념을 
추측하기 어렵다. 

단위(單位)의 경우에는 한자의 뜻 ‘홑/하나 단(單)’과 ‘자리 위(位)’를 알아도, 숙어 
단위(單位)에 대한 한자사전의 뜻풀이 “수량을 헤아리는 데 그 기초가 되는 분량의 표
준.”이나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추측할 수도 없다. 게다가, 단위분수31), 허수단위, 단위
벡터, 단위행렬 등에서 단위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귀납적 정
의(歸納的 定意)와 수학적 귀납법(數學的 歸納法)에 들어있는 귀납(歸納)의 경우에 한
자의 뜻 ‘돌아갈/마칠 귀(歸)’과 ‘거두어들일/바칠 납(納)’에서 귀납(歸納)에 대한 한자
사전의 뜻풀이 “돌려보냄. 돌려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논리에서 연역(演繹)과 대비
되는 귀납(歸納)의 뜻을 추론할 수 없다.32) 

한자의 뜻을 알아도 그것이 들어있는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는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를 빼고] 333개에 이른다. 이것은 한자말이 섞여 
있는 용어 543개 중에서 약 61.33%에 해당한다.

30) 미분(微分) 및 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깊은 논의는 한대희(1998)를 보라.
31)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는 unit fraction을 ‘단분수(单分数)’로 나타낸다.
32) 최주연(2011)에서 “수학적 귀납법의 학습과정에서 귀납이라는 단어에서 오개념이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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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자가� 도움이� 되는� 용어� �

앞에서 알아본 대로 한자가 오도하는 경우와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한자가 포함된 
용어를 뺀 나머지는 다음 표에 나타낸 대로 114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자말이 섞인 
543개 용어 중에서 약 20.99%에 해당한다.

33) 김연식ㆍ박교식(1994)에서 ‘합동’을 현학적인 용어로 분류하고 전등(全等)을 ‘보다 잘된 번역’이라 
했지만, 훈으로 ‘모두 합(合)’과 ‘같을 동(同)’을 선택하면 합동(合同)은 전등(全等)만큼의 뜻을 지닌
다.

초등학교
23개

원(圓), 수직(垂直), 평행(平行), 원의 중심(圓-中心), 합동(合同)33), 대칭(對稱), 대
칭의 중심(對稱-中心), 겨냥도(--圖), 전개도(展開圖), 원기둥(圓--), 원뿔(圓-), 
약(約), 이상(以上), 이하(以下), 초과(超過), 미만(未滿), 원주(圓周), 비(比), 비례배
분(比例配分), 정비례(正比例), 반비례(反比例), 평균(平均), 원그래프(圓---)

중학교
27개

절댓값(絕對-), 순환마디(循環--), 대입(代入), 해(解), (식의) 전개(展開), 순서쌍
(順序雙), 절편(-截片), 절편(-截片), 평행이동(平行移動), 최댓값(最大-), 최솟
값(最小-), 사건(事件), 중앙값(中央-), 최빈값(最頻-), 대푯값(代表-), 편차(偏差), 
꼬인 위치(--位置), 작도(作圖), (도형의) 대응(對應), 원뿔대(圓-臺), 접한다(接
--), 외접(外接), 외접원(外接圓), 내접(內接), 내접원(內接圓), 무게중심(--中心), 
닮음비(--比)

고등학교
64개

내분(內分), 대칭이동(對稱移動), 집합(集合), 원소(元素), 공집합(空集合), 합집합(合
集合), 교집합(交集合), 전체집합(全體集合), 여집합(餘集合), 차집합(差集合), 결론
(結論), 증명(證明), (명제의) 역(逆), 치역(値域), 대응(對應), 일대일대응(一對一對
應), 공차(公差), 순열(順列), 계승(階乘), 조합(組合), 원순열(圓順列), 중복순열(重
複順列), 중복조합(重複組合), 집합의 분할(集合-分割), 시행(施行), 여사건(餘事件), 
종속(從屬), 독립(獨立), 독립시행(獨立試行), 기댓값(期待-), 모집단(母集團), 임의
추출(任意抽出), 모평균(母平均), 신뢰구간(信賴區間), 발산(發散), 무한대(無限大), 
구간(區間), 닫힌 구간(--區間), 열린 구간(--區間), 연속(連續), 불연속(不連續), 
증가(增加), 감소(減少), 타원(橢圓), (타원의) 중심(中心), (쌍곡선의) 중심(中心), 
정사영(正射影), 일차독립(一次獨立), 일차종속(一次從屬), 행렬(行列), 행(行), 열
(列), × 행렬(---行列), 역행렬(逆行列), 변환(變換), 일차변환(一次變換), 대
칭변환(對稱變換), 닮음변환(--變換), 회전변환(回轉), 역변환(逆變換), 경로(經路), 
인접행렬(隣接行列), 수형도(樹型圖), 생성수형도(生成樹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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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어 중에서 원(圓), 원의 중심(圓-中心), 초과(超過), 미만(未滿), 대입(代
入), 최댓값(最大-), 최솟값(最小-), 중앙값(中央-), 최빈값(最頻-), 증가(增加), 감
소(減少) 등은 각 한자의 뜻을 알면 그 수학 개념을 거의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以上), 이하(以下), 사건(事件), 작도(作圖), 편차(偏差), 구간(區間), 증
명(證明), 원소(元素), 조합(組合), 행렬(行列) 등과 같이 일상어 또는 다른 학문 분야
의 용어로 널리 쓰이는 단어도 수학에 쓰일 때는 명확한 수학적 설명이나 수식을 통해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 앞에서 나열한 용어들은 한자의 뜻으로 대응하는 수학 개념
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기보다는 그 개념을 추측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하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한자가 도움이 되는 용어라고 해도 한자의 뜻만으로 그 개념을 파악하기
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한대자전≫에서 제시한 숙어 평행(平行)의 첫째 뜻은 “무
사히 여행함. 아무 탈 없이 감.”인데, 이것은 한자의 뜻 ‘평평할(고르고 판판하다)/편안
할 평(平)’과 ‘갈/다닐 행(行)’에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둘째로 제시한 뜻 
“두 직선이 같은 평면 위에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음”을 얻기 위해서는 박교식(2013)
에서와 같이 ‘바를(곧다) 평(平)’을 이용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34) 

정비례(正比例)와 반비례(反比例)의 개념도 한자 뜻으로 직접 파악하기가 쉽지 않
다. 한자의 뜻 ‘견줄/따를 비’와 ‘보기/예/선례 례(例)’로부터 비례(比例)에 대한 한자사
전의 뜻풀이 “종래의 예를 따름. 선례를 좇음.”과 국어사전의 뜻풀이 “예를 들어 견주
어 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같은 정(正)’으로부터 국어사전의 정비례(正比
例)에 대한 뜻풀이 “두 양이 서로 같은 비율로 늘거나 주는 일.”과 ‘뒤집을 반(反)’으
로부터 반비례(反比例)에 대한 뜻풀이 “한쪽의 양이 커질 때 다른 쪽 양이 그와 같은 
비로 작아지는 관계.”를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절대(絕對)의 경우에 한자의 뜻 ‘끊을/뛰어날 정(絕)’과 ‘짝/마주볼[할] 대(對)’에서 
이에 대한 한자사전의 뜻풀이 “① 상대하여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음. ②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음.”을 어렵게 이해하더라도, 이런 뜻으로부터 수학 용어 절댓값과 절대부등식

34) ≪대한한사전≫에는 어휘 평행(平行)의 첫째 뜻으로 “안전하게 나아감.”이 제시되어 있지만, 수학 
용어로서의 뜻풀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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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바로 얻을 수는 없다. 한자의 뜻 ‘끊을 절(截)’과 ‘조각 편(片)’으로부터 절
편(截片)의 개념을 완전하게 얻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
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한자가 도움이 되는 용어 중에는 다른 이유에서 한자사전에서 찾은 한자
의 뜻만으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예를 몇 가지로 
나누어 알아본다.   

(1) 수학 개념에 알맞은 뜻이 적절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 수학의 일상적 용어 ‘합’과 고등학교 수학의 ‘합의 법칙’, ‘부분합’, ‘급수의 

합’ 등에 나타나는 합(合)은 명사로 국어사전에 제시된 “둘 이상의 수나 식을 더함. 또
는 그렇게 얻은 값.”을 뜻할 것이다. 그런데 합(合)에 대한 한자사전의 뜻풀이 중에는 
동사로 ‘합하다, 모으다’는 있지만, 명사로서 이런 의미, 곧 sum으로서의 뜻은 없다.35) 
sum을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는 화(和), 총수(总数)로 나타내
고 있고,36) ≪수학 영화ㆍ화영사전(数学 英和ㆍ和英辞典)≫에서는 화(和), 화분(和
分), 계(計)로, ≪화영/영화 산수ㆍ수학 용어활용사전(和英/英和 算数ㆍ数学 用語活用
辞典)≫에서는 화(和)로 나타내고 있다. 한자 합(合)에는 원래 sum의 뜻이 없는 것으
로 보인다.37) 

비(比)에 대한 한자사전의 뜻풀이 중에 동사로 ‘견주다’가 있고, 명사로 [수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훈 또는 뜻인] ‘비율, 비례’가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있는 명사 
비(比)에 대한 뜻풀이 “어떤 두 개의 수 또는 양을 서로 비교하여 몇 배인가를 나타내
는 관계. a : b의 형태로 표시한다.”와 같은 것은 한자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38) 해
(解)와 [명제의] 역(逆)의 경우에도 한자사전의 뜻풀이 중에 동사로 각각 ‘풀다’와 ‘거

35) 훈이 명사인 ‘합’ 또는 ‘합자’가 있는데, 이것은 ‘합(盒)’ 또는 ‘합자(盒子)’로 음식을 담는 그릇을  
뜻한다. 

36)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는 sum of series를 급수적화(级数的和), 급수적치
(级数的値)로 나타내고 있다.

37) ≪중한사전(中韓辭典)≫에서 제시한 합(合)의 뜻 중에도 sum을 나타내는 것은 없고, 화(和)의 뜻
풀이 중에 “<數> 합. ｢二跟三的~是五; 2와 3의 합은 5이다｣＝[和數]”가 있다.

38) ≪중한사전(中韓辭典)≫에는 “ 비(比). 비율. (경기 점수의) 대(비). ⋯ ｢⋯二~一~; ⋯2대 1⋯｣”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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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다’가 있지만, 수학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명사로서의 뜻풀이는 없다.39)   한자
사전에서 ‘행’으로 읽는 行에 대한 뜻풀이 중에 동사로 ‘다니다, 가다’가 있지만, 명사
로 row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 ‘항’으로 읽는 行에 대한 뜻풀이 중에는 명사로 ‘진
(陣), 줄, 대열’이 있다. 열(列)에 대한 뜻풀이 중에 명사로 ‘줄, 행렬’은 있다. 여기서 
행(行)과 렬(列)을 가로줄이나 세로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구장산술≫ <방정> 
제1문의 방정술(方程術)에서 ‘렬(列)’과 ‘행(行)’이 모두 세로로 나열된 수들을 뜻한다
(차종천 역, 2000). 당시 세로로 쓰는 관례로부터 이런 용도를 추측할 수 있다.40) 

(2) 수학 개념에 알맞은 훈이 한자말인 경우
앞에서 한자의 훈에 그 한자의 음이 포함된 경우의 용어는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로 분류했다. 음이 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수학 용어에 알맞은 훈이 한자말인 다
음과 같은 한자가 있다.

근본/근원� 모(母)[모선,� 모집단],� 대략/대강� 약(約),� 차례� 순(順)[순열],� 차례� 서(序)[순서쌍],� 번/횟

수�차(次)[차수,�일차,�이차],�…�

여기서 훈으로 사용된 한자말도 한자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한자사전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母)의 훈 근본(根本)과 근원(根源)의 각 한자는 ‘근본 근(根)’ 
‘근본 본(本)’ ‘근원 원(源)’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한자사전의 이런 순환적인 해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約)의 훈 대략(大略)과 대강(大綱)의 각 한자도 ‘대강 
대(大)’ ‘대강 강(綱)’ ‘대강/대략 략(略)’과 같이 한자사전에서는 순환에 빠진다.

순(順)과 서(序)의 훈 차례(次例)의 뜻도 각 한자의 뜻 ‘이을/버금/번 차(次)’와 ‘보
기/전례/법칙 례(例)’로 알기 어렵다. ≪한한대자전≫에서는 숙어 차례(次例)를 순서

39) 중국 수학책(설금성, 薛金城, 2013)에서는 방정식의 ‘풀이’와 ‘근’에 모두 ‘해(解)’를 사용하고 있
다. ≪중한사전(中韓辭典)≫에는 해(解)의 뜻풀이로 “ ⋯ 풀다. ⋯ ｢~題; 문제를 풀다｣”와 함께 
“<數> 해. ｢求~; 해를 구하다｣”가 있고, 역(逆)의 뜻풀이 중에 “ 거스르다. ⋯”와 함께 “
역. 반대. ⋯ ｢~函数; ⋯”가 있다. 

40) ≪(신)영한수학사휘((新)英汉数学词汇)≫에서는 matrix를 구진(矩阵)이라 하는데, ‘네모/곱자 구
(矩)’와 ‘무리/진 진(陣)’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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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序)로 뜻풀이하고, 순서(順序)는 차례(次例)와 차서(次序)로 뜻풀이하며. 차서(次
序)는 순서(順序)와 차례(次例)로 뜻풀이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차례(次例)의 뜻풀
이는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여 나가는 관계”이다. 그리고 순열(順列)의 뜻풀이는 “｢
1」차례대로 늘어선 줄. 또는 그 차례. ｢2｣ 수학 주어진 물건 가운데서 몇 개를 취
하여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 일.”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차례’를 알기 위해서는 ‘순서’
를 알아야 하고 ‘순서’를 알려면 국어사전에 있는 이에 대한 뜻풀이 “｢1｣ 정하여진 기
준에서 말하는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 관계. ｢2｣ 무슨 일을 행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차례.”에 나타나는 ‘차례’를 알아야 한다. 역시 끝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차수(次數), 일차(一次), 이차(二次)의 차(次)는 문자 또는 변수의 개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서수보다는 기수와 관련되므로, 훈은 횟수(回數) 또는 번(番)이 적절해 보인
다. 그리고 이런 뜻으로 한자사전에서 찾은 번(番)의 훈은 ‘횟수’이다. ≪한한대자전≫
과 국어사전에서 찾은 ‘횟수’의 뜻풀이는 “돌아오는 차례의 수[또는 수효].”이다. 또다
시 한자사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자말에 이른다. 

여기서는 훈에 쓰인 ‘근본/근원, 대략/대강, 차례, 번/횟수’를 한자의 도움 없이 이미 
알고 있는 한자말로 가정했다. 그리고 훈이 이런 한자가 들어있는 용어 중에서 약
(約), 순서쌍(順序雙), 순열(順列), 원순열(圓順列), 중복순열(重複順列), 모집단(母集
團), 모평균(母平均), 일차독립(一次獨立), 일차종속(一次從屬), 일차변환(一次變換) 
등 모두 10개는 한자가 도움이 되는 용어로 분류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한자가 도움
이 안 되는 용어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법칙 칙(則)’ ‘차례 제(第)’ ‘번/도수/횟수 도(度)[도수]’ ‘법 규(規)[정규]’ 등의 
한자말 훈도 한자사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훈이 이런 한자가 들어있는 용어는 이미 
다른 이유에서 한자가 도움이 안 되는 용어로 분류했다. 

III.� 한자말� 수학� 용어의� 개선� � �

앞에서 알아본 대로, 한자의 뜻이 그것이 들어있는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안 되는 용어와 한자의 뜻이 오히려 개념을 오도할 수 있는 용어가 한자말이 섞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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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서 약 79%에 이른다. 이것은 한자의 뜻을 알아야 그것이 들어있는 용어의 
개념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이 지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한글세대인 현 상
황에서 각 한자말 수학 용어에 알맞은 한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한자를 병기해도 그 
뜻을 새기기가 쉽지 않다. 

한자말 수학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초ㆍ중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양과 수준의 한
자 지식이 연관되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자말 수학 용
어에 쓰이는 한자와 교육부가 지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수학 용어 112개 가운데 중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
초한자가 쓰인 용어가 75개(67%),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초한자가 쓰인 용어가 
35개(31.3%), 기초한자 밖의 한자가 쓰인 용어가 2개였다. 중학교 수학 용어 157개 
가운데 중학교용 기초한자로 쓰인 용어는 87개(55.4%), 고등학교 기초한자로 쓰인 수
학 용어는 56개(35.7%), 기초한자 밖의 한자가 쓰인 용어는 14개(8.9%)였다. 고등학
교 수학 용어 306개 가운데 중ㆍ고등학교 기초한자로 쓰인 용어가 264개(86.3%)였
고, 기초한자 밖의 한자가 쓰인 수학 용어는 42개(13.7%)였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수학과 교육과정의 한자말 수학 용어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염두에 두고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초한자에 들어있지 않은 한자가 
쓰인 수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41)42) 초등학교 수학 용어에도 고등학교
41) 초ㆍ중등학교 수학 용어에 쓰인 14개의 한자 상(箱), 축(軸), 정(截), 포(抛), 함(函), 현(弦), 호

(弧), 렴(斂), 류(謬), 안(鞍), 주(週), 초(焦), 타(橢), 형(型)은 기초한자에 들어있지 않다. 
42) 일본에서는 상용한자[교육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함(函)을 피해서 함수를 관수(關數)로 나타내고 

있다. 역시 상용한자가 아닌 포(抛)를 피하기 위해 포물선을 방물선(放物線)으로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 내

고등학교용 기초한자
900자 내 기초한자 밖 합계

초등학교 75개(67%) 35개(31.3%)  2개(1.8%) 112개(100%)
중학교 87개(55.4%) 56개(35.7%) 14개(8.9%) 157개(100%)

고등학교  264개(86.3%)  42개(13/7%) 306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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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뒤섞여 있다. 한자 병기는 또 다른 혼란만 낳을 것이며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과중하게 지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책은 모두 한글로만 서술되어 있고, 대학 수학 교과서도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한수학회 ≪수학용어집≫(1996)과 한국과
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북과학기술용어집[수학]≫(2003)과 같은 수학 용어집에도 한
자는 없다.43) 그런데 김연식ㆍ박교식(1994)은 한자로 제시된 銳角(예각), 鈍角(둔각), 
素數(소수), 抛物線(포물선), 橢圓(타원), 整數(정수), 分數(분수), 散布度(산포도), 度
數(도수) 등에는 관념이 내재되어 힘이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글로 제시된 
예각, 둔각, 소수, 포물선, 타원, 정수, 분수, 산포도, 도수 등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
면서, “사실상 지금의 학교 수학 용어는 대부분이 한자로 된 수학 용어를 한글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자 용어에 내재된 관념은 사실상 사라져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한글로 된 수학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소한 외
국어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현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수학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
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한글만으로 나타낸 수학 용어의 개념을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한자말 수학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토박이말(순우리말, 고
유어)의 역할을 살펴본다. 

1.� 띄어쓰기의� 도입

수학 용어는 대부분 붙여 쓰고 있다. 이를테면 2016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이전
에는 ‘수학적귀납법, 큰수의 법칙’과 같이 붙여 썼다. 그런데 직각이등변삼각형, 누적도
수분포다각형, 연립일차방정식, 연립일차부등식 등과 같이 띄어 쓰지 않고 길게 이어

그러나 타원의 경우 타(橢)를 피하기 위한 장원(長圓)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이상구ㆍ김
호순 역, 2011).

43) 한국물리학회의 ≪물리학 용어집≫(2010 수정)에도 한자는 없다. 그리고 이런 수학 용어집들에서
는 용어를 한글과 영어를 대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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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수학 용어는 그 뜻을 새기기도 어렵지만 읽는 것마저 불편하다. 이런 용어는 그것
을 이루고 있는 각 단어가 가리키는 개념을 묶어서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
자말 수학 용어도 이런 각 단어를 분리해서 드러내면 전체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나
타내고, 각 단어가 나타내는 수학 개념으로부터 전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44) 

그런데 초ㆍ중등학교 교과서를 위한 ≪편수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다
른 과학 분야에 비해 수학 용어는 띄어 쓰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여 쓰고 있다. 문교부
(1987)의 ≪편수 자료 III (기초 과학)≫과 한국과학창의재단(2012)의 ≪교과서 편수 
자료(기초 과학 편)≫에 따르면 수학에서는 이를테면 ‘기본단위’, ‘상대오차’와 같이 붙
여 쓰고 있지만, 물리에서는 ‘기본 단위’, ‘상대 오차’로 띄어 쓰고 있다. 한국과학창의
재단(2013)의 ≪교과서 편수 자료(기초 과학 편)≫에서는 수학과 다른 과학의 용어를 
과목별로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 단위’로 띄어 쓰고 있
다. 이전의 ≪편수 자료≫에 물리에만 있던 ‘곡률 중심’은 여전히 띄어 쓰고, 물리에서
는 띄어 썼지만 수학에서는 붙여 쓰던 ‘곡률반지름’과 ‘상대오차’는 붙여 쓰고 있다. 물
리의 ‘상대 밀도’ ‘상대 속도’ 등은 여전히 띄어 쓰고 있다. 수학 용어로 여겨지면 붙여 
쓰고 물리 용어로 여겨지면 띄어 쓰는 것으로 보인다.

수학 용어가 보편적인 띄어쓰기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45) 수학 용
어를 붙여 쓰더라도, 이제는 국어사전에서와 같이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할 것을 제안한
다. 국어사전에서 ‘일차함수’와 ‘선형함수’에 대한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차^함수(一次函數) 『수학』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일차식인 함수. y＝2x+1 따위가 있다. ≒선형 함수「1」.
선형^함수(線型函數) 『수학』
「1」=일차 함수.

44) 이희승은 띄어 쓰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의미적 단위의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독
서의 능률을 올리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며, 둘째,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여 뜻을 바르게 
파악하도록 함에 있다.”[(김민수, 1989)에서 재인용] 

45) 한글 맞춤법 제 50 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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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말(표제어)에는 ‘일차^함수’와 ‘선형^함수’로 붙여 쓰거나 띄어 쓴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풀이에서는 일관되게 띄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는데,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의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각^함수(三角函數) 『수학』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코탄젠트 
함수, 시컨트 함수, 코시컨트 함수의 여섯 가지가 있다. ≒원함수.
원-함수(圓函數)『수학』
=삼각 함수.

국어사전에 ‘미분^가능’이 올림말에 있지만 ‘적분가능’은 올림말에 없다. 이는 ‘적분’
과 ‘가능’이 별개의 단어임을 뜻하고 띄어 써야함을 뜻한다. 

한 음절 단어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띄어 쓸 수 있다. 이를테면 ≪교과서 편수 
자료(기초 과학 편)≫에서는 ‘띠 간격, 몰 농도, 물 당량, 색 수차’ 등으로 띄어 쓰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 ‘수직-선(垂直線)’과 ‘수-직선(數直線)’을 붙임표
(-)로 각 단어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전이 아닌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이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고 한자를 병기하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 ‘수직 선’과 ‘수 직선’
으로 띄어쓰기만 해도 의미 전달이 분명해질 것이다.

띄어쓰기는 수학 용어를 명확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학 문장을 자연스럽게 나
타날 수 있게 한다.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구간’과 ‘폐구간’이 각각 ‘열린 구간’
과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수학 용어를 띄어 쓰면 [각 단어 사이의 관계
(품사 관계)도 분명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열린’과 ‘닫힌’의 활용형을 이용해서 “이 
구간은 열려[닫혀] 있다(This interval is open[closed]).”와 같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46)  

고등학교 수학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런 용어
의 띄어쓰기를 허용하고 ‘필요한 조건, 충분한 조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과 같은 표
현도 허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조건 는 조건 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충분조건, 

46) 국어사전에서는 ‘열린구간, 닫힌구간’과 같이 붙여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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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충분조건)이다.”와 같은 문장은 “조건 는 조건 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충분, 필
요하고 충분)하다.”와 같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학 용어를 단어별로 띄어 쓰고 품사를 고려해서 적절한 활용형으로 나
타냄으로써, 수학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수학 문장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예
는 더 들 수 있다.

2. 부적절한 한자말 수학 용어 개선

앞에서 한자가 오도하는 용어는 수정하거나 교체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약수인 소수’가 ‘소인수’라는 일관되지 못한 정의도 참조해서 약수는 인수로, 유리수와 
무리수는 유비수와 무비수로, 다항식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인수는 인식 또는 인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자말 수학 용어 중에 동음이의어는 혼란을 일으킨다. 
많은 경우는 그런 용어가 나타나는 문맥으로부터 그 뜻을 새길 수 있지만, 그런 문장
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비효율적이며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서로 다른, 곧 한글만으로 나타내어 서로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47) 

이선옥(2007)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학 교수ㆍ학습 방법상의 용어는 개념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몇 개의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을 제시했다. 특히, 동음이의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집합, 공약수, 공배
수’의 ‘공’을 구별하기 위해 공약수 대신에 공통약수, 공배수 대신에 공통배수,48) 소수
(小數)와 구별하기 위해 소수(素數) 대신에 ‘바탕수’ 또는 ‘근본수’, ‘이항정리’의 이항
과 구별하기 위해 ‘이항한다’ 대신에 ‘항을 옮기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적분(定積分), 정수(整數), 정다각형(正多角形)의 ‘정’들도 구별하고 싶다. 부정적
분(不定積分)의 ‘부정(不定)’은 부정 명제의 ‘부정(否定)’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

47) 문교부(1964)에서 나열한 수학 용어를 개정하는 일반 원칙의 일곱째는 “동음 이의의 용어는 피한
다.”이다.

48) 제2차 교육과정에 있던 ‘공분모’는 그 뒤에 ‘공통분모’가 됐다(김주봉,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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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절수를 늘리더라도 ‘정적분’은 ‘확정(确定) 적분’으로 나타내고49) ‘부정적분’은 
‘미정(未定) 적분’으로 나타내면, 두 용어의 뜻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50)

그런데 한자를 기반으로 새말을 만드는 전통적인 조어 기능을 상실한 한글세대의 
수학자에게 부절적한 한자말 수학 용어를 한자말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
다. 사실, 수학 용어가 반드시 한자말일 필요는 없다. 토박이말을 이용한 용어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어떠한 수학적 문제점도 없다.51) 위에 나열한 이선옥(2007)의 대
안에도 이미 ‘바탕, 옮기다’와 같은 토박이말이 들어있는데, 이선옥(2007)은 ‘해, 근’ 
대신에 ‘풀이값’, 동위각 대신에 ‘같은 자리 각’, 할선 대신에 ‘가름선’, 원주 대신에 ‘원
둘레’ 등과 같이 토박이말이 들어간 용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실,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수학의 입장에서 수학 용어는 기호에 불과하며(이지
현, 2011), 어떠한 용어도 허용될 수 있다. 수학의 한 분야에 대한 현대적인 공리적 
전개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 용어는 정의하지 않은 채로 남긴다. 예를 들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현대적인 전개에서 점, 선, 면 등은 모두 무정의 용어이다. 유클리드 기
하학을 공리적으로 엄밀하게 전개한 다비트 힐베르트(David Hilbert, 1862~1943)는 
“이 모든 기하학적 명제에 있는 용어 점, 선, 면을 식탁, 의자, 잔으로 바꾸는 것이 틀
림없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바꿔 말하면, 용어 점, 선, 면의 속성에 대해서는 공리
들에서 그것들이 드러내는 성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임의의 편리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허민 역, 2013). 수학 용어가 임의적이라는 것
은 수학 용어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음을 뜻
한다. 한자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토박이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문교부(1987)의 ≪편
수 자료 III(기초 과학)≫ 수학 부분에 있는 ‘용어 통일의 기본 원칙’의 첫째는 “모든 
용어는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고, 대한수학회(1996) ≪수학용어
집≫의 머리말에서 천명한 첫째 원칙은 “가능한 한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도록 한다.”
이다.52) 
49) ≪영한수학사휘(英汉数学词汇)≫에는 ‘definite’를 ‘정적(定的), 확정적(确定的)’으로 소개하고 있

다. 
50) ‘도함수(導函數)’의 경우에도. 국어사전에서 ‘도함수’와 비슷한 용어로 소개한 ‘유도 함수’를 사용

한다면, 음절수가 늘더라도 해당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 대한수학회(1996) ≪수학용어집≫에 이미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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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일상 언어로 표현된 수학 용어를 경험한 현재의 대다수 수학자는 알기 쉬운 
토박이말로 수학 용어를 만드는 데 큰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찾아내려는 
시도도 있다.53)54) 고등학교 수학의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영어 용어는 
‘left-side(hand) limit, right-side(hand) limit’인데, 이를 아우르는 용어는 
‘one-sided limit’이다. 이것을 ‘편측극한(片側極限)(김용태 역, 2002)’이나 ‘외측 극한
(김용운, 1992)’으로 번역하지 않고 ≪수학용어집≫에서와 같이 토박이말로 ‘한쪽 극
한’으로 번역한다면, ‘좌극한, 우극한’보다는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 더 어울린다.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토박이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일관된 용어 체계를 갖출 수도 
있다. 

물론, 수학 용어를 모두 토박이말로 바꿀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55) 수학 용어 
중에서 뜻을 새기기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한자말로 되어 있거나 동음이의어가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토박이말을 사용해서 알기 쉽게 나타내고 가려 쓸 수 있
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자승(自乘)’ 및 중국의 ‘평방(平方), 이차멱(二次幂)’보다는 ‘제곱’을 ‘저의 
곱’으로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결국 ‘마름’을 뜻하는 ‘릉(菱)’과 ‘사다
리’를 뜻하는 ‘제(梯)’가 들어있는 ‘능형(菱形)’과 ‘제형(梯形)’을 사용하는 것보다, ‘마
름모’와 ‘사다리꼴’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마름’과 ‘사다리’를 사진이나 그
림으로 제시하고 수학적 의미를 강조하면 충분할 것이다. 토박이말 용어는 좀 더 직접
적이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다.56) 
52) (박경미, 2004)에서는 수학 용어의 한글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한글은 과학성과 체계

성을 갖추었고 컴퓨터와도 잘 어울리며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용어의 한글화라는 생
각이 든다.”고 했다. 

53) 영어에서 ‘open set, closed set, compact set 등은 모두 일상 언어에서 비롯됐다. (김성기 외, 
2012)에서는 ‘compact set’을 ‘옹골집합’으로 나타냈다.

54) ≪교과서 편수 자료(기초 과학 편)≫에 있는 ‘돌림힘(torque), 되먹임(feedback), 바깥 늘림
(extrapolation),’ 한국물리학회 ≪물리학 용어집≫(2010 수정)에 있는 ‘되비침(반사, reflection), 
에돌이(회절, diffraction)’ 등 물리학에서는 토박이말을 많이 찾아내어 이용하고 있다.

55) 이와 관련해서 최현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근본 태도는 한자음으로 된 낱말을 전부 순 
우리말로 고치자는 말이 아니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친근한 맛이 없는 것, 어려운 것, 그보
다도 더 나은 말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은, 다 우리말로 고치자하는 것뿐이다.”(최현배, 1984) 

56) 박경미(2007)는 도형 개념의 이해와 관련된 언어적 측면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한국어와 중국어 집단은 
사다리의 모양과 비슷한 도형은 사다리꼴로 선택하지만, 아랫변이 윗변보다 짧거나 좌우가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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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
         

사다리

임재훈 외 2인(2002)은 몇 가지 남북한 수학 용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소수, 항, 계수, 연장선, 반비례, 예각, 둔각, 
집합, 공집합, 최빈수, 중선, 유효숫자, 원주각’에 비해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 ‘씨수, 
마디, 곁수, 늘림선, 거꿀비례, 뾰족각, 무딘각, 모임, 빈 모임, 가장 잦은 값, 가운데 
선, 믿을 숫자, 원둘레각’이 더 높이 선호됐다. 이런 북한 용어의 공통점은 적절한 토
박이말을 사용한 것인데, “북한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이해가 용이하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아 ⋯⋯ 그 뒤를 이어 ‘한글이 더 편하다’가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임재훈 외 2인, 2002) 우리 중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북한의 생소한 
용어가 우리의 용어보다 더 선호된다면, 그런 용어의 사용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
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토박이말 수학 용어가 대폭적으로 도입됐었는데, 제2
차 교육과정에서 많은 용어가 한자말로 되돌아갔다(박경미ㆍ임재훈, 1998; 박문환, 
2001).57) 사실 1963년 2월 25일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 자체에는 많은 토박이말
이 살아 있었다. 김주봉(1963)은 “이번 새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여기에 명시된 술어가 
곧 새로 나올 교과서의 수학술어로 사용된다고 하니 술어 통일을 바라던 일선교사로
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 나올 교과서’에서 사용될 수학 용어를 
나열했다. 그 목록에는 많은 토박이말이 있다. 그런데 1963년 문법파동(1963년 2

인 모양은 사다리꼴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57) 북한도 일부 한자말로 회귀했다고 한다(박교식, 2005; 임재훈 외 2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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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월)이 있고 불과 1년만에 발표된 편수자료(문교부, 1964)에는 이런 토박이말 용
어가 많이 사라지고 그 이전의 한자말 수학 용어로 되돌아갔고 이에 따라 교과서도 그
와 같이 됐다.58) 김주봉(1963)이 나열한 제2차 교육과정의 토박이말 용어 중에서 그 
뒤 편수자료에서 한자말로 되돌아간 용어는 다음과 같다.   

편한셈[간편산],� 겉넓이[표면적«겉넓이»],� 곁심[방심],� 곁접원[방접원],� 곡선그리기[곡선의� 추적],�

곱수[승수],� 곱하임수[피승수],� 극값[극치],� 대[축],� 더하임수[피갓수],� 덧뺄셈[가감법],� 덧수[갓수],�

만난점[교점],� 맞각[대각],� 맞모금[대각선],� 모뿔[각뿔],� 모뿔대[각뿔대],� 모아짜기[조합],� 바깥각[외

각],� 빼임수[피감수],� 뺄수[감수],� 부피[체적«부피»],� 셈[계산],� 외톨수[소수],� 외톨인수[소인수],�

안맞각[내대각],�안각[내각],�원둘레[원주],�원둘레각[원주각],�원둘레율[원주율],�줄인그림[약도]59)� �

수학 용어가 한자말로 되돌아간 수학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외톨수’는 
교육과정에만 등장했다가 사라진 용어이다. 이것이 쓰였다면 동음이의어 소수(小數)와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자말 수학 용어 중에서 토박이말을 적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나열한다. 

[공집합] ‘공배수, 공약수’에서와 같은 음 ‘공’이 들어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공집합’보다는 ‘빈 집합’ 또는 완전히 토박이말로 ‘빈 모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적
절해 보인다.60) ‘nonempty’를 ≪수학용어집≫에서는 ‘공집합이 아닌’으로 김용운
(1992)에서는 ‘공(空)이 아닌’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하면 ‘nonempty set’은 ‘공집합
이 아닌 집합’ 또는 ‘공이 아닌 집합’과 같이 어색하고 집합이 중복되는 표현을 얻는

58)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대통령 때는 꼼짝도 못하던 한자혼용 세력이 일제 세대인 ⋯⋯ 군인이 
정권이 잡으니 고개를 들고 날뛴다. ⋯⋯ 군사정권은 한글전용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
다가 결국 태도를 바꾼다. 교과서에도 잘 살려 쓰던 토박이말을 못 쓰게 한다. ‘셈본’이란 책도 
‘산수’나 ‘수학’으로만 쓰게 하고 ‘세모꼴’이란 토박이말을 ‘삼각형’으로 쓰게 한다. ⋯⋯ 이렇게 어
렵게 찾아 쓰거나 만든 토박이말을 모두 일본식 한자말로 바꾼 것이다.”(이대로, 2008)

59) 이 중에서 곱수, 곱하임수, 더하임수, 덧수, 만난점, 맞각, 맞모금, 모뿔, 모뿔대, 바깥각, 빼임수, 
안맞각, 안각, 원둘레, 원둘레각, 원둘레율 등은 여전히 국어사전에 수학 용어로 올라있지만, 초ㆍ
중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60) 북한에서는 ‘공집합을 ‘빈모임’이라 한다. 여기서 ‘집합을 나타내는 ‘모임’은 주로 국어사전에 있
는 대로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로 ‘집회’ 또는 ‘회의’로 쓰이고 있다. ‘어떤 조건
에 알맞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서 모은 것’은 ‘모음(set)’으로 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모음곡, 
모음집’에 이런 뜻으로 ‘모음’이 이미 쓰이고 있다. 그리고 ‘모음’과 어울리도록 ‘원소’는 ‘밑감’으
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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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이 ‘empty set’을 ‘빈 모음’으로 나타낸다면, ‘nonempty set’은 자연스럽게 
‘비지 않은 모음’ 또는 ‘안 빈 모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모음은 비어있다(또는 비
어있지 않다).’와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 

[피적분함수, 미분가능] 요즘 ‘피승수(被乘數), 피갓수(被加數)’ 등은 교육과정 용어
도 아니고 사용되는 보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용어 
중에서 유일하게 ‘피(被)’가 들어간 ‘피적분함수’는 외떨어진 어려운 용어로 보인다. 
‘적분할 함수’라 해도 그 뜻이 손상되지 않는다.61) ‘미분가능(한)’과 ‘적분가능(한)’도 
‘미분할 수 있는’과 ‘적분할 수 있는’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음함수] ‘positive number’와 ‘negative number’를 중국과 일본에서 그리고 북한에
서는 ‘정수(正數)’와 ‘부수(負數)’로 표현한다. 사실 동아시아의 전통 수학인 산학(算
學)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표현했다(차종천 역, 2000; 허민 역, 2009). ‘양수(陽
數)’와 ‘음수(陰數)’는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아마도 ‘정수
(整數)’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음’은 ‘negative’와 관련 없는 ‘implicit’에도 사용해서 ‘음함수(陰函數, 
implicit function)’라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양함수(陽函數, explicit function)’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explicit’는 ‘positive’와 관련 없는 개념이다.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는데, 정작 ‘positive function’과 ‘negative function’은 양함수
와 음함수라 하지 못하고 ≪남북과학기술용어집[수학]≫에서는 ‘양의 함수’와 ‘음값 함
수’로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값함수, 부값함수’라 하고 ≪영한수학사휘(英汉数
学词汇)≫에서는 ‘정함수(正函数), 부함수(负函数)’라 해서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그리고 ≪영한수학사휘(英汉数学词汇)≫에서는 ‘implicit function’과 ‘explicit 
function’을 각각 ‘은함수(隐函数)’와 ‘현함수(显函数)’로 나타내고 있다. ‘은(隱)’은 ‘숨
기다, 드러나지 않다’를 뜻하고 ‘현(顯)’은 ‘나타나다, 드러나다’를 뜻하므로, 한자로는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여기서 합당한 결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negative number’와 ‘positive number’
를 양수와 음수로 나타낸다면, ‘negative function’과 ‘positive function’을 ‘음함수’와 
61) ≪수학용어집≫에는 ‘integrand’를 ‘적분될 함수, 피적분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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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함수’ 또는 좀 더 서술적으로 ‘음수값 함수’와 ‘양수값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일관
되고 개념적인 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mplicit function’은 ‘음함수’라 하
지 말고 토박이말로 ‘숨은 함수’ 또는 ‘숨겨진 함수’로 나타내고 ‘explicit function’은 
‘드러난 함수’ 또는 ‘드러낸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항정리] ‘이하(以下), 이산(離山), 이항(移項)하다’의 ‘이’는 ‘이항정리(二項定理)’
의 한자말 수사 ‘이’와 소리가 같다. 토박이말 수사를 사용해서 ‘이항 정리’를 ‘두 항 
정리’로 나타낸다면,62) 이것이 다루는 대상이 두 개와 관련됨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
다. 그리고 ‘이항하다’의 ‘이항’과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면각(二面
角)’도 ‘두 면 각(모)’으로 나타낼 수 있다.63) 

[대각, 대각선] 수학 용어 중에는 ‘대’가 들어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대수
(大數), 대괄호(大括弧), 대분수(帶分數), 대소수(帶小數), 대각(對角), 대각선(對角
線), 대응(對應), 대등(對等), 대수학(代數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마주 대하다’를 
뜻하는 ‘對(대)’는 많은 수학 용어에 쓰이고 있다. ‘대정각(對頂角)’은 ‘맞꼭지각’으로 
바뀌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를 본보기 삼아, 제2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대각(對
角)’은 ‘맞각’으로 또는 더욱 좋게는 국어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맞모’를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맞모’는 자연스럽게 ‘맞모금(대각선)’으로 확장된다. 

[수열, 급수, 함수] 한자를 토박이말로 바꾸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적절한 
토박이말을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수열(sequence)과 급수(series)의 항은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 점, 구간, 
함수, 벡터 등일 수 있다고 했다. 한글 학회(1984)의 ≪쉬운말 사전≫에서는 series을 
‘잇달이’로 다듬었는데, 수학적으로 ‘잇달이’는 sequence와 더 잘 어울린다. 이에 따라 
실수들의 잇달이, 점들의 잇달이, 구간들의 잇달이, 함수들의 잇달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eries’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판이 크게 되게 하
다’의 뜻을 지닌 ‘어우르다’로부터 얻은 ‘어울이’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함수(函數, function)는 한자도 한자말도 대응하는 개념을 제대로 나타내지 
62) 북한에서는 ‘이항정리’를 ‘두 마디 정리’라고 한다.
63) ‘이변수, 삼변수’를 ‘두 변수, 세 변수’로 나타내면, “이 함수의 변수는 두 개다, 이 방정식의 변

수는 세 개다.”와 같은 표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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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자말로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함수’는 임의의 두 모
음에 있는 밑감(원소)들을 짝짓는(대응시키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짝짓개’와 같은 말
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토박이말을 살려낸다는 취지에서 ‘흥정을 붙
여 주고 보수를 받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토박이말 ‘주릅’을 사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64)

'별그대' 정은표 카메오 출연, 김수현과 '사극케미'
머니투데이 스타일M 이혜경 기자   입력: 2014.01.03 16:30 
⋯⋯
지난 2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서는 정은표가 조선 시대 '집주름'으로 출연해 김수현이 
부를 축적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민준(김수현 분)은 3개월 후 지구를 떠나게 될 것 
같다며 영목(김창완 분)에게 재산 처분을 일임했고, 영
목은 정리한 부동산을 민준에게 전달하며 그의 재테크 
실력에 감탄했다. 이에 민준은 처음 부동산을 시작한 
1753년, 집주름 윤성동(정은표 분)을 떠올렸다.

⋯⋯
한편 '별그대' 제작진은 '집주름' 윤성동에 대해 "윤성동은 조선왕조실록 영조 29년(1753년)에 '윤성동

은 집주름 노릇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캐릭터다"면서 "극에 사실감을 부
여하며 우리 주변에 정말로 외계인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설
명했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4) ‘집주릅’ 집 흥정을 붙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땅주릅’ 땅의 매매 따위를 거간하여 주는 사
람. ‘주릅들다’ 가운데에 들어 매매 따위를 거간하여 주다. 



82 한글문화토론회-한자어 이해 과정과 어원 지식의 역할

IV.� 맺음말� �

수학 용어는 수학적 사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박
경미ㆍ임재훈, 1998). 그러므로 수학 용어는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을 올바르게 나타내
야 한다. 그리고 수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일상생활에
서 수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 용어는 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
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수학 용어가 대부분 한자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한자의 뜻풀이를 통한 수
학 용어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를 한 논문도 여러 편 있다. 적절한 한자가 사용되어 한
자의 뜻을 알면 그것이 쓰인 한자말 수학 용어와 그것이 나타내는 수학 개념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수학 용어를 한자로 표기하거나 한자를 병
기하자고 주장한 수학자의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제II 장에서 알아본 대로, 한자의 뜻으로 그것이 들어있는 한자말 수학 용어와 그것
이 나타내는 수학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적절하지 못한 
한자가 쓰여서 한자의 뜻을 알면 오히려 잘못된 수학 개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기초한자에 들어있지 않는 한자가 쓰이는 용어가 수학과 교육과
정에 많이 있다. 중학교용 기초한자와 고등학교용 기초한자를 구분하고 활용해서 수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수학 교과서에서 한자를 넣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용어를 한글만으로 나타내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수학 
교과서도 한글만으로 쓰고 있다. 최근에 대학 수학 교과서에서도 한자를 찾아볼 수 없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학 단체인 대한수학회의 ≪수학 용어집≫에서도 한자를 찾
아볼 수 없다.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수학을 교수ㆍ학습하는 전통이 이미 정착된 것이
다.

그러므로 한글만으로 수학 용어를 나타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한자말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개념을 일으킬 수 있는 한자말 수학 용어는 당연히 수
정해야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동음이의어는 한글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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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자말 수학 용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토박이말을 사용할 수 

있다. 거의 우리말로 굳어버린 한자말까지 버릴 수는 없지만, 수학 용어의 뜻을 명확
하게 할 수 있는 토박이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토박이말은 
새로운 수학 개념에 적용해서 새롭고 적절한 수학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쉽다. 활용형
이 많은 토박이말은 영어와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된 수학을 토박이
말로 나타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한 가지 용어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수학 개념
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 대학 과정에서는 대비되는 수학 용어 몇 
가지를 일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로는 ‘accumulation point, cluster 
point, limit point’, 우리말로는 ‘집적 점, 쌓인 점, 뭉친 점, 극한 점’ 등의 용어가 나타
내는 개념은 서로 같다. 이것은 해당하는 수학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그 뜻을 모두 담
아내기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할 수 있다. 한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는 그 개념을 
규명하려는 많은 사람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봐야 한다. 사실, 한 개념을 몇 가지 
용어로 나타내면 그 개념을 여러모로 생각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 오히려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풍요로운 수학 용어는 수학 문화의 일부이다. 

이런 점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한 가지 용어만을 제시하는 관행도 재고되어야 
한다. 경쟁하는 용어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북한 수학 
용어도 소개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용어 사이의 자연스러운 경쟁과 진화를 통해 바
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학 개념에 대한 정의와 용어
가 한 가지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수학이 변하고 발전할 수 있음
을 보여줘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용어 통일을 위
해 지나치게 통제하면,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가 고착화될 수 있다. 교과
서 저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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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자말 수학 용어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

한대희 / 청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 

보통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알면 한자말을 사용하는 수학 용어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막연하게나마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을 의뢰받고 나서, 발표자의 원고를 읽지 않은 상태에
서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삼각형을 三角形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별도의 정의 
없이 각이 세 개인 모양이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한자를 알면 수학 용어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삼각형
의 정의는 각이 세 개인 삼각형이 아니고,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용어에 사용되는 한자말의 뜻과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용어
를 잘못 사용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허민 교수님의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말 수학 용어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은 저의 처음 생각이 아주 짧았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
하고 있는 수학 용어 전체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한자말을 사용하는 수학 용어의 실태
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다
음과 같이 주요 결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수학 용어 중 한자말을 사용한 용어는 74.5%, 한자말이 섞여 있는 용어는 91.7%
2. 한자가 용어의 이해를 오도하는 경우 : 17.68%
   한자가 용어의 이해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 : 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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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가 용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 : 20.99%
3. 초등학교 수학 용어의 한자 중에서 중학교용 기초한자 범위 밖에 있는 한자: 33%
   중학교 수학 용어의 한자 중에서 중학교용 기초한자 범위 밖에 있는 한자: 44.6%
   고등학교 수학 용어의 한자 중에서 고등학교용 기초한자 범위 밖에 있는 한자: 13.7% 

위의 결과 1로 볼 때, 수학 용어에서 한자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결과2에 의하면 수학 용어에 사용되는 한자를 아는 것이 그 개념을 이
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결과3을 고려하면 수학용어에 사용되는 한자의 수준이 상당히 높
아서 한자 교육을 기초로 하여 수학 용어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는, “한자말은 구성 한자의 뜻을 더하면 낱말의 뜻에 다다를 수 있다.”고 
여겨서 수학과 같은 교과의 학습에 도움을 줄 의도로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 논문은 한자말이 사용되는 수학용어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수학교
육의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학교육
계 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이 자리의 토론의 
내용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자리에서는 수학 용어 교육과 관련하
여 수학 용어 학습의 특수한 측면 한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용어를 의미성(상징성)과 규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미성(상징성)이 강한 용어란 그 용어가 나타내고 있는 개념을 그 용어의 
字意적인 뜻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란 ‘각이 세 
개 있는 모양’이라는 말뜻을 가지므로 용어 자체로부터 그 개념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약성이란 용어의 자의적인 뜻과는 상관없는 수학자들의 약속을 말
합니다. 사다리꼴을 예로 들 면, 사다리꼴의 자의적 뜻은 ‘사다리 모양’이지만, 사다리
꼴의 규약 즉 정의는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또 로그를 예를 
들면, 로그라는 말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것의 정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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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를 통해서만 그 용어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성(상징성)이 강한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규약성이 강한 용어(의미성이 약하면서)는 쉽게 이해하
기 힘듭니다. 따라서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의미성(상징성)이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 수학으로 갈수
록 내용이 더 추상적이 되며, 규약성이 강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수학은 ‘다루고 있는 대상’보다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며, 극단적인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수학을 약속에 의한 게임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
에서는 수학의 용어는 완전히 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수학적으로 중요한 딜레마에 부딪치게 됩니다. 즉,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의미성(상징성)이 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수학 교육에서 추구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직관적인 용어 사용은 추상적이고 규
약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목하의 한자말을 사용하는 수학용어의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
겠습니다. 한자말을 사용하는 수학 용어의 문제는 용어의 의미성(상징성)과 관련된 문
제입니다. 이는 수학 학습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입니다만,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한자말에 의한 의미성(상징성)은 오히려 수학 용어 개념의 이
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수학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자의적 
뜻에 머무르지 않고 정확한 규약(정의)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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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자 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얼마나 써야 하는
가 따위 문제는 해방 뒤 70년 넘게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0년은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주요 문자가 한자에서 한글로 옮아가는 과도기였으므로, 대다수 국
민이 서로 명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과도기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자 표기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19세기 말까지는 우리말 한국어를 중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한 한문이 기록과 표현의 주된 방법이었다.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언문 
불일치 시대였다. 나라의 공문서는 국문을 위주로 한다는 1894년 고종의 칙령 1호 포
고 즈음에, 우리말 문법에 맞춰 언문일치를 이루려는 흐름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
는 <독립신문>처럼 쉬운 말을 한글로 적은 획기적인 실천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한
성주보>와 같은 국한문혼용의 흐름이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버릇과 생활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인지라 대부분 한자를 일시에 모두 버리지는 못했다. 게다가 <한성주
보>를 통해 일본 언론인이 부추긴 국한문혼용의 문체는 일본어 문체와 원리가 같은 
것이라 일제 강점기 동안 대중적인 문체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넘어
서야 할 장벽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해방 뒤 1948년에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했음에도 한글전용은 쉽사리 자리를 잡지 못했다. 

역사는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거쳐야 했다. 해방 뒤 한글 위주로 표기하던 교과서 
역시 한자병기가 차츰 늘어나다 기어코 1965~1969년 동안은 국한문혼용으로 뒷걸음
질 치기도 했고, 1970년부터는 다시 초등교과서에서 온전한 한글전용을, 중등교과서에
서는 한자병기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신문은 여전히 국한문혼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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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90년대에 일간신문의 한글전용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비로소 우리 민족은 한
국어를 한글로 적는 언문일치를 이룩했다. 1894년 고종황제가 공문서의 국문 위주 사
용을 선포한 지 백 년이 지나서야 한글이 진정한 나라글자로 대접받게 된 셈이다. 그
러니 그사이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한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가
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이렇듯 한자를 둘러싼 대립은 우리의 주류 문자가 바뀌는 과도기에 나타난 온갖 갈
등 요인을 품고 있다. 그런 탓에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때도 잦다. 대개의 혼란은 
한자 표기와 한자 교육을 혼동하여 벌어진다. 그리고 이 혼동의 뿌리는 “한자어는 한
자 지식을 이용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자어는 한자에 바탕을 둔 말이므로 한자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그
동안 우리 언어생활에서 크게 의심받지 않아 왔다. 어떤 낱말이 개념이나 현상을 총체
적으로 담아내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자어건 고유어건 마찬가지이기에 굳이 한자
어의 어원적 한계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의 개념이 담아내는 다양한 관계, 
하나의 현상에 연결된 다양한 사정, 하나의 물체에 담긴 다양한 성질은 낱말에 아주 
부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그 낱말이 대표하는 모든 관계와 사정과 성
질은 우리의 언어와 사고 속에서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의미가 구성 한자의 뜻으로 투명하게 환원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낱말을 폐기하거나 
의미를 부정하려 들지는 않는다. 오늘날 너무 높게 칭송되는 한자의 효능이란 결국 
‘사회적 약속’인 언어생활의 일반 속성이 언중으로 하여금 한자어의 어원을 의심하지 
않고 쓰게 강제한 효과인 셈이다. 한자를 알면 한자어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믿음에는 
이런 역전된 사정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한자 문제는 늘 입씨름 
거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가장 주된 명분, 즉 한자어는 한
자에 바탕을 둔 말이므로 한자를 모르면 뜻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을 좀 더 파고 들어
가면 한자어 이해를 위한 한자 활용이 오히려 그 명분의 기반을 무너뜨림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한자만으로는 
한자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낱말 교육의 핵심 도구로 한자에 너무 큰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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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자어를 포함한 어휘 교육 전반에 좀 더 과학적인 방법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다가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자어의 의미를 익히는 데에 한자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어원 정보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실증적으로 문
제에 접근하기 위해 초등 3~6학년 국어,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1만 1,000
여 개 한자어의 뜻과 한자 어원 정보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1.� 한자� 논란,� ‘표기’보다는� ‘교육’의� 문제이다.

한자 문제에는 두 가지 논쟁점이 있다. 하나는, ‘한자어 뜻을 익히는 데에 한자 지식
이 꼭 필요한가’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한자어의 뜻을 제
대로 알 수 없는가’하는 점이다. 한자 중시론1)에 선 사람이나 한글전용을 지지하는 사
람들 모두 논쟁에서 이 두 문제를 자주 혼동하고 뒤섞어 말한다. 그러다 보니 논점에
서 벗어나 엉뚱한 과녁을 겨눈다. 두 문제는 ‘낱말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채는가’
라는 하나의 물음에서 나오지만, 엄밀히 보자면 ‘교육’과 ‘표기’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새로운 낱말을 이해하는 국면에서 한자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교육의 
문제이고, 낱말을 눈으로 지각하고 식별하는 국면에서 한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표기
의 문제이다. 

생활문화에서 한글전용이 굳건히 자리를 잡은 오늘날,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로 표기
해야 낱말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은 지지받기 어렵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
활 경험이 이 주장의 설 자리를 허문다. 우리는 라디오나 전화 따위를 사용하여 한자
어를 무수히 포함한 문장을 입말로 주고받지만, 아무런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방
송, 강연, 토론, 수업 등에서도 뜻을 아는 말은 귀로 들어서 이해한다. 그렇다면 그것

1) 문자 표기에서 한자를 혼용하거나 병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문자 습득 초기인 초등학교 공교
육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 구체적인 안에서는 편차가 있음에도 현재 공교육에
서 펴는 것보다 한자 사용과 교육을 강조하는 의견을 아울러서 ‘한자 중시론’이라고 부르겠다. 이
와 반대되는 의견이 표기 측면에서는 한글전용이고, 교육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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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한글로 적었을 때 이를 읽고 이해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동음이의어조차, 한자어는 대개 문맥 속에서 뜻을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소리로 주고받는 음성언어나 글자로 쓰고 읽는 문자언어에서 모두 
마찬가지다. 한글조차 모르는 어린아이도 ‘부모, 유치원, 자동차’와 같은 한자어의 뜻을 
말로 들어 이해한다면 한글을 배운 뒤 한글로 적어놓은 ‘부모, 유치원, 자동차’와 같은 
낱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야만 뜻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은, 한자만 사용하는 중국에서 시
각장애인들이 표의문자가 아닌 표음문자 원리에 바탕을 둔 중국어 점자를 사용하고 있
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사정은 같다. 표의문자인 한자
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표음 원리의 점자를 사용해 글을 읽는다는 건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적어야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반증한다. 이는 한자
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문장에 쓰인 낱말의 뜻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말로 들어서 문장 속의 한자어를 다 이해한다면 그 말을 한글로 적어놓아도 다 이해한
다는 이야기이다. 한자 표기를 고집할 근거가 없다. 자주 사용하는 고빈도 한자어는 
모두 그 뜻을 알고 있으므로 한자 표기가 필요 없다. 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저빈
도 한자어는 대개 전문적인 용어이므로 그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자로 표기하더라도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
動器)2), 포괄수가제(包括收價制)3), 용암법(溶暗法)4)과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한자로 

2) 심장에 마비가 왔을 때 심실과 심방의 잔떨림을 억제하여 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리듬을 찾도록 심
장에 강한 전류를 순간적으로 보내는 기기. 한글문화연대에서 요구하여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바꾸
어 부르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년 5월)했다. 한글문화
연대에서는 결코 고유어만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공공 영역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
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한글문화
연대의 운동 정신이다.

3)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의료비 정찰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4) 도움이나 촉진을 점차 줄여 나가서(fade out)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행동중재 방법
의 하나. 특수교육 분야에서 심리치료 기법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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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놓는다 하여 일반인이 그 한자를 읽고 정확한 뜻에 다가가기란 쉽지 않다. 낱말의 
뜻을 모른다면 한자로 표기하든 한글로 표기하든 매우 모호한 수준에서 뜻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앞의 낯선 세 한자어도 설명을 읽고 나면 그 뜻을 어느 정도 알
게 되므로 한글로 표기한다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뜻을 모르는 낱말은 ‘교육’의 
영역에서 해결할 일이지 ‘표기’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자 중시론도 모든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는 취
지는 아니라고 자신들의 핵심 논리를 모호하게 흐리면서, 한자를 가르쳐 한자어를 이
해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강조점을 옮긴다.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아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 한자 지식이 중요하다
고 강조할 때, 그 한자 지식이란 결국 한자의 ‘모양’(표기 영역)이 아니라 한자에 붙어 
있는 ‘의미’(교육 영역)라고 보는 것이다. 

“가령,� ‘문제의� 난이도’라는� 용어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 한자를� 배운� 사람의� 경우에는� ‘난이도(難

易度)’란�한자어를�구성하는�개별�글자의�의미를�알기�때문에,�그�의미를�명확하게�이해할�수�있습

니다.� 그러나� 한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쉽고� 어려움의� 정도’라는� 의미를� 그� 전체로서�

암기하여�기억할�수밖에�없습니다.”5)

‘개별 글자의 의미’가 결국은 한자어 이해에 관건인 한자 지식임을 한자 중시론자들
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낱말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한자 ‘표기’가 필요하
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자혼용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한자병기조차 신조어나 전문어를 사전에서 정확하게 찾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다. 한자혼용이나 한자병기 확대 주장은 영어를 사용하면서 로마자에 고대 
그리스 문자를 혼용하거나 병기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굳이 어원을 밝혀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가지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표기 방식은 읽기에 걸림돌일 뿐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표기와 교육의 두 요소가 함께 다가올 때도 있다. 혼자 글을 읽는
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자말이 나왔을 경우다. 이때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된
다. 하지만 한자가 다르고 한글로는 모양이 같은 동형어가 많다면 국어사전에서 어떤 
5) 감지연 외, ‘국어기본법 등 위헌심판청구서’ 4쪽, 2012, 10, 



98 한글문화토론회-한자어 이해와 어원 지식의 역할

낱말을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한자 표기가 필요하지 
않으냐, 그리고 한자를 알고 있다면 그 한자를 보면서 한자말의 뜻을 끄집어낼 수 있
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럴듯한 문제 제기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 처지에서는 
얼굴 모르는 독자가 내 글 가운데 어떤 한자말을 몰라 곤란해질지 미리 알 방도가 없
다. 만일 이런 걱정이 크게 인다면 모든 경우에 대비해 모든 한자말을 한자로 표기하
는 선택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그게 아니라면 글쓴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조어나 전
문용어 등 일반적인 독자가 낯설게 느낄만한 한자말에 한해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국어기본법에서 허용한 한자병기의 원칙이다. 이럴 때 한자는 사전에
서 그 낱말의 뜻을 찾아가는 꼬리표 노릇을 한다. 사실, 사전에 올라있는 동형어가 많
다고 해도 용례를 비교해보면 문맥으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니 동형어를 헷갈릴 위
험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자 중시론자들은 왜 한자혼용이나 한자병기 확대와 같은 표기 
문제를 강조할까? 그것은 한글전용이 읽기에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한자를 보여주지 않
음으로써 한자를 잊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6) 즉,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한
자를 재교육하는 수단으로서 한자 표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쌓은 지식의 많은 부분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건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
요가 없다. 한자 표기는 한자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다. 그리고 이는 한자 지식
을 보전하여 다른 한자어를 습득할 때 그 지식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교육 방법을 전제
로 삼기에 나오는 요구다. 결국은 한자어 교육의 문제이다.

한자 중시론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한자교육을 원하는데, 이는 한자 중시
론이 낱말 교육에서 한자가 실제로 맡는 역할보다 지나치게 큰 의미를 한자에 부여한 
탓이다. 그런데 과연 한자 중시론의 주장대로 한자어의 뜻은 ‘개별 글자의 의미’를 더
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이 문제를 짚어 보자. 

6) 한자 정보 중심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지녔다면 한자 표기가 매우 중요한 식별 조건이 
될 수 있다. 한문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태어나 글을 배우고 쓰던 식자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1970년 초등교과서 한글전용 뒤에 글을 배우고 쓰기 시작한 
세대는 이런 습관과 거리가 멀다. 이들은 한글전용 문서에 익숙하고, 한글전용이 의사소통에 문제
가 없음도 체험한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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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이� 주는� 도움은� 천차만별이다.

1)� 한자가� 의미에� 기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한자어의 의미는 대개 구성 한자의 뜻을 모아 끄집어낼 수 있다고들 여긴다. 우리 
토박이말을 중국 한자와 비슷한 음으로 압축 번역한 것이 한자 음이고, 이 한자 음을 
모아 만든 낱말이 바로 한자어이므로, 한자를 알면 낱말 뜻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다.7) ‘난이도’라는 말은 ‘어려울 난, 쉬울 이, 정도 도’라는 한자를 모아 만든 말이니, 
그럴듯하다. 

그러나 사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한자어 이해에서 한자가 주는 도움이 일률적
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을 동원할 수 있지만, 한
자 지식이 쓸모가 없는 경우도 많다. 한자에 달린 훈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한자 중시론에서 예로 든 ‘난이도’라는 말로 돌아가 보자. 이 낱말은 ‘어려울 난, 쉬
울 이, 정도 도’라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뜻은 ‘어렵고 쉬움의 정도’이다. 한
자에 맞춰 이루어진 풀이를 보면 한자어 이해에 개별 한자의 의미가 연결된다고 믿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글자인 ‘정도 도’에 주목해보자. 이 글자의 훈인 ‘정도(程
度)’라는 말은 한자어인바, ‘정도’라는 낱말을 구성하는 개별 한자 ‘한도(限度) 정, 정
도(程度) 도’의 의미를 더하면 그 뜻이 ‘한도와 정도’라는 한자어로 되돌아간다. 무한
정 일어나는 동어반복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던 말인 ‘정도’라는 
한자어의 뜻을 우리는 한자 지식으로 도무지 해명할 수 없다.8) 사실 우리는 ‘정도’라
7) 이건범, 2016, <한자 신기루>, 도서출판 피어나, 5장을 참조하라. 영어에서 ‘sky’라고 표현하는 대

상이 우리 토박이말에서는 ‘하늘’이고 중국어에서는 ‘티앤’이다. 중국어에서는 이 ‘티앤’을 ‘天’이라
고 적고 ‘티앤’이라고만 읽는데, 한국 한자에서는 ‘天’이라 적고 ‘하늘 천’이라고 익힌다. ‘하늘’을 
‘티앤’과 비슷한 ‘천’이라는 음으로 압축 번역한 것이므로 그 훈인 ‘하늘’로 ‘천’의 뜻을 설명해준
다. 이 압축 번역 효과가 한자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한글은 뜻을 표현할 수 없다는 착각을 일으
킨다. 한자도 중국어에서는 표음 기능을 지니는 문자 본연의 역할을 하며, 한글이 자모 글자만으
로는 뜻을 표현하지 않지만 낱말을 표기하면 당연히 뜻을 표현한다. 

8) ‘정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1.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좋고 나쁨과 우열 따위에서 본 분량
이나 수준.(예: 정도의 차이, 중학생이 풀 정도의 문제), 2. 알맞은 한도.(예: 정도에 맞는 생활),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만큼가량의 분량.(예: 20리 정도의 거리) 등 세 가지 뜻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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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의 한자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 말을 사용하는 다양한 체험을 거쳐 뜻을 익혀버
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말의 한자 어원이 ‘정도 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동어
반복이라면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체험 속에서 형성된 머릿속 
사전의 개념 덕에 한자 어원과 낱말 개념 사이의 상관성은 전혀 강력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서다. 

이렇듯 한자의 훈이 설명해주어야 할 한자의 음을 포함하고 있어 동어반복을 일으
키는 경우에는 한자 뜻을 더하여 그 낱말을 설명할 수 없다. 기초한자 1,800자의 30% 
남짓은 대표 훈이 한자어이고, 대개는 설명해야 할 한자를 그 훈에 담고 있다.9) 예를 
들어 판단할 판, 재물 재, 법 법과 같은 글자이니, 훈이 있으나 마나 한 동어반복일 뿐
이다. 이런 한자는 훈에서 뜻을 끄집어낼 수 없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다. ‘정
도 도’의 훈은 20개가량이고, 그 대표 훈은 ‘법도’인데, ‘법도’든 ‘정도’든 뒤의 그 ‘도’
는 자기 자신과 같은 말 ‘도’이니,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나다.”라고 답하는 꼴
이다. 이런 한자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한자어보다는 근대 서양 문물을 번역
한 한자어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서 오늘날 쓰는 한자어의 상당수가 이런 동어반복 문
제를 안고 있다.

앞서 한자어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한자 지식은 바로 ‘한자의 훈’이라는 점
을 밝혔는데, 먼저 한자 훈이 한자어인 경우에 대부분은 동어반복에 빠진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훈이 한자어인 한자 말고 훈이 고유어로 되
어 있는 ‘어려울 난, 쉬울 이’와 같은 한자가 들어간 말은 한자 지식이 도움되지 않겠
냐고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중고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가운데 70% 남짓의 한자는 대표 훈이 ‘아비, 어미, 어렵다, 쉽다’와 같은 고
유어이다. 이 경우에, ‘부모’는 ‘아비 어미’라 풀이되므로 말뜻과 한자 어원 사이에 상
관성이 높다. ‘난이도’에서 ‘난이’ 또한 ‘어렵고 쉬운’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므로 ‘부모’
처럼 한자어 말뜻과 개별 한자의 의미 사이에 상관성이 매우 높다. 한자 중시론은 주

9) 교육부에서 한문교육용으로 권장한 기초한자 목록에는 훈이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화된 한
자 훈은 없는 셈이다. 이 한자의 훈을 정리한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략 28~32%의 한자는 
훈이 한자어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어문회의 한자 가운데에는 25%의 한자가 훈이 한자어
인 경우였다. 



초등교과서 속 한자말과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석 101

로 이런 한자어의 이해에 한자 지식이 도움된다는 사실을 앞세워 주장의 정당성을 내
세운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고유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훈이 고유어인 한자들은 훈을 더하여 해당 한자어의 뜻을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하게 되지만, 그 기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훈이 고유어임에도 ‘사회(社會)’와 ‘회
사(會社)’는 ‘모임+모임’ 정도의 뜻이므로 한자 어원과 낱말 뜻 사이에 상관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우주(宇宙)’는 ‘집+집’이고 ‘방송(放送)’은 ‘놓아 보냄’인지라 상관성이 
전혀 없다. 한자의 훈이 고유어인 경우에도 이렇게 한자어 낱말의 뜻과 연결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말이 한자어에는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한자어 의미를 결정짓는 구성 한자의 훈이 동어반복에 불과한 한자어 계열
이냐, 무언가 풀이를 대주는 고유어 계열이냐에 따라 한자어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나
눌 수 있고, 그에 따라 한자 어원 정보와 한자어 의미 사이의 상관성이 달라질 수 있
다. 

2)� 한자어의� 네� 가지� 유형

한자어는 뭉뚱그려서 모두 한자어라고 칠 게 아니다. 한자 중시론에서 밝혔듯이 한
자어 낱말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성 한자의 훈이므로 그 훈의 속성에 따라 
한자어를 나눌 수 있다. 먼저, 훈이 고유어인 한자와 훈이 한자어인 한자 가운데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크게 한자어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한자 훈을 결합한 
결과가 한자어 뜻과 얼마나 상관성이 높은가에 따라 거의 직역에 해당하는 한자어와 
의역에 해당하는 한자어, 아무 상관이 없는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사건이나 
사물 사이에 서로 관계되는 성질이나 특성을 상관성이라고 부르는데, 한자 어원과 한
자어 뜻 사이의 상관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한자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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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자 훈의 구성에 따른 한자어 구분>

이와 같은 한자어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 자르듯이 낱말을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아

니, 엄격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분류 결과를 보는 사람들의 어휘력이나 국어 감수성
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뜻이다. 특히 
나이와 학력에 따른 어휘 감각의 차이는 훈이 모두 고유어인 1무리와 2무리를 헷갈리
게 한다. 어휘력이 높다면 의역에 해당하는 2무리의 한자어조차 직역에 가까운 1무리
의 한자어라고 여길 공산이 높은 것이다.10) 반대로 2무리라고 할만한 한자어를 4무리
로 취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관성이야말로 어휘의미 이해에서 특히 두드러지
는 속성이므로 이 주관성이 우리의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0)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조사자들과 4~50대의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
고, 이 때문에 ‘직역’에 가까운 말만으로 1무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나눔 구성�한자의�훈 한자어�성격 한자어�사례

1무리 모두�고유어

어원�상관성이�높은�한자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훈이� 모두� 고유어이고,�

이� 고유어�훈을�엮으면�한자어의�정체가�바로�

보인다.�직역에�가깝다.�

부모(아비�부,�어미�모)

애국(사랑�애,�나라�국)

2무리 모두�고유어

어원�상관성이�낮은�한자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훈이� 모두� 고유어이지

만,� 훈을� 엮어도� 한자어의� 정체가� 바로� 보이

진� 않는다.� 한자� 뜻이� 주는� 실마리를� 이용해�

의역해야�한다.�

사회(모일�사,�모일�회)

자연(스스로�자,�그럴�연)

3무리
모두�한자어�또는�

일부�한자어

어원이�동어반복인�한자어.�

낱말을�이루는�한자의�전부�또는�일부가�훈이�

한자어라� 한자어와� 구성� 한자의� 뜻� 사이에서�

동어반복이�일어난다.�

재물(재물�재,�물건�물)

헌법(법�헌,�법�법)

4무리 관계없음

어원�상관성이�없는�한자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훈이� 고유어든� 한자어

든� 관계없이� 훈을� 얽어도� 낱말� 뜻과� 거리가�

너무�멀다.�

우주(집�우,�집�주)

방송(놓을�방,�보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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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 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자어,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난이도’와 같은 한
자어에서 앞의 ‘난이’는 훈이 모두 고유어이고 직역에 가까우므로 1무리로 분류하겠지
만, 마지막 글자인 ‘정도 도’는 훈이 한자어이므로 ‘난이도’는 3무리로 분류한다. 이 역
시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도’와 같은 말은 한자어긴 하더라
도 그 뜻이 어렵지 않으니 웬만하면 아는 낱말인데, 이것이 동어반복적인 한자라고 3
무리에 넣는다면 생트집 아니냐는 비판일 것이다. 하지만 ‘한자어의 뜻을 알려면 한자
를 알아야 한다’는 한자 중시론의 명제에 논리적으로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를 
통해 이해한 한자어 외에 다른 경로로 얻은 어휘 지식을 인정해선 안 된다. 그렇게 인
정하기 시작하면 한자를 몰라도 한자어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오히려 
한자 중시론의 근본 전제를 허무는 꼴이다. 따라서 3무리로 분류하는 한자어에 대해 
적절성을 거론하는 것이 한자 중시론에는 불리할 뿐이다. 

이런 한계야말로 한자를 활용하여 한자어를 학습하는 데에 누구든 겪게 될 문제점
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자어의 종류를 이렇게 네 무리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한
자어를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이 얼마나 실질적인 설
득력이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얻게 되었다. 한자 중시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1무리 한자어가 전체 한자어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자어� 분류� 대상과� 기준

이 연구에서는 한자어 의미와 구성 한자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등 3~6
학년 국어,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한자어를 뽑았다.11) 4개 학년 네 
과목 교과서에서 뽑은 한자어는 모두 25,000여 개였고, 각 과목 안에서 중복된 낱말을 
하나로 합치니 11,000개가 남았다.12) 이 낱말에 해당하는 한자와 그 훈을 찾아 붙이

11) 이 작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등 교사 10여 명이 한글문화연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수학 교과서에서도 한자어를 뽑았으나, 허민 님의 연구(2016)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
는 제외하였다. 

12) 국어,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 사이에 중복되는 낱말까지 하나로 추리면 전체 낱말 수는 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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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전의 뜻풀이를 옮겨 넣었다.13) 이렇게 한자어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람 이름과 땅 이름, 도시 이름, 나라 이름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해당 한자
어에서 뺐다.

둘째, ‘게임-기’, ‘검은-색’처럼 낱말에 한자가 한 글자 들어간 섞임말(혼종어)는 분
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가치’와 ‘가치성’처럼 접미사(-성, -부, -화,  -도 따위)가 붙어 다른 낱말
로 뽑힌 경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로 올린 말이라면 따로 잡아 분류하였다. 다만 관
형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어미인 ‘-적’, 부사형 어미인 ‘-상’은 중복되는 앞말이 있으
면 앞말과 하나로 쳤다. ‘문화’와 ‘문화적’이 있다면 ‘문화’만 대상어로 삼았다는 뜻이
다. 

넷째, 한자의 훈은 교육부 권장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경우 한자급수시험 
주관 단체인 한국어문회에서 ‘사이버 서당’14)을 통해 제시한 대표 훈을 따랐다. 기초
한자 1,800자 바깥의 한자에서는 ‘아래 아 한글’의 한자 자전에 나오는 대표 훈을 따
랐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대개 하나의 음을 가지고 있지만 훈은 최소 5개 이상 
20여 개나 된다. 어떤 훈을 취할 것인가는 어떤 다른 한자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
지므로 변수가 많다. 그 모든 훈을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 대개는 대표 훈만 외운
다. 따라서 이런 단순한 상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다섯째, 대표 훈이 고유어일 경우에 다의어라면 각각에 알맞은 뜻을 취했다. 예를 
들어, ‘다스리다’라는 말이 ‘정치’에서는 ‘다스릴 치’로, ‘수리’에서는 ‘다스릴 리’로 훈을 
대표하는데, 이 두 경우에 ‘다스리다’의 뜻을 달리 잡았다. 이는 조사자의 머릿속 사전
에 그 다의어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고유어의 다양한 뜻을 풍부하게 가르
쳐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자칫 4무리로 분류할 위험을 없애 한자 중시론에서 주

어들지만, 하나로 추린 낱말을 어느 과목에 넣느냐 하는 분류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우리는 
11,000개의 낱말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13) 이 작업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14) http://www.cyberseod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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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명분에 전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주고자 함이었다.
여섯째, 대표 훈이 딱 하나라기보다는 유명한 게 2개여서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때 

나머지 뜻도 반영하기는 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 한자어 분류에서는 실마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2무리로 분류한다. 갚을 보/알릴 보, 무리 등/같을 등 따위가 대표 사례다. 

일곱째, 한자의 훈을 결합하여 한자어 뜻과 대조할 때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
에서 교과서 용례와 같은 뜻풀이를 골랐다. 

3.� 초등교과서� 속� 한자말� 뜻과�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석

1)� 어휘� 분류의� 실제

이제 초등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예로 들어 한자어 의미와 한자 어원의 상관
성에 따라 한자어를 분류한 실제를 보이겠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
어는 모두 250개이다. 이를 구성 한자의 훈이 낱말 의미와 맺는 상관성에 따라 네 무
리로 나누면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2. 4-1 사회 교과서 한자어 갈래별 분포>

<표3. 4-1 사회 교과서 1무리 어원 상관성이 높은 한자어 보기>

나눔 1무리 2무리 3무리 4무리 합계

낱말�수 82 36 101 32 250

비율 33% 15% 40% 13% 100%

한자어 한자 한자의�훈과�음 사전�풀이

감소 減少 덜�감 적을�소 양이나�수치가�줆

건립 建⽴ 세울�건 설�립 건물,�기념비,�동상,�탑�따위를�만들어�세움

계획적
計劃的/

計畫的
셈할�계 그을�획 미리�정해진�계획에�따른.�또는�그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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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冷地 높을�고 찰�랭 땅�지
저위도에� 위치하고� 표고가� 600미터� 이상으로�

높고�한랭한�곳

고령화 ⾼齡化 높을�고
나이� 령

(영)
될�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일

공동 共同 한가지�공 한가지�동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자격으로�관계를�가짐

교사 敎師 가르칠�교 스승�사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

정한�자격을�가지고�학생을�가르치는�사람

귀촌 歸村 돌아올�귀 마을�촌 촌으로�돌아가거나�돌아옴

기초 基礎 터�기 주춧돌�초 물이나�일�따위의�기본이�되는�토대

노인 ⽼⼈ 늙을�로 사람�인 나이가�들어�늙은�사람

당선자 當選者 마땅할�당 가릴�선 사람�자 선거에서�뽑힌�사람

매립장 埋⽴場 묻을�매 설�립 마당�장
돌이나� 흙,� 쓰레기� 따위로� 메워� 올리는� 우묵한�

땅

모의 模擬 본뜰�모 헤아릴�의
실제의�것을�흉내�내어�그대로�해�봄.� 또는�그런�

일

모집 募集 모을�모 모을�집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알려�뽑아�모음

모형 模型 본뜰�모 거푸집�형 실물을�모방하여�만든�물건

목장 牧場 칠�목 마당�장
일정한�시설을�갖추어�소나�말,� 양� 따위를�놓아

기르는�곳

반영 反映 돌이킬�반 비칠�영
다른�것에�영향을�받아�어떤�현상이�나타남.� 또

는�어떤�현상을�나타냄

방지 防⽌ 막을�방 그칠�지 어떤�일이나�현상이�일어나지�못하게�막음

방파제 防波堤 막을�방 갈래�파 둑�제 파도를�막기�위하여�항만에�쌓은�둑

배식 配⾷ 나눌�배 먹을�식 군대나�단체�같은�데서�식사를�나누어�줌

보수 補修 기울�보 닦을�수
건물이나�시설�따위의�낡거나�부서진�것을�손보

아�고침

보육 保育 지킬�보 기를�육 어린아이들을�돌보아�기름

보행자 步⾏者 걸음�보 다닐�행 사람�자 걸어서�길거리를�왕래하는�사람

분석 分析 나눌�분 쪼갤�석
혀�있거나�복잡한�것을�풀어서�개별적인�요소나�

성질로�나눔

불만 不滿 아닐�불 찰�만 마음에�흡족하지�않음

사무실 事務室 일�사 힘쓸�무 집�실 사무를�보는�방

산간 ⼭間 메�산 사이�간 산과�산�사이에�산골짜기가�많은�곳

산지촌 ⼭地村 메�산 땅�지 마을�촌
주로� 임업과� 목축업� 따위를� 행하는,� 산지에� 이

루어진�마을

생산량 ⽣産量 날�생 낳을�산 헤아릴�량 일정한�기간�동안�재화가�생산되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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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騷⾳ 떠들�소 소리�음 불규칙하게�뒤섞여�불쾌하고�시끄러운�소리

수거 收去 거둘�수 갈�거 거두어�감.

수리 修理 닦을�수 다스릴�리 고장�나거나�허름한�데를�손보아�고침

수질 ⽔質 물�수 바탕�질 물의�성질

수집 蒐集 모을�수 모을�집
취미나�연구를�위하여�여러�가지�물건이나�재료

를�찾아�모음

어부 漁夫
고기잡을�

어
남편�부 물고기�잡는�일을�직업으로�하는�사람

연설문 演說⽂ 펼�연 말씀�설 글월�문 연설할�내용을�적은�글

예상 豫想 미리�예 생각할�상
어떤�일을�직접�당하기�전에� 미리� 생각하여�둠.�

또는�그런�내용

예측 豫測 미리�예 헤아릴�측 미리�헤아려�짐작함

외국산 外國産 바깥�외 나라�국 낳을�산 다른�나라에서�생산함.�또는�그런�물건.

용지 ⽤紙 쓸�용 종이�지 어떤�일에�쓰는�종이.

우수 優秀 넉넉할�우 빼어날�수 특별히�뛰어나다.�

운행 運⾏ 옮길�운 다닐�행 정하여진�길을�따라�차량�따위를�운전하여�다님

읍내 ⾢內 고을�읍 안�내 읍의�구역�안.

인근 隣近 이웃�린 가까울�근 이웃한�가까운�곳

임업 林業 수풀�림 일�업
각종�임산물에서�얻는�경제적�이윤을�위하여�삼

림을�경영하는�사업

자치 ⾃治 스스로�자 다스릴�치
지방�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위임받은�행정�업

무를�수행하는�일.

재배 栽培 심을�재 북돋을�배 식물을�심어�가꿈

재생 再⽣ 두�재 날�생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저수지 貯⽔池 쌓을�저 물�수 못�지
물을�모아�두기�위하여�하천이나�골짜기를�막아�

만든�큰�못.�

적절 適切 맞을�적 끊을�절 꼭�알맞다

전시실 展⽰室 펼�전 보일�시 집�실 물품을�차려�놓고�보이는�방

전용 專⽤ 오로지�전 쓸�용 남과�공동으로�쓰지�아니하고�혼자서만�씀

정화 淨化 깨끗할�정 될�화 불순하거나�더러운�것을�깨끗하게�함.

제공 提供 끌�제
이바지할�

공
무엇을�내주거나�갖다�바침.

제기 提起 끌�제 일어날�기 의견이나�문제를�내어놓음

제시 提⽰ 끌�제 보일�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

다.

제출 提出 끌�제 날�출 문안(⽂案)이나�의견,�법안(法案)�따위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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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1무리의 한자어는 낱말 의미와 한자 훈 사이의 상관성이 높아서 한자 훈
을 더하면 낱말 의미의 정체에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런 한자어는 한자의 훈을 이루

조선 造船 지을�조 배�선 배를�설계하여�만듦.

종사 從事 좇을�종 일�사 어떤�일에�마음과�힘을�다하다

지대 地帶 땅�지 띠�대 자연적,�또는�인위적으로�한정된�일정�구역

차로 ⾞路 수레�차 길�로
사람이�다니는�길�따위와�구분하여�자동차만�다

니게�한�길

체육 體育 몸�체 기를�육
일정한�운동�따위를�통하여�신체를�튼튼하게�단

련시키는�일

초대 招待 부를�초 기다릴�대 어떤�모임에�참가해�줄�것을�청함.

최근 最近 가장�최 가까울�근
얼마� 되지� 않은� 지나간� 날부터� 현재� 또는� 바로�

직전까지의�기간

추진 推進 밀�추 나아갈�진 목표를�향하여�밀고�나아감.

축 軸 굴대�축 좌표를�정할�때�그�표준이�되는�축.

축산 畜産 짐승�축 낳을�산 가축을�길러�생활에�유용한�물질을�생산하는�일

출산 出産 날�출 낳을�산 아이를�낳음.

출퇴근 出退勤 날�출 물러날�퇴
부지런할�

근
출근과�퇴근을�아울러�이르는�말

탁 濁- 흐릴�탁 액체나�공기�따위에�다른�물질이�섞여�흐리다.

탐방로 探訪路 찾을�탐 찾을�방 길�로

어떤�사실이나�소식�따위를�알아내기�위하여�사

람이나� 장소를� 찾아감+‘길’� 또는� ‘도로’의� 뜻을�

더하는�접미사.

토양 ⼟壤 흙�토 흙덩이�양 식물에�영양을�공급하여�자라게�할�수�있는�흙.

판매량 販賣量 팔�판 팔�매 헤아릴�량 일정한�기간에�상품�따위를�파는�양.�

포장 包裝 쌀�포 꾸밀�장 물건을�싸거나�꾸림.

해양 海洋 바다�해
큰� 바다�

양
넓고�큰�바다.

현장 現場 나타날�현 마당�장 일을�실제�진행하거나�작업하는�그곳.

혼잡 混雜 섞을�혼 섞일�잡 여럿이�한데�뒤섞이어�어수선함.

확충 擴充 넓힐�확 채울�충 늘리고�넓혀�충실하게�함.

회관 會館 모일�회 집�관 집회나�회의�따위를�목적으로�지은�건물.

휴가 休暇 쉴�휴 겨를�가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쉬는�일.�또는�그런�겨를.

휴식처 休息處 쉴�휴 쉴�식 곳�처 휴식하는�곳.

희망 希望 바랄�희 바랄�망 앞일에�대하여�어떤�기대를�가지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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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유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한자 
지식이 도움된다. 즉, 고유어 지식이 한자 지식으로 이전되어 다시 한자어 이해로 전
달되는 2단계를 거친다. 

다만, 한자 지식을 이용하여 이 한자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훈으로 잡힌 고유어
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리’의 ‘다스릴 리(理)’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수리’는 4무리로 분류될 수도 있다. ‘다스리다’에는 ‘다스릴 치’가 사용된 ‘자치’처럼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다.’의 뜻도 있지만, 다른 뜻
으로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다.’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공’의 이바
지할 공(供)에서 ‘이바지하다’의 뜻으로 ‘도움이 되게 하다’만 알고 있다면 이 한자어 
역시 4무리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바지하다’에는 ‘물건들을 갖추어 바라지하다’라는 뜻
이 있고, ‘바라지’는 ‘음식이나 옷을 대어 주거나 온갖 일을 돌보아 주는 일’이라는 뜻
이다. 그래서 ‘제공’이 1무리의 한자어로 분류될 수 있다. 

<표4. 4-1 사회 교과서 2무리 어원 상관성이 낮은 한자어 보기>
한자어 한자 한자의�훈과�음 사전�풀이

가구 家⼝ 집�가 입�구 집안의�사람�수효

갈등 葛藤 칡�갈 등나무�등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

가�달라�서로�적대시하거나�충돌함

과태료 過怠料 지날�과 게으를�태 헤아릴�료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

에게�벌로�물게�하는�돈

국가 國家 나라�국 집�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의한�하나의�통

치�조직을�가지고�있는�사회�집단

군수 郡守 고을�군 지킬�수
군(郡)의� 행정을� 맡아보는� 으뜸� 직위에�

있는�사람.�또는�그�직위

기업 企業 꾀할�기 일�업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

을�생산하고�판매하는�조직체

낭비 浪費 물결�랑 쓸�비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씀

단체 團體 둥글�단 몸�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

람들의�일정한�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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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團體⾧ 둥글�단 몸�체 길�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등고선 等⾼線 무리�등 높을�고 줄�선
지도에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

결한�곡선

미술관 美術館 아름다울�미 재주�술 집�관 미술품을�전시하는�시설

반면 反⾯ 돌이킬�반 낯�면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말

부서별 部署別 데�부 마을�서 다를�별

기관,�기업,�조직�따위에서�일이나�사업

의� 체계에� 따라� 나뉘어� 있는,� 사무의�

각� 부문.� +�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

는�접미사.

비밀 祕密 숨길�비
빽 빽 할�

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

야�할�일

비용 費⽤ 쓸�비 쓸�용 어떤�일을�하는�데�드는�돈

삼면 三⾯ 석�삼 낯�면 세�방면

상하수도 上下⽔道 위�상 아래�하 물�수 길�도 상수도와�하수도를�아울러�이르는�말

서예 書藝 글�서 재주�예 글씨를�붓으로�쓰는�예술

선거 選擧 가릴�선 들�거
일정한� 조직이나�집단이� 대표자나� 임원

을�뽑는�일

소방서 消防署 사라질�소 막을�방 마을�서
소방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일선� 소

방�기관

소홀 疏忽 트일�소 갑자기�홀
대수롭지� 아니하고� 예사로움.� 또는� 탐

탁하지�아니하고�데면데면함

시장 市⾧ 저자�시 길�장 지방�자치�단체인�시의�책임자

심각 深刻 깊을�심 새길�각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또

는�절박함이�있다.

양옥집 洋屋- 큰바다�양 집�옥 서양식으로�지은�집

예산 豫算 미리�예 셈할�산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

과�지출을�미리�셈하여�정한�계획.

이상 以上 써�이 위�상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나음.�

이장 ⾥⾧ 마을�리 길�장
행정�구역의�단위인� ‘이(⾥)’를� 대표하여�

일을�맡아보는�사람.

인구 ⼈⼝ 사람�인 입�구 일정한�지역에�사는�사람의�수

접수 接受 이을�접 받을�수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頭)나� 문

서로�받음.

주의 注意 부을�주 뜻�의 마음에�새겨�두고�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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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리의 한자어들에 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대상 한자어가 익숙한 것들이
므로 구성 한자들의 훈을 기계적으로 결합해도 한자어 뜻에 이른다고 쳤을 말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언어생활을 하면서 이 말에 익숙해진 탓이다. 이 한
자어들 역시 처음 배울 때 한자 훈으로 한자어 의미를 해석하려 들면 고개를 갸웃하거
나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느낄 말들이다.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 家⼝:�사람�수를�입에�비유한다.�

갈등 葛藤:�칡과�등나무의�얽힘을�비유로�사용한다.�

과태료 過怠料:�헤아릴�료에서�돈이�바로�튀어나오지�않는다.�

국가 國家:�집�가를�왜�붙였는지�이해하기�어렵다.�

군수 郡守:�고을을�지킨다는�뜻으로�직위를�설명하기�어렵다.

기업 企業:�일을�꾀한다는�뜻에서�영리를�떠올리기�어렵다.�

낭비 浪費:�정도에�넘친다는�뜻을�물결에�비유하였다.�

단체 團體:�둥글게�몸을�묶었다는�식으로�의역해야�한다.�

단체장 團體⾧:�길�장에서�우두머리�장으로�훈을�하나�더�익혀야�한다.�

등고선 等⾼線:�무리�등에서�같을�등으로�훈을�하나�더�익혀야�한다.�

미술관 美術館:�아름다움을�만들어내는�재주가�단지�미술이라고�한정하기�어렵다.�

반면 反⾯:�얼굴을�돌린다는�행위의�의역이다.�

부서별 部署別:�부서를�마을에�비유한다.

비밀 祕密:�빽빽하다는�뜻이�왜�들어가는지�궁금하다.�
비용 費⽤:�쓰는�돈의�개념이�핵심인데�빠져�있다.�

삼면 三⾯:�얼굴에서�면으로�확대되는�훈을�알아야�한다.�

상하수도 上下⽔道:�윗물,�아랫물이�비유임을�알아야�한다.�

처리 處理 곳�처 다스릴�리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

하여�치르거나�마무리를�지음.

청년 ⾭年 푸를�청 해�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

르익은�시기에�있는�사람.

촌락 村落 마을�촌 떨어질�락 시골의�작은�마을.

학습내용 學習內容 배울�학 익힐�습 안�내 얼굴�용 배워서�익힘+사물의�속내를�이루는�것

홍보 弘報 클�홍 갚을�보 널리�알림.�또는�그�소식이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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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 書藝:�붓글씨�쓰는�예술�영역을�재주에�한정시킨다.

선거 選擧:�무엇을�드는지�헤아리기�어렵다.�

소방서 消防署 기관을�마을에�비유한다.�

소홀 疏忽:훈의�힘이�너무�약하다.�

시장 市⾧:�행정구역을�저자에�비유한다.�

심각 深刻:�중대하거나�절박하다는�뜻의�비유에�해당한다.�

양옥집 洋屋-:�서양을�바다로�표현한다.�

예산 豫算:�계획의�의미가�빠져�있다.�

이상 以上:�써�이의�역할을�알아야�한다.�

이장 ⾥⾧:�길�장에서�우두머리�장으로�확대되는�훈을�알아야�한다.�

인구 ⼈⼝:�사람�수를�입에�비유한다.�

접수 接受:�이을�접이�무엇을�잇는다는�뜻인지�감을�잡을�수�없다.�

주의 注意:�뜻을�물대듯이�붓는다는�비유가�들어�있다.

처리 處理:�곳�처가�왜�들어가야�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

청년 ⾭年:�푸르다는�뜻으로�젊음을�비유한다.�

촌락 村落:�떨어질�락은�주로�위에서�아래로�떨어지는�현상을�가리킨다.�

학습내용 學習內容:�안에�담긴�것을�얼굴에�비유한다.

홍보 弘報:�갚을�보의�다른�훈인�알릴�보를�알아야�한다.�

과태료(過怠料)에 쓰는 ‘헤아릴 료’는 밭에 양분으로 주는 비료(肥料)에도 함께 쓰
는 글자이니, 쓰임새에 따라 부여한 의미와 각각의 경우를 구별하는 일은 낱말의 의미
를 통으로 외우는 일보다 더 번거로울 때가 많다. 비용(費用)과 낭비(浪費)에서도 같
은 ‘쓸 비’를 사용하지만 비용은 ‘돈’이라는 뜻에 한정되고, ‘낭비’는 돈 문제에서도 사
용하지만 비교적 ‘물자’를 펑펑 쓰는 쪽에 자주 사용한다. 언어적 장면이 서로 다르다. 

이렇듯이 2무리의 한자어는 비유나 의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한 번 더 징검다
리를 놓고 설명해주어야 한자어 정체에 이를 수 있거나, 또는 뜻이 잘 연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한자를 포함한 낱말들이
다. 따라서 상관성이 1무리에 비해 매우 낮다. 한자어 이해에 크고 작은 실마리를 제
공하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모호함과 의아함도 함께 따라붙는 낱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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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4-1 사회 교과서 3무리 어원이 동어반복인 한자어 보기>
한자어 한자 한자의�훈과�음 사전�풀이

가공 加⼯ 더할�가 장인�공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

여�새로운�제품을�만들거나�제품의�질

을�높임

간척 ⼲拓 방패�간 넓힐�척

육지에�면한�바다나�호수의�일부를�둑

으로�막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육지

로�만드는�일

감독 監督 볼�감 감독할�독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

도록�살피어�단속함

감사 感謝 느낄�감 사례할�사 고맙게�여김

감옥 監獄 볼�감 옥�옥 죄인을�가두어�두는�곳

개표 開票 열�개 표�표 투표함을�열고�투표의�결과를�검사함

검토 檢討 검사할�검 칠�토 어떤�사실이나�내용을�분석하여�따짐

고민 苦悶 쓸�고 번민할�민 마음속으로�괴로워하고�애를�태움

고층 ⾼層 높을�고 층�층 건물의�층수가�많은�것

곡식 穀⾷ 곡식�곡 먹을�식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따위를�통틀어�

이르는�말

공공기관
公 共 機

關
공평할�공 한가지�공 틀�기 관계할�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

되는� 것+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

공약 公約 공평할�공 맺을�약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국민에게�실행할�것을�약속함

공업 ⼯業 장인�공 일�업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유용한�물자를�만드는�산업

공평 公平 공평할�공 평평할�평 어느�쪽으로도�치우치지�않고�고름

과학화 科學化 과목�과 배울�학 될�화 과학적으로�체계화됨.�또는�체계화함

관리 管理 주관할�관 다스릴�리 어떤�일의�사무를�맡아�처리함

광역시 廣域市 넓을�광 지경�역 저자�시 상급�지방�자치�단체의�하나

교육청 敎育廳 가르칠�교 기를�육 관청�청

시나�군을�단위로�하여�학교�교육이나�

그� 지방� 자치� 단체의�교육,� 학예에� 관

한�사무를�맡아보는�관청

구역 區域 구분할�구 지경�역 갈라놓은�지역

구청장 區廳⾧ 구분할�구 관청�청 길�장
구(區)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의�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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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國民 나라�국 백성�민 국가를�구성하는�사람

군민 郡民 고을�군 백성�민 그�군(郡)에�사는�사람

귀농 歸農 돌아올�귀 농사�농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

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

감

기계화 機械化 틀�기 기계�계 될�화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노동을� 기계가�

대신함.�또는�그렇게�함

기관 機關 틀�기 관계할�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위하여�설치한�기구나�조직

기후 氣候 기운�기 기후�후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氣)�

상태

농산물 農産物 농사�농 낳을�산 물건�물 농업에�의하여�생산된�물자

농수산물 農⽔産物 농사�농 물�수 낳을�산 물건�물 농산물과�수산물을�아울러�이르는�말

농업 農業 농사�농 일�업

땅을�이용하여�인간�생활에�필요한�식

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

나�하는�산업

농촌 農村 농사�농 마을�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

을이나�지역

다양 多樣 많을�다 모양�양 여러�가지�모양이나�양식

당선증 當選證 마땅할�당 가릴�선 증거�증 선거에서�뽑힘+증명서

대비 對備 대할�대 갖출�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

에�대응하기�위하여�미리�준비함

도청 道廳 길�도 관청�청 도의�행정을�맡아�처리하는�지방�관청

등록 登錄 오를�등 기록할�록
일정한�자격�조건을�갖추기�위하여�단

체나�학교�따위에�문서를�올림

목재 ⽊材 나무�목 재목�재
건축이나� 가구� 따위에� 쓰는,� 나무로�

된�재료

민주적 民主的 백성�민 임금�주 과녁�적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또

는�그런�것

배설물 排泄物 밀칠�배 샐�설 물건�물
생물체의� 물질대사에� 의하여� 생물체�

밖으로�배설되는�물질

벽보 壁報 벽�벽 갚을�보 벽이나�게시판에�붙여�널리�알리는�글

부의장 副議⾧ 버금�부 의논할�의 길�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의장� 다음가는�

직위.�또는�그�직위에�있는�사람

비율 ⽐率 견줄�비 비율�률 다른�수나�양에�대한�어떤�수나�양의�비

사례 事例 일�사 법식�례 어떤�일이�전에�실제로�일어난�예

사항 事項 일�사 항목�항 일의�항목이나�내용

생물 ⽣物 날�생 물건�물
생명을�가지고�스스로�생활�현상을�유

지하여�나가는�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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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先着順 먼저�선 붙을�착 순할�순 먼저�와�닿는�차례

손녀 孫⼥ 손자�손 여자�녀 아들의�딸.�또는�딸의�딸

손자 孫⼦ 손자�손 아들�자 아들의�아들.�또는�딸의�아들

수도권 ⾸都圈 머리�수 도읍�도 우리�권 수도를�중심으로�이루어진�대도시권.�

시기 時期 때�시
기 약 할�

기
어떤�일이나�현상이�진행되는�시점

신도시 新都市 새�신 도읍�도 저자�시
대도시의� 근교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새�주택지

안전 安全 편안할�안 온전�전
위험이�생기거나�사고가�날�염려가�없

음.�또는�그런�상태.

약초 藥草 약�약 풀�초 약으로�쓰는�풀

역사관 歷史館 지낼�력 역사�사 집�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

는� 그� 기록+‘건물’� 또는� ‘기관’의� 뜻을�

더하는�접미사.

연구소 硏究所 갈�연 연구할�구 바�소 연구를�전문으로�하는�기관

연평균 年平均 해�년 평평할�평 고를�균 1년을�단위로�하여�내는�평균

온화 溫和 따뜻할�온 화합화�화 날씨가�맑고�따뜻하며�바람이�부드럽다.

완만 緩慢 느릴�완 거만할�만 경사가�급하지�않다

요구 要求 요긴할�요 구할�구
받아야�할�것을�필요에�의하여�달라고�

청함.

원칙 原則 언덕�원 법칙�칙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

게�지켜야�하는�기본적인�규칙이나�법

칙

위원회 委員會 맡길�위 인원�원 모일�회

일반�행정과는�달리�어느�정도�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

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

하는�합의제�기관.�

위협 威脅 위엄�위 위협할�협 힘으로�으르고�협박함.�

유리온실 琉璃溫室 유리�류 유리�리 따뜻할�온 집�실 천장과�벽을�유리로�만든�온실.

의료 醫療 의원�의 의술로�병을�고침.�

의원 議員 의논할�의 인원�원
국회나� 지방� 의회와� 같은� 합의체(合議

體)의�구성원으로�의결권을�가진�사람.�

의장 議⾧ 의논할�의 길�장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의� 집행부를�

대표하는�사람.

의존 依存 의지할�의 있을�존 다른�것에�의지하여�존재하다

의회 議會 의논할�의 모일�회

민선�의원으로�구성되고�입법�및�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합의체

이익 利益 이로울�리 더할�익 물질적으로나�정신적으로�보탬이�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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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認定 알�인 정할�정 확실히�그렇다고�여김

일정 ⼀定 한�일 정할�정
어떤� 것의� 크기,� 모양,� 범위,� 시간� 따

위가�하나로�정하여져�있음.

자세 ⼦細 자세할�자 가늘�세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

명하다.

전교 全校 온전�전 학교�교 한�학교의�전체.

정부 政府 정사�정 마을�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통틀어�이르는�말

정책 政策 정사�정 꾀�책 정치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방책.

조건 條件 가지�조 물건�건

어떤�일을�이루게�하거나�이루지�못하

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조례 條例 가지�조 법식�례

지방�자치�단체가�법령의�범위�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관하여�제정하는�법

종합 綜合 잉아�종 합할�합 여러�가지를�한데�모아서�합함

지원 ⽀援 지탱할�지 도울�원 지지하여�도움.

지하자원
地 下 資

源
땅�지 아래�하 재물�자 언덕�원 땅속에�묻혀�있는�자원

지형 地形 땅�지 모양�형 땅의�생긴�모양이나�형세

진료 診療 볼�진
병� 고칠�

료
의사가�환자를�진찰하고�치료하는�일

체험 體驗 몸�체 시험�험 자기가�몸소�겪음.�또는�그런�경험.

타협 妥協 온당할�타 화합할�협 어떤�일을�서로�양보하여�협의함.

토론회 討論會 칠�토 논할�론 모일�회
어떤�문제에�대하여�여러�사람이�각각�

의견을�말하며�논의하는�모임.�

토의 討議 칠�토 의논할�의 어떤�문제에�대하여�검토하고�협의함.

투표율 投票率 던질�투 표�표 비율�률
유권자� 전체에� 대한� 투표자� 수의� 비

율.

투표함 投票函 던질�투 표�표 나무상자�함 투표자가�기입한�투표용지를�넣는�상자.�

편의시설 便宜施設 편할�편
마땅하다

� �의
베풀�시 베풀�설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

함.

평등 平等 평평할�평 무리�등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

르고�한결같음.

평평 平平 평평할�평 평평할�평 바닥이�고르고�판판하다

폐수 廢⽔ 폐할�폐 물�수
공장이나�광산�등지에서�쓰고�난�뒤에�

버리는�물

표어 標語 표할�표 말씀�어
주의,� 주장,� 강령� 따위를� 간결하게� 나

타낸�짧은�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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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리 한자어들은 한자의 훈이 한자 음을 포함(기계 계, 기록할 록)하고 있거나 한
자의 훈이 음과 같은 한자(층 층, 편할 편)를 담고 있다. 가끔 ‘지경 역’처럼 음이 훈
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도 있지만, 이 역시 계속 따져 들어가면 ‘지경’ 또한 ‘땅 지, 지
경 경’으로 돌고 돈다. 이런 한자가 포함된 한자어에서 낱말 의미와 한자 어원 사이의 
상관성은 어떨까?

대표적으로 ‘감독’은 ‘볼 감, 감독할 독’이라는 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감독’의 뜻을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감독’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영원히 파악할 수 없거나 무조건 외워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서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대개 둘째와 셋째일 것이다. 따라
서, 이 한자를 알기 전에, 또는 이 한자들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감독’이라는 한자어
의 뜻을 알고 있었거나 이 말을 사용하면서 차차 알게 된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감옥’은 ‘볼 감, 감옥 옥’이니 여기서도 감옥의 뜻을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이 한자 
풀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구’는 ‘중요할 요, 요구할 구’이니 이 역시 감독
이나 감옥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자를 배우기 전에라도 3무리에 속하는 한자어의 상당 부분을 알
고 있었거나 처음 만났을 당시엔 몰랐더라도 이 낱말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의미를 알
게 된다고 추론하는 게 마땅하다. 그 익힘 방법은 무엇일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양

품종 品種 물건�품 씨�종 물품의�종류.

품질 品質 물건�품 바탕�질 물건의�성질과�바탕

필요 必要 반드시�필 요긴할�요 반드시�요구되는�바가�있음

항목 項⽬ 항목�항 눈�목
법률이나�규정�따위의�낱낱의�조나�항

목

행정 ⾏政 다닐�행 정사�정 정치나�사무를�행함.

현대화 現代化 나타날�현 대신할�대 될�화
현대에� 적합하게� 됨.� 또는� 그렇게� 만

듦.

현수막 懸垂幕 달�현 드리울�수 장막�막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어� 걸어� 놓은�

막.�

형성 形成 모양�형 이룰�성 어떤�형상을�이룸.

협력 協⼒ 화합할�협 힘�력 힘을�합하여�서로�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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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삶의 체험과 언어 사용에서 보고 들은 언어적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 사전에 쌓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언어적 장면들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념의 구성도 일률
적이지 않다. ‘인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받아들이
는 일,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스스로 오롯이 기쁘게 보아주는 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대등하게 허용하는 일, 내 지식이나 경
험의 밖에 있던 것을 받아들이는 일 따위 여러 가지 구도의 다양한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미 머릿속 사전에 내장된 개념들은 분명 또 다른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발판 노
릇을 한다. 따라서 3무리에 속하는 한자어의 구성 한자 가운데 훈이 한자어인 한자의 
개념을 이미 머릿속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3무리의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것은 한자를 알아야만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한자어 이해에서 한자 지식이 필
수 요건이 아님을 뜻한다. 단지 한자어를 개별 한자로 분해하여 그 의미를 사후적으로 
정비할 때 그것이 한자의 조합임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한자 지식의 역할은 더 나가지 
못한다. 이런 한계는 4무리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표6. 4-1 사회 교과서 4무리 어원 상관성이 없는 한자어 보기>

한자어 한자 한자의�훈과�음 사전�풀이

가격 價格 값�가 격식�격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

낸�것

강의 講義 욀�강 옳을�의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

으로�설명하여�가르침

건설 建設 세울�건 베풀�설 건물,�설비,�시설�따위를�새로�만들어�세움

극장 劇場 심할�극 마당�장

연극이나� 음악,� 무용� 따위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무대와� 객석� 등

을�설치한�건물이나�시설

기구 器具 그릇�기 갖출�구 세간,�도구,�기계�따위를�통틀어�이르는�말

단속 團束 둥글�단 묶을�속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대기 ⼤氣 큰�대 기운�기 ‘공기06(空氣)’를�달리�이르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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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對象 대할�대 코끼리�상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

는�것

대중교통 ⼤衆交通 큰�대 무리�중 사귈�교 밝을�통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따

위의�교통.�또는�그러한�교통수단

도지사 道知事 길�도 알�지 일�사
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

자치�단체장

면적 ⾯積 낯�면 쌓을�적
면이� 이차원의� 공간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

명단 名單 이름�명 홑�단 어떤�일에�관련된�사람들의�이름을�적은�표

무료 無料 없을�무 헤아릴�료 요금이�없음

방안 ⽅案 모�방 책상�안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

나�계획

보통 普通 넓을�보 밝을�통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어� 평

범함

분포 分布 나눌�분 베�포 일정한�범위에�흩어져�퍼져�있음

사실 事實 일�사 열매�실 실제로�있었던�일이나�현재에�있는�일

산책로 散策路 흩을�산 꾀�책 길�로 산책할�수�있게�만든�길

선생님 先⽣- 먼저�선 날�생 ‘선생01(先⽣)「1」’을�높여�이르는�말

실시 實施 열매�실 베풀�시 실제로�시행함

실제 實際 열매�실 즈음�제 사실의�경우나�형편.

실천 實踐 열매�실 밟을�천 생각한�바를�실제로�행함.

여건 與件 더불�여 물건�건 주어진�조건.

절약 節約 마디�절 맺을�약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아낌

제안 提案 끌�제 책상�안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 또는� 그� 안이

나�의견

제안서 提案書 끌�제 책상�안 글�서 의견이나�원하는�바를�제안하는�문서.

찬성 贊成 도울�찬 이룰�성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가� 옳거

나�좋다고�판단하여�수긍함.

취미 趣味 뜻�취 맛�미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

하여�하는�일.

통과 通過 밝을�통 지날�과 어떤�곳이나�때를�거쳐서�지나감.

행사 ⾏使 다닐�행 하여금�사 부려서�씀.

호소 號召 이름�호 부를�소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

위를�불러일으킴.

후보 候補 기후�후 기울�보

선거에서,�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나섬.� 또는� 그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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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자어들은 왜 구성 한자들의 기계적인 결합으로 뜻에 닿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
지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격 價格:�돈으로�표현하는�데에�격식이라는�말을�사용하지는�않는다.�

강의 講義:�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다.�

건설 建設:�베풀다의�뜻이�닿지�않는다.�

극장 劇場:�심할�극의�뜻이�닿지�않는다.�

기구 器具:�그릇이라는�말을�너무�확장하여�쓰고�있다.�

단속 團束:�의역에�의역을�거듭해야�겨우�뜻에�닿을�수�있다.�

대기 ⼤氣:�공기의�뜻을�찾을�수�없다.�

대상 對象:�코끼리와�대상을�연결하기�어렵다.�

대중교통 ⼤衆交通:�교통의�의미가�잘�닿지�않는다.�

도지사 道知事:�행정�책임자의�의미를�꺼낼�수�없다.�

면적 ⾯積:�면을�쌓아야�할�필요를�잘�모르겠다.�

명단 名單:�개별�이름표가�아니라�이름�목록이라는�쓰임새가�더�강하다.�

무료 無料:�돈의�의미가�전혀�떠오르지�않는다.�

방안 ⽅案:�책상에서�안건이나�생각으로�확대하기�어렵다.

보통 普通:�밝다고�할만한�어감이�느껴지지�않는다.�

분포 分布:�베를�나누면서�어떤�일이�일어났는지�모르겠다.

사실 事實:�열매의�뜻이�너무�모호하다.

산책로 散策路:�꾀가�흩어지는�것이�산책의�의미인지�받아들이기�어렵다.

선생님 先⽣-:�먼저�태어난�사람이�선생은�아니다.�

실시 實施:�열매와�베풀다의�뜻이�실시의�어감과�잘�닿지�않는다.�

실제 實際:실제는�때와�관계가�없다.�

실천 實踐:�열매를�어떻게�해석하면�좋을지�모르겠다.�

여건 與件:�물건과�여건을�연결하기�어렵다.�

제안 提案:�책상�안을�안건�안으로�바꾸지�않으면�이해하기�어렵다.

제안서 提案書:�책상�안을�안건�안으로�바꾸지�않으면�이해하기�어렵다.

찬성 贊成:�남을�돕는�행위가�아니라�자신의�뜻을�밝히는�행위의�의미가�안�드러난다.

취미 趣味:�맛을�끈다는�뜻인지�뜻을�오해하기�쉽다.�

통과 通過:�밝을�통의�의미가�생뚱맞다.

행사 ⾏使:�하여금�사,�부릴�사가�낱말�의미에�제대로�영향을�주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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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號召:�이름을�부르는�게�아니다.�

후보 候補:�날씨와�후보가�무슨�연관이�있는지�모르겠다.�

억지로 이해하려 든다면 위 한자어 가운데 그냥저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으리
라.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이 낱말들을 써온 어른의 어휘 감각이지 한자를 이용하여 
낱말의 의미를 가르치려 들 때 학생들이 맞이할 상황은 아니다. 왜 이런 한자를 사용
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게다가 
‘분포, 후보’와 같은 말은 이런 한자어가 만들어진 일화가 있다면 모를까 한자 훈만으
로는 도무지 낱말 의미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감으로는 ‘열매 실’, ‘나눌 분’, ‘베풀 시’ 따위 고유어 훈으로 등
장하는 ‘열매’, ‘나누다’, ‘베풀다’와 같은 말이 한자어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알
아채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는 이 낱말들이 지닌 구체성에 비해 너무 추상적이거나 
다양한 의미를 과중하게 부여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베풀다’는 말은 1,800자의 한
자 가운데 다섯 글자의 훈으로 등장한다. 베풀 시(施, 시설, 실시), 베풀 설(設, 건설, 
설문), 베풀 선(宣, 선언), 베풀 장(張, 긴장, 주장), 베풀 진(陳, 진정) 따위다. 국어사
전에 올라있는 ‘베풀다’의 뜻은 ‘일을 차려 벌이다’라는 뜻과 ‘남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뜻인데, 이 풀이로는 한자의 훈과 한자어의 의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 어렵다. 예
전에는 ‘건물을 베풀다’라는 말도 사용한 듯하나, 지금은 이 말이 너무 어색하고 뜻이 
닿지 않는다. 이것이 고유어 어휘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자의 훈을 이루는 고유
어의 의미가 바뀌거나 사용이 줄어 벌어진 일인지는 분명치 않다. 시간 흐름에 따른 
낱말 의미의 변화는 중국과 달리 한자의 뜻을 명시적인 훈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한
자의 운명적 한계일 수도 있다. 

4-1 사회 교과서 말고 3~6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온 말 가운데 4무리로 분류한 대
표적인 말들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간섭� �⼲涉� �방패�간� �건널�섭� �직접�관계가�없는�남의�일에�부당하게�참견함.� �

극복� �克服� �이길�극� �옷�복� �악조건이나�고생�따위를�이겨�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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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寄附� �부칠�기� �떼�부� �자선�사업이나�공공사업을�돕기�위하여�돈이나�물건�따위를�대

가�없이�내놓음.� � � �

남방� �南⽅� �남녘�남� �모�방� �여름에�양복저고리�대신으로�입는�얇은�옷.� � � �

누명� �陋名� �좁을�누� �이름�명� �사실이�아닌�일로�이름을�더럽히는�억울한�평판.� �

당장� �當場� �마땅할�당� �마당�장� �일이�일어난�바로�그�자리.� � � �

덕분� �德分� �큰�덕� �나눌�분� �베풀어�준�은혜나�도움.� � � �

무단� �無斷� �없을�무� �끊을�단� �사전에�허락이�없음.�또는�아무�사유가�없음.� �

복도� � 複道� � 겹칠� 복� � 길� 도� �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통로.� � � �

비난� �⾮難� �아닐�비� �어려울�난� �남의�잘못이나�결점을�책잡아서�나쁘게�말함.

성화� �成⽕� �이룰�성� �불�화� �몹시�귀찮게�구는�일.� � � �

송진� �松津� �소나무�송� �나루�진� �소나무나�잣나무에서�분비되는�끈적끈적한�액체.

실천� �實踐� �열매�실� �밟을�천� �생각한�바를�실제로�행함.� � � �

안내� �案內� �책상�안� �안�내� � "어떤�내용을�소개하여�알려�줌.�또는�그런�일.

야단� �惹端� �이끌�야� �끝�단� � "소리를�높여�마구�꾸짖는�일.

역부족� �⼒不⾜� �힘�력� �아닐�불� �발�족� �힘이나�기량�따위가�모자람.� �

용변� �⽤便� �쓸�용� �똥오줌� �변� �대변이나�소변을�봄.� � � �

인상� �⼈相� �사람�인� �서로�상� � "사람�얼굴의�생김새.�또는�그�얼굴의�근육이나�눈살�따위.

입장� �⽴場� �설�립� �마당�장� �당면하고�있는�상황.� ‘처지(處地)’로�순화.� � � �

취급� �取扱� �가질�취� �미칠�급� �물건을�사용하거나�소재나�대상으로�삼음.� � � �

친절� �親切� �친할아버지�친� �끊을�절� �대하는�태도가�매우�정겹고�고분고분함.� �

현관� �⽞關� �검을�현� �관계할�관� �건물의�출입문이나�건물에�붙이어�따로�달아낸�문간� � � �

횡단� �橫斷� �가로�횡� �끊을�단� �도로나�강�따위를�가로지름� � � �

휴지� �休紙� �쉴�휴� �종이�지� �밑을�닦거나�코를�푸는�데�허드레로�쓰는�얇은�종이� �

흥미진진� �興味津津� �일�흥� �맛�미� �나루�진� �나루�진� �넘쳐흐를�정도로�흥미가�매우�많다.

흥분� �興奮� �일�흥� �떨칠�분� �어떤�자극을�받아�감정이�북받쳐�일어남

다의어 수준을 넘어 십수어 개의 서로 다른 의미의 훈을 지닌 하나의 한자에서 대표 
훈만을 떼어 내어 그 조합으로 한자어의 뜻과 상관성을 파악하는 시도는 합리적이지 않
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거꾸로, 한자가 그렇게 팔색조 같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어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정해놓은 한자의 어원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하나의 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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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너무 많은 탓에 한자의 표의성이 문란해지는 셈이다. 이것이 어떤 명시적인 훈을 고
려할 수 없는 중국어에서는 만날 수 없는 문제점, 즉 대개는 고유어를 번역한 한자로 한
자어의 뜻을 파악하려는 한국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2)� 전체� 어휘� 분류� 결과

 앞서 밝힌 기준과 원칙에 따라 11,000여 개의 한자어를 분류하니 과목별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표7. 과목별 한자어와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류>

과목마다 한자어 네 무리의 분포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한자어와 구성 한자
의 훈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1무리는 전체 11,000여 개의 32%에 불과한 3,500여 개
이고, 한자 훈이 실마리 정도만 제공해주거나 의역과 비유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전체
의 16%이다. 한자의 훈이 설명해주어야 할 한자 음을 포함하고 있어 한자 풀이가 동
어반복을 일으키는 한자어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6%이고, 한자 훈으로 한자어 의미를 
끄집어내려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개념에 다다를 위험이 있는 한자어가 전체의 6%였
다. 여기서 2무리와 3무리의 한자어는 구성 한자가 어떻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

나눔
국어 사회 과학 도덕 전체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어원� 상관성이�

높은�한자어
1,198 32% 1,053 30% 549 32% 667 31% 3,467 32%

어원� 상관성이�

낮은�한자어
� � 590 16% 568 16% 285 16% 356 17% 1,799 16%

어원이� 동어반

복인�한자어
1,670 45% 1,609 47% 802 47% 984 46% 5,065 46%

어원� 상관성이�

없는�한자어
� � 239 � 7% 240 7% 87 5% 126 6% 692 6%

합계 3,707 100% 3,470 100% 1,723 100% 2,133 100% 11,0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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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반복적 의미 확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4무리는 사후 확인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이 결과로 보자면 한자어 의미 교육에 한자 어원 지식이 필수 요소이므로 한자 교
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실질적인 근거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한자
어 이해에서 중요한 요소는 구성 한자의 훈이라고 전제하므로, 한자의 모양 암기나 노
출이 관건인 한자병기 및 한자혼용의 근거는 더욱 박약하다.

한자어 의미와 구성 한자의 훈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분류한 이 
연구는 오로지 “한자어를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을 검
증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자 중시론에서 상정하는 한자어의 의미란 그 구성 한자에 고
유하게 담긴 어떤 고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앞의 분류 실례에서도 보았듯이 한
자에 담긴 훈으로 한자어 의미를 가늠하는 이런 분류는 무 자르듯이 해내기 어려운지
라 혼란을 부를 때가 많다. 바로 그런 어려움과 혼란이 한자 어원을 이용하여 학생들
에게 한자말의 뜻을 가르치려 할 때 맞닥뜨릴 당혹스런 상황일 것이다. 게다가 그 어
려움은 저학년이건 고학년이건 어느 상황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난다. 학년별 한자어 분
포를 보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1무리 위주였다가 다른 무리에 속하는 
한자어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다. 학년별 분포에서도 네 무리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학년에 따라 한자어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8. 학년별 한자어와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류>

나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낱말�수 비율

어원� 상관성이�

높은�한자어
� 866� 32% 895� 32% � 883� 30% 823� 32% 3,467� 32%

어원� 상관성이�

낮은�한자어
� 454� 17% 443� 16% 488� 16% � 414� 16% 1,799� 16%

어원이� 동어반

복인�한자어
� 1,215� 44% � 1,271� 45% 1,404� 48% 1,175� 46% 5,065� 46%

어원� 상관성이�

없는�한자어
� 196� 7% � 189� 7% 164� 6% 143� 6% � 692� 6%

합계 � 2,731� 100% 2,798� 100% 2,939� 100% 2,555� 100% 11,0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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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제점으로, 한자 중시론의 가정대로 실행하려면 한자어 이해에 필요한 한자 
지식과 학생들의 현실적인 처지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한자어에 등장한 한자는 모두 2,140자였고, 이 
가운데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포함된 한자는 1,520자, 그 바깥에 있는 한자
는 620자였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고교용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넘어서서 
1,800자 바깥의 한자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한자어 이해에 한자 지식을 동원할 수 없
다는 어이없는 사정을 뜻한다. 

4.� 고유어의� 뜻은� 어떻게� 파악하게� 될까?

일부 극단적인 한자혼용론자를 뺀다면, 한자 중시론에서도 한자를 가르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기틀을 잡아주자는 게 주요한 명분이므로, 
그 궁극적인 목표란 결국 어휘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어휘를 늘
려나가고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풍부하게 꾸려가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거들떠보지 않았던 고유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한자어와 한자 지식의 관계를 논하는 마당에 고유어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논점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자어의 뜻이 고
유어의 압축 번역이라면, 그 뜻은 한자에 있는 게 아니라 고유어에 있는 셈이니, 한자
어 이해 이전에 고유어 이해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어휘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구성 한자의 훈이 고유어이고 그 훈
과 낱말 뜻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1무리 한자어로 제한하여 그와 연결된 고유어의 의
미 획득 과정을 살펴보자. 

한자 문제를 논할 때 한자 중시론이든 아니든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의 뜻은 사람들
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한자어의 뜻이 구성 한자의 훈에
서 온다는 주장에서 한자 중시론은 한자의 뜻을 이루는 고유어, 즉 ‘어려울 난’의 ‘어
렵다’라는 낱말의 뜻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아는 것처럼 전제한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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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따져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어렵다’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어렵다=난’이라고 짝을 맞추는 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않을까? 앞
엣것은 머릿속에 개념을 ‘창조’하는 과정이고, 뒤엣것은 ‘비교’하는 과정이다. 사실, 한
자의 훈과 음을 결합하는 일은 ‘하나=일=1’ 정도로 연결하여 짝을 맞추는 매우 단순
한 두뇌 활동이지 무어 그리 대단하고 창조적이랄 게 없다. ‘난이’와 같은 한자어의 뜻
이야 그 훈인 고유어에 기대어 알 수 있다지만, 이 고유어의 뜻은 어떻게 알게 된단 
말인가? 

낱말의 뜻은 내 머리 바깥의 세계와 내가 관계를 맺는 활동, 즉 체험 속에서 얻어 
간다. ‘어렵다, 쉽다’와 같은 고유어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두어 살의 어린아이가 숟
가락을 드는 일, 신발을 신는 일부터 어렵고 쉬움을 체험하면서 아이에겐 그 상황과 
언어적 장면의 공통된 속성이 기억으로 남는다. 이 기억에 바탕을 둔 개념은 신발의 
짝을 맞추는 일, 순서대로 수를 세는 일 따위 좀 더 고차적인 두뇌 활동에서 어렵고 
쉬움을 겪으며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질문을 이해하고 셈
을 해 답을 찾아내는 일, 중고교에서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제 등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린 시절의 느낌과는 또 다르다. 그러면서 어
렵고 쉬움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또한 지식 습득이나 인지 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남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 따위,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일에서도 어렵고 쉬움을 경험한다. ‘어렵다’는 말
은 이처럼 몸과 마음과 머리에서 힘이 달려 낑낑대던 모든 경험과 맞물려 있다.

무수한 체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대상과 낱말과 상황에서 다양한 속성을 받아들
여 분류하고 귀납적으로 개념을 구성하여 기억한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자기 몸과 문장의 제
약에 맞춰 맞물리게 한다. 지시가설에서는 우리가 낱말에서 뽑아내는 생각을 ‘행동유
도성(affordance)’이라고 부르는데, 체험에서 얻은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은 문맥 속의 
여러 낱말이 제시하는 다양한 행동유도성을 종합하여 문장 이해에까지 다다른다. 구체
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인식 주체에 제공하는 ‘행동유도성’을 인식 주체
가 능동적으로 묶어내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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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 움직일 동, 수레 차’라고 한자를 알려줘 사전식 풀
이로 이끌 수는 있으나 자동차라는 말이 주는 ‘편안함, 속도감, 위험, 졸리움, 교통체증
과 짜증, 지위 상징’ 따위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살구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살구는 시다’라는 사람들 평을 외우듯이 그저 자동차의 사전식 풀이를 외우는 수준에
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여러 가지 체험에서 얻은 어떤 대상과 활동의 다양한 속성을 머릿속에서 분
류하여 저장하고, 다시 그 기억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종합하여 현재의 
개념을 만든다. 이때 어휘의 의미는 국어사전의 정의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체
험의 양과 깊이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개념은 달라진다. 사전 풀이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모여 일하는 곳’이라는 ‘회사’가 아이에게는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나만 떼어놓고 간다는 곳, 엄마 아빠에게 술 권하는 곳’ 정도의 개념이지만, 성인에게 
‘회사’는 ‘살림을 꾸려갈 돈을 벌어오는 곳, 나의 재능과 꿈을 실현하는 곳, 스트레스 
생산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전쟁터’ 따위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모일 회, 모일 사’ 정도의 한자 풀이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
로 모여 일하는 곳’의 원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하되 문장의 맥락에 따라 주된 말빛
이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

체험에 기반을 둔 어휘 의미 이해의 이런 원리는 고유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구성 한자의 뜻이 동어반복인 한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도무지 한자 풀이로는 낱말의 
의미에 접근할 수 없는 3무리의 한자어, 예를 들어 ‘정도’와 같은 한자어의 뜻을 알아
가는 과정 또한 앞의 ‘어렵다’는 고유어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남들이 그 말을 사용할 때 드러나는 공통의 속성이 머릿속에 쌓여 능동적인 두뇌 활동 
과정에서 점차 구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만 먹자, 그 정도로 배고프지 않겠
어? 어느 정도 연습하긴 했는데, 너 정도면 충분히 붙을 거야…….” 이런 언어적 장면
과 상황을 체험하면서 사람은 ‘정도’라는 말의 뜻을 구체화하고 이해하게 되며, 자신도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체험을 겪으면서 능동적으로 개념을 구성한다. 이런 말은 
한자로 뜻을 풀이한다 하여 풀이가 되는 말도 아니거니와 누구도 이런 말을 한자 지식
을 동원하여 이해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판단’(判斷, 판단할 판, 끊을 단)이라는 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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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을 체험 속에서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그 한자가 동어반복일지라도 의심 없
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어렵다’는 말을 왜 ‘오렵다, 아렵다’ 따위로 말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사실은 3무리의 한자어뿐만 아니라 2무리와 1무리의 한자어, 예를 들어 ‘부모, 자동
차, 식사, 주차장’과 같은 말도 생활 속 체험에서 그 낱말의 구체성을 쌓아가고 뜻을 
알게 되며, 이를 나중에 문자와 연결할 뿐이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한자를 알아서 ‘부
모, 학교’와 같은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 나름의 개념을 만든 뒤 
나중에 한자와 연결하면 ‘사후 확인’ 차원에서 낱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것뿐이
다. 즉, 고유어의 뜻을 습득하는 원리와 과정이 한자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자어건 
고유어건 낱말 이해에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누구도 읽기나 듣기의 
지각 과정에서 개별 한자의 의미를 따로따로 떠올린 뒤 다시 이를 합쳐 한자어의 뜻을 
확정하는 두뇌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우리 머릿속 사전에 있는 낱말 목록
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그 낱말의 뜻을 끌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만, 한자 중시론에서 문제로 삼는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고려해봄 직하다. 초등
학교 3학년부터 상당히 많은 학습용어가 어린 학생들에게 물밀 듯이 제시된다는 현실
적인 문제이다. 이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어이므로, 한자를 미리 배워두거나 한자를 이
용하여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낱말을 가
르치기 위해 한자를 추가로 더 가르쳐야 한다면 그야말로 학습 부담만 늘리는 꼴이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출현한 한자는 모두 2,100자가 넘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칠 필요
가 없는데 학습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한자를 이용한 어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교육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이어
야 하는바, 한자를 이용하여 한자어 형태소를 분석하는 어휘 학습 방법은 적절하지 않
다. 70%의 한자는 그 훈이 고유어이므로, 오히려 고유어를 제대로 가르쳐야 나중에 
한자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양과 어휘의 
수를 줄일 필요도 있다. 

한자 뜻을 더하여 낱말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은 현상 속에 이런 원리가 담겨 있지
만, 한자 중시론에서는 이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이들이 상정하는 어휘의 의미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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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의적, 구조주의적 어휘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분류 
작업 역시 그와 같은 어휘관 위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즉, 이 연구 자체가 똑같
은 한계를 끌어안고 진행했다는 뜻이다. 

서혜경(2014)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어휘의미 교육은 한자어 풀이나 사전적 의미 풀
이 중심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의 바탕 철학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관
점이었다고 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어휘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고, 문맥과 독립
적인 순수한 명제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어휘가 가지는 의미적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서는 고유한 성분분석이나 의미분해 접근법을 취하며, 어휘의미는 본원소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관에서의 어휘의미 교육은 어휘가 가지는 
명제적 의미들을 학습하고, 의미의 본원소들을 분석하며, 어휘라는 형식에 담긴 문자
적 의미 중심의 어휘 사용력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15)

이런 관점에서는 한자어를 가르칠 때에도 한자어의 ‘의미 원자’인 구성 한자의 훈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는 자신과 무관하게 규정된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낯선 낱말이 등장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
다. 낯선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어휘량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여기에 어휘 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잡히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낯선 낱말들을 한
자 풀이나 사전적 정의를 외워 의미를 이해하려 들면 그 효율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
다. 그것은 학습자에게 살아 있는 어휘, 학습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휘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런 낱말들은 다양한 노출과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화되지 못하고 
휘발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사정을 아쉬워하는 게 바로 강제적 암기 교육이다. 

구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지주의 언어론에서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
회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에 따라 의미를 얻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고 본다. 사람은 
사전의 풀이를 암기하여 의미 파악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개념화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16) 이런 관점에서 어휘의 의미는 객관적인 실재를 복
15) 서혜경, 2014, ‘국어 어휘의미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 논문.
16) 서혜경에 따르자면, 인지주의 언어론의 관점에서 임지룡(1997: 9)은 국어 어휘의미 연구의 방향

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연언어는 인간 ‘마음(mind)'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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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것이거나 사전의 풀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인지 체
계 안에서 개념을 엮어가는 주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 구성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활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한자어의 의미는 개별 글자의 의미로 환원된다는 한자 중시론의 주장은 낱말의 이
해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그 표층에서 작동하는 ‘짝 맞추기, 번역’의 작업
을 ‘낱말 이해 과정’이라고 오인함으로써 낱말 이해의 일반 원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
다. 상관성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한자의 단순한 뜻풀이는 사전의 정의보다도 훨씬 허
술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현실의 맥락적 의미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많다. 낱말 교육 면에서 보자면 현실의 체험에서 얻는 생생함은 사라진 죽
은 개념, 아니 아직 살아나지 못한 개념을 외우게 할 뿐이다. 

지난날 한글 사용이 일반화하기 전에 쓰던 한자어는 우리 고유어를 번역한 것이었
고, 한문은 우리말을 중국어처럼 번역한 글이었다. 그 시기에 고유어와 이을 수 없는 
한자 개념은 마치 오늘날의 외래어처럼 수입된 한자어 그대로 쓰였다. 근대화 과정에
서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일본이 한자로 번역하였고, 우리가 이를 수입하여 썼다. 이
렇듯 번역은 불가피했지만 또한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한자어에 대해 왜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한자로 어원을 풀어주면 궁금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단어가 현실을 다 담을 수 없을뿐더러, 새로운 개념을 번역할 때에는 더
더욱 불완전함을 피할 수 없기에 조각조각의 한자가 제공하는 뜻이 전체인 것처럼 오
해하게 해서는 결코 좋은 공부라고 할 수 없다. 한자어의 어원 풀이야 해줄 수 있다지
만, 그것은 낱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이지 핵심 수단은 아니다. 어휘 
교육은 문장 속 쓰임새, 관련어, 문법 성격, 어원을 두루 알려줘야 한다. 특히 다양한 

따라서 의미는 인지체계 내의 개념화에 다름 아니다. 이 경우 마음과 몸은 깊은 상관성을 맺고 있
다. 둘째, 낱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이다. 자율언어학에서는 화자의 세상사의 지식과 
순수한 언어지식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가정하는 반면,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를 언어지식과 세상
사의 지식 속에 들어 있는 인지구조로 보고 둘 사이의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셋째, 언어의 
의미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곧 언어의 의미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넷째, 언어 표현의 
구조와 의미는 동기화되어 있다. 자율언어학에서는 언어 구조와 의미 간에 자의성을 강조하지만, 
언어가 마음 혹은 인지 체계의 산물인 이상 언어의 구조와 의미 사이에는 깊은 상관성이 존재한
다고 본다.(서혜경, 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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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속에서 다른 느낌으로 사용되는 쓰임새를 체험하고 이런 경험을 귀납적으로 정리
하여 자신의 개념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어휘 교육이 중요하다. 

한자 지식은 어린 시절보다는 어느 정도 한국어 체계를 내면화한 뒤에 한자말의 한
자 어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갖추어도 단어 습득에 문제가 없다. 이를 지나치게 강조
하다 보면 어휘 교육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해도 될 도구를 핵심이라고 앞장세움으로써 
어휘 교육을 왜곡할 수도 있고, 중학교 수준부터 시행해도 될 한자 교육 및 활용을 초
등 시절부터 강요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만 키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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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등교과서 속 한자말과 한자 어원의 상관성 분석”에 대한 토론문

남길임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

  앞의 발표는 국어기본법 위헌확인 사건(2012헌마854)에서 쟁점이 되어 온 한자 
표기와 한자 교육의 문제가 결국 ‘초등 한자 교육’에 대한 주장임을 재확인하고, 한자 
중시론의 주된 명분이 되는 한자말과 어원의 상관성의 실체를 초등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초등 교과서(3-6학년, 국어/사회/과학/도덕)
에 나타난 한자어 11,000여 개를, ㄱ) 구성 요소 한자의 훈의 특성, ㄴ) 구성 요소 한
자와 한자어 의미의 상관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분포를 밝힌 
것으로, ‘한자 교육=어휘력 향상’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객관적, 정량적 자료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비판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 
즉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에서, 한자어와 구성 한자의 상관성이 높은 1무리가 
전체의 3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한자 지식이 한자어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류라는 점, 그리고 어휘의 습득이 어원의 습득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맥락에 
의존한다는 점 등의 논의는 어휘론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따라서 어휘 교육 연
구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연구로 생각됩니다. 

  토론자의 부족함으로 또 일부는 ‘의미’란 걷잡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의미를 기준으
로 한 분류 체계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주관성으로 인해, 분석 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
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하고자 설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소 원론적인 관점에서 102쪽과 105쪽의 1무리의 한자어의 존재 및 범위
에 대한 질문입니다. 1무리의 한자어는 한자 교육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부
류로 이 발표문에 따르면 “낱말을 이루는 한자의 훈이 모두 고유어이고, 이 고유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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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을 엮으면 한자어의 정체가 바로 보인다. 직역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
도로(토론자 추가), 고랭지, 교사’ 등과 같은 1무리의 어휘들이 진정한 1무리라 할 수 
있을지, 본질적으로 1무리의 존재를 재정의해야 하지 않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교과서에서 추출된 105쪽 <표 3>의 사례들 중 다수는 전문어인데 ‘고속도로’가 
단지 ‘빨리 달리는 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고속도로’의 어원만으로는 고속도로
의 속성(신호가 없거나 제한 속도가 있다거나 하는 등, 기타 도로 교통법상, 행정 용
어로서의 정의 포함)을 나타낼 수 없고, ‘고랭지’나 ‘교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
다. 구성하는 한자어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합성어는 구성요소의 합 이상의 의미를 가
진다는 언어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를 때 2음절 이상의 한자어는 어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며, 특히 전문어의 영역으로 오면 엄밀한 정의가 어원과 무관하게 학
습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원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장에서 
낱말의 습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계시지만 1무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을 좀 더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합성어 이외의 단일 한
자어의 의미 변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배를 타다, 배를 먹다, 배가 아프다’에서 
고유어 ‘배’가 맥락, 더 정확하게는 함께 하는 서술어에 따라 변별되듯이, ‘초를 켜다, 
초를 치다, 초를 다투다’에서 ‘초’가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또 한자어라면 어떤 한자
인가는 ‘초’의 의미 변별에서(특히 어휘 교육과 학습에서) 전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나 제2
언어 교육,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도 유사합니다. 전체 예시에서 단
일 음절 한자어는 단 2개밖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데, 혹 교과서 한자어의 연구 대상을 
모을 때 일정한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과서에 나타나는 1음절 한자어
를 발표문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러한 예들은 다의어 
변별에서뿐만 아니라 동음이의어 변별에서조차도 어원의 지식이 맥락이나 어휘의 통합 
관계에 비해 어휘의 이해와 생산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궁극적
으로 선생님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보이는데 1음절 한자어를 다루지 않은 이유
가 궁금합니다.



134 한글문화토론회-한자어 이해와 어원 지식의 역할

세 번째로 이 발표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유사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 언어에서 특정 어원의 영향력, 교육적 효용을 논
의하는 데에는, 그 어원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가 또는 그러한 어휘의 수는 얼마인가를 
넘어서는 훨씬 다양한 지표와 고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부분에
서 4장에서 논의하신 어휘 습득과 사용의 원리에 대한 인지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좀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자어가 ‘사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흔히 접하는 실제 언어 사용(일상대화, 소설, 신문 등)에서 한자어의 
빈도와 분포, 한자어의 실제 텍스트 점유율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국
어대사전』의 표제어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각각 57.3%, 25.2%로 구성되지만, 실제 대
학생들의 구어 자료에서는 반대로 한자어와 고유어가 각각 26%, 52%로 관찰되고, 더 
나아가 같은 자료에서 두 유형의 낱말의 텍스트 점유율은 14%, 80%로 분석된 바 있
습니다. (서상규·구현정 편 2005:50) 이들 연구의 결과는 선생님의 발표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초등학생의 한자 교육과 관련하여 유사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어 어휘의 계량적인 속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로서 특히 초등교육의 목
적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연구가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
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한자 자체의 교육이 초등교육의 목적(교육법 93
조)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초등교육’이라는 제한된 대상과 범위를 고려할 때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 발표문에 수록된 상당수의 한자어는 교육용 어휘로서, 교육에서의 용어는 각 
교과의 개념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어휘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용어가 과학적 활동을 통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지 용어의 어원을 
암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용어의 암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은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온라인, 모
바일 매체의 발달로 언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에도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나치게 많은 용어의 어원과 정의를 암기하
게 하는 현실은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창의적 활동을 목표로 하는 학습 활동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는 국어학자로서 특정 어원의 교육에 집착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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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적인 논쟁을 벌일 여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체와 장르가 급변하고 새
로운 유형의 한국어 자원이 넘쳐나는 시대에 부합하는 어휘 교육과 소통의 문제, 신매
체와 장르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사용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어휘 교육이 담당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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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등 교육에서 어휘 지도

서명숙(서울우솔초등학교)

우리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어휘를 문장에 적절하게 배열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이 표현한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어휘가 부족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장애1)가 일어나게 된다. 

 국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자료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어휘와 어법에 유의하
여 지도한다. 어휘와 어법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의 매 단원
에서 새로 등장하는 단어의 발음, 뜻, 표기를 정확히 알고 어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2) 라는 내용으로 어휘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
가 초등에선 전 교과에서 국어 수업을 겸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말과 우리글 지도에 집
중해야 한다.3) 어휘력이 국어 활동  뿐만 아니라 타 교과 교육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
다. 

어휘 지도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어휘 
지도를 하는지, 어휘(한자어) 지도 상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보고자 한다. 

1) 신헌재 외, 2013,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_2011_361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3)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3, 「초등 교육을 재구성하라」, 에듀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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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국어 교과 교육과정에서 어휘 지도와 관련이 있는 성취기준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2학년군)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3~4학년군)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5~6학년군)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 성취기준에 따른 어휘 지도 방법은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학생들
의 발달 특성에 따라 달리한다.4)

저학년에선 일상어 중심으로 낱말과 친숙해지는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우리말의 
재미를 느끼게 한다. 말놀이가 제시된 단원만이 아니라 놀이의 재미를 느껴 평상시에
도 자연스럽게 말놀이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학생들이 이런 말놀이 과정
에서 새로운 낱말을 배우게 되고, 우리말의 즐거움도 느끼게 된다. 또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어휘 수를 확장해 갈 수도 있다. 그
리고 낱말 게시판을 활용해 새로운 어휘를 익히게 한다.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이
나 통합 교과에서 다루는 어휘도 낱말 게시판에 올린다.

중학년의 어휘 지도에선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 이때는 사회, 과학 등의 학문 교과
가 들어오면서 일상어와 달리 생소한 학문적 어휘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어휘들
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교과 공부의 첫걸음으로서 중요하다. 
4) 전교조서울지부, 2015, 「참교육실천대회 자료집」 중 국어 분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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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낱말을 접하면 대략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각각의 학생들이 경험하
거나 이해한 수준에 따라 이야기 나누면서 낱말의 의미를 대략 그려볼 수 있다. 비슷
한 말이나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게 해서 뜻을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국어사전
을 이용해 사전적 뜻을 찾아보고, 낱말장에 거듭 보탠다. 이해한 뜻에 맞게 그 낱말이 
들어간 한 문장 만들기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한 낱말에 대해 경험을 통한 의미 
파악과 함께 사전적 의미까지 더욱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고학년에서는 낱말의 민감성에 중점을 둔다. 다의어나 동음이의어, 미세한 차이가 나
는 낱말을 익힐 때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느끼게 한다. 그 낱말이 쓰
인 앞뒤 문맥이나 상황 맥락 등의 단서를 활용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하나의 낱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여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어휘 지도가 강조되어야 함에도 국어 교육 내용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기능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문법 영역의 어휘 지도가 상대적으로 소
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국어 교과서와 별도로 만들어진 ‘국어 활동’ 자료에 어휘 관련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주지 못하는 점도 있다. 교과에서 가르칠 내용이 많아 기본적인 어휘 지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 

문제는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교과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휘 가운데 한자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낯선 한자어에 직면했을 때 그 뜻을 알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어사전 찾기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풀이해 놓은 뜻에 한자
어가 들어있어 또다시 풀이 속에 있는 낱말의 의미를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 사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을 위해 더 쉬운 말로 풀어쓴 국어사전도 필요하다. 

수학 용어를 지도할 때는 국어사전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 수학 용어를 처음 도입
할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며 개념을 정의 내린다. 우리나라에
서는 발견학습 원리를 따라 귀납적 방법으로 교과서를 써 나가는 방식이라 개념을 이
해하기가 더 힘들다. 일련의 활동을 안내하는 친절한 교과서 측면에서 수학적 기호나 
용어보다 글자가 더 많이 들어가 수학적 사고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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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서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는 것도 학생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수학적 용어 중 한자말 용어를 토박이말로 바
꾸자는 허민 교수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어휘 교육의 문제를 일부에선 한자 병기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니 가뜩이나 학습 부담이 많은 초등학생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자 병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유치원부터 한자를 배우게 하는 학부
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 면에서도 큰 문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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