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초등학교 漢字敎育의 復活과 

   金鍾泌 前總理의 功勞

합회가 初等學校 정교육과정에서 漢字敎育 실시를 위하

여 20여년 對政府運動을 추진한 결과 現政府에서 2019년

부터 初校 5, 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기재하여 교육하도

록 결정하였다.

역대 정부가 결정하지 못한 事案을 현정부가 勇斷을 내린 

것은 우리 나라 현실정으로 볼 때, 靑史에 길이 빛날 革命

的인 敎育百年大計의 礎石을 세운 快擧이다.

現政府에서 이러한 決定을 내린 데는 本聯合會 50,000여 

會員同志들의 줄기찬 주장 노력과 더불어 金鍾泌 前總理

의 적극적인 聲援의 功勞가 至大함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로 雲庭 선생께서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 전통문

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漢字문화를 사랑하여, 늘 古典

을 涉獵하여 爲政의 良識을 삼아 近代 어떤 政治人보다도 

적절한 漢文名句와 四字成語를 引用하여 國民을 啓導하

고, 知性이 호응하여 언론에 話題가 된 일이 많아 直間接

으로 漢字敎育 실시에 그 영향이 지대하였다.

둘째로 金大中 政府時 總理職에 재임중 本聯合會에서 당

시 行安部 주관으로 「住民登錄證」을 更新하는데, 종래의 

漢字 姓名을 한글로 바꾸었다는 보도가 나와, 本聯合會 

會長 故 閔寬植 선생과 본인이 金總理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실을 報告하고 是正을 청하였다. 金總理께서는 오히

려 놀라시며 즉시 행안부 장관에게 알아보니, 이미 姓名

이 모두 한글로 印刷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總理께서는 즉시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住民登錄證에 姓名을 漢字로 시정하지 않으면, 總理職을 

사임하겠다고 강경히 주장하였다는 말씀을 들었다. 시정 

예산이 없으면 자신의 辦公費에서라도 支出하겠다고 주

장하여,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18억을 들여 이미 찍어 놓

은 「住民登錄證」을 모두 廢棄하고, 姓名을 한글과 漢字로 

倂記하고, 다시 인쇄하여 오늘날 우리 전국민이 戶籍에 

登載된 대로 각자의 姓名을 維持하게 된 것은 오로지 前

總理 金鍾泌 先生의 努力과 大功임을 모두 알고 깊이 感

謝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당시 金總理께서 勇斷을 내리지 않았다면 過去 日帝

의 創氏改名을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大誤와 羞恥를 후손

들에게 남길 뻔하였다.

셋째로는 本聯合會에서 初等學校 漢字敎育 추진 실시를 

위하여 李明博政府에 建議書를 내고자 歷代 國務總理職

을 歷任한 분들에게 署名을 받을 때, 雲庭 金鍾泌 前總理

께서 가장 앞장서서 署名하여 주심으로써 당시 生存한 歷

代 國務總理 23분 全員의 署名을 받게 된 것이다. 歷代 總

理가 전부 한 뜻으로 참여한 일은 初有의 歷史的인 사실

로 당시 國內 新聞은 물론 日本 및 홍콩 ·싱가포르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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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Ⅱ

까지 크게 보도된 바 있다.

넷째로 雲庭선생께서는 本聯合會 顧問으로서 本聯合會

를 적극 聲援하여, 바쁘신 중에도 紀念 揮毫를 本聯合會 

月刊誌에 揭載하여 독자들을 감동케 한 바 있다.(액자 사

진 참조)

결론적으로 2019년부터 初等學校의 정교육과정에서 漢

字敎育이 실시되도록 결정된 과정에는 金鍾泌 前總理님

의 功勞가 至大함을 충심으로 감사하며, 이 紙面을 빌어 

全國民에게 역사적인 중대한 사실을 알리는 바이다.

2. 현대사회에 있어 言語의 중요성

약 2천년 전에 이미 方言을 蒐集수집하여 『方言』이란 저서

를 남긴 前漢의 揚雄양웅은 “言心聲也, 書心畵也.” 곧 말

은 마음의 소리요,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대를 더 올라가 약 2,500년 전 인류의 스승인 孔子는 『論

語』의 마지막 구절에서 “不知言, 無以知人也.” 곧 말을 모

르면 사람을 모른다고 강조하고 끝을 맺었다.

이처럼 인간사회에 있어서 言語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인간이 弱肉强食으로 存立을 다투던 뭇짐승들의 틈바구

니에서 勝者가 되어 오늘날의 榮華를 누리게 된 것은 무

엇보다도 言語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말을 한마디로 ‘思考의 表現’이라고 定義하고 싶

다. 뭇 동물 중에 인간만이 思考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다. 그러나 인간의 思考가 그저 思考하는 것으로 그쳤다

면 인류는 일찍이 終末을 고했을 것이다. 思考에 그치지 

않고 音聲을 媒介體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

에게 傳達하는 수단을 創出해냄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워

졌고, 나아가 만물을 營爲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言語는 단순히 사고의 表現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言語가 인간의 思考를 지배하게 되

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言語로써 存在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言語가 없는 인간은 죽음을 

뜻한다.

無形의 音聲言語를 有形化한 文字가 현대사회에서 가지

는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날 인류 문화는 한

마디로 文字의 놀이요, 노름일 뿐이다.

3. 韓國은 문자여건에서「最理想國」의 새로운 인식

우리말 곧 國語의 槪念이 일반 言衆은 물론 知識層에서

도 混亂되고 있음은 祖國光復 이후 근래의 현상이다.

實例를 들면 ‘아버지, 나라, 집’은 우리말이고, 이것을 ‘부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1867년 ~ 1916년)가「유리문 안

에서」라는 에세이집에서 그의 인생관을 표현한 ‘則天去私측천거사’, 

자아를 버리고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월간 『한글+漢字문화』 (2008년 11월)

66  JPArchives Foundation  



종래 잘못된 文字政策과 漢字敎育의 復活

친, 국가, 가옥’이라고 하면 우리말이 아니라, 漢字語로서 

中國語이거나, 中國에서 들어온 外來語라고 잘못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부친, 국가, 가옥’

을 한글로 쓰면 우리말이지만, 漢字로 ‘父親, 國家, 家屋’

이라고 쓰면 중국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한글로만 쓸 수 있는 말만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國語觀은 光復 이전까

지는 전연 없던 현상이다. 조국이 日帝의 한국어 抹殺政

策에서 光復을 맞이하자, 이른바 한글전용 정책이 일부 

극단론자들에 의하여 광복의 歡喜와 興奮 속에서 似而非 

애국심으로 둔갑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또한 여기에는 동양의 전통문화와 思想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漢字를 뿌리 뽑고, 로마자를 移植시키려는 白人種 

우월주의의 먼 陰謀가 이면에 합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구나 당시 文敎部 편수국장의 자리에 있던 崔鉉

培씨의 남다른 발상으로써 ‘비행기’를 ‘날틀’, ‘학교’를 ‘배

움집’, ‘자외선’을 ‘넘보라살’ 등으로 新造語를 만들어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漢字를 抹殺하려고 했던 극단주의가 

앞에서 언급한 사이비 애국운동으로 誤認되었던 시기에 

한글로만 쓸 수 있는 말이 곧 ‘우리말’이요, ‘국어’라는 개

념의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말의 70% 이상의 語彙가 漢字語로 바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용어를 벗어나, 槪念語 곧 知識用

語에 이르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漢字語를 모두 

고유한 우리의 어휘로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일반 언중

들이 그 일부의 新造語조차도 受容을 허락하지 않는 상

태에서 지금까지 반세기여의 跛行的인 한글전용 정책은 

국어생활을 破壞하는 毒素政策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나라 젊은이들을 모두 半文盲으로 

轉落시켜 버린 것이다. 이 나라 知性의 先鋒인 대학생들

이 제나라 글로 찍혀 나오는 그 날의 大衆新聞을 읽지 못

하고, 原典이 아닌 우리말로 된 敎材(國漢文混用 敎材)

를 읽지 못하는 현상은 인류문화 역사상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국 대

학 도서관의 책들이 읽을 학생들이 없어서 모두 死藏되

어 있는 현실은 可恐할 사실이다.

참으로 痛嘆하지 않을 수 없는 민족 문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10년만 더 지속된다면 한국 

문화는 반드시 暗黑期로 墜落하게 될 것이다. 더욱 통탄

할 일은 이러한 文化 危機의 현실을 爲政當局의 누구 하

나도 그 深刻性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나라 經濟難局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실패에

서 招來된 것이 아니다. 반세기 동안 文字政策 실패로 인

하여 知識産業時代에 있어서 그 競爭力을 喪失한 데에 

근본원인이 있다. 책을 읽지 못하고 大學을 졸업한 학생

들이 세계 舞臺에서는 물론 국내 어디에서 知識을 바탕

으로 한 創意性을 發揮하며 競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經濟 復活은 外債를 좀 더 끌어들이는 근시적, 

일시적인 彌縫策에 있는 것이 아니라, 知識産業의 役軍

을 양성할 수 있는 文字政策의 적극적인 改革에 있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얼른 생각하면 문자정책과 경제정책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오늘날 지식산업사회에 있어서는 

卓越한 文字政策이 바로 그 源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어떤 文字도 長點만을 갖춘 理想的인 文字

는 없다. 그러나 漢字가 한글을 만남으로써 마치 돼지고

기가 김치와 잘 어울리듯이 그 短點을 상호 補完할 수 있

는 理想的인 文字活用의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 세계에

서도 유일하게 우리 韓國이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이다. 

곧 한글과 漢字는 相互補完의 文字이지, 결코 하나를 제

거해야 하는 對立的인 文字가 아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가장 科學的인 表音文字로서의 한글

과 가장 發達한 表意文字로서의 漢字를 겸용함으로써 文

字活用 여건에 있어서 最理想國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全國民이 깨달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表意文字인 漢字만을 쓰는 中

國이나, 表音文字인 로마자만을 쓰는 美國의 文字生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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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短點을 우리 韓國에서는 한글과 漢字를 겸용함

으로써 解決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西勢東漸에서 東勢西漸의 시대로 轉換하고 있는 21

세기 漢字文化圈 時代의 중심국가인 韓·中·日 三國에 있

어서 韓國은 그 主導權을 잡을 수 있는 文字生活의 여건

을 가지고 있다.

韓國人들이 한글과 더불어 약 2,000字 정도의 漢字 교육

만 철저히 한다면 日本人이 中國語를 배우는 것보다 더 

쉽게 중국어를 익힐 수 있고, 中國人이 日本語를 배우는 

것보다 더 쉽게 日本語를 익힐 수 있는 有利한 언어 여건

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 여건에서 볼 때 領土나 人口 · 賦存資源으로

는 中國을 도저히 능가할 수 없고, 경제대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日本을 경제력으로는 능가할 수 없지만, 

知識産業 경쟁에 있어서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여건

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浮上하는 21세기 東北亞時代에 

있어서 韓國 경제의 살 길이 文字政策의 과감한 개혁에 

있다고 主張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國語生活의 현주소

오늘날 젊은이들의 하루 생활 속에서 상당시간을 차지하

고 있는 컴퓨터 앞에서의 생활이 국어생활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다. 스피드를 요하는 컴퓨터 속에서

의 국어생활은 音節의 縮約이나 省略, 連綴 등 예를 들면 

‘글쵸(그렇지요)’, ‘고딩(고등학생)’, ‘방가(반가워요)’, ‘추카

(축하)’와 같이 쓰는 것들은 혼란된 국어생활의 미래를 憂

慮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그렇게 深刻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6.25 戰亂時에도 많은 隱語와 俗語가 발생하여 국

어의 混亂을 우려했지만, 마치 유행성 감기처럼 어느 시

기가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消滅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

이다. 언어생활의 主流는 마치 흐르는 강물 줄기와 같아

서 비정상적인 要素들이 원줄기를 뒤바꾸어 놓지는 못하

는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문자정책으로 인하여 저하된 知識으로 平

準化되는 것이다. 다 같이 모르고 쉽게 살자는 便宜政策

은 결국 傳統文化를 단절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부지중

에 겨레와 나라의 힘이 시나브로 꺼지게 될 것이다.

실례를 들면 ‘큰大믿을信’이나 ‘참眞이슬露’와 같이 대중화

되어 가고 있는 문자생활은 看過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는 곧 지식의 下向平準化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술판에서 ‘眞露’란 술은 文盲으로 

모르고, 다만 ‘참이슬’만을 읽고 퍼마신다면 우리 민족의 

未來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儼然히 8월 15일이 光復節로 정해져 있는데도 유무식을 

막론하고 잘못된 문자정책의 국어생활로 인하여 광복이

란 말과 더불어 ‘解放’과 ‘獨立’을 뒤섞어 쓰고 있으며, 세계 

역사상 이민족의 侵略에 대하여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

이 抗拒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의 後裔들이 항거

에 焦點을 둔 ‘抗日時代’(期)란 말을 모르고, 被侵에 焦點

을 둔 ‘왜정시대,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등을 羞恥心 없이 

공공연히 쓰고 있으며, 마치 1945년 이후에 독립된 新生

國처럼 ‘독립기념관’이란 명칭으로 紀念館을 세워 놓고도 

羞恥를 모르는 민족이 되어 버렸다. 

반면에 타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이 제 손으로 檀君像의 

목을 자를 만큼 韓民族의 上古史를 스스로 抹殺하는 慘酷

한 민족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제나라 역사를 스스로 歪

曲하고 있으면서도 日本 敎科書의 왜곡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말과 歷史를 올바로 몰라서 無知로 

왜곡하고 있지만, 日本은 意識된 왜곡이라는 사실이 슬픈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문자정책으로 인하여 붙여진 ‘독립기념

관’이나, ‘전쟁기념관’은 하루속히 올바로 고쳐져야 한다. 

전쟁 자체를 紀念하는 민족은 동서 고금 어디에도 없는, 

무식으로 인한 名稱이다.

같은 한자문화권의 中國이나 日本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특별기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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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長’이라는 職銜이 우리 

나라 大學에서 쓰이고 있

는 한, 大學이 순수히 知

識의 殿堂으로서 존재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명칭의 발생조차가 綜合

大學校라는 권위를 誇示

하던 시대에 아카데미성

보다는 權力의 象徵으로

서 虛張聲勢한 명칭이었

다. 지금이라도 마땅히 

‘學長’이나 ‘校長’으로 고쳐

져야 한다. 참고로 말하면 

日本에서는 ‘學長’이라 칭하

고, 中國에서는 ‘校長’이라고 칭하고 있다.

新聞社나 放送社의 記者가 스스로 자기 명함에 ‘大記者’라

고 찍어 가지고 다니는 한, 이 나라 言論의 民主化는 期待

하기 어렵다. 남이 대접하여 元老記者라고 칭하는 것은 

몰라도 언론기관에서 자기들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 ‘大記

者’라고 칭하는 것은 시대에 逆行함은 물론 정신나간 짓이

라 아니할 수 없다.

5. 文化危機를 克服할 수 있는 對策

이상과 같은 國語生活의 혼란은 오로지 광복이래 반세기 

동안 교육정책 특히 文字政策이 잘못되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말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생활을 보면 末梢神經을 刺戟하는 

일상어휘의 말장난을 하는 데는 발달(?)하였지만, 웬만한 

知識用語도 그의 正確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들은 

풍월로 어렴풋이 쓰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짧은 문장 표현에도 철자법이나 어법의 부정확

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判斷이 올바로 條理 

있게 정립되지 못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글이 많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반세기동안 漢字 교육이 徹底

히 되지 않은 데서 招來된 것이다.

그 해결책은 조속히 漢字도 한글과 더불어 반드시 공부해

야 하는 國字라는 認識을 가지도록 초등학교 정교육과정

에서부터 단계별로 漢字를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처럼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없어서 교육을 못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공부에 밀리어 교육

을 받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文字를 올바로 해독하

지 못하는 상태에서 專攻學問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漢字 교육은 學問이 아니라 道具敎育이기 때문에, 

단순 기억력이 왕성한 초등학교 과정에서 해야 효과가 있

지, 大學 과정에서의 漢字 교육은 그저 負擔이 될 뿐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漢字 교육은 美國이나 英國에서 漢字

를 학습하는 것처럼 하나의 外國語를 더 알기 위한 학습

이 아니라, 우리말을 더욱 完璧하게 驅使하기 위한 國字 

교육의 하나라는 것을 우선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정당국은 물론 전국민이 深刻한 文化危機

2010년 雲庭 선생과 함께  우로부터 진태하 교수, 유용근 명지대상임이사, 김상윤 특보, 운정, 김진봉 운정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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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直視하고, 그 對策을 서둘러

야 할 때이다. 전문인으로서 한국문화의 危機에 대한 대

비책을 提議함에도 불구하고, 위정당국이 그 대책을 조속

히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危機는 없다. 

다행히 2014년부터 현정부에서 初等學校 정교육과정에

서 漢字敎育 실시를 연구하여 2019년부터 국어뿐 아니라 

타교과서에도 필요한 漢字를 실리어 교육하도록 確定한 

적은 全國民이 쌍수로 歡迎하고 慶祝할 일이다. 

질 : 새 당을 만드시면 문자정책文字政策에 관한 어떤 

대안代案을 내십니까?

답 : 나는 한글· 한자를 혼용混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우리 한글 낱말의 어원語源이 대부분 한자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국제화, 세계화한다면서 통상 사용할 수 

있는 한자도 안 쓰니까 동남아나 중국·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나 읽을 수가 있어야지요.  

앞으로는 자기 차車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할 건데 어

디 하나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표의문자表意

文字를 넣어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좋은  점도 되찾

아야지요. 

질 : 간판을 우선 한자漢字로 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

니다만···.

답 : 간판도 도로표지도 그렇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자 옆에 토를 달아 주니까 자꾸 읽으면서 저절로 익혔

어요. 우리 출판물들도 토를 달아주면 금방 익힐 수 있

을 텐데.

질 : 간판을 한자로 쓰면 자연스레 교과서가 되는 거죠.

답 : 텔레비전에서도 한자를 쓰지 않는데, 개인 성명이

나 지명地名 이런 고유명사固有名詞만이라도 자막字幕

에 쓰면 좋을 텐데, 방송국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그것

도 할 수가 없다고 합디다. 어째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가 없어요.

질 : 문화부 건물에 이달의 인물이 남명(南冥) 조식(曺

植)선생으로 한글로만 적혀 있던데···.

답 :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안 가서 본관本貫조차도 모

르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제 조상도 몰라보게 된 

거에요. 그런 고루固陋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서 입으

로만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어

문학語文學을 버렸어요.

질 : 한글전용정책은 朴 대통령의 시절에 결정된 것입니다.

답 : 그 때 공판타자孔版打字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

까 행정효율을 위해서 그랬던 거지요. 그것도 전용專用

이 아니라 혼용混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전용화 되

어 버리고···. 내가 총리가 되고나서, 다시 한자를 가르

치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버

렸어요. 

(1995. 2.12, 월간조선 조갑제기자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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