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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한자를 가르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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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국어, 사회 등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어마다 토를 달도록 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한자한문
에 한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한글로 적은 한자어)에 한자 토를 달겠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 인사들 중에 한자를 꼭 가르쳐야만 하고, 한자어의 경우 꼭 한자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박근혜 정권
의 지지세력인 이들이 마침내 한글전용정책을 버리고 한자교육에 나서자고 뜻을 모은 모양이다.
허핑턴포스트에 이를 반대하는 글이 한 편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듯하여 내가 굳이 글을 쓴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이 블로그에 쓴 내 글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한자어를 많이 안쓰는 편이다. 우리말로 고쳐쓸 수 있는 한자어는 반드시 고쳐쓰고, 나중
에라도 글을 다음을 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한자어가 발견되면 꼭 우리말로 고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이 부족해진 것은, 오로지 복잡한 언어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자를 배우지 않
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말 이해력이 너무 떨어졌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발표된 역사소설을 읽어낼 수 있는 독자가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다. 내가 20년 전에 쓴 소설을 재판(재발행)할 때마다 다시 읽어보는데, 굳이 안써도 되는 한자어가 발견되어 그때마다 일일이
다듬고 고치기를 반복한다. 내가 쓰는 정도의 한자어는 굳이 한자 표기를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수준이다.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발
음만 갖고 뜻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학이라고 적으면 되지 굳이 科學이라고 한자 토를 달 이유가 없다. 이것은 Science를 사이언스라고 써도 뜻이 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간 두뇌는 이 정도 언어체계 정도는 거뜬히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모 시인이 쓴 화가의 평전을 읽었는데, 솔직히 말해 더럭 겁이 났다. 독자들이 과연 읽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글이 난해하
다. 한자로 적든 안적든 오래도록 한문을 익혀온 나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한자한문을 안배운 40세 이하 젊은이들이 이런 책을 과연 읽
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독서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원인 중에 실제로 이해를 못해서 못읽는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는 의구심이 든
다.
이 평전에서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을 가려본다. 물론 한자한문을 배운 세대는 읽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한글로 적은
한자어라도 그 한자가 뭔지 연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0세 이하라면 어려울 것이다.
- 그런 농촌이면서도 고도이자 개화 도회지인 평양에 종속됨으로써 그곳의 농민들은 신속하게 개화에 침윤된 흔적이 있다.
- ... 그의 타고난 목청으로 염불 송주를 유자 현묘하게 읊어댄다.
- ... 그의 초점이 닿아서 몸 전체를 부동존으로 정체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천장만 응시하다가 그대로 명목함으로써
- ...그런 소리와 점점 격절되고 있었다.
- 부산은 모든 것이 가정형으로 이뤄진 항구였다.
- 그는 현실을 지식인의 우수나 의식의 굴절로 만나지 않고 현실의식이나 역사 감각을 무의식의 초대형으로 방기한 것이다.

이 평전은 2004년에 첫 발간된 것인데도 문장이 이러하다. 아마도 젊은이들은 조선시대 가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
래서 난 우리말과 한자어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한다.
나는 한글, 한자 논쟁에 앞서 한자어를 줄여쓰는 노력부터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어려운 한자어를 단지 한글로 표기한다고 해서 쉬워
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 독해 관점에서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노력은 안하고 오직 <한글로만 쓰기>를 주장하거나 <한자 섞어쓰기
>만 주장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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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어를 줄여 쓰고, 웬만하면 우리말로 고쳐쓰자.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자어를 그냥 쓰자는 주장만 하지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2. 어려운 한자어는 한자로 토를 달거나 (병기한다는 말보다는 토를 단다는 게 훨씬 이해가 쉽다.) 괄호 안에 한자를 써줘야 한다.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한자어라도 한글로만 적는다. 이 또한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
로 합의해야만 바뀔 수 있다. 정 한자 토를 달기 싫다면 쉬운 우리말로 고쳐써줘야 한다. 희토류, 이안류 등이 그런 말이다. 주로 공무원
들이 이따위 말을 즐겨쓴다. 공무원들은 한자어로 말을 만들지 못하면 아예 영어를 한글로 써버리기도 한다. 그러니 확포장개보수란 우
스운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우리말과 한자어에 관해 쓴 글들>
육이오전쟁 놓고 장난하는 참 나쁜 언론들
나이를 가리키는 한자어
국어사전에 한자어가 70%나 된다고?
한자어 털고, 일본어 잔재 씻으려면 앞으로도 백년 더 걸릴 듯
글쓰기가 힘들다
허핑턴포스트 / 글 잘 쓰는 비법 9가지
이재운의 소설 문장은 너무 쉽다고 불평하는 분들께
기자들의 한국어 실력 / 동아일보 "미 기자 처형당해"
2014 수능 생명과학 8번 문제 / 교수가 고등학생들을 지식폭행했다
한글날에 찬물 끼얹는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극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자할 수 있구나
양말을 한자로 안써서 불편하다는 성균관대 이명학 교수에게
한자 교육 안해 나라 망해간다는 분들에 대한 내 입장
녹색과 푸른색은 서로 다른 색깔이 아니다

간질이 간에 걸리는 병인가?

우리말 망치는 공무원들

희토류라니, 기자나 국어학자나 배알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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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글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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