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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한자는 필획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이다. 필획이 적게는 1획에서 많게는 수십 

획에 이르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자는 정해

진 필순에 따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한

자 역시 수기문자에서 점점 입력문자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자를 꼭 

손으로 써야 하는지, 써야 한다면 꼭 필순에 따라 써야 하는지의 의문 역시 제기되

고 있다.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언어 교육에

서 문자 교육을 제외할 수는 없다. 한자 쓰기 교육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복잡한 

필획으로 인해 쓰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어려운 건 비한자문화권 국가 학

습자나 한자문화권 국가 학습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간체자의 필순규칙과 각국의 

한자 필순규칙에 상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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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한자문화권 국가 미국학생과 한자문화권 국가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한자 쓰기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필획에 대한 이해 부족

과 이러한 이해 부족이 필순으로까지 반영된 문제들이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한자쓰기 부담 경감과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해 한자 쓰기교육의 유연성 문제, 즉, 

한자 필순규칙의 보다 유연한 적용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I. 들어가면서

논의에 앞서 만약 한자1) ‘뉘우칠 悔’자의 올바른 필순을 고르라는 사지선다형의 

아래 문제가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

① ㇀ 亅 丶 丿 一 𠃊 𠃍 丶 丶 一

② ㇀ 丶 亅 丿 一 𠃊 𠃍 丶 一 丶

③ ㇀ 丶 亅 丿 一 𠃊 𠃍 丶 丶 一 

④ ㇀ 丶 亅 丿 一 𠃊 𠃍 丨 一

또 다른 문제, ‘왼쪽 左’자와 ‘오른쪽 右’자의 첫 획은 가로 획 ‘一’인가, 아니면 

삐침 획 ‘丿’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글자마다 쓰는 순서, 즉 필순이 정해져 있다. 필순은 필

획의 순서로 일반적으로 필획의 조합인 한자는 정해진 필순에 따라 쓰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한자뿐만 아니라 번체자, 간체자, 일본한자도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한자 필순규칙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듯 모두 동일한 것

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간체자의 도입과 그에 따른 통용한자의 필순을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 한자의 사용과 교육에 있어 필순에 따른 한자 쓰기가 과연 얼마나 중

요한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존재한다. 현재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

으로 한자뿐만 아니라 세계 문자의 수기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자는 적게

는 1획에서 많게는 수십 획에 이르는 다양한 필획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적은 필획의 최소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여타 병음문자와는 그 성격이 다

 1)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한자’는 廣義의 개념이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 번체자, 간체

자, 한국한자, 일본한자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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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즉, 필순에 따른 한자 쓰기가 그만큼 중요시되어왔고 현재도 그것이 전혀 중

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필자뿐만 

아니라 중국어든 한자든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수기로 제출한 과제를 받아본 

교육자라면 한자 수기의 천태만상에 대해 한번쯤 그 심각성을 인식해보았을 것이

다. 상하, 좌우 비대칭은 물론 필획을 잘못 쓴 경우 등 여러 문제가 혼잡하게 나타

난다. 중국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학생들

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한자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롯된 필획의 비정형, 비통

일, 비대칭, 필순문제 등이라면 중국 학생들에게는 한자를 급하게 쓰면서 나타나는 

오자와 필순 문제가 주를 이룬다.2) 이는 눈으로 보고 기기로 입력하는 현대의 한

자 사용, 즉, 한자 수기의 기회와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환경에서 필연적으

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적으로 한자를 쓰는데 

꼭 수기여야만 하는지, 한자를 쓰는데 꼭 필순에 맞게 써야하는지가 과연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쓰

기 규칙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며, 교수자로서 학습자의 잘못된 한자 쓰기 행태

를 계속해서 수수방관할 수만도 없다. 사실 학습자가 한자 쓰기를 잘못하는 데에는 

올바른 한자 쓰기 교육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만약 한국어나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가 쓰기 규칙을 무시한 채 한글이나 한자를 그저 

임의대로 그리듯이 쓴다면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치부할 

한국인과 중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정해진 필순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간의 

허용범위 내에서 쓴다면 물론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허용범위 밖에서 규칙

을 무시한 채 한자의 정형성을 훼손할 정도로 계속 사용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충

분히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뉘우칠 悔’자의 올바른 필순은 번체

자 규칙대로라면 1번, 간체자 규칙대로라면 2번, 한국한자 규칙대로라면 3번, 일본

한자 규칙대로라면 4번이다.3) 이처럼 다소간의 필순과 필획 차이는 한자의 특성

상, 또 국가별 발전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한 차이는 오히

 2) 楊彩俊 等 <大學生漢字書寫習慣筆 調査硏究>, 《當代敎育理論 實踐》 2014年 第3

期, 150-152쪽 참조. 

 3) 번체자는 常用國字標準字體筆 學習網(stroke-order.learningweb.moe.edu.tw), 간

체자는 <現代漢語通用字筆 規範>, 한국한자는 <漢字筆 사전>과 네이버한자, 일본한

자는 漢字辞典(kanji.jitenon.jp)에 각각 근거하였다.



214  《中國文學硏究》⋅제72집

려 상호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마땅하지, 물리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규칙의 오류를 지적하며 수정해야 한다든지 등의 주장은 필요성도 없고 그 의미 또

한 미약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필순교육 방법은 이미 국가별로 정해진 

필순규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교육에 적극 반영해 학습자로 

하여금 그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고 또 응용하게 하는 것이다. 

본 주제의 논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를 쓰는데 있어서 반드시 정확한 

필순에 따라 써야 한다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다시 말해, 한자 

자형과 필획의 정형성이 충분히 유지된다면 필순 문제를 부각시켜 학습자의 혼란과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연한 필순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학습효과 

측면에서 훨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본 논의의 전제로 한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먼

저 중국과 한국의 한자 필순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의 논점을 분석한 다음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 학생들과 역시 작년에 필자가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에서 수업을 

통해 발견한 미국의 중국어 학습 대학생들의 한자 필순 인식 실태 조사결과를 제시

해 필순 교육의 현실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한자 필순 문제를 보는 여러 시각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연구는 한자의 필획, 필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

고 심지어 한자의 위기론을 부각시켜 한자 정체성 상실을 염려, 각성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컴퓨터의 보급과 스마트 기기의 광범위한 사용을 근거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한자 기록을 수용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江新은 그의 논문 <鍵盤時代的漢字敎

學>에서 학계에서 보인 여러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국어

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의 한자 쓰기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소개인데, 

그녀가 인용한 王際平의 연구, 즉 상하이교통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구

미 유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학습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자를 수기

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무려 91%에 달한 반면, 일부 

한자를 수기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과 반드시 한자 쓰기 학습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각각 37%와 16%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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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 결과적으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의 한자 수기에 대한 인

식은 한자 필획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한자 쓰기에 있

어서 수기보다는 기기를 이용한 입력과 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자 필순을 배운 학생들도 시간이 경과되면 배운 필순을 무시하고 본래의 습관대

로 한자를 쓰는 경향도 보였다.5) 이런 현실에 대해 제2외국어로써의 중국어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주장은 첫째, 한자 교육 및 학습에서의 여러 난이도를 고려해 

우선 실용적 측면의 언어 구사 능력 향상에 집중하자는 의견, 둘째, 컴퓨터 및 스

마트 기기를 통한 한자 사용을 수용하면서 괜히 한자 쓰기 교육을 강조해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흥미 저하를 방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한자 쓰기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첫째, 한자의 기억을 위해서라도 한자 쓰기 교육을 언

어 교육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 둘째, 한자 쓰기 교육에 있어서 필순 교육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다. 사실 필순에 의한 한자 쓰기 학습은 한자의 자형 기

억에 많은 도움이 되며, 오히려 보기 좋게 쓸 수 있으며, 또 식별하기도 편한 장점

이 있다. 이는 賈喆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 

한자 쓰기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의견은 한자가 비단 중국어를 기록하는 문자

로써의 역할 외에 오랜 중국의 역사 문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과 무관치 않

다. 사실 한자 쓰기교육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한자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대로 한자 교육의 유연

성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자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의

견의 정도 차이이지 전혀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한자 필순 교육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

호는 그의 논문 <교육용 한자의 필순과 획수의 제 문제 검토>에서 한국의 한자 교

육에 있어서 필순규칙의 모순을 지적하고 보다 유연한 필순 적용을 주장하였다. 올

바른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학습자의 부담 가중 완화 측면에서 보면 필순규칙의 지

나친 강조는 분명 역효과를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4) 江新 <鍵盤時代的漢字敎學>, 《國際漢語敎學硏究》 2017年 第2期, 4쪽 참조. 

 5) 安然, 單韻鳴 <非漢字圈學生的筆 問題>, 《語 文字應用》 2007年 第3期, 59쪽 참

조.

 6) 賈喆 <筆 敎學 歐美學生漢字記憶關係的實驗硏究>, 《課程敎育硏究》 2017年 第20

期,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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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필순규칙이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모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

니다. 개별 한자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필순규칙을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순규칙에는 상호 모순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필순규칙의 모순 

또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다. 한자의 필획 조합이 자연스러운 붓의 놀림이라면, 모

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순 또한 그 붓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정해지는 것

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영호의 주장대로 ‘쌀 米’자를 완성하

는데 먼저 ‘열 十’자를 먼저 쓰고 다음 나머지 획을 쓴다면 자연스러운 필획의 이동

으로 볼 때 어색하지 않을 수 없다. ‘米’자가 ‘丶’과 짧은 삐침, 그리고 ‘木’자 조합의 

상형자인 점을 감안해도 자유로운 필획의 이동은 먼저 위쪽 좌우 점을 쓰고 난 다

음 ‘木’자의 가로획으로 이어 완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자 필순규칙에는 초서, 행

서의 필획 방향과 이동을 반영한 경우가 있다.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 우리가 흔히 쓰는 ‘오른쪽 右’자와 ‘왼쪽 左’자 첫 획은 번

체자와 간체자에서는 모두 가로획이지만, 한국한자와 일본한자는 그렇지 않다. 한

국한자와 일본한자의 필순규칙은 삐침 획과 가로 획의 길이 차이를 두고 가로 획이 

긴 ‘右’자의 경우 삐침 획을 첫 획으로, 삐침 획인 긴 ‘左’자의 경우 가로 획을 첫 

획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체 한자를 접하고 쓰고 있는 작금의 상황

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실제 쓰기에 반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번체자, 

간체자와 달리 한국한자와 일본한자에서 이 두 글자의 첫 획과 둘째 획 필순규칙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대 서체 필획의 연속성에서 그 근거를 들 수 있다. 주

지하다시피 초서는 필획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우며 한번 시작되면 마지막 획까지의 

멈춤이 거의 없다. 행서 역시 해서의 흘림체답게 붓의 필획이 자연스럽게 서로 이

어지는 특징이 있다. 먼저 ‘右’자를 보자. 초서 ‘右’자의 필형은 ‘ ’7)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삐침 획이 첫 획임을 볼 수 있다. 삐침 획으로 시작해 가로획으로 연결되

고, 다시 ‘입 口’자로 이어지며 매우 자연스럽게 필획이 완성된다.8) 같은 맥락에서 

‘左’자의 초서체를 보자. ‘ ’9)자를 보면 가로 획을 먼저 긋고 약간의 멈춤 후 바로 

 7) 그림출처, www.shufaai.com

 8) 만약 오른쪽 ‘右’자를 가로 획을 먼저 쓰고 삐침 획을 쓰면 그 다음 세 번째 획, 즉 입 

‘口’자 첫 획인 세로획으로의 이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필획의 끊김이 발

생할 수 있다. 

 9) 그림출처, www.shufa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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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침 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삐침 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

음 획, 즉 ‘장인 工’의 가로획으로 바로 이어진다. 한자 쓰기의 신속성과 간결성 유

지에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한국한자와 일본한자에서는 바로 이러한 고대 

서체 필획 이동을 필순규칙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10) 

이렇듯 필순규칙은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학습자의 혼란을 상당부분 초

래할 수 있다. 고대 서체 필획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해도 이미 

인쇄체를 보고 사용하는 우리로써는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左’, ‘右’ 두 글자 인쇄체의 첫 획과 둘째 획은 모두 동일하므로 서

로 구분할 필요와 이유를 거의 느끼지도 못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필순의 규칙

에 내재된 모순점들인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야말로 학습자들의 혼란과 부

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의욕의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

Ⅲ. 한⋅미 학생 필순 쓰기 실태

필자는 담당과목 ‘중국어학의 이해’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한자 쓰기 실태를 매 

설강 학기마다 점검한다. 이는 수업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한자쓰기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보는데도 목적이 있다. 방법은 주의해야 할 필순 목록에 있는 한자

(간체자 포함)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필순규칙에 따라 

한 획 한 획 쓰게 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한자 필획의 구성, 필

순은 물론 한자 획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한자 및 

간체자 쓰기 실태 관찰을 통해 여러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발견되는 

주된 문제는 필획 오용과 필순 문제이다. 나타난 문제 외에 더 심각한 점은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필획, 필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필순

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로지 

자신의 관찰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그야말로 한자를 그리듯이 쓰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비단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예를 

10) 한국한자와 일본한자의 이 ‘左’, ‘右’자 필순규칙은 인쇄체 한자의 필순을 규정하는 과정

에서 근거를 획의 길이 차이에 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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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손 扌’자의 필획과 필순은 가로 획 ‘一’, 그 다음 세로 갈고리 획 ‘亅’, 마지막

으로 왼쪽 아래서 오른쪽 위로 끌어올리는 획 ‘㇀’으로 구성된다. 가로 획부터 출발

한 획이 세로획으로 이어지고 그 끝 부분에서 갈고리 획과 함께 잠시 멈췄다가 위

로 끌어 올리는 획으로의 이동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필획의 

모양, 순서 및 원리 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소 임의적 판단에 따라 쓰게 되는

데, 이 글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는 세로획의 끝이 갈고리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내려 긋기만 하는 경우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끌어올리는 획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냥 삐쳐 내리는 경우이다. 이마저도 삐침 획이 아닌 그냥 사

선으로 내려 긋기만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11) 또 다른 예를 보면, ‘물 氵’자의 

필획과 필순은 丶, 丶,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끌어올리는 획이지만 이 역시 

여러 학생들은 마지막 획을 오른 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삐쳐 내려쓰고 있다. 

이런 기본 필획의 오류 외에도 필순에서 좌우 편방 순서의 전도 현상도 많이 나

타난다. ‘建’, ‘廷’, ‘連’, ‘迅’ 등 한자는 모두 받침 ‘廴’과 ‘辶’을 맨 나중에 쓰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일반적인 필순규칙

과 본인의 습관대로, 임의적으로 이 두 받침을 먼저 쓴 다음 나머지 오른쪽 획들을 

완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한자 오른쪽 상단의 점 ‘丶’이 일반적인 규칙에 의

해 맨 나중에 찍히는 데에서 오는 혼란도 있다. 예를 들면, ‘方’, ‘永’자의 첫 번째 

획 丶을 처음이 아닌 마지막에 찍는 경우이다.12) 이러한 예들은 필순규칙에도 어

긋날 뿐만 아니라 필획의 형태도 무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한자 쓰기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다.

아래 한⋅미 대학생 필순 쓰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나타난 문제

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필순규칙은 중국어 학습자 대상이기 

때문에 간체자 규칙을 토대로 판단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간체자 규칙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수치로 제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 학생 수는 17명이며, 미국 학

생 수는 23명이다. 중국어 학습기간은 대부분 2년 미만자들이다.13) 판단이 불가한 

11) 이러한 혼란은 필획은 유사하지만 쓰는 방향이 정 반대인, 예를 들면 ‘才’자의 세 번째 

획과의 혼동에서도 기인한다. 

12) , 

13) 학습기간이 2년 미만인 이유는 해당 과목 설강 시점이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이며, 미

국 학생 경우도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습기간이 2년 미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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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제외하고 수치를 제시하였다. 조사는 필순규칙이 비교적 복잡하거나 틀리

기 쉬운 한자, 그리고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에서 필순규칙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자 17자14)를 대상으로 하였다.

4.1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廴 建15), 延 7 10 9 14

필획 ‘길게 걸을 廴’은 우변 획들을 모두 완성하고 맨 마지막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의 규칙이 모두 동일하다.16) 그러

나 일반적인 필순규칙,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만약 

별도의 규칙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학생들은 왼쪽 받침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필획

들을 완성하는 순으로 썼다. 학생들의 필순 이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학생

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 절반 이상이 ‘廴’을 먼저 쓰고 다음 오른쪽 나머지 획을 완

성했다. 학생들에게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데에는 필획의 형태가 유사한 상용 간

체자 ‘處’자에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處’자의 필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

이 자연스러우며 규칙 또한 그렇게 되어 있다. 일반적인 필순규칙과 그 외 규칙이 

학생들의 필순 이해에 혼란을 가중한 경우이다. 

4.2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辶 連17), 迅 10 7 14 9

14) 黃伯榮 廖序東 主編 《現代漢語(增訂五版)》(北京, 高等敎育出版社, 2011), 154쪽 

참조.

15) , 아래 부분은 차후 올바르게 수정한 것

임. 이하 동일.

16) 필순규칙은 동일하지만, ‘廴’의 획수는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가 3획으로 동일하고 

간체자는 2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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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엄쉬엄 갈 辶’변의 글자 역시 ‘廴’처럼 오른쪽 편방을 모두 완성하고 맨 마지막

에 쓰도록 되어 있다.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 규칙 모두 동일하다.18) 

학생들의 필순 이해 조사 결과도 제대로 쓴 경우는 한국 59%, 미국 60% 정도에 

불과했다.

4.3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匚 巨, 区, 医 2 15 1 22

‘상자 匚’변 글자의 간체자 필순규칙은 가로획을 우선 긋고 안쪽의 획들을 완성한 

다음 맨 마지막에 첫 획 가로획과 연결되는 세로획과 하단의 가로획을 이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번체자 필순규칙은 가로획, 세로획, 안쪽 획, 가로획 순으로, 

한국한자와 일본한자 필순규칙은 세로획, 가로획, 안쪽 획, 가로획 순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한자의 경우 번체자 필순규칙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 미국 학

생들의 쓰기 결과는 간체자 필순규칙에 부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여러 규칙에 따라 쓰기 보다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匚’를 먼저 쓰고 이

어 안쪽 획들을 완성하는 경우19)가 있었고, 반대로 안쪽 획을 모두 완성한 다음 

‘匚’을 맨 마지막에 쓴 경우20)도 있었다.21) 만약 필획의 정형성만을 고려한다면 

17)

18) 마찬가지로 필순은 동일하지만, ‘辶’의 필형과 획수는 서로 다르다. 한국한자가 번체자, 

간체자, 일본한자와 달리 점을 두 개와 아래 부분으로 나뉘어진 4획인데 반해, 번체자, 

간체자, 일본한자는 점과 아래 부분으로만 구성된 3획이다. 필형도 간체자는 ‘辶’, 번체

자와 일본한자는 ‘辶’으로 다르다. 인쇄체 글꼴 차이 역시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19)

20)

21) ‘클 巨’자는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의 자형이 유사하다. 그러나 필순규칙에

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부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획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는 이 ‘巨’자의 부수를 ‘工’자로 보기 때문에 위쪽 가로획, 

왼쪽 세로획, 아래쪽 가로획을 각각의 한 획으로 보고 총 획수를 5획으로 규정하고 있



한⋅미 학생 한자 필순 쓰기 실태를 통해 본 한자 필순 교육 문제 고찰  221

‘匚’을 먼저 완성하고 이어 안쪽의 획들을 완성하는 필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4.4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乚 巴 8 9 15 8

‘숨을 乚’변의 한자 ‘땅이름 巴’의 간체자 필순규칙은 가로 후 꺾임, 중간 세로획, 

바로 밑의 가로획을 쓴 다음 ‘乚’을 이어 쓰면서 글자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번

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역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일반규

칙에 의해 왼쪽의 ‘乚’획을 먼저 쓴 다음 나머지 획을 완성했다.22)

4.5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𠄎 乃 12 5 13 8

‘이에 乃’자의 필순규칙은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가 동일하고 간체자가 다르

다. 간체자의 필순규칙은 먼저 ‘𠄎’을 쓰고 삐침 획을 나중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번체자, 일본한자, 한국한자는 삐침 획을 먼저 쓰고 ‘𠄎’획을 나중에 쓰

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간체자 필순규칙대로 먼저 

‘𠄎’을 쓰고 삐침 획을 나중에 써서 완성하였다. 이는 한국한자 필순규칙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학생뿐만 아니라 미국학생 역시 그러했다. 일반적인 필순

규칙으로 본다면 먼저 왼쪽 획을 쓰고 오른쪽 획을 완성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지

만 학생들은 간체자 필순규칙대로 쓴 학생이 더 많았다. 이는 어느 정도 학습이 반

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이 역시 필획의 정형성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지만, 간체자의 경우는 부수가 ‘匚’라서 총 4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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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필순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乃’자의 고대 서체 ‘ ’23)를 보

더라도 삐침 획을 첫 획으로 쓴 경우가 있다.

4.6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丿 及 6 11 8 13

‘미칠 及’자의 필순규칙은 위의 ‘乃’와 달리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 

모두 먼저 삐침 획을 쓰고 그 다음 획으로 이 ‘𠄎’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파임 획으

로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많은 학생들이 ‘乃’와 마찬가

지로 먼저 ‘𠄎’획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삐침 획과 파임 획을 썼다.24) 한국학생, 미

국학생 모두 그러했다.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필획의 이동으로 위에서 지적했듯

이 필획의 이어짐에 의한 자연스러운 필순이라면 먼저 삐침 획을 쓰고 차례대로 다

음 획을 이어 완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국, 미국 학생 불문하고 이 ‘及’자를 제대로 쓴 학생의 비율이 “乃”

자를 잘 못 쓴 학생의 비율과 비슷하며, 반대로 ‘及’자를 잘 못 쓴 학생의 비율이 

‘乃’자를 제대로 쓴 학생의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 

역시 자형이 비슷한 ‘乃’자의 학습효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표에 이 두 

글자의 위치가 서로 앞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4.7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𠃌 万 2 15 1 22

필획 ‘𠃌’으로 구성된 한자 ‘모 方’, ‘힘 力’, 그리고 간체자 ‘일만 萬’ 등 한자의 

23) 그림출처, www.shufafa.com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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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규칙은 우선 ‘𠃌’획을 먼저 쓰고 나머지 삐침 획 ‘丿’을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간체자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삐침 획을 먼저 쓴 

다음 마지막에 ‘𠃌’획을 완성하였다. 이는 일반규칙에 의한 왼쪽부터 쓰기의 규칙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의 ‘乃’자에서 보인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여기에는 전

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사표 역시 간극을 두고 뒤에 위치시켰기 

때문인데, 만약 ‘乃’자의 학습효과가 반영되었다면 삐침 획 전에 ‘𠃌’획을 완성한 학

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어야 한다.25) 간체자 ‘萬’자는 중국에서도 필순규칙 규정 

당시 여러 의견이 있었으므로 삐침 획과 ‘𠃌’획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 ‘方’, 

‘力’, ‘万’자 등은 보다 유연한 규칙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4.8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匕 顷 3 14 5 15

‘비수 匕’획의 필순규칙은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가 동일하고, 필형의 차이

가 있는 번체자 필순규칙이 다르다.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는 먼저 삐침 획을 

쓰고 그 다음 획 ‘乚’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번체자 경우는 첫 획이 삐침 

획이 아닌 가로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순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필형의 차이는 

있지만 필순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乚’획을 먼저 쓰고 삐침 획을 

썼다. 일부 삐침 획을 가로 획으로 쓴 학생도 있었다. 필획의 자연스러운 이동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 글자 역시 필순에 유연함을 부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5) 사실 간체자 ‘일만 万’자의 필순규칙은 규정 단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경우이다. 결

과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대에는 당시 서법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汉字笔

顺 你写对了吗?”, http://news.ifeng.com/a/20141224/42781845_0.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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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丶, 一 母 4 13 2 20

‘어머니 母’자의 첫 두 획을 제외한 세 번째 획부터 다섯 번째 획까지의 필순규칙

은 번체자, 한국한자의 경우 ‘丶’, ‘丶’, 다음에 가로 획 ‘一’을, 간체자는 위에서 아

래로 차례대로 ‘丶’, ‘一’, ‘丶’ 순서대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한자의 경우는 

자형이 ‘毋’로 먼저 세로획을 내리 긋고 가로획으로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의 양국 학생들의 쓰기 양상은 사뭇 달랐다. 한국 학생의 경우 대부분 처음 

두 획은 맞게 쓴 반면, 미국 학생들은 처음 두 획을 잘 못 쓴 경우가 있었다. 결과

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한자 필순규칙대로 ‘丶’, ‘丶’을 쓰고 마지막에 

가로 획으로 완성한데 반해, 미국 학생은 첫 두 획을 제외한 나머지 세 획의 순서

를 가운데 가로 획을 먼저 긋고 위아래 점을 차례로 찍은 경우26)가 더 많았다. 필

순의 일반적인 규칙, 즉, “관통하는 획은 맨 마지막에 쓴다.”대로 라면 한국학생이 

비교적 이 규칙에 따라 썼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필획의 정형성이 필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필순에 유연함을 부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4.10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丨 非 5 12 10 13

‘아닐 非’자의 간체자는 ‘非’로 번체자와 간체자간의 필획 차이가 존재한다. 번체

자, 한국한자, 일본한자가 서로 동일하고 간체자 자형이 다르다. 왼쪽 세로획 아래 

부분이 삐침 획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리그은 획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순규칙이 다

른 것은 아니다.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 모두 왼쪽 세로획을 첫 획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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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일반규칙에 의해 왼쪽 가로 세 획

을 먼저 쓰고 이어 세로획을 쓰는 경향을 보였다.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의 경

우 왼쪽 세로획 끝이 삐침획인 것은 그 다음 획으로 이어짐이 있다는 자연스러운 

필획의 이동을 유도하므로 세로획이 첫 획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간체자는 필순은 동일하지만 왼쪽 세로획이 직선이라서 학생들에게 혼란이 초

래된 경우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왼쪽부터 가로 세 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세로획을 이어 쓴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필순에 유연성을 부여해 왼쪽

부터 세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을 쓴다고 해도 간체자 자형에 영향을 주는 것

은 아니다. 

4.11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忄 忆 17 0 1 21

서두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바와 같이 부수 ‘마음 忄’의 필순규칙은 간체자, 한국

한자, 일본한자가 동일하다. 모두 먼저 좌우 점을 찍고 그 다음 세로획을 내리긋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번체자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왼쪽에서 차례대로 점, 세

로획, 점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학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한자의 필순규

칙에 맞게 완성하였으므로 간체자 ‘憶’도 어렵지 않게 썼다. 그러나 미국 학생의 경

우는 달랐다. 먼저 가운데 세로획을 내리 긋고 좌우 점을 찍은 경우가 있었고, 번

체자 규칙대로 왼쪽 점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세로획, 오른쪽 점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사실 세로획을 먼저 쓰고 두 점을 찍어도 자형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다소 유연한 필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12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人 火 5 1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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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火’자의 필순규칙은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 모두 동일하다. 먼저 

왼쪽 점과 오른쪽 짧은 삐침 획을 쓰고 나서 나머지 가운데 ‘사람 人’자를 완성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필순 조사 결과는 양국 학생 모두 가운데 

획 ‘人’을 먼저 쓰고 좌우 변을 나중에 쓰는 경향과, 일반규칙대로 좌측에서 차례대

로 점, 人, 마지막으로 짧은 삐침 획으로 완성하는 경향도 보였다. 자형의 정형성

은 유지되었지만 이는 필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오류라고 하겠다. 또

한 ‘ ’자의 경우처럼 좌우 대칭일 때 중간 획부터 쓴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火’자의 우변은 점획이지만 사실상은 짧은 삐침 획으

로, 이 삐침 획 이후 ‘人’자의 첫 획, 즉 삐침 획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므로 가운데 ‘人’은 마지막에 쓰는 게 맞다. 따라서 ‘火’자의 필순 역

시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여 좌우 변을 먼저 쓰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人’을 완성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3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丶
义 0 17 -27) -

门 3 14 3 20

‘옳을 義’자의 간체자 ‘義’, ‘문 門’자의 간체자 ‘門’의 필순규칙은 먼저 점을 찍고 

난 후 나머지 획을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간체자 필순규칙을 제대

로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양국 학생 막론하고 거의 없었다. ‘義’자의 경우 모든 

한국 학생들이 삐침, 파임 획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丶’을 찍었으며, ‘門’자의 경우 

한국, 미국 학생들 대부분이 일반규칙대로 왼쪽 획부터 차례대로 옮겨가며 두 번째 

획으로 점을 찍었다. ‘義’자의 ‘丶’은 먼저 찍던, 나중에 찍던 자형의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실 ‘丶’을 찍고 다음 획을 쓰거나, 일반규칙대로 왼쪽부터 

차례로 옮겨가며 쓰더라도 필획의 정형성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유연한 필순을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27) ‘义’자에 대한 미국 학생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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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乛 皮 9 8 10 13

‘가죽 皮’의 필순규칙은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가 동일하고 간체자가 다르다.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에서는 왼쪽 삐침 획이 첫 획, 그 다음 가로 갈고리 획 

‘乛’이 두 번째 획이지만, 간체자에서는 이 가로 갈고리 획 ‘乛’을 첫 획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로획 끝의 갈고리 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냥 가로획으로 끝내 ‘엄 厂’자를 쓴 경우가 많았다. 필순도 ‘厂’대로 세로

획을 먼저 쓴 학생이 많았다. 삐침 획과 ‘乛’, 두 필획만 놓고 보면 어느 획을 먼저 

써도 자형의 정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유연한 필순규칙을 적용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15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丿 必 0 17 7 16

‘반드시 必’자의 필순규칙은 번체자가 다르고, 한국한자와 일본한자가 같으며, 간

체자가 또 다르다. 먼저 간체자의 경우, 이 ‘必’자의 필순은 왼쪽으로 찍는 점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 ‘丶’, ‘丿’, ‘丶’ 순서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체자는 간체

자와 비슷하지만 마지막 두 번째 획이 ‘丿’이 아닌 점과 점을 먼저 쓰고 맨 마지막

에 ‘丿’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한자와 일본한자의 규칙은 이에 반해 첫 획을 

윗부분 ‘丶’로 시작해 ‘丿’, ‘㇃’을 차례대로 쓰고 그 다음에 좌우 점을 찍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복잡한 필순규정 때문에 이를 간체자 규칙대로 제대로 

쓴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한국 학생은 한국한자 규정대로 쓴 학생조차 거의 없었고, 

오히려 번체자 규정대로 쓴 학생이 많았다. 미국 학생의 경우는 번체자 규정대로 

쓴 학생과 삐침 획을 먼저 쓰고 나머지 두 점을 차례대로 찍은 학생이 있었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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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자와 간체자, 국가별로 상이한 이 ‘必’자의 필순규정은 자연스러운 필획의 이동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각각의 규정이 다른 점은 한국한

자와 일본한자가 고대 서체 필획의 이동을 필순규칙에 반영하였다고밖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어쨌든, 필획의 정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양한 필순의 

유연한 허용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16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一 耳 4 13 9 12

‘귀 耳’자의 필순규칙은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가 동일하고 간체자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위쪽 가로획과 다음 획인 왼쪽 세로획까지는 모두 동일하지만 세 

번째 획부터 차이가 있다.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의 경우 세 번째 획을 안쪽 

가로 획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체자 필순규칙은 오른쪽 긴 세로획을 세 번째 획으

로 규정하고 있다. 쓰기에 따라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필순이다. 한국학생, 

미국학생 역시 간체자 규칙에 따라 쓴 학생은 많지 않았다. 한국학생이 간체자 필

순규칙대로 쓴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한국한자 필순규칙의 영향으로 보인

다. 따라서 ‘耳’자의 필순 역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17

필획 예자
한국학생 미국학생

符合 不符合 符合 不符合

㇀ 斩 0 17 9 14

‘수레 車’자의 간체자 ‘車’의 필순은 가로획 ‘一’을 시작으로 ‘𠃋’, ‘一’, ‘丨’ 순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규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필획의 이동이다. 그러나 이 

‘車’자가 좌변으로 쓰일 때의 필순은 단독으로 쓸 때의 필순과 차이가 있다. 동일한 

글자임에도 단독으로 쓸 때와 편방으로 쓰일 때의 필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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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해답 역시 좌우 편방의 자연스러운 필획 이동에서 찾을 수 있겠다. 

‘車’의 마지막 획이 세로획일 때보다 왼쪽 아래서 끌어올리는 획일 때 우변 획으로

의 이동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러한 예는 ‘소 牛’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독으

로 쓰일 때의 필순은 ‘丿’, ‘一’, ‘一’, ‘丨’이지만 좌변으로 쓰일 때의 필순은 ‘丿’, 

‘一’, ‘丨’ 다음에 왼쪽 아래서 끌어올리는 획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28) 학생들은 

이러한 규정을 대부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쓸 때와 마찬가지로 가로

획 다음 세로획 순서로 썼다. 필획의 특징을 반영한 필순교육이 필요한 경우라 하

겠다.

Ⅳ. 필순규칙 용의 유연성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한자 쓰기에서 있어서 어느 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

떤 획을 쓰는지가 필획의 구성 및 완성도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

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필순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먼저 어떤 획을 쓰

고 그 다음 획을 쓰는 게 한자의 정형성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순서의 전도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북녘 北’자의 경우도 

한국한자와 일본한자의 필순규칙은 첫 획을 왼쪽에서 짧게 가로지른 획으로 규정하

고 그 다음 획이 긴 세로 획, 세 번째 획이 왼쪽 밑 부분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획 

순서이다. 그러나 번체자와 간체자의 필순규칙은 세로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두 

가로획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필순규칙 모두 자형의 변화나 필획의 변

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예, 위에서 본 간체자 ‘非’자의 경우도 필순규칙에 

의하면 먼저 세로획을 쓰고 그 다음 가로획 셋을 나란히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먼저 가로획 셋을 쓰고 세로획을 내려 긋는다고 해서 자형 및 필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간체자에만 적용될 수 있다. 번체자 ‘아닐 非’자는 첫 

획이 세로획이다. 이 세로획은 사실 시작이 내려 긋는 획일 뿐 중간 이후는 삐침 

28) 만약 이러한 필획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필순에 반영한다면 위에서 살펴 본 ‘耳’자 역시 

단독으로 쓸 때와 좌변으로 쓰일 때의 필순이 서로 달라야 하지만 간체자 필순규칙은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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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획의 자유로운 이동을 반영해 이 세로획을 첫 획으로 규

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바로 이런 점들로 인해 자형과 필획의 정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필순의 전도를 다소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제시한 ‘뉘우칠 悔’자

의 편방인 ‘母’자도 마찬가지이다. 번체자, 간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의 필순, 일

본의 경우 필획에서도 차이가 난다. 사실 모 ‘方’자, 칼 ‘ ’자, 일만 ‘万’ 의 경우에

서도 필순규칙에 의하면 마지막 두 획에서, 우선 가로, 꺾임, 삐침 순서로 이어지는 

‘フ’을 쓰고 난 다음, 이어서 삐침 획 ‘丿’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삐

침 획 ‘丿’을 쓰고 난 다음 ‘フ’획을 써도 정형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예는 ‘이에 乃’자와 ‘미칠 及’자도 마찬가지이다. 간체자 필순규칙을 보

면, ‘及’자의 첫 획은 삐침 획이지만 ‘乃’자의 첫 획은 삐침 획이 아니다. ‘𠄎’획을 쓰

고 난 다음에 삐침 획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처럼 삐

침 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𠄎’획을 써도 글자의 정형성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及’자는 상황이 좀 다르다. ‘𠄎’획 이후 이어지는 획이 ‘㇏’획이 되는 것이 매

우 자연스럽다. 만약 여기서 자형이 완성된다면 필순은 ‘乃’자와 동일한 필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及’자는 ‘乃’자에 비해 획이 하나 더 있다. ‘乃’자와 동일한 필순 구

성이라면 맨 마지막 획이 삐침 획 ‘丿’이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필순 구성이 아

니다. 일반적인 필순규칙에도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칠 ‘及’자의 첫 획은 자연

스럽게 삐침 획 ‘丿’이 되는 것이다. 필순규칙은 필획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及’자의 필순규칙은 비교적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지만 

‘乃’자의 필순은 어느 정도 유연한 규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匚’, ‘匕’, ‘母’, ‘義’, ‘皮’, ‘必’, ‘耳’ 등 한자의 필순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한자 및 

간체자 학습자에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한자, 간체자 쓰기에서 갖는 부담감을 다

소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Ⅴ. 마치면서

중국은 1965년 <印刷通用漢字字形表>를 통해 한자 6,196자의 필순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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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했다. 이 후 1988년 글자를 추가해 <現代漢語通用字表>를 제정하면서 모두 

7,000자의 필순을 정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필순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 것은 1997

년의 일이다. <現代漢語通用字表>의 7,000자 한자를 토대로 필순을 규정한 <現代

漢語通用字筆 規範>이 출판되면서 현재까지 표준 한자 필순규칙으로 사용되고 있

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체자의 필순규칙 또한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다. 

앞서 논의한 바도 있듯이 중국은 간체자를 도입하면서부터 한자에 대한 표준화 작

업을 계속 해왔다. 그 과정에는 부수를 기존의 214개에서 200개로 줄였다. 일부 

한자의 부수를 통합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필순의 간소화, 총획수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에 서 본 ‘巨’자도 번체자와 한국한자, 일본한자에서는 부수 

‘工’, 총 5획이지만, 간체자는 부수 ‘匚’에 총 4획의 글자이다. 이렇듯 현재 중국에

서는 기존의 번체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와 다른 필순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 필순규칙을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2014

년 12월 북경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조차도 새롭게 규정한 한자 필순규칙

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필순과 

새롭게 규정한 필순규칙 사이의 차이가 그만큼 컸는데, 특히 ‘爲’, ‘忄’, ‘匕’, ‘万’, 

‘母’, ‘火’ 등 한자가 그러했다. 2018년 2월에는 인민일보가 필순 틀리기 쉬운 한자 

28자29)를 따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 국가가 제정한 필순규칙이 분명 구

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습관과 규칙 사이의 간격이 여전히 존재한다

는 방증이기도 하다. 어쨌든 중국은 국가가 규정한 표준 간체자 필순규칙을 따르고 

있다.

간체자 이전의 번체자, 그리고 한국한자, 일본한자에도 역시 필순규칙은 존재한

다. 그러나 단일 필순규칙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한자의 경우 개별 글자

의 두 가지 필순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한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자필

순 문제 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자 필순은 한

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필획의 자연스러운 이동에 따라 썼을 때 한자의 정형

성과 대칭이 유지되고, 특히 美的 요소와 함께 기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필순에 따른 한자 쓰기는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29) 차례대로, 力, 匕, 九, 乃, 万, 义, 心, 女, 及, 火, 片, 皮, 必, 母, 由, 出, 凸, 凹, 

讯, , 里, 非, 贯, 重, 脊, 敝, 爽, 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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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한자 쓰기 교육에 필획에 대한 이해 역시 필수적이다. 필순문제를 차치

한다면 학습자들이 필획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皮’

와 ‘厚’의 간체자 기준 첫 획은 각각 ‘乛’와 ‘一’이다. 휘어지는 갈고리 획이 있는 것

과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른 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확하게 쓰고 있

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한자 쓰기교육의 출발점은 올바른 필획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올바른 필순 학습으로 이어진다. 올바를 필순 학습은 

필순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번체자, 간체

자, 한국한자, 일본한자에 각기 다른 필순의 한자가 있다는 점, 나아가 초서, 행서 

등 고대 서체에도 서로 다른 필순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 한자 및 간체

자 쓰기에 있어서 꼭 단일 필순규칙만을 따라야 하는가의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순이 필획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반영한다면 얼마든지 필순규칙을 보다 유

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필순규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특히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가운데 한자문화권 학습자에

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각각의 필순규칙은 규칙대로 존중하고, 교육 현장에

서는 다양한 필순규칙을 활용해 한자 쓰기 교육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이다.

이상 한국, 미국 양국의 중국어 학습 대학생들의 한자 필순 쓰기 실태를 통해 한

자 필순 교육의 유연성 문제를 살펴봤다. 더 많은 한자를 조사하지 못한 점, Raw 

da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제시, 논의 주장에 비해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제

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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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汉字是笔画文字。汉字的笔画少则一划，多则几十划，笔画繁琐，须按笔画顺

序书写。因此，不仅繁体字、简体字、韩国及日本使用的汉字亦应如此。当今，随

着电脑及智能手机的广泛普及，汉字出现由书写文字向输入文字转换的趋势。书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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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字受到质疑，书写是否一定要按笔顺写。对于把汉语作为第二外语学习的学习者

来讲更是如此，需要加强汉字书写规则。汉字笔画繁琐，书写困难。此点对于非汉

字圈国家与汉字圈国家的学习者都是相同的。因为简体字的书写与各国使用的汉

字书写规则存在差异，本论文将非汉字圈国家的美国学生与汉字圈国家的韩国学

生作为研究对象，针对他们的汉字书写实际情况进行了调查。调查结果表明，学生

普遍存在因对笔画理解不足而出现了笔顺问题。本文认为减轻学习者书写汉字的

负担，激发他们学习汉字的热情，需要有针对性地，更为灵活地进行汉字笔顺的教育｡

【主題語】

중국어, 한자, 간체자, 필획, 필순

汉语, 汉字, 简体字, 笔画, 笔顺

Chinese, Chinese Characters, Simplified Chinese character, Strokes, 

Order of 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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