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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한자를 사용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사용하는 한자에 한 규범화 논의를 

통해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를 선정하 다. 선정의 취지는 한자의 표의 기능

을 활용해 구어가 아닌 문자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각국

의 상용한자 범위는 모두 다르다. 중국은 3,500자, 일본은 2,136자, 한국은 1,800

자이다. 범위도 다르고 상용의 정도 역시 다르다. a라는 한자가 A라는 국가에서는 

상용의 정도가 매우 높지만, B, C라는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

로 공용한자 808자는 세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선정된 한자들이라고 

보아야 옳다. 그리고 언어별 한자 사용환경도 다르므로 공용한자 808자가 각국의 

최상위 상용한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용

한자 외에 각국 상용한자에 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한⋅중⋅일 공용한자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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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용한자 범주는 다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일 공용한

자 808자의 각국에서의 상용 정도, 공용한자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정도, 그리고 공

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각국 상용한자의 상용 정도 및 범주에 해 비교 분석하

다. 그리고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 다. 더불어 범위를 양국으로 좁혔을 때 공용한

자의 범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보았다.

1. 머리말

한자문화권 국가 간의 漢字 規範化 논의가 과연 필요한가? 이 물음에 적극적 긍

정과 소극적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성은 認識하면서도 국가별 특징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簡化字를 국가 차원에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

국이 이전의 한자체계로 돌아가기 어려우며, 이미 字體의 변화를 통해 略字를 광범

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본이 略字를 포기하고 원래의 字形이나 중국의 簡化字를 

도입하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도 근세기 한자 정비 과정에서 일본의 한

자 字體를 지나칠 정도로 그 로 가져다 쓴 바가 없지 않으며, 최근 들어 康熙字

典을 토 로 교육용 한자 字形에 한 漸進的인 변환을 진행하고 있어서, 설사 기

준이 될만한 중국의 簡化字나 만의 正字가 있더라도 이를 있는 그 로 도입해 

하나의 규범으로 삼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나아가 漢字의 規範化는 언어 소

통의 기본 도구인 문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자는 특성상 국가별, 지역별 독음은 달라도 字義는 서로 같아 여타 병음 문자

와 달리 筆談을 통한 의사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상업적 혹은 公共의 용도로 표기된 한자는 설령 그 나라의 한자 발음을 

모르더라도 해당 의미는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자를 활용한 書寫 방식의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각국 언어 내부의 한

자 사용환경과 상용한자의 범위는 다르다. 현 적 개념의 중국어 한자 및 어휘 사

용은 이전 시 의 그것과 분명 차이가 있다. ‘먹다’ 의미의 ‘食’, ‘달리다’ 의미의 

‘走’, ‘마시다’ 의미의 ‘飮’은 한국의 한자 사용환경에서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현  

표준 중국어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동사적 의미의 구어체 표현 ‘먹다’,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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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다’는 현  표준 중국어에서 각각 ‘吃’, ‘跑’, ‘喝’로 표현되는데, 이는 현  표준 

중국어에서 HSK 1, 2급에 속할 정도로 상용의 정도가 매우 높은 한자들이다. 그

러나 이 한자들은 한국어 한자 사용환경에서는 낯선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한문 교

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에도 수록

되어 있지 않다. 중국인이 한국인과의 필담 소통에서 이들 한자를 사용하면 한국인

은 識字量에 따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중⋅일 삼국이 自國의 특수성과 관련국과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를 도출해 어느 정도의 筆談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한자 규범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

한 성과도 본래의 취지만큼 각기 다른 언어 환경의 학습자와 사용자들이 삼국 공용

한자와 각국 상용한자의 범주에 한 이해 없이 筆談을 통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가

능할까에 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문자의 발전과 변화는 항상 언어 자체의 

발전, 변화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A라는 국가에서는 사용빈도 및 활용도가 매우 

높은 한자인 데 비해, B라는 국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예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 규범화 차원에서 시도된 한⋅중⋅일 공용한

자 808자를 활용한 書寫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한 답을 얻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자국 한자 사용환경에서 상용한자 범주에 포함되는 한

자들을 토 로 나머지 두 나라의 상용 상황을 고려해 선정에 합의한, 용어 그 로 

세 나라에서 모두 쓰이는 한자를 일컫는다. 이는 반 로 각 국가 내에서는 상용한

자이지만 세 나라 모두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라서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도 많다는 의미이다. 외국어로 상  국가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혹은 문

자적 소통력 증강을 위해서는 공용한자 외에 교류 상 국가 언어의 상용한자를 별

도로 익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용한자의 범주와 각국의 상

용한자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에 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일 공용

한자 제정 본연의 목적, 즉,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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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한자와 상용한자의 범주

국내 공용한자 분야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공용한자 자형에 관한 비교 연

구1)는 진행되었으나, 삼국의 상용한자와 공용한자의 범주에 관한 분석은 아직 이

루어지지 않았다. 상용한자 가운데 어떤 한자들이 공용한자에 포함되었는지, 포함

되지 않은 글자의 국가별 상용 정도는 또 어떠한지 등에 한 분석도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공용한자와 상용한자 범주에 관한 문제는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공용한

자 제정이라는 일종의 ‘공약수’ 도출과 함께 공약수 밖의 부분에 한 병행 탐색으

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이는 공용한자는 곧 상용한자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전환할 방편이기도 하다.2) 

현재 중국은 常用字 2,500자와 次常用字 1,000자, 총 3,500자를 상용자로 정

해 《現代漢語常用字表》에 수록하고 있다.3) 일본은 2,136자를 《常用漢字表》에 넣

고 다시 그 가운데에서 1,006자를 學校 ‘學年別漢字配當表’에 담아 敎育漢字로 

배정하고 있다. 한국은 상용한자라는 개념 신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로 1,800

자4)를 선정하여 중학교용 900자와 고등학교용 900자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5) 

 1) 康惠根 <韓中日 공용한자 808자에 한 字形硏究 - 교육용 기초한자 중학교용 900자

를 중심으로 ->, 《中國 語硏究》 제66집, 2016년
 2) 名稱에 있어서 한국은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 중국은 《中日韓共同常用八百漢

字表》, 일본은 《日中韓共通常用漢字800字》로 命名하 는데, 한국만 ‘공용’이란 용어를 

‘상용’과 구분하 고, 중국과 일본은 ‘共同’, ‘共通’과 ‘常用’을 混用하고 있어 다소간의 

誤解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그리고 삼국 공용한자 선정 추진을 위해 결성된 모임의 名

稱 역시 국가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은 ‘한중일30인회’, 중국은 ‘東北亞名人

’, 일본은 ‘日中韓賢人 議’으로 부른다. 각국의 한자 사용환경이 모두 다르다는 방증

이다. 

 3) 1988년 1월 語文敎育 및 辭書編纂 목적으로 중국 國家語 文字工作委員 와 國家

敎育委員 가 공동으로 편찬하 다. 그 이전의 상용자 관련 자료는 적게는 략 

2,500자에서 많게는 5,000여 字를 수록하고 있었다. 《現代漢語常用字表》 이후 3,500

자로 규범화되었고 현재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편수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는 1972년에 제정 공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토 로 이후 여덟 차례의 조정을 거쳐 2000년 확정 공표되고, 

2007년 일부 자형이 수정된 2017년 버전이 현재 통용되고 있다. 그간에 있었던 여러 

조정의 내용은 크게 한자 선정, 한자 자체 확정, 선정된 한자 구분 및 배열을 담고 있

다. 한자 선정은 조정 원칙에서 밝힌 로 한국의 한문 고전에 자주 쓰인 한자,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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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만 보면 중국의 상용자 3,500자가 한국의 교육용 기초한자와 일본의 교육

한자를 모두 포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상용한자

라도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자로만 표기되는 중국어, 仮

名(가나)와 한자가 같이 표기되는 일본어,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어 

표기가 가능한 한국어 속의 한자는 그 사용환경이 국가마다 다르다. 같은 한자라도 

사용환경에 따라 발전 방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교육제도 및 사회적 상

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생활에 접한 상용한자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한자 사용 상황과 맞게 잘 반 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자 字體 확정에서는 그다지 면 한 검토나 의견수렴이 진행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2012년 버전과 2017년 버전은 한자의 字體 조정이 

많은데, 부분 필획에 반 되어 있다. 한자 필획의 변화가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난다. 

이는 그간의 여러 연구성과를 반 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작은 필획의 차이가 한자 인식에 향을 미

치지 않고 자의 해석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차이를 간과할 수도 있지만, 명확히 제

시된 교육용 한자 자체 선정 기준 유무는 차치하고 어떤 기준에 의한 판단인지가 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기관 및 출판사에서 편찬된 한문 교재에 나타난 인쇄체 한자

는 폰트가 제각각이다. 편수자료에는 한자의 자형에 해 정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부가 설명으로 《康熙字典》 字形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널리 통용

되는 자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의 자형 확정 기준은 또 무

엇인지 등에 해서는 다소 애매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각 교재에서 서로 다른 인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는 물론 학습자에게도 한자 교육 및 학습에 한 부담만 가중할 뿐이

다. 정확한 필획의 사용은 한자 필획의 서사 방향에도 향이 있다. 기초 학습 과정에

서 필순에 한 면 한 학습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모조리 학습자

의 부담으로 지어진다. 현재 중국의 간체자와 만의 정자는 정부 교육기구 차원의 표

준 자형과 필순을 규정해 두고 있어 최소 교육현장에서의 한자 교육 및 사용의 규범화

는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사회적 범위의 한자 자형 사용은 자율에 맡기더라도 교육현

장에서의 인쇄체 한자 규범화와 그에 따른 필순 규정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설령 그것이 매우 엄격한 수준의 규범화가 아니라도 말이다. 교육현장에서 사

용하는 소프트웨어 문서의 한자도 상업적 부분의 다양한 필체는 권장하더라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의 규범 필체는 지정하여 폰트에 따라 필획이 서로 달라 나타나는 혼

란을 좀 줄여줄 필요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5) 이 중에서도 기초한자 900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교육내용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상용한자의 성격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1985년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작된 이래 2004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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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한자 선정 기준은 논의 초기 한국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중국은 

현  중국어 상용자 3,500자, 일본은 상용한자 2,136자가 바탕이 되었다. 이후 수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08자가 선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의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중학교용 900자, 중국의 상용자 2,500자, 일본의 초

등학교 교육한자 1,006자가 주 선정 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여기서 주목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중학교용 900자, 일본의 교육한자 1,006자에 비해 중

국의 상용자 3,500자는 상 적으로 분량이 방 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중국의 상

용한자가 수량적으로 많고, 게다가 중국이 교육용 한자를 별도로 지정한 것도 아니

어서, 상용한자라 하더라도 한국, 일본의 교육용 한자와 달리 난이도 및 사용환경

에서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량적으로 단순 비교 상에 놓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로 중국의 상용한자도 하나의 규범이 될 수 있고 수량적으로도 비슷

한 자료를 선정해 참고할 필요성이 두된다. 한자가 자국 언어의 기초 문자인 중

국은 현 적 개념의 學校 교육용 한자에 한 분석을 1930년부터 진행하 고, 

본격적인 常用字, 通用字에 한 지정과 연구는 1950년  이후 이루어졌다.7) 문

제는 그렇게 해서 지정된 상용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수량도 3,000자 이상으로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상용자 가운데 최상위 상용한자를 나타내주

는 하나의 기준 텍스트를 설정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매우 필요한 사전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현재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중국어 

학습을 위한 기초한자를 별도로 선정해 2008년 출간한 《漢語800字》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 《漢語800字》는 외국인이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학습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한자만을 《現代漢語常用字表》에서 拔萃해, 

상을 외국인 학습자에 두고 편찬한 하나의 字典이다. 상이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학습용이지만 수량적으로 볼 때 한국의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 일본의 초등학

교 교육한자 1,006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어의 중화 측면에서 

 6) 한국은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에서 799자, 중국은 《現代漢語常用字表》 常用字 

2,500자에서 801자, 일본은 敎育漢字 1,006자에서 705字가 각각 최종 808字에 선

정되었다. 

 7) 培成, 《二十世紀的現代漢字硏究》, 書海出版社, 112-14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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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중국어 학습에 필요한 최상위 상용한자만을 수록한 특

징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 본 논의의 비교 상으로 삼아도 될만한 적절한 자료라

고 볼 수 있다.8) 현재 중국에서 이 《漢語800字》를 제외하면 별도의 교육용 상용

한자, 혹은 다른 명목으로 이름 붙여진 상용한자 수록 자료는 없다. 따라서 본 논

의는 한국의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가운데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 일본의 교육

한자 1,006자와 함께 수록 한자수가 비슷한 중국의 《漢語800字》를 분석 상으로 

삼아 각국의 한⋅중⋅일 공용한자와 상용한자의 범주에 한 비교와 분석을 진행하

도록 하겠다.

논의의 전개는 한⋅중⋅일 삼국이 공용한자 선정에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각국의 

상용한자 범위를 상으로 각국 상용자와 공용한자에 한 범주를 분석하는 것이므

로, 주로 자료 조 및 수량 통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하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는 ‘공용한자’ 혹은 ‘공용한자 808자’로, 한문 교

육용 기초한자 중학교용 900자는 ‘중학교용 기초한자’ 혹은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로, 일본 문부과학성 지정 學校 ｢學年別漢字配當表｣ 한자는 ‘일본 교육한

자’ 혹은 ‘일본 교육한자 1,006자’로, 중국 《漢語800字》는 원래 명칭 로 ‘《漢語

800字》’로 표기하겠다.

2.1 공용한자와 한국 학교용 기 한자

공용한자를 중학교용 기초한자와 조한 결과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 중 무려 

89%에 달하는 799자가 공용한자 808자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9자는 고등학교용 

기초한자에 포함되는 글자이다.9) 기초한자 900자 가운데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

은 글자는 101자이다. 아래 표에서 A와 B를 더한 값은 기초한자 900자이고, A와 

C를 더한 값은 공용한자 808자이다. 

 8) 郭龍生, 《編寫《漢語800字》的三點思 》, 語 文字應用, 2009年 第3期, 115쪽 참고.

 9) 紀寶成은 <關于《中日韓共同常用八百漢字表》的說明>에서 한국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

자 가운데 801자가 선정되었다고 하 지만, 편수자료에 의거해 필자가 조한 결과, 

이보다 적은 799자가 중학교용 기초한자에서 선정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자의 

출처는 고등학교용 기초한자이다. 9자는 차례 로 區, 球, 局, 茶, 團, 寫, 央, 點, 制

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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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한자 기초한자 공통 수록

799자(A)

기초한자 中 공용한자 非수록

101자(B)

공용한자 中 非기초한자

9(C)

먼저 기초한자이지만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101자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자 배열은 본 논문의 작성 언어가 한국어이므로 ㄱ, ㄴ, ㄷ 순서로 표기한다. 

(이하 같음)

순서 한자 수량
ㄱ 佳脚干渴甲乾庚溪癸鷄穀坤求郡其幾旣 17

ㄴ 乃 1

ㄷ 丹但洞斗 4

ㄹ 卵郞柳倫李 5

ㅁ 莫卯戊茂墨勿 6

ㅂ 朴房杯凡丙復逢朋 8

ㅅ 仕巳絲尙霜誰叔淑戌甚 10

ㅇ 顔巖也於余汝亦悅炎吾烏瓦臥曰于尤云爲唯猶酉乙吟邑矣而寅任 28

ㅈ 哉丁貞帝製坐卽曾之只辰 11

ㅊ 且此昌丑 4

ㅍ 篇匹 2

ㅎ 恒亥乎惑凶 5

합계 101

이 글자들이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808

자보다 많은 부분이 제외되었을 수도 있고, 중국과 일본 가운데 한 나라, 혹은 두 

나라 모두에서 상용한자가 아니어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다. 각국 상용한자의 범주

는 공용한자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글자들을 놓고 중국, 일본의 상

용 여부 및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각국의 한자 사용환경의 相異性을 이해할 수 있

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공용한자의 범주를 삼국이 아닌 양국으로 局

限할 경우 어떤 글자들이 각각 어느 두 나라의 공용한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를 알아볼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위 표의 101자를 《漢語800字》와 일본 교

육한자 1,006자와 비교해보았다. 먼저 《漢語800字》와의 비교 결과를 보자. 1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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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漢語800字》에도 포함된 글자는 모두 17자이다. 

순서 한자 수량
ㄱ 脚干渴鷄求幾 6

ㄷ 但 1

ㅂ 房杯復朋 4

ㅅ 誰 1

ㅇ 顔也爲 3

ㅈ 坐只 2

계 17

위 17자는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에는 속하지만, 공용한자 808자에는 포함되

지 않은 101자를 《漢語800字》와 조해 얻은 결과이다. 한⋅중⋅일 공용한자는 

아니지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17자는 한⋅중 공용한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

는 글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어로써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이라면 공용한자

와 더불어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글자이기도 하다.10) 

다음으로 위 101자를 일본 교육한자 1,006字와 비교해보았다. 결과적으로 干, 

穀, 求, 郡, 卵, 復, 仕, 顔, 余, 任, 丁, 製 12자가 일본 교육한자에 포함되어 있

었다. 공용한자의 범주를 한⋅일 양국으로 局限하면 이 글자들은 한⋅일 공용한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글자들일 것이다.

여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한⋅중 공용한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17자와 한⋅일 

공용한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12자 사이에 중복되는 한자가 나타난다. 바로 干, 

求, 復, 顔 4자인데, 이 글자들이 각각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이 글자들이 

한⋅중⋅일 공용한자이면서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공교롭게도 

이 몇 자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서 상용한자 범주에 속하는 한자들이다. 공용한

자 선정의 취지 로라면, 그리고 글자의 상용 정도를 보면 응당 공용한자에 포함됐

어야 할 한자들이다. 상용한자라고 해서 모두 공용한자에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

다. 이들 글자가 최종적으로 공용한자 808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해서는 좀 

더 면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11) 만약 이 글자들을 공용한자에 포함한다면 

10) 사실 위 17자 외에도 중학교용 900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漢語800字》에 포함되는 

글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 부분에 해서는 아래에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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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한자 전체 수는 812자가 되어야 마땅하다.12)

위 101자 가운데 한⋅중, 한⋅일 공용한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글자를 각각 

제외하고 남는 76자는 한⋅중⋅일 공용한자, 중국 《漢語800字》, 일본 교육한자 어

디에도 속하지 않고 한국 중학교용 기초한자에만 수록된 글자들이다. 

순서 한자 수량
ㄱ 佳甲乾庚溪癸坤其旣 9

ㄴ 乃 1

ㄷ 丹洞斗 3

ㄹ 郞柳倫李 4

ㅁ 莫卯戊茂墨勿 6

ㅂ 朴凡丙逢 4

ㅅ 巳絲尙霜叔淑戌甚 8

ㅇ 巖於汝亦悅炎吾烏瓦臥曰于尤云唯猶酉乙吟邑矣而寅 23

ㅈ 哉貞帝卽曾之辰 7

ㅊ 且此昌丑 4

ㅍ 篇匹 2

ㅎ 恒亥乎惑凶 5

계 76

이 76자의 일부 특징에 해 白同善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十

干十二支’ 한자 문화 전통이 반 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아울러 한문 교육

용 한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 다양한 어조사가 수록되었다는 의견도 제시하 다.13) 

비교적 타당한 견해라고 본다. 干支는 전통적으로 陰曆을 사용해온 한국의 한자 문

화에서 년, 월, 일, 시 및 출생한 해의 띠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다. 요즘

도 매년 초에 행해지는 ‘기해년 새해…’ 등의 덕담, 축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매

우 익숙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十干十二支를 나타내는 한자가 한국 교육용 기초한

11) 다만, 808자 확정 전 《草案》에도 이 글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논

의의 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초안》에서 제시한 글자 수는 800자이다. 최종 논의 

과정에서 21자가 제외되고, 29자가 새로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808자로 확정되었다. 

紀寶成, <關于《中日韓共同常用八百漢字表》的說明> 참고.

12) 추가적으로 공용한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글자가 있는지는 아래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다.

13) 白同善, <日本의 新常用漢字의 構成과 韓國의 敎育漢字>, 《일본학보》 제101집, 

2014년, 4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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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포함된 것은 한국 특색의 한자 문화 습관을 반 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그

밖에 성씨 문화가 반 된 한자 역시 한국의 한자 문화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4) 

2.2 공용한자와 국 《漢語800字》

공용한자를 《漢語800字》와 조한 결과 《漢語800字》 중 약 65%인 519자가 

공용한자 808자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281자는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519자 외 공용한자에 포함된 289자는 《漢語800字》 밖의 글자들이다. 아래 표에서 

D와 E를 더한 값은 《漢語800字》이고, D와 F를 더한 값은 공용한자 808자이다. 

공용한자 《漢語800字》 공통 수록

519자(D)

《漢語800字》 中 공용한자 非수록

281자(E)

공용한자 中 非 《漢語800字》

289자(F)

《漢語800字》 가운데 공용한자에 속한 글자의 비율 약 65%는 중학교용 기초한

자 900자 중 공용한자에 포함된 글자의 비율 89%보다 적은 수치이다. 이는 공용

한자 밖 중국의 상용한자가 많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한국, 일본에서는 상용한자가 

아니지만, 중국에서 상용한자로 쓰이는 글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

자들은 삼국 공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아서 공용한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중국 상

용한자 측면에서 보면 최상위 상용한자임에 분명한 글자들이다.

14) 한국 한자 문화 특징이 반 된 이들 글자의 중국에서의 상용 정도는 어떨까? 라는 의

문을 가지고 《漢語800字》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 위 <표3> 글자가 중국 상용한자 

3,500자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위의 표 글자 가운데 庚, 癸, 卯, 

戊, 巳, 戌, 汝, 吾, 曰, 酉, 矣, 寅, 哉字는 3,500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3,500자에 

포함된 글자 가운데 坤, 茂, 淑, 倫, 吟, 邑, 亥字는 次常用字에 포함될 정도로 현  

중국어에서의 상용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干支 한자 가운데 3,500자에 포함

된 글자들은 十干十二支의 원래 의미로 포함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글자들이 거의 현

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상용한자이므로 중국에서도 당연히 상용한자라고 여긴다면 여러 오

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공용한자의 원래 취지인 필담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문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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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삼국이 공용한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이미 밝혔듯이 한자를 매개로 한 

書寫 기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소통의 가능성은 공용한자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용한

자 밖의 한자들, 이를테면 삼국 모두에서 상용자가 아니어서 공용한자에는 포함되

지 않았으나 해당 국가의 상용 정도가 매우 높은 글자들에 한 별도 학습이나 사

전 이해가 없으면 서사적, 혹은 구어적 소통력을 높이기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어 기반 상용한자와 한국어 기반 상용한자, 일본어 기반 상용한

자는 공용한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 기반 상용한자인 《漢語800字》와 공용한자 808자를 상호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漢語800字》에는 있으나 공용한자 808자에는 포함되

지 않은 글자 281자이다. 비율로는 약 35%이다. 

순서 한자 수량

ㄱ 哥架駕刻覺腳幹簡趕喝渴剛康介 件健檢臉格結警系雞姑股苦顧搞褲

哭孔管館刮掛塊壞 餃具歐求狗夠宮叫克劇斤跟級奇寄幾機汽騎緊
59

ㄴ 拿那哪娘奶腦呢你您 9

ㄷ 但蛋糖躺帶倒 跳毒 疼懂 12

ㄹ 亂拉亮糧聯零另 了龍樓累離林 14

ㅁ 麻媽嗎麼慢襪網冒帽沒貓貿們 13

ㅂ 班盤胖房旁幫排杯煩邊瓶寶複府負朋肥費啤蘋 20

ㅅ 些沙社詞查算酸像床賽舒扇燒紹訴銷睡輸隨 售熟術升息晨什雙 28

ㅇ 亞牙阿餓啊握顏鴨也爺樣演影迎玩碗要優郵員院越爲衛喂宜椅因任剩 30

ㅈ 卡張掌裝賬髒災姐這豬她填切訂提梯濟際齊擠條照租組找坐座做周州

洲准怎汁之只集
37

ㅊ 差錯餐察擦咱站廠穿甜吵總醜嘴層 15

ㅋ 筷 1

ㅌ 它桌湯台腿 5

ㅍ 巴把爬怕爸吧板辦碰幣包飽跑 票被 16

ㅎ 廈呀喊航孩該響險 鞋互湖胡護確換環還劃候很吃 22

합계 281

위 글자들은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漢語800字》 수록 한자들이다. 한

국과 일본에서는 상용한자가 아닌 한자도 있다. 국가별 한자 발전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한자 발전 상황을 가장 잘 변해주는 글자들이며, 중국인과의 의사소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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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자 발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글자들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중국어 학습자는 自國의 한자 사용 환경과 전혀 다른 중국의 한

자 사용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한자들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사전 이해가 없이 

공용한자에만 의존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중국어 학습자는 의사소통에서 많은 제약

을 받을 수가 있다. 수량적으로 보아도 35%는 절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들 글

자의 중국에서의 상용 정도를 좀 더 면 하게 살펴보겠다. 방법으로 이 글자들이 

HSK 급수 한자에 속하는지, 속하면 몇 급에 속하는지에 해 조해 보았다. 결과

적으로 한 글자 예외 없이 281자 모두 HSK 급수 한자에 속해 있었다. 그뿐만 아

니라 약 86%에 해당하는 242자가 비교적 낮은 급수인 1, 2, 3, 4급에 속할 정도

로 상용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상용한자 범주와 한⋅중⋅일 

공용한자의 범주 사이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라 하겠다. 

각 한자의 급수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15) 

급 한자 수량

1급
爸杯吃狗馆喝很候几叫姐觉块零妈吗猫么没们哪那脑呢你朋 苹什她

喂系些样椅影院怎站这桌租坐做
44

2급
吧帮边穿床错但蛋懂房哥孩还机鸡件介斤累离慢奶您旁跑票汽绍诉它

跳玩为息颜要也宜因迎员张找装准
45

3급
阿啊把班板办包饱被层查差词带饿复该干刚跟顾刮护坏环换级检简健

脚较结举康渴刻哭裤筷脸楼冒帽爬怕盘胖啤奇骑求赛烧舒双睡算糖疼

梯提甜条腿碗网握响像鞋 牙演爷邮越照汁只周总

82

4급
擦察吵导顿烦肥费负格够挂管航互划集际济寄饺紧警具剧卡克苦拉

联亮了林另麻拿排瓶齐切确任沙社剩售输熟术酸随台汤躺填袜险呀亚

页优咱脏掌之洲猪组嘴座

71

5급
巴宝餐厂丑倒订毒府赶搞姑股喊胡挤驾架粮龙录贸娘碰扇升卫 鸭灾

账
31

6급 晨宫湖孔乱欧厦州 8

합계 281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81자 어느 글자 하나도 HSK 급수 한자가 아닌 경우가 

없다. HSK 급수 한자에 반 되었다는 점은 이들 한자가 중국어 학습에 매우 기본

이 되는 한자이며, 또한 口語든 筆談을 통한 의사소통이든 중국어 활용에서 꼭 필

15) 아래 표 배열은 HSK한자이기 때문에 한어병음 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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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상용한자라는 것을 잘 변해준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중국인과 의사소통 할 

때 참고할 자료로 충분하며, 상인 중국인이 최소 공용한자 808자를 제외하고도 

위의 글자들을 상용한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

국인이 한국인 일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역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로 중국인

은 공용한자 808자에 포함되지 않은 위 글자들을 한국인, 혹은 일본인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삼국 공용한자와 각국 상용한자의 

범주는 엄연히 다르다. 

2.3 공용한자와 일본 교육한자

이번에는 일본 교육한자 1,006자 가운데 어떤 한자들이 공용한자 808자에 포함

되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 둘을 조한 결과 일본 교육한자 1,006자 가운데 

모두 705자가 공용한자에 포함되었다. 비율로는 70%이다. 공용한자 808자에서 

705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이다. 한국 중학교용 기초한자 799자가 공용한

자에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상 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아래 표에서 G와 H를 더한 

값은 교육한자 1,006자이고, G와 I를 더한 값은 공용한자 808자이다. 

공용한자 교육한자 공통 수록

705자(G)

교육한자 中 공용한자 非수록

301자(H)

공용한자 中 非 교육한자

103자(I)

일본 교육한자 1,006자 가운데 공용한자 808자에 포함된 705자를 제외한 나머

지 301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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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한자 수량

ㄱ 刻閣覺刊干幹簡康鋼件健檢格激絹境警鏡径係械系階届庫穀供慣管館

鑛具構求群郡宮券機規劇筋級器寄旗機汽紀
49

ㄴ 納腦 2

ㄷ 段担断糖黨貸隊帯 毒銅働 12

ㄹ 卵亂覧朗冷略領録類輪裏臨 12

ㅁ 幕枚梅脈盟綿皿模牧夢墓貿迷 13

ㅂ 博班返倍俳背配犯 邊並補宝復腹複棒付副府負 奮粉批秘肥費 28

ㅅ 仕似司捨査砂詞飼辭絲酸森像箱象状署宣洗昭巢焼束属損率刷垂輸熟

術述矢息
34

ㅇ 芽岸顔巖壓液額櫻樣円予余域役譯驛延沿演燃染鹽映泳營 曜優宇羽

郵員源院委胃囲乳疑翌任賃
42

ㅈ 姿磁資残雑帳張腸障装臓蔵災裁底積笛績畑轉蠶切折丁整町程提製際

濟操潮照組條縱座周奏州柱株週準仲蒸池誌織職
51

ㅊ 差賛札倉創採策廳秒總築縮側測層値置 17

ㅌ 炭誕湯台態討痛 7

ㅍ 派坂板版編評肺陛包俵標票必 13

ㅎ 荷割航憲險驗縣穴型護確擴丸灰繪横候后揮欠吸 21

합계 301

위 301자는 일본 교육한자 1,006자 가운데 공용한자 808자에 포함되지 않은 글

자들이다. 일본에서만 지정된 교육한자일 수도 있고, 한국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

자, 혹은 중국 《漢語800字》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용한자에 선정되지 않은 글

자일 수도 있다. 공용한자는 각국의 상용한자를 기반으로 삼국이 공통으로 사용하

는 한자를 수록하 지만,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 모두에서 상용한자이

면서도 최종적으로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글자 역시 존재하므로, 이 301자 역

시 한국 기초한자, 중국 《漢語800字》 모두, 혹은 둘 중 하나에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이 301자의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 포함 여부를 살

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위의 표 가운데 干, 穀, 求, 郡, 卵, 冷, 領, 復, 仕, 洗, 

兒, 顔, 巖, 余, 宇, 丁, 製, 採, 必 19자가 기초한자에도 포함된 글자 다. 이 19

자는 기초한자 900자와 교육한자 1,006에 모두 수록된 한자로, 이미 위에서 한⋅
일 공용한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12자 외 冷, 領, 洗, 兒, 巖, 採, 必 7자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만약 이 7자가 아래에서 살펴볼 《漢語800字》에 포함되지 않으



210  《中國文學硏究》⋅제76집

면 이 글자들은 한⋅일 공용한자의 범주에 새로 추가될 수 있는 글자들이다. 

다음으로 위 301자의 《漢語800字》 수록 여부를 살펴보았다. 조 결과 아래 71

자가 《漢語800字》에 수록되어 있었다. 

순서 한자 수량
ㄱ 覺干康件健檢格警系管館具求宮劇級機寄汽 19

ㄴ 腦 1

ㄷ 糖帯 毒 4

ㄹ 亂冷領 3

ㅁ 貿 1

ㅂ 班邊寶復府負肥費 8

ㅅ 査詞酸像洗燒輸熟術 9

ㅇ 兒顔樣演優郵員院 8

ㅈ 張災切提際濟組條座周州 11

ㅌ 湯 1

ㅍ 板包必 3

ㅎ 航護確 3

계 71

위 표의 71자는 일본 교육한자와 중국 《漢語800字》에 모두 수록된 글자들이다. 

비교적 많은 수량이다. 이 가운데 한국 중학교용 기초한자에 포함되는 글자는 干, 

求, 冷, 領, 復, 洗, 兒, 顔, 必 9자이다.16)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한⋅중⋅일 공

용한자는 위에서 확인한 干, 求, 復, 顔 4자 외에 5자가 더해져 모두 817자가 된

다. 위의 표 71자 가운데 중복 한자 9자를 제외한 나머지 62자는 중⋅일 공용한자

로 분류될 수 있는 한자들이다.17) 

2.4 한국 학교용 기 한자와 국 《漢語800字》

《漢語800字》는 쓰기 어려운 한자, 알기 어려운 한자, 단어 조합능력이 떨어지는 

한자와 배우지 않아도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글자들을 배제하고, 기존의 여러 字

16) 결과적으로 한⋅일 공용한자의 범주에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글자는 採 1자뿐이었다.

17) 이들 글자는 중학교용 기초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汽, 酸 두 글자를 제외한 나머

지 글자들은 모두 한국 고등학교용 기초한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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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유학생 상 설문 조사 및 해외 중국어 교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8

년 編纂되었다. 2006년 國家漢辦이 출간한 《漢語國際推廣900字字典》이 모태

고, 이후 몇몇 글자가 제외된 888字表가 등장하 다. 여기서 다시 글자 수를 줄여 

최종적으로 《漢語800字》라는 명칭으로 出刊되었다.18) 외국인이 중국어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한자를 주로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중⋅일 공용한자의 범주 밖에서 만약 공용한자의 범위를 양국으로 

국한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하

나의 예시로 중학교용 기초한자와 《漢語800字》를 비교해보았다. 공용한자의 범주

와 국가별 상용한자의 범주에 한 차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중학교용 기초한자와 《漢語800字》 모두에 수록된 한자는 총 541

자19) 다. 이 541자는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기준 약 60%, 800자 기준 

약 68%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 적으로 《漢語800字》 기준 비율이 글자 수가 적은 

데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꿔 말하면, 중학교 900자 기준 40%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상용자이고, 800자 기준 32%의 한자는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상용한자라

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 중학교 교육용 한자 900자를 숙지한 사람이 중국인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900자를 모두 사용한다고 해도 의사소통 가능 정도는 60%에 

18) 郭龍生 <編寫《漢語800字》的三點思 >, 《語 文字應用》 2009年 第3期, 114-116쪽 

참조.

19) 家街可歌加假角各脚干間看渴感敢江講改個開客更去巨居車擧建見決結京輕經界計鷄

古故苦 高告困工空共公果課科過觀關廣交校敎橋九口久 求國貴極近根金今給及急

記期基氣技幾己起吉暖難南男內女年農能多單短但談答 當大 代待 到度道都徒讀

同冬東動頭得等燈落樂來冷兩涼旅力歷連練領例禮路老勞綠論料留六陸律里理利林立

馬萬滿晩望忙忘每買賣妹面名明母毛木目務無舞門問聞文物美米民反飯半發方放訪房

杯白百法變別病保步報福服復本夫父富部北分不朋比非備飛鼻四士史師死思事謝使

寺山産算散三上常商相想傷色生西書石先船雪說姓性成城省星聲世洗細歲 所消笑

水手受收數首誰 樹宿習 示是時視始試食識身神信新申室實心深十兒我安顔眼愛

夜也藥羊陽讓魚語 業如易然熱永英迎藝五午誤溫完王往外要用容右牛友雨又雲云元

原遠園願月位危爲油有遊肉育銀音陰應衣義醫意二耳以已人因認一日入子字自 作昨

長場 章財在再才低的適全前展電傳典錢節店接正政定情精停靜淨弟題除第早鳥調朝

助祖足族存從鐘左坐罪主注住酒走中衆重增證只知地指志支至紙枝持之直眞進集次借

着察參唱窓菜責處千天淺靑淸聽請體初草村 秋推祝丑春出取就吹治親七快打他脫太

土通統 破八便片平閉 抱表品風豐皮必筆下何夏河學漢合海解行幸香向許現血好號

湖戶婚紅火化花和話華畵歡活黃皇回 後休黑 喜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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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며,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이 《漢語800字》를 사용해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진

행하면 소통 가능성은 68%로,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꿔 말

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각각 40%와 32%의 상  국가 상용한자를 별

도의 학습 및 숙지 과정을 통해 익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결과만 놓고 공용한자의 범주를 양국으로 국한하면 두 나라의 공용한자와 상

용한자 사이에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기본 텍스트를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와 《漢語800字》로 놓고 한⋅중 공용한자를 선정하 다면 두 텍스트에 공통

으로 수록된 541자가 한⋅중 공용한자로 선정되었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900자 

기준 359자와 《漢語800字》 기준 259자는 공용한자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통 수록 541자 외 《漢語800字》의 한국 內 상용 정도는 어떠한가? 

한국인이 중국어를 배우고 또 중국인과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의 한국 상용한자를 사용했을 때 비교적 원활한 학습과 소통이 가능한지를 알아보

기 위해 한국 상용한자의 범위를 중학교용 기초한자 밖으로 넓혀 고등학교용 기초

한자 900자 수록 상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기초한자 900자에 수록

된 글자가 무려 158자로 적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상용한자 가운데 최상위 상용

한자라고 할 수 있는 《漢語800字》의 한국 중⋅고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내 응 정도가 87.4%(541자+158자=699자)에 이른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고등

학교용 기초한자에 속해 있는 158자까지 더한 다음 남는 101자는 순수 《漢語800

字》에만 수록된 글자들이다. 《漢語800字》를 기준으로 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 및 《漢語800字》의 수록 상황을 비율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漢語800字》 기준
중학교 기초한자 수록 《漢語800字》 고유 수록 고등학교 기초한자 수록

541字 101字20) 158字21)

67.6% 12.6% 19.8%

20) 哥驾赶喝脸股搞裤刮饺够欧跟汽拿哪奶呢你您蛋躺顿疼懂拉亮另吗妈袜帽猫们胖旁帮

瓶啤些酸赛舒扇绍售什阿啊握鸭爷厂玩碗么喂椅剩卡账姐猪她这填梯挤找做怎汁餐擦

咱站穿甜吵嘴筷它桌腿巴爬怕爸吧办碰苹跑厦呀喊孩页鞋很吃

21) 把班板包宝饱被 边层茶查差晨床词错带导倒点订毒饿烦肥费府负该刚格宫狗姑顾挂

馆管航候胡互护划坏还环换机级际济寄架检简件健叫较介斤紧局具剧觉康克刻孔哭块

累离联粮了零龙楼录乱麻慢冒贸没那脑娘排盘 票齐奇骑切球区确任沙烧社升输熟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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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록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상 적으로 중학교용 한자의 한어 800자 

응이 6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기초한자의 《漢語800字》 응도 20%에 가까

웠다. 나머지 12% 정도는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속하지 않는, 즉, 중

국 상용한자에만 수록된 경우이다. 서로의 한자 수를 비교해 볼 때, 상 적으로 적

은 수인 800자에 포함된 글자 가운데 12.6% 글자가 상 적으로 그 수가 많은 한

국의 1,800자 안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양국의 한자 문화, 특히 현  중

국어의 언어 사용환경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잘 나타내준다. 반 로 한⋅
중⋅일 공용한자의 논의와 함께 양국 공용한자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시켜주기에 충분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공용한자는 각국의 상용 정도를 반 하여 추후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일 공용한자의 글자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한⋅
중, 혹은 한⋅일, 중⋅일 공용한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교육 및 상용한자로 활용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한⋅중⋅일 三 間 소통하는 경우보다는 이 중 두 

나라 간의 양자 소통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책으로 공용한

자 선정을 양국 간 공용한자로 발전시켜 실제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규범화 논의는 지난 세기 90년 부터 시작되었다. 규범

화의 범위, 기준 등 사안에서 처음부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최근 한⋅중⋅일 

삼국이 自國의 특수성과 관련국과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한⋅중⋅일 공용한자 808

자를 도출해낸 점은 나름의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기 다른 언어 환경의 학습자와 사용자들 간에 口語를 통한 교류는 차치하

더라도, 문자적 교류, 즉, 筆談을 통한 의사소통이 과연 원활하게 가능한가에 해

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삼국의 공용한자라 할지라도, 808자라는 수량도 절

 적지 않지만, 국가마다 의미가 다소 달리 쓰이는 예도 있고, 또 각국의 최상위 

双睡诉随台汤糖提条跳团网卫息系险响像 写 牙亚演样宜影优邮员院越灾脏张掌照

制州周洲装准总租组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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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한자는 여러 이유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를 한국, 중

국, 일본의 상용한자와 각각 조 분석해 보았다. 상은 한국의 중학교용 기초한

자 900자, 중국의 《漢語800字》, 일본의 교육한자 1,006자이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첫째, 어느 한 국가에서는 상용한자라 할지라도 삼국 모두에서 상용자가 아

니라서 공용한자에서 제외된 글자들이 많았으며, 둘째, 공용한자의 범주를 삼국이 

아닌, 한⋅중, 한⋅일, 혹은 중⋅일 양국으로 局限하면 두 나라 간의 공용한자 범

위는 더욱 증가하며, 셋째, 필담을 통한 의사소통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삼국 

공용한자 외 양국 공용한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삼국 모

두에서 사용되는 한자임에도 논의 상에서 제외된 한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최종 선정 과정에서 ‘808’이라는 숫자에 비교적 의미를 둔 것은 아닌가 하

는 다소간의 궁금증도 가지게 되었다. 

한자문화권 국가 간 공용한자 선정은 본 취지인 필담을 통한 의사소통 정도를 높

이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한자 사용환경을 반 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머리말에서도 제기한 공용한자 808자를 활용한 書寫的 의사소통의 정도는 

결과적으로 808자만으로는 아무래도 소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첫째, 각국에서 사

용하고 있는 상용한자를 공용한자 808자 플러스 개념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두 나라 간의 공용한자를 별도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삼국 공용

한자의 범위를 보충하고 확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각국 한자의 ‘形’, ‘音’, ‘義’ 

차원의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正字, 簡化字, 略字로 구분

된 한자 字形 차이에 한 보다 면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筆形의 다

름에서 기인한 한자 필순, 획수 부분까지도 상호 존중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아직 한자 자형의 표준개념이 도입되지 않았

다. 이로 인해 인쇄체 한자 폰트에 따라 筆形과 字形이 달라 학습자의 혼란을 일으

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 만, 일본처럼 표준 한자 자형 지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 편수자료 역시 한자 字形 기준을 명확

히 제시하여 인쇄체 한자의 교육 자료별, 출판사별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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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同属汉字文化圈的韩、中、日三国，通过对各国使用的汉字的规范化讨论，选

定了韩中日共用汉字808字。选定的主旨为利用汉字的表意功能，通过文字，而非

口语，达到意识沟通的目的。各国常用汉字的范围并不相同，中国有3500字，日

本有2136字，韩国有1800字。除了范围，使用的频率也不尽相同。例如，a汉字

在A国使用频率很高，但是在B国、C国情况却不同。因此，共用的这808个汉字可

以说是因在三个国家全部通用而被选定了出来。同时，因为语言的差异，汉字使用

的环境也并不一致，因此，这808个共用的汉字并没有完全包含各个国家使用频率

排在前列的所有汉字。为了沟通的顺畅，除了这些共用的汉字，对各国常用汉字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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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解也是十分必要的。韩中日共用汉字和各国的常用汉字范畴并不一致。本论文以

此为出发点，从韩中日共用808汉字在各国语言中的常用程度、使用共用汉字进行

意识沟通的效果、以及不包含在共用汉字中的各国常用汉字的使用频率等方面进

行比较分析。 终，本文将以表格的形式呈现出分析结果。同时，在把比较范围缩

小到两国的时候，对于共用汉字的范畴如何变化，本文也将进行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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