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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莊子뺸에 나타난 관계와 설득 방법
－<人間世>를 중심으로

고지영*

국문요약

대개 <人間世>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 풀이하는데, 그러면 ‘인간’과 ‘세상’으로 의미
가 나누어진 것처럼 비추어지게 된다. 당시 ‘人間’이라는 이음절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人間世>는 ‘人’, ‘間’, ‘世’ 각각의 의미가 살아있게 풀이를 해야 한다. ‘처세’의
관점에서도 ‘사이(間)’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人間世>편은 권력자인 군주와 그 영향력 아래
에 있는 지식인의 대화,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를 보여주는 나무 이야기, 다수자 중심의 사회
에서 소수자로 평가받은 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지
식인의 대화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무와 소수자의 이야기도 사실은 식자층을 대상으로 한 설
득의 예로 사용되었다 보여진다. 나름의 확고한 지식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설득의 장
으로 이끌기 위해 장자는 관계 맺은 자의 상태와 유형에 따라 문답법, 重言, 寓言, 비유, 반전
의 말하기 등 여러 설득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관계 맺음을 힘들어하
는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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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펼치면서 뺷맹자뺸, 뺷묵자뺸, 뺷순
자뺸 등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장주莊周의 저작 뺷장자뺸가 있
다. 뺷장자뺸는 내‧외‧잡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잡편이 후학들에 의한 것으
로 의심받는 것에 비해 내편만큼은 장자 본인의 저작으로 인정되고 있다. 뺷장자
뺸 내편은 총 일곱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세>편은 <소요유>, <제물
론>, <양생주>편에 이어 네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人間世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곽상郭象, 임희일林希逸, 왕부지王夫之 등 대부분의 주석가
들은 人間世를 人間世上으로 풀이했다.”1) 그리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을
봐도 대개 ‘인간’과 ‘세상’으로 의미가 나누어진 것처럼 풀이가 되고 있다.2) 그러
나 뺷장자뺸 내편에서 ‘人間’이라는 이음절의 단어는 이 편명 이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人’과 ‘間’ 각각 단음절의 단어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렇다
면 이 편명의 해석 역시 ‘人間’과 ‘世’가 합쳐진 의미가 아닌 ‘人’과 ‘間’과 ‘世’,
1) 안병주‧전호근 공저, 뺷역주 장자1뺸, 전통문화연구회, 2008, p.146.
2) 오강남(p.167)과 김창환(p.143)은 <인간세>를 ‘사람 사는 세상’이라 풀이했으며, 박삼수
(p.141)는 ‘인간 세상’, ‘인간사회’라 풀이하였다. 이들 책은 뒤의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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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의미가 살아있게 풀이해야 마땅할 것이다. 단음절로 해석을 한다면 ‘人’
과 ‘間’은 ‘사람 사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라는 번역이 ‘사람 사이’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
렇게 두리뭉실하게 풀이한다면 당초 장자가 이야기하려던 ‘사이(間)’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에 부득이 편명의 해석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 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래야만 장자가 <인간세>편에서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間)’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인간세>편은 ‘사람 사이’ 즉, 사람과의 관

계에서 오는 처세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가 아닌 ‘사람 사이’라고 언급한 까닭은 <인간세>편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과 나무 사이’의 대화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역시도 나무를 빗대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야기하려 했을지도 모르
나, 앞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번역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었던 것만큼 여기에서도 蛇足은 생략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인간세>편에는 안회顏回와 공자의 대화에서부터 장석匠石과 나무의 이야

기, 지리소支離疏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우언들이 등장한다. 이 우언은 당시 주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였을 것이며, 각각의 상황과 관계에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장자는 우언을 통해서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
에 <인간세>편을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3)
장자는 이편에서 안회와 공자, 섭공자고葉公子高와 공자, 안합顏闔과 거백옥蘧伯
玉 등의 대화를 통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의 위험함과 삶을 보존하는

방법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당시 지식인들의 절실하고 진지한 물
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4)

‘처세’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세상을 살아감. 또는 그런 일”5)이
3) 오강남은 ‘처세법’이라 보았으며, 김창환 역시 ‘처세의 방법’으로 보았고, 박삼수도 ‘처세
의 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았다. 위의 책들과 쪽수 동일.
4) 안병주‧전호근 공저, 위의 책,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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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세’라는 두 자에 ‘사람’을 뜻하는 자는 없지만,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세상
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은 당연한 일이기에 그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히 들어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자가 <인간세>편에서 말하
고자 했던 ‘처세’에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의 관계 맺음’에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
간세>편을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 상황보다는 당시의 혼란한 사회에서 몸과
삶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려 한 면이 적지 않다.6) 물론 생명의 보
존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방
점을 찍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세>편에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일과
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그리고 ‘“모든 참된 삶은 만남(Alles
Wirkliche Leben ist Begegnung)”이며, “만남은 언제나 서로 간의 만남
(Sichbegegnung)”’7)이라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견해와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8)는 어느 중국 학자의 말처럼 사회적 존재로

서 사람에게 ‘사이’, ‘관계’, ‘만남’과 같은 의미는 시대를 불문하고 생명의 보존만
큼이나 중요한 화두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인간세>편을 ‘사람과의 관계’ 즉, ‘사이(間)’에 초점
을 두고 살펴보려 한다. 공자를 비롯하여 장석, 지리소, 큰 나무 등 다양한 소재
를 동원하여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그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오는 갈등 상황과
해소 방법을 나름의 논리로 제시하려 한 것이 <인간세>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이 글을 시작해 보려 한다.

5) 국립국어원, 뺷표준국어대사전뺸, https://stdict.korean.go.kr
6) 高柏園, ｢뺷莊子人間世뺸的應世態度｣, 뺷鵝湖月刊뺸 200期, 1992, pp.21-28 참고.
7) 이상현, ｢마르틴 부버 ‘만남’ 철학의 교육적 함의｣, 뺷교육철학뺸 제34집, 한국교육철학회,
2008, p.305 재인용.
8) 程兆熊, 뺷道家思想, 老莊大義뺸: ｢人有其‘存在’，即有其人與人之间.｣ (台北, 明文書局,
1985,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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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과 관계에 따른 처세
<인간세>편은 안회와 공자의 대화, 섭공자고와 공자의 대화, 안합과 거백옥

의 대화, 장석과 상수리나무 이야기, 상구商丘와 형지荊氏의 나무 이야기, 지리
소 이야기, 초나라의 미치광이 접여接輿의 이야기, 산의 나무 이야기로 구성되
어 있다.9) 이 8개의 우언을 등장물에 따라 분류한다면 지식인들의 대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소수자 관련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장에서 등장
물이 처한 상황과 서로 간의 관계에 따른 처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
른 장자의 설득 방법을 Ⅲ장에서 다루어 보려 한다.

1) 권력자에 대한 지식인의 처세
<인간세>의 전반부에는 지식인들의 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안회와 공자, 섭

공자고와 공자, 안합과 거백옥의 대화가 바로 그것인데, 안회, 섭공자고, 안합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공자와 거백옥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언은 시작된다.
갈등 상황에 직면한 이 세 명은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듯하면서도 일견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우선 이들의 갈등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안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름에도 자처하여 위나라
에 가려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안회가 중니를 뵙고, (위나라로) 가겠다고 청하였다.……“제가 듣기로 위나라 임
금은 나이가 젊고 행동이 독단적이며 나라를 경솔하게 다스리면서도 그 잘못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경솔하게 다루어 죽게 하니 죽은 자가 연못에 물풀처럼 나라에 가
득하여 백성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선생님께서 ‘다스려지는 나라
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나아가야 하며, 의원 집 문 앞에는 병든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들은 대로 실천하면, 아마도 그 나라는
호전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라고 안회가 말하였다.10)

9) 상구와 형지의 나무 이야기를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고 총 9개의 우화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택용, ｢뺷장자뺸<인간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뺷동양철학연구뺸 제70집,
동양철학연구회, 2012, pp.224-2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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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회가 스스로 험지로 가려 하는 반면, 뒤이은 우언의 주인공인 섭공자고는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됨으로써 부득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섭공자고가 사신으로 제나라에 가게 되어, 중니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저를 사신
으로 보내는 것은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제나라는 사신을 대할 때 대개 매우
정중하나 신속히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데, 하물며
제후임에랴!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남의 신하 된 자로서 그 일을 맡기에 부
족하니, 선생께서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11)

막중한 임무를 맡아 사신으로 가게 됨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위험부담도 많은 일이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왕이 중차대한 소임을
맡길 만큼 신임을 받고 있는 섭공자고를 부러워할지도 모르나 섭공자고는 오히
려 사신으로 떠나기 전부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우언
의 주인공 안합 역시 위나라 태자의 스승으로 가게 되어 앞으로 닥칠 위험에 걱
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안합이 위나라 영공의 태자를 보좌하게 되자, 거백옥에게 물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천성이 잔인합니다. 그와 함께 하면서 일정한 법
도도 없이하면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그와 함께 하면서 일정한 법도를 견
지한다면 제 몸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아는
데 그칠 뿐, 자기 과실의 원인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제가 어찌해
야 합니까?”12)
10) <人間世> 顔回見仲尼, 請行.…曰: “回聞衛君, 其年壯, 其行獨, 輕用其國, 而不見其過;
輕用民死, 死者以[國]量乎澤, 若蕉, 民其無如矣, 回嘗聞之夫子曰: ‘治國去之, 亂國就之,
醫門多疾.’ 願以所聞, 思其所行, 則庶幾其國有瘳乎!”
* 본 글에 제시된 뺷장자뺸 <인간세>의 원문은 ‘陳鼓應註譯, 뺷莊子今注今譯‧上冊뺸, 北京:
商務印書館, 2007’을 인용하였으며 번역은 필자가 하였다.
11) <人間世> 葉公子高將使於齊, 問於仲尼曰: “王使諸梁也甚重, 齊之待使者, 蓋將甚敬而
不急. 匹夫猶未可動, 而況諸侯乎! 吾甚慄之.…爲人臣者不足以任之, 子其有以語我來!”
12) <人間世> 顔闔將傅衛靈公太子, 而問於蘧伯玉曰: “有人於此, 其德天殺. 與之爲無方,
則危吾國; 與之爲有方, 則危吾身. 其知適足以知人之過, 而不知其所以過. 若然者, 吾奈
之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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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회와 섭공자고, 안합은 당시 지식인들이 처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과 지식
인들의 유형을 대변하는 자들로 보인다. 안회가 가려 하는 위나라는 임금의 횡
포로 백성들이 살기 힘든 나라 즉, 나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
해 섭공자고가 속한 나라는 나라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언제
든 대립이나 갈등의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합이 가야 하는 위나라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
다. 이렇듯 지식인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나라의 모습은 이미 심각하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언제든 지금의 평화로움이 깨질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나라의 모습까지 담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유형 역시 다른데,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포부를
가진 젊고 혈기 왕성한 그리고 나름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지식인 안회,
사회와 임금으로부터 인정과 총애를 받고 있으나 그것이 언제든지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의
능력에 회의마저 품고 있는 지식인 섭공자고, 마지막으로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
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음을 알고 있는 지식인 안합으로
각각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셋 중 섭공자고와 안합은 이미 권력자의 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하의 처지이고, 안회만이 권력자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이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쓰일 데가 있는지 없는
지의 유무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역시 다르다. 안
회는 권력자에게 발탁되지 않은 無用한 상태이나 그 대신 生死에 대한 걱정에
도 놓여 있지 않다. 그런데 스스로 有用함을 보여주기 위해 권력자 앞에 나서려
한다. 반면 섭공자고는 자국의 권력자에게 인정받은 재능있는 有用한 신하이나
이 재능이 타국의 권력자에게는 無用한 것보다 못해 오히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자신의 유용함이 오히려 주어진 천수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난처해한다. 마지막으로 안합은 미래의 권력
자를 잘 인도할 수 있다는 쓰임이 있어서 현재의 권력자에게 발탁이 되었다. 그
러나 자신의 유용함을 보인다면 미래의 권력자가 자신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그렇다고 무용함을 보인다면 현재의 권력자가 인정했던 자신의 유용한 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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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 역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신
의 재능을 有用하게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無用하게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자
신의 생사와 나라의 안위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권력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권력자와의 관계 맺음은 당시 지식인들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장자처럼 권력의 울타리 밖에서 소요逍遙할 수 있
었다면 좋았겠으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혼
란한 사회에서 권력자와의 관계 맺음이란 좋은 상황보다는 필시 나쁜 상황이 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식인들의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장자 나름의 하고픈 말들을 공자와 거백옥의 입을 빌려 <인간세>의
서두에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평가자에 대한 피평가자의 처세
지식인들의 대화에 이어서 나무를 소재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로 비유된
피평가자에 대한 우언이 등장한다. 크기만 하고 재목감이 못 되는 나무라 평가
받거나 크기에 상관없이 재목감이 되는 나무의 상황이 대비를 이루듯 묘사되어
있다. 먼저 제나라에 가다가 곡원曲辕에서 사당의 상수리나무를 보고 크고 멋있
어서 훌륭한 재목이라 감탄하는 제자의 말에 장석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목이 못 되는 나무여서 쓸 곳이 없으니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13)

나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무는 사람에게 쓸모가 없는 나무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그래서 장석은 그 쓸모없음 덕분에 나무가 生을 유지할 수 있
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정한 쓸모 여부로 인해 자
신의 재목감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역시 부질없이 길기만
하다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13) <人間世> “是不材之木也, 無所可用, 故能若是之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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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우언에서도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들은 재목감에 따라 사람과
의 관계 맺음에서 생존 여부가 달라진다. 먼저 남백자기南伯子綦가 상구商丘에
서 노닐다가 큰 나무를 발견하는데, 처음에는 그 크기를 보고 특별한 재목으로
여겼으나 자세히 보니 앞서 장석이 폄하했던 상수리나무 못지 않게 쓸모없는 나
무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남백자기는 장석과 다른 평가를 한다.
“이것은 과연 재목이 되지 못하는 나무이기에 이처럼 크게 자랐구나. 아, 神人도
이 때문에 재목감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이로구나!”14)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사는 것을 부질없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神人의 長壽
에 비유하고 있다. 똑같이 쓸모없는 나무를 보고도 나무 전문가라는 장석의 평
가와 나무에는 문외한 사람의 평가가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쓸모라
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쓸모의 유용함과 무용함
그리고 그 평가 역시 관계 맺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권력자와 지식인의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안회, 섭공자
고, 안합 모두 큰 나무라 본다면, 안회는 쓸모없는 나무라 여겨져 천수를 누릴
수 있음에도 위험하게 자신의 쓸모를 보이려 하고, 섭공자고와 안합은 자신들의
쓸모로 인해 나무처럼 베어짐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걱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셋의 운명은 이어지는 우언에 등장하는 송나라
형지에 심어진 나무들의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줌이나 두 줌 이상인 것은 원숭이 말뚝을 찾는 사람이 베어가고, 서너 아름
정도는 높고 큰 들보를 찾는 사람이 베어가고, 일여덟 아름 정도는 귀한 사람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관의 판목을 구해서 베어간다. 이처럼 그 천수를 다하지 못하
고 중도에 도끼질로 요절하는 것이 재목의 환난이다.15)

14) <人間世> “此果不材之木也, 以至於此其大也. 嗟乎神人, 以此不材!”
15) <人間世> 其拱把而上者, 求狙猴之杙者斬之; 三圍四圍, 求高名之麗者斬之; 七圍八圍,
貴人富商之家求樿傍者斬之. 故未終其天年, 而中道之夭於斧斤, 此材之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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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나무 자체가 원하는 쓸모는 사람에게 유용함을 주는 데에 있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비단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 역시 그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할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유용함
을 보이는 데에만 급급해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간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무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나무 그 본연에서는 발휘
되지 않았던 쓸모가 사람과의 관계 맺음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생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그저 나무 한 그루에 그치지 않고, 그 한 그루
의 나무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음을 에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는 앞서 언급된 권력자와 지식인의 관계 역시 나무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
는 것을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처세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는 “문화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사회의 주류문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나 집단”16)을 말한다. <인간세>에 등장하는 지리소라는 곱
추와 미치광이 접여는 소수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소수자이기에 다수자 즉, 보
통 사람들과 일반적인 관계 맺음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주류에 편입
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덕을 입거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다.
먼저 신체적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영향으로 돌아온 지리소의 상황을 보자.
지리소는……바느질과 빨래를 해서 입에 풀칠하기에 충분했고, 키를 까불러서 좋
은 쌀을 뿌리니 열 식구 먹기에 충분했다. 나라에서 군인을 징집할 때 지리소는 팔을
걷어붙이고 그 사이를 마음껏 거닐었고, 나라에 큰 부역이 있을 때 지리소는 늘 병이
있어서 일을 받지 않았으나, 나라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줄 때는 곡식 3종과 장작 열
단을 받았다.17)
16) 한 사회에서 소수자는 그 수가 적고 문화나 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다소 약한 편이
다. 이들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나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신체 특성과는 다른 이유 때문
에 차별대우를 받고,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김진환, 뺷상담학 사전뺸, 학지사, 2016,
p.1018.
17) <人間世> 支離疏者……挫鍼治繲, 足以餬口; 鼓筴播精, 足以食十人. 上徵武士, 則支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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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지식인과 나무의 경우에는 본연의 자질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나, 지리소의 경우는 그
본연의 자질이 비록 본인에게는 불편할지언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
해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긍정
적 자질과 부정적 자질에 대한 차이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과의 일대일의 관계
맺음과 일대다의 관계 맺음에 따른 차이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남
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일지 모르는 지리소의 신체적 자질이 가족에게는 끼니
걱정을 안 하게 해주며, 지리소에게는 다수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면제를 받고
소수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받는 반전의 자질이 된 것이다.
지리소가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자질을 가진 소수자라면 이어지는 우언에 등
장하는 접여는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자질을 가진 소수자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접여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만 마치 공자에게 조언을 하듯 아래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
“봉황아, 봉황아, 어찌 덕이 약해졌느냐! 올 세상은 기다릴 수 없고, 가버린 세상
은 쫓을 수 없단다. 세상에 도가 있다면 성인은 (도를) 이루면 되고, 세상에 도가 없
다면 성인은 그냥 살면 될 뿐. 바야흐로 지금의 시대는 형벌을 면하는 데 급급할 뿐
이로구나. 복은 깃털처럼 가벼움에도 싣지 못하고, 화는 땅처럼 무거움에도 피할 줄
을 모르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덕으로 남에게 나서는 것일랑! 위태롭고 위태롭
구나, 땅에 금을 긋고 나가는 것이! 햇볕(명예)에 미혹되어 햇빛(명성)을 잃어도 내
길을 방해 못하리! 사이가 굽고 틈이 곧지 않아도 내 발을 다치게 하지 못하리!”18)

여기서 접여는 정말 미치광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미친
척 행동하거나 혹은 그 자신은 나름의 소신으로 말하며 행동하였으나 주변의 다
攘臂而遊於其間; 上有大役, 則支離以有常疾不受功; 上與病者粟, 則受三鍾與十束薪.

18) <人間世> “鳳兮鳳兮, 何如德之衰也! 來世不可待, 往世不可追也. 天下有道, 聖人成焉;
天下無道, 聖人生焉. 方今之時, 僅免刑焉. 福輕乎羽, 莫之知載; 禍重乎地, 莫之知避. 已
乎已乎, 臨人以德! 殆乎殆乎, 畫地而趨! 迷陽迷陽, 無傷吾行! 郤曲郤曲, 無傷吾足!”
* 여기서 ‘迷陽’을 胡明仲, 曹礎基은 ‘가시나무’라 보고, 郭象과 成玄英은 ‘亡陽’으로 보기
도 하였으나(안병주‧전호근 공저, 위의 책, p.201), 본 글에서는 가급적 원문 그대로의 뜻
을 살려서 해석하였고, 필자가 생각하는 문맥상의 의미를 괄호로 처리하였다.

12 한중인문학연구 68

수자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치광이라 치부되어 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기엔 현 사회의 모습을 냉철하게 파악하면
서 어떠한 시련에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깨달음을 얻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혼란한 사회를 만나 그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보존을 위해 미친 척
행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러다 정말 미혹되어 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건 일반적으로는 지식이 많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깨달음
을 주는데, 이 글에 등장하는 미치광이 접여는 지식인의 대표 주자인 공자 역시
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위태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음을 알리
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반전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상과 관계에 따른 설득의 방법
1) 문답법을 이용한 설득
먼저 안회와 공자의 대화를 살펴볼 텐데, 이 둘은 마치 소크라테스의 산파
술19)처럼 질문과 대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답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대화의 형태나 방법이 지식인의 대화에 속하는 다른 두 우언과 차이가 있다.
아이고! 네가 가면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옛날의 지극한 이들은 먼저
자기를 보존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보존케 했다.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직 안정되
지 않았는데 어느 틈에 포악한 사람이 행한 바를 살피겠느냐! 더구나 너는 덕이 어지
러워지는 까닭과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느냐?20)
19)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질문자가 답을 가지고 대화자에게 문초하고 다그치면서 답을 따라
오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자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모순이 되는 주
장을 상대가 승인하게 하여 그의 말문이 막히게 하는, 이른바 아포리아(aporia)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상대가 난처한 지경의 아포리아에
빠지게 하여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김진환, 위의 책, p.1022.
20) <人間世> 譆! 若殆往而刑耳!……古之至人, 先存諸己而後存諸人. 所存於己者未定, 何
暇至於暴人之所行! 且若亦知夫德之所蕩而知之所爲出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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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길을 떠나고자 확고한 마음을 가진 안회에게 공자는 형벌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운을 뗀다. 이는 안회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어려운 결
정을 내린 이에게 용기나 격려의 말을 해 주기는 커녕 비관적인 결과만 있을 뿐
이라고 말하면서 옛날의 지극했던 이들과 비교까지 한다. 그리고선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의 어려움과 위험을 모르
는 안회에게 설득의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다.
안회의 주의를 집중시킨 공자는 이어서 ‘안회의 성품이 뛰어나건 명예를 다투
지 않건 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또 어떤
일을 하려 하면 과시한다 여기며 시기하고 해를 끼치려 할 것이며 임금마저도
이를 몰라 줄 것이니 위나라에 가면 해를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21)라
말한다. 즉, 능력을 발휘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될 것
이며, 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왕에게 해를 당할 것이니 어찌 행동하든 그
결과는 파국임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명예 때문에 걸왕桀王에게 죽임을
당한 일화와 자국의 실리 때문에 다른 나라를 폐허로 만든 요임금과 우임금의
일례’22)를 덧붙여 자신의 말에 근거로 제시한다. 이쯤 되면 안회는 위나라로 가
는 것이 어렵고 위험한 일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無知의 無知 단계’23)에
서 ‘無知의 知 단계’24)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21) <人間世> 且德厚信矼, 未達人氣, 名聞不爭, 未達人心. 而强以仁義繩墨之言衒暴人之
前者, 是以人惡育其美也, 命之曰菑人. 菑人者, 人必反菑之, 若殆爲人菑夫! 且苟爲悅賢
而惡不肖, 惡用而求有以異? 若唯無詔, 王公必將乘人而鬪其捷. 而目將熒之, 而色將平
之, 口將營之, 容將形之, 心且成之. 是以火救火, 以水救水, 名之曰益多. 順始無窮, 若殆
以不信厚言, 必死於暴人之前矣!
22) <人間世> 且昔者桀殺關龍逢, 紂殺王子比干, 是皆修其身以下傴拊人之民, 以下拂其上
者也, 故其君因其修以擠之. 是好名者也. 昔者堯攻叢、枝、胥敖, 禹攻有扈, 國爲虛厲,
身爲刑戮, 其用兵不止, 其求實無已. 是皆求名實者也. 而獨不聞之乎?
23)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므로 배움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도 없다. 야마구치 슈, 뺷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
기가 되는가뺸, 김윤경 옮김, 다산북스, 2019, p.267.
24) ‘무지의 지’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애초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인식
이 없으면 학습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이때
비로소 배움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생겨난다. 야마구치 슈, 위의 책,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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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실리라는 것은 성인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너인들! 비록 그렇지
만 너에게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니, 어디 한번 나에게 말해 보게!25)

언뜻 보면 성인과 비교하며 안회를 얕보는 것 같지만, 안회의 잠재된 답을 꺼
내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회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
으니 이제는 ‘알고 있음을 알아채는 단계’26)로 인도하려 하는 것이다.
안회가 말하였다. “단정히 하고 비우며, 힘써 한결같으면 되겠습니까?”
(중니가) 말하였다. “아! 어찌 되겠는가!……고집하며 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겉으로는 화합하여도 안으로는 헐뜯을 것이니 어찌 되겠는가!”
(안회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저는 안으로는 곧게 하고 밖으로는 굽히며, (제가)
이루어도 옛말에 빗대어서 하겠습니다…….”
중니가 말하였다. “아! 어찌 되겠는가! 바로잡는 방법이 너무 많으나 치우치지는
않았으니, 설사 고집한다 해도 형벌을 받지는 않겠구나…….”27)

공자와의 거듭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안회 스스로 나름의 답변을 내놓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결국 공자가 아닌 안회의 입을 통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문답법, 일명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효과28)처럼 공자는 옆에서
거들었을 뿐 안회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공자의 말을
보면, 장자는 이 역시도 부족하다고 여긴 듯하다.
비록 그러하나 그에 그칠 뿐, 어찌 감화를 줄 수 있겠는가! 아직도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29)
25) <人間世> 名實者, 聖人之所不能勝也, 而況若乎! 雖然, 若必有以也, 嘗以語我來!
26)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게 되는 상태다. 야마구치 슈, 위의 책, p.267.
27) <人間世> 顔回曰: “端而虛, 勉而一, 則可乎?” 曰: “惡! 惡可!……將執而不化, 外合而內
不訾, 其庸詎可乎!” “然則我內直而外曲, 成而上比;…….” 仲尼曰: “惡! 惡可! 大多政法
而不諜, 雖固亦無罪.……”
28)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론에 이르게 한 것처럼 자신의
태도를 자발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화시키려는 시도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막연하고 불확실한 지식을 진정한 개념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김진환,
위의 책, p.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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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위나라에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음을
알아채기는 하였으나 그뿐, ‘知의 無知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기에 化에 다다
르는 것 역시 역부족이라 이야기한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잊고 있
는] 단계’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단계
라 할 수 있다.30) 즉, 의식해서 행동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회가 말하였다. “저는 진전됨이 없으니, 감히 그 방법을 여쭙니다.”
중니가 말하였다. “‘재齋’이다. 내 너에게 말해 주마!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이 쉽겠느냐?……”31)

장자는 공자의 입을 빌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무의
식의 상태에서 저절로 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재齋’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
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재’란 ‘심재心齋’를 말하는 것이며, ‘심재’는 ‘비우는 것’32)
이라고 설명해 준다.
안회가 말하였다. “제가 심재를 쓰지 못했을 적에는 확실히 제가 있었으나, 심재
를 쓰자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비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夫子)가 말하였다. “다 되었다……”33)

드디어 설득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단 안회 뿐만
아니라 공자 역시도 안회와의 대화를 통해 진전이 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앞의 대화에서는 공자를 줄곧 ‘仲尼’라 말하다가 여기에서 비로소 ‘夫子’라 직접
29) <人間世> 雖然, 止是耳矣, 夫胡可以及化! 猶師心者也.
30) 야마구치 슈, 위의 책, p.267.
31) <人間世> 顔回曰: “吾無以進矣, 敢問其方.” 仲尼曰: “齋, 吾將語若! 有心而爲之, 其易
邪?…….”
32) <人間世> 仲尼曰：“……虛者, 心齋也.”
33) <人間世> 顔回曰: “回之未始得使, 實有回也; 得使之也, 未始有回也; 可謂虛乎?” 夫子
曰: “盡矣.……”
* ‘實有回也’에서 ‘有’는 원래 ‘自’로 되어 있으나 奚侗의 견해에 따라 陳鼓應은 ‘有’로 표기
하였고(陳鼓應, 위의 책, pp.140-141), 본 글에서도 이에 맞춰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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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기 때문이다.34)
둘이 핑퐁처럼 묻고 대답하는 대화는 총 7차례 반복되는데, 주로 안회가 질문
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자 역시도 안회에게 역으로 질문하거나 혹은 안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기도 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장자의 설득 방법 중 하나로 보이는데, 이어지는 다른
우언에서는 이처럼 여러 차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지는 않는다. 앞서 섭공자
고의 질문에는 공자가, 안합의 질문에는 거백옥이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
된다.
같은 지식인의 대화임에도 이처럼 대화쌍의 數에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질문자
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장자가 달리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안회의 경우는 스스로 길을 떠나려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
을 돌려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앞으로 닥칠 상황에 無知한 상태이기에 설
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여러 차례 문답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에 반해 섭
공자고와 안합은 이미 자신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
하고 있으며, 또 위험을 앞둔 일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갈지 말지를 설득할 필요도, 앞으로의
험난한 상황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그러한 상황에 부득이 처했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만을 언급하면 되기에 안회와 공자처럼 서로 여러 차례 주고받
는 대화는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2) 重言과 寓言을 이용한 설득
안회와 공자의 대화에 비해 섭공자고와 공자, 안합과 거백옥의 대화쌍은 비교
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섭공자고에게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의 신하가 되고 자식이 된 자는 원래 부득이한 바가 있네. 일을 처리하면서 자
34) 안회와 공자의 대화에서 공자를 ‘夫子’라고 표현한 곳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주석 10번에
서 안회가 공자의 말 인용하면서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며, 나머지는
모두 ‘仲尼’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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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몸을 잊는다면, 어느 겨를에 삶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싫어하는 데 이르겠는가!
그대는 가는 게 옳겠네.35)

장자는 공자의 입을 빌려 섭공자고에게 신하나 자식이 된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할 때가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것이니 순순히 받아들이되 다만,
주어진 일에만 충실히 하라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36) 섭공자고 역시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에 일을 더 잘하려다 보니 걱정이 앞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득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을 잊고 잘 될 일은 그저 잘 되게끔 어차피 안 될 일
도 그저 순리대로 하면 될 뿐, 그 무엇도 억지로 좋은 결과만을 바라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격언을 인용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격언에 이르기를 ‘보통의 일을 전하고, 지나친 말을 전하지 않으면 거의
온전할 수 있다’고 하였네.37)
그러므로 격언에 이르기를 ‘명령을 바꾸지 말고 이루려고 권면하지 말아야지, 정
도를 넘게 되면 넘칠 것’이라고 하였네.38)

장자가 옛말을 인용해 논리의 증거로 삼는 것은 중언重言의 효과 중 하나인
데, 사신의 지위에까지 오른 지식인 섭공자고를 설득하기 위해 “선현과 당대에
능력과 명망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빌린”39)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안합
에게는 다른 설득의 방법을 동원한다.
태자의 스승으로 가게 된 안합에게 거백옥은 ‘태자의 말에 따르면서도 자신을
35) <人間世> 爲人臣子者, 固有所不得已. 行事之情而忘其身, 何暇至於悅生而惡死! 夫子
其行可矣.
36) 데일 카네기, 뺷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뺸, 이문필 편역, 베이직북스, 2018, p.22.
37) <人間世> 故法言曰: ‘傳其常情, 無傳其溢言, 則幾乎全.’
38) <人間世> 故法言曰: ‘無遷令, 無勸成, 過度益也.’
* 곽상과 성현영은 益자를 그대로 두고 풀이했지만, 여기서는 “마땅히 溢자로 읽어야 한다
[當讀爲溢].”는 兪樾의 주장을 따라 溢자로 보고 번역하였다. 안병주‧전호근 공저, 위의
책, p.179.
39) 陳鼓應, 뺷莊子今注今譯‧下冊뺸, 北京: 商务印书关, 2007, p.837.

18 한중인문학연구 68

잃지 말고, 그와 화합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40)고 말한다. 섭공자
고는 왕의 명을 전달하는 자이기에 자신을 잊고 왕의 명을 꾸밈없이 전달하는
일에만 힘쓰라 말하였는데, 안합은 태자를 올바르게 길러내는 스승의 역할을 해
야 하기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득의 도구로 사마귀, 호랑이, 말을 사랑하는 자의 예를 들었
다. ‘수레를 멈추겠다고 앞발을 들어 수레 앞에 선 사마귀의 모습’41)은 태자의
악행을 일거에 멈춰 보겠다는 무모한 스승의 모습을 예로 든 것이며, ‘호랑이의
본성을 살펴 때에 맞춰 알맞은 먹이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잡아 먹
힐 수 있다’42)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안합이 태자의 성향에 따라 행동을 달리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을 너무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
다가 화를 당하게 되는 자’43)를 통해 안합이 태자를 자식처럼 과하게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다가는 오히려 그에게 해를 입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거백옥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寓言을 예로 들어 안합을 설득하
려 한다.
이처럼 장자는 공자와 거백옥의 입을 빌려 안회에게는 문답법으로, 섭공자고
에게는 중언으로, 안합에게는 우언을 사용하는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회와 같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자라면 충
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스스로 결정이 서게끔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양
쪽 권력자 사이에서는 자신의 말을 비우고 옛 성현의 말을 빌려 한다면 자신의
견해를 내놓은 것이라 볼 수 없으니 양측 권력자의 화를 면하면서 설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태자와 같이 어리지만 권력을 가진 자에게 옛말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다가는 잘난 체하거나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될 수 있기에 우언을 통해
40) <人間世> 就不欲入, 和不欲出.
41) <人間世> 汝不知夫螳螂乎? 怒其臂以當車轍, 不知其不勝任也, 是其才之美者也. 戒之,
愼之! 績伐而美者以犯之, 幾矣.
42) <人間世> 汝不知夫養虎者乎? 不敢以生物與之, 爲其殺之之怒也; 不敢以全物與之, 爲
其決之之怒也; 時其飢飽, 達其怒心. 虎之與人異類而媚養己者, 順也; 故其殺之者, 逆也.
43) <人間世> 夫愛馬者, 以筐盛矢, 以蜃盛溺. 適有蚊虻僕緣, 而拊之不時, 則缺衝毁首碎胸.
意有所至而愛有所亡, 可不愼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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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설득해 봄이 어떠한가 하고 장자가 설득의 수단으로 제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비유와 반전을 이용한 반론 제기
앞서 장석은 크기만 할 뿐 사람에게 하나 쓸모없는 나무라고 상수리나무를 평
가하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사당의 나무가 장석
의 꿈에 나타나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나무들은 오히려 자신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중도에 요절하게 되기에 자신은 쓸모없기를 추구하여 그로써 이렇게 클
수 있었다44)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장석을 꾸짖는다.
또한 너와 나는 모두가 사물인데, 어찌 너는 상대를 사물이라 하는가? 너는 거의
죽어가는 散人이면서 어찌 散木을 알겠느냐!45)

비록 사람에 의해 언제든지 베어짐을 당할 수 있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나무
역시도 사람과 같이 만물을 구성하는 존재 중 하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럼에도 사람은 자신과 나무가 동등한 사물이라 여기지 않고 감히 스스로 평가자
가 되어 상대를 평가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나무의 입을 통해 꼬집고 있다. 더욱
이 장석은 자신의 쓸모에 따라 나무를 베어가는 나무꾼이다. 이를 나무가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입해 보면, 군주나 책략가들이 그들의 쓸모에 따라 인재
라 평가하면서 사람들을 발탁해 가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
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마치 섭공자고와 안합처럼 말이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을 장자는 장석과 상수리나무라는 비유를 통해 돌려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라
는 존재가 동식물을 평가하는 일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44) <人間世> 匠石歸, 櫟社見夢曰: “女將惡乎比予哉? 若將比予於文木邪? 夫柤梨橘柚, 果
蓏之屬, 實熟則剝, 剝則辱; 大枝折, 小枝泄. 此以其能苦其生者也, 故不終其天年而中道
夭, 自掊擊於世俗者也. 物莫不若是. 且予求無所可用久矣, 幾死, 乃今得之, 爲予大用.
使予也而有用, 且得有此大也邪?”
45) <人間世> 且也若與予也皆物也, 奈何哉其相物也? 而幾死之散人, 又惡知散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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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겠지만, 동식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이다. 더욱
이 나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으니 그 나무의 의도조차 알지 못하면서 나무꾼
이라는 사람이 마치 전문가인 양 기껏 한다는 평가는 결국 자신에게 쓸모가 있
는지의 여부만을 볼 뿐이었다. 이는 진정한 평가라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사람이
건 사물이건 간에 나 아닌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도를 넘는 행동임을
장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자는 남을 평가하는 자들에게 직접 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처
럼 비유를 통해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써 스스로의 평
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도록 한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상대를 설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평가자는 대개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할 것이며,
설령 그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 그 평가자가 권력자라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
은 사람을 좋게 봐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46) 권력자일지도 모르는 평가자에게
하나하나 반박하는 돌파의 방법 대신 비유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장자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反轉
의 말하기를 제안한다. 즉,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 때 이마가 흰 소나 들창코인 돼지, 치질이 있는 사람은 황
하에 (바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는 모두 제사 지내는 무당들이 아는 바로, 상서롭
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인이 가장 길하다고 여기는 바이다.47)

앞서 사회의 주류에 편입하지 못한 인물로 등장한 지리소, 접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이마가 흰 소, 들창코 돼지, 치질이 있는 사람 모두 자신들이 가진 부
정적인 면으로 인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바로 반전적 서술로 세
상의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충원의 논문

46) 데일 카네기, 위의 책, p.110.
47) <人間世> 故解之以牛之白顙者與豚之亢鼻者, 與人有痔病者不可以適河. 此皆巫祝以知
之矣, 所以爲不祥也. 此乃神人之所以爲大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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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는 장자의 수사법에 ‘반전적 수사反轉的 修辭’가
있으며 여기에는 ‘반풍反諷’과 ‘역설逆說’의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중 소수자
들은 반풍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됨에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반풍이다. 즉, 현실의 양면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한쪽에만 치우쳐 愚를 범하는 자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관점에 서서 그
이면을 드러냄으로써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것이다.48)

다수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이라 여기는 것의 반전적 상황 제시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역설의 말하기와 함께 부정적이라 치부되어 버린 존재 혹은 자질
에 대한 긍정적인 말하기의 방법이자, “이질적인 삶을 대조하는 데에서 나오는
효과”49)를 거두기 위한 설득의 수사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4. 나오는 말
<인간세>편은 권력자인 군주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신하와 지식인

의 대화,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를 보여주는 나무 이야기, 다수자 중심의 사회
에서 소수자로 평가받은 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지
식인의 대화에 편중되어 있는데, 나무와 소수자의 이야기도 사실은 식자층을 대
상으로 한 설득의 예이지 정말 소수자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당시 문자 보급률이나 서적을 접할 수 있는 계층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결국은 지식인들을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시
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름의 확고한 지식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
람들을 설득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설득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
것이 <인간세>편에서는 문답법, 중언, 우언, 비유, 반전의 말하기 등으로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8) 邦忠原, ｢뺷장자뺸의 수사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p.23.
49) 양자오 지음, 뺷이야기하는 법뺸, 박다짐 옮김, 도서출판 유유, 2019,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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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2,700여 자로 <인간세>편을 지으면서 지식인들의 대화를 서두에 배
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화에 1,900여 자를 할애한다.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전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면서 그들을 자연스레 설득의 단계로
들어서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인들을 향한 조언의 말에 장자는 자신의
사상을 교묘히 섞어서 공자와 거백옥의 입으로 설득한 후에, 다수자 중심의 평
가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들을 둘러보고 다시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
보아야 함을 나무와 소수자의 우언을 통해 제시한다. 그러면서 <인간세>의 마
지막에 결어의 역할을 하듯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山木은 스스로 해치며, 등불은 스스로 지진다. 계수나무는 먹을 수 있어서 잘리고,

옻나무는 쓸모 있어서 베인다. 사람들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는 알지만 ‘쓸모없음의
쓸모’는 모른다.50)

안회는 산목과 등불처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자신
의 유용함을 보여주려 하고, 섭공자고와 안합은 계수나무와 옻나무처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지식인들은 ‘쓸모 있음의 쓸모’만을 보
면서 자신도 모르게 死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당의 상수리나무와
지리소는 쓸모없다고 평가받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과 같이 生死의 갈
림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生을 보존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뭇 사람
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고 장자는 말한다.
관계 맺음이 없다면야 어떠한 갈등 상황에도 놓이지 않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관계 맺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인간세>편을 ‘처세의 방법’에서도 사이
(間) 즉,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 결과, 관계 맺은 자들의 상황과 성향

등을 고려하여 장자가 다양한 설득의 방법을 구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세>편은 비단 설득의 방법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인간세>편에 묘사된 갈등 상황은 현대를 살
50) <人間世> 山木自寇也, 膏火自煎也. 桂可食，故伐之; 漆可用，故割之. 人皆知有用之
用, 而莫知無用之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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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도 모
르고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회사 간 협력을 도모하면서도 자사에 더
큰 이익이 있게끔 애를 쓰는 직장인들, 만만치 않은 개성을 지닌 학생들을 미래
의 인재로 키워내야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
가당하는 것이 당연시된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인간세>에 등장하는 우언들과 배
경에서 古今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내면이 처한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하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고전으로 뺷장자뺸가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며, 이 글을 통해 드러난 장자의 설득 방법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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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Persuasion Method of Zhuangzi from the Perspective of
a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Human World

Ko, Jiyoung
Usually, 「The Human World(Ren Jian Shi)」 is described as “a world where
people live,” and it is then reflected as if the meaning was divided into ‘human’
and ‘worl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word ‘human relation’ was not used
as two syllable word, the Human world should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the meaning of each word, ‘Human’, ‘Relation’, and ‘World’ are separated.
Focusing on “between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ur’, it is composed
of conversations between the monarch who is in power and intellectuals who
are under its influence, stories of trees showing the evaluators and appraisees,
and stories of those who are considered minorities in a majority-centered
society. Much of the stories is partially focused on the conversation of
intellectuals, and it appeared that the stories of tree and minorities are
actually used as examples of persuasion for the literate stratum. It is found
that Zhuangzi used various persuasion method such as the interrogatory
method of teaching, allegory, metaphor, Reversal and paradox in order to lead
people with their own solid knowledge to the field of persuasion according to
their state and type of people who are involved. And this seems to suggest a
lot to modern people who have a hard time forming relationships.
Keyword

Zhuangzi, The Human World, Relationship, Persuas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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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窮達以時｣의 ‘天人有分’과 ‘時命觀’에 관한 硏究

김 영 주 *․ 유 흔 우 **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93년 중국 湖北省 荊門市 郭店村 1號墓에서 발굴된 郭店楚簡의 ｢窮達以時｣
를 ‘天人之分’과 ‘時命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천인지분’은 운명으로서의 天命과 주체
의 힘인 人力이 서로 관통되지 않는다는 孔子의 運命論 사상의 핵심 전제로서 荀子 天人相
分 사상의 源流이며, ‘時命觀’은 德(미덕)과 福(행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

으로서 德福一致說인 德命觀에 상대되는 것이다. ｢궁달이시｣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察天人之分’을 말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遇․不遇時’로서 德福不
一致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궁달이시｣ 사상의 주지는 주체의 힘과 운명이 서로 관통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天命․天道를 人道로 전환하는 데 있다. 후대 유가들의 주류 사상인
天人合一은 이러한 天人之分을 전제로 하는데, ｢궁달이시｣는 그 전환의 계기를 ‘反己’라는 도

덕적 노선에서 찾는다. 이를 통하여 ‘德과 福의 현실적 불일치’ 문제를 해명하는데, 德과 福
사이에 내적 일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은 儒家 文獻들에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런 점에서 ｢窮達以時｣는 현존하는 다른 유가 문헌들과 많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궁달이시｣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학문이 삶의 위기에서 만들어 낸 것임을 반영한다. ‘窮’

과 ‘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도덕적 자율성 문제를 탐색한다. 이 논문은
｢궁달이시｣의 주요 가치가 바로 이 점에 있다는데 착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주제어

郭店楚簡, 窮達以時, 命, 天人之分, 時命, 德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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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郭店楚簡 ｢窮達以時｣1) 가운데 학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天人
有分”과 관련된 先秦儒學의 천인관계 사상이다.2) ｢궁달이시｣의 발굴로 인해 그
1) ｢窮達以時｣는 1993년 중국 湖北省 荊門市 郭店村 1號墓에서 출토된 16종의 郭店楚墓竹
簡(郭店楚簡) 중 儒家에 속하는 문헌이다. 墓葬 연대가 戰國 中後期(B.C.E. 340∼320)로
추정되는 郭店楚簡의 原文과 釋文은 1998년에 荊門博物館의 뺷郭店楚墓竹簡뺸(文物出版
社)으로 출간되었고, 국내에서는 최남규 역주의 뺷곽점초묘죽간뺸(서울: 學古房, 2016)으로
출판되었다. 이 논문에서의 釋文 인용은 Dirk Meyer, A Discussion of the
Palaeographic Materials from Tomb Guōdiàn One, Leiden University, 2008에 따른다.
2) 국내 학자의 글로는 김경수, ｢郭店 出土文獻에 나타난 ‘天人之分’의 思想｣(뺷도교문화연
구뺸 제42집, 2015), 오만종, ｢遇不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뺷중국인문과
학뺸 제46집, 2010) 등이 있고, 중국 학자의 글로는 張立文, ｢論郭店楚墓竹簡的偏題和天
人又分思想｣(뺷傳統文化與現代化뺸, 1998년 제6기), 龐樸, ｢天人三式--郭店楚簡所見天
人關係試說｣(1999년 郭店楚簡國際學術硏討會), 張立文. ｢뺷窮達以時뺸 的時與遇｣(뺷中國
哲學뺸, 第20輯, 1999), 李英華, ｢荀子天人論的兩個問題--兼論郭店竹簡 뺷窮達以時뺸｣(뺷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報)뺸, 第19卷第2期, 2001), 李存山, ｢뺷窮達以時뺸 與 “大德者
必受命”｣(뺷國際儒學硏究뺸, 第11輯, 2001), 趙平安, ｢뺷窮達以時뺸 第九號簡考論--兼及先
秦兩漢文獻中比干故事的衍變｣(뺷古籍整理硏究學刊뺸, 2002年第2期), 林啓屛, ｢先秦儒學
思想中的 ‘遇合’問題--以 뺷窮達以時뺸 爲討論起點｣(뺷鵝湖學志뺸 第31期, 2003), 梁濤, ｢
竹簡 뺷窮達以時뺸 說到孔子 “知天命”｣(뺷華夏文化뺸, 2003年第3期), 梁濤, ｢竹簡 뺷窮達以
時뺸 與早期儒家天人觀｣(뺷哲學硏究뺸, 2003年第4期), 歐陽禎人, ｢寫在 뺷窮達以時뺸 和 뺷
魯穆公問子思뺸 之間｣(뺷郭店儒簡論略뺸, 臺灣古籍出版有限公司, 2003), 梁濤, ｢先秦儒家
天人觀辨證--從郭店竹簡談起｣(뺷哲學與文化뺸, 2006年第1期), 陳榮慶, ｢從命運天定到
修正命--從 뺷郭店楚墓竹簡․窮達以時뺸 看先秦儒家對時運觀的一種解讀｣(뺷太原理工
大學學報(社會科學版뺸, 第24卷第1期, 2006), 張羽, ｢뺷窮達以時뺸 中的天人之辨｣(뺷華夏
文化論壇뺸, 2006), 謝君直, ｢郭店楚簡 뺷窮達以時뺸 所蘊含的義命問題｣(뺷東吳哲學學報뺸,
第15期, 2007), 王中江, ｢뺷窮達以時뺸 與孔子的境遇觀和道德自主論｣(뺷倫理學與公共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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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荀子의 독창으로 인식되었던 天人相分 관념이 사실은 적어도 몇십 년 이
전에 天人合一 관념과 함께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궁달이시｣에 관한 연구 중 천인관계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

경에는 荀子의 선구가 된다는 점 이외에도 孔子의 천인관계론이 天人合一을 위
주로 하고 있다는 통념과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馮
達文은 자신의 뺷宋明新儒學略論뺸에서 물론 철학적으로 말하면 孔孟은 天人合
一論者가 분명하지만 뺷논어뺸․뺷맹자뺸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天’혹은 ‘命’은

본래 외재 세계의 도덕 주체에 대한 일종의 限定으로서 양자는 결코 관통되지
않는다라 하고, 운명으로서의 天命과 도덕 주체인 사람의 힘[人力]의 이러한 背
離․對立 관계를 ‘天人不貫通’으로 표현하면서 ‘命’[天命; 運命]을 배제하고 거

부함으로써 인간의 가치 생명을 제고하는 것이 先秦原儒家의 핵심사상이며, 天
道와 人德의 관통[天人貫通]을 최초로 탐색한 것은 오히려 뺷荀子뺸․뺷大學뺸의

노선과 뺷中庸뺸․뺷易傳뺸의 노선이었다고 주장하였다.3) 孔孟은 天人合一 관념
을 기초로 자신들의 사상을 전개하였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天命(운명)
과 人力의 不貫通性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유의 도덕학설을 전개하였으며,
이 도덕학설이 天人合一을 지향한 것이라는 풍달문의 주장은 ｢궁달이시｣의 운
명론 사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궁달이시｣는 곽점초간의 하장 연
대를 고려할 때 그 成書 연대와 作者를 孔子와 孟子 사이의 유가의 작품으로

務뺸, 2010), 丁淳薇, ｢論 뺷窮達以時뺸 與荀子｢天論｣之天人關係｣(뺷東吳中文線上學術論
文뺸, 2012年第20期), 王中江, ｢孔子的生活體驗․德福觀及道德自律--從郭店簡 뺷窮達以
時뺸 及其相關文獻來考察｣(뺷江漢論壇뺸, 2014年第10期), 李加武․歐陽禎人, ｢郭店楚簡뺷
窮達以時뺸 天人關係新探｣(뺷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뺸, 第46卷第2期, 2015) 등
매우 많으며, Liang Tao, “The Qiong da yi shi 窮達以時 (Poverty or Success Is a
Matter of Timing) and the Concept of Heaven and Humans in Early
Confucianism”(Dao Companion to the Excavated Guodian Bamboo Manuscripts, pp.
197-211.), Zhongjiang Wang, “Confucius’ Life Experience, Idea of Happiness, and
Moral Autonomy: A Study on Qiong Da Yi Shi《窮達以時》 and other
Literatures”(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7권, 1-2호, 2020, pp.66-83.)도 관련 논문
들이다.

3) 馮達文, 뺷宋明新儒學略論뺸, 湛江: 廣東人民出版社, 1997, pp.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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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달이시｣의 작자와 성격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郭齊勇 등은 뺷論語․衛靈公뺸의 “공자가 진나라에 있을 때, 양
식이 끊겨 따르는 자들이 병들어 일어날 수 없었다. 자로가 성난 얼굴로 공자께
‘군자 또한 궁할 때가 있습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군자는 진실로 궁하니 소

인은 궁하면 넘친다’고 하셨다”4)의 ｢傳｣으로서 이를 상세하게 천명한 것이거나
평론적인 발휘라고 주장하나,5) 廖名春 등은 공자에게서 직접 나온 것이기 때문
에 거기에 ‘子曰’또는 ‘孔子曰’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 이 문
제는 좀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이 글의 서술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이들 두 견해 사이의 공통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두 자료 모두 孔子
63세 때(B.C.E. 489)의 ‘陳․蔡 사이의 곤경’[孔子厄於陳蔡]의 故事7)와 깊은 관

련이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는 점이다.8)
4) 뺷論語뺸, ｢衛靈公｣.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 子路愠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
固窮, 小人窮斯濫矣.”
5) 郭齊勇, ｢出土簡帛與經學詮釋的范式問題｣, 뺷福建論壇: 人文社會科學版뺸, 2001(5),
pp.22-30. 이에 앞서 黃人二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黃人二, ｢郭店楚簡 ｢窮達以時｣ 考釋
｣, 뺷古文字與古文獻뺸 試刊號, 臺北: 臺灣楚文化硏究會, 1999.
6) 廖名春, ｢荊門郭店楚簡與先秦儒學｣, 뺷中國哲學뺸, 第20輯, 1999, pp.44-45. 료명춘은 ｢궁
달이시｣의 몇몇 구절들을 뺷荀子․宥坐뺸와 뺷韓詩外傳뺸 권7과 비교한 다음, 이들에서 ‘子
曰’․ ‘孔子曰’등으로 인용한 말이 ｢궁달이시｣에서는 출처 표시없이 말해지고 있다는 점
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7) 당시 吳가 陳을 침공했는데, 楚는 진을 도와 오에 반격하였지만 진이 위험에 빠지자 楚昭
王이 공자가 陳․蔡 사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자를 초빙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진과
채의 대신들이 만일 공자가 초나라에 간다면 우리 작은 나라가 위험할 것이라 판단하여
공자 일행을 진․채 사이의 들판에서 포위하고 초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공자 일
행은 포위된지 7일에 식량도 없고, 제자들은 병들어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陳少明의 통계
에 의하면, 戰國時의 뺷莊子뺸로부터 三國時의 뺷孔子家語뺸에 이르기까지 이 故事를 기록
하고 있는 서로 다른 판본은 적어도 9종이다. 陳少明, ｢ “孔子厄於陳蔡”之后｣, 뺷中山大
學學報: 社會科學版뺸, 2004(6), pp.147-154. 李學勤은 이들 문헌들의 선후를 배열하여 뺷
論語․衛靈公뺸, ｢窮達以時｣, 뺷莊子․讓王뺸, 뺷荀子․宥坐뺸, 뺷呂氏春秋․愼人뺸, 뺷韓詩外
傳뺸 권7, 뺷說苑․雜言뺸, 뺷風俗通義․窮通뺸, 뺷孔子家語․在厄뺸으로 제시하였다. 李學勤,
｢天人之分｣, 뺷中國傳統哲學新編뺸, 北京: 九州圖書出版社, 1999, p.239.-244.
8) 李學勤, ｢天人之分｣, 뺷中國傳統哲學新編뺸, 北京: 九州圖書出版社, 1999, pp.239-244 참

｢窮達以時｣의 ‘天人有分’과 ‘時命觀’에 관한 硏究 31

｢궁달이시｣는 사람이 곤궁[窮]과 현달[達]을 만나게 되는 이유와 窮․達을 대

하는 태도가 주요 서술 내용인데, 廖名春은 그 사상적 핵심이 ‘時’에 대한 강조
와 ‘反己’에 대한 강조에 있다고 하였다.9) 이런 점에서 ｢궁달이시｣는 뺷논어․위
령공뺸의 “君子固窮”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중요 典據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따
라서 “天人有分”이 천인합일과 더불어 당시의 주요 관념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
해도 무방할 것이다.10)
뺷논어․위령공뺸 관련 구절에서 子路가 제기한 문제는 德[미덕]과 福[행복]의
현실적인 불일치 문제였다. 주지하듯이 도덕 수양[德]과 時․命․天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 德․福이 일치한다는 德命觀[道德定命論]에 상대하여
德과 福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時命觀’이라고 한다.
子路가 덕명관에 입각하여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孔子는 君子와 小人의 태도

를 비교하면서 시명관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知天
命’과도 직결된다.
德과 福 사이에 내적 일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궁달이시｣의 관점은 儒家 문

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天人有分 사상은 이러한 時命觀을
직접 표현한 것이다. ｢궁달이시｣는 ‘天’을 ‘時’․ ‘世’로도 말하는데, 이러한 ‘天’
(天命)은 앞서의 天人不貫通에서의 ‘天’과 마찬가지로 외재 객관적인 命定(定
命), 즉 운명을 가리킨다. “天人有分”은 객체와 주체의 分立 또는 背離를 표시

한 것으로서 ‘反己’로 표현되는 도덕 수양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는 ｢궁달이시｣를 통하여 선진유가의 德과 福의 관계 문제가 매우 복잡한 문제였
조. 李學勤은 여기서 ｢궁달이시｣의 “하늘과 인간은 구분이 있다(天人有分)”라는 명제가
바로 이 故事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9) 廖名春, ｢荊門郭店楚簡與先秦儒學｣, 뺷中國哲學: 郭店楚簡硏究뺸 第二十輯, 瀋陽: 遼寧
敎育出版社, 1999, p.45.
10) 많은 학자들은 天人合一이 孔子와 孟子의 핵심 관념이고 荀子의 天人相分은 유가의 별
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철학적으로는 공자와 맹자가 분명 천인합일론자라고 할 수 있
으나 뺷論語뺸․뺷孟子뺸에서 천인합일을 직접 말한 곳은 찾을 수 없고, 先秦儒家 문헌 중
天人 관계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뺷荀子․天論뺸의 “하늘과 인간의 구분을 명확하
게 인식한다(明於天人之分)”는 말이었다. 그런데 ｢궁달이시｣는 순자에 앞서 ‘하늘과 인
간 사이에는 구분이 있다(天人有分)’라는 명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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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과, 또 天人之分이 天人合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보편 관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궁달이시｣의 두 단락 세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 천인관
계 문제와 時命觀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로부터 ‘反求諸己’의 도덕수양을 강조
함으로써 ‘천인유분’(순자의 ‘천인상분’포함)의 궁극적 목표가 天人合一에 있었
다는 점을 논술한 것이다.

2. 天人有分과 공자의 知天命
李學勤은 ｢궁달이시｣를 두 단락으로 구분하였는데,11) 梁濤는 第1簡의 “有天
有人, 天人有分…”과 第11簡의 “遇不遇, 天也”를 그 구분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12) 廖名春은 첫 번째 단락의 주요 개념은 ‘時’이고,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反己’라고 하였다. 그런데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서 첫 번째

단락은 다시 簡1의 總論과 簡1-簡11까지의 ‘天’․ ‘世’․ ‘時’의 ‘人’에 대한 중요
성과 主次 관계를 밝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簡11에서 마지막 簡15까지의
두 번째 단락은 時․命․天과 人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君子反身
修德의 중요성을 서술한 것이 그 세 번째 부분이다. 따라서 전문의 구조는 ‘總分-分’이라고 할 수 있다.13)

앞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뺷논어․위령공뺸에서 子路가 제기한 문제는 도덕수
양[미덕]과 福[達; 행복]의 현실적인 불일치였고, 공자의 ‘君子固窮’과 ‘小人窮斯
濫’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정면적인 대답이라기보다 곤궁을 대하는

군자와 소인의 태도를 말한 것이다. 군자가 固窮14)할 수 있는 이유는 ｢궁달이시
11) 李學勤, ｢荊門郭店楚簡中的 뺷子思子뺸｣, 뺷中國哲學: 郭店楚簡硏究뺸, 第20輯, 瀋陽: 遙寧
敎育出版社, 1999, pp.75-80.
12) 梁濤, ｢先秦儒家天人觀辨證--從郭店竹簡談起｣, 뺷哲學與文化뺸, 33卷 1期, 2006,
pp.123-142. ｢궁달이시｣는 총 15簡으로 되어 있는데, 죽간 양쪽 끝은 사다리꼴로 다듬어
져 있으며, 길이는 26.4cm이다. 죽간 중에는 두 곳을 묶은 흔적 편선이 있는데, 그 간격은
9.4-9.5cm이다. 文字는 모두 287字이고, 이중 合文은 1字이다. 매 죽간마다 약 20여 字가
쓰여져 있으며, 잔손된 문자는 약 17字이다.
13) 李加武․歐陽禎人(2015), ｢郭店楚簡 뺷窮達以時뺸 天人關係新探｣, p.24右.
14) 程子는 ‘君子固窮’의 ‘固窮’을“궁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固守其窮)”라고 해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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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서 ｢궁달이시｣의 총론에 해당한다.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하늘과 사람은 分을 갖는다. 하늘과 사람의 分을 살
펴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안다.15)(簡1)

‘天人有分’은 뺷순자․천론뺸의 “하늘의 운행에는 항상(常) 됨이 있어 요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걸임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름(治)으로
그것에 응하면 길하고, 거스름(亂)으로 그것에 응하면 흉하다. ……그러므로 하
늘과 인간의 구분(分)을 분명히 인식하면 至人이라고 부를 수 있다”16)에 앞서
天人相分을 주장한 것으로서 발굴 당시부터 학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龐樸은 ‘天人有分’의 ‘分’字에 대해 去聲으로 읽어야 하고 名分․職分과 같

다고 하였다.17) 대부분의 학자들 또한 鄭玄(127〜200)이 뺷禮記․禮運注뺸에서
“分은 職과 같다(分, 猶職也)”라고 해석한 것에 따라 ‘分’字를 職分으로 해석한

다. 荀子가 말한 ‘分’은 分別의 뜻이지만 ｢궁달이시｣의 ‘分’은 분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사람이 각기 그 책임져야 할 직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18) 순
자 또한 天職을 말하여 “하지 않고도 이루고 구하지 않아도 얻는 것을 天職이라
고 부른다”19)고 하였다.20)
朱熹는 “성인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여 돌아보고 염려하는 바가 없고, 곤경에 처해서
도 형통하여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바가 없다”(뺷論語集註뺸 : 聖人, 當行而行, 無所顧慮,
處困而亨, 無所怨悔.)고 해석하였다.

15) ｢窮達以時｣, p.85. “簡1有天有人, 天人有分. 察天人之分, 而知所行矣.”
16) 뺷荀子뺸, ｢天論｣. “天行有常, 不爲堯存, 不爲桀亡. 應之以治則吉, 應之以亂則凶.……故明
於天人之分, 則可謂至人矣.”
17) 龐樸, ｢天人三式--郭店楚簡所見天人關係試說｣, 武漢大學古文化硏究院, 뺷郭店楚簡國
際學術硏討會學術論文集뺸,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00, pp.31-36 참조.
18) 朱淵淸, ｢‘時’-儒家運命論思想的核心槪念｣, 鄭吉雄 主編, 뺷觀念字解讀與思想史探索뺸,
臺灣學生書局, 2009, p.243.
19) 뺷荀子뺸, ｢天論｣. “不爲而成, 不求而得, 夫是之謂天職.”
20) 馮友蘭은 뺷순자뺸의 ‘分’에 대해 職分의 分과 分別의 分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明於天人分’에서의 ‘分’이 분별의 分이다. 馮友蘭, 뺷中國哲學史新編뺸 上冊, 北京:
人民出版社, 1998, p.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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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순자․천론뺸의 “天行有常”은 자연계의 보편 규율로서의 天道를 가리키고,
따라서 여기서의 天은 自然天이며, ‘天職’은 자연계 보편 규율의 功能을 가리킨
다. “요임금 때문에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걸임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는 天道의 객관성을 가리키고, 사람이 반드시 따름(治)으로 그것에 응해야 한다
는 것은 人道가 반드시 객관 외재의 天道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天人은 相對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인식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 더욱이 순자는 “하늘을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하늘의 양육을 받아
서 생성한 만물에 인간이 손을 가하여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입장과 비교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은가? 하늘이 부여한 운명에 따라 살고 하늘을 예찬할
따름이라는 입장은, 하늘이 주는 운명을 법칙화하여 그에 대처해 가는 입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은가?”21)라고 하였는데, “物畜而制之”, “制天命而
用之”, “應時而使之”등은 모두 천도 물리를 인식하고 천도 물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순자는 이처럼 天과 人의 관계를 객관과 주관의 관계로 相分한
인간의 지성에 의해 이를 소통시키고, 소통한 기초 위에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배와 점유를 실현하고자 한다. ‘천도’에 의거하여 ‘인도’를 논하는 이러한 관점
은 荀子의 독창으로서 지식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天道로부터 德性을 이
끌어 낼 수 없었던 순자가 化性起僞의 性惡을 주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22)
그런데 ｢궁달이시｣에서의 ‘天’은 自然天이 아니며 神格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運命之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
21) 뺷荀子뺸, ｢天論｣. “大天而思之, 孰與物畜而制之. 從天而頌之, 孰與制天命而用之. 望時而
待之, 孰與應時而使之.”
22) 梁濤는 荀子의 天은 주로 일종의 자연천으로서 자연계의 생산․존재․변화의 유기과정
을 가리키고, 人은 일종의 사회인으로서 인간의 사회속성 및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의 天
人之分은 이러한 기초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궁달이시｣의 ‘天人之分’은 이와
달리 天이 일종의 운명천을 가리키고, 토론하는 문제는 天命과 人事의 관계이며, ‘時’․
‘遇’ 등과 같은 세상의 여러 일들은 사람이 장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만 命 혹은 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德行과 같은 일들은 그 실현 여부가 완전히 인간에게서 결정되고
天과는 무관한 일임을 토론한 것이라고 한다. 梁濤, ｢先秦儒家天人觀辨證--從郭店竹簡
談起｣, 뺷哲學與文化뺸, 33卷 1期, 2006, pp.123-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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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된다.
그 사람이 있으나 그 世가 없으면, 비록 현인이라고 하더라도 행할 수가 없다. 진
실로 그 世가 있으면 무슨 곤란함이 있겠는가? 舜이 역산에서 밭을 갈며 황화 유역
에서 도기를 만들다가 천자가 된 것은 요임금을 만났기 때문이다. 皐陶가 삼베로 짜
서 만든 옷을 입고, 짚에 삼을 감아 만든 둥근 테 首絰을 머리에 감고, 망건을 머리에
쓰고 석판을 쌓다가 천자를 보좌하게 된 것은 武丁을 만났기 때문이다. ……孫叔敖
가 세 번이나 期思의 少司馬를 사직하고, 令尹에 임명된 것은 楚 莊王을 만났기 때
문이다. 처음에는 때를 만나지 못해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다가 후에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덕행을 높이 갖추어서가 아니다. 伍子胥가 전에는 공로가 컸으나 후
에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그의 지혜가 쇠한 까닭이 아니다. 驥가 張山에서 곤궁에
처하고, 騏가 卲棘에 갇히게 된 것은 體壯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사해를 넘나들고,
천리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造父를 만났기 때문이다.23)

여기서 사람의 ‘세(시기)가 없음(無其世)’․ ‘세(시기)가 있음(有其世)’을 결정
하는 것은 天이다. 따라서 天人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主次의 관계이며, 天은
모종의 제한적 요소로서 人에 상대하여 말하면 외재적인 것으로서 저항할 수 없
는 어떤 힘이자 객관적 추세[世 또는 時]를 가리킨다. ‘遇’는 機遇로서 뺷주역뺸의
“利見大人”과 같다. 다시 말해 자신이 등용되거나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

한다. 비록 현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遇․不遇世를 결정할 수 없고, 이는 오직 天
職의 영역으로서 사람은 聽命할 수 있을 뿐이다.

｢궁달이시｣에서 말하는 天과 世는 예를 들어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命이

고, 도가 장차 폐하여지는 것도 命이다”24),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25),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 한
다”26)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孔子 운명론 사상에서의 天 또는 命과 같은 의미
23) ｢窮達以時｣, p.85 이하. “有其人, 無其簡2世, 雖賢弗行矣. 苟有其世, 何難之有哉? 舜耕於
歷山, 陶拍簡3於河滸. 立而爲天子, 遇堯也. 邵謠衣枲蓋帽絰蒙巾, 簡4釋板築而佐天子, 遇
武丁也.……簡8孫叔三斥期思少司馬; 出而爲令尹, 遇楚莊也. 簡9初韜晦, 後名揚, 非其德
加; 子胥前多功, 後戮死, 非其智簡10衰也. 驥厄張山, 騏控於卲棘; 非亡體壯也. 窮四海, 致
千簡11里, 遇造[父]故也.”
24) 뺷論語뺸, ｢憲問｣.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25) 뺷論語뺸, ｢泰伯｣.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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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7) 여기서 말한 ‘道’는 人道인데, 뺷논어뺸의 이들 구절은 도덕 주체에 대한
일종의 한정을 의미하는 외재 세계인 ‘천’ 혹은 ‘명’이 서로 관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공자에게서 ‘천’ 혹은 ‘명’은 주로 인간 주체에 대해 일종의
한정을 의미하는 외재의 객관적인 추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궁달이시｣에서 ‘世’
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世’는 당연히 時勢를 의미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궁달이시｣簡1의 “察天人之分”을 다시 검토하면, 天職과 人
職은 결코 서로 관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서 人職, 즉 人道의 한계를 명확하

게 인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한 運命天 관념은 물론 春秋 이래의 운명 관념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러한 운명천 관념은 또한 西周 초기의 종교 신학적인 天觀을 반대하는 의미
를 포함하는데, 공자는 나아가서 사람이 운명을 대하는 태도를 확립하였다.
나는 열 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하였고, 마흔 살에 다시
곤혹스럽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 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
고, 일흔 살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28)

공자의 ‘知天命’은 많은 학자들이 主宰天과 道德天으로 해석하지만 보다 중
요한 것은 運命天인데, ‘知天命’은 운명에 대해 달관적 이해를 하게 되었음을 말
한 것이다. 朱熹는 ‘四十而不惑’에 대해 “사물의 당연한 것[도리]에 대하여 의혹
하는 바가 없다면 아는 것이 분명하여 지킴을 일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於事
物之所當然, 皆無所疑, 則知之明而無所事守矣)”라고 해석하였으나 공자의 인

생 역정에서 볼 때, 천하에 인도를 행하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26) 뺷論語뺸, ｢公冶長｣. “道不行, 乘桴浮於海.”
27) 楊伯峻에 의하면, 뺷論語뺸에서 ‘天’字는 총 19차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늘’을
가리키는 ‘天’이 3차례이고, 나머지 16차는 天神․天帝․天理를 의미한다. ‘命’은 21차에
걸쳐 나타나는데, ① 壽命 2차, ② 命運 10차, ③ 生命 2차, ④ 辭令 1차, ⑤ 使命 5차,
⑥ 동사로 사용되어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 1차례이다. 楊伯峻, ｢論語詞典｣,뺷論語譯注뺸,
北京: 中華書局, 1980, p.223 및 pp.249-250 참조.
28) 뺷論語뺸, ｢爲政｣.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
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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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를 얻지 못하여 곤혹스러운 신세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더 이상 이를
곤경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의 ‘惑’․ ‘不惑’은 지식론으로 말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人道의 行․不行과 개인의 遭遇 여부는 모두 天命의 소치로서 사람이
관여할 바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知天命’인 것이다.
공자의 不惑과 知天命을 이상과 같이 해석하면 ｢궁달이시｣에서의 天人 관계
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不惑’이 지식으로
말한 것이라면 知天命의 ‘天命’은 인간의 지식과 인식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는
데 어떻게 ‘知’를 말할 수 있겠는가? 天命이 주재천의 명령이라면 더욱 ‘知’를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주희는 天命을 天理로 이해하였으나 ‘知天命’은 실제로 운명
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 것으로서 공자 인생 수양의 중요한 전환 단계를 나타낸
다. ｢궁달이시｣의 두 번째 단락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토론이 나타나 있다.

3. ｢궁달이시｣의 時命觀과 공자의 反求諸己
｢궁달이시｣의 두 번째 단락은 내용상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 운명으로서

의 天․時와 人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음을 토론한 것이다. 사람이 곤궁
[窮]과 현달[達]을 만나게 되는 이유와, 窮․達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가운

데 이를 토론하고 있다.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天이다. 행동한다고 반드시 현달하는 것은 아닌
데, 그러므로 궁하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은둔한다고 해서 명성을 얻지 못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하지 않는다.29)

여기서의 ‘遇’는 첫 번째 단락에서와 같이 ‘機遇’, 즉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사람이 기회를 포착하고(遇) 못하고(不遇)는 모두 運命天의 영역으로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주
29) ｢窮達以時｣, p.90이하. “遇不遇, 天也. 動非爲達也; 故窮而不簡12□□□ [怨; 隱非]爲名也.
故莫之知而不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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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듯이 운명으로서의 天․天命은 그 어떠한 목적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다만 외재의 객관적 추세와 같은 것인데, ｢궁달이시｣는 이로써 사람이
窮이나 達을 만나게 되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遇․不遇’는 사실

상 우연에 가까운 것이므로 ‘動非爲達也’이하에서 窮․達을 어떻게 대해야 하
는가라는 사람의 태도를 논하여, 사람이 세상의 窮達이나 禍福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 요체로 제시하고 있다.
｢궁달이시｣는 또 天人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서 설명한다.
지란은 울창한 숲 속 깊은 계곡에서 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향기
를 뿜지 않는 일은 없다. 瑾瑜라는 옥은 산 중의 돌에 감추어져 있으나 그것이 자신
을 잘 감추어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30)

芝蘭이나 瑾瑜는 自然物이다. 이런 점에서 ｢궁달이시｣의 天은 自然天의 의

미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란이 幽谷에서
나고, 근유가 山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두 그것들의 定命으로서 人과 아무
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지성의 문제로 天人之分을 논한 것이 아
님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궁달이시｣의 ‘天人有分’은 뺷순자뺸의 天人之分과는
다른 천인관계 사상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궁달이시｣는 인간의 운명을 또 ‘時’로 표현하여 時運과 德行의 관계 문제, 즉
福과 德의 관계 문제를 토론한다.
곤궁(실패)과 현달(성공)은 時로서 한다. 덕과 행은 하나로써 해야 하나 칭찬과
훼방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칭찬하거나, 참소를
하더라도 굳이 변명을 하지 않는다. 곤궁과 현달은 時로서 하니, 幽隱과 顯明을 마
음에 두지 않으므로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는 것을 두텁게 한다.31)
30) ｢窮達以時｣, p.96. “□□□□□□[芝蘭生於幽谷], □□□□[簡13非以無人]嗅而不芳. 璑璐
瑾瑜包山石, 不爲□□□(□?)([無人知其]簡14善伓己也.”
31) ｢窮達以時｣, p.98. “窮達以時, 德行一也, 譽毀在旁. 聽之弋母, 緇白簡15不釐; 窮達以時, 幽
明不再. 故君子惇於反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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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秦儒家 문헌들에서의 ‘時’는 주로 時運, 時機, 時勢, 또는 世勢 등을 가리키

고 사업 성공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데, 뺷孟子뺸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32)라고 하였다. ‘彼一時’는 공자의 “天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
람을 탓하지 않는다”33)를 따랐을 때를 가리키고, ‘此一時’는 맹자가 제나라를 떠
나 길을 가면서 ‘기뻐하지 않는 기색(不豫色)’을 드러낸 당시를 가리킨다. 이는
변동불거하는 시간에 대한 관념으로서 공자는 이에 대한 인식을 흐르는 물에 비
유하여 “지나가는 시간[逝者]은 흐르는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
나”34)라고 하였다. 본래 ‘時’는 변화의 객관적 형식이자 인간의 변화에 대한 관
념이며, 인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時’는 주관과 객관이 결합된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공자가 ‘知時’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窮達以時”에서의 ‘時’는 孔安國이 “命은 궁달의 구분을 이른다(命, 謂窮達
之分)”(阮元校刻 뺷十三經注疏뺸 下冊, 中華書局, 1980)고 말한 ‘命’과 같이 定
命論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이다. 사람이 窮達을 만나게 되는 것을 時․命으로

말한 ｢궁달이시｣는 이어서 福과 德의 관계를 토론하고 있다. 사람은 덕행을 시
종일관해야 하지만 칭찬과 비방은 그것과 상관없이 생겨난다고 말한 것은 곧 福
과 德의 관계가 인과 관계가 아님을 직접 밝힌 것으로서 사람이 칭찬이나 出仕
와 같은 복을 얻고 얻지 못함은 天․時에 따른다는 말이다.
時․命․天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선진유학의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

된다. 하나는 도덕 수양과 時․命․天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德福一致說인 德命觀[道德定命論]이 이를 대표한다. 우리는 그 예를 뺷尙書․
蔡仲之命뺸의 “하늘은 친소가 없고 유덕자를 도울 뿐이다(皇天無親, 惟德是輔)”

에서 찾아볼 수 있고, 공자의 “순임금은 진정 크게 효하였다, 덕으로는 성인이
되었고 높음으로는 천자가 되었고, 부유함으로는 온천하를 가졌고, 종묘에서 제
사를 지냈고, 자손을 보존했다. 그러므로 큰 덕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32) 뺷孟子뺸, ｢公孫丑下｣. “彼一時, 此一時也.”
33) 뺷論語뺸, ｢憲問｣. “不怨天, 不憂人.”
34) 뺷論語뺸, ｢子罕｣. “子在川上, 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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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얻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봉록을 얻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명성을 얻으
며, 반드시 그에 맞는 수명을 얻는다. ……
그러므로 큰 덕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35)라는 말 또한 ‘德命一致’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하나는 福과 德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념으로 이를 ‘時命觀’
이라고 한다. 窮達은 ‘時’로부터 결정된다는 ｢궁달이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
는 뺷순자․유좌뺸의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時이고, 죽고 사는 것은 命이
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時를 만나지 못하면 비록 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 時를 만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36)라
는 말과, 뺷한시외전뺸 권7의 “時를 만나지 못한 자는 많은데 어찌 공자뿐이겠는
가? 어질고 불초한 것은 材이고, 하고 하지 않는 것은 人이며, 만나고 만나지 못
하는 것은 時이다. 지금 時가 있지 않다면 어진이라도 어찌 쓰일 일이 있겠는
가?”37) 등이 時命觀을 대표한다. 時命觀에서의 ‘時’를 遇․不遇하는 것은 주지
하듯이 ‘우연’이고, 이러한 ‘우연’을 운명으로 간주하여 人力의 범위를 벗어나 있
는 것으로 사람이 간여할 수 없는 것임을 가리키는 말이 이른바 盡人事待天命
이다.
이상에서 볼 때, 시명관은 덕명관과 마찬가지로 선진유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주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덕명관이 天人合一 관
념을 전제로 한다면 시명관은 운명으로서의 天․命․時가 주체의 힘[人力]과
관통되지 않는다는 天人之分 관념을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궁달이시｣에서 주목할 것은 이상과 같은 天人不貫通의 德福不一致 관점으

로부터 ‘德行一也’의 도덕주의 노선으로 天人貫通을 모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것은 같은 天人之分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식주의 또는 지성주의 노선으로 天人
貫通을 모색했던 荀子와 크게 다른 점이다.
35) 뺷中庸뺸. “子曰: 舜其大孝也與. 德爲聖人, 尊爲天子, 富有四海之內, 宗廟饗之, 子孫保之.
故大德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故大德者必受命.”
36) 뺷荀子뺸, ｢宥坐｣. “遇不遇者, 時也. 死生者, 命也. 今有其人不遇其時, 雖賢其能行乎. 苟遇
其時, 何難之有.”
37) 뺷韓詩外傳뺸 卷七. “不遇時者衆矣, 豈獨丘哉! 賢不肖者材也, 爲不爲者人也, 遇不遇者時
也. 今無有時, 賢安所用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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窮達이나 禍福의 결정은 天․命․時의 영역으로서 人力의 범위를 벗어나 있

으므로 군자는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德行一也’할 뿐이라고 말하였을
때의 ‘德行一’은 인생이 현달하거나 곤액에 처하게 되는 것과 상관 없이 그 節氣
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으로 뺷孔子家語․在厄뺸에서는 “군자가 도를 닦고 덕을
세우되 곤액을 당하더라도 절기를 바꾸지 않는다(君子修道立德, 不謂困厄而改
節)”고 하였다. 실제로 공자는 “부귀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道로써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아야 하며,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그 道로써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군자가 仁을 떠나면 어찌 이름을 이
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이라도 仁을 떠남이 없으니, 경황 중에도
이 仁에 반드시 하며, 위급한 상황에도 이 仁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38)라고 하
였다. 사람은 누구나 부귀를 원하고 빈천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 ‘道’에 따라야
하고, 군자는 이러한 窮達에 상관없이 도덕수양에 힘쓸 뿐이라는 것이다. ｢궁달
이시｣는 같은 맥락에서 “곤궁과 현달은 時로서 하니, 幽隱과 顯明을 마음에 두
지 않으므로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는 것을 두텁게 한다(窮達以時,
幽明不再. 故君子惇於反己)”라고 하였다. 이것이 ‘君子固窮’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反己’는 공자가 제시한 관점인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한다”39)나 “활쏘기는

군자와 닮음이 있다, 정곡을 모두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그의 몸에서 모두 구한
다. 군자의 道는 비유하면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하며, 높은
데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함과 같다”40)를 가리킨다. ‘反己’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不怨天, 不憂人)”의 직접적인 표징이고,
동시에 운명적인 時에 대한 자각, 즉 知時의 결과이다.
｢궁달이시｣에 의하면, 궁달은 時運에서 결정되고, 毁譽는 타인으로부터 결정
38) 뺷論語뺸, ｢里仁｣. “子曰, 富與貴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是人之所惡
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顚
沛必於是.”
39) 뺷論語뺸, ｢衛靈公｣. “子曰: 君子求諸己”
40) 뺷中庸뺸.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
登高必自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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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서 이들 모두는 天․時에 속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
람은 마땅히 자신에서 구해야 하는데, 사람의 덕행 여부는 다만 자기 자신에게
서 결정되는 것일 뿐, 天․時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天․時를 인간에 대
해서 말하면, 운명[天]은 이미 生死라는 절대적 존재 방식으로 있고, 또 窮達 변
화의 時로 있으나 ‘時’는 또한 바로 변동하며 고정되지 않는 시간이며, 이러한
‘時’는 외재 변화의 객관형식인 동시에 변화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고, 년월․밤

낮 변화와 같은 天時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41) 窮達이 이미 이러한 時
運의 영역임을 자각[知時]하기 때문에 군자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反己’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反求諸己’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하고 時[天]에 있는 것은 구하지 않

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盡己 ‧ 盡人을 본분으로 삼는 것으로서 곧 ‘盡人事待天
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盡人事’는 인간의 주체적 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인간의 주관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本職 혹은 本分임을 가리키는 말이고, ‘待天命’은 인간의 주체적 능력이 미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에 대해 안심하고 용인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反求諸己’는 ‘天人之分’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分’에 대

한 자각을 통하여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의 지위를 돌출시키는 것이 유가 운명론
이 여타의 운명론과 구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궁달이시｣는 德福不一致의 時命觀으로부터 도덕수양의
‘反己’로 나아간다. 이는 운명으로서의 天命을 일종의 ‘義命’으로 바꾼 것으로서

결국 ｢궁달이시｣의 天人之分이 人道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맹
자는 이러한 知時를 공자의 時中으로 말하여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
심은 공자이시다. ……伯夷는 성인의 淸한 자요, 伊尹은 성인의 自任한 자요, 柳
下惠는 聖人의 和한 자요, 공자는 성인의 時中인 자이시다”42)라고 하였다. 이것
41) 朱淵淸, 앞의 글, p.244.
42) 뺷孟子뺸, ｢萬章下｣.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孟子
曰, 伯夷, 聖之淸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子, 聖之時者也.”

｢窮達以時｣의 ‘天人有分’과 ‘時命觀’에 관한 硏究 43

은 공자가 자신을 수양하고 품덕을 保全하는 것으로부터 知時하여 자기 운명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성찬한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수양에 힘을 다했기 때문
에 사람들의 훼예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훼오하는 말을 듣더라도 굳이 변명
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君
子가 아니겠는가?”43)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時’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인간은 ‘時’의 선택과 판단
을 스스로 해야 한다. 인간은 이와 같은 판단과 선택으로 자신의 장래를 결정해야
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時’는 변동하여 머물지 않는 것이고, 인간은 그 ‘時’에
대응하여 움직이게 된다. 인간은 부단히 반성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과거의 변화에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닥칠 때를 알며, ‘時’를 알기 때문에 변화하는 때에
부단히 새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수양과 노력을 통하여
변동하는 ‘時’속에서 자신의 품덕을 보전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知時’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이로부터 결국 자기의 운명을 장악하는, 즉 자기 운명의 주인(주체)
이 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운명론 사상의 主旨이다.

4. 결론
｢궁달이시｣에서 ‘천’과 ‘인’, 다시 말해 운명과 인간의 덕성은 인과 관계에 있

지 않아서 결코 관통되지 않는다. 그래서 ｢궁달이시｣는 天道를 이끌어 들임으
로써 人道를 구성하는 방법 대신에 인간 주체의 도덕 완성[成德]을 주장하는 학
설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주지를 ｢궁달이시｣의 내용상 세 부분에 따라 논술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공자는 人事에 대한 天命의 주재적 작용을 긍정하고, 德은
天賦의 것으로서 天人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德性을 통하여 福을 이룰

수 있다는 德命 또는 德福一致說을 제창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데, 공자의 일생 자체가 그 反證이다. 뺷논어․위령공뺸에서

43) 뺷論語뺸, ｢學而｣. “人不知, 而不慍, 不亦君子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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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가 ‘군자 또한 궁할 때가 있습니까?’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한편 공자
가 거기에 ‘君子固窮’이라고 대답한 것은 현실에서의 인간 덕성의 선악은 그 운
명의 좋고 나쁨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리킨 것이다. 뺷논어뺸에서
나타나는 운명으로서의 命 또는 天命은 人力 밖에서 人力을 제한하는 限界로
작용하는데, 이로부터 공자 이후 유가들의 천명관에 중대한 전환이 발생하게 되
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덕복일치의 ‘덕명관’을 긍정하는 데서 전환하여 덕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명관’을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것은 유가들이 시명관으로부터 ‘反求諸己’의 도덕적 人道 노선의 강화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궁달이시｣는 이러한 유가의 노선 전환이 직접 드러난 근본
자료이다.
이 논문은 이상에서 약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궁달이시｣를 연구한 것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공자 운명론 사상의 主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그 天人有
分과 遇․不遇의 시명관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철학적

의의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 유가의 天人合一 사상이 위에서 언급한 ‘전환’
을 전제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窮達以時｣의 핵심 내용은 德과 福, 즉 幸福은 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한 데 있다. ｢궁달이시｣는 이 문제를 천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
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이론은 형식적으로 荀子의
‘天人相分’ 주장의 선구가 된다. ｢궁달이시｣에서 孔子는 德과 福 사이의 현실적

불일치 문제를 일상생활에서의 실패[窮]와 성공[達] 사이의 관계 문제에 비추어
성찰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궁달이시｣는 孔子 또는 제자들의 학문이 삶의 위
기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궁달이시｣에서의 ‘天’은 일종의 運命으로서 뺷論語뺸에서 ‘天’또는 ‘命’으로 표

현되는 運命之天과 일치한다. ‘人’은 주체인 사람의 힘[人力]을 의미하는데, 뺷
論語뺸를 비롯한 뺷孟子뺸․뺷荀子뺸 등의 先秦儒家 문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運命

으로서의 天命과 人力은 서로 貫通되지 않으며 종종 背離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궁달이시｣와 다른 유가문헌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궁달이시｣는 궁핍과 영달을 궁극적으로 天時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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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天時에 대해 달관적 자세와 함께 자신의 德을 돈독히 하는 데 힘써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善하고 최선을 다하여 勞力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묵묵히 德行에 힘쓰고 자신을 돈독히 해야 하는 이유
를 말한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경험과 제자들의 경력에서 인간의 덕성수양과 그 사람의 福祿
壽命 사이에는 일정한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고상

한 도덕수양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행복’을 얻는다면, 이는 당연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록 고상한 덕성수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신이 불행에
빠진다면, 마땅히 樂而忘憂해야 하는데, 그 관건은 ‘反己’에 있다는 것이 ｢궁달
이시｣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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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Heaven
and Man & View of Shi-Ming in Qiong Da Yi Shi
Kim, Young Ju․Yoo, Heun Woo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Qiong Da Yi Shi(窮達以時) of 
the Guodian
Chumu Zhujian(郭店楚簡).
Guodian Chujian Qiong Da Yi Shi chapter which take the incident of
“Confucius trapped in Chen Cai(陳蔡)” as the prerequisite of the dission is a
treatise which systematically explored the contradiction between political ideal
and social reality by Confucian scholars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Qiong Da Yi Shi chapter, “heaven” represents external opporfunities, while
“human” represents the subjects’ moral practice and reasonable cognition.
Although the chapter acclaims the distinction between heaven and man, it
advacats: (1) heaven and human have different fields of application; (2) there
are always the primary and secondary points in their values between heaven
and human; and (3) there is no causality between and human. Its theoretical
presupposition is the unity od Heaven and Man, that is, it admitted the
external opportunities had deep influence on the subjects’ moral practice and
reasonable cognition. The result od the chapter is to realize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 at the level of the subjects’ rational consciousness.
The think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irtue and happiness in the
excavated document Qiong Da Yi Shi shows many links with other extant
literatures. Qiong Da Yi Shi is the reflection made by Confucius and his
disciplines in a life crisis. It does not consider that there is an inner
correspondence between virtue and happiness, which is the same in other
Confucian literature. Besides, it gives a new explanation of Qiong(窮 )and Da
(達), turning them to the issue of moral autonomy of human beings. It indicates
that the idea of virtue and happiness of Confucianism is complex and cannot
be understood in on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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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득공(1748-1793)은 중국에 세 차례 출사하였으며 연행록 세 권을 저술했다. 첫 번째 연
행은 1789년 심양에 다녀온 것인데 뺷난양록뺸(灤陽錄)을 저술했다고 전해지지만 원본은 유실
되어 찾아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1790년 박제가(1750-1805)와 함께 중국에 출사하여 40여명
의 중국과 외국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뺷열하기행시주뺸(熱河紀行詩注)를 남겼고, 마지막으로는
1801년 박제가와 함께 출사하여 중국의 40여명의 문인들과 교류하고 뺷연행재유록뺸을 저술하

였다. 세 번의 출사 경험을 통하여 유득공은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 형세에 보다 전면적인 인
식을 가지게 되였다. 중국학자 葛兆光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은 청나라를 두 가지 시야로 나누
어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패업을 이룩한 정치적인 강국으로서의 청나라이고 하나는
‘만세태평’의 유가사상을 추구하는 문화상징으로서의 중화이다. 전자는 조선이 정치적으로 막

부득이 따라야 하는 존재이고 후자는 문화적으로 조선이 추구하고 배워오던 역사맥락속의 상
징적 존재이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거친 청나라 연행은 유득공의 기존 인식을 뒤엎어 버렸으며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점점 쇠퇴하여 가는 청나라를 발견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몽고와 회회가 문화적으로 궐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동아시아 문화가 다원
화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선도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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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득공(1748-1793)은 청나라에 세 차례 다녀오면서 연행록 세 권을 저술했다.
처음 연행은 1789년 심양에 다녀온 것인데 뺷난양록뺸(灤陽錄)을 저술했다고 전해
지지만 원본은 유실되어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는 1790년 박제가(1750-1805)와
함께 중국에 출사하여 40여명의 중국과 외국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뺷열하기행시
주뺸(熱河紀行詩注)를 남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801년 박제가와 함께 출사하
여 중국의 40여명의 문인들과 교류한 것으로서 뺷연행재유록뺸을 남겼다. 세 번의
출사경험은 유득공이 조선반도에 국한된 시야를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
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정치, 문화 등 문제를 바라 볼 수 있게끔 하였다.
유득공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비교적 많이 거론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일 경우 유득공에 대한 논문이 50여편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그의 역사인
식, 시학연구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다. 유득공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
를 볼 때 박현규의 ｢중국학자가 논평한 조선 ‘난양록’과 ‘연대재유록’｣1)이 있는
데 유득공의 연행록이 중국에서의 가치와 지위를 논술하였다. 이밖에 김용태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그 안과 밖: 1790년 유득공이 만난 동아시아｣2)는 유득공

1) 박현규, ｢중국학자가 논평한 조선 ‘난양록’과 ‘연대재유록’｣, 뺷한중인문학연구뺸, 한중인문
학회, 2001년 7권.
2) 김용태,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그 안과 밖: 1790년 유득공이 만난 동아시아｣, 뺷한문학보
뺸, 우리한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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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유득공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韋旭升의
｢유득공의 연대재유록 가운데서의 중국문인과의 교류｣3)그리고 이가원의 ｢조청

의 문학적교환:주로 유득공과 청사와의 관계｣4) 등은 유득공과 중국문인간의 교
류관계를 논증하였다. 임명결의 ｢연대재유록에 나타난 유득공의 중국인식연구
｣5)는 유득공이 청나라의 사천과 섬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의 시말을

알아보는 과정을 논술하였다.
중국의 경우 연행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학파에 대한 연
구 역시 많이 진행되었으나 유득공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연행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적은바 주로 박설매가 2013년에 중국 뺷연
변대학학보뺸에 발표한 ｢열하기행시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에 대한
비판｣과 2013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기한 뺷유득공 문학의 문화비평뺸 중 제3
장에서 거론한 ｢연대재유록에서 나타난 유득공의 중국문화에 대한 문화비평｣
등이다.
이상으로부터 볼 때 유득공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고증 쪽
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중국체험서사가 그의 의식형태면에 주는 영향 등 문제
는 비교적 적게 취급되고 있다.
유득공이 생활하였던 18, 9세기는 중세적인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자각하고, 민족과 국가와 같은 근대적인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

하기 시작한 근대전환기이다. 유득공은 세 차례 연행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형세
변화를 주의 깊게 통찰하였으며 조선의 역사, 풍속, 지리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그리고 기타 동아시아 국가와 구별되는 조선의 역사와 풍속을 재조명하고
조선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구축함으로써 조선의 문화적 위치를 부상시키
고자 노력을 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유득공이 어떤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

3) 韋旭升, ｢유득공의 연대재유록 가운데서의 중국문인과의 교류｣, 뺷동국대학교 일본학뺸, 동
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1.
4) 이가원, ｢조청의 문학적교환:주로 유득공과 청사와의 관계｣, 뺷한국한문학연구뺸, 한국한문
학회, 1980.
5) 임명결, ｢연대재유록에 나타난 유득공의 중국인식연구｣, 뺷새국어교육뺸, Crossre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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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그의 체험이 근대지향적인 인식들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여 본고에서는 유득공의 중국체험서사에서
보이고 있는 청나라 형상과 기타 민족형상, 그리고 조선에 대한 반성과 평가 등
을 알아보면서 그의 근대의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6)

2. 본론
1) 위축되는 청나라 학술환경
1801년 유득공은 세 번째로 청나라에 출사를 떠나게 되었다. 1790년 문인들과

시가로 화답하는 것에만 그치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 출사에서 유득공은 청나라
의 학술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번 연행 길에서 유득공은 순조로부터 주
자선본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들었다. 그러나 여러 문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유득
공은 청나라의 문자옥 등과 같은 문화전제통치로 말미암아 주자학에 관련된 서
적을 편집 출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날로
위축하여 가고 있는 청나라의 학술분위기를 감안하게 되고 청나라가 점차 문화
복사중심으로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1801년, 북경에 들어선 유득공은 주자선본을 구하려고 상서(尚書)자리에 임

하고 있는 기효람과 사인(舍人)의 자리에 임하고 1품의 복을 하사받은 이조원을
찾아 갔으나 모두 구하지 못하였다. 그가 기효람한테서 주자선본을 부탁하는 상
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주자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대략 ｢어류｣․ ｢유편｣ 등이거니
와, 이밖에 ｢독서기｣ 같은 것도 ｢간명서목｣에 실려 있으니, 이번 걸음에 얻어 볼 수
있겠읍니까?”
효람이 이르기를 “이는 다 유행하는 책인데, 요즘 와서 풍서가 차츰 ｢이아｣․ ｢
설문｣의 일파로 치닫는 까닭에 이 등속의 서적이 마침내 항간에 없게 되었지요. 오
래 전에 귀국 부사를 위해 사방으로 사람을 시켜서 구입하도록 하였으니, 아마 낙착

6) 本尼迪克特․安德森, 想象的共同体,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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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것입니다.”7)

북경에 도착한 이튿날 유득공은 12년간 친분을 쌓아온 기효람에게 찾아가 뺷
주자전서(朱子全書)뺸, 뺷어류(語類)뺸, 뺷유편(類編)뺸, 뺷독서기(讀書記)뺸, 뺷백전잡
서(白田雜著)뺸 등과 같은 주자성리학서적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뺷사고전서(四庫全書)뺸의 총편관(總纂官)인 기효람도 구매 할 방법이 없어 “요
즘 풍조가 ｢이아(爾雅)｣․ ｢설문(說文)｣ 일파로 치닫는 까닭에 이런 서류는 민
간에 없는지 오라다”고 해석을 해주면서 이미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오래 전에 귀국 부사를 위해 사방으로 사람을 시켜
서 구입하도록 하였으니 아마 낙착이 있을 겁니다”라는 말에서 기효람에게 주자
선본을 부탁한 사람이 유득공 뿐만이 아니며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주자선본을 구하기가 힘들어 짐이 이미 아주 오래 된 일임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기효람과 작별한 뒤 유득공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인(舍人) 이정원(李鼎元)
을 찾아가 뺷주자서뺸는 구하기 어려우니, 뺷독서기뺸를 구입할 수는 없겠느냐고 문
의하였다. 이에 이정원은 “이우촌(李雨村)이 진작 구득했었는데, 억서루(憶書
樓)와 강운루(絳雲樓)가 이미 불타버려서 책도 다 타버려 시화 몇 편만 남았을

뿐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는데, 이 말은 시중에서 뺷주자서뺸를 구하기 어려운 것
은 특정 지구의 특정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정주리학을 근본으로 여기던 조선 문인이게 정주리학의 사상발원지인 청나라
가 이를 더는 강론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쉽사리 받아들여 지지 않는 일이었다.
하여 유득공은 “흔히 남방 제자(諸子)들을 보면, 구심(究心)하는 것은 육서(六
書)요, 존모하는 것은 정강성(鄭康成)이며, 서로 예찬하려면 반드시 통유(通儒),

또는 통인(通人)이라 칭하니, 정주(程朱)의 서적은 강론하지 않은지가 이미 오

7) 餘曰。生爲購朱子書而來。大約語類, 類編等帙。外此如讀書紀。載在簡明書目。此來
可見否。曉嵐曰。此皆通行之書。而邇來風氣趨爾雅, 說文一派。此等書遂爲坊間所無
久。爲貴副使。四處托人購之。略有著落矣。林基中. 뺷燕行錄全集․第60卷뺸. 東國大
學出版社, 2001,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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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인 것 같다”8)고 하면서 청나라의 학풍이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정주리학
(程朱理學)으로부터 형이하학(形而下學)적인 고증학(考證學)쪽으로 기우는 것

을 안타까워하였는데 이는 유득공이 전통만 고집하고 새로운 사물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생각으로 기인 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북학파는 청나라의 “박학”사상
의 영향을 받아 고증학에 깊은 조예를 보여 주었으며 섭렵하고 있는 학문의 분
야도 청나라 학자들과 비슷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서 유득공 역시 고증학방면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유득
공과 이정원이 ‘어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장면에 대한 기술이나 뺷설문해자
정의(說文解字正義)뺸 30권을 저술한 훈고학의 대가인 진전(陳鱣) 과 고증학의
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 이를 알아볼수 있다.
유득공과 진전의 대화는 유득공이 고증학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진전은 절강 해령 사람이고 효렴(孝廉)이다. 유득공과 진전은 서사(書肆)
에서 만났는데 진전은 자신의 저작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저술하기 위하
여 참고하는 자료가 “이본(異本)을 모조리 인용하여, 심지어 고려본(高麗本), 일
본의 족리본(足利本), 산정정(山井鼎)의 뺷칠경고이(七經考異)뺸까지 미쳤”9)다
고 한다. 때문에 그가 유득공을 서사(書肆)에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은 물음
이 “귀국에서는 학관(學官)에 진열된 서적이, 송유(宋儒)의 것을 씁니까, 한유
(漢儒)의 것을 씁니까?”10)이다. 이에 유득공은 “주부자(朱夫子)의 전주(傳注),

장구(章句)를 존봉(尊奉)하고 있으나, 경(經)을 연구하는 자는 또한 고주소(古
注疏)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지요.”11)라고 하면서 고증학을 공부하는 것은 “주

부자(朱夫子)의 전주(傳注), 장구(章句)를 존봉(尊奉)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이 아님을 피력하였다.
북학파는 점점 경직되어 가고 있는 정주리학을 비판하며 경세치용의 개혁방
8) 南方諸子, 所究心者六書, 所尊崇者鄭康成。相遇必曰；通儒, 曰通人, 程朱之書不講, 似
已久矣。林基中 앞의 책, p.270.
9) 悉引異本。以至於高麗本及日本之足利本,山井鼎七經考異。林基中 앞의책, p.296.
10) 林基中 앞의책, p.290.
11) 林基中 앞의책,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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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을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정주리학을 근본으로 생각하였으며 새로 흥기하고
있는 고증학과 같은 형이하학의 학과를 이용하여 정주리학을 활성화하기에 힘
을 기울였다. 중세기의 문인들은 태평성세를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하였는데 하
나는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이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주리학에서 말하는
“이(理)”의 이치를 터득하고 보급하여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는 유

한한 시공간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태평성세인바 일시적인 것이므로 “일시적인
패업(一時的霸道)”이라고 호명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할 수 있는 태평성세로서 “만사태평(萬世太平)”이라 한다. 조선은 정주리학
의 사상을 적극 수용하고 탐구하면서 “만사태평(萬世太平)”의 도통(道統)을 이
룩하기 위하여 끝없는 탐구를 하였다. 그러나 400년의 발전을 거쳐 정주리학의
발전은 점차 형식화되고 모식화 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페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문인들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여러 가지 학파를
구성하였는데 북학파가 그 중 한 갈래이다. 북학파는 학문을 탐구함에 있어서
“도문학(道問學)”으로부터 “존덕성(尊德性)”으로 승격시켜 독서를 하고 사물을

관찰하여 지식을 얻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얻은 지식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풍부
히 하고 진일보로 궁극적인 “이(理)”에 대한 사고를 함으로서 선비로서의 도통
(道統)을 이룰 것을 추구하였다. 이런 사상영향에서 중국의 고증학은 그들의 주

목을 받았고 그들의 학술시야를 넓혀주었다. 그러나 “이(理)”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증이 아니고, 고증을 위한 고증을 하는 청나라의 고증학풍은 그
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유득공은 청나라 문인들이 더는 정주리학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지만 정주리
학을 존봉하는 조선 문인에 대한 청나라 문인들의 예우, 그리고 청나라 문인과
의 대화 등을 실마리로 청나라의 문화전체통치로 인하여 학술 언어가 공공화어
로부터 사유화어로 돌려졌다고 추리하고 있다.
유득공이 기효람의 집을 방문 했을 때 기효람과 청나라 학계의 실정과 서지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는데 기효람이 “요즘 풍조가 뺷이아(爾雅)뺸, 뺷설문(說文)뺸 일
파로 치닫는다.’에서 이 말은 시류(時流)를 가리킨 것 같지만, 실상 한학(漢學)이
니 송학(宋學)이니 고고가(考古家)이니 강학가(講學家)이니 하는 등의 표목(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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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은 반드시 효람으로부터 제창된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뺷간명서목(簡明書
目)뺸의 논을 보면 단정코 알 수 있다.”12)라고 한 말로부터 효람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학풍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심을 보여 주었는데 진전과의 대화를 통하여
청나라의 고압정책에 못 이겨 청나라 문인들이 원래 학술영역의 언어였던 “정주
리학”을 사적인(私下) 언어영역인 사유언어(私人話語)로 전이시켰다는 판단을
굳히게 된다.
진전을 만나기 전에 유득공은 기효람, 이정원, 조강 등을 포함한 많은 문인들
을 만나 청나라의 문화, 사회, 시문 등 문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진전과 나눈 이야기의 폭이 가장 넓고 진지하다. 진전은 조선의 사정에 대하여
질정을 하였으며 고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단어를 물으면서 유득공과 고증학
에 대하여 열렬한 토론을 하였다. 그는 청나라 시정에 불만을 품고 있기에 기타
문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사천 섬서 지역의 폭동문제에 한하여서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였으며 유득공이 청나라에서 “향인이 서원을 만들어 제향을 받드는
일이 있습니까?”고 청나라에서 정주리학을 담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넌지
시 묻자 “장래에는 반드시 공자의 묘정(廟庭)에 배향하게 될 겁니다. 오직 이 분
이 바로 경제(經濟)할 인물이므로 대유라 이르는 것인데, 앉아 말하고 일어서서
실행하는 분이지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장래에는 반드시 공자의 묘정에 배향
한다”는 말은 공식적인 배향은 중지 되었으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진행이 중지
되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래”와 “반드시”는 “배향”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동시에 정지하여야 하
는 현재의 막부득이함을 표현하고 있다. 즉 청나라에서 정주리학을 담론하지 않
는 것이 아니라 막부득이한 정세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고증학 등과 같은 방식
으로 우회적으로 학문적 탐구를 하면서 “정주리학”에 대한 연구를 “사유언어영
역으로 잠시 돌린 것 뿐이며, 언젠가인 “장래”에 다시 공중언어영역으로 돌려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는 유득공 한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박지원도 “중국
에서 정주리학을 반대하는 인재야 말로 진정한 유학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12) 林基中, 앞의 책, p.270.

13)

유득공의 중국체험서사와 근대의식 59

이는 조선 문인이 청나라 문인이 형이하학의 고증학만 추구하고 정주리학을 논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중국 문인들과 고증학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토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나라의 문화전제의 압박아래 정주리
학에 전념하고 전인이 만든 고증학의 연구정신을 견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
었는바 유득공이 고증이 전면적이 못하다고 비판한 대진(戴震)이 바로 청나라
의 고압문화전제에 우회적으로 대항하는 방식으로 고증학을 시작한 고증학자중
의 한 사람이다. 이 밖에도 능정감(淩廷堪), 초순(焦循), 완원(阮元) 등과 같은
학자들이 있다.
유득공이 분석한 바와 같이 1801년의 청나라는 문화적으로 고압정책을 실행
하였는데, 고압정책의 속박을 못 이겨 학자들은 진정한 사고와 고민을 공중언어
영역에서 분리시켜 개인적인 언어 영역에 잠가두거나, 혹은 학술담론과 사상담
론을 분리시킨 뒤, 사상담론과 그 지식배경을 재차 분리시켜 학술담론을 공중누
각에 배치하여 버리는 등 방식으로 학술연구를 진행하였다.

14)그

결과 겉보기에

중국문인들이 경세치용의 정신을 버린 채, 훈고나 명물(名物)에 대한 고증을 하
고 고문헌으로 추적되는 문헌들의 진위를 평가하고 수집하고 편집하는 등 비 실
용적인 학문에만 집념하는 듯 보이게 하였다. 유득공은 이를 문화위기라고 판단
하였으며 문화발산지로서의 청나라가 문화 복사지로서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
다고 판단하게 하였다.

2) 몰락하는 청나라 정치“霸道”
조선 문인들은 청나라가 비록 중국 땅을 통치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이룩한 유한한 시공간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일시적인 패업(一時的霸
道)”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인식으로 말미암아 유득공은 주위의 기타

민족, 지구의 동향에 주의를 돌렸는데 1790년의 연행을 통하여 궐기하고 있는
13) 한국철학회 편, 뺷한국철학사(하권)뺸, 한국: 동명사, 1992, p.129.
14) 在清朝對思想的壟斷和遏制下學者們只好將真正的思考轉變成私人話語, 與公眾話語分
離, 成爲潛在的思想資源, 或者使學術話語與思想話語分裂, 抽去思想話語的知識背景,
使它成爲選址在高出的空中樓閣。葛兆光, 뺷中国思想史뺸,复旦大学出版社, 2001, p.130.

60 한중인문학연구 68

몽고가 점차 문약하여 지고 있는 만족정권에 대한 위협을 보아냈으며 1801년 청
나라의 사천과 섬서 지역의 폭란에 대한 조사는 그가 동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여준다.
유득공의 두 번째 연행록인 뺷열하기행시주뺸의 기록에 의하면 몽고족은 기마
족의 날렵하고 민첩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원의 문화정수까지
수용하여 기민하고 용감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5)그러나

만족은 지나치게 중

원의 선비문화를 수용하여 기마족의 용맹함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설
상가상으로 관리로 등용 될 만한 인품과 능력을 구비한 자가 결핍하여 화신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권력을 손아귀에 틀어 쥐고 있어 중앙정권에 큰 위협
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그의 기술에 의하면 “황제는 이미 연로하였고,
조정대신 중 아계가 가장 현명하였는데 그 또한 연노하였다. 한인 각로 중 혜황
과 왕걸이하는 직위를 채우고 있을 뿐 화신의 권력이 천하를 기울이고 있어 직
함이 경연강관, 어전대신, 태자태보 의정대신, 영시위대 대신, 문화전 태학사,문
연각 제거각사, 관리 이부, 호부 이번원 등 25개나 되는 중추의 요직을 모두 겸
하고 있었으나 그 뒤를 이을 젊은이가 없다”고하였다.16) 청나라가 외부로는 궐
기하는 몽고가 있고 내부로는 만족이 자기 민족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관리
로 등용 할만 한 인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면하고 있었기에 유득공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성에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1790년 제2차 연행을
마치며 유득공은 필묵을 들여 봉황성의 지리적 위치, 전략적 지위, 역사적 변천
등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천하의 일은 역사를 둘러보면 미래가 보이는 법이다고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정적 일 수 있으니 조선에서도 “화약통” 같은 요동
에 관심을 쏟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였다.

17)

그 뒤로 10년이 지난 1801년

유득공은 청나라의 사천, 섬서 성의 폭란을 조사하면서 재차 청나라의 정치위기
15) 當今之世, 爲滿洲深憂遠慮非蒙古而誰也。유득공, 뺷열하기행시주뺸, 한국인문출판사,
2010, p.205.
16) 朴雪梅, ｢热河纪行诗注对东亚文化模式的批判｣, 뺷延边大学学报뺸 2013年第三期, 延边大
学学报编辑部, 2013.6,p.65 참조.
17) 朴雪梅, ｢热河纪行诗注对东亚文化模式的批判｣, 뺷延边大学学报뺸 2013年第三期, 延边大
学学报编辑部, 2013.6, p.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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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지하게 되었다.
1801년 청나라의 섬서와 사천 등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는데 유득공은 왕

의 어명을 받고 이 일을 조사하게 되었다. 유득공은 연행록에서 관리의 아들(縣
吏目之子), 이정원(李鼎元), 포문갑(蒲文甲), 진전(陳鱣), 시정의 장사아치 최기

(崔琦)와 도생(陶生), 만족장정(滿洲壯丁)과 녕원주의 백성(寧遠州人)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얻었는데 상인들은 “만주의 대신이 공명을 취하기 위하여, 위에다
토벌 할 것을 청하고, 시골 장정을 징발하여 일체로 구독하되, 엄한 법으로 다스
리며 군량조차 넉넉히 대어 주지 아니하니, 장정들이 모조리 변심하여 도적이
되어, 있는 곳마다 덩굴 뻗듯 불어남으로써, 관장이 살해되고 평민들은 가옥을
소실당하는 등 비참한 지경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되었지요.”라고 근원을 재정
적인 원인에 돌렸고,

18)

뺷전시책(殿試冊)뺸을 저술한 포문갑은 “처음에 양 과부

란 여자가 있어 백련교를 칭탁하고 난리를 일으켰는데, 가경 2년에 잡아서 베였
고, 적의 괴수 유지협도 근자에 잡혀서 다 소탕되었지요.”19)라고 하면서 그 근원
을 백련교라는 사이비종교에 돌렸다. 진전은 이를 “천하가 어지러워질 징조”라
고까지 하였다. 여러 계층의 언론을 기술할 때 유득공은 아무런 평론도 첨가를
하지 않았다. 그 뒤 유득공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당보”(塘報)등 간행물을 통하
여서 사천, 산서 일대에서 발생한 폭동의 자초지종과 처리방식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는 직접원인과 근본원인을 찾아내었고 심지어 청나라 정부의 관리등용제
도와 감독에서의 페단 등을 지적해 내였다.
유득공이 제일 먼저 주의를 돌린 것은 청조의 관리선발제도 중에 대조(大挑)
제도와 연납(捐納)제도이다. 대조제도는 청조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규정에 따라
향시를 넘은 거인(舉人)이 연속 세번 회시(會試)에서 낙방하면 이조에 가서 등
록하여 대조를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대조는 6년에 한번씩 거행하고 문장사부
18) 滿洲大臣要取功名請剿, 調鄉勇討之……糧餉又不給, 鄉勇悉變爲盜賊。林基中, 앞의
책, p.306.
19) 答始有楊寡婦托白蓮敎作亂。嘉慶二年。捕斬賊魁劉之協。近亦剿獲。林基中, 앞의 책,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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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辭賦)를 시험 보지 않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은 선발하여 지현(知縣),교유
(教諭)등 관직을 준다. 유득공이 중국에 출사할 때 마침 청조정부가 대조시험을

시행할 때였다. 유득공은 이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조의 거인은 1천7백 명이 홍려시에서 사은(謝恩)하는데 ……. 중문 밖에서 명
부를 가진 자가 있어, 따라 들어가서 성명을 기입하고, 혹은 세 명, 혹은 네 명씩 좋
은 의복을 입고 보자(子)를 달고 염주(朝珠)를 걸고,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다...3배 9고두 (叩頭)가 끝나면 바로 몸을 돌려 나가지 아니하고, 또 전 위를
한참 바라보며 주저주저하다 나가니 괴이한 일이다.”20)

유득공은 외모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의 공평성이 의문스러워 청나라의 간
행물을 통하여 자세히 조사하였다. 결과 그는 당보(塘報)등 간행물에 건륭황제
의 “사정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대로 사정을 쓰라. 일후에 내가 알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효과적인 감독조치가 없어 황제의 책령으로 신
하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당보 등 문헌자료를 통해 유득공은 청조 관리 선발 제도중의 다른 하나의 폐
단인 연납제도(捐納制度)를 지적하였다. 연납제도란 돈으로 관위를 사는 것을
말하는데 청조에서 명문화 된 관리등용제도중의 하나이다. 연납제도는 중국의
진나라 때부터 존재한 관리 등용제도 이지만, 청나라때 처음 제도화 되었다. 유
득공은 이를 사회의 타락상으로 보았는데 연행록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
다.
대개 벼슬을 파는 정례(定例)였다.내직으로 평사(評事)이하와 외직으로 도원(道
員)이하가, 값이 비싼 것은 은이 만여 냥이므로...그러나 은을 납상하는 데도 선후가
있어 차례로써 보직하므로...”21)
20) 大挑擧人一千七百人。謝恩於鴻臚寺 。車馬騈闐中門外。有持名錄者 。隨到花押而
入。或三或四。美衣服懸子。荷朝珠。三拜九叩。……如是者凡三次。拜叩訖。不卽回
身出去。又凝視殿上。躊躇而出。林基中, 앞의 책, p.315.
21) 蓋鬻官定例也 。內而郞中以下。外而道員以下 。價高者銀萬有餘兩。詳問於書肆中
人。則雲若以擧人補知縣者。先補納銀者四員。然後補不納銀者一員。他皆類是。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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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직을 값을 매겨 파는 것은 타락한 정치현상이므로 이런 현상을 청나라
의 재정 적자와 연결시켜 보았는바 청나라에 해마다 생기는 폭동으로 군인들의
보급품이 늘 부족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직을 파는 하책을 썼다고 생각했
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진일보로 증명하기 위해 동팔참(東八站)지구에서 지역
세금을 거두기 위해 쓴 방을 찾아 내였다. 방(榜)에서는 “본년 이전의 지세는 추
후 배상을 하지 않는다.
고갈 상태를 엿볼 수

22)라고

쓰여 있는데 유득공은 이를 단서로 “그 재정의

있다”23)고

추리하였으며 진일보로 재정의 고갈과 관리직

함의 공공연한 판매 등을 연결 지어 악성순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뒤 유득공은 중국 관리문제에서의 부패문제와 감독 차실 문제도 찾아냈다.
유득공은 청조의 불온정한 정치국세를 부패에 귀결시켜 <당보>중의 인문으로
중국의 관리들끼리 서로 비호하고, 상하를 기만하는 불량한 정풍을 지적했다.
“짐(朕)이 소문에 듣건대, ‘안휘 시용통판(安徽試用通判)진달(陳達)은, 태학사 경
계(慶桂)가 계약하여 사온 가노로서, 본명은 함녕(鹹寧)이었는데…….지난해에 호부
의 괘명첩(掛名帖) 구하기를 꾀하니, 서리(書吏)가 그 뜻을 받아서, 만기된 관리의
고직(考職)을 필한 뒤에, 마침내 연(捐)을 더 받고 안휘 시용통판으로 발첨(發簽)하
였다’ 한다……. 당관(堂官)이 먼저 명백한 회주(回奏)를 실행 하도록 하라.”하였다.
그래서 이부 상서 유권지(劉權之)가 복주(覆奏)하기를, “진 달의 원명은 서달(徐達)
입니다. 서씨의 집으로 출계하여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날에는 서 달이라 이
름한 것입니다...진달은 마침내 휘주 통판이 되어 수레 타고 가고, 경중당(慶中堂)도
끝내 일이 없었다고 한다24)

보다시피 건륭 말년에 관리의 선발제도에 불공정한 현상이 있고 관직을 공공
연히 판매하는 현상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토호열신들
而納銀有先後。以次補員。林基中, 앞의 책, pp.317-318.

22) 本年以前地稅勿令追賠。林基中, 앞의 책, p.319.
23) 可見其財竭。林基中, 앞의 책, p.319.
24) 朕風聞安徽試用通判陳達。係大學士慶桂契買家奴。本名鹹寧。雖曾將契紙給還。仍
在宅管事服役。去年。謀求戶部掛名。書吏希冀吏滿考職後。遂加捐發。簽安徽試用
通判。......堂官先行明白回奏。吏部尙書劉權之覆奏。陳達原名徐達。因出係徐姓爲
嗣。是以向名徐達。......尋聞通官輩言。則陳達竟作徽州通判。林基中, 앞의 책,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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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력이 이제는 관아에까지 뻗어 황제는 번연히 속는 줄을 알면서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덮어 넘어 가야 됨을 설명하고 있다.
유득공은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중국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 감찰
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유득공이 감찰어사 왕소(王蘇)의 주본(奏本)에서
청조 정부가 감찰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찾아냈다.
“독무(督撫)가 내쫓고자 하는 것을 엿보아 알면, 향중 진신(縉紳)에게 뇌물을 주
어 독무에게 편지를 보내……. 독무가 제 아무리 강맹하다는 칭호를 가진 자라도 감
히 손을 대지 못할 것이며, 또 자신이 백성에게 추대를 받지 못하게 된 줄을 안다면,
친근한 이속들을 사주하여 경내에 통문을 발송해서 ‘일제히 일어나 만류하기를 원한
다.’고 하게 하면, 백성이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25)

보다시피 지주와 진신이 서로 결탁하여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니, 감찰은 어
쩔 방법이 없이 피동에 처하여 감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허수아
비로 되고 만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 문인은 정주리학의 “만세의 태평”이라는 도통
의 영향을 받아 청나라의 정치는 “일시적인 패업”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오래 가
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유득공은 이번 연행은 세밀한 관찰
과 뺷천초선후주비사례(傳出善後籌備事例)뺸, 뺷당보뺸, 뺷주본뺸 등 여러 가지 자료
를 찾아보는 것을 통해 청조 정부의 관리선발부터 감찰 등 제도적 문제를 탐찰해
내므로써 청나라가 문화면으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천천히 몰락하고 있다고 판
단을 하였다. 사실 유득공이 심히 걱정했던 폭동은 마지막에 평정되었지만 그가
분석한 바와 같이 청나라의 운명은 건륭 말년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 보여야 하는 조선
중세기는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형식을 보유하였는데 동아시아의
25) 覘知督撫欲黜之。賂鄉紳貽書督撫曰。難得賢地主。似聞剡薦陞擢。何不暫留以慰民
情。督撫雖素號強猛者。不敢下手。又自知不爲民所戴。嗾親信吏屬。發文境內。要與
齊聲願留。則民莫敢動。林基中, 앞의 책,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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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국대륙의 중원을 중심으로 문화가 복사되면서 중심부를 화(華),주변부를
이(夷)라 이름 지었고 중심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모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명
나라가 멸망하고 “이”로 간주되던 여진족이 중원에 입주하여 청나라를 건립하
자 주변부 나라들에서는 분분히 중화의 맥이 끊어지었다고 여기고 스스로 “소중
화”라고 칭하였다. 이는 중세 문인들이 자신의 민족의 문화를 중시하고 그 가치
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민족”, “국가” 등 근대성을 띤 상상공동체를 형
성하는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득공은 세 번의 연행을 통하여 청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침
체되고 있는 청나라 문화에 반해 몽고, 회회 등 주변 민족문화가 부상되고 있다
고 생각하여 조선도 이에 합류하여 자신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790년,
그는 동아시아 기타 나라사신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
화 한 형상이거나 유토피아 한 형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조선’의 형상을 반성
하였다. 이데올로기화 한 형상으로는 대만생번(臺灣生番), 안남왕(安南王), 남
장의 사자(南掌使者),면전의 사자(緬甸使者)등이 있다. 유토피아화 한 형상으로
는 몽고의 여러 왕과 회회(回回)의 여러 왕이 있다.
그중 안남사신의 형상은 전형적인 이데올로기화 한 형상이다. 우선 완광평
(阮光平)은 충의를 지키지 않는 형상으로 낙인 되었는데 유득공은 안광평이
“안남의 세족(世族)으로 거병하여 반란을 일이켰다. 국도(國都)를 공격하여 함

락시키매 안남은 패하여 죽고”26)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뒤이어 유득
공은 “내가 가만히 안남의 사정을 생각해보매, 저 여 씨란 자가 대대로 극악한
짓을 저질러 백성들은 원망하고 귀신들은 노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천명과 단
절한 것이다.”27)고 비변을 해주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벗을 수 없는 죄명이니 “강개한 선비가 ‘완광평은 역
적이다!’28) 라고 욕을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였다.
26) 安南世族也, 舉兵叛, 攻陷國都, 安南王敗死。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유득공 저,
뺷열하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뺸,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p.84.
27) 竊料安南事, 彼黎氏者, 數世稔惡, 民怨神怒, 自絕於天。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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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유득공은 안남사신들이 체통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본국을 떠나 멀리까지 와서 상국에 머물고 있는 처지이긴 하였으나,
그래도 의당 군신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거늘, 매양 연회 자리에서 임금이 앞에
있고 신하들이 뒤에 있으매 임금을 경회 하는 빛이 거의 없었으며, 물건을 주고받을
때 혹 임금 옆에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 29)

이로써 유득공은 안남은 왕이 왕답지 못하고 신하 역시 군신간의 분별을 모르
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안남사신들이 복장에 대한 태도는 유득공으
로 하여금 이들은 민족의 자존감도 비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유득공은
그들의 옷차림에 대해 두 번 묘사 했다.
광평과 그의 신하들은 모두 만주식 의모(衣帽)를 착용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
를, 광평이 변발을 하겠다고 자청하자 황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의모를 내려
주었는데, 그가 상투를 풀고서 머리를 땋았다는 것이다.30)
만주식 의모에 대해 그들은 자못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본
국에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3일의 태화전(太和殿)연회에는 마땅
히 본국의 옛 제도에 맞추어 입참(入參)하기로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이 입은 것이
전에 보던 것과 판연히 바뀌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배우들의 물건을 빌
려온 것이었다.31)

중세기의 옷차림은 신분의 상징으로서 자존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경로이기도
하다. 완광평은 민중의 힘을 빌려 원 안남왕을 지원하러 간 청나라 군대를 이기
고 강산을 지켜 냈지만, 중세기의 동아시아에서 새로 등극한 왕은 중원의 책봉
28) 阮光平逆賊。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86.
29) 渠雖離國遠來, 周旋於上國, 宜有君臣之分。每於宴班, 其君在前, 其臣在後, 畧無敬畏之
色, 或有授受之物, 投之於其君側。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88.
30) 光平君臣, 俱著滿洲衣帽, 或雲光平自請薙髮, 皇帝不許, 只賜衣帽, 解髻而辮之。실시학
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86.
31) 滿洲衣帽, 渠頗有羞愧心, 自言歸其國, 則不然。十三日, 太和殿宴禮, 當以本國舊儀入
參, ……三人所著, 頓改前觀……細察之, 皆以戲之物。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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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야만 합법성이 인정되기에 부득이 불원천리로 청나라에 와 만족의 복식
을 차려 입고 아양을 떨어야 했다. 안남의 사신들 역시 만족복식을 차려입는 것
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나 자신의 민족복장을 차려 입어야 할 장소에서 그들은
배우들의 옷을 빌려 입고 있다. 유득공은 이러한 실마리를 통하여 안남은 군신
지간의 “예(禮)”가 분명치 않을 뿐 만 아니라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주변부 국가 뿐만 아니라 만족군신들한테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
고 있다고 서술하면서 자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남사신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자기 민족 옷을 차려 입고 편한 자세
로 담소하나 만족을 포함한 기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몽고 여러 왕들의
형상이다.
내가 몽고와 회회의 여러 왕들이 입은 의복을 보니, 옥 글자와 구름무늬에 비단으
로 만든 독특한 모양으로 곱고 아름다움을 다하였는데, 모두 소주(蘇州)와 항주(杭
州)에서 짜서 수레로 변방에 실어 나른 것이다. 가엾구나! 32)

유득공이 그들의 옷차림에 대한 묘사로부터 그들의 옷은 옷감으로나 수공으
로나 모두 아주 화려했음을 보아 낼 수 있다. 몽고, 회회의 여러 왕은 자기 민족
복식을 아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유득
공은 몽고 여러 왕의 형상을 아래와 같이 시화를 하고 있다.
“대원(大元)의 세력, 아직도 응대하고 강성한데 구외의 가벼운 모래 이는 곳, 옛
땅이었다네. 25왕이 와서 축수를 올리고 유리병에선 내수(奶酥)향기 뿜기네.”33)

이 시구의 마지막 구절인 “유리병에선 내수 향기 뿜기네”에서 당시 몽고의 여
러 왕들이 자신의 “남다른 민족기운”을 자랑스레 표현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
다.유득공의 기록에 따르면 몽고의 여러 왕들은 아주 열린 경향을 가지고 있으
32) 餘觀蒙古, 回回豬王, 所穿衣服, 玉字雲紋, 異樣紗羅, 極其華鮮, 皆蘇杭織造。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79.
33) 大元家世尙雄強, 口外驚沙舊地方。二十五王來獻壽, 玻璃甁噴奶酥香。실시학사 고전
문학연구회, 앞의 책,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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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밖의 문화에 큰 흥취를 보여 주고 있다. 유득공 일행은 품계가 없는
검서관이고 수행원에 불과 하지만 몽고의 여러 왕은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조선의 언어를 학습하기도 한다.
유득공은 문화의 자존감은 복식을 포함한 자기 문화에 대한 존중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그 전통의 뿌리를 캐고 문화공동체내부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라 생
각하였다. 유득공은 대만 생번을 예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유득공의 진술에 의
해 정화(鄭和)가 남쪽으로 대만생번에 내려갈 때 그들은 조공하기는커녕 멀리
달아나 숨어 버렸다. 이에 화가 난 정화가 집집마다 구리방울을 하나씩 내려주
었는데 이들을 예의를 모르는 짐승과 별반 차이 없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곳
의 사람들은 도리어 보배로 여겨, 신분이 높을수록 “방울”을 많이 단다고 하였
다. 이런 ‘무지’는 기타 사신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었는데 유득공은 대만생번의
예로써 문화의 힘을 제시하고 있다.
대만생번의 처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조선문인의 선비다운 자
세이다. 유득공은 조선은 무력으로는 강국에 속하지 못하지만 각국의 존중과 예
우를 받는 것이 문화수양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여 1790년 전의 연
행록을 보면 시문으로 청나라문인들과 교유를 하고 시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
는 조선 문인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고 1801년의 연행록에서는 조
선의 문화적 가치를 적극 소개하고 추천하는 등 자신의 문화에 한층 더 자호감
을 가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유득공은 조선 문인이 청나라에서 예우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
며 조선이 예우를 받는 것이 조선 문인의 문화수양이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이라
고 생각하였다. 유득공은 두 번의 연행록에서 모두 “심양서원”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득공이 처음으로 중국에 출사하였을 때 심양서원에서
중국문인들과 시가주답(詩歌酬答)하면서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었기 때문
이다. 첫 연행록은 이미 찾을 길이 없으나 그의 뺷열하기행시주뺸에 따르면 “무술
년 가을, 나는 심양서원에 있으면서 봉천부(奉天府)치소(治所)에 있었던 서경
(西京)손호(孫鎬), 서경의 사위 장섭(張燮), 교수(教授)배진(裴振), 거인(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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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신(沈映宸)․심영풍(沈映楓)형제, 김과예( 金科豫),왕원(王瑗), 왕지기(王
志騏)들과 교류하였다. 이별할 즈음 시를 지어준 자들이 모두 열일곱 사람으로

나에게 화답해주기를 부탁하였다”34)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부터 볼
때 유득공은 8명의 중국문인들과 즐거운 교류를 하였는데 이번 교류를 통하여
유득공의 시문의 중국문인들의 인정을 받아 떠날 때는 17명의 중국문인으로부
터 화답시를 보내주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 열하에 출사 할 때
유득공은 서원을 지날 때 옛 벗을 만나지 못해 유감스러워 했는데 심양서원을
떠나는 길에서 우연히 “모자에 푸른 정자(頂子)를 단, 금주(錦州)사람 옥십리(沃
什裏)라고 하는 자가 동류 몇 사람과 상사의 군관을 함께 만났는데, 내 이름을

들며 ‘10년 전에 서원에서 알게 되었소. 지금쯤 관리가 되지 않았소?’ 라고 물었
다”35)는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이 이야기를 실마리로 유득공이 심양서원에 다녀
간 지가 10년이 되었지만 “옥십리”는 유득공에 대한 인상이 매우 깊었음을 보아
낼 수 있다. 이에 유득공은 “나는 수레 안에 있었으나 잠을 자느라 지나쳐 만나
지 못하였다. 뺷읍루여필(挹婁旅筆)뺸에는 옥십리라는 이름이 없었다. 일찍이 서
원에서 노닐 때 요양․심양 사이의 수재들을 많이 알았는데, 혹 빠뜨리거나 잊
은 자가 있었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 말투에서 유득공이 심양서원에서 지은 시
가 많은 문인들을 탄복시켰음을 보아 낼 수 있다. 이밖에도 유득공은 중국문인
혹은 외국사신들과 시문으로 교류한 상황을 많이 기술하고 있는데 자신의 언문
능력과 시문지는 능력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장기적으로 사대부문화의식의 영향을 받아 문화교류를 할 때 단일성
과 맹목성을 띠고 있다. 즉 전통문화를 접수하는 방면에서 화하(華夏)문화에 너
무 정력을 두고 자신의 문화를 홀시하여 단일한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36) 유득공은 민족의 열근성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민족문화의 역사성을
34) 戊戌年, 餘在沈陽書店, 與奉天府治中孫西京鎬, 西京女婿張變, 教授裴振, 舉人沈映宸映
楓兄弟, 金科豫, 王瑗, 王志騏輩遊, 臨別增詩。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38.
35) 帽懸青頂子, 同輩數人, 與上使軍官相遇, 舉餘名以問曰: “十年前, 書院中相識, 今可做官
否？”, 答以官在內閣, 如今坐車在後, 其人相顧驚喜, 餘在車中, 睡過而不遇。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앞의 책, p.39.
36) 김병민, 뺷조선중세기 북학파문학연구뺸,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0,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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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고 자기존재가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는 조선 현존한 많은 비
석, 비문을 고증하면서 중국의 문헌재료와 결부하여 조선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
여 조선에서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사시 뺷이십일도회고시뺸(二十一都懷古詩)를
창작하여 조선의 문화를 재정립하였으며. 1801년의 세 번째 연행에서 그는 중국
문인과의 고증학 토론을 통하여 조선 문헌의 중요성과 가치를 피력하였다. 유득
공은 진전(陳鱣)과 음학(音學)을 담론할 때 뺷공양전뺸(公羊傳)과 뺷관자뺸(管子)
의 말을 예로 조선이 음학(音學)에서의 가치를 논증하였다.
“음이란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겠소? 공양전의 ｢등래｣(登來)란 것은 즉
｢득래｣(得來)라는 말이요, 또 관자(管子)에, ‘제환공(齊桓公)이 관중(管仲)과 더불어
대에 올라 입을 벌리고 내려가지 아니하니 동곽우(東郭郵)는 거(莒)를 칠 것을 알았
다’하였으니, 지금 우리 국음(國音)으로 읽으면 ｢등｣과 ｢득｣은 초성이 서로 같고, ｢
거｣는 입이 벌어지며 나오는 소리로 되지만, 중국 음으로 읽으면 그렇지 아니하지만,
동인은 오히려 고음(古音)을 지키는데, 중국이 변했다고 어찌 하니 하겠소?”37)

그는 이 글에서 가장 홀시하기 쉬운 “입을 벌리고 내려가지 아니하니 동곽우
(東郭郵)는 거(莒)를 칠 것을 알았다’를 실마리로 중국 고대의 ‘거’발음과 18,9세

기 중국의 ‘거’발음은 많이 달라져 고전문헌을 읽음에 애로를 겪지만 조선에서는
고대의 음을 보류하였기에 사료적 가치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그가 많은 재료를 찾아보고 조선의 역사를 다시 고증하고 정리하여 뺷이
십일도회고시뺸를 펴낸 일, 그리고 작은 일들에서 실마리를 잡아가며 조선이 고
증학에서의 가치를 논증한 것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3. 결론
18, 9세기는 동아시아가 중세적인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자아”와 “타자”의 경
37) “音隨時代而變。公羊傳登來者。得來之也。又管子。齊桓公與管仲登臺。口開而不
下。東郭郵知其伐莒。今以東音讀之。登得初聲相同。莒爲開口聲。以華音讀之。不
然。豈非東人尙守古音。而中國則變歟。” 林基中, 앞의 책,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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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민족”과 “국가”등 근대적인 의식을 형성하던 근대이행기 초기에 속
한다. “화이관”, “사대주의”등 중세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던 중세문인
들이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짓고 자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근대 지향적 사고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8)

유득공의 경우 청나라가 학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점차 위축되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잃어 감을 감지하였고, 몽골과 회회가 문화적으로 궐기하고 있다고 판
단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군왕들과 사신들의 언행 그리고 그들이 동아시
아 공동체 속에서 처한 지위와 영향 등 문제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동아시아는
문화의 힘으로 그 지위와 영향력을 형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그는 조선의
역사, 지리, 풍속 등 문화를 정리하여 조선의 문화를 재조명하였으며 중국문인들
과의 교유 중에서도 조선의 문화적가치를 알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유득공의 상기한 근대지향적인 사고는 중세기 지성인이 “수신, 제국, 치국, 평
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사명감에서 출발한 “천하”와 “국가, 민족”에 대
한 고민으로서 “근대”에 대한 자각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개방적인 사유와 넓은
시야는 서방의 영향이 없는 동아시아의 “근대화”한 모습의 한 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바 이는 서방모식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현재의 동아시아가 겪고
있는 문화적 배리감과 괴리감에서 벗어나 더 ‘동아시아다운 근대화’모습을 구축
하는 데 계시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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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Liu Degong's Narrative of Chinese Experience
and Modern Consciousness
Wang, Xiuyuan
Liu Degong had made three trips to China, and written three records of
Journey to Yan. The first record was written when he was sent to Shenyang
as an envoy in 1789, which was Record of Luanyang (also named Travel Notes
on Yilou), however, the text of which had been lost. In 1790, he was sent to
China for the second time with Piao Qijia, and during this visit, he
communicated with more than 40 Chinese literaties. Afterwards, he had
written Poems and Notes on Jounery to Rehe. The last visit he had made as
an envoy was taken place in 1801 with Piao Qijia. In-depth exchanges had been
conducted with more than 40 Chinese literaties. He had written Another
Journey to Yantai. The experiences of these three missionaries enabled Liu
Degong to have a preliminary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situation in East Asia. In the eyes of the North Korean literaties, China had
finally split into two that were no longer overlapped, one of which was historical
and the other was realistic, the Qing dynasty. They followed the former
culturally and surrender politically to the latter. But after three trips to China,
Liu Degong had seen that the historical China was drifting away with the
increasingly declining style of its study and was also going to collapse in the
turmoil in reality. Through these questions, he imagined that “North Korea”,
which was not submerged in the cultural community but classified as a cultural
community. It has shown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intellectuals in the
modern transitional period. This article uses his two narrative works based on
his Chinese experiences to trace back the Korean literati's understanding of
China in the 18th century, and their gradual separation from “East-Asian
civilization common circle” thinking of the Middle Ages, the process of building
their modern “imaginary community” such as building their own coun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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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문학 소개와 특징
－1959년부터 1990년까지 뺷世界文学뺸을 중심으로

최 민*

국문요약

본고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한정하여 중국어로 소개된 북한문학의 소개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잡지 뺷世界文学뺸은 1953년부터 출간된 뺷译文뺸을 전신으로 하며 현재까지 출판되면서 외
국문학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와는 달리 뺷世界文学뺸에 대한 선행연구는 3편뿐이고
이 선행연구도 북한문학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뺷世界文学뺸을 중심으
로 중국어로 진행된 북한문학의 소개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뺷世界文学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에 대해 언
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뺷世界文学뺸 잡지에 실린 북한문학에 대해 소개한 글들을 문화대혁명 전인
1959년부터 1966년과 문화대혁명 후인 1977년부터 1990년으로 나누어 열거하면서 잡지에 북

한문학이 소개되는 양상, 특징과 중국 문학인들이 북한문학에 대한 수용 양상의 특징도 고찰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한 시기, 북한문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에 대
해서도 고찰하였다.
제3장은 부동한 시기에 나타난 북한문학을 소개하는 차이점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논술하
였다.
그 결과 문화대혁명을 분기점으로 북한문학에 대한 중국 문학인들의 반응은 국가의 외교
관계와 정책을 근거로 변화하던 모습으로부터 문학성을 중점으로 북한문학을 받아드리는 수
용 양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발행
기관, 국가 정책과 중국 문학계의 내부적인 요구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북한문학, 뺷世界文学뺸, 문화대혁명, 중국전파

* 연변대학 조한문학원 아비언어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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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번역연구는 주로 단행본의 번역본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
부 번역자의 번역본이 발휘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도 점차 강화되었지만, 번역문
학을 주로 다루는 잡지는 단행본처럼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외
국 문학작품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용을 하는 잡지는 단행본이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번역문학 잡지는 초역, 부분 번역, 전반 작품에 대한 번역 등 오랜
시간 번역, 편집, 심사, 재편집, 재심사를 통해 발간되는 단행본과는 달리 달마다
진행하는 번역, 편집, 출판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인해 원문이 가지고 있
는 모습을 비교적 적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단행본이 가질 수 없는 시효성을
가지기도 한다. 번역문학 잡지를 통해 중국은 외국의 문학작품을 어떻게 선택하
여 번역하는지 고찰하고 수용 차원에서 외국문학이 중국에서 어떻게 전파되는
지 통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본고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시기를 한정하
여, 현재까지도 외국문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중국의 뺷世界文学뺸 잡지에 중
국어로 소개된 북한문학의 소개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945년 한반도 해방 이후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문학을‘조선’문학으로 통칭하

고 있는데 이 ‘조선’은 한반도의 전칭이지만 많이는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북
한문학을 의미한다. 북한문학에 관한 소개가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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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새 중국 창건 후 조선족이라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
는 단체가 생기고 항일과 사회주의라는 연결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새 중국 창건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소개는 문학, 문화, 영화, 체육 등 많은
분야에서 진행하였고 이를 방증하는 것이 뺷世界文学뺸 잡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북한문학에 대한 빈번한 소개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뺷世界文学뺸 잡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잡지이고 현재
까지도 출판되고 있는 잡지이지만 뺷世界文学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
았다. 현재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뺷世界文学뺸에 관한 선행연구는 2014년과
2016년에 발표된 뤄지훙의 ｢翻译文学期刊构建的“世界文学”图景-以建国初期
期刊文学译介为例｣과 ｢新时期中国文学视域中“世界文学”图景的嬗变-基于对

《世界文学》的考察｣, 갈문봉의 ｢为时代而译：《译文》《世界文学》与“十七
年”文学译介｣ 등 총 세 편뿐이다. 뤄지훙은 번역사와 매체론적 시각으로 뺷世界
文学뺸을 건국 초기(1954-1966)와 새 시기(1978-2006)로 나누어 번역 작품에 대

한 간단한 정리와 번역 작품을 선택하며 있어서 국가 정책이 주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섯 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면서도 1954년부터 2006년이
라는 52년이나 되는 시간을 다룬 관계로 번역문학의 특징과 당시 시대적 상황
사이의 관련성을 언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문제 제기의
측면이 강하다. 또 중점을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소련,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영
국과 같은 서방 문학에 두면서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뤄지훙과
동일한 시기에 논문을 발표한 갈문봉도 번역사 시각으로 뺷世界文学뺸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였는데 뤄지훙과는 달리 1953년부터 1964년까지만 분석하면서 뺷世
界文学뺸은 국가 내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문화대혁명 전까지 중국 독자들

한테 외국문학과 국외 정세를 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창구"라고 평
가하였다. 하지만 1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모든 작품을 텍스트로 다룬 관계로 각 작품에 대한 세심
한 분석이 아닌 수치에 대한 정리와 당시 중소 외교 관계로 인한 뺷世界文学뺸
잡지의 변화만 집중하여 서술하였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
하며 뺷世界文学뺸을 중심으로 북한문학에 관한 소개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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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북한문학이 중국 작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어
떤 수용 양상을 가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뺷世界文学뺸에 소개된 북한문학
뺷世界文学뺸 잡지는 1953년 중국 작가협회 산하에서 뺷译文뺸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뺷译文뺸 창간 초기, 중국 최고 장편소설가로 평가받고 있는 마오둔
(茅盾)이 제1기 편집장(1953년부터 1958년)을 맡았다. 이후 1958년, 중국 저명한

번역가, 산문가, 소련문학 연구회 명예 회장 및 베이징 대학 교수를 맡고 있던
차오징화(曹靖华)가 편집장을 맡으면서 잡지 이름을 뺷世界文学뺸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64년에는 중국 작가협회 산하인 뺷世界文学뺸을 중국과학원 철학사회
과학부(현 중국사회과학원 전신) 산하로 바꾼다. 이처럼 뺷世界文学뺸 잡지는 중
국 작가협회,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잡지이고 중국 최고 장편 소설가이자 1950년
대에는 중국의 대표 잡지인 뺷人民文学뺸의 편집장과 국가문화부 부장을 동시에
맡고 있던 마오둔이 제1기 편집장, 북경대학 교수이자 중국 소련문학 연구회 명
예 회장 차오징화가 연이어 제2기 편집장을 맡은 것을 본다고 하여도 새 중국
초기 뺷世界文学뺸 잡지가 문학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북한문학 관련 글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북한 관련 글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1.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뺷世界文学뺸에 소개된 북한문학
1
2
3
4

시간
1959.2
1959.2
1959.5
1959.6

제목
朝鮮作家同盟开会討論作家参加劳动問題(기사)
評介《故乡》(평론)
小工程師的錯誤(단편소설)
朝鮮作家同盟总結1958年工作(기사)

작가(역자)
張庭延
陶冰蔚
姜孝顺(氷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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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11
12

1959.7
1959.7
1959.7
1959.7
1959.8
1959.9
1959.9
1959.12

韓雪野：《唯一的道路》(소개)
金日成同志的战斗史--介紹韓雪野的小說《历史》(평론)
朝鮮作家同盟中央委員会举行全體會議(기사)
現代作家小傳--韓雪野(소개)
一束美麗芳香的金達萊花--詩集《鴨綠江邊》讀後感(평론)
朝鮮大量介紹我国文学作品(기사)
大陸的母親(시)
朝鮮作家同盟第20次常务委員会(기사)

13

1959.12

党啊-我們有一颗你給的心(시)

14
15
16
17
18

1960.1
1960.2
1960.3
1960.3
1960.3

朝鮮成立文学大学(기사)
朝鮮工人阶级的革命斗爭史-介紹《黃昏》(소개)
初雪(단편소설)
革命的道路(단편소설)
朝鮮作家同盟中央委員会举行第五次扩大全体会議

19

1960.4

竞赛(단편소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960.5
1960.5
1960.5
1960.5
1960.5
1960.6
1960.6
1960.6
1960.7
1960.7
1960.7
1960.7
1960.7
1960.7
1960.7
1960.7
1960.7
1960.7
1960.8
1960.9
1960.12

41

1960.12

42
43
44

1961.4
1961.8-9
1961.11

朝鮮儿童文学作家的創作和活动(기사)
朝鮮将出版韓雪野, 李永箕选集(기사)
朝鮮作家和詩人声援南朝鮮人民起义(기사)
讓我們聚首一堂(시)
我通宵不眠(시)
高举起斗争的旗帜前进(시)
朝鮮著名作家李北鳴撰文热情支持日本人民的正义斗爭(기사)
朝鮮作家金达寿談祖国人民的正义斗争(기사)
大同江的早晨(시)
作家介紹 朴八阳(소개)
更高地举起斗争的旗帜！(정론)
工地夜话(단편소설)
旅日朝侨创刊《文学艺术》(기사)
千里馬騎士(시)
爷儿俩(중편소설)
迎接朝鲜解放十五周年作家、艺术家积极创作(기사)
朝鮮文艺界繼續支持南朝鮮同胞的斗爭(기사)
在桥上_献给恢复大同桥的朝、中勇士(시)
解放以来朝鮮文学遍地开花(특별고)
朝鲜文艺界纪念“卡普”创建三十五周年(기사)
朝鮮作家掀起爭取“千里馬組”称号运动(기사)
韓雪野撰文号召全朝鮮文艺界为朝鮮民族文艺的統一发展而
努力(기사)
朝鮮文学艺术总同盟成立(기사)
南朝鮮文学的新趋向(기사)
南朝鲜军事法庭迫害新闻工作者引起日本文学界普遍抗议(기

宗
林陵
胡学成
欣原
寸心
金北原(氷蔚)
張庭延
金学淵; ( 金中
嶽)
姜圣基
晓今
边熙根(碧侠)
李尹英(張庭延)
張庭延
石尹基(張庭延,
谭静)
張庭延
示寸
示寸
李箕永(紫荊)
鄭文香(紫荊)
韩明泉(周必忠)
示寸
祖立
朴八阳(越勤)
李箕永(紫荊)
李甲基(冰蔚)
紫荊
李曉雲(越勤)
金北乡(冰蔚)
胡学成
金常午(陶生)
韓雪野(冰蔚)
紫荊
張庭延
紫荊
元东赫
嵐曼
简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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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962.1-2

사)
1961年朝鮮文学的新收货(기사)

46

1962.1-2

在田畦上(시)

47
48
49
50
51

1962.3
1962.4
1962.5
1962.6
1962.7-8

52

1962.7-8

53
54

1962.9
1962.10

55

1962.11

56

1962.12

57

1962.12

58

1963.1

59
60
61
62
63
64
65

1963.1
1963.2
1963.3
1963.4
1963.5
1963.5
1963.6

66

1963.6

67
68
69
70
71

1963.7
1963.7
1963.7
1963.7
1963.7

72

1963,8

73

1963.9

74

1963.9

75
76

1963.10
1963.11

朝鮮举办文艺工作者冬季讲习会(기사)
朝鮮作家同盟中央委員会討論創作計划(기사)
朝鲜作家讨论提高文学创作的党性和战斗性问题(기사)
朝鮮作家尹世重的长篇《高炉在呼吸》(소개)
百日紅(단편소설)
朝鮮作家-紅色的集体---記韓雪野、李北鳴、边熙根、張享
俊等同志談片(인터뷰 기사)
朝鮮作家同盟中央委員会討論加強培養文学新人問題(기사)
朝鲜伟大的作家、思想家和学者丁茶山(소개)
朝鲜《文学新闻》号召作家提高文学艺术的革命性和战斗性
(기사)
我们时代的纪念碑作品_关于话剧《红色宣传员》(평론)
宣传变节、堕落的资产阶级思想的濁流-南斯拉夫修正主义文
学的真相 (기사)
朝鮮文艺界紀念金日成首相对作家艺术家的指示发表两周年
(기사)
王大媽 (단편소설)
朝鲜《文学新闻》号召作家捍卫党的文艺事业(기사)
朴达：《曙光》出版(기사 및 소개)
朝鮮文学界对人民电影事业的新貢献(기사)
斧头的判决(시)
朝鮮《文学新聞》社論：《阶级教育和作家的任務》(기사)
朝鮮評論家論述以农村生活为題材的作品(기사)
朝鮮《文学新聞》发表文章揭露《铁托集团文艺政策的丑恶
面貌》(기사)
阶级教育和文学的使命-《朝鲜文学》社论(기사)
旅伴 (단편소설)
美帝控制下的南朝鲜文学(기사)
斗争中的灵感-介绍一组现代亚非文学作品
铁托集团文艺政策的丑恶面貌(정론)
朝鮮《文学新聞》发表文章維护文学的党性原則, 驳斥現代修
正注意謬論(기사)
朝《文学新聞》发表社論, 欢呼亚非作家会議执委會会議的光
輝勝利(기사)
朝鮮作家为庆祝朝鮮民主主义人民共和国建国15周年掀起創
作高潮(기사)
朝鮮評論家論朝鮮革命文学艺术的光輝傳統(기사)
朝鮮作家同盟中央委員会討論評論工作問題(기사)

予
金素月(宋禎煥;
郑兆祥)
胡学成
張庭延
張庭延
張庭延
权正雄(陈文琴)
黃鋼
張庭延
杨朔
張庭延
張享俊(韓昌熙)
朴荣根(坚冰)
韓昌熙
李永奎( 陈文琴)
韓昌熙
韓昌熙
韓昌熙
朴达(陶生)
韓昌熙
韓昌熙
坚冰
韓昌熙
金秉勳(陈文琴)
韓昌熙
孙玮
朴荣根(韓昌熙)
韓昌熙
韓昌熙
韓华
韓华
韓昌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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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963.11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963.12
1963.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1-2
1964.3
1964.3
1964.4
1964.5
1964.5
1964.6
1964.7
1964.7
1964.7
1964.8
1964.8
1964.9

104 1964.9
105 1964.9
106 1964.11

《朝鮮文学》发表文章：《共产主义党性是我們文学的力量
源泉》(기사)
朝鮮作家掀起創作高潮(기사)
《霓虹燈下的哨兵》在朝鮮
春天來到了(단편소설)
紅霞映照的地方 (단편소설)
寄清溪川 (시)
金日成首相观看话剧《朝霞》和《徐熙將軍》(기사)
美帝国主义控制下的南朝鲜文学(기사)
你虽然静立着(시)
千里马骑手的颂歌_读金秉勋三篇短篇小说札记(평론)
千里馬呀, 朝鮮的象徵(시)
夜车的汽笛 (시)
正步走(단편소설)
自豪 (단편소설)
祖国(시)
朝鲜文学艺术总同盟第三次全体扩大会议(기사)
朝鲜作家同盟各分科委员会总结去年创作工作(기사)
朝鮮作家积极开展长篇小說創作活动(기사)
朝鮮作家掀起創作高潮(기사)
一部朝鮮人民喜愛的作品《大河奔流》(소개)
金日成表彰电影工作者(기사)
《回声》李东春著(평론)
朝鮮文学界討論文學作品的語言問題(기사)
宣言(시)
朝鮮詩人譴責美帝侵略者(기사)
魚群游向大江 (단편소설)
朝鮮評論家著书論抗日武裝都爭時期的革命文艺(기사)
朝鮮出版描写抗日救国時期革命青年活动的书《青年先鋒》
(기사)
我們永远在同一条道上前进(시)
朝鮮一批优秀电影工作者受奖(기사)

韓昌熙
韓华
权正雄
金秉勋
朴散云( 冰心)
晓
韓昌熙
郑文乡(冰心)
奏笛
崔荣化(韓昌熙)
元鎮寬(冰心)
郑昌允(小曉)
金秉勳 (周有光)
郑曙村(張琳)
韓昌熙
韓华
韓华
韓华
韓昌熙
韓昌熙
黃沫
韓华
吳永載(張琳)
韓华
陈載煥(白光华)
韓华
学
金学淵(小曉)
学

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북한문학에 대한 언
급은 106회에 달한다. 특히 해방 15주년인 1960년에는 28회, 건국 15주년인 1963
년과 이듬해인 1964년에는 각각 22회, 27회 언급하였다. 1965년에는 1년 동안 출
판이 중단되었고 1966년에는 임시로 격월간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단 1회만
출판된 후 바로 중단되었다. 1965년 출판 중단과 1966년 1호만 출판한 원인에
대해 언급한 문서거나 기사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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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대혁명 발발과 뺷世界文学뺸이 복간된 후‘문화대혁명' 시기 외국문학 번역에
대해 “외국의 진보 문화예술, 고전 작품은 사회의 '독'으로 여겨지고 출판사에서
는 책을 출판하지 못했고 도서관도 책을 빌릴 수 없게 되었으며 외국 서적과 자
료 역시 금지되었다.1)”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1965년과 1966년의 출판 중단은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1959년
부터 1964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면서도 뺷世界文学뺸에서는 106회나 되
는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뺷世界文学뺸에서 북한문학을 지속해서 언급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건국 초기 외국문학을 선택하며 있어서
많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에 치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대혁
명 전까지 중국문학은 내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북한문학에
관한 소개에서도 일정한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뺷世界文学뺸에 소개된 북한문학에 관한 소식들을 본다면 뺷조선문학뺸과
뺷문학신문뺸에 실린 기사들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북한 문학계에서 진행한 중요
회의를 기사화하여 소개하는 경우가 총 54회로 51%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단편소설(13회), 시(18회), 작품에 대한 평론(6회)과 작가 및 작품 소개(13회)가
총 47%를 차지한다.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1960년 8월호에 실린 ｢解放以來朝
鮮文學遍地开花(해방후 조선문학의 번영 발전에 대하여)｣와 같이 직접 작가한

테 청탁하여 특별고의 형식으로 집필되거나 1962년 7~8월호에 실린 ｢朝鮮作家紅色的集体---記韓雪野, 李北鳴, 边熙根, 張享俊等同志談片(조선작가- 붉은

색 집단-한설야, 이북명, 변희근, 장향준과의 담화에서)｣와 같이 한설야, 이북명,
변희근과 장향준을 직접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 대한 정리, 1964년 1~2월호에 실
린 ｢寄清溪川(청계천에 부치다)｣, ｢你虽然静立着(조용히 서있는 그대여)｣, ｢夜
车的汽笛(밤차의 기적소리)｣와 같이 북한 작가단이 중국 방문 후 영어로 창작한

작품을 번역한 예도 있다.
번역된 작품의 작가들을 본다면 강효순, 한설야, 김북원, 변희근, 석윤기, 이기
영, 정문향, 한명천, 박팔양, 이갑기, 김북향, 김소월, 권정웅, 장향준, 박달, 박산
1) 刘宁, ｢把外国文学工作中反对苏联修正主义的斗争进行到底｣, 뺷世界文学뺸�
, 1977년 1월
호, p.26.

중국에서 북한문학 소개와 특징 83

운, 정창윤, 정서촌, 이동춘, 오영재, 진재환, 김학연, 김병훈, 이윤영, 이효운, 김
상우, 이영귀, 최용화, 원진권 등 30명에 가까운 작가들이 있는데 이중 한설야,
김병훈, 이기영, 권정웅, 정문향은 2회 이상 언급되었다.
번역 작품을 선택하는 방식을 본다면 반수 이상은 뺷조선문학뺸, 뺷문학신문뺸에
실린 문학작품이거나 단행본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관계로 인해 문학예술 교류가 많이 진행되었고 또 조선족
번역자인 한창희(韓昌熙, 韓華는 그의 필명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저명한 학
자 저우여우광(周有光), 타오빙외이(陶冰蔚, 冰蔚는 그의 필명이다.) , 소설가
빙신(冰心)과 같은 중국인들도 번역에 참여한 관계로 중국의 문화 환경에 맞는
작품들을 직접 선택하여 번역하는 양상이다.
다음으로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글을 중심으로 보면서 우선 특집 형식으로 편집
되었던 1960년 7월호에 실린 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 7월호는 해방 15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선> 특집으로 되어있다. 박팔양, 이효운, 김상우의 시,
이기영의 정론, 이갑기의 단편소설, 김북향의 중편소설, 그리고 기사 3편이 실려
있다. 여기서 박팔양과 이효운의 시는 기존에 있는 단행본이거나 뺷조선문학뺸 혹
은 뺷문학신문뺸에 실린 작품을 번역한 것이 아닌 북한 주중대사관에서 직접 제공
한 원고를 번역한 것이다. 내용을 본다면 박팔양의 ｢大同江的早晨(대동강의 아
침)｣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새 농촌 건설과 천리마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을 표
현한 내용이고 이효운의 ｢千里馬騎士(천리마 기수)｣는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천리마 시대에 대한 칭송이다. 이 두 작품을 제외하고도 이갑기의 단편소
설과 김북향의 중편소설2)도 천리마 시대거나 농업 합작사와 같은 국가 건설에
뛰어들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1960년 7월호에 실린 다른 내용을
본다면 이기영의 정론은 “‘4.19 인민항쟁’관련 미군 철수 특집”인 1960년 6월호
뺷조선문학뺸에 실린 정론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 정론은 미 제
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남한에 대한 동정 및 북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내용이다. 이처럼 해방 15주년을 기념하는 <조선> 특집이
2) 이 두 작품은 모두 1959년 조선 작가동맹 출판사에서 출판한 단편소설집 《혁신의 불
꽃》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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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한 재중대사관에서 직접 원고를 제공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방 15
주년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작품과 기사들뿐이고 그 대신 천리마운동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 1958년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외국문학의 모습들
을 중국 독자와 중국 문학계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주
의해야 하는 것은 천리마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20세기 50년대 말이라고 하여도
북한문학에는 오로지 천리마 시대의 건설자들을 다루는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
다. 이기영의 정론과 같이 4.19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글도 있었고 수령형상을 다
룬 항일문학도 존재하였다. 뺷世界文学뺸 편집자들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
다. 특히 1960년 7월호에 실린 ｢朝鲜文艺界继续支持南朝鲜同胞的斗争｣를 보
면 북한에서 창작된 4.19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 대해 언급하면서 단
지 완성된 작품만 언급한 것이 아닌 아직 창작이 끝나지 않은 작품이거나 편집
을 진행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중국 지식인들은 그 당
시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는 북한 문학계의 상황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1960년 8월호에
실린 한설야의 ｢解放以来朝鲜文学遍地开花｣도 중국 지식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解放以来朝鲜文学遍地开花｣는 한설야의 특별고
를 번역하여 뺷世界文学뺸에 게재한 정론이다. 이 글은 "8.15, 소련군이 조선을 해
방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조선 인민의 독립, 자유와 민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원을 열어주었고 조선 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
로를 닦아주었다.3)”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해방 후 북한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은 "문학은 당 정책의 반영이고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조선 인민의 정신적 무기4)”라고 하였다. 전반 글을 놓고 본다면 1960년을 기준
으로 북한문학을 평화적 건설 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부흥건설시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세 시기를 더 세분화하여 평화적 건설시기는 마르크스 레닌주
의를 근거로 일본 제국주의 사상 잔여를 없애고 인민의 사회주의 혁명 열정을

3) 韓雪野, ｢解放以来朝鮮文学遍地开花(特约稿)｣, 뺷世界文学뺸,1960년 8월호, p.128.
4) 韓雪野, 앞의 글,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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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기 위해 창작된 문학,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미 제국주의의 만
행과 남조선의 불행한 모습을 다룬 문학이 많이 창작된 시기라고 하였다. 이외
에도 시집 뺷영원한 우정뺸과 단편소설집 뺷위대한 공훈뺸을 실례로 들면서 조국을
해방해준 소련 인민에 대한 감격의 마음과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그린 국제주
의적 작품도 평화적 건설시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조국해방전
쟁시기를 언급하면서 이 시기의 중점은 목격자의 문학이 아닌 참여자의 문학이
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우정을 다룬 문학, 미국의 폭행과 그에 대한 증오를 그리
는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흥건설시기를 언급하면서
이 시기 문학의 중점은 사회주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학, 애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항일문학, 평화와 단결을 중점으로 한 국제주의 문학, 그리고 중국
과 북한의 혈맹 관계를 그린 중조 우호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5년 동안 발
전하여 온 북한문학을 회고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만이 북한문학을 새로운 단
계로 이끌 수 있는 전제이고 작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수정주의를 끝까지 배격
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더욱 발전시켜야만 위대한 혁명 임무를 완수할 수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혈맹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과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문학예술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진행하였고 이는 뺷世界文学뺸 잡지에
서 진행한 문학번역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이는 중국 정책변화의 영향
을 받고 있고 문학 자체에 대한 내재적 관심이 아닌 외재적 요인에 좌우되는 경
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뺷世界文学뺸에서 북한 문학에 관한 글 중 반수 이
상(51%)이 공식적인 기사에 대한 번역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조선> 특집
을 편집하면서 항일문학이거나 4.19 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천리마 시대를 다룬 문학작품을 중점적으로 선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
다. 이는 그 당시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약진, 인민공사화”라는 국가 정책
으로 인한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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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중국인의 북한문학 관련 평론과 분석
다음으로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중국인의 평론을 보기로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뺷世界文学뺸에서 북한문학을 번역하는 번역자 중 한반도의 문화와 언
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중국인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59년 2월호에
실린 ｢評介《故乡》(고향)｣을 집필한 타오빙외이는 1957년 중국 뺷文艺报뺸에 ｢
朝鮮卓越的現實主義文學大師―紀念朴趾源誕生(조선의 탁월한 현실주의 문학

대가- 박지원의 탄생을 기념하며)｣라는 글을 발표할 만큼 한반도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1959년 2월호에 실린 ｢評介《故乡》｣을 보면 단지 간단한
작품 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한반도의 역사를 언
급하면서 "이기영은 당시 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일제의 강한 검열도 피해 가
면서 창작하였다.5)”와 같이 작가가 창작하면서 어떠한 곤란에 봉착하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평론과 후속 작품인 이기영의 ｢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중국어
로 된 번역본을 찾는 방법도 설명하는데 중국인이 집필한 북한문학에 대한 평론
이지만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1964년 7월
호에 실린 ｢回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64년 7월호에 실린 ｢回声｣은 1961년
에 창작된 이동춘의 뺷산울림뺸에 대한 평론 및 소개이다. 이 글을 보면 필자는
“작품 속 인물들은 작가의 열정으로 인해 탄생하였지만, 작가의 냉정함을 잃지

않은 정확한 묘사로 인해 우수한 작품이 탄생하였다．6)”라고 평가하였다. 그리
고 작가가 과감히 사용하고 있는 풍자적 수법은 뺷산울림뺸이 우수한 작품으로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작품 속 인물들 사이의 모순을 일일이
열거하고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실례로 드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방증하였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산울림》에서 볼 수 있는 혁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
는 농업사의 사람들이 있기에 현재 조선 노동당의 영도하에서 날로 발전하고 있
는 조선의 모습이 있다.7)”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발전상황에 대해 긍정하는 모
5) 陶冰蔚, ｢評介《故乡》｣, 뺷世界文学뺸,1959년 2월호, p.161.
6) 黄沫, ｢回声｣, 뺷世界文学뺸, 1964년 7월호,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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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보이였다. 이처럼 뺷고향뺸과 뺷산울림뺸에 대한 평론은 번역자가 자발적이면
서도 북한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분석을 진행하는 모습이고 북한문학을
순수문학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중국인 번역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1962년 10월호에 실린 인물 소개 ｢朝鲜伟大的作家, 思想家和学者丁茶山(조

선의 위대한 작가, 사상가, 학자-정다산)｣를 보면 북한문학만이 아닌 한반도문
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위
에서 언급한 뺷고향뺸, 뺷산울림뺸과는 달리 조선 후기에 생활하였던 정약용에 대한
소개이다. 이 글은 정약용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그는 위대한 사실주의 문학가,
사상가, 학자이며 문학, 언어학, 정치, 경제, 법학, 역사, 철학, 지리, 천문학 등 많
은 분야에서 걸출한 공헌을 남긴 인물8)”이라고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세들
한테 남겨 준 저서들은 북한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
내지 전 세계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였다. 전반 글을 놓고 본다
면 인물에 대한 순수한 소개 글일 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일생을 독자들한테 소
개하기 위해 수집한 많은 자료와 중국인의 시각으로 보는 조선 후기 문인의 모
습이 담겨 있는 독특한 글이다.
이와 반대로 평론의 완성도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보여
주는 평론도 보인다. 1950년대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대표작
으로 거론되었던 작품은 1947년에 발표한 조기천의 뺷백두산뺸과 함께 한설야가
1946년에 창작한 ｢혈로｣, 1953년에 발표한 뺷력사뺸가 있다. 1959년 7월호에 실린
｢金日成同志的战斗史 - 介紹韓雪野的小说《历史》(김일성 동지의 전투사-한

설야의 소설 뺷력사뺸)｣는 바로 한설야의 뺷력사뺸에 대한 평론이다. 여기서 주의해
야 하는 것은 이 글에서 언급하는 광복회 강령은 ‘10대 강령’이지 ‘9대 강령’이
아니고 뺷력사뺸중 다루고 있는 두 전투인 ‘시난차 전투’와 ‘황니허즈 전투’의 순서
가 반대된 것으로부터 린리잉(林陵)은 개작 후의 뺷력사뺸를 텍스트로 삼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 글을 보면 뺷력사뺸에 대한 소개거나 분석보다는

7) 黄沫, 앞의 글, p.138.
8) 杨朔, ｢朝鲜伟大的作家, 思想家和学者丁茶山｣, 뺷世界文学뺸,1962년 10월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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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에 대한 소개와 선전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이 글의 첫 부분에서는“조선
인민의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동북지구를 점령한 후 조선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여 중국 인민의 무장력과 함께 싸우면서 전쟁의 승리를 쟁
취하였다. 그 후 소련군의 도움으로 중국은 동북삼성을 해방하였고 조선 인민은
북조선을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해방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역사, 특히 김일
성 동지가 영도한 항일 구국의 투쟁 역사는 중국 인민의 열렬한 관심을 불러일
으킬 뿐만 아니라 더 없는 동질감도 가져다준다.9)”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1926년 아버지를 따라 중국 동북으로 들어온 14살 김일성의 이야기와 1935년 인

민 혁명군 제6사 사장으로 된 후 김일성의 공적들을 언급하면서 "김일성이 조직
한 조국 광복회는 수십만 명이나 되는 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의 배후를 위협하는 강력한 힘이다.10)”라고 평가하였다. 작품에 대한 평론에 들
어가면서 2장은 김일성 동북 항일의 역사, 3장은 뺷력사뺸에서 나타난 김일성의
조직력과 간부들을 훈련하는 지도원칙에 관해 설명하였고 4장은 두 차례 전투를
준비하면서 나타난 김일성의 중요사상을 논술하였는데 이를 조선 인민 해방투
쟁과 구국, 건국 사업의 이론기초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5장은 기타 인물에 관
한 간단히 언급이고 6장은 두 차례 전투를 중심으로 김일성의 전략적 재능에 대
한 긍정과 뺷력사뺸에서 나오는 중국 항일군의 형상을 실례로 들면서 중국과 북한
인민의 국제정신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뺷력사뺸는 김일성 동지의 투쟁 역사, 조
선 인민의 투쟁 역사일 뿐만 아니라 동방 인민의 투쟁 역사이고 해방을 맞이한
동방 인민 문학 중의 우수한 작품이다.11)”라고 평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평론
들과는 달리 김일성 중심으로 집필된 평론이다. 하지만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김일
성의 형상에 관한 언급은 이 글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김일성의 문
학 정책이거나 교시가 담겨 있는 기사는 물론이고 항일 영웅적 형상, 위대한 지
도자 형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린리잉의 이 글이 마지막인 것이다. 이는
9) 林陵, ｢金日成同志的战斗史 - 介紹韓雪野的小说《历史》｣, 뺷世界文学뺸, 1959년 7월호,
p.133.
10) 林陵, 앞의 글, p.134.
11) 林陵, 앞의 글,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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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世界文学뺸 잡지에서 북한문학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 관계를 어
느 정도 반영하고는 있지만, 김일성의 형상은 항일투사와 북한의 지도자라는 형
상에만 집중될 뿐 그의 정책이거나 이론, 그리고 북한문학에서 나타나는 항일영
웅형상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지도자라는 형상에 대한 소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는 의거에 대해 방증하는 평론도 보인다. 1960년
7월호 뺷世界文学뺸은 <조선> 특집을 편집하면서 항일문학이거나 4.19 민주화운

동을 다룬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천리마 시대를 다룬 문학작품을 중점적으
로 선택하였다. 이는 그 당시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약진, 인민공사화 운동
과 같은 국가적 사건을 근거로 한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1964년 1-2월호에 실
린 ｢千里马骑手的颂歌-读金秉勋三篇短篇小说札记(천리마 기수의 송가- 김병
훈의 소설에 대한 차기)｣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같은 호에 실린 김병훈의 소설 ｢紅霞映照的地方(홍하가 비추는 곳)｣, ｢自豪(자
호:스스로 긍지를 느끼다)｣와 1963년 7월호에 실린 소설 ｢旅伴(길동무)｣에 대한
평론이다. 이 글을 보면 "현재 우리는 세 개의 붉은 깃발을 들고 용감히 전진하
면서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시기, 조선의 천리마 시대를
반영한 조선 작가의 글들은 우리 인민의 무한한 열정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세 작품의 예술적 형상을 통해 우리는 조선 인민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고 하였는
데 이는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중국의 대약진, 인민공사화와 동일한 성질로 보면
서 이러한 작품들을 읽는 것은 당시 중국인들한테 무한한 감격을 안겨줄 수 있
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병훈의 세 작품은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새로
운 인물 형상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의 영도에 충성하는 인물이 가져다주
는 감동과 사회주의 건설에 뛰어든 청년들의 모습은 중국 독자들한테 인민의 위
대한 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천리마 주제 작품들은
중국인들의 열정과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
12) 奏笛, ｢千里马骑手的颂歌-读金秉勋三篇短篇小说札记｣, 뺷世界文学뺸, 1964년1-2월호,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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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이는 당시 중국인들은 천리마운동을 대약진, 인민공사화 운동과 동일한
성질로 받아들이고 있고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문학을 선택하며 있어
서 천리마운동을 다룬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문학 교류환경을 가지
고 있는 관계로 한반도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국인 번역자가 많이 존재하
였다. 그들은 북한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뺷조선문학뺸과 뺷문학신문뺸은 물론
이고 북한에서 출판된 단행본을 읽으면서 번역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직접 선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뺷世界文学뺸에서는 순수 문학성만을 근거로
진행한 평론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비교적 강한 목적성을 지닌 평론
도 존재하였는데 많이는 국가 정책에 대한 호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
고 있는 모습이다.

3)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뺷世界文学뺸에 실린 북한문학 관련 글
표2.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뺷世界文学뺸에 소개된 북한문학
1
2
3
4
5

시간
1977.1
1977.1
1977.2
1978.2
1978.2

6

1979.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79.2
1979.3
1980.4
1980.4
1980.4
1980.4
1980.4
1980.4
1980.4
1981.1
1981.3
1981.4

제목
在草地上遇到的人们 (단편소설)
农场的早晨 (단편소설)
朝鲜文学界积极创造“三大革命小组”形象的作品(기사)
崇高的称号 (단편소설)
朝鲜号召创作历史题材的小说(기사)
《朝鲜文学》和《日中文化交流》报道我《世界文学》复刊
(기사)
朝鲜成功地上演革命话剧《诚隍庙》(기사)
朝鲜出版长篇小说《白头山麓》(기사)
脚步 (단편소설)
哑巴三龙 (단편소설)
被撵的人 (단편소설)
招魂 (시)
我们盼望能有耕耘的土地 (시)
期待暴风雨的心 (시)
被夺去的田野,也有春天吗? (시)
朝鲜作家朴太元创作历史小说《甲午农民战争》(기사)
朝鲜纪念文学艺术总同盟创立三十五周年(기사)
鲁迅在朝鲜(중국 작품)

작가(역자)
李明钧(益民)
朴士英 (皓辙)
金三福 (金晶)

白步钦 (冰蔚)
罗稻香 (小晓)
李益相(陆思德)
金素月(杨永骝)
金素月(杨永骝)
李相和 (张琳)
李相和 (张琳)

李政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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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23
24
25

1982.3
1982.6
1983.2
1983.3
1983.4
1984.2
1986.6

朝鲜大批作家深入生活进行创作(기사)
金先达献凤凰(민간 이야기)
朝鲜召开全国文学通讯员积极分子会议(기사)
朝鲜电影事业近况(기사)
歌颂朝中友谊的影片《沸流江的新传说》问世(기사)
宁静的莽林 (한국 작품: 평론)
热闹的葬礼(한국 단편소설)

(林乡)

洪盛原(韩东吾)
白龙云(小晓)

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북한문학에 대한 언
급은 약 23회 정도 된다. 이는 문화대혁명 전인 1959년부터 1966년 사이에 나타
난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보다 적은 수이다. 심지어 1983년을 끝으로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은 더 진행되지 않았고 남한문학에 대한 언급이 북한문학을 대신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 작품에 대한 선택도 1959년부터 1966년 사이에 나타난
작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중 가장 큰 차이점은 문화대혁명 후 나타난
번역 작품은 북한의 시대적인 양상이거나 중국의 정책에 근거한 것이 아닌 나도
향의 ｢벙어리 삼룡이｣, 김소월의 ｢초혼｣,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와 같이 문학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전과는
달리 23회 정도 되는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에서 평론은 한편도 실리지 않았고
유일한 평론도 남한 문인인 홍성원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다. 그리고 그 형식도
남한에 대한 풍자와 비판에서부터 작품에 대한 긍정과 작품의 내재적 함의에 대
한 탐구로 변하였다. 즉 문화대혁명 후 뺷世界文学뺸에 나타난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은 정치, 사회와 두 나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 선택
과 소개가 아닌 문학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1983년 이후로 문
학성이 약한 북한문학 대신 문학성이 강한 남한문학을 선택하여 소개하는 양상
을 보인다.
이처럼 뺷世界文学뺸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은 문화대혁명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려면 우선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혈맹과
같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953년 11월 인민폐 8억 위엔 상당이
무상원조를 동의한 “中朝经济及文化合作协定(중조 경제 및 문화합작협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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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1959년 9월에 체결한 “科学技术合作协定(과학기술 합작 협정)14)”, 1958
년 9월에 체결한 “1959~1962年长期贸易协定(1959~1962년 장기 무역협정)15)”,
1961년 7월 11일에 체결한 “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16)”등 내용을 보아도 이 시기 양국의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다. 특히 1961년
7월 11일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후 1961년부터 1971년까지(1968

년 제외), 매년 7월 11 일만 되면 중국에서는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우
호적 외교 관계도 중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 북한과 소련의 관계 호전 및 1965년
부터 소련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외
교 관계는 악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20세기 60년대 말에 들어
서면서 호전되기 시작하였는데 “푸에블로호(Pueblo) 사건”은 양국 관계의 전환
점으로 되는 사건이다. 1968년 1월 23일 미국과 북한의 해상 충돌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뺷人民日报뺸에 ｢坚决反击美帝的猖狂挑衅(미국의 악
의적인 도발을 견결히 반대한다)17)｣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
를 다시금 우호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후 1969년 10월에는
최용건을 중심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북경에서 진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20
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970년 4월에는 져우언라이(周恩来) 총리 방북, 1978년
5월에는 화궈펑(华国锋), 9월에는 떵사오핑(邓小平) 방북, 1981년 1월에는 북한

정무원 총리 김종옥 방중,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국무원 총리인 쟈오쯔양(赵紫
阳) 방북, 1982년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김일성 방중, 1984년 5월에는 중국 공

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이 방북하면서 양국의 우호적 외교
관계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특히 뺷人民日报뺸는 후야오방의 방북을 “중국과 조
선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18)”라고 평하였다. 이처
13) 刘金质, 杨准生主编, 뺷中国对朝鲜和韩国政策文件汇编(1949-1994)뺸�
, 中国社会科学出版
社, 1994. p.616.
14) 刘金质, 杨准生主编. 앞의 책. p.1001.
15) 刘金质, 杨准生主编. 앞의 책. p.1000.
16) 刘金质, 杨准生主编. 앞의 책. p.1279.
17) ｢坚决反击美帝的猖狂挑衅｣, 뺷人民日报뺸�
, 1968.1.31.
18) ｢中朝友谊世上的丰碑｣, 뺷人民日报뺸�
, 19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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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20세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 잠시 악화되는 모습
을 보이였다. 하지만 1968년 중국의 정책변화와“푸에블로호(Pueblo) 사건”이 양
국 외교 관계의 전환점으로 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 다시금 우호적
외교 관계로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20세기 80년대까지 지속하였
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965년 양국 외교 관계 악화와 뺷世界文
学뺸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1965년과 1966년 뺷世界文学뺸이 출판을 중단한 것
과는 달리 기타 장편이거나 연극 극본에 대한 번역과 출판은 계속 진행되었
다.19) 20세기 70,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가 다시금 우호
적 관계로 변화하였지만 뺷世界文学뺸에서 진행한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은 오히
려 적어진 것을 감안하면 작품 선택을 하면서 양국 사이의 외교 관계는 큰 영향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959년부터 1966년까지의 내용만 놓고 본다
면 중국 내부의 정책변화가 작품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1977년부터 1990년까지의 내용을 모두 감안한다
면 국가 정책을 제외하고도 작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뺷世界文学뺸의 개명과 변화의 원인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1959년에 뺷译文뺸은 뺷世界文学뺸으로 잡지명을 바
꾸게 된다.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뺷世界文学뺸 1959
년 1월호에 실린 ｢从译文到世界文学(역문에서 세계 문학으로)｣에서 "우리는 앞
19) 1965년 작가출판사에서는 박팔양(王文光 译)의 뺷황해의 노래뺸, 박혁(江森 译)의 뺷조선의
어머니뺸�
, 박영보(鲁定 译)의 뺷아침노을뺸, 최영화(张琳 译)의 뺷홰불뺸, 박세영(李佩纶、杨
永骝 译)의 뺷밀림의 력사뺸 지재룡(齐岱 译)의 뺷청춘의 활무대뺸, 양재춘(沈仪琳等 译)의
뺷천리마시대의 서사시뺸, 송영(王文光 译)의 뺷강화도뺸가 출판 되었고 1966년에는 김재호
(북경대 조선어학과 교연실)의 뺷습격뺸이 번역되었다. --- 정정, ｢중국의 한반도 문학 번
역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다시쓰기 연구｣,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논문, 2017,
pp.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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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계 각국 인민의 현실 생활과 혁명을 보여주는 잡지로 될 것이다. 작품의
주제, 내용과 예술 형식은 될수록 다양하고 넓어야 한다20).”라고 언급하였다. 이
처럼 뺷世界文学뺸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원인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창작
된 작품만 다룬 것이 아닌 "국가 선정, 문학 장르 선정과 작품 선정”에서 비교적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개명부터 문화대혁명 전까지 뺷世界文学뺸에 수록된 작품의 국가들을 본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소련(610), 프랑스(186), 일본(156), 미국(153), 독일(150), 베트

남(113), 북한(106) 영국(82), 쿠바(65), 알바니아(62)로 소련이 가장 많은 36.2%
를 차지하고 프랑스, 미국, 독일과 영국 등 서방 4개국이 그 뒤를 이어 전체 수의
33.9%를 차지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5개국인 일본, 베트남, 쿠바, 알

바니아와 북한은 서방 국가보다 적은 전체 수의 29.8%를 차지한다. 결과를 보면
개명부터 문화대혁명 전까지21) 뺷世界文学뺸의 중심으로 된 것은 소련이었고 프
랑스, 미국, 독일과 영국 등 서방 4개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문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명부터 문화대혁명 전까지 뺷世界文学뺸에 수록된 작품들의 선택 기준을 본
다면 마오둔은 1953년 1월호 뺷译文뺸에 실린 발간사에서 "현재 우리가 소련과 인
민민주주의 국가의 우수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작품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
라 여러 방면을 참고하여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고전 문학
과 현재 각 자본주의 국가, 식민지 혁명의 진보적 문학을 학습하여야 한다22).”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1978년 복간 호에 실린 ｢致读者(독자에게)｣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마오둔과는 달리 혁명 제재를 먼저 중시해야 하지만 다양한
제재도 충분히 중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여러 예술 형식과 예술 특징을 가진 작
품에 대한 번역과 소개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전문학의 경우 과거에 많

20) 编者, ｢从译文到世纪文学｣, 뺷世界文学뺸, 1959년 1월호, p.2.
21) 문화대혁명 끝나서부터 21세기에 들어서면서까지 뺷世界文学뺸에서 1위에서 4위까지는
프랑스(587), 미국(517), 일본(507), 소련(332)이 차지하게 되고 북한은 1980년대부터 점
차 소실되고 1990년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소개되지 않는다.
22) 茅盾, ｢发刊词｣, 뺷译文뺸�
, 1953년 1월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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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했고 독자들이 비교적 익숙한 리얼리즘 문학을 제외하고 다른 학파와 스
타일을 가진 문학, 특히 낭만주의 문학을 많이 소개해야 한다. 현대 문학의 경우
여러 가지 유파와 특징을 가진 문학을 널리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 문
학에 대한 전방면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23) ”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마오둔의 발간사를 보면 문학의 장르는 현실주의, 고전문학 등 문학적
의미의 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자본주의’, ‘식민지’ 등 이데올로기
적 구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오둔의 말한 중요성을 보면 ‘소련
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에 대한 ‘공부를 절박하게 강화
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리고 ‘외국의 고전 문학’과 ‘각 자본주
의 국가 및 식민지의 혁명적, 진보적 문학’은 그 뒤를 이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1978년에 뺷世界文学뺸이 복간되었을 때 사용하는 어휘는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

비교적 많은 리얼리즘 문학을 소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낭만주의 문학도 많이 소
개해야 하며 현대 문학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리얼리즘 문학
을 중심으로 여기는 마오둔이 주장하는 문학 범주가 아닌 ‘낭만주의’와 ‘현대문
학’도 점차 중국 문학의 새로운 범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전 문학에 더해진 이데올리기적 ‘사회주의’, ‘자본주의’, ‘식민지’ 등
문학 장르를 구분하면서 사용한 단어들도 점차 사라졌다. 이로 인해 초기 뺷世界
文学뺸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중점으로 다루던 것으로부터 프랑스, 영국, 미

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언급을 증가하였고 작품은 사회주의 리얼리즘만
이 아닌 다른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24).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으로 우선 편집 및 발행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
성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 뺷世界文学뺸의 전신인 뺷译文뺸은 1953년 7월에 중화 전
국 문학작가협회 (중국작가협회의 전신)에 의해 창간되었다. 하지만 번역문학을
주로 다루는 잡지의 발행 기구인 중국작가협회는 전문적인 번역 기구가 아니었
다. 이러한 관계로 번역문학 잡지인 뺷世界文学뺸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
23) 编者, ｢致读者｣, 뺷世界文学뺸�
, 1978년 1월호, 참고.
24) 이에 대한 방증으로 1978년 2월호에는 해럴드 핀터의 ｢생일파티｣, 1979년 1월호에는 카
프카의 ｢변신｣, 1980년 1월호에는 오디세우스 엘리티스의 시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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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고 그 당시 편집장을 맡고 있던 마오둔도 번역 작업과 잡지 편찬을 책임지
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명의상 편집장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2기 편
집장인 차오징화가 번역 작업과 잡지 편찬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그 후 1964년에 뺷世界文学뺸은 중국 작가협회에서부터 중국과학원 철
학사회과학부 외국문학연구소 산하로 바뀌었고 그 당시 부소장을 맡았던 진빙
이(陈冰夷)가 편집장을 맡았다.25) 즉 문화대혁명 전 뺷世界文学뺸 발행 기구의
변화로부터 잡지의 경향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1964년에 12월호가 출간된 후 뺷世界文学뺸은 발행을 중단한 관계
로 이에 대한 더 깊은 분석과 증명은 할 수 없게 되었다. 1977년에는 내부에서만
유통하는 형식으로 1년 동안 발행하고 1978년 10월에 정식으로 복간되었다. 이
후 뺷世界文学뺸은 외국문학연구소에서 책임지기 시작하였고 편집장도 직접 번
역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점차 강한 전문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작품의 선정
기준을 ‘정치성’이 아닌 ‘문학성’과 ‘대표성’으로 변화시켰다.
다음으로 국가 정책이 변화이다. 1979년 뺷译林뺸을 창간한 이경뢰이(李景瑞)
가 ‘문화대혁명’ 시기를 회억하면서 “외국 문학에 관한 교육, 연구, 출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몇 년 동안 베트남의 뺷남방에서 온 편지뺸와 북한 연극인 뺷꽃 파는
처녀뺸를 제외하고 다른 외국 문학작품을 볼 수 없었다26)”고 하였다. 뺷世界文学
뺸이 정식으로 복간되기 전, 1977년 1월호에서도 '문화대혁명' 시기 외국문학 번
역에 대해 “ ‘4인방’이 자산계급 문화 독재주의를 실시하면서 중국의 우수한 혁
명 예술 작품은 억제되었고 짓밟혔다. 외국의 진보 문화예술, 고전 작품은 사회
의 '독'으로 여겨지고 출판사에서는 책을 출판하지 못했고 도서관도 책을 빌릴
수 없게 되었으며 외국 서적과 자료 역시 금지되었다.27)”라고 언급하였다. 하지
만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双百(쌍백：백화제방, 백가쟁명)”,

25) 崔峰, ｢建国初政治文化语境下的〈译文〉创刊｣, 뺷中国比较文学뺸�
, 2013년 1기, 참고.
26) 卢志宏, ｢新时期中国文学视域中《世界文学》图景的嬗变-基于对《世界文学》的考察
｣, 뺷安徽大学学报뺸, p.77, 재인용.
27) 刘宁, ｢把外国文学工作中反对苏联修正主义的斗争进行到底｣, 뺷世界文学뺸, 1977년 1월
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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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为(이위: 문학예술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여야 한

다)” 방침을 내놓았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국 사회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사회 환경의 변화가 문학계 환경까지 바꾸
기 시작하였는데 1978년 5월에 개최된 전국문화예술연합회 제3기 위원회 제3차
확대 회의에서는 중국 문학예술계 연합회, 작가협회와 기타 문화예술가 협회의
활동을 회복하고 뺷文艺报뺸 등 간행물의 복간도 선포하였다. 이로부터 중국 문학
계에서는 정치와 문학의 관계에 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1979년 10월, 제4기 전
국 문화대표회의가 20년 만에 다시 열렸다. 중국 국무원 부총리 떵샤오핑은 축
사에서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도는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 구체적, 직접적인 정치 임무에
복무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문학예술의 특징과 발전 규칙에 따라 문
화예술 종사자들에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문학예술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28)”이
라고 지적했다. 1980년 7월 26일, 뺷인민일보뺸에서는 ｢문화예술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한다29).｣는 구호를 게재하면서 ｢문화예술은 정
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작용을 잃어갔다. 이로부터 “쌍백”, “이위”는 문
학예술계의 지도 사상이 되었다. “쌍백”,“이위”방침의 설립에 따라 주체사상을
앞세운 북한문학은 더는 외국문학 번역 작업에서 중요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사
람들은 세계 각국의 문학에 대해 자유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자들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제외한 서방의 부동한 문학 유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중국문학의 내부적 수요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학의 대가로 불리는 지셴린(季羡林)은 “우리가 외국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우리의 목적은 참고이다. 외국 문학을
참고하여 사회주의 신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28) 邓小平, ｢在中国文学艺术工作者第四次代表大会上的祝词｣,
http://www.chinawriter.com.cn/2009/2009-07-03/73323.html
29) 王振川主编, ｢《人民日报》发表社论《文艺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 뺷中国改革
开放新时期年鉴1980뺸,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5.1, 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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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참고할까? 사상 내용을 참고할까? 아니면 예술 창작방법을 참고할까?
나의 소견으로는 후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전자보다 많다30).” 라고 지적하
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작가와 대중들은 ‘문화대혁명’ 10년의 억압에서 벗
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 존엄과 고통을 실감하면서 반복적으로 고민에 빠지
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이 시기 중국 문학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사조였다. 또
한, 이를 방증하듯이 이 시기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상처문학’, ‘반성문학’
과 ‘개혁문학’에 대한 사고는 더욱 깊고 무게감 있게 진행되었고 사람의 중심 지
위와 문학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에 대해 재차 인식하고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학 내부에서 사람의 중심 역할에 대한 인정은 객관적으로 실존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이외에도 중국의 ‘뿌리찾기 문학’과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사실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밀접한 관계도 이 시기
중국 문학계 내부의 수요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문학 형식의 현실과 신화가 융
합된 표현 기법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인위적인 재난을 겪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본보기가 되었고 이를 가장 잘 방증한 중국 작가가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
옌(莫言)이다. 그는 자신이 마르케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뺷백년 동안
의 고독뺸은 예술적 창조에서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지역
을 만들어야 하고’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31)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고 말한
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중국의 외국문학 번역에 있어서 작품 선택에는 큰 변
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4. 결말
건국 초기,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어찌 보면 혈맹과도 같은

30) 季羡林, ｢学习〈邓小平文选〉, 努力开创外国文学研究的新局面｣, 뺷世界文学뺸�
, 1983년 5
월호, p.7. 참고.
31) 莫言, ｢两座灼热的高炉———加西亚·马尔克斯和福克纳｣, 뺷世界文学뺸�
, 1986년3월호,
p.3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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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1959년부터 1966년까지 뺷世界文学뺸에서는
북한문학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진행되여왔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뺷조선문
학뺸이거나 뺷문학신문뺸에 실린 공식적인 기사에 대한 번역이 51%를 차지하고 뺷
조선문학뺸, 뺷문학신문뺸과 작품집에 수록된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이 47%를 차지
하며 일부분은 특별고의 형식으로 직접 작가한테서 원고를 받아 번역하는 경우
가 2%가량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는 북한 문학계에서 진행한 공식적인 회
의거나 활동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작품을
선택하면서 많이는 당시 중국 정책 상황에 부합되는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하거
나 중조 우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순수 문학성만을
근거로 선택하여 번역한 작품보다 많았다. 이외 작품에 대한 평론 상황을 본다
면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일정한 요해가 있는 중국인이 순수 문학성만을
근거로 진행한 평론도 뺷世界文学뺸에 실리는가 하면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 관계
를 위해 진행한 평론과 당시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약진, 인민공사화 운동
에 발맞추어 진행한 작품 평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이라는 인위적인 재난을 겪은 후 중국 문학계에서는 큰 변
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 후 급속도로 줄어든
북한문학에 대한 언급과 남한문학을 대하는 중국 문학인들의 태도 변화이다. 그
리고 뺷世界文学뺸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우선은 편집 및 발
행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변화이고 다음으로는 국가 정책이 변화이다.
특히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중국 문학계도 더는 정책을 위한 문학을 하는 것
이 아닌 인간중심과 인간의 자유를 위한 문학을 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에 부합
되지 않은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도도 점차 낮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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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 China
－From 뺷World Literature뺸 1959-1990

Cui, Min
With the time boundary from 1959 to 1990, the author discusses the
transmission modes and features between Chinese literators and readers after
Korean literature was translated into Chinese.
The predecessor of World Literature was Translation, a magazine that was
published in 1953 to introduce foreign literature. Differing from the long
history, there are only three prior studies on World Literature, which haven’t
focu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Hence, centered on World Literature, the
author introduces the introduction modes and features of Chinese readers and
literators after North Korean literature was translated into Chinese.
In chapter one, the author briefly introduced the consciousness of problems
in World Literature and prior studies.
In chapter two, with the demarcation point from 1959 before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to 1966 and from 1977 after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to 1990, the author introduces features of articles in North Korean literature
in World Literature and acceptance tendency of Chinese literators for Korean
literature. Finally, the author inspects different periods and analyzes the
difference in North Korean literature.
In chapter three, the author discusses the causes for the difference in
different periods.
Finally, the author concludes that with the boundary of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Chinese literators treated with the acceptance phenomen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 national diplomatic relations and policies
and turned to accept North Korean literature by centering on literariness. The
reason should be attributed to the change of the issuing authority and national
policies and internal requirements of the Chinese literary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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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甫의 뺷唐史論斷뺸과 그 史論: ‘治亂’의 권계*

홍 승 태 **

국문요약

북송의 역사가 손보(998〜1057)가 저술한 뺷당사논단뺸은 뺷춘추뺸의 대의에 입각해 당조의
흥망성쇠를 논평한 역사평론서이다. 송인들에게 당사는 바로 전대의 역사로, 그 정치적 성패
와 치란의 과정은 송조에게 중요한 감계가 되었다. 북송 구양수의 뺷신당서뺸, 사마광의 뺷자치
통감뺸, 범조우의 뺷당감뺸도 모두 이러한 기본 취지에 따라 편찬된 사서(혹은 사론서)이며, 뺷당
사논단뺸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유교 경전 뺷춘추뺸의 선악‧시비 포폄을 역사 사실에
적용한(以經斷史) 손보의 사론은 송대의 역사서술과 태도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뺷당사논단뺸과 뺷춘추뺸의 관계를 중심으로 손보의 사론에 나타난 역사관과 역사서술
의 태도를 조망하고 있다. 뺷사기뺸와 뺷구당서뺸의 서술방식 및 체재를 비판한 손보는 과거의
역사 사실에 대한 기록 자체보다 ‘치란’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적 감계로 삼는
것이 더 본질적인 역사서술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관점과 태도는 송대의 정치적‧
사상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본고는 송조의 유교적 문치주의와 ‘의경’ 사조의 측면
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주제어

손보, 당사논단, 당사기, 사론, 춘추필법, 춘추대의, 치란, 권계, 문치주의

* 이 논문은 2019-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9317)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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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뺷唐史論斷뺸은 北宋의 史家 孫甫(998〜1057)가 찬술한 역사평론서이다.
뺷宋史뺸｢列傳｣에 따르면, 손보는 “뺷唐史記뺸 75권을 저술했다. 唐朝 君臣의 政
事에 대해 논할 때마다 당시의 ‘治亂’을 마치 그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듣는 이

로 하여금 눈으로 보듯 명료하게 서술하였다. 그와 같은 시기의 사람들은 ‘온종
일 唐史를 읽는 것보다 하루 손보의 史論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1) 이
기록은 뺷新唐書뺸의 저자 歐陽修(1007〜1072)와 뺷資治通鑑뺸을 완성했던 司馬光
(1019〜1086) 등 북송의 대표적인 문인 학자들의 평가에 근거했다.2) 그의 뺷당사

기뺸에는 본래 다량의 史論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사서는 이미 유실되고 사론만
이 유전하고 있다. 뺷당사논단뺸은 바로 현전하는 손보의 사론 92편을 후대에 3권
으로 엮은 책이다.3)
손보는 북송 진종 咸平 원년(998)에서 인종 嘉祐 2년(1057)까지 생존했던 인
1) 뺷宋史뺸 卷295, ｢列傳｣第54: “著뺷唐史記뺸七十五卷. 每言唐君臣行事, 以推見當時治亂, 若
身履其間, 而聽者曉然, 如目見之. 時人言: ‘終日讀史, 不如一日聽孫論也.’”
2) “公博學强記, 尤善言唐事, 能詳其君臣行事本末, 以推見當世治亂, 每爲人說, 如其身履
其間, 而聽者曉然如目見. 故學者以爲終歲讀史, 不如一日聞公論也”(뺷歐陽修全集뺸, 中
華書局, 2001); “學者終歲讀史, 不如一日聞公論, 此皆光親所睹聞.”(뺷傳家集뺸 卷73, 文
淵閣四庫全書, 1986)
3) 뺷宋史뺸 ｢藝文志｣에는 ‘2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淸代 陸心原의 뺷皕宋樓藏書志뺸도 ‘2
권’이라고 밝혔다. 반면, 南宋 陳振孫의 뺷直齋書錄解題뺸와 淸代 丁丙의 뺷善本書室藏書
志뺸 등에는 ‘3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현전하는 권수와 같다. 권수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총 92편의 사론 편수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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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天聖 연간 진사에 급제해 지방관을 시작으로 인종 재위 기간 秘閣校理․
右正言․天章閣待制兼侍讀 등을 차례로 역임한 바 있다. 특히 慶曆 연간 余
靖․歐陽修 등과 함께 諫官의 자격으로 ‘慶曆新政’(1041〜1048)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范仲淹과 富弼이 주도하던 개혁이 좌초되자 그 역시도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그가 남긴 뺷당사기뺸는 康定 원년(1040)부터 저술에 착수해 嘉祐 원
년(1056)까지 17년간의 집필 끝에 완성되었다.
현전하는 ｢서문｣에서 그는 “治亂의 근본을 밝히고 勸戒의 道를 엄중히 다루
기 위해”4) 唐史에 대한 자신의 평론을 찬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唐朝의 개국
(618년)부터 멸망(907년)까지 289년의 역사로부터 그 흥망성쇠의 원인을 고찰

해, 이를 자신의 현재 왕조인 宋朝에게 실제적인 ‘鑑戒’를 제공하고자 했다. 唐
史는 북송의 인물인 손보에게 바로 前代의 역사로, 오대십국의 혼란기를 거쳐

건국한 송조가 ‘통치의 장기적 안정(長治久安)’5)을 위해 채택한 유교적 문치주
의의 검증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조는 개국 초부터 뺷唐會
要뺸와 뺷唐春秋뺸를 편찬했으며, 인종과 신종의 재위기간 동안 총 9部의 관찬 사

서를 편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구양수가 인종 가우 5년(1060)에 완성한 뺷新唐
書뺸(225권)는 가장 대표적인 사서이다. 또한 사마광의 뺷資治通鑑뺸(1084)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唐紀｣(81권)를 편수했던 범조우(1041〜1098)는 별도로 자신
의 사론을 엮은 뺷唐鑑뺸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손보의 영향을
받은 史家들로, 사론을 중시하는 송대 역사학의 흐름을 선도했다.
역사평론은 역사적 현상․사건․인물 등에 대한 시비 판단과 포폄을 수반하
는 동시에 평론자 자신의 역사 인식과 현재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때 관건은 시
4) 뺷唐史論斷뺸｢序｣: “明治亂之本, 謹勸戒之道”, 叢書集成初編本, 北京; 中華書局 1985年
版.
5) ‘長治久安’이란 말은 특정 정치체제나 이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의 장기적 존립
을 가능하게 하는 치세의 안정을 의미한다. 뺷漢書뺸 卷48, ｢列傳｣第18, ｢賈誼傳｣: “建久安
之勢, 成長治之業.”; 뺷貞觀政要뺸 卷6, ｢論奢縱｣: “三代之所以長治久安者, 其必有道也.”;
眞德秀, 뺷大學衍義뺸 卷12, ｢明道術｣: “雖居治安之世, 而樂聞危亂之言, 是以長治久安,
而無後患吁!”; 뺷宋史뺸 卷421, ｢列傳｣第180, ｢姚希得傳｣: “大勢若更張, 而未見有長治久
安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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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판단과 포폄의 기준(혹은 근거)은 무엇이며, 그 기준이 논자의 과거와 현재적
시점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타당한 권위성을 갖고 있는가에 있
다. 그렇지 않다면(비록 주관적 관점의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겠지만), 시비와
포폄을 분명하게 가르는 권위적 ‘論斷’은 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新儒學(Neo-Confucianism)’이 성립한 송대는 儒家 經典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토대로 형이상학적 우주론(존재론)과 심성론(도덕윤리론)의
체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를 역사의 변화와 정치의 원리에 적
용하는 이론과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즉, 경전에 함축된 유교의 정치사상과 역사
관을 실제의 과거 역사에 투영해 治亂의 과정을 고찰하는 경향이 송대 사학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역사 사실의 기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내포된
도덕적․정치적 행위의 시비 판단과 포폄을 강조하는 사론이 중시되었다. 손보
의 뺷당사논단뺸은 바로 이러한 송대 사학의 경향을 반영하는 역사평론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 孫甫의 뺷唐史論斷뺸에 관한 연구 논문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문헌에는 관련 기록이 현전하고 있다. 조선 전기 세
종이 ‘治世’의 요점을 일람하기 위해 편찬한 뺷治平要覽뺸(150권, 1445년)에는 손보
의 사론이 수록되었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1765〜1814)의 기전체 통사인
뺷해동역사뺸에도 그 사론이 인용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는 뺷당사논단뺸과 범조우
의 뺷당감뺸을 모두 통독한 후, 양자를 서로 비교하기도 했다. 또 다산 정약용(1762
〜1836)은 뺷목민심서뺸에서 손보가 지방관으로 재임할 당시의 행적을 목민관의

모범적 사례로 들었던 바 있다.6) 이처럼 유교국가 조선에서 손보와 그의 뺷당사
논단뺸을 주목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국내의 관련 연구는 공백 상
태에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그동안 史學史의 영역에서 손보의 사론을 제한적으로 다루
6) 뺷治平要覽뺸｢唐紀｣ 권72․권75․권76; 뺷海東繹史뺸 제8권, ｢世紀｣8, ｢高句麗・親征高麗
｣; 뺷弘齋全書뺸 제161권, ｢日得錄｣1, 뺷文學뺸1; 뺷牧民心書뺸, ｢禮典・賓客｣등에서 관련 기
록을 찾아볼 수 있다. 논문의 제한된 분량으로 조선 시대의 관련 기록을 모두 열거할 수
없었으며, 이는 별도의 주제로 설정해 후속 연구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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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 뺷당사논단뺸의 사론과 사관에 대한 분석은 2000년 이후 일부 연구자들
에 의해 시도되었다.7) 관련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뺷당사기뺸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관점과 사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줄 문집이나 정론서가 대부분 현전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학문적․정치적 영향력이 동시대의 대표적인 인
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점도 학계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그의 뺷唐史論斷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선행 연
구들이 미흡했거나 주목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뺷당사논단뺸과 五經 가운데 하나인 뺷春秋뺸의 관계 문제이다. 史論이 史
觀의 투영이라면, 손보의 사론은 春秋大義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즉, 손보가 채

택한 역사 사실에 대한 시비․포폄의 기준은 뺷춘추뺸에 근거했다. 史學과 經學의
관계에서 볼 때, 뺷춘추뺸는 편년체 형식의 사서인 동시에 경전이라는 이중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뺷춘추뺸의 성격과 해석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양
송 시기 내내 지속되었고, 한편으로 춘추학이 송대에 가장 융성한 경학이 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손보의 사론은 송대 춘추학
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가 뺷춘추뺸 경전에 대한 주해보다도, 뺷춘추뺸를 역사
사실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채택한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북송 인종 경력 연간을 기점으로 나타났던 ‘疑經惑古’의 思潮와 역사
해석의 관계 문제이다. ‘의경혹고’는 유가 경전 전반에 대한 회의적․비판적 사
7) 蒙文通(1894〜1968)은 뺷中國史學史뺸｢中唐兩宋｣에서 송대 사서 체재의 변화를 언급하며
손보의 뺷唐史記뺸와 뺷唐史論斷뺸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宋人의 역사평론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尹達의 ｢宋明間的史論與思考｣(뺷中國史學發展史뺸, 1985), 劉復生의 ｢史論的新
特點｣(뺷北宋中期儒學復興運動뺸, 1991) 등 史學史와 儒學思想의 관점에서 역사평론의
특징을 다루었다. 孫立堯의 뺷宋代史論硏究뺸(中華書局, 2009)는 孫甫․范祖禹․司馬
光․歐陽修 등 송대 대표적인 史家의 史論을 분석한 바 있지만, 文學의 시각에서 접근했
다. 張宇의 ｢宋代歷史評論的兩種類型: 己意解史與以經斷史｣(뺷史學理論與史學史學刊
뺸, 2014)는 송대 역사평론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 개별 史家의 역사해석과 儒家經典에
근거한 평론의 특징을 논술하였다. 司馬光․鄭樵․范祖禹․朱熹 등 개별 史家들의 역
사평론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손보를 專題로 한 연구로는 王盛恩의 ｢
孫甫史學發微｣(뺷史學史硏究뺸, 2003); 曹鵬程의 ｢北宋史家孫甫史學思想試析｣(뺷信陽師
範學院學報뺸, 2012); 張宇의 ｢孫甫與范祖禹史論比較硏究｣(뺷安徽史學뺸, 2014)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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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해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송대 ‘신유학’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으
며, 고문헌에 대한 宋人들의 새로운 인식을 촉발시켰다. 손보는 뺷史記뺸와 뺷舊唐
書뺸의 紀傳體 형식이 ‘治亂’의 원인과 요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비판

했다. 編年體의 뺷唐史記뺸를 편수하는 과정에서 그는 방대한 史事 가운데 治亂
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사만을 선별해 수록했는데, 무엇보다 史論의 역할과 작
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역사 사실의 기록 자체보다 그 의미 해석과 현실에
대한 정치적 감계를 더 중요시했다. 권위에 대한 과감한 회의와 자유로운 비판
을 상징하는 ‘의고혹고’ 사조가 뺷당사기뺸을 집필하던 시기와 중첩된다는 사실은
그의 사론과의 관계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는 뺷당사논단뺸의 사론에 나타난 ‘治亂’의 구체적인 내용과 송조 문치주의
의 연관성이다. 唐朝의 흥망성쇠가 宋朝에게 정치적인 감계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치주의의 시행과정과 그 결과이다. 손보의 사론 92편 가운데 32편이 당 태종
(22편)과 현종(10편) 두 황제 재위 기간의 정치적 성패에 관한 논평이다. 특히

당 태종 貞觀 연간의 치세(貞觀之治)와 현종 天寶 연간 이후의 쇠락을 비중 높
게 다루고 있는데, 그는 송조 문치주의(문관정치)의 시각으로부터 이 시기의 정
치적 득실과 성패를 가늠했다. 이것은 그가 직접 경험한 ‘慶曆新政’과 깊은 관련
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논지를 중심으로 손보의 뺷唐史論斷뺸과 그 사론의 특징을
논술하였다.

2. 뺷唐史論斷뺸의 기본성격과 특징
孫甫의 뺷唐史論斷뺸은 뺷唐史記뺸(75권)의 記事에 부록된 92편의 사론을 별도

로 엮은 史評類 문헌이다.8) 약 3만 4천여 字 분량의 이 역사평론서는 唐 高祖부
8) 孫甫가 뺷唐史要論뺸(10卷)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뺷唐史論斷뺸과 동일한 책
인지의 여부는 확증할 수 없다. 뺷郡齋讀書志뺸와 뺷文獻通考뺸에서는 이 두 문헌을 다른
판본으로 기록하고 있다. 晁公武, 뺷郡齋讀書志뺸 卷2(上): “뺷唐史要論뺸十卷, 右皇朝孫甫
之翰撰. 歐陽修․司馬光․蘇軾稱其書, 以爲舊史所不及.”; 뺷文獻通考뺸 卷200, ｢經籍考｣
27, ｢史評․史抄｣: “뺷唐史要論뺸十卷, 一作뺷論㫁뺸二卷. 晁氏曰: ‘皇朝孫甫之翰撰, 歐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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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昭宗까지 총 17명의 황제 재위 기간 중 주요 政事를 선별해 ‘治亂’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 뺷당사논단뺸의 구성과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뺷唐史論斷뺸의 구성과 사론
卷 廟號
高祖

太宗
上
高宗

中宗
睿宗

玄宗

中

肅宗
代宗

德宗

下

憲宗
穆宗

제목(篇名)
[召突厥兵][立建成爲太子][殺劉文靜釋裵寂][殺劉世讓]
[復置十二軍]
[放宮人][卽位改元][魏鄭公論致治不難][中書門下議事使諫官
預聞][責封倫擧賢][定朝廷之制][任用房․杜][殺盧祖尙][魏公
不避形迹][房․杜相業][魏鄭公․溫彦博論處置降虜][命李靖
爲僕射][封禪不着於經][命李靖討吐谷渾][貶權萬紀言利][魏
鄭公諫諍][以高昌爲州縣][立晉王爲太子][親征高麗][劉洎賜
死][後宮不著名][降李績爲迭州都督]
[命李勣爲僕射同中書門下三品][楮遂良諫廢立皇后]
[顯慶改元][長孫無忌黔州安置][殺上官儀][乾封改元]
[追尊祖宗自稱天皇后稱天后]
[郝處俊諫令后攝政][劉仁軌請李敬元統兵御吐藩王師覆敗]
[裵炎請太后歸政太后殺之][不稱武后年名]
[狄仁傑薦張柬之爲相]
[廢武后][韋后安樂公主進鴆帝]
[景雲年][傳位皇太子使主細務]
[相姚元崇][開元神武皇帝尊號][酸棗縣尉袁楚客上疏諫娛樂]
[盧懷愼遺表薦宋璟․盧從愿][用李林甫平章事]
[張九齡請斬安祿山]
[刑罰㡬措推功李林甫․牛仙客]
[冊忠王爲皇太子][用聚斂臣王鉷]
[中官輔璆琳稱祿山不反]
[李光弼斬御史崔衆][賊陷睢陽害張巡][烏承恩爲史思明所害]
[九節度使討安慶緖][李峴降蜀州刺史]
[僕固懷恩留賊將分帥河北][顔眞卿降硤州]
[李寶臣爲馬承倩所辱復叛][李栖筠卒]
[開陵陽渠城原州][楊炎貶崖州司馬賜死]
[陸贄論吐藩疾疫退軍]
[盧杞奸邪][李晟論張延賞過惡][疑忌李晟]
[宰相崔損便辟固立]
[李綘料魏博事勢][用裵度相][李鄘辭平章事][注意相]
[裵度罷相位]
[失河北][韋處厚乞相裵度][昭愍遇害]

史論
篇數

史論의 중심어

5

義師,嫡統,賞罰,
用武

22

君道 , 治道 , 改元 , 諫
言, 擧賢,朝廷之制,
威令, 宰相,安邊,封
禪,愛民, 節用,嫡
統,後宮,君臣之義

9

官制 , 大臣之任, 立
太子, 惑讒言,改元,
攝政,忠義, 統兵

5

武后簒位, 奸正,
忠義

2

改元, 經義, 傳位

10

用相, 天子尊號, 安
逸娛樂, 薦賢諫正,
經世濟民, 軍國之
務, 嫡統, 聚斂之
臣, 叛逆

5
4

7

5
3

軍事, 宰相, 逆黨,
用帥, 內臣專權
將帥之患, 宰相擅
權, 統制方鎭, 奸臣
害國
租庸之害, 殺勳賢,
夷狄之患, 防奸, 聽
讒忌賢
軍國大事,
明斷用兵, 擇賢相
藩鎭跋扈,

永叔․司馬温公․蘇子瞻稱其書議論精覈, 以爲舊史所不及.’” 그러나 뺷宋史뺸 卷203, ｢志
｣第156, ｢藝文｣2에는 뺷唐史論斷뺸(2卷)만을 기록하고 뺷唐史要論뺸에 관한 기록은 없다. 뺷
唐史記뺸｢序｣에서 명시한 92편의 사론은 현전하는 뺷당사논단뺸의 사론 편수와 일치하며,
뺷唐史要論뺸은 현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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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文宗

[貶杜元潁][辯朋黨][制內臣][鄭覃言開成政事][不能制內臣]

5

武宗

[殺陳王․安王][李德裕讓太尉][不能駕馭李德裕]

3

宣宗
懿宗

[貶李德裕][小節]
[令狐綯縱賊][用韋保衡․路巖相]

2
2

僖宗

[鄭畋罷相][李克用討朱全忠]

2

昭宗
17

[朱全忠簒逆]

1

權臣, 忠賢
忠節報國,
朋黨, 內臣
國嗣之議,
委任之道
李德裕, 小節
令狐綯, 時政紊亂
奸臣誤計,
巨盜肆逆
簒逆
92편 약 3만 4천字

뺷당사논단뺸에 명시된 당조의 황제는 모두 17명으로, 실제 역사상의 21명 가운
데 4명은 제외되었다. 則天武后(재위 690〜705년), 順宗(재위 805년), 敬宗(재위
824〜826년), 景宗(哀帝, 재위 904〜907년) 등은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다. 손보

는 武周의 여황제 측천무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 태종의 후궁 출신
으로 황후의 자리에 올랐던 그가 스스로 稱帝하고, 국호를 武周로 개칭한 것은
근본적으로 당조의 정통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9) 順宗․敬宗․景宗의 경우는
모두 재위 기간이 매우 짧아 별도의 사론을 부록하지 않았다.
위의 [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史論 편수의 분포이다. 태종(22편)․고종
(9편)․현종(10편)의 사론 편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貞觀의 治世’(627〜649)를 구가했던 당 태종의 통치 시기는 魏徵․房玄齡․褚
遂良․杜如晦 등 名臣을 중용하고 ‘直言納諫’과 ‘選能任賢’을 통해 정치․군

사․경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손보는 당조의 대표적인 치세에 해
당하는 태종의 통치 시기에 가장 많은 분량의 사론을 할애했다.
정관 연간의 치세는 고종의 재위 초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른바 ‘永徽의 치
세’(649〜683)는 李勣․長孫無忌․褚遂良 등의 輔政으로 당조의 영토를 확장
하고 대내적 안정을 이룬 시기였다. 태종이 이룬 제국 통치의 기반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였다. 그러나 영휘 6년(655) 武曌(측천무후)가 황후의 자리에 오
9) 목록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태종․고종․중종 시기에 속하는 [後宮不著名]․[楮遂
良諫廢立皇后]․[裵炎請太后歸政太后殺之]․[不稱武后年名]․[廢武后] 등의 史論에서
측천무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논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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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서 당조는 정치적 파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손보가 고종의 재위 기간 가운
데 治와 亂의 원인으로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10편의 사론이 부록된 현종의 시기는 전기와 후기가 극명하게 구분된다. 忠臣
姚崇과 宋璟의 보좌에 힘입어 ‘開元의 성세’(712〜741)를 이룬 전기와는 달리,
天寶 연간을 기점으로 현종은 奸臣 李林甫․楊國忠 등에게 政事를 일임하는

한편 楊貴妃와는 ‘情事’에 빠져들면서 국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손보는 ‘安逸’
과 ‘娛樂’이라는 단어를 사론에서 사용했는데, 군주의 정치적 해이와 향락이 왕
조의 쇠락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란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현종 이후 당조의 ‘中
興’을 시도했던 덕종의 시기는 苛斂誅求로 인한 민생의 파탄을 구제하기 위해
楊炎이 건의한 兩稅法이 시행되었던 때였다. 租庸調의 폐단과 均田制의 붕괴는

농업경제에 기반을 둔 왕조의 재정을 위기로 몰았다. 양세법은 호구와 토지의
실질적 소유에 따른 차등 징세라는 합리적 구상에서 입안되어 시행되었지만, 화
폐 유통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관의 횡포로 그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손보의 사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술하겠지만, 뺷당사논단뺸은 군주
전제 체제하에서 ‘治亂’의 관건이 되는 정치의 원칙과 태도를 중심 내용으로 삼
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문화․교육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찾
아볼 수 없다.
북송 인종 가우 원년(1056)에 완성된 뺷당사기뺸(75권)가 이미 유실된 관계로,
그가 289년간의 唐朝 史事를 어떻게 선별해 기록했는지 그 記事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전하는 서문과 92편의 사론을 통해서 역사서술의 목적과
그 특징은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敍事에는 소략함이 없지 않지만, ‘勸戒’의 의미는 엄중해야 한다. 권계가 절실
하지만 그 의미가 소원한 것은 史論을 저술해 그 뜻을 밝혔다. ㉯ 人君이 이를 열람
하고, 人臣이 살펴보아 정치의 근원과 혼란의 원인에 대해 알게 하고자 함이다. 사악
함과 올바름의 결과가 마치 눈앞의 그림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니 善한 것은 따르고,
惡한 것은 경계하였다. 治道는 항상 흥성할 수 있으며, 혼란의 근원은 미리 해소할

수가 있다. 사론 92수를 소홀함 없이 본다면, ㉰ 단지 唐朝의 安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세의 鑑戒가 될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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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가 뺷당사기뺸와 사론을 찬술한 목적은 治亂의 勸戒에 있다. ‘치란’은 정치
(통치)질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치세와 난세의 구분이며, ‘권계’란 권장과 경계의

뜻이다. 즉, 치세를 권장하고 난세를 경계한다(勸治戒亂)는 의미이다. 인용문 ㉮
는 역사서술과 의미 해석의 관계에 대한 손보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는 역사 사
건의 서술(敍事)보다 사건의 의미 해석을 더 중시했다. 즉, 역사서술은 모든 사
건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할 수 없지만, 편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사건에 대해서는 ‘권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목
적에 따라 그 의미(해석과 판단)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론(역사평론)의 역할
이다. 위에 근거해 추론하면, 본래 뺷당사기뺸에 수록된 史事는 그에 의해 취사․
선택되었으며, 그의 사론이 부록된 史事는 ‘권계’의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사서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는 뺷당사논단뺸(뺷당사기뺸를 포함해서)의 저술 목적인 동시에 사론의 범위를

한정 짓는다. 즉, 政事의 주체인 君臣에게 치란의 원인을 성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손보는 唐史의 치란과 그 원인을 밝혀 현재의 정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뺷당사논단뺸을 저술했다. 군신 간의 윤리적 관계와 정치적 역할 및 정치의
근본 원리를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문화․교육 등에 관
한 사론은 정치․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매우 낮거나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는 과거에 대한 현재의 역사적 ‘감계성’을 말하고 있다.11) 唐史는 宋人들에

게 바로 前代의 역사로 五代十國의 ‘난세’를 제외하면, ‘치세’를 경험했던 唐代
의 역사는 그들의 ‘當代’와 가장 가까운 ‘近代’에 속한다. 손보와 동시대에 살았
10) 뺷唐史論斷뺸｢序｣: “敍事不無疏略, 然於勸戒之義謹之矣. 勸戒之切而意遠者, 著論以明
焉. 欲人君覽之, 人臣觀之, 備知致治之因, 召亂之自. 邪正之效煥燃若繪畵於目前, 善者
從之, 不善者戒之, 治道可以常興而亂本可以預弭也. 論九十二首, 觀者無忽, 不止唐之安
危, 常爲世鑑矣.”, 叢書集成初編本.
11) 역사적 ‘감계주의’에 대해 全海宗은 ｢中國人의 傳統的 歷史觀｣에서 “역사적 사실이 역사
가의 선택을 거쳐서 역사서술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의 선택에 있어서 가치판
단 또는 도덕적인 판단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역사 속에서 규범을 찾아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 인간의 행동을 비추어보려고 하는 ‘道德主義的’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뺷史觀이란 무엇인가뺸(1978, 청람문화사),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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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石介(1005〜1045)는 “나라(宋朝)가 비록 五代의 뒤를 이었지만, 실제로는 唐
朝의 계통을 이어받았으니, 마땅히 唐史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12)고 말한 것은
宋儒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손보의 뺷당사논단뺸은 治亂의 권계를 목적으로 唐
史의 주요 史事 가운데 정치적 흥망의 원인이 되었던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그

의미와 해석에 중점을 둔 역사평론서이다. 따라서 역사 사실의 상세한 기록과
고증을 목적으로 편찬된 사서나 여기에 부록된 논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해 뺷唐史論斷뺸은 뺷唐史記뺸의 기사에 부록되었던 평론으로, 본래 독
립적인 편성을 목적으로 찬술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 사론의 역할과 비중
을 높게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서의 일부에 속한다. 記事와 史論이 한
부의 사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율)으로 볼 때, 사론의 편수는 기사의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분량(편폭)에서도 사론은 기사의 총합을 넘지 않는다.
총 75권의 뺷당사기뺸에 92편의 사론이 수록된 것은 손보 이후에 편찬된 뺷資治通
鑑뺸의 ｢唐紀｣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범조우가 전담해

편수한 ｢唐紀｣는 81권 분량이지만 25편의 사론은 모두 사마광에 의해 찬술되었
다. 훗날 범조우가 자신의 사론 201편을 엮어 뺷唐鑑뺸(12권)을 편찬한 것도 뺷자
치통감뺸 안에 사론이 차지하는 비중의 한계 때문이었다.
비록 뺷唐史記뺸가 현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서의 편수 원칙과 체재는 사론
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 역사의 紀事는 ‘治亂’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군주가 위에서 명하고, 신하가
아래에서 행하며, 신하가 앞서 정책을 도모하고, 군주가 뒤에서 그것을 허용한다면
政事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治’의

근본이며, 실패한다는 것은 ‘亂’의 원인이다.13)
㉲ 문장이 번잡한 곳은 삭제하고, 손실된 곳은 고친다. 의미가 부족하다면 다른
12) 石介, 뺷徂徠集뺸, ｢唐鑑․序｣: “國家雖承五代之後, 實接唐之緖, 則國家當以唐爲鑑.”
13) 뺷唐史論斷뺸｢序｣:“史之紀事, 莫大乎治亂. 君令於上, 臣行於下; 臣謀於前, 君納於後, 事
臧則成, 否則敗. 成則治之本, 敗則亂之由.”, 叢書集成初編本.

114 한중인문학연구 68

증거로 보충한다.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삭제하고, 중요하면서도 현전하는 것은 증
보한다. 시비가 불분명한 것은 올바로 고친다.14)

인용문 ㉱는 앞서 언급한 “치란의 근본을 밝히고, 권계의 도를 엄중히 여긴
다”는 사론의 저술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손보는 역사 기록이 ‘치란’의 정치 과
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특히 정치의 주체인 군주와 신하의 역할이
‘치란’의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손보가 말하는 역

사는 정치사이며, 그의 사론은 일종의 정치평론이다. 인용문 ㉲는 치란에 영향을
준 중요한 史事을 선별하고 보충하는 편수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다. 지엽적인
부분은 삭제하고, 시비와 포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른바 ‘春秋筆法’ 즉,
“써야 할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한다(筆則筆, 削則削)”는 말과 일맥상통한

다.
뺷춘추뺸가 경전이면서도 편년체 형식의 역사 기록이란 점을 감안하면, 뺷당사
기뺸가 편년의 형식을 채택한 것도 기본적으로 뺷춘추뺸의 體例를 계승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손보가 지은 書名이 사마천의 뺷史記뺸를 연상시키면서도(혹
은 이를 염두하고서), 紀傳體 형식에 대해서는 그가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
고 있었다는 점이다.
손보는 사마천과 그의 뺷史記뺸에 대해 “비록 방대한 서적을 관통하는 그 재주
와 능력은 출중했지만, 治亂의 원인과 勸戒의 원리에 대해서는 난잡하고 불분명
하다”15)고 비판했다. 뺷사기뺸는 사마천이 창시한 기전체 通史로 二十四史 가운
데 ‘前四史’(뺷史記뺸․뺷漢書뺸․뺷後漢書뺸․뺷三國志뺸)에 꼽힌다. 특히 ｢本紀｣․｢
表｣․｢書｣․｢世家｣․｢列傳｣의 구성 체재는 후대 사서 편찬 형식의 典範이 되

었다. 하지만 손보는 “紀傳體의 기록은 한 가지 특정 史事가 여러 곳에서 분산
되고 전후 맥락이 누차 중복되어 編年體보다 글이 번잡하다”16)고 지적했다. 기

14) 上同, “文繁者刪之, 失去就者改之. 意不足而有他證者補之, 事之不要者去之, 要而遺者
增之, 是非不明者正之.”, 叢書集成初編本.
15) 上同, “雖貫穿群書, 才力雄俊, 於治亂之本․勸戒之道, 則亂雜而不明矣.”
16) 上同, “紀傳所記, 一事分爲數處, 前後屢出, 比於編年則文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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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 뺷舊唐書뺸에 대해서도 “治亂의 자취가 기전체 안에서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진실로 ‘貞觀’의 공덕과 법제의 근원 그
리고 한 시대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분명하게 드러내기에 부족하다”17)고 비판했
다. 아래의 내용은 치란의 관점에서 그가 바라본 기전체 사서의 단점을 종합적
으로 보여준다.
治亂의 근원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며, 記事의 本務가 광범위해 ‘勸戒’의 원리 또
한 드러나지 못했다. ‘褒貶’이 정밀하지 못하니 역사서술의 體裁 또한 갖추어지지 못
했다. 편년체를 채택하지 않아 君臣의 政事가 지엽적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중대한

사건은 간혹 소략된 부분이 있었으며, 군신과 선악에 대해서는 미미한 반면 온갖 事
務들에 대해서는 번잡했다. 갖추어 기술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역사를 서술하는 원

칙과 역할을 심각하게 상실한 것이다.18)

사실 기전체와 편년체는 서로 다른 구성 형식에 따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사의 일부 중복과 분산은 기전체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보 자신도 편년체 뺷당사기뺸의 기사가 소략된 단점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현대 역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뺷사기뺸와 뺷구당서뺸는 ‘치란’의 관점에서 군
신의 정사에 집중한 뺷당사기뺸보다 그 사료적 가치가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역사 사실의 객관적 기록에 더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문화․교육․제
도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기전체 자체가 ‘치란’의 권계라는 취지에 부적합하
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손보의 사후 3년 만인 인종 가우 5년(1060) 歐陽修․范
鎭 등이 완성된 뺷新唐書뺸의 기전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비판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
손보가 기전체의 단점을 지적한 것은 편년체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했다기
17) 뺷唐史論斷뺸｢序｣: “뺷唐書뺸繁冗遺略, 多失體法, 事或大而不具, 或小而悉記, 或一事別出,
而意不相照, 怪異猥俗, 無所不有, 治亂之迹, 散於紀傳中, 雜而不顯. 此固不足以彰明貞
觀功德法制之本, 一代興衰之由也.”, 叢書集成初編本.
18) 뺷唐史論斷뺸｢序｣: “至治亂之本, 亦未之明; 記事務廣也, 勸戒之道, 亦未之著; 褒貶不精
也, 爲史之體亦未之具; 不爲編年之體, 君臣之事多離而書之也; 又要切之事, 或有遺略,
君臣善惡之細, 四方事務之繁, 或備書之, 此於爲史之道役甚失矣.”, 叢書集成初編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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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역사서술의 ‘특정 목적’ 즉, 治亂의 원인과 그 勸戒의 뜻을 분명하게 전
달할 수 있는 체재의 적합성에 있다. 그가 기전체를 비판하고 뺷춘추뺸의 편년체
를 계승한 것은 ‘치란’의 원인과 권계의 목적을 전달할 사론의 중요성 때문이다.
치란과 관계된 주요 政事을 선별해 수록하고, 이에 사론을 부록함으로써 권계의
취지를 극대화하려 했다. 그는 역사 사실의 기록 자체보다는 사실의 의미와 해
석을 더 중시했는데, 특히 史論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다. 손보가 보기에 사론이
좀 더 강조되고 두드러지게 배열하는 데에는 기전의 편집보다는 편년의 형식이
더 적합했다. 기전체 체재 하에서 사론은 주로 ｢본기｣․｢세가｣․｢열전｣등 인물
중심의 평론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사건의 본말이 단절된 ｢표｣와 ｢서｣의 주
제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뺷사기뺸의 저자 사마천과 뺷구당서뺸의 편찬자들은
그가 볼 때 유교적 시비포폄에 입각한 儒者들이 아닌, 순수한 史家들에 더 가깝
다.
사마천은 자신의 저작을 뺷춘추뺸와 비교한 평가에 대해 “나는 과거의 사건을
서술했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것(뺷史記뺸)을 정리했지, 지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이를 뺷春秋뺸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19)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역사 사실의 기록에 충실한 뺷사기뺸가 유가의 사상을 함축한 뺷춘추뺸와는 근
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사실을 서술했지만 짓지 않았다는 말은 일찍이
공자가 뺷춘추뺸의 편수 원칙으로 언급했던 ‘述而不作’과 상통한다. 그렇다면 사
마천은 사실상 공자가 뺷춘추뺸를 ‘지었다’고 본 것인가? 다시 말해 뺷춘추뺸는 사서
라기보다 공자가 지은 경전인가? 이 문제는 뺷춘추뺸의 이중적 성격을 반영하는
동시에 손보의 經史觀에도 영향을 주었다.

3. 뺷唐史論斷뺸과 뺷春秋뺸의 관계: ‘以經斷史’
그렇다면, 治亂․安危․善惡의 기준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즉, 본고의 서
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비 판단과 포폄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기준이 손보
19) 뺷史記뺸 卷134, ｢太史公自序｣ 第70: “余所謂述故事, 整齊其世傳, 非所謂作也, 而君比之
於뺷春秋뺸, 謬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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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거 역사와 현재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타당한 권위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손보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 뺷尙書뺸는 ‘치세’의 일을 기록해 교화를 목적으로 삼은 책이다. 뺷春秋뺸는 ‘난세’
의 사실을 기록해 법도를 세운 책이다.20)
㉴ 뺷尙書뺸와 뺷春秋뺸가 기록한 ‘치란’은 서로 다르지만, ‘권계’에 대한 大意는 같
다.21)
㉵ (뺷唐史記뺸) 기록의 원칙은 비록 두 經典의 뜻을 종지로 삼았지만, 그 요령은
實錄과 서로 비슷하다. 唐이라는 한 시대의 治와 亂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로지 뺷尙
書뺸와 뺷春秋뺸의 體例만을 따를 수 없었으며, 또한 감히 함부로 經典의 이름을 채용

할 수도 없었다.22)

인용문에 따르면, 손보는 뺷尙書뺸와 뺷春秋뺸의 대의에 근거해 뺷당사기뺸와 뺷당
사논단뺸을 찬술했다. 뺷상서뺸는 五經 가운데 하나로, ｢虞書｣․｢夏書｣․｢商書｣․
｢周書｣로 구성된 유가 경전이다. 堯․舜․禹․湯․文․武의 治道를 기록한 뺷

상서뺸는 ‘民本’ 사상의 근거가 되었던 경서이다.23) 孔子가 편수한 뺷춘추뺸는 춘
추시대 魯나라 隱公 원년(기원전 722년)에서 哀公 14년(기원전 481년)까지 약
240여 년간 춘추열국의 전쟁･회맹･즉위 등 주요 정치 대사를 기록한 편년체 史
書인 동시에 유교의 정치사상을 함축한 경전이다. 특히 ‘尊王攘夷’와 ‘大一統’의

대의는 漢代부터 왕조의 정통성 내지는 군주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손보는 뺷상서뺸가 치세를 기록한 교화의 경전이며, 뺷春秋뺸는 난세를 기록한
‘立法’의 경전이라고 규정했다. 인용문㉳㉴는 이 두 경전이 각각 治亂에 대한 권

계의 뜻을 담고 있다는 그의 기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는 일실된 뺷唐史記뺸
20) 뺷唐史論斷뺸｢序｣:“뺷尙書뺸, 記治世之事, 作敎之書也; 뺷春秋뺸, 記亂世之事, 立法之書也”
21) 上同: “뺷尙書뺸․뺷春秋뺸記治亂雖異, 其於勸戒, 則大意同也.”, 叢書集成初編本.
22) 上同: “所書之法, 雖宗二經文意, 其體略與實錄相類者, 以唐之一代有治有亂, 不可全法뺷
尙書뺸․뺷春秋뺸之體, 又不敢僭作經之名也.”, 叢書集成初編本.
23) “뺷尙書뺸, ｢夏書․五子之歌｣: “民惟邦本, 本固邦寧.” 즉, “백성은 나라의 근본(民本)으로,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은 孔孟의 ‘民本’ 사상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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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뺷상서뺸․뺷춘추뺸의 宗旨에 의거했으며, 그 서술의 형식은 편년체의 實錄과
같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요순의 상고시대와 공자의 춘추시대는 당대와 매우
큰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며, 역사 기록과 서술의 체계를 포함해 군주의 卽位․
年號․改元의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漢代와도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손보는 전적으로 두 경전의 體例를 그대로 모방할 수
없었으며, 경전의 서명을 차용하지도 않았다. ‘唐春秋’가 아닌 ‘唐史記’이라고 스
스로 명명했는데, 西漢 司馬遷의 뺷史記뺸를 연상시킨다. 손보는 실제로 뺷史記뺸
의 기전체 형식을 비판하며, 편년체가 ‘치란’의 요점을 기술하기에 더 적합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술하도록 하겠다.
요컨대, 宋儒인 손보에게 뺷상서뺸와 뺷춘추뺸는 역사서술과 해석의 중요한 기준
이 되었다. 두 경전이 그에게 일종의 ‘史觀’을 제공했다면, 그것은 儒家의 경전
을 근거로 역사 사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以經斷史) 송대 사론의 특징
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뺷당사논단뺸에 나타난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 무릇 천자의 역사를 편수하고자 할 때, 元年 卽位의 書法을 몰라서 되겠는가?
또한 후대 정사의 어려움 속에 천자가 황통을 계승하는 것은 반드시 해를 넘긴 후에
야 군주라 칭해야 하는데, 이는 그 정세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실제에 의거해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 비록 옛 법을 조금 바꾸었다 해도 ‘즉위한 해
를 넘겨 改元’한다고 말한 것은 뺷尙書뺸의 定位와 뺷春秋뺸의 改元에 따라서 새로운
군주를 나타내고자 한 뜻이다.24)
㉷ 뺷춘추뺸의 필법에 의거해 唐史의 과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議論
에 따라서 武后의 史事를 中宗紀에 기록하였다. 무후의 改年은 모두 거짓 조작이니,
지금 새로운 군주의 繼位로 중종의 연호 ‘景龍’으로 뒤이었다. 무후가 고친 것은 그
이름을 남겨 또 다른 사례의 증거로 남기고자 한다. 그러나 연호로는 표시하지 않았
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계통을 바로잡고 僭號를 제거하고자 함이다.25)
24) 뺷唐史論斷뺸 卷上, ｢太宗｣, ｢改元卽位｣論曰: “若夫修天子之史, 可不知書元年卽位之法
乎? 又後代事艱, 天子繼統, 必待踰年稱君, 勢有不便矣. 故當依實書之, 雖略變古法, 其
曰以‘卽位踰年改元’, 亦所以法뺷尙書뺸定位․뺷春秋뺸改元, 見新君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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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천자)의 즉위 원년․연호․개원은 권력의 정통성과 계위의 합법성을 나
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인용문 ㉷는 당 태종 李世民(598〜649)의 즉위
와 개원에 대한 평론이다. 高祖 李淵의 둘째 아들 이세민은 건국과정에서부터
네 차례의 정벌을 통한 통일까지 혁혁한 전공을 세웠지만, 嫡長子인 형 李建成
(589〜626)이 황위를 계승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결국 武德 9년(626) ‘玄武門의

정변’을 통해 이세민은 고조로부터 황위를 선양받고, 다음 해 즉위와 동시에 ‘貞
觀’이라고 개원했다. 손보는 “시대가 평화로울 때에는 적장자가 우선이지만, 세

상이 어려울 때에는 功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萬世에도 바뀌지
않는 정론이다”26)라고 밝히면서, 처음부터 완전한 통일왕조가 성립되기도 전에
고조가 너무 성급히 이건성을 황태자로 세웠다고 비판했다.
인용문 ㉷는 측천무후를 독립된 ｢本紀｣에 수록한 뺷舊唐書뺸가 뺷춘추뺸의 ‘大一
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 점을 비판하고 있다. 손보는 무후의 지위와 권력의 정

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호와 개원도 모두 僭號라고 간주했다. 또
한 무후의 관련 기록은 모두 ｢中宗本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다. 비록 현전하지는 않지만 뺷당사기뺸의 記事에는 이와 같은 관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손보는 이렇게 뺷상서뺸와 뺷춘추뺸의 대의에 근거해 唐朝의 주요 史事를 논평했
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뺷당사논단뺸에서 차지하는 두 경
전의 비중이 서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뺷당사논단뺸에서 뺷상서뺸를 직
접 언급한 것은 총 9회로 ｢序｣에 집중된 반면, 뺷춘추뺸는 본문을 포함해 총 24회
가 직접 인용되었다.27) 이는 단순히 뺷춘추뺸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는 의미를
25) 뺷唐史論斷뺸 卷上, ｢中宗｣, ｢不稱武后年名｣論曰: “此得뺷春秋뺸之法, 足正唐史之失也. 故
從其議, 書武后事於中宗紀中. 武后改年, 皆是妄作, 今起嗣聖, 繼以景龍, 武后所改, 但
存其名, 備證他事, 而不以表年焉. 所以正帝統而黜僭號也.”, 叢書集成初編本.
26) 뺷唐史論斷뺸 卷上, ｢高祖｣, ｢立建成爲太子｣: “時平則先嫡長, 世難則歸有功, 此萬世不易
之論.”, 叢書集成初編本.
27) 뺷唐史論斷뺸｢序｣에는 뺷尙書뺸가 7회 인용되었는데, 모두 뺷春秋뺸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
해 함께 언급하고 있다. 손보는 뺷尙書뺸가 君臣의 政事를 연대순으로 배열해 뺷春秋뺸이전
治世를 기록한 점을 중요시했다. 반면, 뺷春秋뺸는 ｢序｣에서 11회, 본문에서 13회가 인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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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뺷당사논단뺸의 본질적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선 인용문 ㉳㉴에 따르면 뺷상서뺸와 뺷춘추뺸는 각각 ‘治’와 ‘亂’에 대한 권계
의 대의를 전하는 경전이라고 정의했다. 즉 전자는 ‘治’의 권장이며, 후자는 ‘亂’
의 경계이다. 이를 다시 ‘褒貶’의 관점에서 보면, ‘褒’는 ‘찬양’ 내지는 ‘칭찬’의 논
평이며, ‘貶’은 ‘폄하’ 혹은 ‘혹평’을 의미하는 비판적 논평이다. 그런데 뺷당사논단
뺸의 사론 총 92편 가운데 ‘褒’의 논평은 10여 편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대부분
상권 ｢太宗｣에 집중되었다.28) ‘정관의 치세’를 제외하면 16명 황제 재위 기간의
정치는 모두 ‘貶’의 대상이 될 만큼 뺷당사논단뺸에서는 ‘폄’의 비중이 ‘포’를 압도
하고 있다. ‘치란의 권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治’보다는 ‘亂’에 대한 경계의 비중
이 훨씬 더 높다는 의미이다.
뺷상서뺸가 孔子 이전 堯․舜․禹․湯․文․武 등 聖世의 ‘治’를 다루고 있다
면, 뺷춘추뺸는 周王室(天子)의 권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여러 제후국이 서로 패
권을 다투던 ‘亂’을 기록했다. 뺷상서뺸가 ‘褒’의 경전이라면, 뺷춘추뺸는 ‘貶’의 경서
이자 편년체 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三綱五常의 윤리관계와 존왕양
이․대일통의 정치 원칙을 함축한 뺷춘추뺸는 뺷당사논단뺸의 시비와 포폄의 근거
가 될 수 있었다.
사실, 뺷춘추뺸는 그 記述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의미가 매우 함축적이다. 뺷춘추
뺸가 비록 사서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기사가 소략하고 전후 맥락이 단절되
어 있어 史事의 진상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이는 마치 신문 기사의 제목과 부
제만 있고, 기승전결로 구성된 상세한 기사 내용이 없는 것과 같다. 매항마다 적
게는 한 글자, 많게는 십여 글자 속에 공자의 ‘褒貶’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독
특한 서술방식을 후대인들은 ‘春秋筆法’이라고 불렀으며, 함축된 기사 속의 큰
뜻을 ‘微言大義’로 표현했다.
이 춘추필법이 손보의 사론에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
28) 貞觀 연간 政事에 관한 사론 22편 중 ｢放宮人｣｢魏鄭公論致治不難｣｢中書門下議事使諫
官預聞｣｢責封倫擧賢｣｢任用房․杜｣｢房․杜相業｣｢命李靖爲僕射｣｢命李靖討吐谷渾｣｢貶
權萬紀言利｣｢魏鄭公諫諍｣｢後宮不著名｣등 11편이 호평에 해당한다. 당 태종의 과오에
대한 지적도 전체 사론의 절반이 넘지만, ‘포폄’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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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不稱武后年名｣편에서 손보는 “황제가 방릉에 있다(皇帝在房陵)”29)고 기술

했는데, 이는 뺷春秋뺸의 “公이 乾侯에 있다(公在乾侯)”30)는 기록의 함의를 채용
한 것이다. “중종 황제가 房州에 있다”는 말은 光宅 원년(684) 중종이 측천무후
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湖北 房州(지금의 房陵縣)에 유배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中宗 李顯(656〜710)은 고종의 일곱 번째 아들이자 측천무후의
셋째 아들로 弘道 원년(683) 황제에 즉위했다. 정치적 실권이 황태후였던 측천
무후에게 있었지만, 황제가 된 중종은 황후 韋氏의 인척을 중용해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려하자 무후는 즉위한지 55일이 된 중종을 폐위시켰다. 손보는 ‘황
제가 방주에 있다’는 말로 측천무후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표현
했다. 중종이 방주에 유배되었을 때는 황제가 아닌 廬陵王의 신분이었지만, 손
보는 중중이 당조의 정통성을 잇는 군주로 간주했다. 남송의 王應麟은 뺷困學紀
聞뺸에서 “손보와 범조우는 이러한 義例를 채용했는데, 뺷춘추뺸 ‘公在乾侯’의 비

유이다”31)라고 해설한 바 있다. “公이 乾侯에 있다”는 말은 魯나라 昭公 31년
季氏가 권력을 찬탈해 소공이 晉나라로 피신한 史事에 근거했다. 乾侯는 춘추

시대 晉의 도읍으로, 소공이 이 곳에 있다는 짧은 기록은 계씨의 專權을 비판한
공자의 필법이 반영되었다.
또 손보는 ｢景雲年｣편에서 睿宗이 즉위한 景雲 ‘元年’에서 ‘元’ 자를 삭제했
다. 즉위한 군주는 선군이 승하한 다음 해에 ‘改元’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종이 즉위한 해에 개원한 사실을 비판했다. 한 해에 두 군주의 연호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뺷춘추뺸 ‘春王正月’의 필법에 따른 것이다. 중종이 죽은 해는 景龍
4년(710) 6월이며, 예종은 7월에 즉위했기 때문에 다음 해 정월에 개원해야 했

다. 손보는 ‘元’ 자를 삭제해 이러한 춘추필법의 대의를 나타내고자 했다.

29) 뺷唐史論斷뺸 卷上, ｢中宗｣, ｢不稱武后年名｣: “春秋歲書其居曰: ‘公在乾侯, 君雖失位不敢
廢也. 今請并｢太后紀｣, 合｢中宗紀｣, 每於歲首, 必書中宗所居, 曰’某年春正月, 皇帝在房
陵’.”, 叢書集成初編本.
30) 뺷左傳뺸․뺷公羊傳뺸․뺷穀粱뺸에는 모두 “春, 王正月, 公在乾侯”의 기사가 있다.
31) 王應麟, 뺷困學紀聞뺸 卷6, ｢春秋｣: “孫之翰․范淳夫用其例, 뺷春秋뺸‘公在乾侯’之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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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臣 褚遂良(596〜658)이 측천무후의 황후 책봉을 반대했던 사건에 대해 손

보는 그의 ‘官爵’을 명시함으로써 간언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永徽 6년(655) 저
수량은 측천무후를 황후의 자리에 책봉하려는 고종에게 절대 불가의 간언을 올
렸다. 결국 武氏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 저수량은 조정에서 물러나 潭州都督
으로 좌천되었다. 손보는 ‘右僕射河南郡公’이라는 관작을 이름 앞에 명시했는
데, 사론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당초 폐위
문제를 둘러싸고 저수량과 함께 반대를 표명했으나, 고종의 뜻에 따른 李勣과
于志寧의 경우, 손보는 이들의 관직이나 관작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춘추필법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글자의 활용이다. ‘薨’ 字는 본래 춘
추시대 제후의 ‘죽음’을 지칭했는데, 후대에 공훈이 큰 대신의 죽음에 사용되었
다. ‘卒’ 자는 주로 賢臣들에게 사용되었지만, 叛臣과 奸臣에게는 사용되지 않았
다. 즉, 李林甫와 같은 간신에게는 ‘死’를 사용했다. 손보는 ｢殺劉文靜釋裵寂｣편
에서 두 개국공신인 劉文靜과 裵寂에 대한 고조의 대우를 비판했다. 동사 ‘殺’과
‘釋’ 자를 대비시켜 고조가 “인정에 사로잡혀 배적을 가까이 두고 유문정을 멀리

했다”32)고 분석했다. 武德 2년(619) 유문정은 개국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공로가
배적에 보다 컸음에도 그 대우의 차별에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 그는 친동생과
의 사석에서 서운함을 토로하며, 배적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이 사실이 조정
에 알려지자, 배적은 이를 역모죄로 몰아 유문정을 처형시켰다. 그런데 2년 후인
무덕 4년(621) 麟州刺史 韋雲起가 배적의 역모를 고발하자 고조는 철저한 조사
를 명령했다. 하지만 배적을 깊이 신뢰한 고조는 오히려 그에게 이전보다 더 특
별한 총애를 베풀었다. 화폐 주조의 특권을 비롯해 그의 딸을 趙王 李元景의 아
내로 삼게 했다. 손보는 인정에 얽매여 ‘恩과 刑’의 균형을 상실한 군주의 태도
를 비판했다.
손보는 뺷당사논단뺸에서 이러한 춘추필법을 활용해 유교적 권선징악과 시비포
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의 사론은 뺷춘추뺸에 함축된 유교 정치의 원칙을 唐史
에 적용해 治亂의 원인을 밝힌 정치 평론이다. 특히 유가경전 가운데 뺷춘추뺸는
32) 뺷唐史論斷뺸 卷上, ｢高祖｣, ｢殺劉文靜釋裵寂｣: “高祖任情亲寂而疏文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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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에 가장 권위적인 경서로 인식되었다.33) 뺷춘추뺸는 일종의 ‘정치 교과서’로

서 군주에게 유가적 통치이념의 大綱을 제공하고, 유교적 소양을 지닌 관료들을
통해 그 理想을 현실정치에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경전이었다. 오대십국의 장
기적인 정치적 혼란을 거쳐 건국한 宋朝에게 안으로 중앙집권의 강화와 밖으로
는 주변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치적 요구는 뺷춘추뺸에 내포된 이른바 ‘존왕’과
‘양이’라는 大義와 부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뺷춘추뺸에 관한 宋儒들의 저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
행되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뺷춘추뺸 경전에 대한 註解 즉, 春秋學이며, 다른 하
나는 史書와 史論에 뺷춘추뺸의 대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손보의 뺷당사논단뺸은
후자에 속하지만, 뺷춘추뺸 자체가 經學과 史學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문헌 분류방식인 ‘經･史･子･集’ 四部의 기준에서 뺷춘추뺸는 經部에
속하지만, 史部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또한 ‘春秋學’이란 명칭 자체도 주로 뺷춘
추뺸라는 경전을 해석하는 ‘經學’이지 ‘史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뺷춘추뺸를 주해하기 어려운 점은 각기 다른 傳授本인 뺷左氏뺸･뺷公羊뺸･뺷穀梁뺸 등
이른바 뺷春秋뺸‘三傳’34)으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三傳은
33) 뺷宋史뺸｢藝文志｣에 따르면, 經典類 총 1304部 가운데 뺷春秋뺸는 240部로 가장 많았고, 뺷易
뺸이 230部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經典類 총 1304부 13608권 가운데 뺷春秋뺸는 240
부 2799권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뺷易뺸 230부 1740권, 뺷小學뺸 206부 1572권, 뺷禮뺸
113부 1399권, 뺷樂뺸 111부 1007권, 뺷詩뺸 82부 1120권, 뺷論語뺸 73부 579권, 뺷書뺸 60부 802
부 뺷經解뺸 58부 753권, 뺷孝經뺸 23부 35권 등이다. 뺷宋史뺸卷202 ｢志｣第155 ｢藝文｣1; 또한
뺷四庫全書뺸뺷春秋뺸類 총 114部 1838권 중에서 宋人의 저작이 38部 689권에 이르러 부수
와 권수가 각각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4) 뺷史記뺸․뺷漢書뺸 그리고 陸德明(550〜630)의 뺷經典釋文序錄뺸등에 의하면, 뺷春秋뺸에는
세 가지 解說本(傳授本)이 있다. 한 가지는 뺷左氏春秋뺸로 秦代이전의 文字로 쓰여져 뺷
漢書뺸｢藝文志｣에서는 뺷春秋古經뺸라고 불렀다. 다른 두 가지가 바로 뺷公羊뺸과 뺷穀梁뺸인
데, 두 해설본 모두 口傳의 방식으로 전해지다가 漢代에 와서야 문자로 기록되었다. 때문
에 뺷公羊뺸과 뺷穀梁뺸은 ‘今文’라고 부르고, 先秦時期의 문자로 기록된 뺷左氏뺸는 ‘古文’이
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해설본은 기사에서 큰 차이도 존재한다. 예컨대, 魯襄公
21年의 기재를 보면, 뺷公羊뺸과 뺷穀梁뺸에는 각각 “11월 庚子에 孔子가 태어났다(十有一
月庚子, 孔子生)”, “庚子에 孔子가 태어났다(庚子, 孔子生)”라고 기록된 반면, 뺷左氏뺸에
서 이 記事를 찾아볼 수 없다. 楊伯峻, 뺷春秋左傳注뺸(中華書局, 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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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비중과 해석의 내용에서 서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그
장단점을 서로 절충하거나 어느 하나에 치중하는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南
宋의 朱熹(1130〜1200)는 “뺷좌씨뺸는 史學이며, 뺷공양뺸과 뺷곡량뺸은 經學이다.

사학은 사실을 기록하는데 상세하지만, 그 道理 상에는 편차가 있다. 경학은 그
義理 상에는 공헌한 바가 있지만, 記事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35)고 밝힌 바 있

다. 또 葉適(1150〜1223)은 경학으로서의 춘추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주석의 학문으로서 뺷春秋뺸는 공부하기에 난해하다. 경학은 의미이며, 사학
은 사실이다. 뺷春秋뺸는 이름이 경전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이다. 오로지 경전에만 몰
두하면 의미는 공허해지고 그 실증은 없게 된다. 오로지 역사로만 보게 되면, 사실에
가로막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고 한 것이다.36)

이와 같은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宋儒들은 뺷春秋뺸가 역사고증을 필요로 하는
史書라기보다는 여전히 간략한 역사 사실에 함축된 유교의 정치이념 즉 ‘尊王攘
夷’와 ‘大一統’을 표달하는 經書로 인식했다. 뺷春秋뺸를 주해한 三傳은 각기 그

자체의 결함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결함 자체가 송유들
의 다양한 방법론과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예컨대, 손보와 동시대에 생
존했던 孫復(992〜1057)의 뺷春秋尊王發微뺸는 북송의 대표적인 춘추학 저서이
다. 뺷춘추존왕발미뺸는 三傳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현실 인식을 투영해
‘존왕’의 의미를 강조했다. 즉, 춘추대의에 입각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比喩’의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비록 뺷당사논단뺸이 뺷춘추뺸 주해서는 아니지만, 三傳의 각기 다른 해석을 인
용하지 않고, 공통된 기사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송 춘추학의 이러한 경
향과 무관하지 않다. 손보는 뺷춘추뺸의 대의에 입각해 역사해석과 평가를 내렸는
35) 뺷朱子語類뺸권83 ｢春秋綱領｣:“以三傳言之, 뺷左氏뺸是史學, 뺷公뺸･뺷穀뺸是經學. 史學者記
得事却詳, 於道理上便差; 經學者於義理上有功, 然記事多誤.”
36) 朱彛尊, 뺷經義考뺸 卷188, ｢春秋｣21, ｢葉適序｣: “蓋箋傳之學, 惟뺷春秋뺸爲難工. 經, 理也;
史, 事也. 뺷春秋뺸名經而實史也. 專於經則理虛而無證, 專於史則事碍而不通, 所以難也.”

孫甫의 뺷唐史論斷뺸과 그 史論: ‘治亂’의 권계 125

데, 이러한 방식이 의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 현실 속에 경전의 함의를 적용
함으로써 경전의 위상과 권위가 갖는 실제적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데 있다. 뺷춘
추뺸와 三傳의 해석에만 몰두하기보다 이를 역사 현실에 적용해 현재의 감계로
삼는 것이 孔子의 본의에 더 부합된다고 보았다.
손보의 뺷당사논단뺸과 그 사론은 북송 인종 경력 연간(1041〜1048)을 기점으
로 나타난 ‘疑經’ 思潮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吳曾의 뺷能改齋漫錄뺸에 따르
면, “慶曆이전 학자들은 文辭를 숭상해 대부분 章句와 注疏의 학문을 고수했다.
劉原父가 뺷七經小傳뺸을 저술하면서부터 諸儒들의 학문 경향이 달라지기 시작

했다”37)고 기록하고 있다. 경력 이전까지도 훈고학적 학풍이 남아있었던 북송의
사상계는 점차 이러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기록에서는 劉敞(1019〜1068)을 새로운 사조의 대표 인물로 언급하고 있지
만, 한 사람의 저작과 사상이 사상계 전체의 흐름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뺷經義考뺸에는 북송 사상계에서 일어났던 ‘疑經’ 사조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唐에서부터 國初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감히 孔安國과 鄭康成의 해석에 의론을
달 수 없었으니, 하물며 聖人의 것은 어떠했겠는가? 그러나 慶曆 이후 諸儒들은 경
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는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언급한 바가 아니었다. ｢繫辭

｣를 배척하고, 뺷周禮뺸를 폄훼하며, 뺷孟子뺸를 의심하고, 뺷書뺸의 ｢胤征｣․｢顧命｣을 비
판하고, 뺷詩뺸의 ｢序｣를 貶下하는 등 경전을 비판하는데 어렵지 않았으니, 하물며 그
注解에 대해서는 어떠했겠는가?38)

唐代에서 北宋 초까지도 유가 경전과 이에 대한 권위적 해석을 그대로 수용
37) 吳曾, 뺷能改齋漫錄뺸 卷2, ｢注疏之學｣: “慶曆以前, 學者尙文辭, 多守章句注疏之學. 至劉
原父爲뺷七經小傳뺸, 始異諸儒之說. 王荆公修뺷經義뺸, 蓋本於原父云.”; 晁公武, 뺷郡齋讀
書志뺸 卷4, ｢論語類․經解類｣: “慶曆以前, 學者尙文辭, 多守章句注疏之學, 至敞始異諸
儒之說.”; 王應麟, 뺷困學紀聞뺸 卷8, ｢孟子｣: “漢儒至於慶曆間, 談經者守訓故而不鑿, 뺷七
經小傳뺸出而稍尚新竒矣. 至뺷三經義뺸行, 視漢儒之學若土梗.”
38) 朱彛尊, 뺷經義考뺸 卷298, ｢通說｣2, ｢說經｣中: “唐及國初, 學者不敢議孔安國․鄭康成,
況聖人乎? 自慶曆後, 諸儒發明經旨, 非前人所及. 然排｢繫辭｣, 毀뺷周禮뺸, 疑뺷孟子뺸, 譏뺷
書뺸之｢胤征｣․｢顧命｣, 黜뺷詩뺸之｢序｣, 不難於議經, 況傳註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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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상계는 경력 연간을 거치면서 과감한 회의와 자유로운 비판의 풍조가 성
행하기 시작했다. 뺷詩뺸와 뺷書뺸를 비롯해 뺷周易뺸․뺷周禮뺸․뺷孟子뺸 등 유가경전
전반에 걸친 회의와 비판은 송대의 儒學이 새롭게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유교의 치국 이념으로 건국한 宋朝는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교적 소양
과 지식을 갖춘 문인 사대부들을 대거 중용했다. 경력 연간은 국초에 비해 이미
많은 문인들을 배출했으며,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고 학파 간의 지
적 논쟁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통일적 해석을 중시하는 관학의 기능은 점차 약
화되고, 지방 서원의 교육적 역할이 중시되었던 점도 ‘疑經’ 사조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손보가 뺷당사논단뺸을 집필하기 시작해 완성까지 걸린 약 17년의 시간은 인종
경력 연간을 포함하고 있다. 사마천의 뺷사기뺸와 뺷구당서뺸의 기전체를 비판하고,
뺷춘추뺸의 시비 포폄에 근거해 唐朝의 치란을 논평한 것은 이러한 시대사조의 영
향과 무관하지 않다.

4. 治亂의 勸戒: 宋朝 문치주의에 대한 감계
북송 인종 경력 연간은 손보의 정치적 이력에도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인종
재위 기간에만 秘閣校理․右正言․天章閣待制兼侍讀 등의 주요 관직을 차례
로 역임했다. 특히 경력 연간 余靖․歐陽修 등과 함께 諫官으로 재임할 당시
‘慶曆新政’(1043〜1045)을 지지한 바 있다. 개국 이래 방대한 관료제와 군사력의

저하 및 중앙재정의 악화로 상징되는 ‘三冗’(冗官․冗兵․冗費)39)의 폐단이 ‘빈
약함의 누적(積貧積弱)’을 더욱 심화시켰다. 경력 신정은 범중엄․부필․한기
등의 공동 주관하에 관료제를 정비하고 국가재정과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둔 개
39) 北宋 宋祁(998〜1061)가 仁宗에게 올린 상주문 ｢上仁宗論三冗三费｣에는 “三冗(세 가지
가 쓸모없이 많은 현상)이란 무엇입니까? 천하 관원의 수가 무한정하니 이것이 첫 번째
이며, 천하의 廂軍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옷과 음식만을 소모하고 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이며, 승려와 도사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데도 정해진 수가 없으니 이것이 세 번째입니
다.”(何謂三冗? 天下有定官無限員, 一冗也; 天下厢軍無任戰而耗衣食, 二冗也; 僧尼道
士日益多而無定數, 三冗也.)라고 했다. 뺷宋名臣奏議뺸 卷101, ｢財賦門․理財(上)｣

孫甫의 뺷唐史論斷뺸과 그 史論: ‘治亂’의 권계 127

혁이었다. 특히 송조가 채택한 유교적 문치주의는 인종 때에 이르러 과도한 문
인관료의 양산을 초래해 행정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중앙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
을 가져왔다.또한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을 그들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는 ‘重文
輕武’의 운영체계는 군사력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했다.

이 시기 손보의 현실 인식과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政論을 확인할 수 있는
문집은 현전하지 않는다.40) 비록 뺷당사논단뺸의 사론이 唐代의 治亂에 관한 평
론이지만, 손보 자신이 처한 송조의 현실에 ‘권계’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론은 현재적 관점의 투영인 동시에 유교적 정치관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뺷당사논단뺸의 사론 가운데 송조의 정치적 특수성
을 반영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손보의 사론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뺷당사논단뺸은 뺷춘추뺸의 시비포폄을 근거로 唐史에
나타난 정치적 흥망성쇠의 원인을 분석했다. 사론의 중심 내용은 唐朝 君臣의
政事를 위주로 君道와 治道의 성패를 다루고 있다. 즉, “君君臣臣”의 유교 윤리

와 민본사상에 입각해 君道․治道를 구체적인 역사 사건에 대입시켜 논평했다.
군도는 군주의 정치적 도리로,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도덕과 능력을 겸비한
관료를 임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치도는 정치 주체인 ‘君․臣’이 공동으로
도모해야 할 ‘經世濟民’의 요체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신하의 도덕적․정치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론 92편의 중심 내용을 ‘治亂’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0) 뺷宋史뺸 卷295, ｢列傳｣第54: “甫進十二事, 按祖宗故實, 校當世之治有所不逮者, 論述以
爲諷諫, 名｢三聖政範｣.” 이 기록에 따르면, 손보는 뺷三朝實錄뺸에 근거해 仁宗 당시의 정
치 상황을 비판한 12개 항목의 ｢三聖政範｣이란 政論文을 저술했다. 하지만 이 글은 현전
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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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뺷唐史論斷뺸의 治亂 요소와 내용
君道․治道
治
주

체

亂

明君․聖君

忠臣

昏君․暴君

奸臣

권력

嫡統繼位

科擧․薦擧

繼位․簒位

蔭補․世襲

체제상태

中央集權

文治

藩鎭跋扈

奸黨簒權

정치방식

選能任賢․納諫

直言․忠言
朋黨(君子)

惑讒言
殺勳賢

讒言․誤計
朋黨(小人)

도덕윤리

愛民

忠節報國

安逸․娛樂

利己害國

정치지향

民本

經世濟民

君本

惑世誣民

輕武․誣告貶官

武將叛亂․亡國

誅殺․罷職

경계요소
군신관계

後宮․宦官․兵
權

君臣之義

君臣之利

군주 전제체제에서 권력의 주체는 군주이며, 신하(관료)는 제도와 정책을 입
안하고 실행함으로써 군주를 보좌한다. 군신 간의 윤리적 관계와 정치적 역할이
군주국가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치란’의 관건은 사실상 지고무상의 권력을 소유
한 군주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본다면, 손보의 사론은 비단 唐史뿐 아니라 역대
모든 왕조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唐朝의 ‘治亂’이 宋朝에게
‘특별한’ 감계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꿔 말해 손보가 처한 송조의 정치

현실이 반영된 요소는 무엇인가?
먼저, 손보를 포함한 북송의 문인들이 唐史에 특히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당
조가 송조 직전의 통일왕조였으며, 송조는 기본적으로 당조의 정치제도를 계승
했다는 점이다.
인종 경력 원년(1041) 諫官 張方平(1007〜1091)은 황제에게 “唐朝의 治亂은
지금에 가장 가깝습니다. 청컨대 뺷唐書뺸를 節略하여 紀傳 중의 사적은 지금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時政에 유익한 것은 매일 한두 개 조목을 기록해
올리도록 하십시오. 좋은 것은 표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나쁜 것은 거울삼아 경
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41)라고 말했다. 손보가 뺷당사논단뺸을 저술한 동기와 목
41) 張方平, 뺷樂全集뺸(附錄), ｢狀誌傳記․行狀｣: “唐室治亂, 於今最近. 請節略뺷唐書뺸紀傳
中事迹, 今可施行, 有益時政者, 日錄一兩條上進. 善者可以爲準的, 惡者可以爲鑑戒.”; 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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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范祖禹(1041〜1098)는 뺷唐鑑뺸에서 “지금의 ‘거울
(鑑)’로 삼아야 하는 것은 뺷唐書뺸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42) 또 “무릇 唐의

사실이 그와 같고 祖宗이 본받은 바가 이와 같은데, 지금 마땅히 당이 아니면
어떤 것을 거울삼겠는가? 지금 어떤 법이 조종에 있지 않겠는가? 오직 당의 역
사로부터 거울삼고, 조종으로부터 그 법도를 취한다면 영원토록 백성을 보전하
는 도리이다”43)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역시도 현실 인식에 기초한 역사적 감계
로 당사의 적합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범조우는 “당조와 비교할 때 우리 왕조가
더 우월하다”44)고 총평했다. 그가 말한 송조의 상대적 우월성은 영토를 보유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유교적 문치주의에 있었다. 도교와 불교가 융성했던
당조에 비해 송조는 유교를 숭상하고 이를 사회․교육․문화까지 확장시켰다.
또한 先秦 시기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儒學은 송대에 와서 新儒
學(성리학)으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名儒․名臣들을 배출했다.

손보가 생존했던 북송 진종에서 인종 연간은 이미 유교적 문치주의의 완성 단
계를 넘어 그 폐단이 드러났던 때였다.
당조의 멸망 후 중원지역은 6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섯 개의 정권이 교
체되는 五代(907〜960)의 혼란기를 맞았다. 後周의 武將이었던 조광윤(927〜
976)이 송조를 건국해 중원을 차지했지만, 지방 할거 세력이 난립했던 十國(902
〜979)의 시대는 송 태조가 사망할 때까지도 완전히 종식되지 못했다. 송조는 유

교의 정치사상을 치국의 이념으로 채택하고, 유교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문인
“사대부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與士大夫治天下)”45)는 문치주의 관료체제를
續資治通鑑長編뺸 卷133, 慶曆元年 8月 乙酉: 諫官張方平亦言“唐室治亂, 於今最近. 請
取其可行於今, 有益時政者, 錄一二條上進. 茲亦賈誼․晁錯借秦喻漢之意也.”

42) 白林鶴․陸三强 校注, 뺷唐鑑뺸｢序｣: “今所宜鑑, 莫近於뺷唐書뺸.”
43) 上同, “夫唐事如彼, 祖宗之成效如此, 然則今當何鑑不在唐乎? 今當何法不在祖宗乎? 夫
唯取鑑於唐, 取法於祖宗, 則永世保民之道也.”
44) 范祖禹, 뺷唐鑑뺸, ｢昭宗｣: “較之唐世, 我朝爲優.”
45) 뺷續資治通鑑長編뺸 卷221, 宋神宗 熙寧四年(1071) 三月丁亥條: “爲與士大夫治天下, 非
與百姓治天下也.” 이 記事는 北宋 文彦博(1006〜1097)의 말을 인용해 “사대부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지, 백성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치주의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뺷宋宰輔編年錄뺸 卷7, 熙寧二年二月己亥: “內外之事,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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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했다. 번진 할거 세력이 중앙 권력의 장기적 안정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무장 출신의 송 태조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관을 우대하는
정책의 이면에는 무관의 兵權과 兵變에 대한 뿌리 깊은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
나 반대로 문관 중심의 문치주의에는 붕당과 당쟁의 뿌리가 내재해 있었다. 출
신 지역과 학연을 중심으로 정치적․사상적 입장이 상이한 문인 관료들은 ‘붕당’
을 형성했으며, 당파 간의 충돌과 대립으로 전개되는 당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치주의의 폐단은 손보의 뺷당사논단뺸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그는 ｢辯朋黨｣에서 붕당으로부터 파생되는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
다.
군주가 신하의 朋黨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사사로이 자신의 사람을 심고 공적
인 도리를 저버리며, 총명함을 기만하고 위복을 절취해 國政을 어지럽히기 때문이
다. 붕당이 가져올 우환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
은 분별이 정밀한지에 달려있다. 만약 붕당에 대한 분별이 정밀하지 않으면, 군자는
소인의 모함에 빠지고 만다. 대개 군자와 소인에게는 각각 자신의 무리가 있다. 군자
의 무리는 道理로 모이며, 소인의 무리는 利益으로 모인다. 도리로 모인 자들은 그
도리에 근거한 실제적 효과를 생각해 한 마음으로 國事에 뜻을 둔다. 이는 붕당이
아니다. 이익으로 모인 자들은 자신들의 사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사적
인 계획에 뜻을 둔다. 이것이 바로 붕당이다. 이 두 개의 당이 뒤섞여 함께 조정에
들어오니, 현명한 군주가 아니면 어찌 쉽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군주가 분별할 수
없다면, 군자가 소인에게 제압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46)
出陛下親批, 恐喜怒任情, 善惡無準, 此乃致亂之道.” 富弼(1004〜1083)은 神宗 황제에게
“대내외 政事는 대부분 폐하께서 친히 결정하시는데, 喜怒의 감정에 휘둘려 선악의 판별
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군주의 정무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할 만큼 문치주의의 정점을 보여준다.

46) 뺷唐史論斷뺸 卷下, ｢辨朋黨｣: 論曰“人君惡臣下朋黨者, 以其植私而背公, 欺聰明, 竊威福,
亂國政也. 朋黨爲患如是, 誠不可不防. 然在辯之精爾, 辯之不精, 君子爲小人所陷矣. 蓋
君子․小人各有其徒, 君子之徒以道合; 小人之徒以利合. 以道合者, 思濟其功, 此同心於
國事, 非朋黨也. 以利合者, 思濟其欲, 此同心於私計, 乃朋黨也. 二者混殽竝進, 非明君
曷易辯之? 君不能辯, 則君子爲小人所勝必矣.” 이 내용은 ｢辯朋黨｣의 일부를 발췌한 것
이며, 1,500자가 넘는 전체 글은 92편의 사론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이다. 한 편의 사론이
평균 200〜300자 내외임을 감안하면, 그가 ‘붕당’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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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는 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유교적 문치주의에서 붕당의 존
재는 필연적이며, 군주전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정치적 순기능을 갖고 있
다. 문제는 붕당 자체가 아니라 붕당 간의 벌어지는 당쟁의 폐단이며, 관건은 군
주의 역할이다. 즉, 각기 군자와 소인의 무리로 이루어진 붕당을 구별할 수 있는
군주의 능력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자에게도 붕당이 존재한다는 관점
이다. 붕당의 개념은 송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군자가 아닌 소인의 무리로 인식
되었다.47) 군자의 붕당이라는 관념은 북송 때에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손보와
동시대에 생존했던 王禹偁과 歐陽修의 ｢朋黨論｣이 대표적이다. 구양수는 “붕당
에 관한 논설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오직 군주가 군자와 소인을 판별할 수 밖에
없다”48)고 밝힌 바 있듯이, 문치주의가 확립된 북송 시기 군자의 붕당은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경력 신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혁조치를 둘러
싼 당쟁이었다는 사실을 손보는 직접 목격했다.
다음으로 손보의 사론 가운데 ｢親征高麗｣는 조선 후기 실학자 韓致奫(1765
〜1814)이 찬술한 기전체의 통사 뺷海東繹史뺸에도 수록된 글이다. 손보는 이 한

편의 사론에 430여 字를 사용했는데, 이는 ｢辯朋黨｣(1,500여 字)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다.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에 대한 손보의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어찌하여 친히 정벌할 계획에 이르렀단 말인가. 충신과 현인들이 다투어 간쟁하
면서 충고하였으나, 李世勣의 한마디 말에 뜻을 굳혀 바꾸지 않았다. 이에 드디어
수만 명이나 되는 중국의 군사를 동원해 먼 외국 땅으로 내몰았으니, 이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잔인한 마음인 듯하다. 더구나 존귀한 천자의 몸으로 멀
리 있는 오랑캐와 승부를 다투었으니, 이는 또한 자신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비록
요동의 몇 성을 평정하고 高延壽의 대군을 격파하기는 하였으나, 어찌 천자의 위덕

47) 范曄의 뺷後漢書뺸｢黨錮列傳｣, 唐 李絳의 ｢論朋黨｣, 李德裕의 ｢朋黨論｣등은 宋代 이전
붕당에 관한 논설로, 朋黨에 ‘君子의 黨’이 있다는 언급은 없다.
48) 뺷續資治通鑑長編뺸 卷148, 慶曆 4年 4月 戊戌: [歐陽]修乃作뺷朋黨論뺸上之, 曰: “臣聞朋
黨之說, 自古有之, 惟幸人君辨其君子․小人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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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데 보탬이 되겠는가.49) ……천자는 중한 종묘와 사직을 맡고 있어 천하
백성들의 주인인 것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중국에 관계되지도 않는 일로 인해 위
태로운 일을 벌이고 인명을 가볍게 여겼으니, 천자의 위덕을 손상시킨 것이 아닌
가.50)

손보는 당 태종의 ‘정관의 치세’는 극찬했지만, 국력을 소모한 고구려 원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지하다시피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살해하고 고구려의 실
권을 장악하자 당 태종은 이를 빌미로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당초 요동 정벌을
계획했을 때부터 諫臣 저수량과 방현령은 반대의 뜻을 피력했지만, 당 태종은
대제국 건설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 살수(청천강)에서 隋軍의 대패
(612년)를 잘 알고 있었던 당 태종은 1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요동성을 함락시

켰지만, 안시성에서의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철군을 선택했다. 손보의 이 사
론에서 유교적 문치주의가 지향하는 대외관계와 군사동원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尊王攘夷’의 원칙은 맹목적인 무력 정복이 아니라, 대의명
분에 입각해 평화적 관계 속에서 복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동식 유목 경제를
기반으로 한 호전적인 정복국가와는 대조적으로, 안정적 농업 생산과 유교적 사
회질서에 근간을 둔 송조는 침략이나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닌 ‘방어적’ 국방력
에 치중했다. 유교의 민본사상에서 볼 때, 정복 전쟁을 위해 동원되는 물적․인
적 자원은 민력을 극단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군주가 최우선으로 고려해하는
것은 바로 민생이다. 손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을 비판했
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宋朝는 상대적으로 군사력의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의 사후 70년인 1127년 金의 침략으로 북송이 멸망했고, 중국 역사상 가장 작
은 영토를 영유한 南宋의 성립을 가져왔다. 유교적 문치주의(문관정치)가 갖는
49) 뺷海東繹史뺸 第8卷, ｢世紀｣8, ｢高句麗｣3: “何至决親征之計乎? 忠賢交諫, 莫非苦言. 李績
一議, 堅不可動, 遂擧中國數萬之衆, 驅之異域, 輕其性命, 已似忍心, 況以萬乘之尊與遠
夷争勝? 又自輕之甚, 雖平遼東數城破延壽大軍, 何足益其威德?”
50) 上同: “天子荷宗廟社稷之重, 爲天下生靈之主, 一旦不因中國之事, 履危難輕人命, 威德
無无乃損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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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文輕武’의 풍조와 군사력의 약화는 감계의 대상인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기도 했다. ‘重文’과 ‘輕武’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문관을 우대한다고 해서 군사
력을 경시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손보는 “국가의 用武는 진실로 항시 대비
해야 하는 일로 하루라도 나태해서는 안 된다”51)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유교적 문치주의는 武人의 군사 지휘권(兵權)과 반란(兵變)에 대한 경계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을 문관의 통제하에 둘 수밖에 없는 한계
점을 갖고 있었다.52) 이는 宋朝가 처음부터 당말․오대 藩鎭의 병폐를 ‘감계’로
삼아 채택했던 대안이었다.

5. 결론
이상으로 北宋의 孫甫가 저술한 뺷당사논단뺸의 사론에 대해 논술하였다.
역사평론은 역사적 사건․현상․인물에 대해 논자가 채택한 특정 관점과 판
단의 기준에 의해 내려진 논평이다. 따라서 그 관점과 판단의 기준을 고찰하고,
논자의 과거에 대한 인식과 현재와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은 사론의 본질
을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손보는 ‘治亂’의 권계를 목적으로 뺷당사논단뺸을 저술했다. 唐史는 宋人에게
바로 前代의 역사로, 그 정치적 성패와 득실의 기록은 宋朝에게 직접적이고 실
제적인 ‘鑑戒’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唐朝의 개국(618년)부터 멸망(907년)까
지 289년의 역사로부터 그 흥망성쇠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뺷舊唐書뺸로부터
주요 기사를 선택적으로 취합하고 이에 사론을 부록한 뺷唐史記뺸(75권)을 완성
했다. 하지만 이 사서는 이미 逸失되고 사론 92편을 수록한 뺷당사논단뺸만이 현
전하고 있다. 이 뺷당사논단뺸의 사론은 뺷춘추뺸의 시비포폄을 근거로 唐史에 나타
51) 뺷唐史論斷뺸 卷上, ｢高祖｣, ｢復置十二軍｣: 論曰“國之用武, 固常事, 不可一日懈也.”
52) 王曾瑜의 뺷宋朝軍制初探뺸(2011)에 따르면, “송조의 軍制는 기본적으로 ‘崇文抑武’와 ‘以
文制武’의 원칙 즉, 文臣이 武將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원칙이 관철되었는데, 이는 唐末五
代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함이었다.” 당말 번진 절도사의 발호와 오대십국의 빈번한 정권
의 교체는 송조로 하여금 무인의 무력행사와 군사적 발호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했으며,
이에 대한 ‘防範’의 조치로 채택된 것이 바로 ‘以文制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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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적 흥망성쇠의 원인을 분석했다. 사론의 중심 내용은 唐朝 君臣의 政事
를 위주로 君道와 治道의 성패를 다루고 있다. 즉, “君君臣臣”의 유교 윤리와
민본사상을 원칙으로 君道․治道를 구체적인 역사 사건에 대입시켜 논평했다.
‘新儒學’이 성립한 송대는 儒家 經典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토대로 형이

상학적 우주론(존재론)과 심성론(도덕윤리론)의 체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를 역사의 변화와 정치의 원리에 적용하는 이론과 사상으로 발전시
켰다. 즉, 경전에 함축된 유교의 정치사상과 역사관을 실제의 과거 역사에 투영
해 治亂의 과정을 고찰하는 경향이 송대 사학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손보의 뺷당
사논단뺸은 경학과 사학의 이중성을 띠고 있는 뺷춘추뺸 경전을 근거로 유교적 문
치주의의 감계로 삼았다. 이렇게 역사 사실의 기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내포된 도덕적․정치적 행위의 시비 판단과 포폄을 강조하는 사론이 송
대에 중시되었다. 손보의 뺷당사논단뺸은 바로 이러한 송대 사학의 경향을 선도했
던 역사평론서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 王夫之(1619〜1692)는 뺷讀通鑑論뺸에서
“역사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바는 과거의 사실을 서술해 앞으로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역사를 하는 이가 기록만 번잡하게 싣고 ‘經世’의 대략을 서술하지 않는
다면 후대인들이 그 득실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방법을 얻지 못하니, 역사를
해서 무엇 하겠는가?”53)라고 밝힌 것도 뺷당사논단뺸의 저술 취지와 일맥상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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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ical review of Tang's history By Sun Fu
－Lessons from Success and Failure of Confucian Politics

Hong, Seungtae
A Historical Review Of Tang's History’ [唐史論斷] is a book of historical
review written by Sun Fu(998〜1057), a historian of North Song. The rise and
fall and political success and failure have become important lessons for the
Song Dynasty, as the Tang Dynasty's history is just the previous one. Sun Fu
originally wrote ‘Historical Record of Tang’ [唐史記], but it had already been lost
and is not present. His current collection of historical reviews shed light on and
appraise Tang's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ing order emphasized in
the politics of Confucianism.
The period when he wrote this book was roughly the era of emperor Ren-zong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and there was an ideological movement in which
doubts and criticisms of the Confucian scriptures were actively carried out. His
review of history was influenced by Spring and Autumn Annals, a connotation
of Confucian political thought. It is a historical book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an important scripture containing the principles of Confucian
politics.
He looked at Tang's history based on the Spring and Autumn scriptures, and
considered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facts more important than the
historical facts themselves and their records. In other words, He wrote this
book with the intention of considering the secret of the success and the cause
of the failure of Confucian politics and wanted to be a realistic reference to his
own dynasty. Not surprisingly, his historical review was also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Joseon Dynasty in Korea. The book "Chi-Pyung-Yoram,"
compiled by King Sejo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ontains his reviews, and
King Jeong-Jo of the late Joseon Dynasty also praised his reviews among many
historical books. It is evidence that his Confucian political viewpoi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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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special even in the Confucian dynasty Joseon.

Keyword

Sun Fu, A Historical Review of Tang’s History, Spring and Autumn

Annals, Confuci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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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청 공안소설의 서사 변화 고찰
－뺷이공안기문뺸을 중심으로

김규태*

국문요약

청 말기에 이르러 서구열강의 계속되는 침략 때문에 청 왕조는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지식인들은 서구의 문물을 가리지 않고 수입
하여 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설을 비롯한 서양의 문학 또한 유입되었고, 시간이
지나 지식인층만이 향유하던 것이 점차 많은 사람이 즐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만청시기 중 1890〜1910년 사이의 20여 년간 번역작품과 창작작품을 포함하여 1천 편 이
상의 소설이 발간되었고, 많은 수의 잡지와 신문들이 함께 간행되어 소설을 실을 수 있는 토
대가 되었다. 이러한 소설의 양적 성장은 전통적인 중국 소설계에 있어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과 같은 것이었다. 공안소설 또한 서양의 탐정소설이 번역·출간됨에 따라 존폐의 갈림길에 서
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탐정소설의 서사 기법을 채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려는 노력이 시
도되었다. 이중, 석홍거사의 뺷이공안기문뺸은 이러한 시도의 과도기적 형태를 띤 작품이라 평
가받는다. 본고는 우선 청 말기에 창작된 공안소설의 서사가 변화되는 과정과 그 원인을 살펴
보고, 이 작품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뺷이공안기문뺸의 전반부는 일종의 ‘프리퀄(prequel)’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후반부에 주
인공 이지균이 정해 현령으로 부임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공안소설이 시작되는데, 전반부는
주인공이 아무런 벼슬도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탐정소설의 탐정과 같
은 입장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전통적인 공안소설에서 쓰
이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지혜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논리성이 보다 강조된다. 더군다
나 꿈이나 예언, 귀신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가 제한되어 있어 탐정소설과 비슷하다 할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작품 전반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현대적 의미의 탐정소설과 비교했
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안소설의 서사와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문학사적으로 새로운 시도였음은 틀림없다.

*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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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공안소설, 탐정소설, 서사구조, 만청시기, 이공안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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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뺷이공안기문뺸 전반부 서사의 프리퀄적 특성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난징조약에 뒤이어 미국, 프랑스 등의 서구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 대륙은 점차 그들에게 잠식되어갔다. 이
러한 충격적인 패배는 청 왕조의 붕괴를 가속하게 하였고, 정권의 지배력이 약
화함에 따라 전국에서 민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 유명한 태평천국운동이 대표적
이라 하겠다.
왕조 말엽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서구열강의 강함은 그들의
문물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각종 서적을 비롯한 서양 문물을 가리지
않고 수입하여 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적을 번역할 수
있어야 했고, 또한 이를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어야 했다. 그 결과 인쇄업과 출
판업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고, 청 말기에 각종 서적이 폭발적으로 양산된 원인
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 서양의 문학은 처음엔 지식인
층이 즐기던 것이었으나 점차 많은 사람이 향유하는 것으로 변화되어갔다.
중국의 전통적인 통속문학인 소설 장르도 이러한 물결을 타고 여러 매체를 통
해 독자들에게 소비되었으나 점차 번역된 서양소설에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
하게 되었다. 특히 공안소설의 경우, 서양의 탐정소설이 번역 출간됨에 따라 쇠
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탐정소설의 무엇이 중국의 독자들을 매료시
켰던 것일까? 또한, 중국의 공안소설과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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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고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의 공안소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쇠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변화 발전하는 길을 모색할지의
갈림길에서 탐정소설의 기법을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작
품 중 하나가 바로 惜紅居士의 뺷李公案奇聞뺸이다.
뺷이공안기문뺸은 청 말의 유명한 청관인 李秉衡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 李持鈞
의 사건기록이 담긴 공안소설이다.1) 이 소설은 총 34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18
회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후반부는 이지균이 전반부의
사건을 해결하고 1년 후에 天津府의 靜海縣令으로 부임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이 서술되었다. 일반적인 공안소설과 소재나 서사구조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
므로 본고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반부는 이지균이 부친의 임지를
따라다니던 때에 발생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시점의 이지균
은 판관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안소설에
서 반드시 지켜지던 원칙인 ‘사건의 해결은 판관의 역할’이라는 공식을 벗어난
독특한 작품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청 말의 공안소설 서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공안
소설과 탐정소설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뺷이
공안기문뺸 전반부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뺷이공안기문뺸의 어떤 부분이 서양의
탐정소설의 기법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공안소설 작
가들이 어떻게 존폐의 갈림길에서 벗어나려 했고, 이러한 활동이 중국 소설사에
끼친 영향 또한 탐구해보겠다.

1) 이 소설은 청말의 문인인 석홍거사의 작품인데, 작가의 실제 이름과 생애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광서 28년인 1902년에 베이징의 문광루서방 초간본과 1934년 상
하이의 대달도서 공응사 간본 등이 남아있다.(石昌渝, 뺷中国古代小说总目뺸, 太原, 山西
教育出版社, 2004.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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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청 공안소설 서사의 변화의 원인과 그 양상
1) 만청 시기 소설계의 변화
만청 시기는 일반적으로 1840년부터 1912년까지의 약 70여 년간을 칭한다. 하
지만 만청시기 소설계의 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논의의 초점을 1890년에서
1912년까지의 약 20여 년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 기간에 소설

의 양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고, 이러한 현상이 중국 소설계, 특
히 공안소설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만청 시기 공안소설 서사의 변
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소설계의 동향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도 밝혔다시피 만청 시기는 왕조의 몰락과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인
해 혼란의 극치를 이루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경제는 번영했
으며 그 번영을 바탕으로 도시문화가 발전하여 각종 문화예술이 활발히 소비되
는 마치 남송대의 번영을 보는 듯한 상황이었다. 한편,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
아들이려는 시도였던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의 실패로 인해 하향식 개혁의
문제점을 발견한 당시의 지식인들은 또 다른 개혁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계몽운동’이었다. 양무운동 등을 통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보급한 신학문을
배운 지식인들은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정계로 진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자신의 학문적·사상적 견해를 글을 통해 전파하는 데 치중했다. 이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로 인해 각종 잡지와 신문 등 대중매
체가 외국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의 지면에는 사회·정치·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논설문
이 실렸으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소설’이었다. 중국문학사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지위는 ‘시’를 위주로 하는 雅文學에 밀린 俗文學에 속할 뿐이었고, 소
설은 그저 흥미 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신지식인들은 소설의 가
능성을 높이 샀고, 특히 梁啓超는 ｢論小說與群治之關係｣ 등의 논설문을 통해
소설의 지위를 중국 문학의 최고봉으로 끌어올리는 공헌을 하였다. 陳平元은
1908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출판된 서적을 대략 550종 1300책으로 추산하

면서 이중 소설이 199종이나 된다고 분석하였다.2) 또한, 郭浩帆은 184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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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중국 근대소설 발표현황을 분석하였는데, 대략 80여 년 동안 총 11505종
의 소설이 창작되거나 번역되었다고 한다3). 이러한 소설의 양적 성장의 배경에
대해 阿英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론 인쇄사업의 발달로 인해 이전과 같이 책을 새기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신문사업의 발달로 인해 운용상 다량 생산이 필요했다. 둘째, 당시 지식계층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소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청 황실이
부패와 무능함으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자 모두 부족과 유위함을 알고 소설을 쓰면
서 일로써 비난하며 아울러 유신과 혁명을 제창하였다.4)

이러한 만청시기 소설계의 양적 변화는 급속도로 유입된 서구문명의 영향 때
문일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통소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 공안소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공안
소설 또한 변화냐 도태냐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었다.

2) 공안소설과 탐정소설의 차이
서론에서 밝혔다시피 청 말의 공안소설은 탐정소설의 유입으로 인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과연 탐정소설의 어떤 점이 오랜 세월 독자들의
사랑을 받던 공안소설을 밀어내게 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공안소
설과 탐정소설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겠다.
공안소설과 탐정소설은 범죄를 소재로 만들어진 문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범죄는 “삶에 대한 위협이자 공포이며 모종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 양식”5)이
2) 정선경, 뺷중국소설과 지식의 조우뺸, 소명출판, 2017, p.169.
3) 郭浩帆, ｢淸末民初小說與報刊業之關係探略｣, 뺷文史哲뺸, 2004年 3期, p.46.
4) 阿英, 뺷晩淸小說史뺸, 東方出版社, 1996, pp.1-2. “第一, 當然是由於印刷事業的發達, 沒
有此前那樣刻書的困難; 由於新聞事業的發達, 在運用上需要多量生產. 第二, 是當時知
識階層受了西洋文化影響, 從社會意義上,認識了小說的重要性. 第三, 就是清室屢挫於
窳敗,大家知道不足與有爲, 遂寫作小說, 以事抨擊, 並提倡維新與革命.”
5) 범죄 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올리히 브로이히는 “범죄 문학이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전말을 전개하는 것’이라면, 추리소설은 ‘하나의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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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필연적으로 인간사회의 갈등요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소재이다. 역사상 이
를 소재로 인간세상의 천태만상을 핍진하게 묘사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있으
니, 이를 “범죄문학”6)이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서양의 범죄문학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 1859〜1930)이나 애
거사 크리스티(Agatha Christie, 1890〜1976)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대표되
는 추리소설이라 불리는 장르가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탐정소설7)은
추리소설의 한 갈래로 범죄사건의 수사가 탐정에 의해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과
정을 다룬다. 단순히 어떤 사건의 사건기록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탐정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나가
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 탐정은 작가에 의해 매력적으로 그려질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셜록 홈스(Sherlock Holmes)와 같은 전무후무한 캐릭
터가 등장하게 된다.
반면, 동양 특히 중국의 범죄 문학은 公案文學이라는 장르로 대표된다. 송대
의 화본 중 ‘說公案’이라는 명칭이 쓰인 이래 公案戱, 公案傳奇, 公案小說 등
공안을 소재로 한 장르들을 공안문학의 범주에 둘 수 있다. ‘공안’이란 단어의 사
전적 의미는 관부의 공문서, (민·형사 등을 포함한) 사건, 공무를 처리할 때 사용
하는 책상, 도교나 불교에서 선배 조사들의 언행 범례 등의 뜻을 갖는다.8) 이 중,
공안문학과는 상관없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뜻을 제외하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안이란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청의 공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공안문학은 범
죄를 소재로 하지만 그 방점은 ‘공적 기록’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 하며 범죄문학과 추리소설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추리소설 또한 범죄를 소재
로 것이기에 범죄문학의 하위 장르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대중문학연구회, 뺷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뺸, 국학자료원, 1997. p.11.
7)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추리소설과 탐정소설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추리소설과
탐정소설 모두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이지만, 추리소설은 사건을 논리적으로 분석
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탐정소설은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활약하는 탐정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8) 百度百科 ‘公案’,
https://baike.baidu.com/item/%E5%85%AC%E6%A1%88/2107314?fr=aladdin,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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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문학은 관청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주체인 판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탐정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박소현은 탐정소설과 공안소설의 차이점을 서사구조, 범죄형태, 해결방법, 처
벌, 주요인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필자가 이를 재구성하여 표로 나타내
었다.
<표> 탐정소설과 공안소설의 비교9)
탐정소설

공안소설

서사 구조

범죄 발생 – 탐정의 수사 – 범인 색출
*범죄 발생 시 범인의 신분은 드러나지
않음.
*범죄에 대한 모든 사실은 범인이 체포된
뒤에 드러남.

범인 등장 – 범죄 발생 – 판관의 수사
– 범인 색출 – 형 집행
*판관이 범죄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원고의
고소나 피고의 탄원 등의 절차가 요구됨.
*판관의 판결 및 형 집행 절차가 중요하
게 묘사됨.

서사 중심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치중함.

범죄 형태

살인사건이 대부분임.
*밀실 살인 등 거의 불가능한 방법에 의
한 살인이어야 함.
*범죄를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이 처리함.

범죄
해결과정

반드시 논리적 추론과 과학적 수사기법
에 따라 해결함.

처벌 장면

처벌 장면은 대부분 생략됨.

주요인물

희생자는 가장 첫 장면에 시신으로 등장
함. 가장 주목을 덜 받는 인물임.
범인은 용의자 중 가장 결백해 보이는 인
물임.
탐정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어떠한 조직
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인물임.
그밖에, 사건을 방해하는 요소로 경쟁자
가 등장하기도 함.

판관이 어떻게 범인을 체포하는가에 치
중함.
강도나 강간, 살해 등 다양한 방면임.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은 명백하지만 이를
밝힐 증거가 모호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봄.
추론 과정이 없지는 않으나 논리적 비약
이 있고, 꿈이나 예언 등과 같은 비현실
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빈번함.
고문 등의 전근대적 강제수단이 쓰이기
도 함.
결미에 반드시 범인에 대한 처벌이나 처
형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됨.
판관의 판결문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음.
범인은 부도덕한 전형적인 악인으로 묘
사됨.
희생자는 둘로 나뉨.
1) 범죄 희생자
2) 억울한 누명을 쓴 용의자
판관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청
관이자 일종의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기
도 함. 저승의 판관을 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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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청 공안소설 서사의 변화와 그 의의
앞서 탐정소설과 공안소설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면, 지금부
터는 만청 시기 공안소설 서사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만청
시기 소설계의 변화는 그 하위 장르인 공안소설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서구의
탐정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수입 또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명대
말기에 대량으로 출간된 단편공안소설전집 이후에 간행된 작품들은 이전의 소
재와 서사구조를 답습한 천편일률적인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안소
설에 대한 독자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소설 속 영웅적 풍모를 드
러내며 각종 사회악을 징벌하는 주인공 판관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함이었으리라 추측한다. 또한, 청대 말기에 등장하는 몇몇 정치화된 공안소설
은 사회를 견책하고 풍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니 공안소설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유행하였던 협의공안소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협의공
안소설의 탄생은 비교적 근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전까지는 각각의 장르로 계
승 발전되던 것이 하나의 장르로 합쳐진 형태이며, 뺷시공안뺸, 뺷팽공안뺸, 뺷삼협오
의뺸 등이 그 대표작이다. 협의공안소설의 유행은 시대·사회 환경의 영향을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 정치상황은 봉건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정치는 날
로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중앙의 통치가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 공백현상 또한 발생하였다. 이러한 혼란한 사회환경에서 일반 민
중은 사회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이때 ‘공
평무사’를 부르짖는 청관과 일신의 무력으로 적을 물리치는 호협이 등장하는 협
의공안소설은 당시의 사회현실과 대비되며 일종의 이상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이다. 하지만 뺷삼협오의뺸 이후 출간된 협의공안소설들은 이를 모방하는데 그치
며 문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장르로 융합되
었던 협의공안소설은 또다시 분화되어 협의소설은 무협소설로 발전하였고, 공
안소설은 탐정소설의 영향을 받아 중국식 탐정소설로 점차 변화되어갔다.
9) 박소현, ｢공안소설 다시 읽기-문화적 경계의 탐색｣, 뺷중국소설논총뺸 17권, 2003.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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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탐정소설은 1896년 뺷時務報뺸 창간호에 실린 ｢英國包探訪喀迭醫生奇

案｣과 1902년 梁啓超가 일본 동경에서 발행한 소설전문잡지인 뺷新小說뺸에 실
린 ｢福爾摩斯探案｣을 시작으로 번역본이 대유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양의 탐
정소설을 모방한 작품들도 속속 등장하였는데, 예를 들어 뺷月月小說뺸 제2년
(1908) 제10기에 실린 ｢兩頭蛇｣ 와 같은 작품은 코난 도일의 ｢얼룩 끈의 비밀｣

을 개작한 것이다. 지명과 인명 등만 달라졌을 뿐 기본적인 서사구조나 범죄 구
성 등은 같으므로 이를 굳이 창작으로 볼 것인지 고려해야 할 정도이다. 하지만
중국 탐정소설의 시작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은 공안소설의 입장에서 탐정소설을 수용하려 시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1885년에 간행된 知非子의 뺷冤獄緣뺸과 본고에서
다룰 석홍거사의 뺷이공안기문뺸, 그리고 1906년 吳沃堯(吳趼人)이 지은 뺷中國偵
探案뺸과 뺷九命奇冤뺸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그동안 공안소설에서 보지 못했

던 방식의 서사를 구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뺷冤獄緣뺸은 回目 부분에서 전통
적인 공안소설에서 채용하고 있는 장회체의 對仗식 命名에서 벗어나 내용과 관
련하여 5자 내외로 回目을 붙였다. 또 다른 독특한 점으로 뺷冤獄緣뺸의 모든 이
야기는 작가인 ‘知非子’와 가상의 인물인 ‘半魯生’의 대화 속에서 반노생의 말을
통해 비롯된다는 점이다.10) 이것은 기존의 공안소설과 궤를 달리하며, 오히려
탐정소설에 가까운 듯한 인상을 준다. 또한, 뺷이공안기문뺸과 뺷구명기원뺸은 중국
의 전통적인 서사구조인 자연적인 선형구조에서 벗어나 시공을 역전하는 도치
법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도치서술은 비단 탐정소설만의 특징이 아닌 서구소설
전반적인 특징이다. 자연의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서사에 익숙한 이들로서는 굉
장히 낯설었으리라 추측된다.11) 이렇게 도치서술을 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
과는 그동안의 공안소설이 소설의 도입부에서 범인을 드러내어 도입부만 봐도
작품의 반을 본 듯한 느낌을 받게 했다면, 도치서술이 적용된 작품은 범인이 누
구인지 모른채 사건이 발생하고, 탐정이 이를 조사하고 범인을 추리하는 장면을

10) 孟犁野．뺷中国公案小说艺术发展史뺸, 北京, 警官教育出版社, 1996. p.165.
11) 이보경, ｢20세기 초 중국의 소설이론 재편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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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종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긴장감은 범인이 잡히고 나서야
해소되며, 그러므로 독자들은 극의 결말에 이르러서야 그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작품에 쏠리게 하는 효과를 주므로 보다 많
은 사람이 작품을 찾게 하는 원인이 된다.
위와 같이 서사적인 측면과 더불어 공안소설의 형식상, 내용상의 변화는 중국
식 탐정소설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 볼 수 있다. 비록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탐정소설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는 볼 수 없다. 중국소설의 창작 측면에서 봉건미신과 청관 숭배의 구시대적 관
념의 폐기, 문학 언어의 철저한 구어화와 서구화, 그리고 장회체의 쇠퇴 등 일련
의 변화는 새로운 문학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이다.12)

3. 뺷이공안기문뺸 전반부 서사의 프리퀄적 특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만청 공안소설 서사의 변화가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었음
을 확인하였다. 지금부터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전통 공안소설의 맥을 이으면서도
탐정소설의 요소를 받아들인 과도기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뺷이공안기문뺸 전반
부의 서사구조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서론에 주지하였다시피 뺷이공안기문뺸 34회 중 18회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
반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는 이 중 전반부만을 범위로 설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후반부는 내용과 형식상 기존의 공안소설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뺷이공안기문뺸 전반부의 서사는 공안소설과 탐정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뺷이공안기문뺸 전반부에는 단 한 건의 살인사건이 등
장한다. ‘머리 없는 선객 살인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사건의 서사
를 통해 작품이 어떤 식으로 공안소설과 탐정소설의 특징을 반영하였고, 이를

12) 苗怀明．뺷中国古代公案小说史论뺸, 南京, 南京大学出版社, 2005.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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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뺷이공안기문뺸만의 서사적 특징이 어떤 것인지도 아울러 살펴보겠다.

1) 사건의 도입부
공안소설은 화본소설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기본적으로 화본소설의 구성을 따
른다. 卷頭詩詞와 入話, 正話와 結尾에 이르는 구성을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하여 채용하였다. 뺷이공안기문뺸 또한 그 구성을 따르는데, 1회
에서 석홍거사의 권두사로부터 시작하여 1, 2회에 걸쳐 주인공 이지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1회의 한 부분이다.
이 책은 본디 근래의 한 고관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었다. 이 고관은 과거급제 출
신도 아니요, 군공을 세워 추천된 것도 아니라 어려서부터 작은 지현 벼슬에서 시작
해 상서 총독에 오성의 흠차까지 올랐다. 이 역시 공명과 부귀가 극에 달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고관이 천성적으로 생겨난 괴벽한 성미가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평생에 은전을 탐내지 않고 의복과 음식도 탐하지 않았으며, 입는 것이라고는 해진
옷과 낡은 모자요, 먹는 것이라고는 소박한 음식에 품질 낮은 차였다. 낡고 추레한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귀한 것을 선물하는 자에겐 화를 냈다. 그가 다스리는 곳의
모든 극장과 술집, 옷가게, 비단가게, 골동품점과 홍등가와 기생집들은 장사가 안되
어 연일 죽는소리하다가 결국 문을 닫고 휴업하게 된다. 그러니 지방관을 역임하더
라도 조금도 누리는 것이 없었다. 또한, 국가가 혼란한 정국에 빠지고, 전쟁과 재난
이 끊이지 않자 長江欽差로 황명을 받아 군사를 이끌어 수십 영의 훈련이 되지 않은
병사들과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밤을 새워 북상하여 무모하게 일을 벌이다가 결국 일
패도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오호라, 슬프구나! 죽음으로써 진
충보국하였도다. 조정은 후하게 보답하여 위문하였고, 관직을 더하여 자식에게 음서
할 기회를 주었으며, 제물을 내려 사당을 세웠으니 이것이야말로 충의가 대대로 전
해져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무를 쓰러뜨려 뿌리를 찾
듯 재앙의 시작을 쫓더니 비적을 비호하였다며 죄를 물어 삭탈관직하고, 은전을 철
회할 줄 누가 알았으랴. 가련하도다. 한평생 혁혁한 명성이 결국 이런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였구나.13)
13) 본고에서 인용한 뺷이공안기문뺸의 원문은 黑龍江美術出版社에서 나온 뺷郭公案·李公案뺸
(2014)에서 참조하였으며, 이후 인용할 원문에는 따로 출처를 기록하지 않는다.(這部書,
本來說的是近今一位大員. 這位大員卻並不由科甲出身, 亦並非是軍功保舉, 就是從小小
知縣起家, 一直升到尚書總督, 五省的欽差. 這也算得功名到頭, 富貴不盡的了. 誰知道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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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뺷이공안기문뺸의 주인공인 이지균은 가상의 인물이다. 제목이 ‘XX공안’
인 작품들 대부분은 역사상 실존하는 청관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사적과
민간설화 등을 적절히 엮어 작품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 주인공을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실제 인물을 모
티브로 한 것임은 틀림없다.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고관(大員)은 청 말기의 유
명한 청관인 李秉衡이다. 이병형은 인용문에도 쓰여있다시피 과거에 급제하거
나 군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자그마한 현의 知縣으로 시작하여 능력을 인
정받아 높은 벼슬에 오른다. 이후, 의화단을 제압하기 위해 8국의 연합군이 베이
징으로 진격할 때, 그들을 막아서다 전투에 패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음독자
살한 인물로 기록되어있다. 아마도 작가인 석홍거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결국 목숨을 버린 이병형을 기리기 위해 이 작품을 썼겠으나 그 당시는
이병형의 신원이 복권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넣어 작품을 만들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주인공을 소개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안소설의 주인공이 판관의 신분이므로 대부분 임지로 부임하거나, 임지의 관
아에서 사건을 접수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뺷이공안기문뺸의 전반부에
서 주인공 이지균의 신분은 일반인이다. 과거시험도 보지 않고 관리인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던 이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전반부의 이지
균은 사건의 조사는 할 수 있으나 판결에는 관여할 수 없는 일종의 탐정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점이 전통적인 공안소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하지만 19회부터는 이지균이 天津府의 靜海縣令으로 부임하

位大員卻天生成的一種古怪脾氣: 生平不喜銀錢, 不貪衣食; 穿的是破衣舊帽, 吃的是淡
飯粗茶; 見人破爛齷齪的他便喜歡, 有人送金玉錦繡的他便生氣. 凡是他老先生的屬下,
所有戲園､ 酒館､ 估衣､ 綢緞､ 古董, 以及柳巷花街, 秦樓楚館, 多弄得一星生意毫無, 只
好叫苦連天, 閉門歇業. 所以, 雖曆任封疆, 卻未曾絲毫享用. 偏又值國家多事之秋, 兵連
禍結, 從長江欽差奉旨督師, 帶了數十營不練之兵､ 烏合之眾, 星夜趕程北上, 魯莽從事,
竟至一敗塗地, 不可收拾. 嗚呼哀哉, 一命歸天, 盡忠報國. 朝廷加恩優恤, 加官蔭子, 賜
祭立祠, 這也算得忠義流芳, 傳揚不已了. 誰知道, 倒樹尋根, 追原禍始, 以縱庇匪人定爲
罪首, 官階追奪, 恤典撤銷. 可憐一輩子赫赫烈烈的聲名, 竟弄得此慘慘淒淒的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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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전반부 18회까지의 내용은 뺷이공안기문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일종
의 ‘프리퀄(prequel, 기존의 작품 속 이야기보다 앞선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는
속편)’이라 칭할 수 있다. 이는 후반부인 19회부터의 서사가 기존 공안소설의 서
사로 다시금 회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범위 또한 전반부 18회로 한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19회부터는 다시 기존의 서사로 회귀하였던 것일
까? 우선 이러한 서사의 변화가 매우 실험적인 시도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
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당시 지식인들이 주창하던 계몽주의와 같은 대단한
사상적 견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저 통속소설 작가로서 서양문학
의 새로운 기법을 작품에 한 번 적용해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리고 그의 신분이 전업 작가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필연적으
로 책이 많이 팔려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는 독자를 염두에 두
어야만 했다. 당시의 독자들은 기존의 공안소설식 서사를 더 선호하고 친밀하게
여겼을 것이니 서사의 회귀는 이를 고려한 작가의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소설의 제명을 들 수 있는데, 당시 가장 많
이 쓰이던 ‘XX공안’과 당대부터 쓰인 ‘奇聞’이라하는 제명을 사용함으로써 독자
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하겠다.14)
한편, 이지균은 급한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 홀로 항주로 가는 길에 오른다. 작
품의 원문에도 등장하지만, 관리 가문의 공자가 어찌 홀로 집을 나서는 일이 있
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지균의 외양 묘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회의
한 장면이다.
동추리 이대인은 원래 요동 사람으로 또 다른 이름은 지균이요, 자는 경헌이다.
본디 출중한 무예를 지니고 있어 구리로 만든 두 자루의 유성추를 사용하였으며 대
적할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에게 ‘동추리’라는 휘호를 지어주었다. 부친
이 강소에서 관직을 지냈으므로 임지에 따라가 공부하였다. 원적은 북쪽 지방이지만
자란 것은 남방이었다. 그 기질이 헌양하고 인품이 뛰어났으며 네모난 얼굴에 큰 귀,
호랑이와 같은 등에 곰과 같은 허리를 가지고 있었다.15)
14) 비슷한 시기에 나온 뺷구명기원뺸, 뺷혈옥연뺸 등의 작품의 제명은 전통적인 작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뺷이공안기문뺸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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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소설에서 판관의 역할은 청관으로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뇌물수수 등
의 일탈 행위를 하지 않으며, 뛰어난 판단력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고정되어있다. 조사 과정 중에 왕왕 벌어지는 무력충돌이나 재빠른 몸놀림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순간에는 판관의 수하나 협객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뺷이공안기문뺸의 이지균은 원문에도 나오듯 본디 출중한 무예를 지녀 별호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사람들의 수행도 받지 않은
채 홀로 길을 나서게 되고, 이것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만다.
길을 가던 중 ‘嘉善’이란 지역에 이른 그는 항주로 가는 배편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그곳에서 어떤 수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작품에서 이 수상한
인물은 결국 살인사건의 범인이 되지만 초반에 사건의 발생과 범인의 신분을 공
개하던 전통적인 공안소설과는 달리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 물론 사건의 발생 전에
다시 한번 그를 마주치게 되면서 독자에게 그가 사건의 범인임을 암시하는 장치
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3회의 한 장면이다.
일어서서 우산을 가지고 짐을 지고 막 문을 나서려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다
가왔다. 그는 몸에 흑자주색 털 마고자를 입고, 머리에는 청단 띠를 두른 전모를 썼
으며, 청단 덧바지와 흰 천으로 된 긴 양말에 무릎받이를 매었고 검은 천으로 된 헝
겊 신을 신었다. 마고자의 단추는 모두 풀어 헤쳐져 가슴에 자주색 천으로 된 윗옷이
드러나고, 장밋빛의 포대를 매고 등에는 작은 짐을 지었으며, 칼자루가 조금 드러내
고는 이공과 얼굴을 마주하였다. 이공이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서른 살 남짓한 나이
에 독수리 같은 머리에 쥐 눈을 하고 있어 흉악하기가 평범하지 않아 선량한 사람이
아님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도 두 눈으로 이공을 주시했다. 이공은 그가
고개를 돌리는 사이 그의 귀 뒤편에 자그마한 혹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기억하고는
몸을 돌려 길을 나서며 속으로 “이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구나. 내 이 허름한 행장을
보려 했던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다리를 걸어 내려왔다.16)

15) 뺷이공안기문뺸 2회.(前回說 銅錘李, 李大人, 原本是遼東人氏, 雙諱持鈞, 表字鏡軒. 因有
一身絕好的武藝, 慣使兩柄熟銅流星錘, 所向無敵, 因此人給他上個徽號, 叫做“銅錘李”.
年輕的時候,因老大人在江蘇做官, 便隨任讀書, 所以, 雖則祖居北地, 卻是生長南方. 氣
宇軒昂, 人才表表; 方面大耳, 虎背熊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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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프닝을 겪고 난 후, 이지균은 항주로 가는 배에 오른다. 배에 타자마자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는 밤이 되어서야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배는 이미
팔리탕에 정박한 후였는데 막 잠자리에 들려는 조타수와 그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는 다시
자려 했으나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자 배는 출항했고 얼마 지
나지 않아 선객 대부분이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한 선객의 비명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 사건 발생의 인지는 공안소설과 탐정소설 모두 서
사구조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양상은 조금 다르다. 공안소
설의 경우, 사건 발생 인지는 판관에게 사건이 접수된 시점에 이루어진다. 살인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죽은 상태이므로 사건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관아에 신고
하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써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 주인공에게 억울함을 풀
어달라 요청하는 등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한편, 탐정소설의 경우, 사건 발생
의 인지는 탐정에게 사건이 접수된 시점에 이루어진다. 대개 사건은 탐정의 주
변에서 발생하는데, 이 점 또한 탐정소설이 갖는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사건은 후에 범행 동기가 밝혀지겠지만 주인공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이유
로 벌어지는 것으로 원래 희생되어야 할 사람은 그 이름 모를 선객이 아니라 주
인공인 이지균이었다. 이러한 독특한 서사적 장치들은 뺷이공안기문뺸에 대한 독
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다음은 5회에서 사건현장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갑자기 중간 선실에 있던 한 선객이 크게 소리쳤다. “야단났네, 야단났어!” 선창에
기어 올라오더니 연신 펄쩍 뛰며 외치는 것이었다. “야단났다니까! 빨리들 와 보시
오!” 사람들은 그가 소리치고 허둥대는 것을 보자 곧바로 한데 모여 그곳으로 갔다.
16) 뺷이공안기문뺸 3회. (立起身, 取了雨傘, 背上行李, 剛要出門, 對面來了一人, 身穿紅青哈
喇馬褂, 頭戴青緞邊的夾氈帽, 青緞套褲, 白布長筒襪, 紮著護膝, 黑布皂鞋, 馬褂的鈕扣
都不扣上, 胸間露出紫花布襯衣, 紮著一條玫瑰紫褡膊, 背著一小卷行李, 那梢頭露著刀
柄, 與李公打了一個照面. 李公仔細一看, 那人有三十來年紀, 鷹頭鼠目, 凶惡異常, 便知
不是個善良之輩. 那人這一雙眼睛也盯住在李公身上. 李公趁其回頭的工夫, 看見他耳朵
後邊有一個小瘤, 便記在心上, 轉過身望外就走, 心中想道: “此人好生奇怪, 難道想看我
這一肩破爛行李不成?” 一面想, 一面走下大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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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객은 그의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빨리 좀 보시오, 이 사람은 어찌 머리
가 없는 거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놀라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담이 작은 몇몇은
놀라 딱딱 이빨을 맞부딪치며 손발이 흐느적흐느적 움직이지도 못했고, 담이 큰 사
람들도 간신히 앞을 바라보았는데, 한 선객이 몸을 구부린 채 누워있었고, 머리는 어
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며 베갯머리의 요는 피투성이였다. 선장은 선실에서 들려
오는 고함에 급히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서 진작에 선실 바닥에 엎어져 두 눈을 부릅
떠 멍하니 보고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17)

2) 사건 조사
공안소설에서 사건의 조사는 판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진행된다. 판관은 직접
혹은 수하들을 통해 현장검증, 주변 조사, 검시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
고 범인을 색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자주 발생하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등 서사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탐정소설에서 사건의 조사는 탐정이 사건을 접수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개 탐
정 자신에게 결부되어있는 일이거나 혹은 탐정의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탐정에겐 조사나 심문, 판결
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의 보존, 현장 조사까지는 가능하지
만, 그 이후의 일은 공권력의 도움이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뺷이공안
기문뺸에서도 주인공인 이지균이 탄 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공식적으
로 이지균이 나서서 사건을 조사, 심문,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등장
하는 인물이 바로 석문현의 지현인 程方壺이다. 정방호는 전형적인 청관으로 묘
사되는 인물이다. 또한, 이지균과는 본래 아는 사이인데, 이지균의 부친과 동료
관계로 나와 있어 이지균을 ‘조카님(賢姪)’이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17) 뺷이공안기문뺸 5회. (忽然, 中艙一個客人大叫: “了不得了!了不得了!” 打艙板上爬起, 連
跳帶喊的說道: “了不得了! 爾們大家夥快來!” 眾人聽他叫喊, 又見他這麼著忙, 便一齊
湊向前去. 那個客人向他身旁指道: “爾們眾位快看看, 這位怎麼腦袋瓜子沒有了?” 眾人
一聽, 個個驚得面如土色. 有幾個膽小的嚇得牙齒捉對兒的撕打, 手腳癱軟, 動彈不得; 有
膽大的勉強望前一看, 可不是, 一個客人彎著身子躺下, 那個腦袋竟不知哪裏去了, 枕邊
褥子上一大攤血. 管船的聽見艙中發喊, 急忙進來, 看見這個光景, 早趴在艙板上, 瞪著兩
只眼呆看, 連一句話都說不出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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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을 발견한 후, 이지균은 우선 같이 배에 탄 선객들과 승무원들의 신
원을 조사하며 범행에 연관이 되어있는지를 파악했다. 그런 후에 사건 현장을
자세히 살피며 의문점을 찾아냈다. 다음은 6회의 한 장면이다.
다시 죽은 시신을 살펴보니 몸에 푸른색의 짧은 무명 솜저고리를 걸치고 있고, 바
지 옆에는 긴 명주 솜저고리가 개어져 있었다. 감청색의 마고자 위로 다갈색 비단
요대가 놓여 있고, 푸른 비단으로 만든 과피 모양의 모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날염한 광목 요는 거의 피로 물들었고, 녹색의 비단 솜이불도 반쯤 몸 아래 깔려 피
로 얼룩졌다. 베개 밑에는 봉투가 눌려있고, 몸 뒤쪽으로는 푸른색의 보자기도 있었
다. 이공이 말했다. “만약 재물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면 어째서 보따리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거지? 또 만약 원수가 있어서 일부러 와서 그를 해친 것이라면 배에
탄 사람들이 어찌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하물며 이 배는 물 위를 떠가는데
범인은 어디에서 올라타고, 내려간 것일까? 확실히 의심스럽군.”18)

범인과 범행 수법 등이 극 초반에 제시되는 전통적인 공안소설과 달리 범죄를
일종의 수수께끼로 만들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탐정소
설이라면, 뺷이공안기문뺸은 철저히 탐정소설의 서사를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밀실 살인에 가까운 이 사건을 이지균의 지혜와 수하들의 도움으로 진상
을 밝히고, 범인을 잡아내는 과정을 여실히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배에서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지균은 우선 배를 가까운 석문현에 정
박하게 한 후, 선장에게 사건을 관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시 석문현의 지현
은 위에서 언급한 정방호이다. 그는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선장인 張富有를 조사
하고, 직접 검시에 참여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다. 검시와 같은 공식적인 조사는
일반인 신분인 이지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석문 현령을 등장
시켜 이지균이 해야 할 조사를 대신하게 하고, 그 후, 이지균에게 사건의 조사를
18) 뺷이공안기문뺸 6회. (再看那死的, 身上穿著藍棉綢小棉襖; 褲邊疊著一個繭綢大棉襖, 一
件紅青羽毛夾馬褂上, 放著一條香色綢褡膊, 一頂青緞瓜皮小帽, 並無有動; 一條印花粗
布褥子差不多被血濕透了; 一條綠綢棉被, 一半墊在身子底下, 也有血汙; 枕頭底下壓著
一個帖包; 身後邊有一個藍布包袱.李公道: “若是謀財, 怎麼包裹一切都沒有動? 若是有
仇, 特地來害他的, 這一船的人難道就聽不見一些聲響? 況且這船是水當中走的, 這賊從
哪裏上來? 從哪裏下去? 這事實屬可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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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 청하게 하여 이지균이 사건조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끔 했다.
이지균은 범인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 정방호와 거짓 연극을 꾸민다. 이는 아
직 잡히지 않고 사건 현장 주위를 지켜보고 있을 범인의 경계심을 낮추어 방심
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음은 10회의 한 장면이다.
이공이 일어나 답례하며 말했다. “제가 아직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재판에서 백부께서는 선장을 심문하시며 거짓으로 화난 척을 하시고, 형을 가해 선
장이 범죄를 행했다고 인정하게 위협하여 그를 옥에 잡아 가둬주십시오. 또, 황씨와
배씨 등 몇 사람을 임시로 구금하여 제가 은밀히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즉석에서 보석으로 풀어주시어 밖에서 흉수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진
범은 곧 무방비 상태가 되어 쉽게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19)

여기서 황씨와 배씨 등은 배에 탔던 선객들이다. 이지균은 배에서 주변 조사
를 통해 사건조사에 쓸만한 이들을 미리 추려두었던 모양이다. 그들이 사건조사
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현령과 말을 맞추어 그들을 거짓으로 구금하고
그들을 적시에 풀어주어 그의 말을 따르게 하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
지만 이들이 합류한 직후 논리적인 비약이 발생한다. 바로 범인을 특정하는 듯
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은 11회의 한 장면이다.
이공이 말했다. “그대들 다섯 명 중에 외과에 대해 좀 아는 자가 있는가?” 裴道運
이 말하였다. “소인은 5대에 걸쳐 외상에 대해서는 항주성 2〜300리를 나서도 오세
낭중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습지요. 전날 배에 탔던 그 손님은 소인은 본디 치료해
주려고 하였는데, 후에 머리가 사라졌으니 방법이 없군요.” 이공이 말했다. “이거 참
잘됐군. 내 일이 잘될 것 같으니 그대들도 수고를 덜겠어.” 그러자 裴道運이 말했다.
“필시 관아에 병자가 있는 것 같은데, 소인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이공이
말했다. “아니네, 이 일은 기필코 진범을 잡아야만 그대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裴道
運이 말했다. “진범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겁니까? 또 제가 그를 치료하러 가야 하는
지요?” 그러자 이공이 말했다. “그건 그대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나는 이미 현령 대
19) 뺷이공안기문뺸 10회. (李公起身答禮道:“小侄尚有事稟商.今日午堂,請老伯提審管船,佯爲
發怒,用刑逼管船承招行凶,發監拘禁.將黃､裴等數人管押,以便小侄密行帶往.其餘即當堂
取保開釋,使外邊知道凶手已定,那真凶便不防備,庶容易緝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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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께 그대들 5명과 함께 범인을 조사하겠다 하였네. 거기에 가면 내 통제를 따르면
그만이야.” 그들은 이미 현령과 이야기하였다 하고, 다시 구금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랐다.20)

인용문에서 보이듯 뜬금없이 외과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았다. 진범이 외상을
입었다는 언급이 없었음에도 뜬금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사실 앞서 다룬 3회에
서 이지균이 수상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수상한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귀 뒤쪽에 조그마한 혹이 나 있음을 발견했다고 언급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외양이 사나워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고 해도 그를 진범으
로 특정하고 그를 잡기 위해 외상을 아는 의원 출신인 裴道運을 찾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어찌됐든 이공은 裴道運에게 떠돌이 의원으로 변장하여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였다. 그의 의도처럼 裴道運은 얼마 지나지 않아 ‘活神仙’ 혹은 ‘神醫’라 칭송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지균의 꾀가 숨어있다. 같은 배에 탔던 인물 중 한 명
인 趙甲에게 다리가 문드러지는 병(爛腿)에 걸린 환자 행세를 하게 하여 길바닥
에서 삽시간에 그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보이게 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을 산 것
이다. 그리하여 이지균의 의도는 성공하게 되었으며 이제 범인이 접근하기만 기
다리면 되는 일이었다.

3) 범인 색출
탐정소설에서 범인의 색출은 사건의 조사 과정의 말미에 이루어진다. 그때 범
인의 정체와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설명이 서술되는 것이다.
20) 뺷이공안기문뺸 11회. (李公道: “爾們五位之中, 可有懂得些外科的沒有?” 那裴道運道: “小
可是五代家傳的跌打損傷, 出杭州城二三百裏, 提起五世郎中沒有不知道的. 前日船上那
個客人, 小可本想醫好他, 後來看見沒有頭, 這就沒法了.” 李公道: “這就巧極了, 我的事
可望有成, 爾們眾位也可免累了.” 裴道運說: “想必是衙內有病, 叫小可效勞?” 李公說:
“非也. 這樁事必定先訪著真凶手, 方能救爾們眾位.” 裴道運說道: “知道真凶手在哪裏?
又要去替他醫玻” 李公道: “爾且別管. 我已經在縣太爺面前討下爾們五位跟我去緝訪凶
手, 到那裏, 但聽我調度便了.” 眾人聽說已經在縣尊前討下, 可以不回班房管押, 無不歡
天喜地, 情願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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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소설은 공안소설처럼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이 강하지 않다. 누차 설명하였
듯 추리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탐정소설이라 한다면 뺷이공안기문뺸의 결
말은 탐정소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서사적 약점을 극복
하지 못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진범인 小白鰷가 잡히는 것은 17회에 등장하지만, 진범이 小白鰷라는 사실이
독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보다 앞선 13회이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한 표에 따
르면 탐정소설에서 ‘탐정은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비밀을 밝힌
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끝까지 서스펜스를 유지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분산시키
지 않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뺷이공안기문뺸은 그 점에서 탐정소설과 큰 차이
를 보였으며 아직 탐정소설의 서사에 미치지 못했음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13회
의 한 장면이다.
각설하고, 이공은 두 사람의 팽팽하게 맞서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누워있는
사람이 말했다. “내 전날에 이대각의 집에서 노래를 듣던 중에 小白鰷 새장순이 두
친구를 만나 그곳에서 크게 즐거워하며 그 원수를 통쾌하게 갚았다고 말하던데 안타
깝게도 장부유만 재수 없게 되었지. 너도 생각해봐. 이건 小白鰷가 한 짓이 아니냐?”
그러자 물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말했다. “그 사람이 무슨 원수를 갚은 거야?” 누워있
던 사람이 답했다. “너 정말 귀도 없구나. 그가 죽인 게 누군지 알아? 바로 화정현
이대인의 아들이야. 그의 형제들이 작년 오월에 누호 보흥현에서 도적질한 사건으로
이대인에게 축단이 잡히자 小白鰷는 물길로 도주했지만 그 장이마자, 이대야두 패거
리들은 모두 사형되었지. 요 며칠 전에 小白鰷가 천하관에서 이대인의 아들을 만나
자 그 길로 좇아가서 일을 저질렀다던데. 생각지도 못하게 장부유가 그 대신 목숨을
내놓게 되었으니, 이게 불행하냐, 불행하지 않냐?”21)

21) 뺷이공안기문뺸 13회. (卻說 李公聽二人說得針鋒相對, 便用心細聽. 那個躺著的道: “我前
日在李大腳家聽曲兒, 看見小白鰷賽張順同了兩個朋友在那裏大樂, 說這個仇報得痛快,
可惜張富有倒黴. 爾想想, 這不是小白鰷幹的事麼?” 那個吃水煙的說道: “他報他娘的什
麼仇?” 那個道: “爾真是個沒耳朵的, 爾知道他殺的是誰? 就是華亭李官的兒子. 因他哥
兒們去年五月間搶婁湖寶興當那一案, 被李官拿祝單就是小白鰷赴水逃走, 那張二麻子､
李大丫頭一大幫子都正法了. 前幾天, 小白鰷在天河館遇見李官的兒子, 就一路跟去, 幹
出這事. 不想張富有竟替他抵了命, 爾說晦氣不晦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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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서 범인이 小白鰷이고, 그가 본래 누굴 죽이려 하였는지 또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이미 밝혀져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小白鰷를 체포하는 것
과 원래 노렸던 이지균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만 드러나면 사건
이 종결된다. 이것은 15회에서 화자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小白鰷는 이공의 아버지가 그의 형제와 친구들을 죽이고, 순찰을 매우 엄밀히 하여

그의 사업을 망쳤으므로 복수하기 위해 항상 华亭 관아의 주변을 염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공이 집을 나서는데 수행원을 따르게 하지 않고 홀로 길을 떠난다고 하였다.
그는 상황이 마음에 쏙 들어 이 기회를 틈타 손을 쓰고자 하여 이공이 떠나는 그
날을 기다려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이공이 매우 심계가 있는 인물이라 곳곳에 예상
못 할 방비를 하였기에 도중에 손 쓸 곳이 없었다. 이공이 배를 타는 것을 보고는
小白鰷는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이번에는 다시는 벗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얼른 배에 올라 이공의 침실을 확인하고서 몸을 돌려 육지에 오르고는 은밀히 배의
곁을 따라갔다. 팔리탕에 이르러 배를 정박할 때, 그는 곧 은신하여 물속에 들어가
승객들이 모두 깊이 잠들자 몰래 선창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어찌 알았겠는가?
이공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 흉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막 희생양에게
칼을 먹이고는 의기양양하며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첨벙 소리가
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전후에 착오가 발생했던 이유이며,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하는 답답함이 나오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하였다.22)

중국의 고전소설에서 특히 백화소설에서 화자는 전지적 시점으로 소설 내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작품 중간에 개입하여 독자들에게 상
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분 또한 인용문에 나온 대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하는 답답함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준 것이라 이
22) 뺷이공안기문뺸 15회. (小白鰷因李公的老太爺殺了他的哥哥同眾朋友, 又巡緝得十分嚴密,
壞了他的衣食買賣, 因此蓄意報仇, 常常在華亭衙門左右探聽. 那一天, 聽說李公出門, 單
身獨自, 不帶跟隨, 正中下懷, 計可趁此機會下手, 便候李公動身這一天, 一路跟了下來.
因李公是個有心計的人, 處處提防不測, 在路無處動手. 這一日, 見李公上了船, 小白鰷心
中大喜, 以爲此番再不能跑了. 趕緊上船, 認清了李公的臥處, 便翻身上岸, 暗暗的跟了船
幫. 到八裏蕩停船的工夫, 他便隱身入水, 乘眾人熟睡, 悄悄的由篷窗進去. 他哪裏知道,
李公是個大福命的人, 豈能暗算得的. 剛剛碰見這個替死鬼, 吃了他的刀, 他就得意非凡,
縱身跳入水中. 所以這“撲通”的一響, 這便是前前後後錯中錯的緣故, 不得不從頭至尾敘
說一回, 省得看這部書, 悶氣不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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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小白鰷는 홀로 길을 나선 이지균의 뒤를 따르며 그를 죽일 계획을 갖
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균의 예상치 못한 방비에 계속해서 기회를 놓치다 팔리탕
에 배가 정박해서야 기회를 포착하여 몰래 선창에 올라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 시각 이지균은 조타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小白鰷는 미리 파악해둔
그의 선실이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가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돌아갔던 것이다.
한편, 이지균의 설계한 함정에 걸려든 小白鰷는 자신의 귀 뒤에 난 혹을 치료
하기 위해 裴道運을 찾아왔다. 裴道運은 그에게 수면약을 먹여 움직이지 못하
게 묶어두고서 이를 보고했다. 그러자 이지균은 그를 잡기 위해 정 현령이 내어
준 포쾌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는 범인의 체포가 탐정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
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령의 허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지균에게 범인을 체포하여
판결을 내릴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정공은 재판을 열어 小白鰷의 죄를
확정하였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던 선장 장부유를 즉시 석방하였으며, 사건
의 해결에 공을 세운 이지균과 裴道運 등 5명에게 상금을 내렸다.
공안소설에서 범인이 잡히고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는 장면은 매우 자세히 서
술되는데, 그 이유는 공안소설의 목적이 권선징악에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범
인에게 내려지는 끔찍할 만큼 잔인한 형벌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낌과 동시에 죄
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품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지
만 뺷이공안기문뺸에는 이와 같은 서술이 극히 소략하여 서술되어있다. 화자는 이
이유를 이 책이 ‘程公案’이 아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그렇다. 무릇 공안소설
이라 함은 계속 주지하다시피 관부의 사건기록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그 주체는
관부에 있는 것이다. 뺷이공안기문뺸의 전반부에서 이지균의 신분은 일반인에 불
과하므로 판결과정과 형벌에는 관여치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소설에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만청 공안소설의 서사변화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그 양상을 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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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소설인 뺷이공안기문뺸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청 말기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들은 새로운 지식에 목말랐고, 이를 해갈하는 과정에서 문학, 특히 소설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만청시기 중 1890〜1910년 사이의 20여 년간 번역작품과 창
작작품을 포함하여 1천 편 이상의 작품이 발간되었고, 많은 수의 잡지와 신문들
이 함께 간행되어 작품을 실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우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하이 등 상업 도시
의 발달로 인해 서민들의 즐길 거리 차원으로 소설이 소비된 것을 들 수 있다.
마치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남송대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계
몽주의적 측면에서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잡지와 신문 등의 언론 매체가 증
가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나 양계초는 문학사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소설을 “문
학의 최고봉(文學之最上乘)”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만청소설의 양적 성장의 원인
을 제공하였다.23)
공안소설 또한 서양의 탐정소설이 번역·출간됨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안소설 작가들은 변화와 도태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선택지를 골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안소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를
도모했던 이들은 중국문학사에 조그만 방점을 찍을 수는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석홍거사의 뺷이공안기문뺸은 공안소설에서 탐정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
격의 작품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룬 전반부는 기존의 공안소설에서 볼 수 없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어 탐구의 대상으로 알맞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서사적인 약
점은 줄어들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나마 존재했던
장점들이 사라졌으며, 더군다나 총 4편으로 기획된 작품이 1편만 남은 채 나머
지는 발간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뺷이공안기문뺸의 서사적 특징은 분명 만청 공안소설의 서사가 탐정소
설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하는데 충분했으며 이후에 창작된 본격
23) 김태관·권혁건, ｢양계초의 “소설계혁명”이론이 중국의 근대소설에 미친 영향분석｣, 뺷중
국학뺸 32호, 2009.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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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탐정소설에는 탐정소설의 서사에 어떤 식으로 공안소설의 흔적을 남겼는
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식 탐정소설이라 부르기에 적합한지도 궁금해졌다. 이에
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로 넘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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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Variation of Gong’an Novel in Late Qing Dynasty
－Focusing on Li gong'an qiwen

Kim, Kyutae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Qing dynasty was rapidly collapsed due to the
continued invasion of Western powers. The intellectuals, who tried to overcome
this chaotic situation, imported Western culture indiscriminately and began to
learn it. In this process, Western literature, including novels, also flowed in,
and over time, what only the intellectuals enjoyed changed to what many
people enjoyed.
For 20 years between 1890〜1910 among Late Qing Dynasty period, over
1,000 novels including translated works and creative works had been
published, and many magazines and newspapers had been issued, which
became the ground for publication of novel.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se
novels was an irreversible trend in traditional Chinese novel world.
Gong'an novels were also at the crossroads of survival and abolition as
Western detailed novels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and to overcome this,
efforts were made to create works by adopting the narrative techniques of
detective novel. Among them, Li Gong'an Chiwen by Xihongjushi is evaluated
as a work with transitional form of these attempt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narrative of Gong'an novel created at the end of Qing
Dynasty, and its cause, and tries to confirm how it was actually applied
through this work.
The first half of Li gong'an qiwen plays a kind of 'prequel'. In the second
half, when the protagonist Lichijun was dispatched as Jinghai Xianling, a
Gong'an novel in the traditional sense begins. The protagonist’s investigating
the case as a general public without any government post in the first half looks
like a role of detective in the detective novel. Therefore, it emphasizes more
the logic of investigating and solving cases with wisdom rat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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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lsory means used in traditional Gong'an novels due to the limitation of
authority caused from this.
Furthermore, it is said to be similar with detective novel as unrealistic
elements such as dreams, prophecies, and ghosts are limited. Of course, these
features are limited to the first half of the work, and it is true that they showed
a great deal of difference compared to the modern sense of detailed novel.
However, it certainly differed from the traditional Gong'an novel's narrative
and must have been a new attempt in literary history.
Keyword

Gong'an novel, detective novel, narrative structure, Late Qing

Dynasty period, Li gong'an qi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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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문학작품 번역과 해석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정우*

국문요약

이 연구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번역과
해석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류의 철학이다.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
따라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인 상호문화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해 갈 것인가를 결정
하는 능력이다.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단지 의사소통 기능을 신장하는 데 그치지 않으
며, 대상 언어의 문화에 대한 상호문화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첫째, 맥락을 고려하고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태도를 함
양하고, 둘째, 해석을 통한 상호문화적 변화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중시한다. 상호문화적 관
점에서의 한국어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지용의 <향수>, 戴望舒의 <村姑>가 양국의 언어
를 통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 번역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문화
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외국어교육의 ‘문화 교육’은 다른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타자성의 거울을 통해 나를 성찰하며 변화시키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한 상호문화적 대화와 해석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호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문화교육의 본령이 될 것이다.
주제어

상호문화주의, 해석, 정지용, 다이왕수(戴望舒), 한국어교육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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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인류 역사에 전례 없었던 방식으로 여러 국가가 단일한 연합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EU에서는 2008년 문화간 대화 또는 ‘상호문화적 대화(intercultural
dialogue)’를 아젠다로 내세우며, 이 상호문화적 대화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유

럽연합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단일문화’의 폐쇄적 태도를 지양하고, 사회
나 국가의 체제 안에 여러 문화가 복수형으로 공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다문
화’라고 할 때, 단순히 여러 문화의 공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문화간의 적극적
대화와 소통, 그리고 그를 통한 성찰을 중시하는 것이 ‘상호문화’로 변화를 꾀한
핵심 이유라고 할 것이다. ‘상호문화적 대화’에 대한 백서의 개념 정의는 ‘상호문화’
라는 개념의 지향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호문화적 대화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 종교, 언
어 등의 배경과 유산이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들 간에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시각을 주고 받는 것이다. 상호문화적 대화는 사회 내, 유럽 사회 간, 유럽과 더 넓은
세계 사이의 모든 수준에서 작동한다.1)

1) Council of Europe,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Living together as equals
in dignity, 2008, p.10.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167

상호문화란 문화 간에 차별이나 소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둘 이상의
문화가 만나고 교차하는 것이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류를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할 자유와 능력은 물론 타인의 견해를 경청할 의지와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상호문화적 대화가 지속된다면, 문화적 다양성이 갈등이나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21세기에 들어 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 등
빠른 속도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 변화 가운데 ‘상호문화’와 그 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가운데, 상호문화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다소간의 혼란이 있고, 학습자의 상황, 교육의 목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호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을 어떻게 구안할 것인지
의 문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상호문화,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 역량 등에 대해
점검하고 쟁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필요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어 왔지만, 문화는 대략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의 특성, 가치 판단의 경향이자 행동의 방식”이라고
그 개념을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집단’은 그 구성이 매우 다양
하고 중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사회로 보면 여러 종류의 문화가 있을 수
있으며, 한 개인은 여러 층위에서 다르게 범주화되고 규정되는 문화 속에서 여
러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서울에서 태
어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BTS를 좋아하는 여성 고등
학생과,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가수 조용필을
좋아하는 대구 한 고등학교의 남성 교장 선생님을 비교하면, 성별, 지역, 종교,
세대, 사회적 지위, 선호 음악 등에 따라 여러 층위의 서로 다른 문화집단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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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지는 작지 않은 차이에도 불구하
고, 이들은 어떤 국면에서는 동질집단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의 관계를 상정할 때이다.
언어와 국적 또는 민족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의 경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기준이다. 56개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중국,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민자
들이 급증하고 있는 EU, 유럽으로부터 온 백인 이민자들과 이후 기존의 아메리
카인디언들, 그리고 뒤이어 합류한 아프리카, 라틴,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혼합체
인 미국, 그리고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 그 양상은 대륙이나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제 세계
의 여러 국가들은 말 그대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 다문화사회’와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어(母語)에 더하여 영어, 그리고 그 이상의 언어들을 배우며 새로운 문
화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실제 세상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그
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허구 속에서 이 접촉은 점점 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가 단위 다문화사회’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일상적인 ‘개인
단위 다문화 경험’ 속에서 현대인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
즉 상호문화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때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기능의 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운영되었
으나, 이제 여러 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원활한 외국어 의사
소통을 기본 목표로 삼는 가운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교
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역량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안의 다문화사회에서
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은 자신과 상이한 문화와 접하면 그에 따른 반응이 수반되
기 마련인데,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개인 또는 집단의 대응은 그 방식이나 양상
이 다를 수 있다. 우선 다른 문화를 접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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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최대한 자신의 문화로 변화시켜 동화하려고 하는 양상이다. 이와 달리 다
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신의 문화와 병존하는 양상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되, 다른 두 문화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문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정된 정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 다른 문화를 대할 때 배타적
이고 차별적인 태도로 대하는 문화 인식(culture awareness)에서 조금씩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문화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인류는 변화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 일시적 후퇴와 반발이 있더라도 - 장기적
으로 지속, 강화될 것이다.

3. 성찰과 변화로서의 상호문화
미국에서는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동화주의
(assimilation)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

는 데 중점을 둔 움직임, 즉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등장하여 미국 사회
의 인종적, 문화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동화주
의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주의는 각 문화들의 차이를 강조하고, 소수 문화의
고립을 낳게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태적인 ‘공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
한 노력으로,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에서는 문화의 ‘상호작용’에 강조점을 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2)
상호문화주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이
한 문화들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류의 철학이다. 한국에서 ‘상호
(相互)’라고 번역하는 ‘inter-’라는 말에는 이미 결정된 자신의 특성, 타인의 특성

이라는 고정된 상태 대신 타인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한 작용, 교류, 유
대, 움직임을 포괄하는 변화, 그리고 그 과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3)
2) 장한업, 뺷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뺸, 교육과학사, 2014.
3) Abdallah-Pretceille, M., 장한업 역, 뺷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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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의 변화는 말 그대로 ‘상호적’이어야 한다. 외국어교육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게 하는 교육을 시행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학습자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계기로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냉정하게 살피고 돌아보아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상호성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조장(鳥葬)’의 풍습을 지켜 보게 된 한국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
경을 감정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티베트 드넓은 평원에 가서
사십 대 여인의 장례를 지켜보았다.
라마승이 내장을 꺼내어 언저리에 뿌리자
수십 마리의 독수리들이 달겨들더니 삽시에
머리카락과 앙상한 뼈만 남았다, 다시
쇠망치로 뼈를 부수어 밀보리와 반죽한 것을
독수리들이 깨끗이 먹어치웠다, 잠깐이었다.
포식한 독수리들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의식은 끝났다, 그렇게 여인은 허, 공에 묻혔다
독수리의 몸은 무덤이었다 여인의
영혼은 무거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로 돌아갔다, 독수리의 날개를 빌려 타고
처음으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었을 게다.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는 유족들은
울지 않았다, 침울하지 않았다, 평온했다
대퇴골로 피리를 만들어 불던 스님의 표정도
경건했다, 믿기지 않았다

대안뺸, 한울아카데미, 2010,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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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못된 놈의 시신은 독수리들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럴 때만 슬퍼한다고 했다.
언덕길을 내려오다 들꽃 한 송이를 보며
문득 죽은 여인을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평원의 풀과 나무들도, 모래알도, 독수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꾀죄죄한 소년들이
허리를 굽히며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다.
삶과 죽음이 한통속이었다.
- 김선태, <조장(鳥葬)>(뺷살구꽃이 돌아왔다뺸, 창비, 2009)

시의 화자는 ‘조장(鳥葬)’의 과정을 비교적 감정 없이 묘사하려 애쓴다. 그렇
지만 유족들의 평온과, 스님의 경건함을 쉽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믿기지 않
았다”라고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다. 육신을 중시하지 않고, 윤회를 믿으며, 이생
에서 쌓은 업보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슬픔은 다른 곳에 있다. “살아생전 못된 놈
의 시신은 독수리들도 /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 그들은 그럴 때만 슬퍼한다고
했다.”
매장(埋葬)이든 화장(火葬)이든 결국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시간을 살고 형
태를 달리 하여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지만, 조장(鳥葬)은 망자의 육
신이 다른 생명의 ‘밥’이 되는 것을 그의 죽음 직후에 주위 사람들이 목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낯섦을 느끼게 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망자와의 이별 방식이다. 이러한 장례의 풍속 앞에
서 이들의 문화를, 쉽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존중의 시작
이며, 다문화주의의 출발이다.
상호문화주의는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공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것
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장(鳥葬)의 풍속을 보고 난 화자는
들꽃 한 송이, 풀, 나무, 독수리,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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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자에게는 만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의 변화, 그리고 꾀죄죄한
소년들의 구걸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른다. 이때 중요한 것
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
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 ‘해석’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 해석
을 통해 마련된 ‘타 문화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춤으로써 자신의 삶과 생각, 가치
와 행동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질적인 타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대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대 문화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
을 직시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기존의 자신의 문화도 아
니고 타 문화도 아닌 새로운 상태이며, 두 문화가 만나 새롭게 만들어 내는 상호
적 공간, 상호적 시간이 만들어 내는 상호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호문화적 현상은, 타 문화가 가져다 준 충격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의 맥락에 맞게’라는 조건과, ‘나(의 문화)의 경험과 지식’
이라는 조건을 융합하여 ‘해석’함으로써만 생겨나는 시간과 공간이다.

4.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를 배우는 행위는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지만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은 결국 ‘의사소통적 접근(communicative
approach)’을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정된 문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및 맥락과 연결되는 총체적인 문화 양상으로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인간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역동성과 가변성이 강한 살아 있는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4)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종적으로 유사하며,
사상과 종교를 유사하게 수용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4) 강승혜 외, 뺷한국문화교육론뺸, 형설출판사, 201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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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의 이질감이나 낯섦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에는 혼란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며,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결의 형태로 맞선 역사도 있었다. 다른 문화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유사함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차이점들을 확인하면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속의 문화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맥락을 고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태도의 함양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한국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이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화와 나의 문화 간에 상호문화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차이에
어떤 위계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5)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낯선 것은 그
자체로 혐오나 무시,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부정적
감정은 곧 타 문화에 대한 지나친 편견, 즉 미개하거나 열등한 것, 또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물론 의학적으로 명백히 비위생적이
거나, 과학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일들,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부당한
인권침해의 행위들이 ‘문화’의 이름 속에 버젓이 자행되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도 한두 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비합리적이거나 반인권적 상태를 숱하게 겪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을 쉽
게 문화간 우열이나 위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의 문화를 접하는 사람에게 대상 문화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
해야 하는 일종의 텍스트와 같다.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텍스트를
둘러싼 컨텍스트를 살펴야 한다. 개별 단어나 문장이 특정 맥락(컨텍스트) 속에
서 온전한 의미를 획득하듯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나 행동도 해당 문화
를 살아가는 삶의 맥락 속에서 볼 때 유의미한 행위와 사고로 해석이 될 수 있
5) 박인철, ｢이질감과 친근감: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뺷철학과현상학
연구뺸 50, 한국현상학회, 2011,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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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상 문화를 읽는 것은, 새로운 삶의 자리에 놓인 텍스트를 새로운 번
역이나 해석을 통해 의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텍스트가 있던 자리와 다른
자리에 놓임에 따라 발생하는 탈맥락화,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독자나 번
역자를 만나 발생하는 재맥락화6)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를 대
할 때에는 최대한 그 문화의 여러 부분을 살펴서 맥락을 고려하고 상대를 존중
하며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상호문화교육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함양하고,
이러한 태도에 바탕을 둔 유연한 문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태도의 형성이 바로 다른 교육 내용의 전제이자 출
발이 된다.

2) 번역을 통한 상호문화적 변화의 경험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한국문화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를 바
탕으로 다른 문화를 해석하는 기술(skill)을 배우고, 그 경험을 의미 있게 축적해
가야 한다. ‘대화의 철학자’로 불리우는 프랑스의 폴 리쾨르는 성서 해석학으로
부터 텍스트 일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상징과 타자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발전
시켜 가는 가운데, 그의 학문 여정의 끝자락에 뺷번역론 Sur la trauction뺸(2004)
이라는 저서로 두 문화 사이를 오가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눈 여겨 볼
만한 통찰을 남겼다. 여기서는 리쾨르의 뺷번역론뺸으로부터 상호문화주의에 입
각한 외국어교육에서의 ‘번역’과 ‘해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리쾨르에 따르면 번역은 “수용 언어의 독특한 자원들과 원래 언어의 독특한
자원들 사이에서 최적의 공약가능성을 탐색”7)하는 일로서, 원래 언어와 수용 언
어가 상호 존중되는 것8)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번역은 물론 어려운 일이
지만, 리쾨르에 따르면 그것은 ‘행복한 도전’이다. 번역은 도처에서 번역이 불가
6) 윤성우, ｢리쾨르의 번역론｣, 뺷폴 리쾨르의 철학과 인문학적 변주뺸, HUEBOOKS, p.193.
7) P. Ricoeur, “Reflections on a new ethos for Europ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21(5/6), SAGE, 1995, p. 5.
8) 김정현, ｢언어 번역에서 문화 번역으로: 폴 리쾨르 번역론 연구를 통한 상호문화성 성찰｣,
뺷철학논총뺸 57, 새한철학회, 2009,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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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 보이는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은 특히 시를 번역하는 경우 더욱 절
망적9)인데, 그러나 자국어와 외국어 사이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음
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완벽한 번역이라는 이상’을 포기한 후, “외국어와 모국어
사이를 끝없이 왕래”10)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완전한 번역이
란 불가능하지만, 이 ‘합치 없는 등가’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번역의 불가피함
으로 인정하고 나면 “저자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망과 저자를 배신했다는 의심을
감내할 용기”가 생겨나면서 ‘번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번역은
두 언어, 두 문화의 ‘사이’를 무한히 오가며 “이국의 언어를 환대”하고, “타자의
언어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래 텍스트와 번역의 결과물 사이의 ‘동일성’은 번역
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추정된 등가성’11) 정도가 번역의 성공 여부를 결
정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원문이 번역문으로 100% 옮겨졌다
고 확인할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것이다. 이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오역의
방패가 되어서는 물론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번역은 언제나 완벽한 전환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것과 이국적인 것 사이의 차이,
완벽하게 전환될 수 없는 차이의 공간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문화의 앙상블이다. 리쾨르는 이러한 텍스트를
번역해야 하는 번역가의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번역가의 과제란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텍스트로, 문화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번역가는 폭넓은 읽기를
통해 한 문화의 정신에 깊이 침잠하면서 텍스트에서 문장으로 그리고 끝으로 단어
차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12)

리쾨르의 이 언급은 상호문화적 한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번역’에 대해 생각
9) P. Ricoeur, 윤성우․이향 옮김, 뺷번역론뺸, 철학과현실사, 2006, p.78.
10) P. Ricoeur, 위의 책, p.88.
11) P. Ricoeur, 위의 책, p.116.
12) P. Ricoeur, 위의 책,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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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국어 텍스트를 번역
할 때, 텍스트의 개별 단어들의 뜻을 하나하나 다른 언어에서의 의미로 바꾸어
파악하고, 그 단어들의 결합으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후, 그 문장들의 결속체
인 텍스트를 번역한다.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텍스트로, 그 다음 문화로,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번역 방식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리쾨르는
그것을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어로부터 쌓아 올리는 번역은 양국의
단어들을 대역(對譯)한 사전을 앞에 놓고 단어들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하여 제거하면서 점차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일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말한 “끝없는 왕래”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향으로의 ‘추정된 가능성’ 속에서 어렵지
만 행복하게 새로운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지평의 확대를 이루는 대신, 살은 발
라지고 난 후의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원본과 유사하다고 애써 주장하는 빈약
한 결과물만을 얻게 될 공산이 크다. 벤야민이 번역가의 과제를 “외국어 속에 마
법으로 묶여 있는 저 순수언어를 자기 언어를 통해 풀어내고, 작품 속에 갇혀
있는 저 순수언어를 작품의 재창조를 통해 해방한다는 것”13)으로 정의한 것처
럼, 번역은 ‘순수언어’를 각자 다른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자 문화와 문화의 만
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재창조의 영역인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그동안 주로 의식주에 대한 정보, 한국의 역사
에 대한 정보, 성취문화/행동문화/관념문화 범주의 하위 목록, 그리고 예술 문화
와 한국 문학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이 단편적 지
식 형태로 정리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해석’의 대
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상호’ 문화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은 어떤 문제 상황이나 텍스트를 출발점
으로 하여,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그에 대한 여러 견해
들을 최대한 모아 비교하면서, 한국 문화의 폭과 깊이를 최대한 경험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섣불리 하나의 답을 확정하려 하기보다는, 학습자
13) W. Benjamin, “Die Aufgabe des Übersetzers”, 1923, 황현산, ｢번역과 시｣, 뺷잘 표현된
불행뺸, 문예중앙, 2012, p.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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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이국의 언어를 환대하는 동시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이 새로운 언
어/텍스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3) 정지용과 戴望舒의 ‘고향’ 관련 작품 번역 사례
앞에서 살펴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지용의 <鄕愁(향수)>(1927)라는 시를 접한 중국인 학습자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2020년 현재, 인터넷 검색을 통해 ‘郑芝溶’의 <乡愁>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

트에서 이 시의 중국어 번역본을 소개하고 있어서, 검색자는 아마도 한국어 원
문보다 중국어 번역본을 더 먼저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어렵지 않게 검색
을 통해 이 시와 시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즉 1902년생 정지용 시인이 1923년
일본 유학을 앞두고 이 시를 썼다는 전기적 사실에서부터, 이 시가 현재 한국에
서 매우 널리 알려진 노래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935년 뺷정지용 시집뺸에 수록된 <鄕愁>는 다음과 같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함부로 쏜 활살을 찾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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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러치도 않고 여쁠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ㅅ살을 등에지고 이삭 줏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 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 <鄕愁>

현대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띄어쓰기 등 한글 사용 규범 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해가 쉽지는 않은
시이다. 그렇지만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어 단어와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
를 파악한다면, 제목과 시의 부분부분을 통해 시 속의 ‘나’가 고향의 여러 장면을
열거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내고 있는 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어교육을 한다면, <鄕愁>가 고향을 노래하는 외국
의 시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고향을 형상화한
문학 작품들을 떠올려 보면서 중국 문화 속에서는 ‘고향’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
지, 또 그 작품 속에 마련된 고향으로부터 어떤 의미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연계
하여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상호문화적 시간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 해당 외국어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다양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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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현대시에 관심이 많았던 중국인 학습자라면 ‘향수’라는 제목, ‘고향’
을 나타내는 소재로 쓰인 ‘아버지’, ‘누이’, 가족들의 ‘도란도란’거리는 대화, 그리
고 ‘사철 발 벗은 아내’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래 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
다.
村里的姑娘静静地走着，
提着她的蚀着青苔的水桶；
溅出来的冷水滴在她的跣足上，
而她的心是在泉边的柳树下。
这姑娘会静静地走到她的旧屋去，
那在一棵百年的东青树荫下的旧屋，
而当她想到在泉边吻她的少年，
她会微笑着，抿起了她的嘴唇。
她将走到那古旧的木屋边，
她将在那里惊散了一群在啄食的瓦雀，
她将静静地走到厨房里，
又静静地把水桶放在干刍边。
她将帮助她的母亲造饭，
而从田间回来的父亲将坐在门槛上抽烟，
她将给猪圈里的猪喂食，
有将可爱的鸡赶进它们的窠里去。
在暮色中吃晚饭的时候，
她父亲会谈着今年的收成，
她或许会说到她的女儿的婚嫁，
而她便将羞怯地低下头去。
她的母亲或许会说她的懒惰，

(她打水的迟疑便是一个好例子，)
但是她会不听到这些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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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为她在想着那有点鲁莽的少年。

— 戴望舒， <村姑>

이 시는 1931년 10월, 시인이 프랑스로 유학 가기 1년 전에 창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총 6연으로 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추억 속에 있음직한 고향의 모습과
삶을 서정성 넘치게 묘사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안식처인 고향을 향한 간절한 그리
움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다. 평화로운 시골 저녁을 배경으
로 맨발로 물 긷는 순박한 시골 처녀의 모습과 그 처녀가 사랑에 빠진 심정, 그리고
어느 농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온하고 화목한 가정의 정경을 그려내어 시골 고
향 집의 풍경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석양 아래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가
족 구성원의 모습은 화목하고 평온해 보인다. 순수의 공간으로서 고향은 인간과 자
연의 조화, 합일, 그리고 화목한 가족과의 애정 어린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이
다. 이 시에 그려진 전원 속의 삶은 물질적 풍요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켜보는 시적
화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꿈꾸는
이상향이 소박한 전원, 고향의 모습이라는 것이다.14)

<鄕愁>의 “해설피 금빛”과 유사한 저녁 묘사가 <村姑(시골 처녀)>에도 있

고, “사철 발 벗은 아내”와 같이 시골에 있는 여인의 순박함을 맨발로 표현한 것,
그리고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가족의 공간을 <村姑>에서도 마련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편의 시가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고향’에 대한 인식이나 관습적 상징 같은
것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鄕愁>에는 구체적으로 ‘나’가 등장하여 이제는 찾을 수 없는, 과거 자
신이 쏜 화살을 찾는다. 그리고 <村姑>의 아버지는 가족과 집안 대소사를 주제
로 대화를 나누지만 <鄕愁>의 아버지는 대화라고는 익숙지 않은 분위기 속에
서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기만 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언뜻
14) 김희진, ｢대망서 시에 나타난 여성 상징 분석｣, 뺷중국문학연구뺸 46, 한국중문학회, 2012,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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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해 보이는 여성의 맨발이 <鄕愁>에서는 조혼(早婚) 후 일찍 고향을 떠나
온 남자의 입장에서 홀로 고생하고 있을 아내의 힘든 현실을 상징하는 쪽에 가
깝다면, <村姑>의 ‘跣足’은 대지의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맨발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두 언어와 문화 사이의 유사함과 다른 점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다른 쪽의 문
화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한편, 두 텍스
트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상호문화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번역’은 그 문
제를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정지용의 <鄕愁>의 경우 중국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편의 중국어
번역본 가운데 검색 순위 상위에 있는 세 편을 골라, 1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叽叽咕咕，说着故事的小溪
朝其中原东端绕回，
斑点的黄牛
慢吞吞叫着金色懒洋洋的喉咙，

― 这是我梦中也丢不开的地方
(https://www.sohu.com/a/380826629_695270, 许世旭 译)
[2]
朝着东方一望无垠的原野尽头
涓涓溪水蜿蜒在古老故事的脉络里，
斑斑驳驳的黄牛
在落日的金辉里慵懒哞叫的地方，

― 这方热土又怎能遗落在梦里?
(https://kr.hujiang.com/new/p426660/)
[3]
向着广袤原野的东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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潺潺的溪水在老故事里回旋，
长着斑纹的黄牛
在日落时分的金光中懒洋洋地叫唤，

― 这样的地方怎么可能被遗忘在梦中
(http://www.ryedu.net/hy/hlf/201007/19214.html)

[1]은 한국의 중문학자 허세욱 교수의 번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2]와 [3]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비교해 보면 ‘지줄대는’, ‘실개
천’, ‘회돌아나가고’, ‘게으른 울음’ 등 1연의 여러 시어에서 중국어 번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에서 ‘叽叽咕咕’를 사용하여 번역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지
줄대는’을 ‘재잘재잘’, ‘조잘조잘’, ‘지줄지줄’과 같은 한국어의 음성상징어와 가깝
게 보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 첫 구절에 독립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2]에서는 그 부분을 굳이 명료하게 강조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에 대해서도 ‘나’를 노출할 것인지, 원문처럼 감

출 것인지, 또 ‘잊힐리야’를 어떤 동사로 바꿀 것인지 등의 고민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언어 문화에 대한 번역자
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정지용의 <鄕愁>를 접하고 떠올렸던 戴望舒의 시에 대한
한국어 번역도 중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흥미롭게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1〜2연만 살펴본다.
村里的姑娘静静地走着，
提着她的蚀着青苔的水桶；
溅出来的冷水滴在她的跣足上，
而她的心是在泉边的柳树下。
这姑娘会静静地走到她的旧屋去，
那在一棵百年的东青树荫下的旧屋，
而当她想到在泉边吻她的少年，
她会微笑着，抿起了她的嘴唇。

— 戴望舒， <村姑> 1연과 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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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골 아가씨가 조용히 걸어가네,
푸른 이끼 낀 물통을 들고서;
차가운 물방울 튀겨 맨 발 위에 떨어져도,
그녀 마음은 우물가 버드나무 아래에 있네
아가씨는 조용히 그녀의 낡은 집으로 갈 거라네,
백년 묵은 감탕나무 그늘 아래의 낡은 집으로,
우물가에서 도련님과의 입맞춤을 떠올리고,
그녀는 미소지으면서, 자기 입술을 오무릴거라네.15)
[5]
시골 처녀는 조용히 걷고 있다,
이끼 낀 물통을 들면서;
튀어나온 차가운 물방울이 맨발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샘터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 있다.
처녀는 조용히 그녀의 낡은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백년의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낡은 집으로.
샘터에서 그녀의 볼에 입맞춤을 했던 소년이 생각날 때,
처녀는 입을 약간 오므리고 가볍게 웃을 것이다.16)

[4]에서 종결어미로 “-네” 를 사용하고, ‘村里的姑娘’를 “시골 아가씨’로, ‘少
年’을 “도련님”으로 번역하였다면, [5]에서는 종결어미로 “-다” 를 사용하고 ‘아

가씨’ 대신 “시골 처녀”로, ‘少年’은 그냥 “소년”으로 번역을 하였다. ‘詩’라는 텍
스트의 관습과 특성을 손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
하게 쓰이는 종결어미 ‘-다’ 대신 외국시 번역에 흔히 쓰이는 ‘-네’를 쓰는 것이
편한 방법이다. 종결어미로 ‘-네’에는 ‘감탄’의 의미와 ‘혼잣말’의 기능이 담겨 있
어 1인칭의 서정을 담아 내는 데에 적격이다. ‘-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시적
15) 김희진, 앞의 논문, p.200.
16) 朱曼曼, ｢1930년대 한중 근대시의 ‘도시/고향’ 모티프 비교 연구: 한국 모더니즘과 중국
현대파 시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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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과 운율감이 느껴지는 것은 오랫동안 시의 어미로 사용해 온 관행과 문법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조롭게 그 어미만을 사용하
면 곧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편의 시 안에서도 행과 연의 종결을
보다 자유롭게 마칠 필요가 있다.
[4]와 [5]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아가씨’와 ‘처녀’, 그리고 ‘도련님’

과 ‘소년’의 차이이다. ‘시골’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쓰일 때, ‘아가씨’라는 말과
‘처녀’라는 말은, 둘 다 미혼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준

다. ‘아가씨’에 대한 사전 풀이에 세 번째 뜻으로 “예전에,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표준국어대사전)이 남아 있기도 하다. 명확하게 경계
를 짓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골 아가씨’도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골 아가씨’보다는 ‘시골 처녀’라고 할 때 조금 더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

서 원형과도 같은 고향을 환기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원
문의 ‘少年’을 ‘도련님’으로 번역한 데에도 각각 ‘처녀 ― 소년’보다는 조금 더 귀
하거나 높임의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로 짝을 맞추어 ‘아가씨 ― 도련님’의 짝을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굳이 ‘-네’ 어미를 사용하지 않
고 운문성을 표나게 구현하는 번역을 하지 않았던 [5]에서는 원문의 의미에 충
실하면서 ‘처녀 ― 소년’의 짝을 번역의 결과로 내놓았다.
이상의 대비와 분석을 통해 살펴본바, 중국인 학습자라면 정지용의 <鄕愁>
와 戴望舒의 <村姑> 두 편을 계기로, 비슷한 시기의 ‘농촌’과 ‘고향’이 가지는
의미의 유사함과 차이점, 그리고 현대에도 이 작품들이 널리 읽히는 문화 현상
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두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 두 시가 서로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통해 ‘시’를 시답게 만드는 관습(텍스트성)에서부터, 원문의 주어 ‘나’ 없는 설의
법 문장을 주어 및 의문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문장 단위의 문제, 또 각
어휘가 양쪽의 언어에서 가지는 미묘한 의미의 장(場)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여
러 어휘 의미의 섬세한 변별을 위한 상호문화적 시공간을 확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수월한 여건, 그리고 여러 언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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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이 웬만한 수준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도구적 편리함을 갖춘 상황에서 이러
한 문화 탐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해당 언어를 이루는 여러 문화 현상들에 대한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단편적 고정
지식의 상당수는 각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기기들을 활용하여 쉽
고 편리하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그러한 지식
을 교육의 장에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해질 일은 없겠으나, 향후
외국어교육의 ‘문화 교육’은 이제 다른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타자성의
거울을 통해 나를 성찰하며 변화시키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단지 여러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다른 문화에 나
를 비추어 보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태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해석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호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문화교육의 본령이
될 것이다.

5. 맺는 말
상호문화주의는 그동안 주로 유럽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
는 현대 사회에서 ‘상호문화’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외국의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SNS 계정에 바로 댓글을 남기는 일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형태의 소통이었으나, 이제는 문자는 물론 사진과
영상으로 언어와 국경의 한계를 넘어 의미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한국어에는 ‘사이’라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 ‘벽과 책장 사이’는 두 사
물이 거리를 두고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고, ‘2시(時)부터 3시 사이’는 한때
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여기에 더하여 ‘선후배 사이, 허물 없는 사
이, 사이가 좋다’에서 ‘사이’는 사람과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나 정분을 의미한다.
앞에서 다른 문화와 접했을 때 만들어졌던 ‘상호적 공간’과 ‘상호적 시간’들을 가
리켜, 한국어에서 매우 절묘하게 두 의미 모두로 사용되는 ‘사이’라고 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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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며, 이 ‘사이’는 다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또 하나의 ‘사이’로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nterculturalism, 상호문화주의 (相互文化主義)는 이질
적인 두 문화의 ‘사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
를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시간적으로) 지속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그 사이
를 통해 두 문화 간에 (관계적으로) 보다 나은 ‘사이 좋음’의 상태를 마련해 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마련되는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의 문제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교육 가운데에서도 특히 ‘성찰’과 ‘변화’가 상호문화간 대화의 요체임을 확인하
였고, 외국어교육의 장에서는 맥락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태도를 함
양하고, 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가운데 해석을 통한 상호문화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향’을 다룬 정지용과
戴望舒의 시 번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바

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짧은 글을 통해 상호문화적 관점의 문화교육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에
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향후 한중, 중한 문화교육의 상호적 시공간이 더욱 유연
하고 다양하게 확보되어 개인들로서는 자신의 앎과 역량을 확대하며 문화적 지
평을 넓히기 위한 탐구를 지속하고, 국가적으로는 양국,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적
인 ‘사이’를 구축하는 다양한 계기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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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s of Korean EducationThe Direction of Korean Culture Education
from a Intercultural Perspective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iterary Works

Kim, Jungwoo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xperienc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nese from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Interculturalism is a philosophy of exchange that emphasizes dialogue and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beyond recognizing various cultures as
they are. In the field of education, interculturalism is also the attitude of
learners to look back on themselves and try to change themselves in the course
of their interaction. Intercultural competencies, the power to practice based on
the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are the abilities to recognize and accept
different cultures and determine how one will shape and change one's identity.
Intercultur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an education that allows one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target language and reflect on oneself through
its understanding. And it values an attitude of respect for other cultures and
experiences of intercultural change through interpretation. In order to clarify
intercultural Korean language education, we compared and analyzed how Jeong
Ji Yong's “Hyang-su” and Dai Wang Shu's “Cun Gu” were translated through
the languages of the two countries, and this translation comparison show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ures.
Intercultural competencies will account for a great proportion of the foreign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in the future.
Keyword

Interculturalism, Interpretation, Jeong Ji Yong, Dai Wang Shu,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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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情之眞’으로 접근한
柳下 洪世泰의 天機論적 시학관 연구
김 휘*

국문요약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여항시단의 대표주자인 洪世泰(1653—1725)의 性情之真을 근간으로
하는 天機論 시학관을 분석할 것이다. 여항계층은 조선 후기의 사회가 몰락일로를 걷던 역사
적 시기에 나타난 특수 집단으로서 양반 사대부와 하층민 사이에 처했던 계층이며 中人이라
고도 한다. 洪世泰는 타고난 시재를 갖추었지만 세대로 물려받던 中人신분으로 하여 불우한
일생을 보내야만 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생존상태에서 洪世泰는 신분적 우열이 빚어내는 사
회적폐를 예리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신분과 계층의 불평등은 여항문인과 여항문학의 온전한
발전을 저애하는 사상적 멍에임을 의식했다. 이로 하여 洪世泰는 사대부 문학의 문이재도사
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개중의 性情之正 이념을 性情之真으로 대체시켜 天機論적인 시학
이념을 고양하기에 이른다.
洪世泰가 추구한 미적 이상은 흔히 간결하고도 평이한 시어로 가장 자연스럽고 진솔한 정

감을 읊어내는 것이며 기법 상 흔히 현실과 자아 사이의 내적인 정감을 자연스럽게 융합시켜
범상한 경물묘사 속에서 깊은 인간적 사고를 끌어내면서 다양한 정서와 진솔한 정감을 무애
적이고도 순창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 그의 현실비판 성격을 띤 일부 시가작품은 사회의 불
평등과 민고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강한 사회비판 의식과 비분강개한 정서를 토로해내고 있다.
이처럼 洪世泰는 창작을 통해 생명 개체의 真諦를 의식하고자 했으며 현실을 통해 느낀 삶에
대한 깊은 체험과 체득을 시에 담아냄과 아울러 생명과 현실 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本性에
대한 思考를 보여주려 했다.
주제어

홍세태, 성정지정, 성정지진, 천기론, 유정의 미학

* 중국 연변대학교 조한문학원 조선어학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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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洪世泰의 天機論적 시학관을 性情之真으로 읽고자 하였다. 홍세
태가 소속된 여항계층과 그 문학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의 뺷조선한문학사뺸(1931
년), 구자균의 뺷한국평민문학사뺸(1982년)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지난 세기
70년대1)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80년대2)에 들어서서부터 여항문학에 대한 주

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여항문학에 대해 문학론을 둘러싼 포괄적인 연구
가 진행되었다. 또 여항문학을 문학사와 문학사조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했거나
여항문학의 가치정의와 자리매김 시도와 함께 여항문학 자체의 흐름을 논의한
성과3)들도 보이며 洪世泰의 작품과 창작특성4), 性情, 性情之正과 性情之真 및
1) 정옥자, ｢조선후기 문풍과 위항문학｣, 뺷한국사론뺸 4, 서울대 국사학과, 1978.
2) ______, 뺷시사를 통해 본 조선말기의 중인층뺸, 지식산업사, 1981; 성범종, ｢송석원시사와
그 문학｣, 뺷국문학연구뺸 53,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81.
3) 임형택, ｢여항문학과 서민문학｣, 뺷한국학 연구입문뺸, 지식산업사, 1981; 송재소, ｢실학파
의 시와 여항인의 시｣, 뺷한국문학 연구입문뺸,지식산업사, 1982;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
학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2; 천병식, ｢조선후기 여항시사 연구｣, 단국대 박사
학위논문, 1988; ______, ｢여항시사의 결성 원인에 대하여｣, 뺷국어교육뺸 63,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1988;이상진, ｢조선후기 여항문학의 전개과정과 문예의식｣, 성균관대 박사학위논
문, 1991; ______, ｢초기 여항시선집 연구-<육가잡영>, <해동유주>에 대하여｣, 뺷한국한
문학연구뺸 14, 한국한문학회 1991; 채환종, ｢조선후기 여항문학과 사대부-신정하, 신방,
홍세태, 정래교를 중심으로-｣, 뺷한국문학논총뺸 15, 1994; 김정일, ｢조선후기 여항인물전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김남기, ｢낙송루시사의 활동과 시사의 의의｣, 뺷한
문학보뺸 25, 우리 한문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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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機論5)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양산되어 있는 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여항문학의 형성과정과 발전역사를 소상히 갈무리해 냈고
여항문학의 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깊이있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여항문학과 그 문학론인 天機論에 대한 연구는 풍부한 성과를 쌓았음에도 불
구하고 우선 여항문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그 초창기
로부터 쇠퇴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논의한 성과가 주류를 이룬다.
더 아쉬운 점은 여항문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인 홍세태에 대한 연구 또한
문학관을 관조한데 그쳤거나 그의 시세계에 대한 주제 분류의 형식으로 작가의
식을 논의한 성과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홍세태가 주장한 天機論에 대해서도
이를 홍세태의 창작관이거나 문학이념으로 논의했을 뿐 역으로 天機論을 미학
적 평가기준으로 그의 시세계를 조명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이를 감안하여 홍세태가 주장했던 天機論 중의 性情之真은 시세
계에서 어떻게 체현되었고 天機論를 기반으로 그가 추구했던 미적이상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고찰해보려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본문은 두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즉 2.1에서는 洪世泰
의 문학활동 동시기 여항문학의 제반 상황과 洪世泰의 개인적 삶을 간단히 짚
어본데 이어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사대부문학의 핵심인 재도론과 도문일치 중

4) 한태문, ｢<해동유주>연구-유하의 편집의식을 중심으로-｣, 뺷한국문학논총뺸 13,1992; 정
병호, ｢홍세태의 전(傳)과 소설(小說)｣, 뺷복현한문학뺸 9, 경북대학교 복현한문학회, 1993;
박수천, ｢유하 홍세태의 시문학｣, 뺷한국한시작가 연구뺸 13, 한국한시학회, 2009; 김성은,
｢홍세태 시에 나타나는 결핍의 의미｣, 뺷어문학뺸 112, 한국어문학회, 2011.
5) 임유경, ｢위항시집 序·跋에 나타난 문학론｣, 뺷태동고전연구뺸 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
소, 1984; 최신호, ｢조선후기 시론의 형성과 인식의 기반｣, 뺷원광한문학뺸 2, 원광한문학회,
1985; 이승수, ｢17세기말 천기론의 형성과 인식의 기반｣, 뺷한국한문학연구뺸 18, 한국한문
학회, 1995; 김혜숙, ｢한국한시론에 있어서 천기에 대한 고찰(2)-천기와 성정-｣, 뺷한국한
시연구뺸 3, 한국한시학회, 1995; ______, ｢한국한시론에 있어서 천기에 대한 고찰(3)-조선
시의 완성과 시인의 재능-｣, 뺷한국한시연구뺸 28, 한국한시학회, 2010; 이동환, ｢순자연에
서 천기론으로｣, 뺷한국학논집뺸 2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0; 정길수, ｢천기론의 문
제｣, 뺷한국문화뺸 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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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性情之正를 논의함으로써 2.2에서 洪世泰의 性情之真의 미학사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어 현실반영의 시각에서 性情之真의 발현과
唯情의 미학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예술창작과 性情之真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짚어 보았다. 3에서는 洪世泰의 구체적인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性情之真과 삶과의 관계, 즉 예술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초
점을 맞추었다. 생생한 삶의 현장은 날것으로서 시가 될 수 없으며 역으로 삶의
현장이 없는 예술은 관념론에 머물 뿐이다. 이러한 시점으로 볼 때 洪世泰의 시
는 삶의 현장과 자기만의 시적 형식을 골고루 겸비한 셈이다. 그의 시는 또 주변
부적 불안과 아픔을 시어로 다듬어내는 과정에서 시대적 징후를 반영해보이고
있다. 고로 洪世泰의 시는 조선시대 시단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대중, 내지는 평민예술의 의미를 다시 음미해보게 한다. 필자는 금후 洪
世泰의 개인적 감수성 속에 내재해있을 수도 있는 근대적 감수성을 주목하면서
洪世泰 후의 性情之真의 영향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性情之正과 性情之真
1) 재도론과 도문일치 중의 性情之正
조선의 건국과 치국이념은 성리학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성리학은 역시 문학
의 기반이기도 했다. 성리학으로부터 잉태된 도문일치의 문학관인 재도론은 16
세기에 이르러 이론의 완만한 정립을 맞이하면서 확고하고도 지배적인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문학과 문장은 道를 담는 그릇이라는
전제하에 일관성을 띠고 전개되었다.
재도론은 문학이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심성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
로 도를 추구해야 하며 그러한 도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닌 본연의 性
情을 도야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李滉은 시는 性情에 근본 한 것이므로 참된 시를 짓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고 주장하는 동시에 性情이란 정욕이 배제된 인간의 순연하고 본연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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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 곧 인간이 지켜야 할 도의의 근본으로 되며 또 반드시 올발라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李滉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인간학이다.6) 이 논
리는 문학창작 역시 문학을 위한 문학일 것이 아니라 도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지침으로 되는 문학이라야 한다는 것으로서 도덕적인 측면과 심미적인 측
면에서 문학은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표를 전제로 내들었다.
李珥는 마음속의 본연지성인 도를 깨우치면 그 도가 威儀와 言辭에 자연스럽

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言辭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은 인의도덕이 합당하
게 흘러나올 때라야 성현의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성현들의 문
장은 합리적이면서도 그 뜻이 깊고 도의에 맞아 문장의 아름다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다. 主氣論者로서 理와 氣의 조화 또는 원융이라 할 수 있는 理
氣之妙를 주장했던 李珥는 이처럼 문학의 가치평가 기준을 역시 도에서 찾으면

서 理의 형이하학적 대상인 도의 올바름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생성과
정에서 氣의 움직임인 性情에 대해서도 문학의 궁극적인 지향은 性情之正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두 사람의 문학관은 궁극적으로 도문일치로 합치된다. 구별이라면 李滉은 도
문일치에서의 도를 본연지성으로, 李珥는 性情之正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보
다시피 재도론은 인간의 정감을 인간의 욕망으로 보고 이를 도심으로 다스려 순
수하고도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문학에서 性情之
正의 발현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덮어놓고 性情之正의 발현만 중시

한 재도론은 도를 배타적으로 절대화함으로써 본디 교훈적, 교화적 내용을 담고
있었던 士林파 문학의 가치마저 떨어뜨리게 하여 현실과는 점점 괴리되는 자기
관념론으로 전락되고 말았다.8)
17세기에 이르러 중국에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교체된 뒤 청나라 실학사

상의 東漸은 조선에서 북학파의 형성을 불러 왔고 문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재검
토의 일환으로 문학론의 전개방식도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학이 무엇이
6)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뺷조선유학의 학파들뺸, 예문서원, 1997, p.148.
7)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위의 책, p.203.
8) 조동일, 뺷한국문학사상사시론뺸, 지식산업사, 1984,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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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떤 구실을 하는가 살피는 작업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과거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문학은 유학의 경전을 모범으
로 삼고 중국 전래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심성의 바른 도리를 전하는 載道之器
여야 한다는 기본 명제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문학담당층이 확대되고 문학
의 실상이 크게 달라지는 데 따라 문학사상 또는 문학론에서도 중세적인 규범에
대한 찬반론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許筠에서 金萬重을 거쳐 朴
趾源으로 이어졌다고 계보를 댈 수 있는 혁신론자들은 성현의 도리니 오랜 규범

이니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당대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문학을 옹호하는 논리
를 마련하려 했으며9) 재도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인간의 심성이
지니는 본원적인 순수성으로서의 性情之真을 표현해야 한다는 표현론, 개성론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0) 일부 사대부 계층에서 재차 거론된 天機도 역시 이러
한 맥락에서 성리학에 근거를 둔 재도론에 대한 반발로 대두했다. 그들의 핵심
적인 관점은 天機란 인위적인 수식이나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현된
순수한 마음, 또는 嗜慾이 배제된 천성일 뿐 거기에 굳이 의식형태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시는 理와 관련되는 학문에서 나온 것
이 아니며 그와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라는 데에 이어 性情에 대해서도 윤리적
선악의 구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이, 가식되지 않은 情의 진실한 발로라고 주장
했으며 시를 情의 진솔한 표현으로 평가하고 思无邪를 선악의 문제와 분리했
다.11) 한마디로 표현론, 개성론은 17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시대를 지배했던 재
도론적 문학관의 도덕적인 당위성과 엄연히 대립하면서 논쟁의 시작으로 되었
고 조선의 중반기에서 후반기에 걸쳐 시론 등의 문학이론에서 天機論이 한때의
유행처럼 적잖게 제기되었다.12) 다시 말해서 이 시기 재도론적 문학관은 상대적
인 개별성, 즉 개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감정 등에 바탕을 두려는 새로운 문학관
9) ______, 뺷한국문학통사뺸 3, 지식산업사, 1994, pp.126-127.
10) 황패강 등, 뺷한국문학 연구입문뺸, 지식산업사, 2003, p.292.
11) 김흥규, 뺷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p.236.
12) 정요일, ｢천기의 개념과 天機論의 의의｣, 뺷한문학보뺸 19권, 우리 한문학회, 2008, p.249；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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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전을 받게 되었는바 재도론에서 性情에 대한 道義의 교화를 강조하는데
반해 새로운 문학관은 하늘과 性情을 연결시켜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시도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정감상태의 표현을 의미하는 天機, 眞機, 天性, 性靈 등
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체의 논의를 전개해 나갔고 나중에 天機로 통합되었으
며 17세기 말 이후의 비평사에서 天機는 거의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13)
물론 양반 사대부들에게서도 물론 이런 진솔하고 자유로운 인간성의 표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심성의 도야에만 편중하면서 문학을 교화의 수단으로
만 생각했던 것이 사대부와 여항 두 계층의 문학을 뚜렷이 구분 지은 가치기준
으로 되었다고 본다.
許筠은 조선시대에 최초로 시가의 性情 본질을 고양하고 唐詩를 숭상한 시

인으로 알려져 있다. 性情의 본질에 대해 許筠은 性은 천성, 즉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인간의 속성이며 情은 정감으로서 인간의 희로애락이라고 하면서 性情을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되는 정감이자 시가의 보귀한 품질로 보았다.14) 이처럼 시
를 짓는 데 기교에만 힘쓰지 말고 인간의 性情을 진실되게 표현하라는 문학론은
許筠으로부터 구체화되었다.15)
…일찍 시의 진수는 시경 3백편에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 온유돈후함
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분발하게 하며 스스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바
국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아와 송은 이의 길에 들어서서 성정으로부터 멀어졌다.
…16)

인간의 타고난 정감의 소산인 시에 대한 許筠의 관점이다. 國風은 온유돈후
함으로 하여 性情의 진실한 표현을 갖추었으며 雅와 頌은 理에 빠져들어 性情

13) 이승수, ｢17세기말 천기론의 형성과 인식의 기반｣, 뺷한국한문학연구뺸 18, 1995, p.308.
14) 孫德彪, 뺷朝鮮詩家論唐詩뺸, 民族出版社, 2006, p.57.
15) 김정일, ｢조선후기 역관문학 연구-譯官四家를 중심으로-｣, 뺷국어국문학뺸 17, 1998, p.111.
16) “…嘗謂詩道大 備於三百篇 而其優遊敦厚 足以感發懲創者 國風爲最盛 雅頌則涉於理
路 去性情稍遠矣”…, 許筠, ｢題唐絕選刪｣ 序, 뺷惺所覆瓿槁뺸 卷五, 뺷韩国文集丛刊뺸 74,
다른 생각, 2007,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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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실한 표현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雅와 頌을 애초부터 性情에
대한 규제와 억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한다면 國風은 백성들이 그 어
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고도 자연스러운 性情을 언어로 표현했기 때
문에 그 가치는 더 높다는 논리이다. 이는 李滉과 李珥 등 사대부들이 강조해오
던 올바른 본연지성이나 理를 바탕으로 한 性情之正과는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性情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재도론자들과는 달리 許筠은 도덕과는

무관하게 심성의 본원적인 순수성 자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性情을 거론하고
性情을 긍정적으로 보고17) 있었기 때문에 國風에 대해 고평을 주고 있는 것이

다.
許筠의 논의를 개괄하면 그는 性情의 진실한 표현이 참된 시를 구성한다고

하여 性情을 시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許筠이 말하는 性情은 재도론
의 관점에서 말하는 도의의 근본인 性情之正과는 대립하는 것인, 인간의 심성이
욕망이나 허위에 물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참된 정서로서 이것이야말
로 시에서 추구해야 할 바이며 시란 바로 인간이 본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性情
之真의 발로라는 것이다.

2) 洪世泰의 性情之眞
홍세태의 문학론은 사대부와의 교류 속에서 싹텄다고 보인다. 특히 金昌協·
金昌翕에게서 받은 영향은 그의 天機論의 根幹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여진다.18)

홍세태는 金昌翕과는 동년배로 어릴 적부터 친분을 다져왔고 형인 金昌協은 스
승으로 모시고 학문적인 영향은 물론 여항시집 뺷해동유주뺸의 편찬을 조언받는
등 여항문단에서의 위상을 한층 수립하는 데서도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金昌協
은 性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의를 펴고 있다.
…나는 시란 성정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오직 천기에 깊은 자만이 능할 수 있다.
17) 김흥규, 앞의 책, pp.47-50.
18) 이상진, ｢조선후기 여항문학의 전개과정과 문예의식-천기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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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구레한 일에 구애되어 율격만 시시콜콜 따지는 데만 애간장을 태우면서 억지로
다듬어 공교롭게 드러낸 시를 만들고는 스스로 시인이라고 하니 이들에게 어떻게 참
된 시가 있겠는가…19)
…시는 성정이 발한 것이며 천기의 움직임이다. 당인의 시는 그 정수를 얻었던 까
닭에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지금은 이
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성색을 모방하고 기격에 힘써서 옛사람을 좇으려 하니 이 겉
치레는 혹시 옛 시와 방불하겠지만 기상이나 신바람은 도무지 다르다. 이것이 바로
명나라 시인들의 잘못이다. …20)

金昌協은 시의 본질에 대해 性情을 표현하되 天機가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

했다. 여기서 金昌協이 말하는 性情은 재도론에서 말하는 교화와 存心养性을
위한 性情之真이 아니라 역시 인간이 지닌 진솔한 참된 性情을 의미한다. 金昌
協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여항문학의 문학관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다. 즉 여

항인들에게 있어 시란 신분적인 차별이 낳은 모든 제약을 넘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본원적인 심성, 즉 性情을 살려 만든 것이라야 眞詩라는 논리였다.
여항문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하여 胥吏와 中人, 庶孽 등 신분
계층이 새롭게 역사 무대에 등장하면서 숙종(1674—1720 재위) 때로부터 대두했
다.21) 이때로부터 조선조 말까지 약 2세기 반 동안 여항문학은 발생, 발전과 쇠
퇴의 과정을 겪었다.
17세기 이후부터 조선사회는 中人이라는 집단이 점차 대두하면서 하나의 새

로운 신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주로 醫官과 譯官에 종사하던 中人층
은 대체로는 기술직 中人으로 불리면서 京衙前을 핵심으로 하는 胥吏군체와 함
께 전속 성격을 띤 여항문학을 펼치게 되었다. 그들의 문학은 17-18세기에 와서
19) “…餘謂詩者 性情之物也 惟深於天機者能之 苟以齷齪顛冥之夫 而徒區區於聲病格律
掏擢胃腎 雕鎪見工 而自命以詩人 此豈複有真詩也哉…”, 金昌協, ｢松潭集｣ 跋, 뺷农庵集
뺸 卷二十五, 뺷韩国文集丛刊뺸 162, 다른 생각, 2007, p.199.
20) “…詩者性情之發 而天機之動也 唐人詩有得於此 故無論初盛中晚 大抵皆近自然 今不
知此 而專欲摸像聲色黽勉氣格 以道踵古人 則其聲音面貌 雖或仿佛 而神情興會 都不
相似 此明人之失也…”, 金昌協, ｢雜識｣, 위의 책卷三十四, p.373.
21) 고정옥, 뺷조선문학에서의 사조 및 방법 연구뺸, 과학원출판사, 1963,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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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사대부가 아닌 계층, 다시 말하면 中人층을 중심으로 하여 때로는 常人과
賤人까지 포함되는 하급계층이 한문학 활동에 대거 참여하게 된 사실에 주목하

여 신분이 미천한 계층의 한문학 활동을 가리킨 것이며 편의상 당시대인의 용어
를 그대로 빌어 ‘여항문학’이라고 한다.22)
여항인들은 중세의 정치적 사회질서가 점점 쇠퇴하고 붕괴되어가면서 근대적
인 제반 사회적 요소들이 점차 싹트기 시작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조선후기
문단에서 두각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작했던 집단으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직업상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노렸고 사회 제반
분야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과 함께 불우한 처지에서 겪고 있는 울분
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교사상의 공소한 이론이나 당쟁의 적폐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겪는 갈등, 자신의 삶에 부딪혀오는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항거를 한시라는 표현형식을 통해 표현해냈는바 여항인
들이 정치에서 소외된 점은 오히려 당쟁에 휘말리지 않고 시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은 이점으로도 되며23) 여항문학이 비분강개한 기조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외면 혹은 도피의 입장에서 각지를 방랑하였는가 하면 명
승고적을 찾아다니기도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애의 정서와 과거에 대한 추
억, 미래에 대한 동경, 문학을 통한 당대 사회구조와의 충돌 등 정서를 시로 표
현하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서 홍세태는 천기론의 고양과 함께 최초의 본격적인
시사라 할 수 있는 洛誦樓시사의 흥기와 ｢海東遺珠｣의 편찬을 주도하면서 여항
문학을 정립시키는 데서 큰 활약을 펼쳤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항시인은 국제와 과거에서 제외되어 이에 연연하지 않는다. 서울
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타는 가식을 떨지 않으며 오히려 여유작작하게 시사를 이루어
문장을 읊으니 그 대가는 능히 옛적의 문장가를 따를 만하며 또 여러 사람이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고 평범한 여항문인이라 해도 그럴듯한 시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

22) 정옥자, 뺷조선후기 문화운동사뺸, 일조각, 1995, p.189.
23) 천병식, ｢조선후기 위항시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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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사대부 吳光運은 여항인들은 마음을 비우고 세속의 명리에 물젖지 않았기에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다고 긍정한다. 여항인들은 이처럼 사회적 지위와 신분
적 차별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대한 긍정을 과시하려 했다. 문학이라고 하면 드
팀없는 지고의 지위에 있었던 주류적인 장르인 한시 분야에 굳이 발을 들여놓고
이에 전념한 것도 사대부계층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보아도 여항인 계층의 한시문학은 자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문학을 상대하여 그 아류로 떨어질 경지에서 충
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유하는 만년에 자작시를 갈무리하고 백은 70냥을 베개 밑에 감춰 두었고 늘 문
생들에게 앞으로 나의 시집을 간행할 자금으로 쓸 것이니 잘 기억해두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아, 문인들은 예로부터 죽은 뒤 이름을 남기려 했구나! 비록 그의 시는 널
리 알려져 저마다 읊고 있지만 귀가 먼 유하에게 어찌 들릴 리 있으랴? 또 그가 죽은
뒤 그의 시를 옥에 새겨 비단으로 싸둔다 해도 그는 기쁨을 모를 것이고 그의 시를
불에 넣고 물에 썩힌다 할지라도 그는 화낼 줄 모를 것이다. 죽은 뒤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지라 그럴 바에는 살아생전에 백은 70냥으로 돼지고기와 술을 사다가 70
일 동안 즐겁게 먹고 마시며 평생 기아에 허덕였던 배를 달래주기만 한가…25)

洪世泰의 일생을 주목하면서 그의 시재를 높이 평가하고 그의 형편을 동정했

던 李德懋의 글에서 그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토록 궁색한 살림살
이를 하면서도 백은 70냥만은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죽어서도 자기의 이
24) “…閭井之人 限於國制科舉 無所累其心 生於京華 又無方外孤絕之病 得以遊閒詩社 歌
詠文化 大者能追步古作者 蔚然為家數 小者亦能溺娜成腔調…뺶, 吳光運, ｢昭代風謠｣
序, 뺷藥山漫稿뺸 卷十五, 뺷韓國文集叢刊뺸 211, 다른 생각, 2007, p.47.
25) “…柳下老來 手自刪定其詩 枕中貯白銀七十兩 甞誇視諸門生曰 此後日刊吾集資也 汝
輩識之 噫 文人好名 自古而然也 今人人雖爛誦其詩 柳下耳朶已朽 安能聽之 旣歸之後
雖繡裝玉刻 不可喜也 雖火燔水壞 不可怒也 寂然無知又何論其喜怒哉 何不生前 把銀
作七十塊 沽豬肉白酒 爲七十日喜歡 緣以澆其一生枯膓也…”, 李德懋, ｢耳目口心書｣, 뺷
青莊館全書뺸 卷五十, 뺷韓國文集叢刊뺸 258, 다른 생각, 2007,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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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던 洪世泰의 박절한 욕망이었다. 여항인들의 이러한
문학 행위와 편력은 사실 자신들이 양반 사대부의 신분과 같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상실된 자신들의 위치
를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26)
또 평생 불우를 감수하며 살았던 洪世泰였지만 문집의 ｢自序｣를 보면 출신보
다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대한 우월감 의식이 뚜렷하다.
나는 5세가 되자 책을 읽을 줄 알아 서당 선생한테서 여러 권의 책을 배웠고 글의
내용도 대강 알 수 있었다. 조금 커서는 경사 외에 제자백가도 빼놓지 않고 두루 독
파했다.…27)

이처럼 어려서부터 학문에 타고난 재능을 갖췄지만 洪世泰는 1675년(숙종 1
년) 23세에 雜科의 漢學官에 합격하여 吏文學官28)이 되었으나 그나마 현직에
는 오르지 못했고 그 뒤 46세 때에야 비로소 보임되었다. 이 시기는 또 洪世泰의
시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鄭來僑가 쓴 洪世泰의 묘지명
에도 이에 대한 경위가 적혀있다. 당시 중국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와 문인들
의 시를 보려고 하자 좌의정 崔錫鼎이 숙종에게 洪世泰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에 힘입어 吏文學官에 보임되었던 것이다. 그 뒤로는 인생의 중, 노년기부터
承文院 制述官, 屯田長, 通禮院 引儀 등 직무를 역임한 적 있지만 中人신분인

탓으로 더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고 쩍하면 파직당하는 부침을 거듭했다.

26) 천병식, 앞의 논문, p.35.
27) “餘生五歲 則知讀書 從塾師受數卷書 已能通大義 既長讀經史外 諸子百家無不遍覽…”
洪世泰, ｢自序｣, 뺷柳下集뺸 序, p.305. 본고에서 인용한 뺷柳下集뺸은 뺷韓國文集叢刊뺸 167
(다른 생각, 2007)중의 뺷閭巷文學叢書뺸 제1책에 게재된 뺷柳下集뺸을 기초자료로 인용한
다.
28) “吏文學館은 조선시대 事大交鄰에 대한 문서를 장관하던 부서인 承文院에 소속된 잡기
관이였다. 외교와 관련된 특수한 문체인 吏文의 해석과 작성을 담당하는 외 서책의 편찬
이나 주해, 번역작업 등을 맡기도 하였다. 吏文學館은 중종 때 처음 설치되어 庶孼들로
충당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 신분이 낮은 문사들, 특히는 庶孼들을 위한 관직으로 인식
되었다.” 장진엽, ｢洪世泰의 사행문학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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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으로서의 洪世泰는 슬하에 8남 2녀를 두었지만 모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러한 인생의 비극은 자신을 항상 고결한 선비로 인식하면서
성현의 길을 걷고자 했던 이상과 中人이라는 신분적 제한으로 인한 현실과 충돌
하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그에게 막대한 괴로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洪世泰의 시론은 金昌協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문학은 기질이 무

욕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하여 생긴 性情의 발로이며 인간의 정감을 꾸밈없이 표
현해야 한다는 金昌協의 논리는 洪世泰에게 있어 여항문학의 창작활동과 문학
이념을 정당화해나갈 수 있는 계발을 제공한 것으로 된다.
洪世泰는 시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다. 문집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근근이 文, 序, 跋에서 시의 개념, 작시과정의 방법론적 견해, 시에
대한 평가기준 등 방면을 둘러싸고 개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 고작이다. 하지
만 문집에 산재한 이런 견해들을 수집ㆍ귀납해보면 天機論에 대한 洪世泰의 주
장이 뚜렷이 보인다.
첫째, 洪世泰는 명나라의 擬古主義를 답습하고 있던 당시의 문단상황을 예리
하게 비판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을 주장하였다.
…세도가 혼탁하고 문장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여항은 물론이고 사대부들한테서
도 참된 시가 거의 나오지 못하니 시도는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 29)

여항문인이나 사대부문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른 사람의 시를 모방하고 문장
에 대한 허무한 분식을 하는 데만 주력하면서 시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 이는 金昌協이 당시 시단의 폐단을 꼬집은 것과 비슷한 관점이다.
始輟咨文草

관아문서 마치고 나니

身閑趣可知

한가로움의 맛도 알겠네
시내가 농가에선 밥 짓는 연기 오르고
빗속의 참새도 가지에 모여 드네

煙生溪上屋
雀聚雨中枝

29) “…世道混濁 文場荊棘 即無論閭巷 至於大夫之間 罕聞有詩 今日詩道 幾乎亡矣…”, ｢雪
蕉詩集｣ 序, 洪世泰, 앞의 책卷九, 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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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緣有憂樂

걷다가 바둑판 눈에 띄니
쌀밥 향기에 허명 꿈도 깨네
무상한 걱정과 즐거움

寫出即真詩

그대로 그려내면 바로 참된 시라네30)

末路看棋累
浮名覺黍炊

洪世泰의 문학이념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공문 작성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둘러본 주변의 풍경 속에서 시상이 떠올라 지은 시로 볼 수 있겠다. 눈에 비껴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모두 일생의 희로애락과 영욕부침을 연상시킨다고 읊조리
고 있다. 또 평범한 일상에서 느낀 평범한 정감이라 해도 그것이 우울함이든 희
열이든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 참된 시라고 말한다. 즉 洪世泰의 真詩 기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시로 생기는 희와 비의 정감을 여실하게 읊으면 바로 제대로
된 시라는 것이다.
…시라는 것은 성정에서 나와 소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읊으면 정신
은 물론 하늘도 따르는 묘함을 갖춘다. 이것이 곧 최상의 시다. 시를 짓는 데서 만약
기교에만 치중하여 까다롭고 난해한 말만 고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교로움만 일삼
는다면 이는 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31)

보다시피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읊은 시라면 神과 하늘도 따라주는 妙가 있게
된다는 주장은 작가의 마음과 객관적 경물이 하나로 융합되며 이를 꾸밈없이 읊
으면 그 속에 천지와 자연의 오묘함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金
昌協의 “性情之真에서 발동되어 우러난 시라야 天機가 돋보이는 시”라는 真詩
觀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洪世泰는 天機의 표출을 시가창작의 궁극적인 미적 추구로 보았다. 시
를 ‘小技’로 보아온 것은 당시 문인들의 통상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洪世泰도
이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명리에 집착하고 마음에 지나침이

30) ｢呈南邻｣, 洪世泰, 위의 책卷十一, p.518.
31) “…窃謂詩者 出於性情 達乎聲音 諷之自然有神動天隨之妙者 斯爲至矣 若夫務奇巧爲
險澀語 以人所難解爲工 非知詩者也…”, ｢自序｣, 洪世泰, 위의 책,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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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天機가 嗜慾에 가려져 시다운 시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
…시는 하나의 소기이다. 그러나 명리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번거로움이 있으면
능할 수 없다. 장자가 말하기를 “기욕이 많은 자는 천기가 얕다”고 했거늘 옛적부터
시에 능한 사람은 초야에서 많이 나왔고 부귀와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꼭 시에
능하다는 법은 없다. 이렇게 볼 때 시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역시 사람까지도
가려볼 수 있는 것이다. …32)

洪世泰가 말하는 天機도 역시 인위적인 수식이거나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연적인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데 욕망이 적은 여항인들은 당연히 시다
운 훌륭한 시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욕망과 시가 창작에 대해 洪世泰는
洛社의 동인으로 함께 활동했던 崔承太33)의 문집 서문을 써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개 마음이 깨끗하고 욕망이 없어서 세상일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고 즐기는
것은 오직 시뿐이었다. 고로 시에 능할 수 있었다.…34)

나아가 창작에서 天機의 발로와 眞詩 대해 洪世泰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
다.
…잔을 들고 시를 읊으면 그 예리함과 참뜻이 용솟음치고 평범한 데서도 기발함
이 돋보이며 담담한 데서도 짙은 정감을 토로할 수 있어야 소식의 진수를 얻었다 할
수 있으며 최상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35)

32) “…詩者 一小技也 然而非脫略名利 無所累於心者 不能也 蒙莊氏有言曰 嗜欲深者 其天
機淺 曆觀自古以來 工詩之士 多出於山林草澤之下 而富貴勢利者未必能焉 以此觀之
詩固不可小 而其人亦可以知矣…”, ｢雪蕉詩集｣ 序, 洪世泰, 위의 책卷九, p.472.
33) 崔承太(?-?), 조선조 후기 사람으로서 본래 한미한 집안의 출신이였으나 洛社詩社에서
诗名을 크게 떨쳤다. 문집으로는 뺷雪蕉诗集뺸이 전한다.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http://people.aks.ac.kr
34) “…蓋其心泊然 於世間事 無一掛意 而所嗜者詩耳 此其詩之所以工…”, ｢雪蕉詩集｣ 序,
洪世泰, 위의 책卷九, 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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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洪世泰는 天機를 시재의 우위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마음속
에서 욕망이 배제된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外在化된 것이 시라 하면서 天機의
불가대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항계층이 사대부와 가장 뚜렷했던 다른 점은 신
분적인 차이로 인한 경제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였고 이러한 차이를 여항계층은
항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불만으로 전화시켜 창작에 체현시키곤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天機는 여항계층이 사대부앞에 추켜들 수 있었던 유일한 간판이
었다. 이러한 실상은 鄭來僑가 지어준 洪世泰의 묘지명에서도 나타난다.
…시에만 전념하면서 기상마다 묘오를 깊이 꿰뚫었고 상황만 주어져도 시를 지으
면 천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운율과 기격은 당나라 시인의 정통을 이어받았다.…36)

셋째, 洪世泰는 인위적인 수식이거나 억지로 꾸미는 것을 반대하며 객관경물
에서 직관적인 영감을 天機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시라야 眞詩로 될 수 있다
는 주장을 고집해왔다. 뺷海東遺珠뺸의 서문에서도 洪世泰는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민간의 천한 선비가 시상이 떠오르면 스스로 읊은 것이 비록 배운 바가 넓지
못하고 자질이 뛰어나지 못해도 그것은 하늘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뛰어
나고 풍격도 당시에 가깝다. 경치의 청아한 묘사는 봄의 새소리와 같고 서정의 비절
함은 가을에 우는 벌레소리와 같다. 느끼면서 노래한 것이라면 천기 속에서 자연스
럽게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참된 시다. …37)

35) “…攙觚吐辭之際 銛鋒遒發 真意烽湧 往往平處出奇 淡處生濃 深得蘇長公家法 爲文章
至此 可謂工矣…”, ｢与恕庵书｣, 洪世泰, 위의 책卷九, p.470.
36) “…而於詩家用工尤專 神情所到 潛透妙悟 其遇境摛藻 天機流出 音調氣格 乎唐正宗諸
家 …”, 鄭來僑, ｢墓志銘｣, 뺷柳下集附錄뺸 洪世泰, 위의 책, p.560.
37) “…而草茅衣褐之士鼓舞於下 作爲歌詩以自鳴 雖其爲學不博 取資不遠 而其所得於天者
故自超絕 瀏瀏乎風調近唐 若夫寫景之淸圓者其春鳥乎 而抒情之悲切者其秋蟲乎 惟其
所以爲感 而鳴之者 無非天機中自然流出 則此所謂真詩也…”, ｢海東遺珠｣ 序, 洪世泰,
위의 책卷九,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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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항인의 시가 학식에 구애되어 소재에서 넓지 못한 것은 재래의 문학관으로
보면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天機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척도로 보면 그것
은 오히려 여항문학의 장점으로 된다는 것이다. 즉 사대부의 넓은 학식에 의해
창작된 시는 吳光運이 지적한 것처럼 ‘사색에 빠진 시’가 되어 근원적인 시의 의
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38) 이렇게 볼 때 洪世泰는 여항인의 시는 학식이 얕고
시어에서도 조탁이 결여된 거친 면도 있지만 순수한 정감을 꾸밈없이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대부들이 무턱대고 모방하고 인위적
으로 기교를 부려 지은 시보다 진실성에서 훨씬 더 월등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
다. 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조선후
기 예술의 보편적 특징39)이라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를 벗어나 실제 사물
과 대상을 접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시인의 심적 투영을 통해 희노애락을 표달
하는 것은 여항시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허균이 性情之眞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金昌協이 性情之眞에 기반한 眞詩
론으로 性情과 天機를 문예방법론적 측면에서 고양했다면 홍세태의 性情주장
은 두 사람의 논의에 인식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구별점을 가진
다. 그것이 바로 性情의 평등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옛적부터 시에
능한 사람은 초야에서 많이 나왔고 부귀와 세력이 있는 자라 해서 꼭 시에 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시는 간단한 것이 아니며 역시 사람까지도 가려볼
수 있는 것이다…’와 ‘…대개 마음이 깨끗하고 욕망이 없어서 세상일에 전혀 연
연하지 않았고 즐기는 것은 오직 시뿐이었다. 고로 시에 능할 수 있었다…’를 풀
이해 보면 사대부에 대한 강열한 반발의식의 발로가 아닐 수 없으며 인간주체와
그 개성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홍세태가 주장한
性情은 문예이론의 틀을 벗어나 사회의식에로 범위를 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性情과 天機에 대해 洪世泰는 문예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
38) 임유경, ｢18세기 위항시집에 나타난 중인층의 문학세계｣, 뺷태동고전연구뺸 1, 1984, p.15
1；pp.143-181.
39) 천병식, 앞의 논문,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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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는가? 비록 시는 성정이라는 논의와 시는 천기라는 논의는 서로 분리
하여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40) 여항인들은 사대부들의 전
유물이 되다시피 한 한시에 힘써 같은 갈래의 문학을 향유하는 사대부와의 계급
적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두 계층의 시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성정론을 내세웠고, 사대부시보다 여항인의 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천기론을 전개하였다.41) ｢自序｣의 ‘…시라는 것은 性情에서 나와 소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읊으면 정신은 물론 하늘도 따르는 묘함을 갖춘
다. 이것이 곧 최상의 시다…’ 와 鄭來僑가 써준 ｢墓誌銘｣의 ‘…시에만 전념하면
서 기상마다 묘오를 깊이 꿰뚫었고 상황만 주어져도 시를 지으면 天機가 흘러나
왔다…’를 보면 홍세태에게 있어 性情이 심미창조의 과정이라면 天機는 심미체
험과 심미관조의 방법론인 격이다. 다시 말해서 불우했던 洪世泰의 생애와 결부
시켜 보면 그는 시를 통한 理想國에로의 동경과 현실에 대한 대항으로서 서정
의 문학에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부조리한 현실속에서 性情을 개성의 평등,
天機는 유루없이 발로된 정감의 색조와 강약을 가리는 미학의 방법론으로 사용

했던 것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洪世泰는 天機論을 주장함에 있어 먼저 추상적이고도 관
념론적인 세계에서 뛰쳐나와 실제 사물과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느낀 바를 묘사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은 洪世泰와 그 후세의 여항문인들에 의
해 계승되면서 전반 여항문학이 性情之真에 기반한 天機論으로 특징지어지도
록 했으며 이것이 작품의 주제와 표현형식에도 반영되어 사대부 문학과 구별되
는 색다른 특징을 창출하는 데까지 이른다.

3. 性情之真의 발현-唯情의 미학과 현실 반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洪世泰에게 있어 天機는 真詩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40) 김혜숙, ｢한국한시론에 있어서 천기에 대한 고찰(2)-천기와 성정-｣, 뺷한국한시연구뺸 3,
1995, p.313.
41) 정형기, ｢조선시대 시가 요소론 고찰｣, 뺷국어국문학뺸 111, 1994,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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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시란 性情에서 기인되고 궁극적으로 天機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어야 한다
는 논리다. 天機論은 여항계층에서 최초로 독창적인 이념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
라 양반 사대부 문학에서 먼저 널리 주장된 것이었지만 여항계층에 의하여 거의
유일무이한 문학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원인은 스스로의 문학 활동을 정당화하
려는 논리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42) 洪世泰는 또 唐詩에 가까운 시가의 기준
으로 경물묘사의 청담함과 서정에서의 慷慨를 꼽았으며 이 중에서도 悲壯美를
唐詩의 주된 미적 특징으로 보았다. 잠재된 역사문화의 의미, 사회인생의 내용,

자연본연의 참된 정감 사이의 상호융합, 강대한 정감의 힘과 기세 등을 盛唐시
기 시가의 기본특징43)이라 한다면 洪世泰는 唐詩에 대한 답습에서 정감의 표출
을 가장 우선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이다. 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한 시각마다 예술의 어떠한 창조와 표현이든 모두 인간의 이상적인 목표와 인간
이 처한 실제적 상황 사이의 내적 모순의 확장력에 불과하다.44)
洪世泰는 시를 통해 현실에서의 출세는 생애의 욕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에서 자신을 검, 봉황, 천리마에 비기면서 선택받지 못하고 발탁되지 못한 것
을 한스러워한 것이 그 반영으로 된다. ‘너도나도 평등한 인간이고 게다가 나는
만권의 책을 독파했고 문학적 소양과 창작능력도 누구보다 못지않은데 왜서 평
생 신세타령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식의 불평과 불만, 한탄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 정서였다.
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아의식에서 주관적인 것은 언제나 객관적인 것을
경유하고 질서 지우고 거기에 강조점을 부여하고 그 대상성을 독특한 성질로 채
색하면서 표현된다.45) 시가도 당연 창작주체가 반영의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42) 천병식, 위의 논문, p.133.
43) 冷成金, 뺷中国文学的历史与审美뺸,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2, p.141.
44) 北京师范大学文艺学硏究中心 编, 뺷文学审美意识形态论뺸,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p.204.
45) 게오르크 루카치, 뺷미학뺸 제2권, 임홍배 옮김, 미술문화, 2000,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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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태도(정감)를 반작용하여(즉 이미지로부터 이미저리에로의 과정을 거쳐)
그 외화적 산물인 시에 창작주체가 지향하는 미적 추구와 미적 이상을 담아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필자는 洪世泰가 문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는
‘정감의 발로’라고 본다. 물론 영물시에도 창작주체의 정감이 깃들어있기 마련이

지만 시를 쓰는 목적 혹은 동기를 논하는 차원에서 보면 洪世泰의 문학은 사대
부 문학에서 시를 통한 理의 설교를 망라한 교조적 내용과 교화의 목적을 완전
히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예술사회학의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 의해 규정되며 그
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문학현상이든지 모두 그것이 산생될 수 있었던 사회역사
적 상황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사회역사적 상황으로부터 분석해야
만 문학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46)
洪世泰는 일생에서 안일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분적 제한과 경제면의 궁핍으로 하여 늘 쓸쓸한 마음을 안고 우울하
게 보내야 했다. 이러한 삶속에서 그의 유일한 자아조절 수단은 시밖에 없었다.
“…가난에 쪼들리면 商頌을 읊고 늙어도 자주 楚辭가 떠오르네…”47),“…수심에

잠기거나 不平之氣가 있을 때면 오직 시를 지어 마음을 달래곤 했다….”48)는 洪
世泰문학의 주류적인 정서인 비분강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그 자신도 뺷海
東遺珠뺸의 서문에서 여항인들의 시는 서정의 비절함이 가을에 우는 벌레소리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모든 것들은 洪世泰가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가난하
게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울분을 시로 달랠 수밖에 없었던 평생의 고독, 슬픔과
쓸쓸함에 대한 일괄이라 하겠다. 洪世泰의 시는 풍격 상 사대부계층으로부터 고
평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과 상대할 때에도 그에게 유일하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주었던 방편이었다. 이런 연고로 사대부계층마저도 洪世泰를 당시의 문풍을
바로잡는데 전범이 될 만한 시를 짓는 인물로 파악했다.49) 하지만 시에 전념하
46) 김호웅, 뺷문학비평방법론뺸, 요녕민족출판사, 2002, p.42.
47) “…窮居不廢歌商頌 暮境偏多感楚辭…”, ｢即事｣, 洪世泰, 앞의 책卷六, p.410.
48) “…而遇有牢愁感憤欝悒不平之氣則獨於詩而發之…”, ｢自警文｣, 洪世泰, 위의 책卷十,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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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洪世泰는 또 꿈에서 깬 듯 망연자실하기 일쑤였으며 이
러한 서러움은 또 시를 통해 정감표출에 치우치는 洪世泰만의 詩風을 더욱더
고양하는데 순환적으로 작용했다. 보다시피 洪世泰가 처했던 사회현실과 그로
부터 오는 鬱憤은 洪世泰의 문학이 唯情의 문학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이다.
主情적 문예미학 범주에 속하는 唯情審美는 일찍 명나라의 湯顯祖에 의해

정리되었다. 그는 먼저 문학예술에서 “情이 있으면 理가 없고 理가 있으면 情이
없다(情也者 理必无；理也者 情必无)”는 情과 理 간의 불가양립성을 주장하면
서 양자의 관계에서 情의 독자적 지위를 수립했다. 여기서 情은 다름이 아닌 愛
憎情感의 流轉이며 理는 시비와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그는 또 人
性에 있어 情을 인간의 타고난 속성으로 본데 이어 이를 예술작품이 산생할 수

있는 주체적 의거로 보았다. 이를 의거로 湯顯祖는 더 나아가 ‘문학예술은 작가
의 진실한 정감을 표현해야 하며 문학예술의 고유하고 규범적인 속박에서 벗어
나야 할뿐만 아니라 예교 이념의 속박에서도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50) 이렇게
볼 때, 湯顯祖와 洪世泰의 문학관은 여러 모로 접점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情感을 인간 본연의 속성으로 간주한 것은 性情도 인간의 本然之性이
라는 天機論의 관점과 본질상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情感을 예술작품이 산생하는 데서 주체의 능동성을 격발시키는 메커니
즘으로 간주한 것 역시 性情의 움직임 혹은 發함으로 문학이 이뤄진다는 洪世
泰의 관점과 통한다 하겠다.

셋째, 진실한 정감의 표달과 고유한 규범과 예교으로부터의 해탈은 洪世泰의
性情평등 주장과 性情之眞에 기반한 개성론과 표현론에서 다를 바 아니다. 이

로써 본다면 洪世泰의 문학은 唯情의 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湯顯祖는 또 문학의 창작주체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인간의 심령을 표달

할 수 있는 사람은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며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은 情의
깊이가 범상치 않다’51)고 주장한다. 여기서 湯顯祖가 말하는 지혜는 다름이 아
49) 이상진, 앞의 논문, 1991, p.71.
50) 杨庆杰ㆍ张传友, 뺷中国美学范畴史뺸 第三卷, 陕西教育出版社, 2006, pp.224-225.
51)“道心之人, 必具智骨；具智骨者, 必有深情”, 杨庆杰ㆍ张传友, 위의 책, p.226.

212 한중인문학연구 68

니라 타고난 정감의 靈性인바 靈性은 바로 창작주체가 자기의 정감을 작품에
부여하는 능력이기에 앞서 창작주체의 창작의욕을 발동시키는 장치로도 된다.
이는 “性情之真에서 기인된 참된 정감이 보여야 天機가 흐르며 시공간의 구애
를 받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직결되는 최상의 시”라는 洪世泰의 真詩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바 두 사람의 주장은 문학예술에 대한 品評기준에서도 상당히 접
근한다고 할 수 있겠다.
洪世泰의 天機論주장에서 性情之真은 우선 창작에 대한 열의와 그로부터 느

끼는 희열로 나타나고 있다.
…성루엔 어둠이 깃드는데
안개 덮인 나무엔 귀뚜라미 울음소리 끝없네
신시가 떠오를 듯 말 듯 하니

…層城落照黯將暮
無限蟬聲滿煙樹
新詩欲就未就時
終日憑欄不能去…

하루 종일 난간에 기대 뜨지를 못하네…52)

20대 미만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성장기에 처한 시인으로서의

분발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洪世泰는 노년기에도
시를 통해 평생 떨쳐버리지 못했던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오는 자격지심을 떨쳐
내려 했다.
…老境还生兴
良辰不废诗
此中聊自乐
何必少年期…

…늙어도 시흥이 발하니
호시절에 시를 놓지 못하네
시 속에서 홀로 즐기니
젊음을 바라 뭣하리…53)

시에 대한 의욕은 노년기에도 발발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역시 시를 짓
는 것은 洪世泰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사실
그는 일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시로 이겨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2) ｢西樓和禮卿｣, 洪世泰, 앞의 책卷十一, p.506.
53) ｢即事｣, 洪世泰, 위의 책卷六, 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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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顯命은 洪世泰墓表에서 그의 문학적 재능과 기질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오호라! 조선 3백 년 동안 호걸다운 선비 중에 여항의 미천한 신분으로 스스로
분발해 문장을 지어 나라의 융성을 노래한 사람이 없지 않다. 허나 당나라의 한유나
유종원처럼 걸출한 이는 오직 최립 한사람뿐이다. 하지만 그대의 시는 최립과 동류
라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54)

趙顯命은 여기서 조선 중기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崔岦55)과 洪世泰를 어깨

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가로 높이 평가한다. 이처럼 洪世泰는 시인으로서는 사
대부와 여항 두 계층으로부터 모두 높게 평가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바 나라
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1의 시인으로 되어 왕의 부름을 받고 중국의 사신 앞에서
도 자기의 시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당대의 시문학이 침체에 빠졌으니 詩道를
바꿀 인물로 洪世泰를 점찍은 것은 그의 평생의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역시 그
가 주장한 性情之真이 사대부 계층에도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가져다주었기 때문
이다. 즉 사대부문학이 理의 표출에만 치우쳤고 작시법에서도 고답적인 擬古와
用事만 일삼으며 詩道를 침체에 빠뜨렸기에 이 시기 洪世泰의 性情之真 주장

은 사대부와 여향 두 계층 문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 안기에 충분했다.
洪世泰가 주장한 세속의 嗜慾이 없는 참된 性情이란 구체적인 창작에서 자

연적이고 진솔한 정감을 토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高枕無三月

춘삼월엔 맘 편해지지 않으니

當春又別家

봄 되어 또 집 떠나네

54) “…嗚呼 我朝三百年豪傑之士 自奮於委巷側微之中 爲文章以鳴國家之盛者 不爲無人
然若其傑然特例操戈於韓柳之室者 惟崔簡易一人而已 而翁之詩 與之對峙同流 而無愧
何其確也…”, ｢洪世泰墓表｣, 趙顯命, 뺷歸鹿集뺸 卷十四, 뺷韓國文集叢刊뺸 212, 다른 생각,
2007, p.530.
55) 崔岦(1539-1612), 자는 立之, 호는 简易로 조선조 중기의 문신이다. 崔岦은 당대 일류의
문장가로 인정을 받아 중국과의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했다. 중국에 갔을 때 중국문단에
군림하고 있던 王世貞을 만나 문장을 논했고 중국의 학자들로부터 명문장가라는 격찬을
받았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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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催曉秣馬
念結昨移花
窗外長川響
燈前細雨斜
妻孥即在眼
此意已天涯

길 재촉코자 새벽에 말 먹이고
어제 뜬 꽃도 잊으려 했네
창밖엔 강물소리 울리고
등잔 앞엔 보슬비 비꼈네
처자는 눈앞에 보여도
마음은 하늘 끝에 가있다네56)

정처 없는 방랑생활이 환상처럼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재력을 바
탕으로 여흥이나 즐기려고 떠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마음속에 쌓인
不平之氣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계와 생업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에 대한 처자들의 눈총을 의식해서 방랑생활을 했는지도 모른다. “집
에 돌아와도 즐겁지 않아 문에 들어서면 눈물부터 난다…”57), “집에 있으면 멀
리 나가고 싶고 나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58)에서 방랑의 동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결국 洪世泰는 자신의 포부를 풀 길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방황—갈등—도피
를 거듭 반복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방랑생활에서 지은 많은 시는 전반
부분에서 자기가 당하는 불우와 푸대접을 암울한 정서로 엮어 내려가다가 후반
부분에서는 돌연적으로 경건하고 강경한 정서로 바뀌면서 시에 전념하여 사대
부 못지않은 이름을 남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맺는다.
이는 洪世泰의 창작실천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투적인 정서적 기복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이런 경우에는 역시 天機가 자주 거론되는데 자기는 真詩를 짓는 시
인이므로 사대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죽은 뒤에라도 사대부들 못지않게 후
세의 추앙을 받게 된다면서 거의 모든 경건한 심적 정서를 ‘하늘로부터 부여받
은 기질’에 귀결시키고 있다.
고대시인들의 작품에서는 이처럼 한, 추방, 방랑, 이별, 노쇠 등 암울한 비애적
56) ｢將作西行, 夜坐書懷｣, 洪世泰, 앞의 책卷三, p.355.
57) “还家不为喜 入门先泪落…”, ｢還家｣, 洪世泰, 위의 책卷七, p.428.
58) “不出丈夫泪 恐伤儿女心 慷慨出门去 长风生我襟…”, ｢述怀｣, 洪世泰, 위의 책卷四,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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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토로한 작품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창작주체가 현실적으로 겪은
처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 이러한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원인은“고통을 견
뎌낼 수 없는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즐겁게 지내려 하는 창작주체의 이상적인 인
격이 초래한 심리패턴”때문이다.59) 다시 말해서 창작주체는 자기가 직접 겪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써냄으로써 심미활동 중에서 정신적인 초월을 실현할 수 있
다. 이 과정은 또 서정과 술회로 고통을 정화시키거나 방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재주의 유무는 나에게 달렸고, 쓰이고 쓰이지 못함은 남에게 달린 것이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지 어찌 궁핍, 영달, 기쁨, 슬픔 때문에 하늘에서 물려받은
것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60)

보다시피 洪世泰가 평생 품고 있던 한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우로 인한 원망, 불평과 불만은 그의 작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서
적 색채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洪世泰의 시는 여전히 교화를 목적
으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진실한 정감을 표현하는 시세계를 펼쳐 보인다.
清時澄汰合微官
通禮功名興亦闌
靑女莫誇霜力勁
我如松栢本無寒
其二

가난의 깨끗함은 미관직 어울리니
통례원에 공명으로 일어선 자 드무네
청운직들아 찬 서리 올리추지 말어라
나는 본디 송백 같아 추위를 모른다네
제2수

榮辱不關身外事

국화는 이제야 관직 그만 둔다 웃는데
술 익으니 그래도 그 앞에서 한잔 기울이네
영욕은 볼 것 없는 몸 밖의 일일뿐

鬼神難奪腹中詩

귀신도 내 맘속의 시는 빼앗기 어려우리61)

黃花笑我解官遲
酒熟花前可一卮

59) “创作主题那处于‘不堪其忧’之境而‘不改其乐’的理想人格所导致的主体心态模式”, 韩经
太, 뺷诗学美论与诗词美境뺸,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0, p.40.
60) “…才不才在我 用不用在人 吾且爲在我者而已 豈可以在人者 爲之窮通欣戚而廢我之所
得於天者乎 …”, ｢送郑季通序｣, 洪世泰, 앞의 책卷九, p.474.
61) ｢罷官｣, 洪世泰, 위의 책卷五,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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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직당했을 때의 시다. 영욕은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절 무관한 것도 아니다. 평생 관직에 미련을 두었던 그로서는 그저 시를 통해
파직당한 울분을 토로했을 뿐이며 관직은 빼앗겼지만 자기의 시재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강한 자부심과 자기위안이 어려 있는 시이다. 洪世泰의 시중
역시 신분상의 제한으로 하여 불우를 겪을 때 비분강개한 방식으로 마음속의 울
분을 발산해낸 전형적인 시로 볼 수 있겠다. 이와 반면, 임관되어 갈 때의 시를
보기로 하자.
偶作屯田長
初非荷筱翁
悲歌臨海水
短發送秋風

둔전장은 우연히 얻은 것
애초부터 농사군은 아니었네
슬픈 노래 부르며 바다에 이르니
단발은 가을 바람에 날리네

杜陵多直筆

늘그막에 무슨 힘으로
이런 일에 공들이랴
두보는 본대로 시를 썼으니

詩史亦孤忠

시사에 그래도 홀로 남았네62)

遲暮何才力
蕭條此事功

50대 중반 屯田長으로 임관하여 갈 때 쓴 시이다. 屯田이란 軍卒, 胥吏, 平民,
官奴婢에게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내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

은 지방관청의 경비나 군량미 등으로 충당된다. 시에서 洪世泰는 임관된 관직부
터 탐탁해 하지 않는다. 굳이 농부는 되고 싶지 않고, 屯田長도 자신의 능력에
비춰보면 한미한 공직에 불과하다. 역시 이 시에서도 不平之氣는 자기가 가장
능한 시가창작에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현실에서의 욕구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는 이 시에서 洪世泰는 또다시 杜甫처럼 세상의 온갖 부조리를 관조하면서
그것을 시로 엮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성을 보존하련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
다. 시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현실도피를 위한 최상의 방편이
며 후세에 양명할 수 있는 최적의 도경이 바로 시였던 洪世泰에게 있어 시적 재
능이 사회적 현실과 부딪칠 때면 언제나 그를 걷잡을 수 없는 울분과 흥분으로
62) ｢遣兴｣,洪世泰, 위의 책卷四,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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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게 했던 것이다.
현실과 자아와의 이러한 심적 갈등은 평생 그를 따랐고 괴롭혔지만 그의 시적
재능이 부단히 성장하도록 하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논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洪世泰가 겪었던 심적 갈등은 또 민고에 대한 관조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 특히 군자의 道는 經世救民에 있다는 선비정신이 투철했던 洪世泰에
게 당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외면할 수 없는 창작의 소재였다. 현실비판의 색
채가 다분한 이 부류의 작품에서 洪世泰는 울분으로 가득 찬 정서를 거의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東隣布衣空白首
閉戶讀書甘自守
心中欝嵂萬古事
夜起彷徨看北斗
歲暮天寒地凍裂
嚴風烈烈吹飛雪

동쪽나라 선비 헛되게 머리만 흰데
문 닫고 독서하며 근신하네
맘속엔 만고의 일 답답히 쌓여있어
밤마다 바장이며 북두성 바라보네
섣달추위는 땅 갈라놓고
찬바람도 매섭게 눈발 몰아오네

焉知路傍有餓莩

호족의 집엔 술 고기 흙처럼 썩고
담비가죽 걸치고 숯불 쪼이네
어찌 알랴, 길가에 굶어죽은 시체 있는 줄

惜我無力能汝活

내 저들 살릴 힘없어 안타까워라63)

官家歲抄催補兵

관아에선 해마다 징병 재촉하니

上司符牒如風行

상사의 공문은 질풍같이 날아오네
작은 고을이라 충당할 백성 없건만
군대에 나오라는 문서는 그칠 새 없네

朱門酒肉爛如土
貂裘豹炭坐生熱

縣小無民可充額
缿筩密封投閑丁
阿翁生兒在繈褓
抱向官前泣呑聲
籲嗟繈褓爾莫訴
有在腹中先作名
猾吏操權坐索錢
東村無事西村驚

늙은이 갓난아기 강보에 싸들고
아전 향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네
아아, 강보에 싸인 아기야 울지 마라
배속에 있을 때 벌써 너 이름 올렸단다
교활한 관리들 권력 잡고 돈 내라니
동쪽 마을 조용하면 서쪽 마을 소란스럽네64)

63) ｢苦寒行｣ 其三, 洪世泰, 위의 책卷二, p.340.
64) ｢抄丁行｣, 洪世泰, 위의 책卷四,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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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政의 문란이 백성들에게 안겨준 고통을 담은 이 두수의 작품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핍진하게 그려낸 것과 함께 아무런 능력발휘도 할 수 없는 무가내
의 정서 역시 돋보인다. 서사를 주로 하면서도 시적자아의 강렬한 울분과 “북두
성”과 같은 상징적 이미지, “동쪽 마을 조용하면 서쪽 마을 소란스럽다”는 재치
있는 일축적 표현은 시에 대한 洪世泰만의 개성과 기량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洪世泰의 일생에서 또 하나의 비극은 바로 혈육들의 이어지는 사망이었
다. 洪世範, 洪世弘 두 동생이 모두 그에 앞서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손자와 외
손자들도 잇따라 요절했으며 그의 인생만년에는 8남2녀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두 딸마저도 연이어 사망했으니 가뜩이나 참담했던 일생은 말년에 와서 또 최대
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生兒亦雲夭

낳은 애 또한 요절했거니

胡不留爾跡

너는 어이하여 자취도 못 남겼느냐
등잔불 켜주며 신랑의 공부 권하더니
그을린 자욱 아직도 벽에 남았네

焚膏勸郞學
餘燼尙在壁
感玆禦窮意
衿佩所不惜
如何霜桂摧
不待春雨澤
眄彼徇微祿
千裏嶺南客
鮭菜縱盈盤
那得飽殘魄
一往不相聞
山川邈以隔
悲風號中夜
雪屋坐寂歷

어려운 살림살이 막아내려고
옷고름의 장신구도 내다 팔았네
어이하여 서리는 계수나무 죽였나
반가운 봄비는 기다리지 못했네
신랑도 인제는 미세한 봉록 타려고
천리 길 영남에 부임되어 가는데
소반 가득 반찬 담겨도
죽은 넋 어찌 먹으리오
한번가면 만날 수 없고
산천은 아득히 떨어져 있네
슬픈 바람 자정에 불어오니
눈 덮인 집은 적적도 하여라

吾其及未死

너의 행실 절세에 전할 만하나
어디에 두고두고 남겨둘 곳 있으랴
나만 죽지 않고 살아서

銘汝一片石

너의 이름 돌에 새기고 있네65)

念爾絶世行
何由表貞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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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때 둘째 딸을 잃고 지은 시다. 시적자아는 제대로 된 “살림(春雨)”를 누

려보지도 못하고 찌든 “생활고(霜)” 탓에 죽었다고 딸의 “죽음(桂摧)”을 안타까
워한다. 작품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간의 단절감은 먼저 “一往不相聞”의 거
리감이다. 또 “餘燼尙在壁”는 시인의 섬세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남편
만을 위해 살다가 간 딸에 대한 비극적 정서의 확대는 그 뒤에 나오는 신랑의
부임으로 인해 개선될 가정형편에 대한 묘사보다도 훨씬 더 인상적으로 안겨든
다. 최대의 비통을 보잘것없는 객관 관조대상을 빌어 섬세하게 담아낸 것 역시
性情之眞의 靈性 넘치는 발동이라 하겠다.

개인적인 불행과 함께 민고에 주목하며 현실비판적인 시에서는 비분강개한
정서를 절제없이 쏟아내는 洪世泰이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는 불우로부
터 오는 울화를 妥協 내지는 달관의 인식에로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현실 도피적
이고 체념적인 색채가 짙은 시를 만들어냈다. 즉 억눌렸던 울분의 정감을 굴곡
적, 혹은 타협적으로 시에 담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년기에 접어
들어 수차로 되는 관직의 부침을 맛보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所住元山足
經行一翠微
高秋草露重
空谷澗花稀
獨鶴如人立
閑雲先客歸
尋常樵牧事
出入各天機

산발치에 터 잡고 사니
오솔길도 숲에 묻혀 있네
가을엔 하늘 높고 풀 이슬 맑은데
계곡물 마르고 꽃도 드무네
학은 외로이 사람처럼 서있고
구름은 한가히 길손 앞서 돌아서네
촌야의 나무하고 방목하는 일
서로 달라도 모두 천기라네66)

수심에 잠긴 시적자아에게 생기를 불어넣기에는 계곡의 물이 좋으련만 언녕
말라 버린지 오래고 남은 것이란 가까이 보이는 풀에 맺힌 이슬밖에 없다. 욕구
불만의 정서가 표출된 묘사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욕구불만은 더 이상의 보다
65) ｢述哀｣ 其三, 洪世泰, 위의 책卷五, p.404.
66) ｢晩眺｣, 洪世泰, 위의 책卷三,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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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정감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곧 憂愁에서 고독에로 넘어간다. 고독으로 느낀
사색은 곧 체념이다. 저녁 무렵 굽어보는 것은 모두 자연의 섭리, 즉 天機라는
것이다. 또 자기가 방황하며 떠도는 것 역시 자연의 질서가 배치해 준 것으로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읊조리고 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소극적이고
우울한 정서가 조용히 깔려있다. 이처럼 방랑길에서 느닷없이 떠오르는 정감을
읊조리는 것 역시 洪世泰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보다시피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과 자연산수, 양자의 관계는 洪世泰의 소극
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정서 속에서 하나로 합해지며 모순을 망각하거나 외면하
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오는 속박과 마음속의 울
분은 시에서 不平之氣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天機에 의탁하여 모든
것에 순응하며 모든 부조리를 순리로 받아들이려는 체념적인 자세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서적 전환은 특히 노년기 홍세태의 산수시에서 잘 표출되고 있으며 이
런 부류에 속하는 시들은 흔히 이미지에 평화롭고 안일한 정서를 부여하여 物我
사이의 충돌 없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이미저리를 창출해내면서 그윽하고 여운
이 있는 정취를 풍기고 있다.
閑來池上枕肱眠
影落澄波水底天
日午柳風吹拂面
靑山還復在吾前

한가로이 못가에 팔 베고 잠들려니
내 모습도 하늘도 물결에 비꼈네
한낮의 버들바람 얼굴을 어루더듬으니
푸른 산도 내 앞에 다시 다가섰네67)

자연산수를 다룬 시중 洪世泰만의 정서와 미적지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
이다. 시의 발상과 시상의 음미과정, 시어에 이르기까지 天機의 자연스러운 흐
름의 체현으로 볼 수 있겠다. 못가에서 모처럼 한가로운 마음으로 팔베개를 하
고 있는데 못에 비낀 수려한 경치에서 영감이 발동하여 만들어진 이 시는 특별
히 공을 들이지 않은 평이한 시어로 구성되었지만 물아일치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생을 불우와 불평으로 살았던 그에게 있어 이만큼 평온했던 마음을 가
67) ｢池上漫兴｣, 洪世泰, 위의 책卷二,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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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본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혹자는 음울했던 심정을 달래기 위해 의도적으
로 산수 속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려 한 것일까? 아무튼 그에게 있어서 자연
산수는 온갖 부조리에 맞닥뜨려 팽배했던 심경을 洪世泰의 심경을 전환해주고
정서를 완화해주는 대상이었고 性情을 도야하여 진실을 회복할 수 있었던 또 다
른 지기였다. 이처럼 洪世泰는 우울한 심적인 질곡으로부터의 탈출로 자연산수
를 관조해보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자신의 정서도 절제 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洪世泰를 비롯한 여항문인들이 자연산수를 속세에 찌들었
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팽팽했던 마음을 추슬러 주는 이미지로 간주했기 때문
이다.
요컨대 洪世泰는 자기가 겪은 불우와 불행, 사회상을 시를 통해 표현함에 있
어 작품의 정서기조와 정감농도에 대한 파악에서 능숙한 기량을 보여주었다. 특
히 중·노년기에 이르러 정감토로에서 보다 원숙한 기법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또
洪世泰의 시세계가 唯情에서 主情에로 過渡하면서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

과정이기도 하다. 唯情에서 主情에로의 過渡는 홍세태가 중노년기에 들어선 뒤
평생 신분상승을 이루지 못한 체념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이 시기 洪世泰의 시세계는 정감의 토로에서 한층 절제되고 收斂된 양상을 보
이면서 시세계에서 형식상의 원숙함과 보다 높은 완성도를 이뤄냈다. 이때에 와
서는 허접한 언어와 식견의 제한성 등이 극복되면서 무가내한 정서와 애틋한 恨
을 절제있게 시로 외화시켰다. 하지만 그의 시세계는 정체적으로 여전히 抒情을
위주로 하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정서의 부침과 관조한 대상으로부터 느낀 감수
를 담아내면서 그만의 창작개성은 잃지 않았다. 즉 터득한 감수와 느낀 정감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해 洪世泰는 보다 능란하고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이다.
洪世泰의 性情之眞과 性情평등에 기반한 天機論에 대한 고양은 여항문학이

2백년간 명맥을 이어가는 데서 지대한 역할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예술

영역에도 심후한 영향을 끼쳤으며 창작계층의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
했다. 특히 性情에 대한 표현론과 개성론은 성정에 천부적인 靈秀의 본질이 있
음을 전제로, 성정의 작용에 있어서의 靈的·活的인 면을 중시하는 性靈論68)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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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면서 중인층 문학예술의 흥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념적인 역할을 발휘
했다.

4. 결론
洪世泰는 평생 가난과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으며 사회적 불우와 그로

인한 울분을 시적 승화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였다. 洪世泰는 비운의 삶을
예술로 드러냄에 있어서 天機論의 근간을 性情之真으로 지목했다는 데서 높은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또 그의 시세계로 하여금 조선시대의 사대부문학
과의 부딪침 속에서 여항문인의 시학에 힘과 생기를 보탠 것으로 된다. 예술과
삶의 관계, 주변부와 중심의 관계, 시적언어와 시대적 상황 등 복합적인 층위에
서 洪世泰의 시학관과 작품은 조선 후기 시단의 한 단면을 나름대로 충분히 읽
게 한다.
팽팽하고 복잡한 시대적, 문화적 기후 속에서 洪世泰는 말년에 性情之真을
性情平等으로 확대해석하는 그의“급진성”을 보였는가 하면 사회적 희망사항과

불안한 사회생활이 빚는 복합적인 모순에 대한 저항과 거부의식도 性情之真의
미학사상에 깊이 침윤시켰다. 아울러 불안하고 불우한 시인의 삶은 시의 비애적
힘을 증폭시킨 동시에 현실에 대한 집요한 시적 재현을 일층 강화시켰다. 이는
또한 예술과 삶과 시대와의 관계문제로서 오늘날에도 사색의 여백을 남겨준다
고 할수 있겠다. 동시에 中人계층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그 소속 문화계층의 사
회환멸 의식은 봉건사회의 몰락징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적 개성발현의
맹아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洪世泰의 시학관과 시작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68) 이우성, ｢김추사 및 중인층의 성령론｣, 뺷한국한문학연구뺸 5, 1980,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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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ng Se-Tae’s Poetics
－Focused on Temperament for Truth

Kim, Hwi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Hong Se-Tae, the representative of Folk Poets
in the late Korean Dynasty. Folk poets emerged as Korean Dynasty declined
and were also addressed as “middleman”, in that they were ranked between
scholar-bureaucrat of Yangban and civillian. Though having a gift for
literature, Hong could not achieve his ambition for his whole life in his
patrimonial identity of “middleman”. In this situation, he questioned the
inequality of social identity of the time, realizing that the biggest barrier for
Folk Poets lied in the inequality between identity and social class. Hong, in
turn, accepted the theory “writing are for conveying truth” from literature of
scholar-bureaucrat, and came up with “instincts of temperament” and “equality
of temperament” on the basis of “integrity of temperament” in it.
Aesthetic ideal in Hong Literature was embodied in Shanshui. He expressed
the most natural and true emotions in his lines. Combining the outside world
with the emotions of individuals, he focused on the scene and expressed his
feelings peacefully and smoothly. What's more, his social poetry was drawn
from the injustice and poverty, which drove him resentful and lamented. From
this, we can see what Hong pursued primarily in aesthetic ideal was “emotion”.
In the process of self-awareness, Hong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power and
space for liberation of personality and humanity. Hong literature was full of
praises for life and desire for energy.
Keyword

Hong Se-Tae, Temperament, Unique importance of Emotion, Tung

Style, Beauty of Artistic 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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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연구*

노 채 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및 양 언어 모음의 내적 구조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에 대해 음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한국어 이중모음의 입력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음절 구조와 모음
의 내적 구조에 맞게 목표어인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재해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하였다. 이들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탈락, 재해석, 재구조화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탈락의 경우는 한국어 이중모음을 중국어 하향이중모음 구조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단모음 또
는 활음을 탈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재해석의 경우는 한국어의 이중모음 구조는
받아들였으나 그 과정에서 내부 구성 모음의 혼동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국어의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모두 인지하는 경우 각 요소들에 골격층과 음절핵이 연
결되어 단모음의 연쇄인 복모음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제어

활음, 음절 구조, 이증모음 오류, 구성원소,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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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 1차적으로 자신의 모국어 음운
체계를 바탕으로 목표어를 인지하고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모국어의 간섭이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모국어의 간섭은 목표어와 모국어 간의 개별
음소의 차이, 음절 구조의 차이, 음운 현상의 차이, 초분절음소의 차이들에서 비
롯된다.1) 이중에서 특히 음절 구조의 차이는 음절 두음의 제약, 음절 말음의 제
약2)과 더불어 이중모음의 지각과 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절 두음과
음절 말음의 제약이 자음과 관련된다면 이중모음의 지각과 산출은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활음의 음절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목표어
단모음의 지각과 산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들은 학습자들
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인 목표어의 개별 모음이 갖는 특질적인 차이에 의한 것
이라면 이중모음의 지각과 산출은 음절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3)
음절에 대한 내용은 표준발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발음교육에서 있
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음절 구조가 개별 음소들의 산출과
결합을 조정하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바로 아는 것과 더불어 한국어 음절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한국
어의 말소리를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각 언어는 고유의 음절 구조와
제약을 가지고 있어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 음절의 간섭으로 오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국어의 목표어의 음절 구조의 대조 분석을 통해 외국인 학
습자들의 발음의 어려움과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4)
1) 허용‧김선정, 뺷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뺸, 박이정, 2006, p. 17.
2) 한국어의 장애음은 음절말에서 7개 소리의 대표 소리로 실현되며 장애음들은 모두 불파
(unrealeasing)되는데 영어와 같이 음절말에 이러한 제약을 갖지 않는 언어들은 장애음
을 파열시켜 발음한다. 또한 일본어와 같이 음절 말음의 장애음이 홀로 오지 못하는 경우
는 음절 구조를 조정하여 모음을 첨가하여 개음절화하여 발음한다.
3) 노채환,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 음절 구조 차이
및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 ｣, 뺷한국언어문화학뺸 제16권 제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
회, 2019, p.151.
4) 장향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절 오류와 교육 방안｣, 뺷우리어문연구뺸 제34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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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를 모국어를 하는 학습자들도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모국어인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체계를 통해 한국어의 소리를 인지
하고 해석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목표어와 모국어의 음절 구조 및 음
운 체계의 상이성이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이중모음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음운론적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음 관련 연구들은 주로 단모
음 발음의 오류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
을 갖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오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모음체계 안에서 이중모음과 활음, 그리고 관련 음운 현상
을 대조한 연구들(김정욱, 2009 ; 왕방, 2011 : 왕정정, 2013 ; 진시항 2016)이 있
다. 그리고 실험음성학적 방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발음을 분석한
연구(주림, 2011)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와 논의의 맥을 함께 하는 음절 구조
차원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해 연구한 논의들(장향실, 2009
; 정혜연, 2011 ; 리우동위, 2013 ; 장혜선, 2014)이 있다.

장향실(2009)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
조의 차이임을 밝히고 음절 오류 유형을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이중모음과 관련
한 오류를 다루며 음절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정해연(2011)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대조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리우동위(2013)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를
통해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논의는 음절 구조를 통해 이중모음
의 오류를 해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목표어의 이중모음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재해석되고 구조화되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어문학회, 2009,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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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장혜선(2014)의 연구는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새로운 시각으
로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이중모음의 오류를 재해석과 재구조의 관점에서 논의
했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된 연구라 하겠다. 다만 오류 분석 자료가 한정적이었
다는 점에서 이중 모음 오류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이론적 논의의 토대로 삼는 구원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오류를 분석한 논의들이 있다. 이선(2014)에서는
중국어의 음소배열제약을 논의하며 음절 구조의 차이가 음소배열에 영향을 주
어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 학습자들의 발화 오류를 수집하고 이를 통
해 구조의 차이가 오류의 원인이 됨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음운의 내적 구성원소 이론과 함께 변별적 자질 이론을 혼용하여 음
운 현상을 해석하여 논의가 일관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영해
(202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오류를 중간언어로 규정하고 구성원

소 이론의 결합과 분해 작용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큰 틀에서
윤영해(2020)의 접근 방법에 동의하나 오류 분석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즉, 윤영해(202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한국어의 이
중모음의 기저 음절 구조를 경이중모음(light diphthong) 구조가 아닌 중이중모
음(heavy diphthong) 구조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ㅕ/, /ㅛ/에 대해
음절핵이 두 개의 골격층을 갖는 구조로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활음 /j/가
독립적인 골격층을 가지게 되어 /i/ 모음으로 해석되고 단모음 /ə/와 /o/가 골격
층을 갖고 활음으로 기능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이중모음 구
조로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ㅛ/를 /ju/, /jə/로 산출하
는 오류에 대해서 각각을 단순히 구성원소 A와 구성원소 U의 분해로 보고 있는
데 그러한 분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와 다른 소리를 인지하고 산출하는 과정은 먼저 청
자로서 외국어의 소리를 인지하고 해석을 통해 다시 화자의 입장에서 외국어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5) 이러한 과정은 음성 정보와 더불어 인간의 뇌
5) Phillip Backley, An Introduction to Element The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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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언어 체계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6)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
의 이중모음 오류에 대한 접근은 한국어와 중국어어의 음절 구조에서 활음이 어
떻게 기능하는지와 더불어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각 소리들의 내적 특징을 바탕
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3. 한․중 활음의 음절화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의 활음이 음절 구조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활음의 음절화과 관련된 주요한 논의는 첫째, 활음은
두음에 연결되는가 음절핵에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활음이 음절핵과
연결되는 경우 활음이 음절핵에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이다.

1) 핵전 활음(pre-nuclear gilde)의 음절화
핵전 활음의 음절화는 음절핵에 선행하는 활음이 두음에 연결되느냐 음절핵
에 연결되느냐에 대한 것으로 한국어 핵전 활음의 음절화에 대해서 한국어 음운
론에서는 큰 이견 없이 활음이 음절핵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7). 따라서 한국어에
서는 두음에 연결되는 활음 구조는 없으며 활음은 음절핵에 연결되고 이중모음
의 구성요소로 기능한다.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활음의 음절화에 대
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핵전 활음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
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활음이 음절핵과 함께 운모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노채환,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관한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제55
집, 한중인문학회, 2017, p.233.
7) 일부 학자들은 한국어의 활음이 두음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제시할 때 활음은 반모음으로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 한국어의 활음은 음절핵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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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어 음절 구조에 대한 전통적 관점8)

σ
∕∖
I
F
빳 ∕∖
빳 M R
빳 빳 ∕∖
빳 빳 N E
빳 빳 빳
빳
CG V X

σ
I
M
N
C
V

=
=
=
=
=
=

syllabel
Initial
medial
Nucleus
Consonant
Vowel

F
R
E
G
X

=
=
=
=
=

Final
Rhyme
Ending
glide
C or V

위의 구조는 활음을 운모(韻母, Final)에 속하는 것으로 본 구조로 이러한 구
조 하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중국어는 핵전 활음과 이중모음이 연쇄되는 삼중모
음이 존재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Duanmu(1990, 1999)과 Lin(2007)은 모두 라
임은 모음 연쇄로 구성되거나 단모음과 종성(Coda)으로 구성되며 핵전 활음은
두음에 속한다고 하였다. Duanmu(1990, 1999)와 Lin(2007)의 기술에서 다른 점
은 Duanmu(1990, 1999)에서는 활음이 독립된 골격층을 갖지 않고 두음에 연결
되는 것으로 본 반면에 Lin(2007)에서는 활음이 독립된 골격층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2) a. Duanmu(1990)의 음절 구조9)
σ
∕∖
O
R
빳
∕∖
빳
N Co
빳
빳 빳
x
x x
빳∖ 빳 빳
CGV C

b. Lin(2007)의 음절 구조10)
σ
∕∖
O
R
빳∖ ∕ ∖
빳 빳 N Co
빳 빳 빳 빳
xx x x
빳 빳 빳 빳
CGV C

8) Lin, Yen-Hwei. The Sounds of Chinese, New York: Cambrigde Unisversity Press,
2007.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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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2007)의 구조와 같이 활음이 독립된 골격층을 갖고 두음에 연결된다면 중

국어에서는 자음과 활음의 연속이 자음군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는 다른 자음군
들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자음군을 허용하는 언어들이 갖고 있
는 자음군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핵전 활음의 구조는
Duanmu(1990, 1999)의 구조를 따른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모음 구조
앞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활음은 모음과 함께 음절핵을 구성한
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ɨj/를 제외하고는 모두 활음과 단모음이 연속하는 구
조로 활음과 단모음은 하나의 골격층에 연결되어 경이중모음을 이룬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핵전 활음이 두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은 경이중모음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의 이중모음 구조는 단모음과
활음이 연속하는 구조로 단모음와 활음이 각각의 골격층에 연결되는 중이중모
음을 이룬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a. 한국어 이중모음의 구조
R
R
빳
빳
N
N
빳
∕∖
x
x x
∕∖
빳 빳
ɨ
G V
j

b. 중국어 이중모음의 구조
R
빳
N
∕∖
x x
빳 빳
V G11)

9) Duanmu, San, A Fomal Study of Syllable, Tone, Stress and Domain in Chinese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gde, Mass, 1990. p108
10) 위의 책, p108.
11) 단모음에 후행하는 활음 대신에 두 개의 골격층이 단모음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모음은 장모음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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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중국어의 활음의 음절화를 살펴보면 먼저 핵전 활음의 음절화가 다
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절핵에 연결되는 단모음과 활음의 연쇄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들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양 언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와 더불어 양 언어 모음을 구성하는 내적 구성의 차
이도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활음과
모음의 연쇄를 이루는 단모음의 성질이 두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단모음 체계와 내적 구조에 대해서는 노채환(2017)에서 자세히 다룬 바
가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 본 논의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3)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의 내적 구조
노채환(2017)에서는 구성원소 이론12)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한국어 단모음 오류를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양 언어 단모음의 내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중모음 오류 분석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구성원소 이론에
서는 아래 (4)와 같이 모음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기본 3원소를 제안하여 이들
원소의 독립된 발현과 원소들의 결합을 통해 모음 체계가 생성됨을 제안한다.
(4)

I : 전설성(frontness)
A : 개구성(openness)
U : 원순성(roundness)

이들 세 원소는 독립적으로 발음될 때 /i/, /a/, /u/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소들이 주종관계를 갖고 결합13)하여 다른 모음을 생성해 낸다. 원소의 결합에
서 주가 되는 요소를 머리자(head)14)라 하고 주가 되지 않는 요소를 연산자
12) 구성원소 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ackley(2011)를 참조할 수 있다.
13) 구성원소의 주종관계의 결합은 각 언어에 존재하는 모음의 승인 제약(licensing
constrain)에 의해 제어된다. 승인 제약에 따른 한국어와 중국어 단모음 체계의 생성에
대해서는 노채환(2017)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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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라 한다. 이러한 구성원소의 결합은 통해 생성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15)의 내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5) 한국어 단모음의 음운 표시
ㅣ
∣
x
∣
I
∣
∅

ㅏ
∣
x
|
A
∣
∅

ㅜ
∣
x
∣
U
∣
∅

ㅔ/ㅐ16)
∣
x
∣
I
∣
A

ㅗ
∣
x
|
U
∣
A

ㅓ
∣
x
∣
∅
∣
A

ㅡ 17)
∣
x
∣
∅
∣
∅

(6) 중국어의 단모음 음운 표시
i
∣
x
∣
I
∣
∅

y
∣
x
|
I
∣
U

a
∣
x
|
A
∣
∅

u
∣
x
∣
∅
∣
U

o
∣
x
∣
A
∣
U

ɤ
∣
x
∣
∅
∣
A

위의 구조를 보면 외형상 같은 모음이라 하더라도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 모
음의 내적 구조는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14) 기술의 편의상 머리자에는 A와 같이 밑줄을 그어 나타낸다
15) 중국어 단모음은 학자에 따라 그 수가 다르다. 吳宗濟(1992)에서는 중국어의 단모음을
10개라 하였고 林濤, 王理嘉(1992)은 8개, 王力(2004)은 7개라 하였다. 이는 중국어 단모
음에 권설모음 [ɘr]이 포함되느냐는 문제와 더불어 출현 조건이 한정된 /ê/[E]를 포함시
킬 것인가에 따라 이견이 나뉜다. Lin(2007)은 [o]를 /ə/의 변이음으로 보고 단모음을 5모
음이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林濤, 王理嘉(1992)의 8모음 체계에 설첨 원음 모음을
/i/([ɿ], [ʃ])의 변이음으로 보고 6모음 체계로 논의를 진행한다.
16) 현대 한국어에서 ‘ㅔ’와 ‘ㅐ’는 문자로 차이가 나지만 발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17) /ㅡ/의 내적 구조에서 ‘∅’는 머리자가 비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ㅓ/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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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서 살펴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활음의 음절화와 양 언어 모음의 내적
구조의 차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4.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활음의 음절화와 양 언어 모음의
내적 구조의 차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를 유형
별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오류 양상18)
a. 며칠 - [miʧʰil], [məʧʰil], [miəʧʰil]

평소 - [pʰiŋso], [pʰəŋso], [pʰiəŋso]19)
b. 교실 - [kjusil], [kjausil]
c. 향기 -

[hɨjaŋki]20),

형 - [hiəŋ]
기차역 - [kiʧʰajak ̚]
요리 - [juri], [jəri], [iori]

[hujaŋki]

d. 예매 - [eme], [jəme], [ieme]

예약 - [ejak ̚], [jəjak ̚], [iejak ̚]

e. 전화 - [ʧənha], [ʧənhwə], [ʧənhua], [ʧənhuə]

과자 - [kaʧa]21), [kwəʧa], [kuaʧa], [kuəʧa]
18) 오류 자료들은 2019년 9월~12월까지 서울 소재 C대학 한국어 초급 및 중급 말하기 수업
에서 중국인 학생들의 자유 발화에서 수집하였다.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살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목표어 소리의 인지와 산
출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타나는
발화를 통해 모국어 간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수업
의 중국인 학생은 초급과 중급을 합쳐 10명이었으며 학습자들이 발화한 오류 중에서 중
복되는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성별의 차이나 숙달도에 따른 오류 횟수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19) 윤영해(2020)에서는 ‘평소’의 오류로 [pʰjəəŋso]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성의 요소를 복
사한 것으로 장음으로 발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본고에서 오류의 예시로는 제외한다.
20) 본고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어 이중모음의 오류에서 /ja/에 대한 오류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향기’를 [hɨjaŋki]로 발음하는 오류는 음소배열제약과도 관
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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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뭐가 - [məka], [moka], [muəka] 더워요 - [təəjo], [təojo], [təuəjo]
g. 외대 - [ete], [uete]

왠일[wenil], [wənil], [uenil]

h. 뒤에 - [tie], [tuie]

귀여워[kijəə], [kuijəə]

i. 의사 - [isa], [uisa], [ɨisa]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들을 보면 오류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중모음이 구성하는 모음의 특질과 더불어 음절 구
조와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이중모음
을 인지하고 산출할 때 모국어의 모음 체계와 더불어 음절 구조의 조정을 통해
해석을 하게 된다.
먼저 (7a)를 보면 한국어의 /jə/에 대해 [i], [ə], [iə], [ia]로 다양한 오류가 일
어나는데 이는 탈락, 재해석, 재구조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도식에서는 이중모음과 관련된 부분만 제시하기로 한다.
(8) /jə/ → [i], [ə], [iə], [ja]
/jə/
N
빳
x
∕∖
j ə
빳 빳
I A

→

[i]
N
∕∖
/
x x
빳 빳
i ə
빳 빳
I A

[ə]
N
＼∖
∕
x x
빳 빳
i ə
빳 빳
I A

[iə]
NN
빳 빳
x x
빳 빳
i ə
빳 빳
I A

[ja]
N
빳
x
∕∖
j a
빳 빳
I A

21) 한국어의 장애음은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의 장애음을 모음 사이에서도 무성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평장애음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본고의 논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IPA를 표시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발음한 무성파찰음으로 표시한다. 다른 예에서도 모음 사이의
평장애음은 실제 발화한 무성음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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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jə/가 입력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하향이중모음 구조에
이를 대입시킨다. 하향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활음의 연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
모음에 후행하는 활음 /ə/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탈락시키면 남은 구성원소
I는 독립된 골격층을 갖고 음절핵으로 연결되어 [i]로 실현된다. 그리고 한국어

단모음 /ə/를 인지하여 이를 해석하는 경우 [ə]는 골격층을 갖고 음절핵에 연결
되고 중국어의 핵전 활음은 음절핵에 연결될 수 없으므로 /j/를 탈락시키면 최
종적으로 [ə]가 실현된다. 그리고 한국어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원소인 I와 A를
인지하고 이를 모두 해석하면 이들은 각각의 골격층과 음절핵을 갖는 복모음으
로 [iə]로 실현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jə]를 [ja]로 실현시키는 것은
목표어의 음절 구조를 받아들였으나 내부 구성모음의 혼동으로 한국어의 /ə/를
[a]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분포 점유에서

중국어의 /a/가 한국어의 /a/와 /ə/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이다.22)
다음으로 (7b)의 예를 보면 한국어 /jo/에 대해 [ju], [jə], [io], [jau]로 나타나
는데 이들은 재해석, 재구조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jo/ → [ju], [jə], [io], [jau]
/jo/
N
빳
x
∕∖
j o
빳 빳
I U
빳
A

→

[ju]
N
빳
x
∕∖
j u
빳 빳
I U

[jə]
N
빳
x
∕∖
j ə
빳 빳
I A

[io]
NN
빳 빳
x x
빳 빳
i o
빳 빳
I A
빳
U

[jau]
N N
빳 빳
x x
∕∖ 빳
j a u
빳 빳 빳
I AU

22) 이는 한국어 단모음 /ɨ/와 /ə/를 각각 [ə]와 [a]로 산출하는 오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노채환(2017)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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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예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jo/의 음절 구조는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구성모음의 혼동으로 한국어의 /o/를 [u]로 해석한 것
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분포 점유에서 중국어의 /o/가 한국어의 /u/와 /o/에
걸쳐 일어나기 떄문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o/를 [ə]로 해석한 것은 구성원소 A
가 연산자로 작용하는 구조를 인식하여 이를 중국어의 /ɤ/에 대입시켜 산출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화한 /ɤ/는 한국인이 듣기에 /ə/로 재
해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jo/를 [io]로 산출한 것은 /jo/를
구성하는 구성원소를 모두 해석하여 각각의 골격층과 음절핵을 갖는 복모음 [io]
로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jau]로 산출한 것은 한국어의 /o/를 구성하는 두 원소
A와 U를 분리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어에서 구성원소 A가 머

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승인제약에 따라 독립된 머리자가 되어 선행하는
구성원소 I와 연속하여 [ja]를 구성하고 남은 구성원소 U를 독립적으로 해석하
여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연쇄로 구성되는 복모음 [jau]를 산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7c)는 한국어의 ‘향기’의 /ja/에 대해 [ɨja], [uja]로 산출한 것인데
이는 선행하는 자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후
음인 /h/를 연구개음화하여 [x]와 같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어는 연구
개 마찰음 뒤에 /i/계열 모음이 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후음 /h/뒤에 /i/계열 모
음이 후행하는 경우 이러한 연쇄를 피하고자 모음 [ɨ]또는 [u]를 삽입하는 것이
다. 즉, (7c)의 오류는 음절 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어의 /h/와 후행하
는 모음 사이의 음소배열제약에 의한 오류로 분석된다.
(7d)의 예들은 한국어의 /je/를 [e], [jə], [ie]로 발음한 것으로 이 또한 (7a)와
(7b)의 분석과 동일하게 탈락, 재해석, 재구조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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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e/ → [e], [jə], [ie]
/je/
N
빳
x
∕∖
j e
빳 빳
I I
빳
A

→

[e]
N
빳
x
＼∖
∕
j e
빳 빳
I I
빳
A

[jə]
N
빳
x
∕∖
j ə
빳 빳
I A

[ie]
NN
빳 빳
x x
빳 빳
i e
빳 빳
I I
빳
A

한국어의 /je/가 입력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하향이중모음 구조에
이를 대입시킨다. 한국어 단모음 /e/를 인지하여 이를 해석하는 경우 독립된 골
격층과 음절핵에 연결되고 중국어의 핵전 활음은 음절핵에 연결될 수 없으므로
/j/를 탈락시키면 최종적으로 [e]로 실현된다. 그리고 /je/를 [jə]로 실현시킨 것

은 중국어 구성원소 A가 머리자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머리자 구성원소
I를 탈락시켜 발음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국어 /je/를 구성하는 각 모음

을 모두 해석하면 이들은 각각의 골격층과 음절핵을 갖는 복모음으로 [ie]로 실
현된다.
(7e)에서 (7h)는 한국어 /w/계 이중모음과 관련된 오류들이다. (7e)는 한국어
/wa/에 대해 [a], [wə], [ua], [uə]로 발화한 것으로 이들은 탈락, 재해석, 재구조

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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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a/ → [a], [wə], [ua], [uə]
/wa/
N
빳
x
∕∖
wa
빳 빳
UA

→

[a]
N
＼∖
∕
x x
빳 빳
wa
빳 빳
UA

[wə]
N
빳
x
∕∖
wə
빳 빳
UA

[uə]
NN
빳 빳
x x
빳 빳
u ə
빳 빳
UA

한국어의 /wa/가 입력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하향이중모음 구조
에 이를 대입시킨다. 한국어 단모음 /a/를 인지하여 이를 해석하는 경우 독립된
골격층과 음절핵에 연결되고 중국어의 핵전 활음은 음절핵에 연결될 수 없으므
로 /w/를 탈락시키면 [a]로 실현된다. 그리고 한국어 /wa/에 대해 [wə]로 산출
한 것은 내부 구성모음의 혼동으로 한국어의 /a/를 [ə]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8)과 (9)의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분포
점유에서 중국어의 /a/가 한국어의 /a/와 /ə/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그리고 한국어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원소인 U와 A를 인지하고 이를 모
두 해석하면 이들은 각각의 골격층과 음절핵을 갖는 복모음으로 [ua]로 실현되
고 여기에 내부 구성모음의 혼동으로 [uə]도 나타난다.
(7f)에서 (7g)까지의 예들도 (7e)와 내부 구성모음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분석 가능하다. 각 예에서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산출하는 것은 한국
어 이중모음을 구성요소 중 하나를 탈락시킨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모음의 내부
구성모음의 혼동으로 재해석이 일어난다. 그리고 한국어 이중모음을 복모음으
로 발화한 예들은 모두 한국어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각 원소를 모두 해석하여
이들을 각각의 골격층과 음절핵에 연결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7h)는 한국어의 /wi/를 [i], [ui]로 산출한 것으로 탈락, 재구조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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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i/ → [i], [ui]
/wi/
N
빳
x
∕∖
w i
빳 빳
U I

→

[i]
N
＼∖
∕
x x
빳 빳
w i
빳 빳
U I

[ui]
NN
빳 빳
x x
빳 빳
u i
빳 빳
U I

한국어의 /wi/가 입력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하향이중모음 구조에
이를 대입시킨다. 한국어 단모음 /i/를 인지하여 해석하는 경우 [i]는 골격층을
갖고 음절핵에 연결되고 중국어의 핵전 활음은 음절핵에 연결될 수 없으므로
/w/를 탈락시키면 최종적으로 [i]가 실현된다. 그리고 한국어 이중모음을 구성

하는 원소인 U와 I를 인지하고 이를 모두 해석하면 이들은 각각의 골격층과 음
절핵을 갖는 복모음으로 [ui]로 실현된다. 한국어의 /wi를 [u]로 발음하는 오류
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어의 이중모음 /wi/가 중국어 하향이중모음구
조에 대입이 되면 단모음에 후행하는 활음자리에 구성원소 I가 올 수 있기 때문
에 /i/를 삭제하여 [u]로 산출하는 오류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23)
마지막으로 (7i)는 한국어의 /ɨj/를 [i], [ui], [ɨi]로 산출한 것으로 이 또한 탈락,
재해석과 재구조화로 설명할 수 있다.24)

23) 장향실(2009)에서는 한국어의 /wi/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율이 다른 이중모음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고 하며 이는 중국어 단모음 [y]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24) 한국어의 /ɨj/를 [i], [ui], [ɨi]로 산출하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오류이다. 윤영해(2020)에서는 몽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에서 한국어 /ɨj/가 [ɨ], [i], [ɨi]로 나타난다 하였고 노채
환(2019)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에서 /ɨj/가 [ɨ], [i], [ɨi]로 나
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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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ɨj/ → [i], [ui], [ɨi]
/ɨj/
N
∕∖
x x
빳 빳
ɨ j
빳 빳
∅ I

→

[i]
N
＼∖
∕
x x
빳 빳
ɨ i
빳 빳
∅ I

[ui]
NN
빳 빳
x x
빳 빳
u i
빳 빳
U I

[ɨi]
NN
빳 빳
x x
빳 빳
ɨ i
빳 빳
∅ I

한국어의 /ɨj/가 입력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하향이중모음 구조에
이를 대입시킨다. 한국어 단모음 /i/를 인지하여 해석하는 경우 [i]는 골격층을
갖고 음절핵에 연결되고 이에 선행하는 한국어의 /ɨ/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으
므로 이를 탈락시키면 최종적으로 [i]가 실현된다. 그리고 한국어 /ɨj/에서 두 요
소를 모두 인지하는 경우 각 구성모음은 골격층과 음절핵을 갖는 복모음으로 실
현되고 이 때 한국어 단모음 /ɨ/를 바르게 인지하는 경우 [ɨi]로 나타나고 한국어
단모음 /ɨ/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어의 후설모음 /u/를 대입하는
경우 [ui]로 실현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가 외국어의 소리 체계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음절 구
조와 음운 체계를 바탕으로 목표어를 인지하고 산출한다는 관점에서 중국인 학
습자들이 산출하는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활음의 음절화와 더불어 양 언어 모음의 내적
구조에 대해 논하였다. 한국어의 활음은 음절핵에 연결되며 /ɨj/를 제외한 이중
모음들은 모두 활음과 단모음의 연쇄가 하나의 골격층에 연결되는 경이중모음
의 구조를 갖는다. 반면에 중국어의 핵전 활음은 두음으로 음절화되며 이에 따
라 음절핵에 연결되는 활음은 단모음에 후행하며 단모음과 활음의 연쇄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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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골격층을 갖는 중이중모음의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이중모음의 입력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음절 구
조와 모음의 내적 구조에 맞게 목표어인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조정, 재해석하였
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이중모음 발화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
들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탈락, 재해석, 재구조화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탈락의 경우는 한국어 이중모음을 중국어 하향이중모음 구조에 대입하여
활음 자리에 올 수 없는 단모음을 탈락시켜 단모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핵전 활음이 음절핵에 연결되지 못하는 중국어 음절 구조의 영
향으로 한국어 이중모음 구조에서 단모음에 선행하는 활음을 탈락시켜 발음하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해석의 경우는 한국어의 이중모음 구조
는 받아들였으나 그 과정에서 내부 구성모음의 혼동으로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모두 인지하는 경우
각 요소들에 골격층과 음절핵이 연결되어 단모음의 연쇄인 복모음으로 발음하
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의 의사소통이 음성 언어로 실현된다고 할 때 외국어 학습은 소리의 인지
와 산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학습자들
을 발화하는 오류는 그들이 어떻게 목표어의 소리를 인지하고 그들의 언어 체계
에서 어떤 조정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가 어떠한 조정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지 음운론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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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rror Analysis of Korean Diphthongs among Chines Learners
Roh. Chaehwa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rrors made by Chinese learners in producing
Korean diphthongs based on syllable structures and internal representation of
vowels of the two languages. When Korean diphthongs input is given, Chinese
learners reanalyze and adjust it based on their syllable structures and internal
representation of Chinese vowels, errors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The
aspects of these errors can be categorized into deletion, reinterpretation, and
restructuring. First, in the case of deletion, it is analyzed that short vowels
or glides are eliminated in the process of substituting Korean diphthongs into
the Chinese off-glide structure. Second, in the case of reinterpretation, the
Korean diphthong structure was accepted, but errors are occurred due to
confusion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vowels in the process. Finally, when all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Korean diphthongs are recognized, it can be
analyzed that the skeletal tier and the nucleus are connected to each of the
elements, resulting in errors of pronunciation as a concatenation of short
vowels.
Keyword

Gilde, Syllable structure, Errors of diphthongs, Element,

Re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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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접근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상향함*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두 초성 마찰음과 어중
초성 마찰음의 전형적인 지각 오류 양상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과 음운론적 동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두 초성과 어중 초성에서의 마찰음의 전형적인 지각 오류 양상을 도출한다. 그 다음 도출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ㅅ⇆ㅆ’와 같은 지각 혼동 오류 및 어중 초성에서의
‘ㅆ→ㅅ’와 같은 지각 대치 오류가 발생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과 음운론적 동인을 밝힌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치경 마찰음을 지각하는 데 주로 ‘구성원소의 결합(기식성
구성원소 |H|의 첨가)’과 ‘구성원소의 분해(긴장성 구성원소 |ʔ|의 탈락)’로 인해 재해석 과정
이 발생한다.
주제어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 음운구조 처리 과정, 구성원소 이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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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Backley(2011)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성원소 이론(Element Theory,
이하 ‘ET’라고 약칭함)1)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치경 마찰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지각 오류 양상들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phonological processing)과 음운론적 동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음 습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지각 오류
중의 하나는 바로 한국어 치경 마찰음이다. 그간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어 마찰음 지각 연구가 많지 않은데, 홍미주․위원진(2013), 김태경
(2014), 권수진(2016), 권민지(2020)가 있다.

홍미주․위원진(2013)은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
어 평음․경음․격음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그 중에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마찰
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ㅅ⇆ㅆ’와 같은 지각 혼동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태경(2014)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음소 변별에 대해 연구하
였는데, 그 중에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마찰음의 지각 오류 양상은 ‘ㅆ⇆ㅅ’와 같은 혼동 오류이
며,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마찰음의 지각 오류 양상은 주로 ‘ㅆ→ㅅ’와 같은 대치
오류이다.
권수진(2016)에서는 중국 보통화(普通話)권과 광동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마찰음과 파찰음에 대한 지각․산출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결과는 두 방언권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두 어중 초성에서의
1)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ET는 독립적인 이론(autonomous theory)으로서 어느 특
정한 음운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본 연구에서 말하는 구성원소는 특정한 음운이론에
종속되지 않고 이론중립적인 음운표시의 방법(a theory-neutral way)으로서의 음운론적
역할을 지닌다(Backley, 2011: xii). Backley(2011)의 ET에서는 ‘head와 비head의 관계
(headedness)’의 기능을 기존 ET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분절음 안에 head
구성원소가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2. 이론적 배경’에
서 다루어질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접근 251

한국어 치경 경 마찰음 ‘ㅆ’에 대한 지각 오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어중
초성의 ‘ㅆ→ㅅ’과 같은 지각 대치 오류 양상이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권민지(2020)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어두 초성 치경 마찰음
‘ㅅ’이 포함되어 있는 CV 구조인 1음절(시, 새, 사, 소, 수, 스, 서)과 중국어 4성

성조 패턴이 얹히게 하는 해당 음절을 자극음으로 ‘ㅅ’의 음소 판별 실험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4성 성조 패턴이 얹힌 해당 음절의 ‘ㅅ’을
‘ㅆ’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초성 치경 마찰음에 대한
지각 양상에 관한 외연적인 언어 수행(Linguistic Performance)과 관련된 분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전형적인 한국어 어두 초
성과 어중 초성의 지각 오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중국인 학습자의 전형적인 한국어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 양상
지각 오류 양상

어두 초성

어중 초성

ㅆ⇆ㅅ

ㅆ→ㅅ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와 달리 ET를 바탕으로 내재적이고 미시적인 층면
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치경 마찰음 습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각
오류 양상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과 음운론적 동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된 E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Backley(2011)의 ET와 전통 ET의 차이점에 대해 간
략히 살펴본 후에 구성원소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Backley(2011)에서 제안하고 있는 ET는 여러 면에서 전통 ET의 관례
(convention)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6개의 구성원소(|I|, |U|, |A|, |H|, |L|, |ʔ|)

를 사용하며, 또한 각 구성원소는 head이냐 비head(non-head)이냐에 따라 이중

252 한중인문학연구 68

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head와 비head의 관계(headedness)의 기능은 전
통 ET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전통 ET에서는 head와 비head는 하나의 분절
음의 국면에서의 관계 속성(relational property)이며, 하나의 분절음의 내적 구
조 안에 head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Backley(2011)의 ET에서는
head와 비head는 하나의 분절음의 음운표시의 국면에서의 관계 속성이 아니라

음성 언어(spoken languages)를 지각․변별하는 데 3 가지의 기본적인 음향적
측면(fundmentals, 이하 ‘기본면’이라고 약칭함)의 국면에서의 요소라고 한다.
이 세 가지 기본면은 음질(colour, 또는 sound quality), 공명성(resonance), 주파
수(frequency)이며, 각각 자주적인 신분(autonomous status)을 갖고 있다.2) 즉,
하나의 기본면은 바로 하나의 독립적인 ‘head와 비head의 관계 범주(a separate
domain for headedness)’이다.3) 이러한 음운표시 방법은 다중 head(multiple
heads)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Backley(2011)의 ET에서는 하나의 분절음의 내

적 구조 안에 하나 이상의 head 구성원소가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에 하나의 분절음은 세 가지의 기본면에 모두 구성원소가 채워지면 해당 분절음
은 최다 3개의 head 구성원소까지 포함될 수 있다.4)
다음으로 ET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T는 기존의 변별적 자질 이
론(Distinctive feature Theory)의 한계점5)들을 극복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세
2) Van der Hulst(2015:155)에서 이 세 가지 음향적 기본 측면을 ‘음성적 치수(phonetic
dimensions)’라고 하고 있으며, 그 연구에서는 각각 조음위치(place), 조음방법(manner),
발성유형(laryngeal)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조음 부류(articulatory classes)
에 속해 있다.
3) Backley, P., “Headedness in Element Theory: The case for multiple head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 2(1), 89, 2017, p.11.
4) Backley, P., “Headedness in Element Theory: The case for multiple head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 2(1), 89, 2017, p.1. 한국어 자음 ‘ㅊ |I ʔ H|’와 같이 하나의
분절음 안에 최다 3개의 head 구성원소까지 포함될 수 있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상향함,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초성 폐쇄음 습득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접근 –구
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뺷교육문화연구뺸 제26집 5권,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b,
심사중.’을 참조할 것.
5) 변별적 자질 이론은 분절음의 자연부류(natural class)를 잘 드러낸다는 점, 음운현상을
그 이전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음운론의 발전에 있어서 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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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구성원소는 일원적(monovalent) 요소로서 이원적 자질 표시와 달리, 그것
에 의한 분절음의 대립은 해당 구성원소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이루어진 유무적
(privative) 대립이다. 변별적 자질 이론에서는 분절음의 특성은 이원적인(binary)

변별적 자질 표시로 [+F]와 [-F]에 의해 결정되며, [-F]도 음운현상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반면에 ET에서는 이론적으로 실재하는 구성원소만
음운현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운현상이나 외국어 음운 습득 오류 양상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과 음운론적 동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다.
둘째, 구성원소는 독자적인 음성적 실체(autonomous phonetic identity)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음성적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구성원소는 모든 음운론적 도출
과정에서 음성적 해석이 가능하다.6)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음운 습득 오류 양상
이 발생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음운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음운의 변동을 ‘구성원소의 결합(composition)’, ‘구성원
소의 분해(decomposition)’, ‘머리자되기(headship)’로 설명할 수 있다.7) 이러한
음운론적 작용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음운 습득 오류 양상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
할 수 있다.8) 노채환(2017b:120)은 ET를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 오류를 분석했을 때 ‘구성원소의 역할 교체(switching)’라는 음운론
적 동인도 언급하고 적용하였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자음 구성원소는
다음과 같다.
가 있었다. 그러나 몇 개의 자질을 이용해서 규칙 중심으로 한 변별적 자질 이론은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자의적이라는 점, 설명력만 있고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점, 조음에
만 집중한다는 점, 없는 자질([-Feature])도 음운현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과 같
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6) Kim, S. J.,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phonological expressions and their
consequences”,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1996, p.29.
7) ‘구성원소의 결합, 구성원소의 분해, 머리자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선정(2000:44)
를 참조할 것.
8) 노채환,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관한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제 55
집, 한중인문학회, 2017a, pp.2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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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음위치를 나타내는 자음 구성원소9)
음운론적 범주(phonological category)10)

구성원소

음운구조에서의 역할

|A|

비head (non-head)

설단성(치음)(coronality(dental))

|I|

비head (non-head)

설단성(치경음)(coronality(alveolar))11)

<표 3> 조음방법과 발성유형을 나타내는 자음 구성원소12)
구성원소
|H|
|ʔ|

음운구조에서의 역할
head, |H|

음운론적 범주
기식음(aspiration)

비head, |H|

마찰음(frication)

head,

|ʔ|13)

성대긴장성(stiff vocal cords)

셋째, ET는 화자가 발화하는 과정에 관련된 조음적 특성과 청자가 청취하는
과정에 관련된 음향적 특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자와
청자는 ‘음성 신호(speech signal)’로 통해 통일체로 연결이 되는데, 화자는 조음
9) Backley, P., An Introduction to Element The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p97.
10)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조음위치, 조음방법, 발성유형을 나타내는 것을 음성적 해석
(phonetic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Backley(2017)에서는 음운론적 범주라고 하였
다. 본고는 Backley(2017)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11) 기존의 구성원소에 의한 중국어 자음의 내적 구조 연구인 Goh(1996), Kaye(2000), 陈洁
(2003), 李怡丹(2012)에서는 치음, 치경음, 권설음(retroflexion)을 나타내는 구성원소는 모
두 설단성을 나타내는 구성원소 |A|로 설정하고 있으나, Backley(2011:87)에 따르면 ‘설단’
이라는 것은 치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alveopalatal), 경구개치경음(palatoalvelar), 권설
음으로 나눌 수 있다.
12) Backley, P., An Introduction to Element The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pp. 120-124, 145.
13) Backley(2011)에서 성문폐쇄음(ejectives, 혹은 방출음)을 head로서의 구성원소 |ʔ|로
표시하고 있지만, 심보토모코(2016:143)에서는 한국어의 경음은 완전한 성문폐쇄음이
아니지만 성문을 수축시키면서 발음되는 긴장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의 경음의
후두 특성을 머리자로서의 |ʔ|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심보토모코(2016)의 견해를 따라
한국어 자음의 긴장성을 head로서의 구성원소 |ʔ|로 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한
국어 자음의 긴장성 특질을 Backley(2011, 2017)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성원소 |H|로 아
닌, 심보토모코(2016)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성원소 |ʔ|로 표시한다. 이를 통해 같은 조음
위치를 갖고 있는 한국어 격음(예: ㅌ |I ʔ H|)과 경음(예: ㄸ |I ʔ H|)의 음운론적 대립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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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통해서 음성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음향적 패턴을 추출하며, 청자는 그
음성 신호를 접수하여 해당 음성적 패턴을 복구(recover) 시킨 후에 의미가 있는
언어로 해독(decode)한다.14) 이러한 언어의 소통 과정은 Backley(2011:5-6)는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다.15)
INPUT
perception
speech
signal

extraction

acoustic
patterns
(linguistic
information)

mapping

elements in
lexical
representation

WORD

<그림 1> The communication process(hears) (Backley 2011:5)

elements in
lexical
representation

mapping

acoustic
patterns
(linguistic
information)

target

speech
signal
production
UTTERANCE

<그림 2> The communication process(speakers) (Backley 2011:6)

위와 같은 구성원소의 특성들을 통하여 ET는 변별적 자질 이론에 비해 외국
어 학습자들의 음운 습득 오류 양상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과 음운론적
동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 P. Backley, An Introduction to Element The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p3.
15) 이 두 개의 도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향함(2020a)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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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치경 마찰음과 중국어 치 마찰음의 내적 구조
먼저 한국어 치경 마찰음의 내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주로
Backley(2011)에서 제안하고 있는 ET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를 기초로 한국어 자음의 내적 구조를 연구했던 심보토모코(2016), 정진희(2018)
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심보토모코(2016)에서는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 /s/16)와 치경 경 마찰음
ㅆ /s*/의 내적 구조 안에 모두 기식성을 나타내는 구성원소 |H|를 포함시켰는데

그들의 내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1) 한국어 치경 마찰음 ‘ㅅ, ㅆ’의 내적 구조(심보토모코 2016:33)
ㅅ /s/ |I H|

ㅆ /s*/ |I ʔ H|

그러나 정진희(2018)에서는 기식성 구성원소 |H|를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과 치경 경 마찰음의 내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2) 한국어 치경 마찰음 ‘ㅅ, ㅆ’의 내적 구조(정진희 2018:49)
ㅅ /s/ |I H|

ㅆ /s*/ |I ʔ H|

즉, 심보토모코(2016)와 정진희(2018)의 쟁점은 바로 한국어 치경 마찰음에
격음의 자격을 부여하느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진희(2018)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즉,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16) 한국어 마찰음 ‘ㅅ’은 한국어 음운론이나 음성학에서 모두 확실하게 치경음으로 보고 있
다(허용․김선정 2006:46, 강옥미 2011:116, 신지영 2014:73, 이진호 2014:65). 따라서 본고
에서는 치경음을 나타내는 구성원소 |I|로 한국어 마찰음 ‘ㅅ, ㅆ’의 조음위치를 표시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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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경 경 마찰음의 내적 구조 안에 모두 기식성을 나타내는 구성원소 |H|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17) 왜냐하면 치경 마찰음은 다른 장애음들과 달리
3가지 발성 유형의 대립을 보이지 않고, 평음과 경음의 2가지 발성 유형의 대립

을 보일 뿐이며, 마찰음의 경우 격음이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한국어 자
음체계의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18). 그리고 치경 평 마찰음 ‘ㅅ /s/’는 여타 평 장
애음들과 동일한 음운론적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은 장애음 뒤에서 경음으로 실
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 /s/’를 격음으로 보기가 어
렵다.
한편, 중국어 치 마찰음의 내적 구조는 한국어 치경 마찰음에 비해 단순한데,
Backley(2011)에서 제안된 ET를 바탕으로 Goh(1996)와 Kaye(2000)를 참고하

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중국어 치 마찰음 ‘s’의 내적 구조19)
s /s/

|A H|

17) 다음과 같은 기존 관련 연구에서도 한국어 마찰음의 내적 구조 안에 기식성 구성원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직(2006:16)
Heo(1994:19)
Kim(1996:34)
ㅅ
ㅆ
ㅅ
ㅆ
ㅅ
ㅆ
x
x
x
x
x
x
|
|
|
|
|
|
h˚
H
H
H
H
h˚
|
|
|
|
|
|
R˚
A
A
R
R
R˚
|
H18) 신지영, 뺷한국어의 말소리뺸, 박이정, 2016, p.119.
19) 중국어 마찰음 ‘s /s/’의 조음위치에 대해 중국어 음운론이나 음성학에서 모두 치음으로
보고 있다(Duanmu 2007: 24, Lin 2007:44, 朱晓农 2010:123, 엄익상 2016:102). 따라
서 본고에서는 치음을 나타내는 구성원소 |A|로 중국어 마찰음 ‘s /s/’의 조음위치를 표
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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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에 대한 음운
론적 분석
1)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
위의 <표 1>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자주 일어나
는 한국어 어두 초성 마찰음 지각 오류 양상은 ‘ㅆ /s*/ ⇆ ㅅ /s/’와 같은 혼동
오류이다.
음운 목록의 구성의 면에서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자연 언어에서 나
타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마찰음인 /s/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UPSID20)
의 451개 언어 목록 중 단 하나밖에 없는 언어로서 긴장음 /s*/를 갖고 있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어의 마찰음 체계의 구성은 매우 특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 마찰음 체계는 목록 크기의 면에서 볼 때는 5개(/f, s,
ʂ, ç, x/)나 있으므로 자연 언어의 보편성이 좀 떨어지지만 목록의 구성 면에서
볼 때는 모두 무성음이라 한국어보다 오히려 보편성이 높다.21) 즉, 한국어 마찰
음 체계는 발성유형에 의해 음운적 대립이 형성되어 있는데, 중국어 마찰음 체
계는 조음위치에 의해 음운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 마
찰음 체계는 유표적인 음운론적 특질인 |ʔ|를 첨가해서 청자의 지각적 거리
(auditory distance)를 증대시킴으로써 음운론적 강화의 원리((Phonological
Enhancement)22)를 수행하는 반면, 중국어 마찰음 체계는 그러한 음운론적 강

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두나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 |I ʔ H|’가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들을 때
20) Maddieson, I., & Precoda, K., “Updating UPSIDE”.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74, 1990, pp.104-114.
21) 허용, ｢자음 체계 대조 연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뺷언어과학연구뺸
55호, 언어과학회, 2010, pp.328-329.
22) Clements, G. N., “The Role of Features in Phonological Inventories. Contemporary Views
on Architecture and Representations in Phonology”, ed. by Raimy E. and Charles E.
Cairns, MIT Press, 2009,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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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긴장성 구성원소 |ʔ|가 구현되는 음향적 단서 F0에
언어적 정보와 연결하여 어휘적 표현 층위에서의 구성원소로 매핑하는 것은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들
을 때 긴장성 구성원소 |ʔ|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음 ‘ㅆ /s*/’를 음소로 식별하여
해당 단어를 해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두 초성에서의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어두 초성에 있는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성대 긴장
도’는 다른 평 장애음 계열과 동일하지만 ‘성문 너비’는 다른 격 장애음 계열과
유사하다.23) 즉,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는 격음만큼 강한 기식
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24) 그러나 어두 초성에서만 나타나는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강한 기식성은 한국어 자음 음운체계에서 음소 변별 기능이 없다.

한편, 모국어 자음 음운체계에서 유일하게 음운론적으로 작용하는 발성 요소
인 기식성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어두 초성 위치
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강한 기식성을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쉽게 지
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이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 한
국어의 특유한 강세구 초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의 기식성을 나타내는 음성 신호
를 쉽게 지각하게 된다. 그 음성 신호를 추출한 다음에 해당하는 강한 기식성이
있는 음절의 음향적 패턴을 다시 복구 시키고, 어휘적 표현 층위에서의 구성원
소들을 매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 구성원소들로 이루어진 음소들을 식별하
여 해당 목표 단어를 해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
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이 갖고 있는 언어개별적인 음성적 특성인 강한
기식성에 음운론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의 내적 구조는 |I H|와 같지만, 관
련 습득 오류가 자주 일어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두 초성에서
23) 김경아, ｢국어 장애음의 분류와 후두 자질｣, 뺷국어학뺸 제30집, 국어학회, 1997, p.50.
24) 문승재, ｢국어 ㅅ 음가에 대한 음향학적 연구｣, 뺷말소리뺸 제33집, 대한음성학회, 1997,
p.17.

260 한중인문학연구 68

의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의 내적 구조는 |I H H|와 같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두 초성 마찰음 지각 오류
양상인 ‘ㅆ /s*/ ⇆ ㅅ /s/’가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중국인 학습자의 전형적인 한국어 어두 초성 치경 마찰음 지각 혼동 오류의
음운구조 처리 과정

<그림 3>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두 초성에서의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 /s/ |I H|’가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 모국
어 자음 음운체계에서 유일하게 음운론적 기능을 갖고 있는 발성 특질인 기식성
에 대한 높은 민감도 때문에 한국어 어두 초성 위치에서만 실현되는 치경 평 마
찰음의 강한 기식성에 음운론적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두 초성 위
치에서의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내적 구조에서 원래 없어야 할 기식
성 구성원소 |H|가 첨가하게 된다. 즉, 관련 지각 오류를 자주 범하는 중국인 학
습자들이 한국어 어두 초성 위치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의 내적 구조를 ‘*ㅅ
|I H H|’와 같이 재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원소의 첨가 과정은 ET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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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소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
|I ʔ H|)’가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경우, 모국어 마찰음 음운체계에서는

한국어처럼 유표적인 긴장성 발성 특질 |ʔ|를 이용해서 지각적 거리를 증대시키
는 음운론적 강화 행위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
찰음 ‘ㅆ /s*/’의 내적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구성원소 |ʔ|를 음운론적
요소로 인지하지 못해 탈락시키게 된다. 이러한 재해석 과정은 구성원소의 분
해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어 치경 경 마찰음 ‘ㅆ /s*/’는 어두와 어중 초성
에 위치할 때 모두 여타 경 장애음들보다 성문의 너비가 크며, 그 성문의 너비는
한국어 어두 초성 위치에서의 여타 평 장애음 계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25) 즉,
한국어 치경 경 마찰음 ‘ㅆ /s*/’는 어두와 어중 초성에서 유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26) 따라서 기식성에 대해 민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두와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을 지각할 때 그 기식성을 민감하게 지각하게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어두 초성에서의 여타 평 장애음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두나 어중 초성에서의 한국어 치경 경 마찰음 ‘ㅆ /s*/’의 내적 구조에도 기식성
구성원소 |H|를 참가하여 음운구조 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련
지각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의 내적 구조를 ‘*ㅆ |I H H|’와 같이 재해석하게 된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
경 평 마찰음과 치경 경 마찰음 사이의 지각 혼동 오류가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
25) 김경아, ｢국어 장애음의 분류와 후두 자질｣, 뺷국어학뺸 제30집, 국어학회, 1997, p.50.
26) 이경희․이봉원(1999)에서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 /s/’와 치경 경 마찰음 ‘ㅆ /s*/’의
음향적 특성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어두 초성 위치에서의 평음 ‘ㅅ /s/’의 기식 구간이
경음보다 더 길며, 그 외 환경에서는 ‘ㅅ /s/’와 ‘ㅆ /s*/’의 기식 구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석재 외(2008:267)에서 음향음성학적으로 측정․제시된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어두와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과 치경 경 마찰음의 기식 시간을 보면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는 13ms인데,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와 어두․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는 모두 어두 치경 평
마찰음의 경우보다 반 정도로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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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기제가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이 갖고 있는 강한 기식성
에 음운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소의 결합’이라는 음운론적 작용이 일어
난다. 둘째,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 |I ʔ H|’에 포함되
어 있는 긴장성 구성원소 |ʔ|를 발화 의미와 연결하여 음운론적 요소로 인지하
기가 어려워서 구성원소 |ʔ|를 탈락시킴으로써 ‘구성원소의 분해’라는 음운론적
작용이 일어난다. 셋째,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의 약한 기
식성에 음운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소의 결합’이라는 음운론적 작용이
일어난다. 결국 한국어 어두 초성 위치에서의 ‘ㅅ⇆ㅆ’와 같은 지각 혼동 오류가
자주 일어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두 초성에서의 ‘ㅅ’와 ‘ㅆ’의 내적 구조를
모두 ‘*|I H H|’로 재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어두 초성에
서의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와 치경 경 마찰음 ‘ㅆ’의 지각 혼동 오류가 자
주 발생하게 된다.

2)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
<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 자주 일어나는 한

국어 어중 초성 마찰음 지각 오류 양상은 ‘ㅆ→ㅅ’와 같은 대치 오류이다.
먼저 이러한 지각 대치 오류가 일어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중 치경
평 마찰음 ‘ㅅ /s/ |I H|’에 대한 음운구조 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 /s/’는 어두 초성 위치에 있을
때 그의 성문의 너비가 다른 격 장애음 계열과 유사하다. 즉,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는 격음만큼 강한 기식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중 초성에 위치할 때 한국어 치경 평 마찰음 ‘ㅅ/s/’의 성문의 너비가 반 정도
로 줄어들며, 다른 어두 초성에서의 한국어 평 장애음들과 유사한 성문의 너비
를 갖게 된다. 즉 그만큼 기식성도 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27) 이것은 앞서 언
급했던 이석재 외(2008:267)에서의 음향음성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27) 김경아, ｢국어 장애음의 분류와 후두 자질｣, 뺷국어학뺸 제30집, 국어학회, 1997,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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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평균 기식 시간은
13ms인데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평균 기식 시간은 7ms이

다.28) 그러나 이러한 약한 기식성은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강한 기식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에서 음운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모국어 장애음 체계에서 유일하게 음운적 작용을 하는 발성 특
질인 기식성에 대해 민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기식성을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기식성도

역시 어중 초성에서의 ‘ㅆ→ㅅ’의 지각 오류를 자주 범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음운구조 처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어중 초성
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이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 그의 음향적
패턴을 그대로 ‘ㅅ /s/ |I H|’와 같이 어휘적 표현 층위에서의 구성원소들로 매
핑하는 데 반에, 관련 지각 오류가 자주 일어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
중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이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 해당
하는 음향적 패턴을 그대로 ‘ㅅ /s/ |I H|’로 아닌, 기식성을 나타내는 구성원소
|H|를 첨가시킴으로써 ‘*ㅅ |I H H|’와 같이 어휘적 표현 층위에서의 구성원소들

로 매핑하여 음운구조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원소의 첨가 과정은 구성
원소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어중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가 일어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치경 경 마찰음 ‘ㅆ /s*/ |I ʔ H|’에 대한 재해석 과정을 살펴보겠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이 어두 초성
에 있을 때와 같이 그것의 성문의 너비가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
음 ‘ㅅ /s/’에 비해 반 정도로 짧게 나온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
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의 기식성 정도도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28) 또한 지민제(1993:45)에 따르면 치경 부근의 조음 장소를 가진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연음들의 길이를 살펴보면 마찰음 /ㅅ/ > 파찰음 /ㅈ/ > 비음 /ㄴ/ > 파열음 /ㄷ/ >
탄설음 /ㄹ/의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평 폐쇄음과 파찰
음이 완전히 기식성을 잃어버려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같은 음운 환경
에서의 평 마찰음이 어느 정도 기식성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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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s/’보다 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러한 약한 기식성은 어두 초성에서의 치경

평 마찰음 ‘ㅅ /s/’의 강한 기식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음운적 기능을
갖지 않지만, 모국어 장애음 체계에서 유일하게 음운론적 작용을 하는 발성 특
질인 기식성에 대해 민감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의 기식성도 쉽게 지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의 기식성도 중국인 학습자들의 음운구조 처리 과정에서
음운론적 요소로 작용하기가 쉽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어중 초성에서
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가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는 해당 음향적
패턴을 ‘ㅆ /s*/ |I ʔ H|’와 같이 어휘적 표현 층위에서의 구성원소들로 매핑하지
만, 관련 지각 오류를 자주 범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가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 기식성을 나타내는 구성원소
|H|를 첨가시켜 음운구조 처리를 한다. 이러한 음운구조 처리 과정은 ‘구성원소

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한국어 마찰음 체계는 발성유형에 의해 음
운론적 대립이 형성되어 있지만, 중국어 마찰음 체계는 조음위치에 의해 음운론
적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는 유표적인 음운론적 특질인
|ʔ|를 첨가해서 같은 조음위치를 갖고 있는 마찰음들의 지각적 거리를 증대시킴으

로써 음운론적 강화의 원리를 수행하는 반면, 중국어 마찰음 체계는 그러한 음운
론적 강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두나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 |I ʔ H|’가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 그 경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소 |ʔ|가 구현되는 음향적 단서 F0에 언어적
정보와 연결하여 어휘적 표현 층위에서의 구성원소로 정확히 매핑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들을 때
구성원소 |ʔ|가 포함되어 있는 ‘ㅆ /s*/’를 음소로 식별하여 해당 단어를 해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관련 지각 오류를 자주 범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가 포함되어 있는 음절을 청취할
때 구성원소 |ʔ|를 탈락시켜 음운구조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원소를 탈락
시키는 과정은 구성원소의 분해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소 |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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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탈락시키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중 초성에 있는 치경 경 마찰음 ‘ㅆ /s*/’가
갖고 있는 긴 고유지속시간(intrinsic duration)29)도 잘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는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마찰음은 어
두와 달리 개방(파열)의 음향적 특성보다 지속시간이 청취적 변별력을 갖는다.30)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중 초성에서의 치경 경 마찰음 ‘ㅆ /s*/’를
치경 평 마찰음 ‘ㅅ /s/’로 잘못 지각하는 대치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된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중 마찰음 지각 대치
오류 양상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중국인 학습자의 전형적인 한국어 어중 초성 마찰음의
지각 대치 오류의 음운구조 처리 과정

29) Lehiste, I., Suprasegmental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p.18.
여기서 ‘ㅆ’의 고유지속시간은 ‘ㅆ’의 약한 기식 구간과 마찰 구간의 합을 말한다.
30) 지민제, ｢소리의 길이｣, 뺷새국어생활뺸 3(1), 국립국어연구원, 1993,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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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Backley(2011)에서 제안하고 있는 ET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
의 한국어 치경 마찰음에 대한 전형적인 지각 오류 양상들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과 음운론적 동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
국어 치경 마찰음을 지각하는 데 주로 ‘구성원소의 결합(기식성 구성원소 |H|의
첨가)와 구성원소의 분해(긴장성 구성원소 |ʔ|의 탈락)로 인해 재해석 과정이 일
어나게 된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관련 선지식(the prior knowledge)이나 선지
적 경험(the previous performance)31)은 한국어 어두 초성에서의 ‘ㅆ⇆ㅅ’와
같은 지각 혼동 오류 및 어중 초성에서의 ‘ㅆ→ㅅ’와 같은 지각 대치 오류가 일
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운론적 동인으로 실현되
어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어 온 자음 음운체계에 대한 인지와 재해석을 탐색하는 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음운 습득과 교육 연구에 이
론적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음운론적 기제 분석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교육 기법에 활용하는 데까지 다루지 못해 아쉬
움을 남긴다. 본고의 논의들을 추후 교육 현장에서 실천에 옮겨 탐구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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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nological Approach to the Perceptual Errors of Chinese Learners on
Acquiring the Alveolar Fricatives in Korean
－Based on Element Theory－

Shang, Xiang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honological processing and the
phonological motive in which typical perception errors regarding word-initial
onset alveolar fricatives and the word-internal onset alveolar fricatives of
Korean based on Element Theory. For this aim, this study derived the relevant
typical perceptual errors that have been covered in existing studies. Then, this
study identified the phonological processing and the phonological motive of the
perceptual confusion errors “ㅅ⇆ㅆ” in word-initial onsets and the perceptual
alternation error “ㅆ→ㅅ” in word-internal onsets. Results show that when
Chinese learners perceive Korean alveolar fricatives, reinterpretations take
place due to composition(addition of the element |H|) and decomposition(loss
of the element |ʔ|).
Keyword

Chinese Korean learners, the alveolar fricatives in Korean,

perceptual errors, phonological processing, Ele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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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 사족 申甲俊 詩歌의 도학적 특성과 의의

송재연*

국문요약

이 논문은 경상도 예안에 세거했던 申甲俊이 시가를 창작하는 데 배경이 되었던 학문적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뺷城西幽稿뺸 소재 시가의 창작양상과 도학적 특성을 고찰하여
퇴계학이라는 학문적 배경 속에서 그의 시가 창작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申甲俊은 예안에 세거했던 한미한 향촌사족이었지만, 그의 향리인 예안은 퇴계학의 본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李滉은 그가 宦路에 나갔던 기간을 빼고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고, 만년에는 도산서당을 지어 학문을 연마하며 후학 양성에 전념했기 때문에
爲己之學의 학풍을 지닌 많은 문인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李滉의 사후에는 趙穆이 뒤를 이

어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며 학파를 형성하는 한편,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眞城李氏나 光山
金氏 등의 가문에서 家學으로 퇴계학을 계승하면서 학맥이 이어지게 된다. 17․18세기에 들

어서는 眞城李氏와 光山金氏 가문이 예안 내에서 실질적인 유력가계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眞城李氏 가문의 李滉 후손들은 그의 학문을 家學으로 삼아 문집을 간행하고, 언행록을 편찬

하며, 문도록을 간행하는 일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申甲俊은 光山金氏 金時粲과 眞
城李氏 李家淳과 교유하며 퇴계학의 영향을 받았고, 시조 <陶山十二曲>에 대한 관심도 깊

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원천과 관심을 토대로 다수의 시조, 가사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의 시가 작품에 구현된 도학적 면모와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먼저
예안 지역 내 李滉의 遺痕 확인과 尊仰心의 발현을 들 수 있다. 시가를 통해 巨儒 李滉의
자취가 남아있는 ‘예안’의 지역 공간이 가지는 도학적 含意를 드러내는 동시에 李滉에 대한
尊仰心과 그가 體得했던 理趣를 재현하여 이를 예안 지역 유력 사족들과 함께 향유했는데,

이를 통해 향촌사족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말 노래인 시조와 가사를 통해
퇴계학의 이념을 더욱 宣揚함으로써 사족층의 교화와 결속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는 修己와 講學의 勸戒를 통한 대학적 세계관의 구현을 들 수 있다. 申甲俊은 三綱五倫과
같은 실천윤리보다는 愼獨, 修身, 守分과 같은 심성 수양, 학문 연마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말

* 서원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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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로 형상화했는데, 이는 당대 예안 지역에서는 실천윤리를 통해 향촌민을 규제하는 것보다
는 향촌사족으로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더욱 緊切하다는 대학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신갑준, 성서유고, 시가, 예안, 이황, 퇴계학, 대학적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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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晩覺齋 申甲俊(1771〜1845)은 경상도 禮安[宣城]에 세거했던 향촌사족으로
詩歌集 뺷城西幽稿뺸에 다수의 시가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는 申孝昌을 派祖로

하는 平山申氏 齊靖公派 18세손으로, 高祖인 喜望이 同樞에 贈職된 이후 그의
가문은 宦路에 나아가지 못하여 점점 한미해져갔다. 申甲俊의 경우 護軍 벼슬
을 한 것으로 뺷平山申氏大同譜뺸에 기록되어 있는데1), 護軍은 조선시대 五衛
소속의 정4품 관직이지만, 조선후기에 와서는 문무관, 음직에서 임명하여 녹봉
만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散職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 과거를
통한 立身은 하지 못했다.
申甲俊의 시가 작품에 대한 논의는 진동혁2)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申甲
1) 뺷平山申氏大同譜뺸. “字又仲 號晩覺齋 護軍. 英祖辛卯生憲宗乙丑五月二十四日卒 墓黃
腸山亥坐. 配安東權氏 父永直 英祖丁亥生憲宗之未十一月十四日卒 墓雙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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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의 시가집인 뺷城西幽稿뺸를 발굴하여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면서 수록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시조는 정격에서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가사
는 단형의 작품들로 되어 있는 점을 토대로 申甲俊은 시조와 가사에 대한 확연
한 구분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고, 주제도 三綱五倫, 修身과 慕賢에
치우쳐 있다고 설명하였다. 진동혁의 자료 소개 이후 申甲俊의 시가 문학에 대
한 연구는 ‘18․19세기 시조’ 또는 ‘훈민시조’라는 범주에서 논의되면서 특정 시
조 작품이 대상자료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정흥모3)는 趙晃의 시조를 분석
하면서 趙晃이 19세기에 몰락하는 향촌사대부로서 申甲俊과 비슷한 처지에서
이념적 지향을 보인다고 파악하고 申甲俊의 시조 작품 중 <願學曲>과 <慕賢
曲>을 예로 들어 비교하였다. 또 申甲俊의 시조가 강한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

것은 향촌사회에서 권위를 회복하고 촌민을 교화하여 사족 지배권을 재확인하
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창작의도를 분석하였다. 김혜원4)도 18․19세기 연
시조의 특성과 시가사적 위상을 고찰하면서 申甲俊의 <願學曲>과 <慕賢曲>
을 예로 들어 그의 시조는 이념 지향성이 강하며 이러한 이념을 문학적 형상화
없이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완고하게 지탱해 온 중
세적 이념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19세기를 살아간 그였지만, 평생을 향리에
묻혀 지냈던 그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중세 이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교술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의
의를 부여하였다. 한편, 전재강5)은 훈민시조의 작가와 작품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申甲俊의 경우 黃胤錫, 趙晃 등과 같이 낮은 벼슬을 하거나 한미해
져 가는 향촌사족으로서 훈민시조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
2) 진동혁, ｢申甲俊(1771〜1845)의 時調 硏究｣, 뺷돌곶김상선교수회갑기념논문집뺸, 중앙대,
1990. 이 글은 진동혁 전집 제3권 뺷고시가연구뺸(하우, 2000)에 재수록되어 있는데, 본고는
이를 참고하였다.
3) 정흥모, ｢삼죽 조황의 시조 연구｣, 뺷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뺸, 고려대 고전문학․한문학
연구회 편, 집문당, 1995, p.235 참조.
4) 김혜원, 뺷18․19세기 연시조 연구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pp.41-42.
5)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뺷어문학뺸 제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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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했는데, 그의 시조가 가진 특징은 이전 시기 훈민시조가 오륜 전반이
나 오륜 가운데 주로 향촌을 중심으로 한 사회윤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군자와 소인을 말하고 배움에 대한 경계를 노래하는 것과 같이 수양
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변별적이라고 보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한미한 집안의 향촌사족인 申甲俊의 ‘시조’ 작품이 지닌 특
징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했지만, 경상도 ‘예안’의 향촌사족 申甲俊이 지은 ‘시
가’ 작품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 연시조에만 한정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학세계와 시가사적 의의를 온전히 밝히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申甲俊이 생활했던 예안 지역은
李滉과 퇴계학이 추앙받던 곳이고 그 영향력이 후대까지 지대했던 점을 고려하

면 한미한 가문의 향촌사족이 단순히 자신의 수양과 지배층으로서의 권위를 확
보하기 위한 향촌민 교화의 목적에서 교술적 성격의 연시조 작품을 창작했다는
주장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申甲俊의 시가 작품에 투영된 도학적 성격과 시가사적 의의를 온전하
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거주했던 경상도 ‘예안’ 지역의 학문적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안은 李滉(1501〜1570)이 태어난 곳이자 그가 벼슬을 그
만둔 후 학문을 연마했던 도산서원이 있는 곳이다. 주지하다시피, 李滉은 당대
의 巨儒로서 주자학을 계승했는데, 영남 지역에서 그의 학문은 師承 관계를 통
해 전수되면서 문인들뿐만 아니라 당대 및 후대의 도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
을 끼쳤고, 200여 년이 지나긴 했지만 申甲俊 역시 퇴계학의 磁場 안에서 李滉
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 19세기에 영남 지역에서 살았던 申甲
俊이 시조와 가사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면서 李滉을 추앙하며

<陶山十二曲>을 典範으로 삼아 시가 작품을 지었다는 점은 李滉의 학문과 시

조 <陶山十二曲>이 후대 문인에게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시가사적 의의를 찾
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보다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다.6) 따라서 본고에
6) 최근 진행된 조지형의 논의는 본고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조지
형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 경북 예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金澤龍의 생애와 시조
향유 양상을 고찰했는데, 이때 김택룡이 퇴계 학맥의 문인이었다는 점과 예안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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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퇴계학을 계승하고 있는, 영남 지역 문인의 시가 창작 및 향유 양상에 穿鑿
하여 그 구체적인 실상과 의의를 밝히는 작업의 하나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
기 전반을 살았던, 申甲俊의 학문적 특성을 도출하여 시가 창작의 배경을 밝히
고, 이를 토대로 그의 시가 작품에 투영된 도학적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다. 조선조 士林의 학문과 문학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져 있었기 때
문에 그들의 문학 작품에는 그들이 평생 연마했던 성리학적 이념과 도학적 세계
관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개별 작
가의 시가 창작 및 향유 양상에 나타난 변별적 특성을 밝히는 단계적 접근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申甲俊의 학문관을 비롯하여 생애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行狀>이나 <年譜>와 같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뺷
城西幽稿뺸의 서․발문을 비롯하여 뺷平山申氏大同譜뺸, 교유인물 문집 등을 폭

넓게 검토하여 그의 학문적 배경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가 창작양상과 작
품에 구현된 도학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퇴계학이라는 학문 배경 속에서 그의
시가 창작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예안 지역 士族 사회의 퇴계학 계승 양상
退溪 李滉의 문인들은 전국에 널리 퍼져 있지만, 그 핵심은 예안과 안동 출신

문인들이었다.7) 이 두 지역은 李滉이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주요 거주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은 문인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안과 안동, 두 지역 문인들의 퇴계학 계숭 양상은 차이가 있다.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李滉 사후의 국문시가 창작과 향유 양상에 대해 살폈다. 이는 시가
사적 측면에서 16〜17세기까지 예안 지역에서의 李滉의 영향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 조지형, ｢操省堂 金澤龍의 禮安 생활과 時調 창작｣, 뺷국학연구뺸 제35집, 한국국
학진흥원, 2018, pp.295-331.

7) 뺷陶山及門諸賢錄뺸에 의하면, 李滉의 문인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영남 예
안, 안동 출신 문인은 102명(예안 56명, 안동 46명)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다. 김종석,
｢도산급문제현록과 학통제자의 범위｣, 뺷한국의 철학뺸 제25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7,
pp.151-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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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은 李滉이 태어난 곳으로, 관직에 나갔던 기간을 빼고는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고, 특히 만년에 도산서당을 지어 문인들과 함께 義理 탐구와 談
經說學을 하던 곳이었던 만큼 그의 문인이 어느 지역보다 많았다. 이에 비해 안

동은 李滉 선대의 분묘가 자리한 곳이며 李滉이 강변의 白蓮寺에서 때로 독서
를 했던 인연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안동 출신의 문인들은 李滉이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에 은거하며 본격적으로 학문에 침잠하며 도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50대 후반 이후에 그 문하를 출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문인들은 학문관에 있어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예안 문
인들은 談經說學하며 踐履篤實하다는 爲己之學 위주여서 難進易退하며 군주
보다는 향촌 단위의 사림에 의한 교화를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였던데 비해, 안
동 문인들은 居敬과 窮理에 의한 修己는 물론 군주를 통한 經世를 위해 出仕에
도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학풍의 차이는 두 지역 문인의 宦路에도 영향을 미쳤
다. 爲己之學을 중시하던 예안은 문과 급제자도 별로 없고 蔭仕나 遺逸의 천거
에 의해 지방관직을 역임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반면에, 안동은 본래 士族勢가
성했던 곳인데다 문과를 통해 현달한 인물도 많았기 때문에 官歷이 화려하고 문
인 집단의 위세가 대단했다.8)
결국 이러한 차이는, 문인들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수용될 수밖에 없
을 만큼 李滉의 학문과 언행의 폭이 넓었음을 말해주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지
역 사이에 同門으로서의 협력, 相磨와 함께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를 조성하게
하였다. 退溪 歿後 선생을 기리고 학문을 계승한다는 면에서는 뜻을 같이하면서
도, 예안의 도산서원과 안동의 여강서원을 선후하여 세웠고, 문집의 편찬 방침을
둘러싸고는 全稿 收錄과 刪節 精選이라는 이견을 표출하며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9)
이와 같이 예안과 안동의 문인들이 퇴계학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拮抗하던
8) 정만조, ｢서원, 조선지식의 힘｣, 뺷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뺸, 한국국학진흥원, 2012,
pp.33-34 참조.
9) 정만조, ｢월천 조목과 예안지역의 퇴계학파｣, 뺷한국의 철학뺸 제28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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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李滉이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예안에는 그의 문하에 많은 문인들이 출입
하면서 사족층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16세기부터 永川李氏, 眞城李氏, 光山金
氏 가문이 많은 수의 문․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예안의 대표적인 사족가문

으로 자리잡아 갔고, 또 생원․진사시 합격을 통해 입신함으로써 사족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도 했고, 16세기 후반에는 李滉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
면서 예안은 퇴계학파의 산실로 추앙되었던 것이다. 예안 사족층의 상당수는 李
滉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학문적인 전승 관계에서 그 중

심을 이룬 것은 李滉 사후에 從事로서 상을 치른 趙穆․琴蘭秀와 金富弼․金
富儀․金富倫․琴應夾․琴應壎 등 烏川의 종형제들, 어려서부터 수학한 李德
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스승의 사후 學行으로 천거 받아 관직에 진출하는

한편 도산서원을 건립하여 서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10)
특히 李滉 사후에 예안의 사족을 대표하며 퇴계학을 주도했던 인물은 趙穆이
었다. 15세 때 李滉의 문하에 들어간 그는 李滉의 高弟로 오랜 기간 師承 관계
를 맺었는데, 李滉이 주도하는 뺷朱子書節要뺸 편찬에 편집, 교열자로 적극 참여
했을 뿐 아니라, 李滉이 중요시했던 뺷心經附註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
하면서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예안 지역 李滉 문인들 사이에서 衆望이 높았다.11)
또 李滉이 세상을 떠난 뒤 도산서원을 건립하고 위패를 봉안하였고, 스승의 언
행을 모으고 遺文을 수집하여 뺷退溪集뺸을 간행하는 일에 주력했는데, 문집 편
찬 과정에서 刪節을 주장한 柳成龍의 반대를 무릅쓰고 全稿 收錄 원칙을 관철
시켜 李滉의 嫡傳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동시에 예안 지역 내 퇴계학파의 중
심인물로 特立할 수 있었다.12) 그 결과 趙穆의 문하에는 李滉에게서 수학하던
문인들과 더불어 예안 지역 명문 사족 가문의 자제들이 집결하여 학문적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또 그의 문인들은 서당 등을 통해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진력하

10) 박현순, ｢17〜18세기 예안현 사족사회와 향안․원생안․교생안｣, 뺷고문서연구뺸 제3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7, pp.60-61 참조.
11) 김형수, ｢17세기 초 월천학단과 예안 지역 사회의 재건｣, 뺷민족문화연구뺸 제65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p.294 참조.
12) 위의 논문, p.2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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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란 당시 의병에 참여함으로써 예안 지역의 향촌 주도권까지도 장악하게 되
었다. 하지만 趙穆과 柳成龍의 불화와 반목이 표면화되면서 예안과 안동의 문
인들이 대립하게 되었고, 趙穆의 영향을 받은 예안 출신 후학들이 仁祖反正
(1623) 직후에 처형됨으로써 趙穆의 학맥은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13)

이후 예안 지역의 퇴계학맥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眞城李氏나 光山金
氏 가문 등에서 퇴계학을 家學으로 계승하면서 면면히 이어지게 된다. 17, 18세

기에는 眞城李氏와 光山金氏 가문이 예안 내의 실질적인 유력 가계로 대두되었
는데,14) 특히 眞城李氏 가문의 李滉 후손들은 그의 학문을 家學으로 삼아, 퇴계
문집, 속집, 별집을 간행하고, 언행록을 편찬하며, 문도록을 간행하는 일에 진력
하였다. 예를 들어, 李守淵(1693〜1748)은 權斗經이 편찬한 뺷溪門諸子錄뺸을 부
연하여 뺷陶山及門諸賢錄뺸을 만들었고, 또 權斗經의 뺷退溪先生言行通錄뺸을 수
정, 보완하여 뺷退溪先生言行錄뺸을 편찬하는 등 李滉의 학술을 闡揚하는 데 힘
썼다. 또 李野淳(1755〜1831)은 柳成龍의 뺷退溪先生年譜뺸를 보완하여 뺷退溪先
生年譜補遺뺸를 편찬하였고, 權斗經, 李守淵의 손을 거친 뺷陶山及門諸賢錄뺸을

보완하는15) 동시에 뺷退溪集뺸의 주석서인 뺷要存錄뺸을 저술하면서 18세기 후반
예안의 선비들 사이에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申甲俊은 光山金氏 가문의 金時粲(1754〜1831)과 眞城
李氏 가문의 李家淳(1768〜1844)과 돈독한 교유관계를 유지했던 했던 것으로

보인다. 金時粲은 오천7군자 중의 한 사람인 金富倫의 7세손으로, 家學인 퇴계
학을 계승하면서 오천 光山金氏의 학문과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1792년 思悼
世子의 典禮에 관한 일로 영남 유생들과 서울에 올라와 疏를 올렸던 적이 있는

데, 정조가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대궐로 불러 접견하는 자리에서 그가 溪巖 金
坽의 6세손이라는 것을 듣고 童蒙敎官에 임명했지만 그는 謝恩도 하지 않고 귀

향하였다. 이후 그는 宦路에 나가지 않고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했는
13) 안병걸, ｢퇴계학의 계승 양상과 그 연구과제｣, 뺷퇴계학뺸 제13집,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02, pp.8-9 참조.
14) 박현순, 앞의 논문, p.84.
15) 안병걸, 앞의 논문, pp.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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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산서원 건립 후 서원에 소장된 장서의 관리가 어려운 것을 보고 장서실을
만들어 도산서원 장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조선후기
퇴계학 수호와 전승에 진력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申甲俊은 李野淳, 琴詩
述, 權時敏, 金熙復, 柳道明 등과 같은 예안 사족들과 더불어 金時粲의 제문16)

을 지은 바 있는데, 안동 광산김씨 설월당종택 자료 <祭文>에서 ‘門下人’과 ‘金
先生’이라는 표현을 쓴 것17)으로 보아 그와 師承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둘의 교유 양상은 뺷城西幽稿뺸에 수록된 ‘제목 및 작자 不明의 글’을 통해
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申同知가 또 시문 두 권을 보이니, 芷江, 霞壑 두 노인이 서문을 쓴 것이고, 일찍

이 한두 곳에 교감을 거친 것이다. 또 나에게 상의하기를 구하고, 한 마디 말로써 두
노인의 서문을 이어주기를 청하니, 더욱 어찌 감히 감당할 바인가마는 다만 버리지
않으려는 뜻에 감동해서 몇 군데 손을 댄 곳이 있으나 (두 노인의 서문을 이어서)
한 마디 해달라는 청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의 학문이 넓어지고 분변이
밝아지는 날을 기대하였으니, 과연 이런 날이 있을 것인가? 가히 한 번 널리 웃을
일이다. 이 날 저물어서 다시 쓴다.18)

이 글을 보면 申甲俊의 시문에 서문을 쓴 사람은 ‘芷江’과 ‘霞壑’이라는 별호
를 쓰는, 두 노인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芷江’은 ‘金時粲’을 가리킨다. 金時
粲의 호는 ‘一一齋’이기는 하지만, 柳鼎文이 쓴 그의 輓詞19) 제목을 보면 ‘輓芷
江金敎官是瓚’이라고 되어 있어 이를 통해 ‘芷江’은 곧 ‘金時粲’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申甲俊은 퇴계학을 계승했던, 스승인 金時
粲에게 자신이 지은 시가 작품을 보여 주고 이에 대한 서문을 부탁한 것인데,
16) 申甲俊, <祭文>, 뺷一一齋集뺸 6권,
17)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DB. “維歲次辛卯七月辛亥朔初四日甲寅 卽我朝奉大夫行童
蒙敎官 一一齋光州金先生大歸之日也 其前夕初三日癸丑 門下人申甲俊再拜哭告于”
18) 뺷城西幽稿뺸, “申同知又示詩文二卷 芷江霞壑兩翁之所序者 而曾經一二處照勘者也. 又
要余商確且請一言以繼兩翁 尤豈余所敢當 第感其不遐之義 略有下手處 而一言之請 無
以副之 期以予學博明辯之日 其果有是耶 可博一笑也已 是日暮更書”
19) 柳鼎文, <輓芷江金敎官是瓚>, 뺷壽靜齋集뺸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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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둘은 돈독한 교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霞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霞壑’이라는 호를 쓰는
당대 인물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霞溪’라는 호를 쓰는 李家淳이 申甲俊의
유고에 발문 <題晩覺申甲俊幽稿>20)을 써준 바 있기 때문에 ‘霞壑’은 李家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晩覺齋
申甲俊이 소매 속에 있던 晩覺稿를 보여주면서 늦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해 슬퍼

하자 깨달음에는 늦게 하고 빨리하는 순서가 있을 뿐 깨달음에 이르게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늦게 깨닫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스스로 勉勵할 것을 勸誡하였
다. 또 李家淳의 문집에 시 <哭申同知甲俊>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申甲
俊과의 교유는 두터웠다고 할 수 있다.
李家淳은 李滉의 9세손으로 퇴계학을 家學으로 계승하는데 힘썼던 인물로,
山水를 좋아하여 선인의 발길이 거친 곳과 명현이 남긴 자취를 두루 遍踏하며

시로 그 소회를 읊었다. 1822년 印信을 소홀히 하였다는 誣告로 단양으로 유배
되었을 때에도 선조인 李滉이 이곳에서 벼슬했을 때의 자취가 남아 있는 名山,
韻水, 奇島, 異巖을 찾아다니며 시를 지어21) 선조의 유적을 사모하는 심회를 표

출하기도 했다. 또 <陶山九曲詩>는 물론이고 <退溪九曲詩>, <玉山九曲詩>,
<原明九曲詩>, <小白山九曲詩> 등 5편의 九曲詩를 창작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영남지역을 性理가 구현된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22)
이와 같이 예안 지역 사족 사회의 퇴계학 전승 양상과 申甲俊의 교유 관계를
20) 李家淳, <題晩覺申甲俊幽稿>, 뺷霞溪集뺸 8권. “晩覺申君袖示晩覺稿 深以晩覺自悼 余
奇其言 又奇其志 夫苟使有覺 何晩之有覺有蚤晩 而其爲覺一也 世之無先覺久矣 君能
知天下有覺 底道理無論 言語之淺深 見解之精粗 不其奇乎 且府史雖下 猶是周官之遺
也 觀於其居 上下之交已可知其有覺無覺 宜其得一二前輩不惜推詡之勤 余何用更贅惟
俟君 他日覺之成效 果何如耳 昔有田舍而讀儀禮者 郡庭而跪聽經訓 終馬被 朝家旌獎
者 晩覺君其能匹美已乎 苟能此晩覺稿 其將增重而聳服人矣 余又何汲汲於言語文字爲
哉 晩覺無自悼 惟思自勉”
21) 李家淳, <行狀>, 뺷霞溪集뺸 12권. “謫丹陽 丹是老先生所莅邑 名山 韻水 奇島 異嵓 皆先
躅所題品 公感慕舊蹟 逐曲追和”
22) 김문기, ｢도산구곡 원림과 도산구곡시 고찰｣, 뺷퇴계학과 한국문화뺸 제43집, 경북대 퇴계
연구소, 2008,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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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그는 ‘李滉’이라는 인물과 학문, 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시가에 구현된 도학적 성격과 지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3. 申甲俊 시가의 창작양상과 도학적 특성
뺷城西幽稿뺸에는 <靈芝山曲>, <宣城曲>, <幽居曲>, <三綱曲>, <五倫曲>,
<愼獨曲>, <修身曲>, <南山曲>, <歎誡曲>, <守分曲>, <堅守曲>, <四時
曲>, <幽閑曲>, <思君曲>, <願學曲>, <景仰陶山曲>, <慕賢曲>23), <後悔
曲>24), <歷代心絃曲>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歎誡曲>(2수),

<守分曲>, <四時曲>, <願學曲>(3수), <慕賢曲>(2수), <後悔曲(其二)> 총 10

수는 시조이고, 나머지 작품은 단형의 가사로 볼 수 있다. ‘시조’와 ‘가사’라는 장
르 구분 없이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는 점이 뺷城西幽稿뺸의 특징인데, 이는 형식
적 특성보다는 작품의 主旨를 더욱 중시하는 도학자적 면모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록된 시가 작품은 그 순서대로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나름
의 시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靈芝山曲>, <宣城曲>, <幽居
曲>에서는 영지산 한줄기가 남쪽으로 뻗어나간 ‘선성’에서 묻혀 지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고, 이후에 수록된 <三綱曲>에서부터 <思君曲>까지는 그곳에서
지내며 三綱五倫, 愼獨과 修身, 守分 등을 따르며 심성을 수양하고자 하는 한
편, <願學曲>에서부터 <後悔曲>에서는 성현에 대한 尊仰心을 드러내며 학문
에 전념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표출하였다.
申甲俊의 시가에 구현된 詩意와 관련해서는 뺷城西幽稿뺸에 수록된 <書申同
知歌曲後>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坦齋居士가 임진년(1832년)

6월 15일에 지은, 이 글은 그가 예안향교의 양호루에 우거하고 있을 때 申甲俊
23) <慕賢曲>은 시조 2수와 ‘其二’라는 제명이 붙어있는 가사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其二’
는 중간 부분의 글자가 지워져 있어 판독이 어렵다.
24) <後悔曲>은 가사 1편과 ‘其二’라는 제명이 붙어있는 시조 1수로 구성되어 있다.

282 한중인문학연구 68

이 자신이 지은 가곡 수십 闋을 보여주면서 윤색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
곡에 대한 식견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 청함이 간절하여
坦齋居士는 긴 것은 잘라내고, 짧은 것은 부연했으며, 어떤 곳은 바꾸기도 하고,

또 둘을 합치기도 하면서 종이에 풀을 발라서 표시를 해두었고, 그 취사 선택은
申甲俊이 하도록 하였다.25) 그리고 申甲俊의 노래에 대해 “이 여러 노래들은 三
綱五倫, 修身, 慕賢으로써 목차를 삼았고, 그밖의 것은 郡地를 찾아다니며 경물

에 의탁한 흥취를 드러냈는데,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며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
는 뜻과 성현을 존경하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방법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평범하고 변변치 못한 뭇사람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겠는
가?26)”라고 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1) 예안 지역 내 李滉의 遺痕 확인과 尊仰心의 발현
먼저 申甲俊은 ‘영지산’이나 ‘선성’과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
심을 <靈芝山曲>, <宣城曲>과 같은 가사로 구현하였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단순히 지리적․지형적인 특성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지역 공간이 가진 도학적
함의에 주목하여 예안 지역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靈芝山 一支脉이 南出니 宣城이라
閭閻이 撲地니 邑基가 려긔로다
山名도 조커니와 地勢도 거록다
樓館風物 조흔 고 嶺左山水 海東鄒魯 題名니

이 題名을 각면 二樂樂이 업슬손가
南來不唾陶山石을 刻板여 거러스니
25) 坦齋居士, <書申同知歌曲後>, 뺷城西幽稿뺸. “余寓養浩樓齋日 城西申同知甲俊 袖示所
著歌曲數十闋 爲予岑寂 而且請潤色之 余辭曰 於詩文猶瞽如也 矧乎歌曲 平生所耳不
聞 目不覩者也 其請益勤 不揆妄率 於穴長者刪之 於短促者演之 或因其意換面改頭之
又齊合二 去取者 亦不敢自是 皆糊紙以標識之 惟在申君取舍之如何耳”
26) 坦齋居士, <書申同知歌曲後>, 뺷城西幽稿뺸. “今此諸曲 目之以三綱五倫修身慕賢 而其
他 而其他 郡地之從 寓物之興 莫弗出於忠孝 惻怛之意 尊賢自脩之方 則豈庸衆人所得
以賦者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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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刻板을 살펴보면 泛然思量 올손가
<靈芝山曲>
陟彼宣城 펴보니
東으로 濯纓潭 말근 물결 風月潭 흘너오내
北으로 孔孟顔曾 거룩신 聖廟로다
杏壇講樹 노푼 고 濟濟多士 往來내

어느 분이 이 道統을 이으실고
西으로 堯聖山下 빗긴신
驛溪水에 潺湲야
上流 稻田의 灌漑고 下流 洛水의 合流로다
南으로 逶迤屈曲 峯巒 
層層巖石 作臺야 奇奇怪怪 特立니
古人命名 景巖이라
東洛江의 汪汪波와 西溪水의 細細流ㅣ
層巖下의 湍會야 구뷔구뷔 흘너가내
無心 져 갈머기 白沙의 버러잇다
暮春春服旣成 졔 冠者五六童子六七로
浴乎風乎 詠歸 志趣로다
鳶飛戾天 魚躍于淵 오날을 일너도다
滿眼風物 조흔 景이 이밧긔  업던가
碧水長天 一色이오 紫霞孤鶩 齊飛로다
氣像이 아니 됴흘손가 上下의 察理니

<宣城曲>

<靈芝山曲>에서는 영지산 한줄기가 남쪽으로 뻗어나간 곳이 ‘宣城’이라 하

면서 地勢가 거룩하다고 표현했는데, 宣城 지역이 포함된 嶺左의 산수는 해동
의 鄒魯라는 인식을 토대로 文敎의 흥성함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관아에 판각되
어 있는 南有容의 시 <入陶山>의 “남쪽에 내려와 도산의 돌에 침을 뱉지 못함
은 선현께서 거문고 타고 글을 외던 고장이기 때문이라네(南來不唾陶山石 爲是
前修絃誦邦)” 구절을 인용하여 여기에 범연히 헤아릴 수 없는 뜻이 담겨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서 <宣城曲>에서는 선성을 둘러싼 사방의 지리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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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李滉의 흔적을 좇고 있다. 즉, 동쪽의 濯纓潭과 風月潭, 북쪽의 聖廟와 杏
壇, 서쪽의 堯聖山과 驛溪川, 남쪽의 景巖 등 李滉이 문인들과 뱃놀이를 하거나

함께 흥취를 즐겼던 풍류 공간을 나열하면서 先學의 도학적 志趣를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굽이굽이 흘러가는 물줄기와 그곳을 날고 있는 무심한 갈매기를
바라보며 孔子의 제자 曾點이 늦은 봄에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沂水에 가서 목욕을 하고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는
뺷論語뺸 ｢先進｣의 고사와 “소리개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못 속에서 뛰노누
나(鳶飛戾天 魚躍于淵)”라는 뺷詩經뺸 大雅 <旱麓>의 구절을 인용하여 작자 자
신의 理趣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申甲俊은 선성 한 모퉁이에 數間茅屋을 짓
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회를 <幽居曲>을 통해 구현하였다.27)
이와 같은 작자의 인식은 李滉에 대한 推仰과 시조 <陶山十二曲>의 依倣으
로 이어지게 된다.
陶山을 도라보니 咫尺이 千里로다
玩樂齋 瀟灑고 天雲臺 淸越
海東夫子 謙沖和粹 蕭然히 각고
惕然히 물너와셔 步步前堤 나가보니
濯纓潭 나문 물결 滔滔히 흘너오내

이 물결 위펴내여 몸도 씻고 마 씨셔
노 더욱 로올가 뇌
<景仰陶山曲>

이 작품은 가사 <景仰陶山曲>인데, 申甲俊은 도산 주변을 돌아보며 李滉을
추억하고, 자연물에 의탁하여 심성 수양의 뜻을 표출하고 있다. 작자는 도산서원
의 玩樂齋와 주변의 승경처인 天雲臺를 돌아보면서 李滉의 겸손하고 온화한 모
습을 숙연히 떠올렸고, 濯纓潭의 넘실거리는 물결에 몸과 마음을 씻어 日新하
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27) <幽居曲>. “城西一隅 그윽  數間茅屋 지어두니 /  편은 城市오  편은 大道로다
/市人도 모르고 道人도 모르거니 / 이러 寂寞濱의 어는 버지 오리 / 月如故人慇懃
來고 風淸午睡正朦朧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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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慕賢曲>에서는 도산서원과 주변 승경을 바라보며 동방의 夫子인 李滉을

숭앙하는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 <慕賢曲>은 시조 2수로 구성된 연
시조와 가사 형식의 ‘其二’,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연시조 2수에서는 성현의 행
적과 은택을 칭송하면서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하였다.
聖人이 不作면 萬古綱常 잇슬손가
賢人이 繼述니 그 道 漸漸 발가셔라

이내 몸 옷 입고 밥 먹기 聖人德澤 아니런가

인용한 시조는 <慕賢曲>의 제1수로, 성인이 三綱五倫을 만들고 현인이 그
뜻을 계승하여 그대로 따르니 道가 밝아졌다고 하면서 내가 옷을 입고 밥을 먹
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성인 덕택이라고 찬탄하였다. 그리고 제2수28)에서는 뺷孟
子뺸 ｢滕文公章句上｣에 있는 顏淵과 公明儀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들의 말씀

을 세 번 되풀이하고 높은 산처럼 이들의 덕망을 사모해 우러러보겠다는 뜻을
표출하였다. 뺷孟子뺸 <滕文公章句上>을 보면, 成覵이 齊 景公에게 ‘저들도 장
부이며 나도 장부이니 내 어찌 저 성현들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말하자, 顏淵
은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임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
는 또한 순임금같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고, 公明儀는 ‘주공이 「문왕은 내 스승
이다」라고 했는데, 주공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29) 이는
滕文公이 세자였을 적에 孟子가 性善과 堯舜의 도리를 설득하며 자신의 말을

믿고 실천하라는 뜻에서 한 말로, 누구나 노력하면 성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발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
그런데 ‘其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가사 작품에서는 “顔曾思孟 너린 후에
濂洛諸賢 이러셔라 繼往開來 읏듬 功이 晦菴夫子 아니런가”라고 하여 顔子, 曾
子, 子思, 孟子로부터 周濂溪, 周敦頤, 邵雍, 司馬光 程顥․程頤, 張載로 이어
28) <慕賢曲> 제2수. “顔子의 이란 말 舜何人也며 予何人也라 시고 公明儀  말이
文王은 我師也라 니 이 둘 말 三復고 景仰高山 오리라”
29) 뺷孟子뺸, <滕文公章句上>. “成覵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顔淵曰 舜
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公明儀曰 文王 我師也 周公 豈欺我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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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성리학의 道統을 설명한 다음에 선현의 학통을 이어 후학의 길을 열어준
功은 朱子에게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다시 “우리 東方 退溪先生 晦菴 嫡
傳 分明다”라고 하여 주자학 계승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李滉의 학문적

위상을 칭송하였다.
이와 같은 李滉과 그의 학문에 대한 尊仰心은 시조 <陶山十二曲>의 依倣과
도 관련이 있다. <四時曲>을 보면, 數間茅屋에서 독서에 전념했던 작자는 울타
리 아래에 있는 松菊과 臺 위에 있는 梅竹을 보게 되는데, 이때 “春風의 花發
고 秋夜의 月明커던 四時佳興을 되로 조차로오리”라고 하여 <陶山十二
曲> 言志 제6수의 시상과 표현을 依倣하고 있다. 가사인 <三綱曲>에서도 “人
生天地 엿다가 이더지 근 綱領 聾者도 아라 듯고 瞽者도 아라보거든 우리

 耳目聰明 男子로셔 聾瞽가치 몰올손가”라고 하여 진리 터득의 중요성을 노
래한 <陶山十二曲> 言學 제2수의 시상 전개와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修己와 講學의 勸戒를 통한 대학적 세계관의 구현
초간모옥을 짓고 예안에 은거한 작자는 이곳에서 三綱五倫을 기본으로 하여
심성을 수양하며 학문을 연마하고자 하는 志趣를 드러냈다. 이는 조선조 도학자
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申甲俊이
三綱五倫과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실천윤리 규범을 전언하는 것이

아닌, 愼獨, 修身, 守分과 같은 심성 수양과 관련된 君子의 자세를 體得하는 일
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暗室의  일이 明處의 나타나고
昏夜의 머근 마 白晝의 도라오
莫顯隱微  말 녯 글의 인 줄

아다 몰오다
存諸中者 發於外라 十手十目 指視 고

거올 갓치 근 人心 如見肺肝 두렵도다
誡懼謹獨 작시면 屋漏處를 펴보소
<愼獨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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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가사 <愼獨曲>인데, 전반부는 뺷中庸뺸의 “은밀하여 드러나지 않으
며 미세하여 드러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으면서도 삼가는 것이다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는 구절에서 뜻을 취해 시상을 전개하

고, 후반부는 뺷大學章句뺸 傳6章의 誠意 개념30)을 근거로 愼獨을 권면하고 있
다. 즉, 전반부에서는 뺷中庸뺸의 ‘隱微’ 가운데 ‘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 어두운
방에서 하는 일이 밝은 곳에 가장 잘 나타나고 어둡고 깊은 밤에 먹은 마음이
밝은 낮에 돌아온다고 풀이하면서 ‘莫顯隱微 하는 말씀’을 되새기고 있고, 후반
부에서는 心中에 있는 것이 외면에 드러나게 되니, 수많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수많은 눈이 바라보는 곳에 거울같이 밝은 마음을 사람들이 훤히 들여다볼까 두
렵다고 탄식하면서 결국 ‘戒懼’와 ‘謹獨’을 한다면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屋
漏까지 잘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誠意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

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게 되면 스스
로 만족하게 되어 그것이 외면에 표출되게 된다. 이와 같은 誠意는 홀로 있을
때에도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愼獨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誠意의 결과 心廣體
胖, 즉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몸이 쫙 펴지게 된다.31) 申甲俊은 이러한 뺷大學

뺸의 修己 이념을 시조 <修身曲>으로도 형상화하여, 하늘로부터 稟賦한 본성을
잘 지켜 修身한다면 그 나머지 일은 차차 미루어 넓힐 수 있다고 노래하였다.32)
이는 誠意에서 修身으로 이어지는 뺷大學뺸 八條目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歎誡曲>과 <願學曲>을 통해서는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하지만 학문을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전언하고 있다.

30) 뺷大學章句뺸 傳6章.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
愼其獨也 小人閒居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 而後厭然 揜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己 如
見其肺肝然 則何益矣 此謂誠於中 形於外 故君子必愼其獨也 曾子曰 十目所視 十手所
指 其嚴乎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
31) 송재연, 뺷高應陟의 詩歌文學 硏究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p.46.
32) <修身曲>. “天地情神 稟受야 人生世間 일 젹의 / 頭圓象天 여잇고 足方象地 
여시니 / 星辰갓탄 耳目口鼻 日月갓탄 本然天性 絲毫陋麁 올손가 / 이로 長養야
先修身을 작시면 / 其他餘事 次次推廣  말 녯 글로 도일가 노라”

288 한중인문학연구 68

芝蘭은 슝거도 繁榮치 못고
荊棘은 버혀도 快去치 못뇌
眞實로 어려온 일이 이 두 거시로다

<歎誡曲> 제1수

인용한 시조는 <歎誡曲> 2수 중 제1수로, 학문을 꾸준히 연마할 것을 강조한
작품이다. 芝蘭은 심어도 잘 가꾸기 어렵고 荊棘은 베어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
한다고 하면서, 진실로 어려운 일이 芝蘭을 잘 가꾸는 것과 荊棘을 완전히 제거
하는 것, 두 가지라고 탄식하고 있다. 여기서 ‘芝蘭’은 뺷孔子家語뺸에 “芝蘭은 깊
은 숲 속에서 자라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도 향기를 풍긴다. 군자는 도를 닦아
덕을 길러서 어려움에 처해도 절개를 더럽히지 않는다.33)”라고 한데서 유래하
여, 조용히 숨어 살면서도 몸가짐을 닦아 지조를 지키는 선비를 상징한다. 그렇
다면 ‘芝蘭을 가꾼다는 말’은 곧 修身을 통해 덕을 기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荊棘’은 芝蘭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이므로, 도를 닦아 덕을 기르
는 일을 가로막는 人慾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芝蘭을 잘 가꾸는 동시에 人慾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
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작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세월이 덧없이 지나가 노년이 닥치려 한다는 옛 현인의 말을 들면서,34) 우리도
성현의 교화를 입은 愚民으로 과연 芝蘭을 잘 가꾸고 人慾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35)
3수로 구성된 연시조 <願學曲>에서도 학문을 완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스

스로 포기하지 말고 경전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제1
수에서는 높은 태산을 오르는 것과 깊은 하해를 건너는 것에 빗대어 학문 완성
33) 뺷孔子家語뺸, <在厄>. “芝蘭生於深林 不以無人而不芳 君子修道立德 不以窮困而改節”
34) <歎誡曲>의 시상 전개는 姜翼의 <短歌三闋> 중 “芝蘭을 갓고랴 마 호믜를 두러 메
고 田園을 도라보니 반이나마 荊棘이다 아야 이 기음 몯다 여  져믈까 노라”와
유사하다. 이 시조는 김매기에 빗대어 ‘荊棘’으로 비유된 人慾을 제거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군자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는 실천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35) <歎誡曲> 제2수. “春光이 더지 업서 歲月로 荏苒야 老將至단 말 古賢이 읍허 계
옵시니 우리도 聖化中愚民이라 이를 아니 근심올가”

예안 사족 申甲俊 詩歌의 도학적 특성과 의의 289

의 길을 노래하고 있는데, 종장에서 태산이 높건 하해가 깊건 간에 오르고 건너
는 일, 즉 학문의 완성은 결국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뜻을 표출하였다.36)
그리고 제2수에서는 학문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언하고 있다.
놉흔들 길 업스며 깁푼들  업단가
聖學도 이러니 高遠타 自畫말고 萬古遺經 호고  호소
이리코 못니 自古及今 업니라

태산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도 오를 수 있는 길이 있고, 하해가 아무리 깊은들
건널 수 있는 배가 있기 때문에 성현들도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높고 멀다
고 하여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고 성현이 남긴 경전을 배우고 또 배울 것을 勸戒
하였다. 그리고 종장에서 이렇게 하고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서 勸戒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3수에서는 周平王 당시 제후로 95세의 나이에도 근면함을 잃지 않
고 <抑>이라는 시를 지어서 신하들에게 명하여 날마다 그 시를 외우게 하여 자
신을 경계하였던 衛武公의 사례와 뺷論語뺸 ｢泰伯｣의 ‘죽은 다음에야 그만둔다
(死而後已)’는 典故를 들어 평생 동안 배움을 실천하며 수양할 것을 강조하면서,

미미한 우리가 속세에서 잠자다 지금에서야 그 잠에서 깨어났다 하더라도 학문
을 성취하는 데 늦은 것이 아니라37)는 점을 환기하고 지금부터라도 학문 연마에
전념할 것을 독려하였다.

4. 퇴계학과의 관련 속에서 본 시가 창작의 의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예안 지역 퇴계의 학맥은 趙穆 이후 그 영향력이 약화
된 채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眞城李氏 가문이나 光山金氏 가문 내에서 家
36) <願學曲> 제1수. “泰山이 놉다 말고 오라기를 각소 河海을 깁다 말고 건너기을 
각소 놉흐나 깁푸나 오라고 건너기 진실노 내 마음의 인이라”
37) <願學曲> 제3수. “衛武公 抑戒詩 九十五世 아니런가 孔夫子 이란 말 死而後已矣
니라 우리 太倉의 稊米로셔 囂塵에 자든 잠을 이야 여쓴 엇지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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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의 형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던 申甲俊은 光山
金氏 가문의 金時粲, 眞城李氏 가문의 李家淳과 교유하며 퇴계학의 영향을 받

고 있었고, 자연스레 李滉의 시조인 <陶山十二曲>에 대한 관심도 깊어질 수 있
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향촌사족으로서 영남지역에 세거했던 平山申氏 가문의
李滉과 <陶山十二曲>에 대한 인식과도 同軌에 있다. 平山申氏 齊靖公派 申益
愰(1672〜1722)은 그의 문집 뺷克齋集뺸에 <次來卿讀陶山微音有感詩韻 並序>

라는 글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李滉에 대한 尊崇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그
는 이 글에서 근세에 매우 좋아하는 시인으로 李白, 杜甫, 蘇軾, 黃庭堅만한 이
가 없는데, 그들의 詞가 정교롭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道를 알지 못했고,
다만 朱子만이 도를 온전히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 뒤를 이은 것이 李滉이
라고 하였다. 仁同의 武班家에서 태어난 申益愰이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
고 도산서원에서 독서에 전념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었던 것도 이러한 그의 의
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글에서는 申益愰의 시가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자가 우리말 노래인 <陶山十二曲>이 속되고 우아하지 못하다고
평한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李滉이 지은 발문의 내용을 들어 우리말
노래의 효용성을 언급하였다.38) 아울러 伴鷗翁 申墀(1706〜1780)의 시조 창작
및 향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만년
에 고향인 松湖江 절벽 위에 伴鷗亭을 짓고 은거하면서 시조 14수를 지었는
데39), 14수 가운데 12수는 “右十二章 盖和陶山十二章之遺意”라는 발문을 통
해 <陶山十二曲>의 詩意를 依倣하여 지었다는 점을 밝혔다. 과거를 통해 宦路
에 나아가지 못하고 蔭仕로 통덕랑을 제수받고 고향에 은거하면서 李滉과 같은
선현들의 삶을 지향하며 살고자 하는 모습은 申甲俊이 지향했던 삶과도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학과의 관련 속에서 申甲俊의 시가 창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
38) 申益愰, <次來卿讀陶山微音有感詩韻 並序>, 뺷克齋集뺸 1권.
39) 권영철, ｢반구옹 시조와 도산십이곡의 계보｣, 뺷연구논문집뺸 제1집, 효성여대, 1966,
pp.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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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申甲俊은 李滉을 尊崇하면서 그의 자취가 남아 있는 도산서원과 그 주변
승경처를 둘러보고 그 理趣를 시가 작품을 통해 재현했고, 또 이를 예안 지역의
유력 사족들과의 함께 공유하면서 향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향촌사족으로서
의 입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말 노래인 ‘시조’와 ‘가사’를 통해 퇴계학의 이념
을 더욱 공고히 드러냄으로써 친족을 비롯한 재지사족을 교화하고 그들과 결속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향교 교육에
있어서 士族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古代帝王들의 歷史를
기록했던 <歷代帝王國號歌>를 활용하여 가사 <歷代心絃曲>을 창작하고 아
이들의 학습을 권면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촌민에 대한 교화의 정도는 약화되어 있다. 향촌민
교화를 위한 실천윤리를 전언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오륜가’
계열의 시조 또는 가사였다. 그런데 申甲俊의 가사 <五倫曲>을 보면 구체적으
로 실천윤리를 전언하기보다는 오륜 중의 근본은 부자간의 도리인 효이고, 이를
통해 차례로 군신, 부부, 붕우, 장유 간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
을 망각한다면 馬牛에 사람 옷을 입혀 놓은 것처럼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될 것
이라고 탄식하며 오륜의 중요성 정도만을 환기시키고 있다.40)
이것은 곧 예안 사족 申甲俊의 시가 창작이 영남지역 시가문학사에서 대학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6세기 후
반 예안 지역 李叔樑의 <汾川講好歌>와 달성 지역 鄭光天의 <述懷歌>, <病
中述懷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낙동강 상류의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뺷小
學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사고, 즉 ‘소

학적 세계관’이 두드러졌다.41) 그런데 19세기 전반에는 申甲俊의 경우처럼, 예
안 지역에도 실천윤리를 통해 타인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향촌사족으로서 ‘지식
40) <五倫曲>.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 五倫中의 孝道 百行
의 根源이라 / 忠臣을 孝子의 門求 니 / 忠孝을 先後 알면 閨門이 整齊고 /朋友의
責善홈과 先行後長者을 次第로 아올이라 / 根本을 알작시면 百千萬事 그 가온 인
니 / 一身의 힌 일을 泛然히 각야 / 暫時라도 忘却면 牛馬襟裾 도힐가 노라”
41) 최재남, ｢소학적 세계관의 시적 진술방식｣, 뺷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뺸, 국학자료원,
1997, pp.300-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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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와 ‘심성 수양’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더욱 緊切하다는 ‘대학
적 세계관’이 나타났고, 이것이 <愼獨曲>, <修身曲>과 같은 우리말 노래로 구
현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申甲俊의 이러한 면모는 先代 선산 지역 사족으로서, 뺷大學뺸을 중시하면서

지식 연마와 심성 수양을 강조하는 대학적 세계관을 형성했던 朴英, 朴雲, 高應
陟과도 맥이 닿아 있다. 朴英은 뺷大學뺸에 근거하여 止於至善이나 明明德을 실

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조로 드러냈고, 그의 문인인 朴雲 역시 道를 實踐躬行
하려는 다짐을 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풍을 이어받은 高應陟은 보다
체계적으로 뺷大學뺸의 要諦와 體得한 깨달음을 시조 양식에 담아 <大學曲>을
비롯하여 <君子曲>, <誠意曲>, <修身曲> 등의 작품을 창작하였다.42)

5. 결론
지금까지 조선조 도학자의 학문적 배경과 시가 창작 사이의 긴밀한 관련을 전
제로, 경상도 예안에 세거했던 申甲俊이 시가를 창작하는 데 배경이 되었던 학
문적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뺷城西幽稿뺸 소재 시가의 창작양상과 도학적
특성을 고찰하여 퇴계학이라는 학문적 배경 속에서 그의 시가 창작이 가지는 의
미를 규명하였다.
平山申氏 가문의 申甲俊은 경상도 예안에 세거했던 한미한 집안의 향촌사족

이었지만, 그의 향리인 예안은 퇴계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예안에서 태어난 李滉은 그가 宦路에 나갔던 기간을 빼고 생애의 대부분을 이
곳에서 보냈고, 만년에는 도산서당을 지어 학문을 연마하며 후학 양성에 전념했
다. 따라서 이곳에서 爲己之學을 계승하는 많은 문인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李
滉의 사후에는 그의 高弟인 趙穆이 뒤를 이어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며 학파를

형성하는 한편,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眞城李氏나 光山金氏 등의 가문에서
家學으로 퇴계학을 계승하면서 학맥이 이어지게 된다. 17, 18세기에 들어서는
眞城李氏와 光山金氏 가문이 예안 내에서 실질적인 유력 가계로 대두되었는데,
42) 송재연, 앞의 논문, pp.199-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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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眞城李氏 가문의 李滉 후손들은 그의 학문을 家學으로 삼아 문집을 간행
하고, 언행록을 편찬하며, 문도록을 간행하는 일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申甲俊은 光山金氏 金時粲과 眞城李氏 李家淳과 교유하며 퇴계학의 영향을

받았고, 시조 <陶山十二曲>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러한 학문적 원천과 관심을 토대로 다수의 시조, 가사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의 시가 작품에 구현된 도학적 면모와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
는데, 먼저 예안 지역 내 李滉의 遺痕 확인과 尊仰心의 발현을 들 수 있다. 시가
를 통해 巨儒 李滉의 자취가 남아있는 ‘예안’의 지역 공간이 가지는 도학적 含意
를 드러내는 동시에 李滉에 대한 尊仰心과 그가 體得했던 理趣를 재현하여 이
를 예안 지역 유력 사족들과 함께 향유했는데, 이를 통해 향촌사족으로서의 입
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말 노래인 시조와 가사를 통해 퇴계학의 이념을
더욱 宣揚함으로써 사족층의 교화와 결속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修
己와 講學의 勸戒를 통한 대학적 세계관의 구현을 들 수 있다. 申甲俊은 三綱五
倫과 같은 실천윤리보다는 愼獨, 修身, 守分과 같은 심성 수양, 학문 연마와 관

련된 문제를 우리말 노래로 형상화했는데, 이는 당대 예안 지역에서는 실천윤리
를 통해 향촌민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향촌사족으로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더
욱 緊切하다는 대학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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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Neo-Confucianism in Siga
written by Shin Gapjun, Hyangchonsajok in Yean
Song, Jaeyeon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of his creation in relation
to Toegye Studies by deriving the academic sources that led to the creation of
Siga(시가) by Shin Gapjun, who lived in Yean, and by examining the aspects
of his creation and the Neo-Confucian characteristics embodied in his Siga.
Although Shin Gapjun was a humble Hyangchon Sajok who lived in Yean,
Yean, his hometown, is the home of Toegye Studies. As is well known, Yi
Hwang spent most of his life here except for the period when he was in office,
and in his later years, he dedicated himself to cultivating his students in
Dosanseodang. Therefore, many disciples who succeeded Wigijihak(위기지학)
were able to be produced here.
After Yi Hwang's death, Jo mok inherited his teacher's studies and formed
a school, while succeeding Toegye Studies from a family of Jinsung Yi and
Gwangsan Kim to a family's studies.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descendants of Yi Hwang used his studies as a family education to publish
literary works, compile records of his words and deeds, and and publish lists
of his disciples. Under these circumstances, Shin Gapjun was influenced by
Toegye Studies by interacting with Kim Sichan and Yi Gasun, and his interest
in Dosansibigok(도산십이곡) and other literary works written by Yi Hwang also
deepened. Based on these academic sources and interests, he created a number
of literary works, Sijo and Gasa.
The Neo-Confucian aspects and characteristics embodied in his literary
work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he first is to identify the traces of Yi
Hwang in the Yean area and to show respect for him. Shin Gapjun revealed
the meaning of Yean's traces, while recreating the respect for Yi Hwang and
the reason he realized through his Siga, and enjoyed it with the people of Yean
Sajok. By doing so, he was able to solidify his position as Hyangchon Sa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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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 to the enlightenment and solidarity of the
Sajok by further enhancing the ideology of Toegye Studies through Korean
songs. The second is the embodiment of Ta Hsueh(대학)-based view of the world
by encouraging the cultivation of mind and academic performance. Shin Gapjun
embodies problems related to mental trai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in
Siga rather than practical ethics,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training oneself as Hyangchon Sajok is more important than
regulating the people through practical ethics in the Yean area of the time.
Keyword

Shin Gapjun, Seongseoyugo, Siga, Yean, Yi Hwang, Toegye Study,

Ta Hsueh-based view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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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근접상 표지에 관한 고찰

신경미*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상성 성분인 근접상과 관련하여 중국어 성분들을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근접
상’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근접한 시간 내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사건을 나타낸다. 이것은 어휘적, 문법적, 형태적, 통사적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언어마다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하여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중국어 근접상 표지의 종류와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접상과 그의 하
위 분류인 ‘좌절상’과 ‘전향상’의 개념부터 설명해 보았다. 좌절상과 전향상은 화자의 주관적
시점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좌절상은 화자가 과거사건에 대한 회고적 시점일 때 사용하고,
전향상은 미래사건에 대한 전망적 시점일 때 사용한다. 이들은 상표지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
건을 구체화하는 상적 의미를 갖지 못하여 언어환경이나 공기하는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자신의 상적 의미를 드러낸다.
또한 기존의 근접상 연구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근접상, 즉 좌절상과 전향상 표지들도 설정
해 보았는데, 좌절상은 ‘差點兒류’, 전향상은 ‘就要……(了)류’가 이에 해당하였고, 이들은 근
접상의 범주 안에서 대칭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差點兒류’와 ‘就要……(了)류’는 각각 시제의 차이, 즉 과거사건인가 혹은 미
래사건인가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류의 근접상 표지라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견해와 표현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주제어

상성(相性), 근접상, 좌절상, 전향상, 差點兒류, 就要……(了)류, 양태

* 고려대학교 BK21Four 중일교육연구단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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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고는 중국어에서 완전한 ‘상표지(aspect marker)’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시
제, 상 및 양태 등과 상호 작용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상적(aspectual)’ 구도를 구
축하는 ‘근접상(Proximative aspect)’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
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국어 연구에서 ‘상(aspect)’과 ‘동작상(aktionsarten)’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방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지만, 상의 의미를 보완하거나 사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상성(aspectuality, 相性)’에 관한 연구는 그에 비해 다소 부족
한 실정이었다. 특히 상성표지인 근접상과 관련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근접상 표지가 상표지에 비해 다소 불규칙하고 불완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남경 2019:46).
Kuteva(2001/2006:151)는 근접상을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이 가까이 다가왔다

는 시간적 단계(phase)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언어마다 근접상을 표현
하는 표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표지들을 ‘근접어(Approximator)’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예문을 보자.
(1) 差點兒忘了告訴你。
하마터면 너에게 말하는 것을 잊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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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明早我就要走了。
내일 아침에 나는 곧 떠날 것이다.
(北京語言大學 BCC)

위의 (1)은 ‘差點兒’을 사용하여 화자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위의
(2)는 ‘就要……(了)’를 사용하여 화자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가까운

시점에서 곧 발생하게 될 사건이라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때 두 사건은 모두
역동적 자질인 ‘임박성(Imminence)’1)을 갖기도 한다.
기존의 ‘差點兒’과 ‘就要……(了)’에 관한 연구는 각각의 의미와 기능, 다른 구성
성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미적으로 유사한 성분들이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
점이 있는가가 주를 이루었다(石毓智ㆍ白解紅 2007, 張萬禾ㆍ石毓智 2008, 宗守
雲 2011，袁毓林 2011, 2013 등).

본고는 이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상성 성분인 근접상과 관련하여 중국어 성
분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근접상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마련하고, 다음으로 중국어의 대표적인 근접상 표지의 종류 및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근접상의 개념과 분류 및 중국어 표지
1) 근접상의 개념
‘상성’은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성분들에 의해 표출되는 사건적 속성을 말하고,

상표지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완료상 영역과 미완료상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성 중 하나인 ‘Proximative aspect(근접상)’란 용어는 König(1993)이 처
음으로 도입하였고,2) 이후 Heine(1994), Heine&Kuteva(1995), Ziegeler(2000), Kuteva
1) Tania Kuteva, Auxiliation: An enquiry into the nature of grammatic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김주식 옮김, 샙문법화의 본질샚, 서울: 한국문화사,
2006, p.151.
2) Tania Kuteva, Auxiliation: An enquiry into the nature of grammaticalizati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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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등의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eine(1994:39)에 의하면, 근접상이란 “동사가 말하는 상황에 거의 도달했다
(혹은 ‘했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영어의 근접상 표

지는 ‘almost(거의~하다)’,3) ‘nearly(거의~하다)’, ‘be about to(막~하려던 참이
다)’, ‘on the verge of V-ing(막~하려고 한다)’, ‘was on the verge of V-ing, but
didn’t V(V하려고 했지만, V하지 않았다)’ 등이 있다고 하였다.4) 아래의 예문을

보자.
(3) They nearly killed me.
그들은 나를 거의 죽일 뻔했다.
(4) A thief is about to take our money.
도둑이 우리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
(Heine 1994:39)

언어마다 근접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영어의 근접상 표
지로는 (3)의 ‘nearly’와 같은 어휘적 성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4)의 ‘be about
to’와 같은 문법적 성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예문들에서 ‘nearly’, ‘be about
to’와 같은 근접상 표지가 존재함으로써 동사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화 시점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제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5)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김주식 옮김, 샙문법화의 본질샚, 서울: 한국문화사,
2006, p.151.
3) 이로 인해 Heine(1992)는 초기에 근접상을 ‘almost aspect(almost상)’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4) Heine(1994)는 아프리카어의 근접상 표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영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영어의 근접상 현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5) 그러나 Comrie(1976/1998:98-100)는 근접상을 발화 시점 이후에 위치하는 ‘미래(Futurity)’
에만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근접상을 ‘prospective(전망상)’라고 부르며, ‘앞으로 일어
날 어떤 장면과 관련된 상태’라고 하였다.
(1) Bill is going to throw himself off the cliff. (빌은 절벽에서 자신을 던지려고 한다.)
(2) Bill will throw himself off the cliff. (빌은 절벽에서 자신을 던질 것이다.)
Bernard Comrie,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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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은 ‘nearly’를 통해 과거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4)는 ‘be about to’를 통해 미래에 “도둑
이 우리의 돈을 훔치려고 하지만, 그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Kuteva(2001/2006:170-178)는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근접상이 과거
시제와 미래시제에 모두 사용된다는 Heine(1994)의 견해에 동의하였으며, 그의
견해에 따라 사건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표1. 사건 연쇄 현상>6)
단계
0
1

사건 도식의 유형
사람 X는 항목 Y를 원한다.
(Person X wants item Y)
사람 X는 Y하기를 원한다.
(Person X wants to do Y.)

2

사람 X는 Y를 겪으려고 한다.
(Person X is about to undergo Y.)

3

객체/개인 X는 Y가 되려고 한다.
(Object/Person X is about to
become Y.)

문맥적 속성
Y는 구체적인 항목을 가리킨다.
(Y refers to a concrete item.)
Y는 동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Y refers to a dynamic situation.)
X는 Y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X can be assumed not to want Y.)
X는 Y의 상황으로 곧 들어간다.
(X is close to entering situation Y.)

위의 <표1>과 같이 Kuteva(2001/2006)는 사건의 간격을 세분화하고 발화상
황에서 그 경계에 따라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근접상은 ‘발생한 사건(0단계)’이나 ‘현재 겪는 사건(1단계)’이 아닌 사건에 대한
‘의지(volitional)’를 포함한 것이어서 위의 4단계 중 ‘2단계’와 ‘3단계’만이 해당한

다고 하였다. 여기서 ‘의지’란 앞서 언급한 ‘임박한(immediate)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7) 발화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발화 시간을 중심으로 매우 가까운
proble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이철수ㆍ박덕유 옮김, 뺷동사
상의 이해뺸, 서울: 한신문화사, 1998, p99.
6) Tania Kuteva, Auxiliation: An enquiry into the nature of grammatic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김주식 옮김, 뺷문법화의 본질뺸, 서울: 한국문화사,
2006, p.172.
7) 따라서 이러한 근접상을 중국어로 ‘임박태(臨迫態)’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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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할 뻔했거나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사건임을 알게 한다.8)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갖는 근접상의 활용은 화자의 주관적 시간의 개념과 범위
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근접상의 하위 분류를 먼저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지도 한 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2) 근접상의 분류 및 중국어 표지
앞서 설명했듯이 근접상은 과거 혹은 미래에 ‘임박한 사건’을 표현하는 수단
으로 동사가 말하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할 뻔했거나 미래에 곧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근접상의 의미와 기능은 동사와 결합하는 언어환경에서 실현
되며, 이때 시제의 특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화자가 말하는 사건
이 과거사건인가 혹은 미래사건인가에 따라 근접상의 종류도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다.
화자가 임박성을 갖는 사건에 대해 설명할 때 시선의 방향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화자가 발화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의 사건을 ‘회고적(Retrospective)’
시선으로 관찰한 것으로, 이때 사용되는 근접상의 하위분류는 ‘좌절상
(Avertives)’9)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하나는 화자가 발화 시점을 중심으로 미래의 사건을 ‘전망적
(Prospective)’ 시선으로 관찰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때 사용되는 근접상의 하

위분류는 ‘전향상(Prospectives)’이라고 부른다.10) 아래의 예문을 보자.
(5) He almost won the race. (좌절상)
그는 경주에서 거의 이겼었다.
8) Joan Bybee, The Evolution of Gramma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박선자
외 옮김, 뺷문법의 진화–시제, 상, 양태뺸, 서울: 소통, 2010, pp341-357.
9) Kuteva(2000, 2001)가 ‘Aver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사건이 중도에 멈추
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좌절’과 관련 있다고 여겨 한국어에서는 ‘좌절상’으로 번역되고
있다.
10) 이것을 한국어에서 ‘전망상’, ‘예정상’ 등으로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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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ohn is about to go to Europe. (전향상)
존은 곧 유럽에 가려고 한다.
(Ziegeler 2000:1752, Rhee Seongha 외 2005:244)

위의 (5)의 ‘좌절상’은 화자가 회고적 시점에서 과거에 “이길 직전에 있었지만,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발화 시점
직전에 불발되었거나 결과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한다. 그리고 (6)의 ‘전향상’은
화자가 전망적 시점에서 미래에 “유럽에 가려는 상황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뜻
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화 시점 이후 조만간 발생할 예정임을 말한다. 이와 같이
화자는 근접상을 통해 발화 시점에서 근접한 과거사건과 미래사건에 대한 주관
적 시선, 견해 및 심리적 거리감을 표출하고, 그에 따라 근접상도 선택적으로 사
용한다.

과거

미래

발화시점

좌절상
(회고적 시점)

전향상
(전망적 시점)

<그림1. 화자의 시점에 따른 근접상>

위의 <그림1>과 같이 화자의 시선이 과거의 회고적 시점인가 혹은 미래의 전
망적 시점인가,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시선과 견해 및 심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좌절상과 전향상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때 좌절
상과 전향상은 의미적ㆍ기능적으로 대칭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Kuteva 2001/
2006:3).

위와 같은 근접상의 하위분류와 관련하여 중국어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중
국어도 영어의 좌절상 ‘almost’, ‘nearly’ 등과 같이 어휘적 성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향상 ‘be about to’, ‘on the verge of V-ing’ 등과 같이 문법적 성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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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差點兒實現了。(좌절상)11)
(그것은) 거의 발생할 뻔했다.
(8) 咱們不久就要團圓了。(전향상)
우리는 머지않아 곧 모일 것이다.
(Kuteva 2001/2006:147, 北京語言大學 BCC)

위의 (7), (8)과 같이 중국어도 과거사건을 나타내는 좌절상의 형태와 미래사
건을 나타내는 전향상의 형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7)은 ‘差點兒’을 통해 ‘實
現(발생하다)’이 과거에 만났던 임박한 사건임을 알 수 있고, (8)은 ‘就要……

(了)’를 통해 ‘團圓(모이다)’이 미래에 만날 임박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중국어의 좌절상에 해당하고, 후자는 전향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어
에는 ‘差點兒’과 ‘就要……(了)’ 이외에도 이들과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 여
러 가지 성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표2. 근접상 분류에 따른 중국어 표지>
근접상
좌절상
差點兒, 差不多，幾乎，險些 등

전향상
就要……(了), 要……(了), 快(要)……
(了), 將(要)……(了) 등

위의 <표2>와 같이 중국어도 좌절상과 전향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지들이 존재하는데,12) 이들이 문장에서 근접상으로 사용될 때
의미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Kuteva(2001/2006:147)는 중국어의 ‘差點兒’을 대표적인 좌절상 표지로 보았다.
12) 본고는 근접상과 관련하여 중국어 성분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이들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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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어 근접상 표지의 특징
1) 과거사건 좌절상 ‘差點兒류’
과거 근접상인 좌절상의 의미는 “was on the verge of V-ing, but didin’t
V(V하려고 했지만, V하지 않았다).”로 과거에 동사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영어의 좌절상 성분에는 ‘almost’, ‘nearly’ 등이
있었고, 중국어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 성분들은 ‘差點兒’, ‘差不
多’, ‘幾乎’, ‘險些’(이하 ‘差點兒류’로 칭함) 등이 있다(Kuteva 2001/2006, 宗守雲

2011，袁毓林 2011, 2013, 左思民 2019 등). 아래의 예문을 보자.
(9) 李萍差點兒上了北大。→ 李萍沒有上北大。
李萍이 북경대학에 들어갈 뻔했다. → 李萍이 북경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10) 同學們差不多全來了。→ 同學們沒有全來。
학생들이 거의 다 왔다. →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11) 電影票幾乎買到了。→ 電影票沒有買到。
영화표를 살 뻔했다. → 영화표를 사지 못했다.
(12) 小漁船險些翻了底。→ 小漁船沒有翻底。
작은 어선이 하마터면 바닥을 칠 뻔하였다.→ 작은 어선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
(袁毓林 2011: 67)

위의 (9)-(12)에서 ‘差點兒류’의 좌절상 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동사가 말하
는 사건이 발화 시점까지 발생하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중단되었음을 알게 된
다. 예를 들어 (9)는 “李萍이 북경대학에 들어갈 뻔했다.”라는 의미로 “李萍이
북경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입학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
고, (10)은 “학생들이 거의 다 왔다.”라는 의미로 발화 시점인 현재까지는 “결과
적으로 전부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袁毓林
(2011:66-67, 2013:57-59), 左思民(2019:168-170) 등은 중국어의 좌절상 성분들

이 “어떤 사건이 발생에 가까웠으나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308 한중인문학연구 68

어 궁극적 표현은 ‘沒有VP(VP가 발생하지 않았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差點兒류’는 자체적 혹은 직접적으로 부정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내재된
부정(implicit negation)’을13)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14)
그렇다면 다음으로 좌절상인 ‘差點兒류’는 어떠한 어휘들과 결합하여 내재적
으로 부정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3) 小明差點兒考上清華大學。
小明은 청화대학에 들어갈 뻔했다.
(14) 蘋果差點兒全爛了。
사과가 다 썩을 뻔했다.
(袁毓林 2011:67, 宗守雲 2011:62)

위의 (13), (14)를 보면, 좌절상 ‘差點兒’은 의미적으로 긍정어휘와 공기할 수
도 있고, 부정어휘와도 공기할 수 있다.
宗守雲(2011:67)은 ‘差點兒’이 긍정어휘와 결합할 때 결과적으로 ‘부정의 의

미’를 나타내지만, 부정어휘와 결합할 때는 이중부정의 형태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위의 학자들이 ‘사건 결과’의 관점에서 ‘差點兒류’를
설명한 반면 宗守雲(2011:67)은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는 ‘양태적
(modality)’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13), (14)를 보면, 문장에서 좌절상 ‘差點兒’로 인해 동사가 말하는 사건
들이 모두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 사건의 결과로 보자면, 두 사건 모두 ‘부정’의
결과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13)에서 ‘差點兒’이 ‘考上((대학에)입학
하다’)과 같은 긍정어휘와 결합해도 사건의 결과는 ‘입학하지 못했다(沒考上)’라
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14)에서 ‘差點兒’이 ‘爛(썩다)’과 같은 부정어휘와 결합
해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결과는 ‘썩지 않았다(沒爛)’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결과의 부정은 동사가 말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통제하지
13) 袁毓林, ｢“差點兒”和“差不多”的意義同異之辨｣, 뺷語言教學與研究뺸 第6期, pp.67.
14) 이남경(2019:57-59)에 의하면, 이러한 좌절상들은 현실에서 만난 사건과 완전히 상반된 사
건을 묘사하기 때문에 ‘반사실성(Counterfactuality)’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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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을 수반하여 사건의 ‘불가피성’ 및 ‘의외성’도 포함하고 있다.15)
하지만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위의
(13)과 (14)는 분명 차이가 있다.

먼저 (13)의 긍정어휘와 결합한 경우 청화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
한 ‘안타까움’, ‘아쉬움’ 및 ‘좌절’ 등 화자의 부정적인 견해가 드러난다. 반면 (14)
의 부정어휘와 결합한 경우 사과가 다 썩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다행’, ‘안심’ 및
‘위안’ 등 화자의 긍정적인 견해가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이 나타내는 부정의 의

미는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결과와 양태적 의미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표3. ‘差點兒류+V’의 사건 결과와 양태적 의미>
差點兒류의 구조

사건 결과

양태적 의미

差點兒류+긍정어휘

부정

부정

差點兒류+부정어휘

부정

긍정

마지막으로 중국어 좌절상 ‘差點兒류’을 포함한 문장을 보면, 아래와 같은 특
징이 있다.
(15) 他抱酒不放，差點兒喝醉。(差點兒+결과보어)
그는 술을 안고 놓지 않아, 하마터면 취할 뻔하였다.
(16) 他難受得差點兒哭下來了。(差點兒+了)
그는 괴로워서 하마터면 울 뻔했다.
(北京語言大學 BCC)

위의 (15), (16)에서 ‘差點兒류’의 성분들은 반드시 ‘醉’와 같은 ‘결과보어’ 혹
은 ‘了’와 같은 ‘동상보어(動相補語, phase verb compliment)’, 즉 문장에서 사건
의 결과를 이끄는 성분들과 공기하고 있다. 이것은 좌절상이 과거사건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사에 대한 결과 성분을 필요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15) 이남경, ｢사건의 임박성 표현: 러시아어 근접상에 관하여｣, 뺷슬라브학보뺸 제34권, 2019,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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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성표지인 근접상 표지는 상표지와 같이 자체적 혹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구성성분들과의 상호작용과 내재된 의미를 통해 상적 의
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좌절상 표지인 ‘差點兒류’의 성분들도 자체
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결과보어, 동상보어 및 양태 성분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구체적인 과거 완료사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생각된다.

2) 미래사건 전향상 ‘就要……(了)류’
미래 근접상인 전향상은 “is on the verge of V-ing, and will V(거의~ 하려는
단계에 있고, 곧~할 것이다)”로16)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이 임박
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건은 실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향상
은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의도(intention)’와 ‘예측(prediction)’을 표현하
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의 전향상 성분에는 ‘be about to’, ‘on the
verge of V-ing’ 등이 포함되고, 중국어에는 ‘就要……(了)’, ‘要……(了)’, ‘快(
要)……(了)’, ‘將(要)……(了)’(이하 ‘就要……(了)류’로 칭함) 등이 이와 유사한 의

미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7) 他要回來了。
그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18) 他快要畢業了。
그가 졸업하려고 합니다.
(19) 眼看就要下雪了。
곧 눈이 오려고 합니다.
(石毓智ㆍ白解紅 2007:35)

위의 (17)-(19)의 ‘就要……(了)류’와 같은 전향상 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동사
가 말하는 사건이 발화 시점 이후 근접한 시간 내에 실현될 것임을 알게 된다. 예
16) Seongha Rhee, ｢Grammaticalization of Proximative Aspect in Korean｣, 뺷언어과학연구뺸
제35집, 2005, pp. 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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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17)은 “그는 돌아오려고 합니다.”라는 의미로 그가 돌아올 시간이 미래
에 임박했으며, 해당 사건의 결과가 도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
지로 (18)도 “그가 졸업하려고 합니다.”라는 의미로 그에게 졸업이 미래에 곧 다
가올 사건이고, 동시에 실현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17)
위와 같이 전향상 ‘就要……(了)류’의 표지들도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과 해당
사건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화자의 주관적 견해, 즉 양태적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
나 문말의 ‘了’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양태표지의 종류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0) a. 我們就要回國。
우리는 곧 귀국해야만 한다.
b. 我們就要回國了。
우리는 곧 귀국하려고 한다.
(21) a. 他快要畢業。
그는 곧 졸업해야만 한다.
b. 他快要畢業了。
그는 곧 졸업하려고 한다.

위의 (20), (21)을 보면, ‘了’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양태적 의미에 차이가 있다.
먼저 (20a)와 (21a)는 문말에 ‘了’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때는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빠른 시간 내 해당 사건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무’, ‘허락’ 및 ‘허
용’ 등을 포함하여 ‘당위양태(deontic modality)’에 해당한다(Bybee 1994/2010).
예를 들어 (20a), (21a)에서 ‘我们(우리)’과 ‘他(그)’는 발화 시점인 현재로부터 가
까운 미래에 반드시 귀국해야만 하거나 졸업해야만 하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필
수적인 상황과 조건에 놓여있음을 설명한다. 반면 (20b)와 (21b)에서는 양태표
지 ‘了4’가 존재하는데,18) ‘了4’를 통해 화자의 주관적 견해가 더 명확해진다. 이
17)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袁毓林(2011:72)은 전향상도 발화 시점인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좌절상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결과는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18) 중국어에서 ‘了’의 기능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이고
(1) 我看了一本書。(了1) 나는 책 한 권을 봤습니다. (완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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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화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능력’, ‘의도’, ‘바람’ 및 ‘가능성’ 등을 모두 포함하
여 ‘동적양태(dynamic modality)’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20b), (21
b)에서 ‘我们’과 ‘他’는 발화 시점인 현재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귀국 및 졸업에

대한 바람이나 가능성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동적양태는 당위양태보다 더욱 주관적이다. 그것은 동적양태의 경우 동사가
반드시 발생해야만 하는 어떠한 객관적 조건이나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 단지 화
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향상 ‘就要……(了)류’는 화자의 주관적 견해의 정도성에 따라 문말에 ‘了’의 부
가 여부도 결정된다.
다음으로 전향성은 발화 시점 이후의 사건에 대해 전망함에 있어 좌절상보다
시간 제약이 적고 표현 범위도 넓은 편이다.
(22) 他就要回國了。
그는 곧 귀국하려고 한다.
(23) 他下個月就要回國了。
그는 다음 달에 귀국하려고 한다. (朱慶祥 2017: 496)
(24) ?小明去年差點兒考上清華大學。
(25) *蘋果上個星期差點兒全爛了。

위의 (22)-(25)를 살펴보면, 전향상 ‘就要……(了)류’는 좌절상 ‘差點兒류’와 차
이가 있다.
먼저 (22), (23)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下個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就要……(了)류’의 문장은 모두 성립된다. 이것은 화자가 주관적
으로 측정한 시간 안에서 ‘下個月(다음달)’가 빠른 시간으로 여기면 ‘就要……(了)
(2) 天氣冷了。(了2) 날씨 추워졌네요. (어기조사)
(3) 我們喝咖啡了。(了3)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상보어)
(4) 這個東西太貴了。(了4) 이것은 너무 비싸네요. (양태표지)
여기서 (4)에 해당하는 양태표지 ‘了4’는 화자가 자신의 태도 및 견해와 같은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 신경미ㆍ최규발, ｢현대중국어 방향보어와 ‘了’의 관계 고찰｣,
뺷中國語文論叢뺸 제93집, 2019,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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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함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화자가 ‘下個月’를
먼 시간이라고 여기면 위의 (23)과 같은 문장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4), (25)의 ‘差點兒류’는 ‘去年’과 ‘上個星期’와 같은 시간명사가 부가
되면 사용빈도가 낮거나 비문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差點兒류’의 경우 대체적
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간이 아닌 단지 화자가 주관적 견해와 범위 내에서
측정한 근접한 사건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표4. 좌절상과 전향상의 시간표현 공기 현상>
근접상 종류

시간표현
공기

좌절상 ‘差點兒류’

X
X

전향상 ‘就要……(了)류’
O

특징
화자의 주관적 범위 내에서 측정된 근접
과거사건에 사용됨.
화자의 주관적 범위 내에서 측정된 근접
미래사건에 사용됨.
시간 표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됨.

위의 <표4>와 같이 ‘差點兒류’와 ‘就要……(了)류’는 시간 표현과 공기 현상
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전적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시간 길이의 인
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5. 나오는 말
본고는 근접상과 관련하여 중국어 성분들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근접
상은 완전한 상표지는 아니지만, 문장에서 상, 시제, 양태 성분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사건을 구체화하는 상성 성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근접상은 발화 시점
을 중심으로 과거에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래에 곧 발생하게 되는 사
건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근접상의 하위분류는 과거사건을 나타내는가와 미래사건을 나타내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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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자의 회고적 시점인 과거사건에는 좌절상을 사
용하고, 전망적 시점인 미래사건에는 전향상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리고 이러한 하위분류에 의해 중국어에 좌절상과 전향상의 표지들도 설정해 보
았는데, 좌절상은 ‘差點兒류’가 담당하고, 전향상은 ‘就要……(了)류’가 담당하는 것
으로 보았다. 이들은 근접상의 범주 안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화자의 발화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과거사건과 미래사건을 설
명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역의 근접상 표지라 해도 화자의 주
관적인 시간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그 사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중국어 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근접상과 관련하여 중국어
성분을 설명해 보았는데, 추후에는 좌절상 ‘差點兒류’와 전향상 ‘就要……(了)류’에
속한 다양한 성분들의 특징 및 활용에서의 차이점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 외에 다른 중국어 근접상 표지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각의 의
미와 기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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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ximative Markers in Chinese
Shin, Kyeongmee
This paper examined Chinese constituents related to the proximative aspect,
which is a constituent of aspectuality. Proximative aspects represent something
that is averted in the recent past based on the time of speech, but still has
a possibility of occurring in the future. It is an area that is difficult to explain
through a uniform standard as it is express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lexical,
grammatical, morphological, and syntactic methods, and as there are various
expression methods for different languages.
Before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roximative aspect
expressions, an explanation was made of the concept of the proximative aspect
and its sub-categories of “avertives aspect” and “prospectives aspect.” The
avertives and prospectives aspects are divided based on the subjective
viewpoint of the speaker. The avertives aspect is used for a retrospective
perspective by the speaker regarding a past event, while the prospectives
aspect is used for a prospective perspective regarding a future event. The
avertives and prospectives aspects, which are sub-categories of the proximative
aspect, reveal their aspectual meaning through other grammatical components,
that is,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inguistic environment such as the
aspect, the tense, and the mode of verbs, and the context of the speech rather
than through themselves.
In addition, the Chinese avertives and prospectives aspects were set based
on existing English linguistic research. The “Chadianr(差點兒) types” and the
“Jiuyao…(le)(就要…了) types” in Chinese avertives aspect are applicable to this.
They not only form a symmetry within the scope of the proximative aspect, but
they are also used selectively within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for the purpose of speech.
Last of all, while the “Chadianr types” and the “Jiuyao…(le) type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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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differently based on whether each is a past or a future event, even if the
proximative aspects are of the same type, we found that their usage changes
based on the subjective viewpoint of the speaker and the range of temporal
expression.
Keyword

Aspectuality, Proximative aspect, Avertives aspect, Prospectives

aspect, Chadianr types, Jiuyao……(l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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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속초․양양 지역의 사회 상황과
소군정 정책
이세진*

국문요약

이 글은 속초 양양지역의 소련군정이 소비에트화가 아니라 친소련화에 있었음을 살피고자
했다. 소련군정은 대민통치에 있어서 은밀하고 간접적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의 견해도 다
양하게 전개된다. 소군정의 전략이 말단지방행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련
군은 북한을 통치하는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큰 틀의 소군정 정책을 가지고 있
으면서 그 지방의 사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통치정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사상의 해방구라
고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과 만주로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함경남도의 인
접지역이었던 이유로 일찍부터 혁명화되었고, 적색물치농민조합과 적색양양농민조합이 발달
하였다. 둘째, 지역 주민들은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한 방송이나 미군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셋째, 접경인 이유로 밀무역이 빈번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미국
의약품을 접하였고,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넷째, 토지개혁 이후 해로와 육로
를 통한 월남이 비교적 수월했다. 다섯째, 일반적인 경향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도 토
지개혁, 민주적 선거, 교육기회, 사회적 진출의 균등한 기회 등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런
지역적 상황 속에서 소군정과 북한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지역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
게 민족을 탄압하는 미국보다는 해방군인 소련이 민주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다.
소군정은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든든한 후원자의 위치에서 지역 인민위원회의 개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과거 좌익세력들이 할 수 없었던 노동자와 농민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
진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소군정은 지역 공산주의 세력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즉 미군정과 대결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군정은 주민들
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일제와 봉건의 잔재에 대한 주민 자치적 역량
아래 일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따라서 속초 양양 지역의 사회 상황이 결부된 소군정은
소비에트적이라기보다는 친소화와 좌익의 강화에 그 무게 중심이 있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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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한국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분할 점령하였다. 미소는 남한과 북한에 자신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군정
을 실시하였다. 당시 3.8선 주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양과 속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미소군정의 접경지역이 되었다. 주민들은 이곳 양양 속초지역에
해방군을 자처하며 나타난 소련군과 접촉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은 직접적인 대
민통치를 하지 않았지만, 소련군은 자신들이 해방군이라고 자처했다. 지역주민
들도 그들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식민지 조선을 해방시켜준 해방군이라고 인정
하는 분위기였다.
소련군정은 북한 농민들의 수중에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주계급
을 숙청하고, 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미국보다는 소
련이 훨씬 민주적인 체제임을 인민들에게 각인시켰다.1) 소련군정은 1946년부터
북한체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토지개혁, 농업현물세, 부강한 민주조선건
설의 골격이 되는 산업국유화법 시행, 봉건적 압제부터 여성해방, 민주적 선거
등을 개혁해 나갔다. 또한 소군정은 북한체제에 대한 진정한 원조와 개혁을 실
시하고 있으며 김일성 위원장을 성심껏 지원한다는 인상을 인민들에게 주었다.2)
1) 뺷강원로동신문뺸, ｢국제 정세에 대하여, 제국공산당정 보고회의에서｣, 1947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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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시각차가 드러난다. 특히 소련
의 개혁, 개방 이후 소련의 자료들과 쉬띄꼬프의 일기가 나오면서 상당한 진전
이 있었다. 소련군의 성격에 대해 점령군이다, 해방군이다, 점령군도 해방군도
아니다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러한 시각차는 전통주의, 수정주의적 태도
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군정의 통치방식이 은밀하면서도 간접적인 형
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군정은 간접적 대민통치방식을 통해 제국주의적인 미국보다 영웅적인 소련
이, 미소공위에 무성의한 미국보다 시종일관 성의 있는 소련이, 남한을 식민지
예속화하는 미국보다는 민족을 해방시켜준 소련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체제
가 우월하다3)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언론 및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강조하였
다. 소군정은 그 우월함을 미군정의 폭력적인 직접통치 방식보다는 은밀하고 간
접적인 방식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쉬띄꼬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군
사령부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의 북한체제에 대해 강력한 후견자적 지
위를 가졌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면적이고 직접적 개입을 하였다. 즉 소련군
사령부가 정책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4)
소련군정이 중앙정치조직과 맞닿아 있는 말단 지방행정 단위에 어떻게 드러
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인 수준이다. 지역
사회의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자료가 부족하지만, 소군정이 지역 말단 행정
단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쉬띄꼬프의 일기, 당시 신문 뺷강원로동신문뺸,
북한관계사료집, 구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군정 시기 북한 지방사회에 소련군정 정책의 양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
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해보려 한다.
첫째, 소군정은 잘 준비된 계획이 아니었음을 3.8선 획정을 통해서 살필 것이다.

2)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 사료집뺸 Ⅷ, pp.87-88.
3) 뺷강원로동신문뺸, 1947년 11월 5일; 뺷강원로동신문뺸, 1947년 11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김일성 장군의 연설｣, 뺷북한관계 사료집뺸 Ⅰ, p.3.
4) 전현수, ｢한국현대사와 소련의 역할(1945-1948)《쉬띄꼬프일기》연구｣, 뺷경북사학뺸 27
집, 200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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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군정보다 소군정이 체제나 통치방식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점을 지역주
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군정은 직접적인 대민통치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을
살필 것이다. 셋째, 속초․양양의 접경지역에 대한 소군정의 관심이 소비에트
화5)가 아닌 친소련화, 좌익의 강화에 있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소군정은 거시적인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는 원칙 아래 그 지방의 사
회적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통치정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소련군은 탄력적인 통치정책을 통해 주민들에게 해방군, 모
범적 군인,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민주적 개혁 등을 인식시켰다.
속초․양양 지역의 현대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은 일제강
점기 전시동원체제하에서는 황민화를 경험했고, 해방과 동시에 소련군정과 인
민화를 경험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에는 미군정을 대리한 제1군단의 한국군 군
정을 경험했고, 전쟁이 끝나고도 1년이 지난 1954년 남한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의 국민이 되었다. 접경지역의 운명이 그렇듯이 속초․양양 지역도 역사의 상흔
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 3.8선의 획정과 소군정의 관심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단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8월 15일 트루먼이 3.8선을
경계로 미소양측의 분할점령을 규정한 일반명령 제1호 초안을 스탈린에게 제안
5) 서중석,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 뺷아시아문화뺸 7호, 한림대학
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p.27. 소비에트란 제국주의자의 탄압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적 집권(소
비엣 형태로의)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아래
부르조아 혁명은 이러한 민주주의적 집권을 경유하여 사회주의혁명에 전화할 것으로 예
견하였다. 이와 같이 12월테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에 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토지혁명 -민족부르조아지와 민족주의의 배격 - 밑으로부터의 통일전선 - 노농소
비엣정권의 수립이 한 세트가 되어 2단계혁명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이행을 제시
하였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집, 뺷해방조선-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투쟁사뺸 Ⅰ, 과학
과 사상, 1988, p.60. 소련에서는 일체의 착취계급이 청산되었으므로 노동대중, 노동자, 농
민, 인텔리겐챠 등 전 국민을 대표하는 소련공산당이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며, 공산당
이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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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6일 스탈린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다.6)
소련이 북한을 소비에트화하거나 위성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계
획이 선재되어야 한다. 잘 준비된 계획을 위해 소련은 해방이전부터 분단을 충
분히 계획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잘 준비된 계획과 분단결정 시점은 매
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미국과 소련 각자가 분단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양측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 고려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분단을 어느 시기에 최초
로 결정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을 간단히 살펴보자. 일본의 패전을 둘러싼 미소의 경쟁․갈등은 한
반도에서 양측의 이익과 긴장의 접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와 같
이 미소이해와 갈등이 접경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7) 미국 정가 내부
에서도 한국문제를 둘러싸고 국무부와 군부의 입장이 달랐다. 첫째, 미 국무부는
1943년 소련의 태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소련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소비에트화

를 추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8) 이후 미 국무부의 자문위원회는 한국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1945년 2월 얄타회담의 기초로 삼았다.9) 둘
째, 미 군부는 아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만주 문제의 해결로 보았으며,
6)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뺷한국독립운동사연구뺸 9,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p.349.
7) “Report by the Working Group of the Subcommittee on Soviet Economic Penetration”,
FRUS 1955–1957, Volume IX, March 11, 1957. pp.44-54. 1950년대 소련은 미국과 접경
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긍정적 이미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
지 않았다. 미국도 소련과 접경한 지역에서 소련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위의 내용과 시
차는 있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접
경사회에 관한 연구는 김재웅을 주목할 만하다.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1948〜1949년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뺷한국사학보뺸(고려사학회,
2007), p.126. 38선 접경사회의 특수성은 국경을 맞댄 상대국 즉 남한에 대한 관계설정
및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싹트기 시작했다. […] 접경지역 특수사업에 요구되는 군중동원
의 일상화 등이 비접경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측면들이 있었다.
8) 차상철, 뺷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뺸, p.29; Memorandum by Joseph W. Ballantine
and Max. Bishop, August 19, 1943, FRUS, 1943: The Conferences at Washington and
Quebec(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0,
pp.628-629).
9) 정용욱, 뺷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p.20-21.

324 한중인문학연구 68

이는 한국이나 중국북부의 일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미군부는 오래전
부터 한반도를 전략지역으로 보고 분할점령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22일 소련군의 남진행위를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았기 때

문에,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분할 점령은 이러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
였다.10)
정리해보면,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 국무부는 소련이 장차 한반도를 소비에트
화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
해 연합관리대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미 군부는 연합관리대표체
제를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이 동북아 지역에서 막강한 군사적 우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소련에 비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
적으로 미 군부는 분할점령을 모색하였다. 국무부든 군부든 소련에 대한 인식의
저점은 소련의 대외전략을 소비에트화로 파악하고 있었다.11)
다음은 소련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련이 한반도 분할의도 즉 단독정권 수립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피보기로 한다.
첫째, 이정식의 견해이다. 한반도를 이차적이라고 생각했던 스탈린은 1945년
9월 하순에 들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타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는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지역에 단독 정권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9월 12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런던에서 열렸던 전승국들의 외상회의에서의 충

돌 때문이었다. 이 회담에서 소련과 미국은 패전한 일본의 통치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스탈린은 전후 일본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런
던 외상회담의 결렬로 좌절되고 말았다. 회담 결렬 이후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은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에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
10) 정용욱, 뺷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뺸, pp.52-55, p.60, p.129.
11) 참고, 베른트 슈퇴버 지음, 최승환 옮김, 뺷냉전이란 무엇인가-극단의 시대 1945-1991뺸,
역사비평, 2008, p.44. 캐넌은 1944년 말 외무장관 번즈에게 보낸 전보에서 호전적인 소련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여전하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서구 민주주의를 무력화하
는 것이 소비에트 독재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주장했다.[…] 외무장관 번즈는 1946년 9월
6일 […] 소비에트 체제의 수립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독일을 통일을 하느니 차라리 분단
을 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국 역시 유사한 위기의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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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북한지역에 단독정부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조선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
된 지 37일 만에 내려진 스탈린의 지령이었다.12) 이정식은 이를 계기로 1945년
9월부터 북한에 김일성 단독정권이 세워졌다고 보고 있다.

둘째, 이완범의 견해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임시인민위원회→북한(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김일성이 주체가 되었으므로 비교적 일관성과 지
속성을 가지고 있던 단독정부의 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계보의 앞자
리에 조만식이 영도하는 5도행정국을 원조로 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부르주아민주
주의적 연립에 기초한 통합적 행정조직으로 일종의 과도적 정부였다. 따라서 이
완범은 1945년 9월 20일부터 소련이 북한에 단독정권을 수립하려했다고 해석하
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며, 실제 단독정부 조직과 행동이 구체화되는 시기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과 이에 이은 ‘민주개혁’이라고 보고 있

다.13)
셋째, 유리 바닌의 견해이다. 소련이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의 거점지역
인 만주와 한반도에 군을 투입한 첫째 동기는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
자 추축국이었던 일본도 소련의 동쪽을 침공하려고 준비했다는 점과 일본이 이
전부터 대한해협 등 길목에서 소련 선박을 봉쇄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동
기는 1944년 9월 처칠이 스탈린에게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가하기를 진심
으로 바란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 때문이다.
소련이 대일본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944년 가을이었다. 소련은 1945
년 8월 8일과 9일 폭격기를 동원해 웅기, 나진, 청진의 일본 군사시설을 파괴하
였다. 8월 9일 소련군 제25군에서 분리된 남부 집단(지휘관, G. I. 샤닌 소장)이
최초로 경흥으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1일 소련군은 소련과 미국의 사전 협의
에 따라 조선의 북쪽에서는 소련에 의해 일본군이 무장 해제되었고, 남쪽은 미
군이 무장 해제하였다.14) 유리 바닌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소련은 해방 시점까지
12) 이정식,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스탈린의 한반도정책｣, 뺷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뺸, p.67, p.78.
13) 이완범, ｢해방직후 공산주의들의 혁명단계론｣, 뺷정신문화연구뺸 3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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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준비된 계획 같은 것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성임의 견해이다. 소련은 점령기의 시기 구분을 1945년 12월 모스크
바 회의와 미소공위의 전개과정을 기준으로 해방-모스크바회의기, 미소공위기,
정권수립기 등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소련이 1945년 점령 첫 해 소련은 조선 문
제보다는 일본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소련은 소련 안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조
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를 북한 점령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모스크바 결정 당시까지 소련은 조선 문제를 국제협의의 틀 내지 최소한 미소의
틀에서 해결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45년 모스크바 회의 후 소
련은 비로소 조선 문제를 그 자체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정성임은 모스크바 결
정 이후 미소공위 결렬과 철군은 대미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에의 개입 여지가
불투명하게 되는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조선의 전략적 가치가 부상하였고, 친
소국가 북한만으로도 소련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가능하였음을 밝
히고 있다. 또한 1948년 소련이 친소 국가 북한에 만족하였다는 것이 곧 북한만
의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5)
정리해보면, 소련의 분단 결정 시점은 미국 군부와 달리 1945년 9월 20일이거
나 늦어도 1946년 2월쯤이라고 파악된다. 소련의 분단시점을 빠르게 잡아도
1945년 9월이다. 이 시점 이전에 소련이 3.8선 획정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아직 없는 듯하다. 소련 측의 3.8선 획정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소련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안전지대
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모스크바 결정에서 소련은 국제적인 틀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
로 보이며, 미국을 비롯한 4대 강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
이 일방적으로 분단을 획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잘 준비된 계획’은 소련
의 분단 결정시점과 고려해 봤을 때 거리가 있어 보인다.
14) 유리 바닌(Yu.V.Vanin), ｢한국의 해방: 러시아의 시각｣, 뺷현대북한연구뺸 3권 2호, 2000,
p.264, p.269, p.276, p.282.
15)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전략적 인식의 변화와 점령정책｣, 뺷북한의 정치뺸 1, 경인문화사,
2006, p.124,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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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반도에 대한 소군정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
기로 한다.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부터 살펴보면, 현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
서는 소-독 전쟁은 높이 평가하지만, 소-일 전쟁은 그들에게 ‘잊혀진 전쟁’으로
기억마저 희미하다.16) 러시아 정부는 2010년대 들어 국제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로 극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일 전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볼 때, 실로 최근까지도 소련은 유럽보다 극동 아시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한반도에 대한 구소련의 관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논구해왔다. 연구
자들의 논의를 거칠게 살피면, 근대 조-러 수교시기의 러시아부터 소군정시기까
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이데올로기적인 입장과 지정학적 입장으로 압
축해볼 수 있다. 같은 맥락이지만, 냉전적 시각에서 보면 점령군과 해방군이라는
식의 2분법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인식론적 시각은 소련의 대한 정책을 이해하
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었다.17)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동항을 찾기 위해 한반도로 진출한 제정러시아
가 취했던 남진정책은 지정학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고 할 수 있다. 1919년 1월과
3월 독일과 헝가리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실패했을 때 레닌은 자본주의가 성숙한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아시아에서 소련과 같이할 동맹
을 찾게 되었다. 소련이 찾았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 조선이었다. 이 점은
후일 소련이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었던 이유이
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은 소련의 이데올로기적인 태도가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련은 한국 공산주의 민족운동가들의 파벌적 행태에 상당한 불만
16) 송준서, ｢극동 러시아의 1945년 소련-일본 전쟁기억과 기념일 정치｣, 뺷슬라브학보뺸 34권
3호, 2019, pp.205-209.
17)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뺷한국독립운동사연구뺸 9, 1995, p.343; 부르
스 커밍스, 김자동 역, 뺷한국전쟁의 기원뺸, 일월서각, 2001, p.478. 소련외교의 일반적 중점
이 동부유럽이었고 한국은 뒷전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소련은 만주나 한국에 위성국가
를 만들 실력과 의욕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328 한중인문학연구 68

이 있었다. 해방 이후 소련은 한반도의 조선공산당과 공산주의운동가에 대해 탐
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후 세계공산주의 운동 차원에서도 한반도
의 공산주의 운동은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 대체로 이 시기에 소련은 이데올로
기적인 면보다는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우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군정 당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3.8선 이북은 소련에게 최소한 필요한 완충국으로서
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18) 또한 195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주체사상19)과 같은 독자노선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지정학적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소군정에 대해 점령군도 해방군도 아니었다20)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국학계에서 소련군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해석하는 방식은 전통주의적 시각과 수정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주의적 시각은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각은 소련이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18) 방선주 외, 뺷한국현대사와 미군정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p.227.
19) 참고, 박명림 외, 뺷해방전후사의 인식뺸 6, 한길사, 2009, pp.132-133. 주체사상의 시원 문
제에 대해 1930년대 형성론과 1950년대 형성론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1930년대
형성론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과의 관련 속에서 주체사상의 형성을 보려
는 입장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반면, 1950년대 형성론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 사회주의
봉착한 제반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주체사상의 형성을 파악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4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주체사상을
일관된 사상체계로서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단지 하나의 일탈된 입장으로, 북한
사회의 부정측면 개인숭배, 권력투쟁과의 관련성 그 허구성을 분석한다. 둘째, 하나의 사
상체계로서 주체사상이 지니는 위치는 안정하되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같은 견지에서 그
것이 지니는 미숙성을 밝히고자 하는 논지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체계를 빌어 세
련화시키고 있는 입장이다. 셋째, 스스로 유물변증법적 전통에 튼튼히 뿌리박고 있음을
자임하면서 그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상조류로서의 주체사상의 족보에서 탈락된 아류
혹은 철학적 수정주의, 한마디로 마르크스-레닌 족보에서 탈락한 공산주의 철학의 사생
아라고 규정짓는 입장이다. 넷째, 북한사회가 지닌 부정적 측면의 반영으로서 주체사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북한 사회의 자주성과 경제건설 등을 선도해온 긍
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넷째 입장이 주체사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작시키
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20) 김명섭, ｢해방 전후 북한현대사의 쟁점｣, 뺷해방전후사의 인식뺸 6, 한길사, 2009,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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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고 있고, 수정주의적 시각은 지정학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각은 미국의 책임을 돌리면서 소련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독자성을 강
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입장을 기초로 하여 소련과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자들은 1980년대
를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전통적 연구는 북조선의 정권 수립을
소련에 의해 이식된 소비에트화라고 이해하여, 구체적인 체제형성 과정에 관해
분석을 하지 않고, 안이하게 소련형 사회주의체제로 단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전통적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새로운 연구는 반대로 북조선체제의 독
자성이나 동구와의 차별성을 해명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980년대까지 북한 연구는 미국 학자와 일본 학자가 남한연구를 압도하였다.

남한에서는 80년대 민주화운동과 80년대 후반 소련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21) 8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몇몇 견해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냉전이 고조되던 1960년대에 쓰여진 뺷북한50년사뺸에서 김창순은 다음
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련군이 진주한 곳에서는 예외 없이 스탈린적 독
재가 수립되었고, 그것은 북한지역이나 소련군의 동구위성국들이 모두 소비에
트제도의 미완성 모사(模寫)이거나 스탈린 독재의 재판(再版)이었다고 주장하
고 있다.22)
둘째, 이정식과 스칼라피노의 연구 뺷한국공산주의운동사뺸는 냉전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통적 연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저서에서는 공산주의,
생성, 전통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다른 공산사회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질을 공유하는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신봉
하며, 대중과 엘리트가 독특한 형태의 정치적 연계나 결합, 분리를 통해 특징지
어지는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환경에 놓여 있으며, 강력한 강압과 설득의 구조를 가졌고, 경제는 계획되

21) 서동만, 뺷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뺸, 선인, 2005, 26, pp.38-40.
22) 김창순, 뺷북한50년사뺸, 지문각.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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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제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창조를 추구하는 공산국가다라고 결
론내리고 있다.23)
셋째, 이완범은 소련 측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완범은 미소공위의 수석대표 쉬띄꼬프가 한 연설인 소련에 대한
우호국론을 독일과 일본이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가 되었던 동유럽과 한반도에
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호국은 위성국이
나 소비에트화와는 다른 것이지만, 소련이 친소국가를 수립하려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소련 점령군 사령부를 설립한 것이라는 숨은 의도는 읽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정책 지침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지만 북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 확보
라는 기본 목표만큼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4)
넷째, 전현수는 당시 북조선의 자치기관들을 좌우합작의 방향에서 개조하여
행정권을 위임해 간 소련군정의 대북한 정책은 분명히 좌익의 강화로 보고 있
다. 그러나 이것이 소련군이 진주와 함께 잘 준비된 대북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군은 반봉건적, 반일적, 반자본적 방향에서
북한 사회를 개조할 정권수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북한을 독자적인 정치, 경제적
단위로 분리해서 북한에 중앙집권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정책의 최우선 순
위를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기광서는 우호적인 정부,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 수립, 임정수립을
위한 미국과의 타협, 반탁세력의 일소를 중심으로 소련의 대북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소련군은 소비에트 질서와 권력을 이식시키려 했던 북한지
역의 극좌세력을 적극 저지하였다. 소련의 입장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권력 수
립 노선을 바탕으로 북한 내 좌우의 연대에 의한 친소적인 권력기구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정부 수립을 원했다. 소련은 한국임시정부수립에 대한
집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공위의 결렬로 반탁세력에 대한 수용이 불가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남쪽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여 군대창설과 헌법제정 등

23)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옮김, 뺷한국공산주의 운동사뺸, 돌베개, 2018, p.40.
24) 이완범, 뺷1945-1948 한국해방 3년사뺸, 태학사, 2007, pp.110-111.

해방 이후 속초․양양 지역의 사회 상황과 소군정 정책 331

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25)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소련의 관
심을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
가 있다.26)
정리해보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점에 착근하여 소련의 관심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련의 안보 위협으로, 대전 중 소련과 독일, 일본은 불가침조약을
각각 맺었지만 이들 독일과 일본은 동구와 한반도를 거점으로 각각 소련을 침공
했다. 소련은 한반도를 반일, 친소련 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첫째
의 연장선으로, 한반도 북부에 극좌의 소비에트적 질서와 권력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좌우를 연합할 수 있는 우호적인 친소련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는 미국과의 관계로, 소련은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미국이 남한에 취했
던 정책만큼 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남한에 시장경제,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소련도 잘 준비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에 대응한 민주
주의, 정치, 경제, 지방행정 등을 관할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소
련군정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북한주민에 대한 문제로, 소련은 적어도 친일세력
배제과 반탁세력 배제, 민주적 선거와 인민위원회, 주민의 관리 통제, 자본주의
보다 우월한 사회주의식 경제, 남녀평등 같은 반봉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
는 의무교육 등을 북한 사회에 구축하려 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물론 이는
북한을 친소국가로 만들려는 소련의 숨은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
25) 기광서, ｢러시아 문서 보관서 사료로 본 소련의 대 북한정책 1945-1947년｣, 뺷역사문화연
구뺸 23집, 2005.
26) 커밍스 뺷한국전쟁의 기원뺸 11장, 오코노기 마사오 뺷한반도분단의 기원뺸 5, 6장, 서동만
뺷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뺸,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북한에서의 소련군정
과 공산주의자(1945년 8월-1946년2월)｣, 서대숙 ｢미군정과 북한｣, 김명섭 ｢해방전후 북
한현대사의 쟁점｣, 유리 바닌 ｢한국의 해방:러시아의 시각｣, 이재훈 ｢해방전후 소련 극동
정책을 통해 본 소련의 한국인식과 대한정책｣, 정성임 ｢소련의 대북한 전략적 인식의 변
화와 점령정책: 1945-48년 점령 기간을 중심으로｣, 오충근 ｢38선 획정과 소련의 한반도
개입｣, 이철순 ｢소련의 북한 정치세력에 대한 정책:1945-1948｣, 뺷21세기정치학회보뺸 20
집 1호, 2010;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뺷한국독립운동사연구뺸 9집,
1995, 기광서 ｢러시아 문서보관서 사료로 본 소련의 대 북한정책, 1945-47｣, 뺷역사문화연
구뺸 23집,2005, 김성보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뺷분단의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뺸, 역사비평, 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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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한반도에 임시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소군정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틈을 찾아 북한체제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소련군이 주둔해 있던 접경지역 속초․양양에서 소련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지역사회에 소군정의 긍정적 인상 전달
지역주민에 대한 소련군의 태도 살펴보자.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쉬띄꼬브는
한반도의 현지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면서 가급적 북한
정치세력과 주민들이 소련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우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소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쉬띄꼬브는 북한의 광산자원을 소련으로 유출하는 일에 대해 부
정적이었다.27) 반면 우호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소련은 조선인 유학생들
파견,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기능공의 양성 및 재교육 계획 수립, 공업관리체계
확립 등28)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 지도하였다.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소련군정은 북한주민들에게 소련군이 해방군 전
승국의 이미지와 평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려하였다.29) 북쪽에서는 사
람들이 해방군으로서 소련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30)
내가 친구들하고 소련군이 온다구해서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가 해서 양양역에 갔
지. 갔더니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구, 지금 내가 기억하기에는 최욱(일제시기 적색
농민조합운동가, 북한 초대 헌법을 기초한 최용달과 친인척 관계) 그 사람이 사회를
보고 소련군 환영행사를 하더라구.31)
27) 김성보, ｢1946년 여름 쉬띄꼬브 보고서와 북한의 국가토대형성｣, 뺷역사비평뺸, 2015, p.52.
28) 국사편찬위원회, ｢쉬띄꼬프 일기 Ⅰ부｣, 뺷쉬띄꼬프 일기 1946〜1948뺸, 2004, pp. 6-8.
29) 뺷강원로동신문뺸, <몰로또브 씨 연설의 반향, 쏘련은 평화를 희망한다-미국(米國) 피,엘
씨>, 1947년 10월 16일. (O욕OO 통신) 피,엘 씨는 사설에서 쏘베트 연맹은 미합중국과의
평화를 희망한다고 한 몰로또브의 연설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30) 와다 하루끼, 남기정 옮김, 뺷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뺸, 창비, 2012, p.48.
31) 김민철, 2008년 1월 7일, B리 자택.

해방 이후 속초․양양 지역의 사회 상황과 소군정 정책 333

소련군대를 로스께라고 그랬는데, 그 로스께 가덜이(그들이) 기차 타구 양양에 왔
었어. 그 때 로스께가 해방군이라고 환영을 나가구 그랬어. 로스께들이 해방군, 전승
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 그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할라구 그랬어. 로스께들이
우린데(우리한테)직접 한 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아덜두(아이들도), 동네 사람덜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구, 그렇다구 예겠지(여겼지).32)

속초․양양지역에서 일찍이 일제강점기 적색 농민조합운동을 가담했던 사람
들인 최욱33)은 소련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소련군은 직접적인 대민통치를 하거나 주민을 동
원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일상에서 주민들의 농작물이나 소유물을 약탈하는 경
우가 있었다. 쉬띄꼬브의 일기에도 군용 열차에서 우리군인들(소련군)이 하차하
여 주민들에게 난폭하게 굴고 약탈행위를 하는가하면 심지어 살인까지 범한 사
건이 발생했으며, 소련병사와 장교들의 난폭한 행위와 약탈행위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34) 그렇지만 대체로 지역주민들은 소련군이 신사
적이고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소련군 아덜이 잘 했어요. 뭐 좀 그런 건(민폐) 있었어요. 고추 좋아하는 소련군들
이 있더라구요. 군인들이라는 게 그렇지만 여자들 지나가면 ‘우’하고 장난치고 여자
들이 무서우니 쫓겨 가고, 그런 건 있었어도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모범적 이었어요”35)
처음에는 집에 있는 고추니 하는 것들을 가져가구(가고), 못 된 짓을 많이 하더라
32) 이규호, 2018년 2월 10일, 춘천 자택; 김옥순, 2008년 3월 23일, 강원도 고성 자택. “나도
그렇고 대체로 사람들이 소련군이 온다구 해서 좋아는 했어요. 환영 행사는 하는지도 몰
랐어요.”
33) 뺷東亞日報뺸, 1928년 1월 26일. 崔旭 씨 환영회 전 양양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일에 강현
면 물치 농민조합회관 내에서 金炳煥씨의 司會로 蓄忘年)會兼 최욱 씨의 歡迎會가 개최
[…] 최욱 씨는 양양사회주의운동의 선구자로서 지난 을축(乙丑)년 7월에 고국강토를 등
지고 일본에 건너가 東京大阪 京都에서 無産者大衆을 위하야 最善을 다하다가 近日 歸
鄕한 것이라더라.
34) 국사편찬위원회, 뺷쉬띄꼬프의 일기뺸, 2004, pp.61-62.
35) 김민철, 2008년 3월 23일, 양양군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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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 소문도 많았어요, 소련군들이 소련 죄수들이다. 쫓겨 가는 일본 여자들은 소련
군들이 다 강간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군 장교인지, 헌병인지 잘 모르
겠지만 그 사람들 오고부터 상당히 괜찮아졌어요.36)
다 로스껜데, 소련군은 장교구, 말 타구 댕기구, 로스께는 그거는 딸딸이족(중앙아
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 죄인을 갖다 풀었다 그래. 로스께는 좀 문란허구, 색
시 달라구 그러고 와서 내놓으라구, 다와이 다와이, 카레스키.[…] 소련군들은 키가
크구 멋있어. 장교복들 착 입고 나왔어.[…] 정규군(소련군)이 나오면서 좀 조용해졌
지, 처음에 나완 거(로스께, 딸딸이족)하고 달랐다.37)

8월 24일 강원도 속초․양양에 인접한 함흥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소련군

사령관과 함경남도 도지사가 1945년 9월 30일 뺷대중뺸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
표했다. “한국의 정치적 장래가 결정될 때까지 소련군은 기존 정부 및 행정체계
(일본의)를 통하여 (도)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 공안을 해치거나 파괴시키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45년 11월 27자
뺷해방일보뺸에서는 소련이 ‘인민위원회’의 존재를 발견하자 일본인을 축출하고
행정을 위원회에 넘겨주었다고 하였다. 1945년 9월 22일자 뺷노동신문뺸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일본인 소유의 공장은 노동자 및 기술자들이 경영하고, 인
민위원회의 감독하에 자유롭게 운영하고, 기술분야에 일본인이 필요한 경우는
잠정적으로 사용하지만 한인 기술자들을 신속히 훈련시킨다. 모든 친일분자들
은 철저히 숙청될 것이다.38)
(일제강점기)내가 18살 게이죠 뎅끼, 그 경성전기주식회사 속초 영업소인데 거기
36) 이규호, 2008년 1월 3일, 춘천 자택; B. Cumings, 뺷한국전쟁의 기원뺸, p.482. 1946년 2월
소련군 헌병을 데려와 한국여성을 강간하는 어떤 소련군이든지 현장에서 사살 할 수 있
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 헌병들이 들어온 후 사태는 안정되었으며 그때부터
소련 관리들의 행위는[…] 항상 정확했으며, 사병들은 철저한 통제하에 들어갔다. 소련군
은 계속 보급물자를 징발했으나 모든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였
다.”
37) 김옥봉, 2008년 9월 7일, 속초시 자택.
38) B. Cumings, 뺷한국전쟁의 기원뺸, pp.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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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 해방 돼가지구, 소련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왔어. 그 전기
회사에 일본놈두(도) 가고, 북에 여기 ‘인민위원회’라구 하는 게, ‘세포’라구 하는 게
금방 생기더구만[…] 갸들(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됐으니 “박 동무 사무실에 들어왔
다 가시오” 그래서 들어가보니 “동무 나가서 좀 쉬시오” 갸들이 정책이 그기여, 즉
지주의 물이 들은 사람이라 안 된다 이기야. 그래 떨려 나왔어.39)

소련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좌익 인민위원회, 노동자, 기술자에 대해 우
호적이지만, 일본인과 친일분자, 공안을 해치는 자는 축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
하게 보여주었다. 소련은 지역사회에서 친일우파를 제거하고 좌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 제공하였다.
반면 반소적인 태도에 대해 소련군정은 단호했다.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면
민주, 반대하면 반동이라는 단순도식으로 한반도의 정치 사회세력을 구분하였
다. 조선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결정의 채택과 공표와 관하여 조선의 민주적인
정당들 사이에 경계 짓기가 일어났다. 진짜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들 즉 좌익
은 모스크바결정이 조선이 민주적 길로 성장하며 독립획득을 보장받는 결정이
라며 지지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모스크바 결정 지지여부로 민주와 반동
을 구분하는 것은 자주독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무시한 판단이었다.40) 소
련군과 미국에 대한 강원지역 언론의 태도를 살펴보자. 먼저 한반도에 대한 미
국과 소련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소련의 지시를 받는 한
국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진정
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이다.41) 반면 소련은 그들이 폴란드, 루마니아와 헝
가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으면 주민 대부분이
쉽게 반소 경향으로 될 것을 우려하였다.42)
당시 미국은 소련의 태도를 보면서, 소련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영
39) 박영식, 2008년 9월 7일, 속초시 조양동 자택.
40) 김성보, ｢1946년 여름 쉬띄꼬브 보고서와 북한의 국가토대형성｣, p.54.
41)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FRUS, The
Far East, Volume VIII, 12 February 1946, pp.633.
42) 김계동, 뺷한반도의 분단과 전쟁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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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련은 북한에서 다양한 공산주의 조직의
군사훈련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장차 3년 내에 북한주민 50만 명을 군사화할 것
을 목표로 세워 놓고 있다. 이 지역 청년들에게 조국보위훈련이라하여 밤에 주
로 군사훈련을 했다. 분대장급 이상은 실제 사격도 했다43)고 한다. 이는 군사 그
룹들이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철수하고 통일된 후 계속해서 공산주의의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포석인 듯하다. 그 밖에도 장차 북한에
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소련은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러시아
에 보내 교육과 (공산주의)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
다.44)
미국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1946년 말 1947년 초에 대한반도정책
에 있어서 소련에 대한 강경 자세로 전환하였다. 소련주재 미 대사관은 한반도
를 폴란드와 유사하다고 보면서, 소련은 한국에 ‘실질적 자치권’을 허용하지 않
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소련은 한반도에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의사
를 전혀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하였다.45)
소련에 대한 미 국무부나 국방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북한을 소비에트화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소련의 일련의 태도를 한국인들의 바람과 거리가 있
다고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1948년 4월 초 NSC8에서 소련을 “한국문제 해결에
대해 소련은 미소 양측의 상호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유엔과 함께 통일된
주권 독립 한국을 만드는 노력도 거절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소련점령당국이
북한에 위성정권(satellite regime)을 세우고, 소비에트화된 군과 무장 세력을 양
성하여 이들이 북한 전역에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잠정 결론
을 내렸다.46)
43) 정관한, 2008년 3월 22일, 조산리 자택.
44)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State”, FRUS, Seoul,
July 28, 1946, pp.71-72.
45) 김계동, 뺷한반도의 분단과 전쟁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127.
46) NSC 8,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Security Council (Souers)
to President Truman”, FRUS, 1948, The Far Eastand Australasia, Volume VI, April
2, 1948, p.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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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련군과 강원지역 좌익은 지역 언론을 통해 미군정의 태도와 미국 자본
주의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소군정의 태도와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우
수성을 지역 언론 뺷강원로동신문뺸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강조하였다. 먼저 ‘김일
성의 연설’과 ‘청진시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소련과 미
국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공북조선분국 책임비서 김일성은 1945년 10월 11일 조공북조선분국 중앙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의 보고에서 “동무들! 쏘련의 영웅적 붉은 군대는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왔다. 우리는 붉은 군대와 그의 지도자 스딸린 동
무가 우리에게 준 형제적 방조(幇助)를 언제든지 잊을 수 없다.”47)며 소련의 붉
은 군대와 스탈린을 칭송하고 있지만, 1945년 김일성의 연설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 없다. 김일성은 척결대상은 일본제국주의, 친일파, 지주층지만, 1945년
10월 열린 서북 5도당대회에서 노동자, 농민, 부르주아, 인텔리 등 포괄적 제 계

층의 대표자들을 아우른 인민전선형태의 선전국가건설을 해야 한다48)고 했다.
1946년 4월 10일 ‘조선공산당 청진시위원회’에서 조선공산당은 남은 일본제국

주의 세력과 봉건세력을 철저히 소탕하고 조선에 한 개의 새로운 민주주의국가
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좌익은 일제의 파쇼, 친일, 봉건지주
세력을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 보고 있다.49)
그러나 같은 날 동 위원회에서 “우리당(공산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미
국제국주의의 딸라에 매수된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일체 반동분자이며, 미제국
주의자들에게 매수된 일부 악질적 장로 목사들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당
과 우리북조선이 걸어온 길은 ｢조선인민은 렬등민족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할
수 없으며 조선인민에게는 강력한 정당이 있을 수 없다｣는 미국제국주의자들의
비방과 야망을 폭로하고 우리민족은 전세계의 선진민족의 대렬에 들어서서 자
기의 국가를 통치하며 운영하며 또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
는 위대한 정당을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을 준 것이다. 위원회는 오
47)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Ⅰ, p.3.
48) 김재웅, 뺷북한체제의 기원-인민위의 계급, 계급위의 국가뺸, 역사비평, 2018, p.29.
49)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Ⅰ,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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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미국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과 민족을 분렬하는 음흉한 식민지 예속화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당과 전조선인민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
을 것이다”50)라고 보고하였다.
1946년 4월 10일 북한이 척결해야 할 대상은 여전히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세

력이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한반도를 식민지 예속화하
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대체로 미소공동위원
회가 결렬되자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거친 비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은 ‘강원로동신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기 지역 신문이란 이름이 무
색할 정도로 국제정치기사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기사의
대부분은 미국을 비난하고 소련을 칭송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당시 주요기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쓰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정하고 실현 기초 위에 재개된 ‘쏘미 공동위원회’

는 00(판독 불능) 사업진행과정에 있어서 쏘련 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
사를 대표하여 시종일관 성의 있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표단의
최초부터 무성의한 태도로 말미암아 끝끝내 그 성공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휴
회되었다. 복잡 미묘하고도 긴장된 […] 38도선을 경계로 김구, 이승만 등 친미
반민족 반민주주의자들은 갖은 음모 책동을 다하여 북조선의 민주과업을 파괴
하려고 있다.”51)
“미국의 경제적 침략은 전략상 계획실천의 주요한 방조수단인 것이다. 미국제

국주의는 고리대금업자처럼 00 제국의 전후 난관을 근본적으로 전쟁에서 피해
를 가장 많이 받은 동맹제국의 원료, 연료 및 식량 결핍을 이용하려는 바 이것은
이 국가들에게 자기의 불합리한 원조 조건을 강압하려는 것이다. […] 마지막으
로 세계통치와 반민주주의 00에 대한 미국의 동향은 이데오로기 투쟁을 포함하
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략계획의 이데오로기 부분의 근본과업은 쏘련과 신민주

50)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Ⅰ, pp.342-343.
51) 뺷강원로동신문뺸, 1947년 11일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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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국을 불가피적으로 침략한다. […] 쏘련의 위신은 제의국에서 막대하게 강
성하게 되었다. 쏘련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용감하고 위대한 투쟁으로서 만국
근로대중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군사 경제적 위
력과 쏘련 사회주의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도도한 정치적 통일을 전세계 전
(前)에서 명백히 시위되었다.”52)
“세계제국주의의 강대국으로서는 영, 미 두 나라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중

하나인 영국의 입장은 […] 그래서 전세계 민주주의적 진보역량은 쏘련의 주도
하에 결속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는 전쟁의 막대한 시험을 겪었고 강력한 원쑤와
의 결사전에서 전승자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쏘련은 쇠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
욱 강하여졌다. […]전쟁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약한 미국제국의 영향과 접촉하
게 되었다. 전쟁은 각 제국가에서의 자본주의의 불균등적 발전의 결과로 발생하
였는바 그 불균등성은 전쟁기에 보다 더 첨예화되었다.”53)
“남조선의 반동들은 국제반동세력과 결탁하여 인민을 억압하며 자기들의 야

욕을 채우려고 갖은 음모와 최후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그들은 ‘쏘미 공동위’
사업을 파탄시켰으며 38선을 기화로 살인, 방화의 본적인 태도를 사수하고 있
다.”54) 뿐만 아니라 몰로또브의 연설을 인용하며 소련은 평화를 희망하고 있으
며, 소비에트적 확신이 아니라 미합중국과의 평화롭게 지내자는 희망을 반영한
다고 했다.55) 뺷강원로동신문뺸이 묘사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모습을 도표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1. 미소공동위에 대한 미국 대표단의 무성의
한 태도
2. 미국의 경제침략 수단은 동맹제국의 원료,
연료 및 식량 결핍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원조

52) 뺷강원로동신문뺸, 1947년 11일 5일.
53) 뺷강원로동신문뺸, 1947년 11월 5일.
54) 뺷강원로동신문뺸, 1947년 11월 18일
55) 뺷강원로동신문뺸, 1947년 11월 16일

소련
1.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시종일과
성의 있는 태도
2. 소련의 위신은 막대하게 강성해졌다
3. 전세계 민주주의적 진보역량은 소련의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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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강압
3. 자본주의의 불균등적 발전의 결과로 전쟁
이 발생하였으며, 그 불균등성은 전쟁기에 보
다 더 첨예화되었다
4. 김구 이승만 등 친미 반민족 반민주주의자
들은 음모 책동을 다하여 북조선의 민주과업
을 파괴하려고 있다

에 결속
4. 소련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용감하고 위대한
투쟁으로서 만국 근로대중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을 받게 되었다
5. 사회주의 국가는 전쟁의 막대한 시험을 겪었
고 강력한 원수와의 결사전에서 전승자가 되었다

4. 지역의 사회상황과 소군정의 정책
소련은 북한을 통치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든지, 아니면 지
방마다 그 조건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정책을 만들어낸 듯하다. 소련은 8월 21일
원산에 도착하여 일본인 행정 관료들을 축출했다. 그 자리에 인민위원회가 대신
하도록 했다. 3.8선 북쪽에 위치한 양양에서는 진주하는 적군(赤軍)이 1930년대
초의 지하 농민운동의 일부였던 적색농민조합의 대표들과 현지의 노동조합 및
어민조합, 현지 인민위원회 구성원들의 영접을 받았다.56)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군정은 중앙정치에 정책결정에 개입한 것은 분
명하지만, 대민통치에서는 간접적이고 은밀하면서도 유연한 스탠스를 취했다.
양양군 당에서 지역의 리 인민위원장을 지명하거나 내정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과정을 거쳤다.
인민위원장 그때 다수가결로 되거덩, 윤 씨덜(양양의 지주 집안)이 최 씨 나 하나
밖에 없었거덩, (나는) 아이할라구 그랬지(인민위원장 안하려고 그랬지). 다수가결
(투표)에 들어가니 즈집안들(윤씨 집안들)은 손들고(포기하고), 나 하나밖에 없으니,
그냥 (내가)인민위원장 됐지.57)

56) B. Cumings, 뺷한국전쟁의 기원뺸, p.479; 일제시기 적색양양농민조합운동였던 최욱은 소
련군 환영행사를 주최하였다; 지수걸, 뺷일제하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농민조
합운도뺸, 역사비평사, 1993, p.418. “오용영, 김병환, 최욱 등 양양지역의 활동가들은 6개
의 리단위 농업조합을 통합하여 군단위의 조직체인 양양농조를 창립했다.”
57) 최형근, 2010, 2월 2일, 양양군 손양면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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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46.11-1947.3 도, 시, 군, 면, 리 인민위원장 당선자 직업분류>58)
노동자
인민
위원
수

4,182
(5,9)

농민

사무원

55,356 8,697
(78.6) (12.3)

인텔리 기업가
829
(1.2)

255
(0.4)

상인

성직
자

수공업
자

이전지
주

계

87
211
5
35
70,444
7(1.2) (0.3) (0.01) (0.05) (100)

단위: 명(%)

이러한 모습은 큰 틀에서 보아 공산주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소련이 북한지역에 친소련화 전략을 목표로 두었던 점과
속초․양양이 경쟁관계였던 미군정과 접경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민주
적 절차에 철저하지 않았던가 싶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춰보면, 커밍스가 언급한
대로 그 지방조건에 맞게 소군정은 지방 정책을 구상한 듯하다. 당시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 상황은 전제로 하고, 이
지역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사상의 해방구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과
만주로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함경남도의 인접지역59)이었던
이유로 일찍부터 혁명화되었고, 적색물치농민조합60)과 적색양양농민조합61)이
발달하였다. 둘째, 지역 주민들은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한 방송이나 미군정
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셋째, 접경인 이유로 밀무역이 빈번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국 의약품이 반입되었고, 미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넷째, 토지개혁 이후 해로를 통해 육로를 통해 월남이 비교
적 수월했다. 다섯째, 일반적인 경향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도 토지개혁,
민주적 선거, 교육기회, 사회적 진출의 균등한 기회 등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58) 김재웅, 뺷북한체제의 기원-인민위의 계급, 계급위의 국가뺸, 역사비평, 2018, p.36.
59) 이준식, ｢1930년대 함경도지방의 무장농민투재｣, 뺷역사비평뺸, p.162.
60) 김점숙, ｢1920-1930년대 영동지역사회운동｣, 뺷역사와 현실뺸, 1993, p.280.
61) 뺷동아일보뺸, ｢전양양농조연합회｣, 192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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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적 조건하에서 소군정과 북한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주민
들에게 민족을 탄압하는 미국보다는 해방군인 소련이 민주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오랜 고통이자 바람인 토지문제 등
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다. 이
역할 했던 집단은 지역민으로 오래 전부터 활동해왔던 적색농민조합이었다. 이
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인민위원회와 세포조직을 형성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사
회주의의 기반을 형성한 것이었다. 인민위원회의 보급은 북부의 정권 수립을 위
한 편리하고 인기 있는 현지의 기초를 제공했다.62) 적색 양양농민조합 출신의
지역 엘리트 공산주의자들은 지역에 대한 소비에트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시
대적 모순을 해결하고 민주적 개혁을 원했던 것이었다. 소군정도 지역사회에서
소비에트화가 아닌 지역사회가 자치적으로 사회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속초․양양지역의 좌파들과 소군정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북한체제가 수
립된다면 소련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물론 농민조합에 가담
한 사람들이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인민위원회와 세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
다. 양양 농민조합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인민위원회와 세포가 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나타난 친소화의 양상을 살핀다는 점에서 먼
저 소비에트화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해방 후 이 지역
좌익의 근간이었던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적색양양 농민조합을 살피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민주개혁정책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 소비에트화 개념에 비추어본 속초․양양 지역의 소군정정책
소비에트화부터 어떤 것인지 몇 가지 개념적 사항만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소비에트화는 짜르 전제에 대항하여 1905년 혁명운동으로 노동자 투쟁조
직인 소비에트를 탄생시켰다.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의 협동일치된 행동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탄생하였다. 프롤레타리아는 실력으로 전제를 타도하고
62) B. Cumings, 뺷한국전쟁의 기원뺸, p.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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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조아지의 동요를 마비시키기 위해 농민대중을 아군으로 끌어들여 민주주의
변혁을 최후까지 수행해야 한다.63) 소비에트는 제국주의자의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민
주주의적 집권을 세우는 것이 전제로 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
니 아래 부르조아혁명은 이러한 민주주의적 집권을 경유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화된다. 다시 말해 소비에트란 제국주의자의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혁명적
인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적 집권
(소비에트 형태로의)을 세우는 것이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아래 부르조아혁명은 이러한 민주주의적 집권을 경유하여 사회주의혁
명에 전화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이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에 의한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 토지혁명 -민족부르조아지와 민족주의의 배격 - 밑으
로부터의 통일전선 - 노농소비트정권의 수립이 한 세트가 되어 2단계혁명에 의
한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이행을 제시하였다.64) 소련에서는 일체의 착취계급이
청산되었으므로 노동대중,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챠 등 전 국민을 대표하는 공
산당이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당들이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65)
소비에트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지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
글에서는 소련 소비에트의 역사는 논외로 한다. 소비에트의 주요 개념요소는 전
제권력, 제국주의, 지주, 부르조아에 대항하기 위한 노농프롤레타리아의 투쟁조
직, 계급투쟁, 토지혁명, 민족주의 배격, 공산당에 의한 주권 장악으로 모아볼 수
있다. 속초․양양 지역에서 원론적 의미의 소비에트화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
기로 한다.
속초․양양의 기록은 아니지만 ｢북조선 노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인제군당은 미제국주의자와 유엔에 투쟁하기 위한 인민결속

63) 김운영, 통일전선의 전략과 전술, 아침, 1987, pp.18-19.
64) 서중석,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 뺷아시아문화뺸 7호, 한림대학
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p.27.
65)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집, 뺷해방조선-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투쟁사뺸 Ⅰ, 과학과 사상,
1988,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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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속초․양양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본다.
“로동자 농민 대중으로 하여금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

들의 앞잡이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나라를 파러 먹으려는 그들의 흉책으로
실시된 단독선거를 배격하며, 괴뢰정부 국회를 전 인민에게 폭로하며 민족적 적
개심과 증오심을 일층 제고시키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애국적 적개심과 증오심을 일층 제고시킬 것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예정
숫자를 달성하기 위한 로동.”66)
“일부 축출당한 자 및 몰수된 지주층과 타당 내의 일부 반동들이 악선동하고

있는 적들을 묵과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과 부락 내에 일상적으로 부화분자들의
감시조직과 타처에서 이주해온 일부 불손분자들에 대한 당적 경각성이 무된(무
딘)결과 […]군중을 혼란케하며 반동의 적들에 악조건을 주고 있다. […]군중들
이 적들과 투쟁할 수 있는 목전, 석전 등 2,3명의 테로는 등은 잡아 치우는 전투
방법 등 조직 해석함이 미약하다.(북면 지대에서 3명의 테로를 잡을 수 있었으나
인민들이 도주한 사실이 있다)”67)
“토지개혁이 실시된 오늘, 혜택을 받은 농민들이 모든 열성을 다하여 증상을

하고 잇는 반면에 부유한 일부 농민들이 양반화되어 고용농을 두고 착취하는 사
실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행들을 숙청하기 위해 견결히 싸워야 하겠다. 그
리기 위해 농촌의 고용자들을 계급적, 사상적으로 교양 주어 로동자로써 직업을
전환시켜 로력 부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소비조합 세포 김00동무는 야간
당학교에서 9번 밖에 참석치 않았으며, 농노제도의 철폐 원인도 모르고, 쏘련 공
산당 볼쉐비크 당사를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있다.”68)
인제군당 차원에서 인민들을 미제국주의, 친일, 지주 등에 대한 적대감을 긴
장시키고 있지만, 농민프롤레타리아의 결속력은 높지 않은 듯하다. 당시 지역사
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포이고, 이들이 세포학습에 참가하지
66)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Ⅱ, p.385.
67)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Ⅰ, p.497.
68)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Ⅲ, p.36,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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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제군 세포학습의 출석율은 저조하다. 세포
학습의 참여율이 60% 정도이고, 간부 및 열성자 야간당학교는 40% 미만69)이다.
그 밖에도 민족주의는 소비에트의 배격 대상이지만, 인제군당은 여전히 민족주
의를 주장하고 있다.
인제군당 회의록은 공산당의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소비
에트화가 아니라 농업생산력의 증산을 목표로 한 공산주의 사회의 구축에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속초․양양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
으로 보인다.
다시 속초․양양으로 돌아와 보면, 이 지역은 농업이 주산업이었다. 당시 어
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공업시설은 일제강점기 간즈면(소고기 통조림) 공장과
양양철광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해방 후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고 통조림 공장이
나 철광채취도 중지되었다. 이 지역은 절대다수가 농민이었고, 일부 빈농들은 함
흥이나 흥남 같은 대도시에 노동자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1943년 도별 농촌 빈곤도의 순위를 보면 전국 8개 도 중 소작농의 비율이 가

장 낮은 8위, 지대율은 5위에 머무르고 있다.70) 이 지역은 인구도 적은 편이었고
경작지도 많지 않았다. 강원도는 소작쟁의가 빈번하지도 않았다.71) 소작의 경우
도 친인척 소작이 많았다. 전제권력, 제국주의, 지주, 부르조아에 대한 계급투쟁
조직으로서 노농프롤레타리아 결사는 미미했다. 척결해야 할 친일 부르조아도
다시 활용하고 있었다.
해방되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도태시킬 사람들 도태를 다 시키삐리문(시켜버
리면) 인재가 없는 거예요. 행정도 모든 사회 각 분야 교육이고 뭐이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공산주의자들)이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만 뒤로
빼고, (쓸만한 인물은 다시) 써먹었어요.[…] 일정시대 때 외삼촌이 수산업을 핸 거물
69)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Ⅱ, p.155.
70)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1,
Yuksabipyungsa, 2002, p.363. 뺷조선경제연보뺸, 1948년, pp.I-30-31; 뺷조선통계연감뺸,
1943년, pp.42-43; 토지활용,p.164; 미 군정청, “농업부 기초자료”, 미 제 14군단 역사철.
71) 지수걸, 뺷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뺸,역비, 2002,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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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인공시대에 강원도청 산업국장인가 시켰더라구. 숙청했다가, 데려다가(써먹었
지요), 인재가 없으니까.72)

소련이 북한에서 모든 반일적 민주 정당과 단체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부르
조아 민주주의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원조할 것, 그러나 소비에트적 질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지시사항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소련의 지시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소비
에트화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련은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기보다는 점
령한 지역에 친소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으로 파악된다.73)

2) 속초․양양 적색농민조합의 지역 공산주의 기반조성
다음으로 속초․양양지역의 공산주의 주도세력인 농민조합을 살펴보기로 하
자. 소군정과 북한 체제가 내세웠던 지역사회에 공산주의의 기반조성, 일본제국
주의와 친일 우파의 척결, 봉건의 자재 해소 등의 민주적 개혁이었다. 이는 이미
일제강점기 적색 농민조합74)의 목적과 일치한다.
양양농민조합 소화2년(1927) 12월 30일 […]소화 3년에 2월에는 12지부가 3백수
십 명의 회원 참가하였다. 동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교화지도하고 공산주의의식을
72) 박우철, 2008년 3월 2일, 속초 한화콘도.
73) 와다 하루끼, 남기정 옮김, 뺷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뺸,창비, 2012, p.50.
74) 참고, 이세진, ｢일제강점기 양양농민조합의 혁명화와 그 배경｣, 뺷한중인문학뺸, 2020, 10,
p.26.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혁명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을 전후하여
블라디보스톡에는 코민테른 동양비서부가 있었고, 모플(МОПР, 국제혁명운동희생자구
원회), 즉 국제공산주의운동자 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교통과 광업의 발달,
사람들의 왕래, 함경남도와 만주 일대의 활발한 사회운동의 영향이었다. 강원도과 인접해
있던 함경도 특히 양양지역은 함남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었다. 1920년 말 이후 일본 독점
자본 특히 중화학공업의 함경도 진출은 매우 활발했고 동시에 근대적 의미의 노동자계급
을 형성시켰다. 12월테제와 9월테제 이후 이 지역의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인근지역의 농민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모플’에 관한 내용은 반병률, 뺷성재 이동휘 일대기뺸, 범우사, 1998,
pp.423-42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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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간에 침투(浸透)□결성하여 적색농민조합으로 개조를 기□ 마르크스주의
의 지도정신에 입각한 유물변증법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 […] 사유재산제의
부인, 사회과학강좌, 신문독강좌, 마르크스주의와 해설비판을 위하고 […]공산주의의
식 주입교양 힘써 농민 적화공작 활약(活躍)에 광분(狂奔)하였다. 무산자계급과 무
지문맹 주입교양 무산자계급을 위한 유능 강사를 양성하여 정치경제실지투쟁 및 필
요 지식 수양[…] 피고 최용달, 최종길, 이겸렬 소화 5년(1930) 7월에 농번기에 양양
군 양양면 사천리(조산리) 지부회관 피고인 공산주의적 의식 조합원 10여명과 집회
를 갖고 신문강좌 소작쟁의 노농쟁의 문제 제기하고 이에 대해 지주와 자본가 계급
무산자 농민, 노동자 잉여가치의 착취, 현재의 자본주의 제도 및 현재의 사회제도를
계급투쟁에 의하여 제도를 파괴하고 무산자의 자유평등을 회복하고 사회제도와 싸
워 승리를 쟁취.75)
일체의 채무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잡세를 철폐하라/토지는 농민(에게)/노동자
의 단결을 강고히 하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철쇄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
회이다 /현 계급(단계)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취과정에 있다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76)

소군정기보다 일제강점기의 적색양양농민조합이 소비에트적 성격이 훨씬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제로부터 사상탄압을 받으면서도 소화3년
(1928) 1월경에는 지부 20개소 조합원 400명을 가진 유력한 적색농민조합의 조

직으로 성장했다.77) 농민조합원의 핵심 엘리트들은 해방 이후 주요 관직에 오르
게 되었다. 김병환은 강원도 도인민위원장이 되었다. 최용봉은 양양군 군인민위
원장을 했다. 최용대는 양양고급중학교 교장을 지내다가 원산농업전문학교 학
장으로 부임하였다. 최용달은 북한 정권의 초대 법무국장(현 장관)을 지냈다.
속초․양양지역은 농민조합원들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산주의 토대를 형성하
고 있었다. 소군정이 양양지역에 소비에트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일반 주민들의
75)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朝鮮思想事件判決 反帝國主義民族獨立支持同
盟事件｣,뺷사상월보뺸 제4권 제6호, 1934년 9월 15일.
76) 국사편찬위원회, 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 ｢襄陽農民組合事件判決文｣,뺷思想月報뺸,
1931, 4권 6호.
77) 뺷동아일보뺸, ｢양양농민조합 오용수 등 卅四명 不日간 공판에 회부 농민계급에 赤化교양
｣, 193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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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소련화와 지역 공산주의의 안정적 기반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좌익
엘리트들이 관료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국가체제로서의 공산주의
의 긍정성을 보게 되었다. 지역주민들 가운데 대학진학, 군대, 당원, 관료로 나아
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3) 3.8선 접경지역에서 미․소의 민주주의 개혁 대결
속초․양양지역은 3.8선 접경지역이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지만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접경지역은 미소 양측 모두에게 예민한
지역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양측은 체제적으로나 남북한 통치에 있어서도 라이
벌 관계였다. 양측은 자신의 정책적 효과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했다. 미군은 강원도의 해안 지방을 점거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었다. 강릉이
남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좌익화된 군(郡)(The most powerful left wing kun in
south Korea)이었기 때문이다.78) 미군도 소련군도 접경지역 통치에서 지역주민

들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련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남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
장 부자나라이고 의약품 등 물자가 풍부한 나라라는 것이었다. 또한 남한 가난
하지만 부자 나라 미국이 돕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소비조합이 있었지
만 물자부족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1947년 북조선인민경제발전에 관한 보
고에서 김일성은 자력갱생을 기치로 내걸면서 ‘많은 생산량을 1946년에 비해 2
배로 제고해야 되겠다고 하였으며, 일용품을 생산하는 분공장건설(分工場建設)
을 생산품을 광범한 시장에 줄 것이라고 하였다.79) 이러한 지역의 사회상황하에
서 소련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소비에트화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7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1,
Yuksabipyungsa, 2002, p.341.
79)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Ⅷ,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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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국문제 관련 미소회담에서도, 미국은 적극적인 태도로 제한구역을 제외하
고는 두 지역을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신문과 라디오 방송도 교환
하자고 하지만 소련은 이에 반대하였다. 또한 소련은 남한과 연계 없이 북한지
역에 운송과 통신을 재구축하여 북한경제가 성장하도록 하였고, 세금은 일률적
으로 25%의 현물세를 물림으로써 북한에 주민에게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접경지역의 밀무역은 점점 더 성행하였다.80) 해방되고
1946년, 47년까지도 지역주민들은 접경지대에서 밀무역을 했다고 한다. 북한 사

람들은 해물, 건어물 등을 가지고 3.8선을 넘어 남한의 밀가루와 교환하거나 미
제 의약품 페니실린을 몰래 반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4) 토지개혁을 통한 공산체제로의 농민 포섭
다음은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민주개혁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민들은 소련 군
대가 조국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주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었다. 지역 여성들은 소비에트 인민에 대한 은혜라는 것을 전체 여성에게 침
투시켜야 한다고도 하였다.81) 김일성은 ｢1947년 북조선인민경제에 관한 보고｣
에서 소련의 지시 없이 북한체제 스스로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해방 후에 북조선에서는 정권은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의 손으로 넘어왔으며
따라서 위대한 제민주주의 개혁을 실현하여 토지개혁과 과거 일본인과 민주반역자
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소, 운수, 은행권을 국유화하여 우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창설하여주었습니다.(1947.2.25)

소련군정과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지받기 위한 문제가 바로 토지개혁

80)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Seoul,
July 28, 1946, p.721.
81)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Ⅳ,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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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북한 당국은 ｢북조선토지개혁법령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토지개혁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전농민의 반수이상이 되는 수만의 토지 없는
또는 토지가 적은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宿望)은 확실히 실현되었다. 북한지역
전체 지주소유지 58%, 지주호수 46,134호(총 호수의 4%), 소작인 100호가 지주
4호를 먹여 살리고 있다. 토지개혁은 전인민경리(全人民經理)의 부흥과 발전에

막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토지개혁은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졌다. 그 이유
는 토지개혁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기초 위에서 조선에 진정한 민주주의 주
권을 수립함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에 대한 반대했던 했
던 평안북도 사람들이 김구, 이승만을 모시려 하며 토지를 몰수해도 미국이 북
부에 오고 김구,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토지를 찾아줄 것이다, 가을이 되
면 보자라고 했다82)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토지개혁을 민주주의 개혁과 주권 수립이라는
긍정효과를 최대한 불어넣었다. 토지개혁을 부정하는 남한의 김구, 이승만은 반
민주주의자로 낙인을 찍었다.
속초․양양지역에서 토지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
고 있었다. 토지를 분배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체제에 대해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했다83)고 한다.
(이 동네는)그렇게 못사는 사람도 없구, 잘 사는 사람도 없구. 버쩍 땅 뺐긴 사람
두 없어 받은 사람도 없구. 남의 집 살다 없는 사람들은 부자들 토지가 싹 압수당해
가지고 거기서 막 농궈(나눠)주고 기계들도 없는 사람이 좋아서 난리 겪었단 말이여.
남의 집 살던 사람들하고 또 토지 분배받는 사람들, 눈이 깜깜한(무식한) 패거리 껍
적거렸어. 남의 집 머슴 살던 이런 패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경찰을 나갔댔
었어. 머슴살이 하던 넘들이(사람들이) 대갈 디밀고, 마카 실(세도) 쓰고 이리니 (지
주들이)살수 있나? 월남 가망대이로(몰래) 월남했지. 삼팔선을 넘으면 월남이라.84)

82)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Ⅶ, 352, p.378.
83) 김정난, 2018년 1월 3일, 춘천자택.
84) 최형근, 2010, 2월 2일, 양양군 손양면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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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되고 난 다음 지주 땅을 토지개혁이라고 해서 분배를 받았지요. 인제
(이제) 한 사람 당 얼마씩 일정하게 분배했어요. 그래 가지고 붙여 먹으면서 인제
지주 소작 주는 거는 없지요. 거기(북한체제)는 소작제도라는 기 없으니까, […]식구
대로 분배 왜정 때 보다 살기 좋아지지 않았어요. 현물세를 많아 가져가니까. 한 거
의 70%85)가 현물세 바치니까. 나머지가 30%남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리니
까 여기서는 대두박을 많이 먹고 살았어요.86)

토지개혁이 실제 주민들에게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는 농약과 비료 등의 현대화와 농업경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당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농약과 비료 등이 농
민들에게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토지의 생산관계의 변화를 통해 생산력 증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즉 소군정하의 북한체제는 전통적 노예적 소작제와 봉건
-지주적 토지소유제를 혁명적으로 폐지하였고 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경자유전

의 원칙을 세웠다. 이 토지는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영구적 이용권을 준 것이
다.87)
농민들이 받은 토지는 처분 가능하고 배타적 권리를 가진 근대적 의미의 소유
권은 아니었다. 분배된 토지는 매매와 저당이 금지되었고 경작권만 주어졌다. 하
지만 단순경작권보다는 배타적 권리가 보호되는 고양된 형태의 경작권이었다.
토지개혁을 통한 생산관계의 변화로 지역의 농업생산력이 크지는 않지만 다소
85) 북한의 현물세는 현물 가운데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25%를 내기 때문에 농민이 느끼
는 부담은 70%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농약과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품질 좋은 곡물은
30%가 채 안 된다고 한다; 이규호, 2018년 1월 3일, 춘천자택. 농지세를 무는(내는) 기(것
이) 지금 돈으로 무는데(내는데) 쌀로 냈잖아요. 걔네들은 그 기 아니지 현물 그대로 내지
쌀이면 쌀, 콩이면 콩, 25% 이할 오부, 25%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을 하면, 가령 사과나무
사과 100개 달렸잖아요. 25개 내놓아야 할 거 아니요. 여기 사과가 달리면 다 똑똑하고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30% 40% 찌그러지고 병패도 있구, 그런 거 아닙니까? 100개 중에
25개 똑똑하고 좋은 거 뽑아내면, 그 나머지는 찌그러진 거 병폐된 거 먹고 사는 거여.
농사짓는 사과 100개 중에 25개로 그냥 얘기하면 25% 별거 아니에요. 농사짓는 기 100개
중에 다 쓸만한 기 아니잖아요. 25%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었
어요.
86) 이종학, 2008년 11월 12일, 속초 자택.
87)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Ⅷ,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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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민들에 따르면 현물세의 부담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우리 집 땅이 많었는데 큰아버지, 정손(지명, 정손리) 고모, 최00, 아버진 친구 박
00 머 많이 소작줬어요. 인공 때 다 몰수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이 나쁜 눔
(놈)이라고 그랬지요. 분배받은 사람들 사는 기 낫다고는 하는데 크게 나아진 건 모
르겠고, 자기 땅이 되니까 소출은 좀 더 있었던 것 같애요. 분배받은 집들이 그저 그
렇지만 조금 낫게 살았던 것 같애요. 인공 때 학교 밴도(도시락)싸오는 아덜 없었어,
그때 아덜 노다지(항상) (점심)굶었어요. 우째다 한둘 싸오지, 없었어요. 그 때는 지
주한테 소작료 못 주게 했어요, 나라에서 현물세 악착같이 받어 갔어요. 현물세가 소
련으로 간다고 들었고 우리덜(우리들) 다(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88)

속초․양양의 인접 지역이었던 인제군에서 지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
다. ‘신00은 5정보 이상의 지주로써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했을 뿐
만 아니라 임금을 어떻게 하든지 적게 주면서 부려먹은 사실이 있다. 우리 당에
옳은 노선을 파괴시키려하는 자이다라며 본회의에서 출당시켰다.’89)
속초․양양 지역의 소군정기 북한체제는 토지개혁을 문제없이 모범적으로 수
행했다. 접경 가까운 곳일수록 무자비한 토지몰수는 없었다. 땅을 몰수당한 지주
들 가운데 일부는 월남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 이유는 지주에 대한 처벌이 가혹
해서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불만과 빈농출신 권력자들의 못마땅한 모습
때문이었다. 가혹한 처벌 소식이 3.8선 넘어 전해지는 것은 소군정이나 북한체제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었다
고 볼 수 있다. 토지개혁은 빈농들에게는 적으나마 경제적 안정감과 봉건-주제
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 중에는
열렬한 체제 지지자가 되기도 했고, 적극적인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88) 김정난, 2018년 1월 3일, 춘천자택.
89) 국사편찬위원회, 뺷북한관계사료집뺸 ⅩⅧ,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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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2차 대전 후 미소 양국은 남한과 북한을 통일한 임시정부를 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군정을 실시하였다. 양측은 관할 지역에서 자신의 체제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우고 있었다. 이 글은 속초․양양 지역에서 실시된 소련군
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련군정은 대민통치에 있어서 워낙 은밀하고 간접
적이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견해도 그만큼 다양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군
정이 소비에트화보다는 친소화에 중심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글에서도 소비에트화보다는 친소화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소
군정의 전략이 말단지방행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커밍스의
말대로 소련군은 북한을 통치하는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큰 틀의
소군정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방의 조건에 맞게 그때그때 통치정책을 만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한지역은 미국이, 북한지역은 소련이 각각 자신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군정을 실시하였다. 당시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
양과 속초는 소련군정이 실시되었다. 당시 이 지역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사상의 해방구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
보스톡과 만주로부터 공산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함경남도의 인접지
역이었던 이유로 일찍부터 혁명화 되었고, 적색물치농민조합과 적색양양농민조
합이 발달하였다. 둘째, 지역 주민들은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한 방송이나
미군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셋째, 접경인 이유로 밀무역이 빈번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미국 의약품을 받아들였고, 미국에 대한 동경심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넷째, 토지개혁 이후 해로와 육로를 통한 월남이 비교적
쉬웠다. 다섯째, 일반적인 경향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도 토지개혁, 민주
적 선거, 교육기회, 사회적 진출의 균등한 기회 등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런 지역적 상황 속에서 소군정과 북한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지역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민족을 탄압하는 미국보다는 해방군인 소련이 민주적
이고 긍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다. 이러한 소련모습은 전 북한지역뿐만 아니

354 한중인문학연구 68

라 속초․양양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함이라는 인식을 심었다.
소군정은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든든하게 후원자의 위치에서 지역 인
민위원회를 개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과거 토착 좌익세력들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노동자 농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소군정은
지역 공산주의 세력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즉 미군정과 대결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군정은 주
민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일제와 봉건의 잔재에 대한
주민 자치적 역량 아래 일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또한 토지개혁과 같은
사회개혁은 가혹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진행했다. 속초․양양 지역의 조건이 결
부된 소군정은 소비에트적이라기보다는 친소화와 좌익의 강화에 그 무게 중심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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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Situation and Soviet Military Policy in Sokcho
and Yangyang after Liberation
Lee, Seji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at the Soviet military regime in the Yangyang
area of Sokcho was not Soviet but pro-Soviet. The Soviet military regime was
secret and indirect in the rule of the people, so the opinions of the researchers
are diverse. The question is how the strategy of small-scale government
appears in the terminal local administration. As Cummings said, the Soviet
army did not have a consistent policy of governing North Korea. The Soviet
army has a large frame of Soviet military policy and seems to have made a
policy of governance at tha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situation of the
province. If we look at the social situation in this area at the time,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area was revolutionized early on because it was a
neighboring area of 
Hamkyung Province, which was strongly influenced by
communism from Vladivostok and Manchuria, which are the liberation zones
of Japanese colonial rule. Second, local residents were bordered by the South
Korean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ird, the trade was frequent for bordering reasons. This brought in American
medicines to local residents and began to create a longing for the United States.
Fourth, after the land reform, it was relatively easy to escape through the sea
route to South Korea through land. Fifth, although it is a general trend,
residents in this area also had a desire for land reform, democratic elections,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equal opportunities for social advancement. In
this regional situation, the policy that the small-scale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system can choose gave the image that the Soviet Union, a
liberation army, is democratic and positive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which suppresses the people through local media. The small-scale government
has made the local People's Committee reform in the position of sponsors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of the community. By allowing the leftist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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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arry out projects related to various workers' farmers that they could not
do in the past, the small-scale government led local communist forces to settle
down stably. Because there was a confrontation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which is the speciality of the border area, the small military
government did not intervene in the decision of the residents, but tried to show
the residents themselves under the self-governing capacity of the residents for
the remnant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feudalism. Sokcho Yangyang area
was not a Soviet, but rather a center of gravity in strengthening the
pro-Socialization and left wing.
Keyword

Sokcho Yangyang, Soviet military, Soviet, pro-Soviet, Soviet, Red

Yangyang Farmers' Union, Liberation Army, bor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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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관계에서 본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

최형용*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 추가된 표제어 총 100개
가운데 어휘적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86개를 대상으로 표제어 추가에 영향을 미친 계열 관계
에 주목하였다. 86개 단어 가운데 43개 추가 표제어가 계열 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계열 관계는 크게 의미 관계, 유추, 높임 관계, 기타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로 다시 나누었는데 유의 관계는 또 단독적 유의 관계와 상관적 유의
관계로 세분하였다. 이는 유의 관계에 따른 표제어 추가가 어느 정도 필연성을 가지느냐에 따
른 분류인데 빈칸에 빗댄다면 앞의 것은 우연적 계열 관계, 뒤의 것은 체계적 계열 관계라
할 수 있다. 반의 관계도 체계적 계열 관계에 해당하는데 체계적 계열 관계를 보이는 것들은
모두 유추의 도식을 보인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표면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 구조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를 상정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의미 관계의 유사성에 따른 유추라는 새로운 유형
을 제안하게 된 셈이다. 반의 관계는 후행 요소가 공통 요소이고 선행 요소가 반의 관계를
보여 전체적으로 반의 관계에 놓인 것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추는, 이러한 의미 관계에
따른 유추가 아니라 추가된 표제어 가운데 그동안 제시되었던 구조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를
보이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한편 높임 관계는 기존 표제어와의 ‘높임’이나 ‘겸양’과 같은 것이
기제가 되어 추가 표제어가 기존 표제어와 가지는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이
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유의 관계와는 달리 어간과 특정 어미 결합 과정에서 빈칸이 채워지
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따로 다루었다. 마지막 기타는 형식적으로 증감의 차이가 있으
나 일련의 계열체에서 빈칸을 채우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주제어

계열 관계, 의미 관계, 유추, 높임 관계, 빈칸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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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계열(paradigm)’이라는 말은 ‘불완전 계열(defective paradigm)’이라는 말에

도 쓰이고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인다. 우선 이
둘의 의미를 다음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
X
Y
Z
⋮

A
XA
YA
ZA
⋮

B
XB

C
XC

ZB
⋮

⋮

…
…
…
…

(1)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 빈칸을 채워 간다고 할 때, 예상되는 ‘YB,
YC’, ‘ZC’가 나타나지 않아 빈칸(gap)을 가지는 ‘YA’, ‘ZA’, ‘ZB’ 등을 ‘불완전 계

열’이라 부른다. 이에 대해 ‘계열 관계’는 하나의 요소를 공유하는 ‘XA’와 ‘XB’,
‘XA’와 ‘YA’에서 각각 ‘A’와 ‘B’, ‘X’와 ‘Y’의 관계를 일컫는다. 이때 ‘X’와 ‘A’, ‘X’

와 ‘B’, ‘X’와 ‘A’, ‘Y’와 ‘A’는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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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관계’는 하나의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다른 것으로 갈아들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달리 ‘대치 관계’라고도 하고 ‘통합 관계’는 서로 다른 둘 이상
이 함께 나타나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달리 ‘결합 관계’라고도 한다.
빈칸을 가지는 경우 이를 ‘불완전 계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계열의 측면에
서는 빈칸이 나타나지 않는 ‘완전 계열’이 무표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관심은 자연적으로 유표적인 ‘불완전 계열’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표적인 계열 관계가 나타나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즉 일반적인 체언과
조사의 결합,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은 ‘완전 계열’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그렇지 못한 빈칸들을 ‘불완전 계열’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칸
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빈칸인 극단적인 불완전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결
합형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령 ‘불후(不朽)’는 ‘의’
와만 결합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경우 가운데 가장 극도의 결합상의 제약을 보
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후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정하지 않고
‘의’가 결합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불후’에 명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1)
‘불완전 계열’에 대한 관심이 체언과 조사, 용언과 어미 결합과 같은 통사적

구성에 국한된 것에 비하면2) ‘계열 관계’는 최근 단어의 형성에서 더 적극적으
로 조명된 편이다. ‘계열 관계’는 대표적으로 남기심 외(2019)에서 ‘통합 관계’와
함께 형태소 확인의 수단으로 소개된 바 있는데3) 이는 주로 문장에서 형태소를
1) 최형용(2003)을 참고하면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된 것들에
는 ‘갈미꿩의다리, 개도둑놈의갈고리’와 같은 식물명이나 ‘남의나이, 남의눈’과 같이 관형
격 조사가 중간에 게재된 것은 있지만 ‘불후의’처럼 관형격 조사로 끝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불후의’와 같은 것을 하나의 단어로 등재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다.
최형용, 뺷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뺸, 태학사, 2003, p.69.
2) ‘데리고, 더불어’와 같은 불완전 계열뿐만 아니라 주로 관형어로 사용되는 이른바 ‘관형
명사’에 대한 관심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서는 최형용(2003)
의 5장에 자세하다.
위의 책,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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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기술주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단어 형성 과정을 규칙
(rule)이 아니라 유추(analogy)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계열 관계’

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채현식(2003)에서는 규칙과 유추의 차이를 다음
과 같이 단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4)
(2) 가. 단어 형성 규칙 : X + Y → XY
나. 유추 : XY → ZY

(2)에서 나타나는 규칙과 유추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규칙이 결합 과정

즉 통합 관계 기반인 데 비해 유추는 대치 과정 즉 계열 관계 기반이라는 점이
다.5)
계열 관계를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불완전 계열’도 단
어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빈칸’이다. (2가)의 입장
에서는 단어 형성에서도 ‘완전 계열’을 지향하므로 ‘불완전 계열’은 제약
(constraint)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외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2나)의 입장에

서는 개별적인 단어 형성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완전 계열’을 지향
하지 않고 따라서 ‘불완전 계열’에 대해서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단어 형성이 기본적으로 ‘빈칸’을 가진다고 간주하므로 ‘불완전 계열’
은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6)
이상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단어 형성에서의 ‘계열 관계’는 단순히 구성 요소
로서의 형태소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2)와 같은 입장에서의 계열
3)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뺷표준 국어문법론뺸(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2019,
pp.17-20.
4) 채현식,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뺷형태론뺸 제5권 1호, 형태론연구회, 2003, p.10.
5) 규칙과 유추에 대한 차이는 채현식(2006)에 보다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채현식, ｢규칙과 유추의 틀｣, 뺷이병근선생퇴임기념국어학논총뺸, 태학사, 2006, p.581.
6) 최형용(2004)에서는 단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빈칸의 문제를 파생어를 대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최형용, ｢파생어 형성과 빈칸｣, 뺷어학연구뺸 제40권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004,
pp.6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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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빈칸’을 채우려는 기제로서 매우 적극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는 그 비중
은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1)과 같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불완전 계열’이 ‘완전 계열’을 전제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이때 ‘완전 계열’을
지향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계열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계열 관계가 빈칸을 채우는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은 1999년에 종이로 출판된 이후 웹 사전의 형식으로 바뀌어
매 분기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7) 그리고 2014년부터 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데 수정 사항은 표제어 추가를 포함하여 표제어 수정, 뜻풀이 추가, 뜻풀이 수정,
문법 정보 수정, 문형 정보 수정, 품사 수정, 원어 수정, 어원 정보 추가, 용례 수
정, 북한어를 남한어로 돌림, 관용구 추가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
는 이것들이 새로운 단어의 형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면서8) 다각적인 계
열 관계의 측면에서 조명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단어라면 신어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지만9) 상대적으로 신어는 열린 특성을 가
지고 있어 계열 관계에서 느슨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사전은, 표제어가 다른 단
어들과의 상호 참조라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일종의 확장된 계열체라는 점
에서 신어와 표제어와의 차이는 적지 않다.10)
7) 따라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종이 사전의 개정판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8)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추가 표제어 가운데는 단어가 아닌 것도 있다. 단어보다 작은
접사나 단어보다 큰 구도 사전에서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표제
어의 대부분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9)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에서는 1994년부터 신어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최형
용(2019)에서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어를 대상으로 의미 관계의 측
면에서 조명한 바 있다. 구조주의의 의미 관계도 계열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추가 표제어에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최형용, ｢의미 관계와 신어 형성｣, 뺷한국어의미학뺸 제66집, 한국어의미학회, 2019,
pp.35-74.
10) 사전에 등재되는 표제어가 공인화를 거친 정착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여과 과
정을 거친 것도 한 이유가 된다. 신어 가운데는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 등재되는 것보다 그
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데 이 과정에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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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 목록과 유형
1)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 목록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에서는 분기별로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수정 사항
을 밝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추가 표제어를 정리하여 먼저 총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4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추가 표제어 목록
연도
분기

2014년
고종실록
물기운
번체자
순종실록
쳐내려오다

1분기

2015년
강치
내공
들깻가루
묵은지
스마트폰
예의01
완독하다01
제막되다
추자도
햄스터
호송차
도긴개긴
도찐개찐
들통나다
전방위

2분기

3분기

누룽지튀각
다문화
데려다주다

-급06
국문학자
끝부분

2016년

2017년

난형열
랍스터
아시가바트

그거참
동^주민^센터
분리배출
아침내
여쭈어보다
여쭤보다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차시01

고름요
도로명^주소
무리수01
본음
사부09
사부님
산후조리
수화^언어
한국^수어
한국^수화^언어
건곤감리
굴러오다
신내림

강10
세후02
짧디짧다
홑받침
풍물패

기37개사02
기다래지다

20
2019년
18년

20
20년

계

문신
문신하다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어의 형성뿐만이 아니라 단어의 정착 과정에도 계열 관계
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뺷표준국어대사전
뺸의 추가 표제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 표제어에 관심을 기울
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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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계

모셔다드리다
몰라뵈다
몰라뵙다
반려동물
빌려주다
새집^증후군
신나다
유정란
이종^격투기
조현병
진즉에
한류02
곱슬하다
숙제하다
앞서가다
큰대자

24개

앞축
에서야01
에서야02
워낙에

연월

이보십시오

각호02
뒤엣것
앞엣것
어제그저께

경주^무열왕릉
경주^불국사
머리둘레
엉덩이둘레
열차표
영화표
와닿다
제삼
25개

-궂다03
금쪽같이
기반하다
배춧잎
합격점

26개

23개

0개

2개

0개 100개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뺷표준국어

대사전뺸에 추가된 표제어는 모두 100개에 이른다. 표 가운데 분기가 통합되어
있는 것은 국립국어원의 표제어 수정이 일률적으로 매 분기마다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2014년의 경우 1, 2분기가 한번에 제시되어 있고
2017년에는 1-3분기가 한번에 제시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이때 언제나 표제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수
정 사항이 공지될 때 모두 표제어 추가가 있었으나 2018년도에는 수정 사항이
공지되기는 하였지만 표제어 추가는 하나도 없었으며 2019년도에도 표제어는 2
개가 추가되는 데 그치고 있다. 2020년도는 2분기까지 수정 사항이 공지되어 있
는데 역시 추가된 표제어는 없다.
표제어 옆에 구분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은, 예상되는 바와 같이 동음이의어 처
리에 따른 것이다.

368 한중인문학연구 68

2)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 유형
<표 1>에 제시된 추가 표제어는 몇 가지 기준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준은 단어 여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추가된 표제어가 모두 단어의 자
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따라서 단어 형성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단어보다 작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어보다 큰 것이다. 먼저
단어보다 작은 것으로는 ‘-급06’, ‘기37-’, ‘-궂다’의 3개를 들 수 있다. ‘-급06’과
‘-궂다’는 접미사이고 ‘기37-’은 접두사이다. 다음으로 단어보다 큰 것은 표제어

내부에 ‘^’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집^증후군’, ‘이종^격투기’, ‘도로명^주
소’, ‘수화^언어’, ‘한국^수어’, ‘한국^수화^언어’, ‘경주^무열왕릉’, ‘경주^불국사’,
‘동^주민^센터’ 등 9개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구(句)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총
100개 표제어에서 단어보다 작은 것과 큰 것 12개를 뺀 나머지 88개는 모두 단

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준은 품사이다. 품사는 단어를11) 대상으로 나눈 분류이므로 단어보다
작은 접사와 단어보다 큰 구인 12개를 제외한 표제어 88개를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명사는 ‘고종실록’ 등 56개로 가장 많다. 동사는 ‘쳐내려오다’, ‘데
려다주다’, ‘모셔다드리다’, ‘몰라뵈다’, ‘몰라뵙다’, ‘빌려주다’, ‘신나다’, ‘숙제하
다’, ‘앞서가다’, ‘완독하다01’, ‘제막되다’, ‘들통나다’, ‘굴러오다’, ‘여쭈어보다’, ‘여
쭤보다’, ‘와닿다’, ‘기다래지다’, ‘기반하다’, ‘문신하다’의 19개이고 형용사는 ‘곱
슬하다’,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짧디짧다’의 4개이다. 부사는 ‘진즉에’, ‘워낙
에’, ‘아침내’, ‘금쪽같이’의 4개이다. 감탄사는 ‘그거참’, ‘이보십시오’로 2개이고
조사는 ‘에서야01’, ‘에서야02’의 2개이다. ‘어제그저께’는 명사와 부사 즉 품사 통
용하는 단어로 명세되어 있다.
11) 물론 ‘단어 형성’의 ‘단어’와 ‘단어를 나눈 품사’의 ‘단어’는 그 외연이 같지 않다. 전자의
‘단어’는 어휘적인 단어인 데 비하여 후자의 단어는 문법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에는 조사도 대상으로 하지만 전자는 통상 조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단어의 여
러 가지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최형용(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최형용, 뺷한국어 형태론뺸, 역락, 2016,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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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는 다시 하위분류가 더 가능한데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 의존 명사와 자
립 명사가 그것이다. 56개 명사 가운데 고유 명사는 ‘고종실록, 순종실록, 예의0
1,12) 추자도, 아시가바트13)’ 등 5개이고 나머지 51개는 일반 명사이다. 의존 명

사는 ‘강10’ 1개이고 나머지 55개는 자립 명사에 해당한다.
셋째 기준은 단어 구조이다. 이 역시 단어가 대상이므로 접사와 구를 제외한
88개 단어가 관심 대상이 된다. 그러나 품사 분류와는 달리 단어 구조는 어휘적

단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여기에 문법적 단어인 조사 ‘에서야01’, ‘에서야02’도 제
외된다. 따라서 86개 단어를 대상으로 단어 구조에 따른 분류를 진행하도록 한
다.
형태소 둘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의 경우 직접 성분 분석에 따라 단어 구
조를 살펴보기로 한다.14) 다만 추가 표제어가 가지는 단어 구조의 다양성을 포
착하기 위해 파생어와 합성어 이외에 최형용(2003)에서 설정한 통사적 결합어
도15) 별도로 설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단어의 구조는 우선 단일어와 복합어로
12) ‘훈민정음’에서 어제 서문(御製序文)과 곧이어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음가와 운용 방법에
대해 풀이한 부분을 이르는 말.
13)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도시 이름.
14) 직접 성분에 따른 단어 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우선 최형용(2016)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직접 성분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논의는 최
형용(2017)을 참고할 것.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도 직접 성분 분석의 개념을 도입하여 표제
어를 붙임줄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가령 후술할 ‘국문학자’는 ‘국문학-자’로 표시하
여 ‘국문학’과 ‘-자’가 ‘국문학자’의 직접 성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직접 성분이 중요한 것
은 ‘국문학자’를 ‘국문’과 ‘학자’로 나누면 합성어가 되지만 ‘국문학’과 ‘-자’로 나누면 파생
어가 되는 것과 같은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위의 책, 2016, pp.337-340.
최형용, ｢단어 형성과 형태소｣, 뺷국어학뺸 제81집, 국어학회, 2017, pp.351-391.
15) 최형용(2003)에서는 통사적 결합어를 다시 조사 결합어와 어미 결합어로 나눈 바 있는데
이들은 모두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문법적 단어인 조사와 어미가 결과적으로 단어 형
성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어미 결합어인 ‘쳐내
려오다’와 같은 단어는 합성어의 테두리에서 다루는 일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워낙에’와
같은 조사 결합어는 ‘에’를 접미사로 간주하여 일종의 파생어로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최형용(2013)에서는 한국어에 이처럼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조사와 어미가 ‘교착’의 과
정을 거쳐 단어화하는 일을 한국어 단어 형성의 유형론적 특수성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
음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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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고 복합어는 파생어, 합성어, 통사적 결합어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단어 구조
에 따른 분류는 본고에서 살펴볼 계열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표제어 가운데 어휘적 단어 86개를 대상으로 단어 구조에 따른 분

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추가 표제어의 단어 구조에 따른 분류
단어 구조에 따른 분류
단일어(5개)
접두 파생어(3개)
파생어
접미 파생어(13개)
(16개)

복합어
(81개)

합성어(44개)

조사 결합어(4개)
통사적
결합어
(21개)

어미 결합어(17개)

표제어
강치,16) 햄스터, 랍스터, 아시가바트, 강10
다문화, 제삼, 홑받침17)
곱슬하다, 숙제하다, 완독하다01, 제막되다, 추자도,
국문학자, 사부님, 아침내,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금
쪽같이,18) 기반하다, 문신하다
고종실록, 물기운, 번체자, 순종실록, 누룽지튀각, 반
려동물, 신나다, 유정란, 조현병, 한류02, 내공, 들깻
가루, 스마트폰, 예의01, 호송차, 도긴개긴, 도찐개
찐, 들통나다, 전방위, 끝부분, 앞축, 각호02, 어제그
저께,19) 난형열, 고름요,20) 무리수01, 본음, 사부
09, 산후조리, 건곤감리, 연월, 머리둘레, 엉덩이둘
레, 열차표, 영화표, 그거참, 분리배출, 차시01, 세후
02, 풍물패, 개사02, 배춧잎, 합격점, 문신
진즉에, 워낙에, 뒤엣것, 앞엣것21)
큰대자, 쳐내려오다, 데려다주다, 모셔다드리다,22)
몰라뵈다, 몰라뵙다, 빌려주다, 앞서가다, 굴러오다,
와닿다, 여쭈어보다, 여쭤보다, 짧디짧다, 기다래지
다, 이보십시오, 묵은지, 신내림

최형용, 앞의 책, 2003, pp.68-122.
최형용, 뺷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뺸, 박이정, 2013, pp.231-235.

16) ‘강치’는 ‘바다사자’를 일상적으로 일컫는 말이고 이때 ‘-치’는 ‘갈치’, ‘꽁치’ 등의 ‘-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나 이를 접미사로 간주하게 되면 ‘-치’를 제외한 어근의 의미
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서도 ‘-치’를 별도의 단위로 분석하고
있지 않아 우선은 ‘강치’ 전체를 단일어로 처리해 두기로 한다.
17) ‘홑-’은 명사로도 등재되어 있고 접두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형식이
어근으로도 사용되고 접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최형용(2016)의 견
해에 따라 ‘홑받침’의 ‘홑-’을 접두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겹받침’의 ‘겹-’도 마찬가지이다.
최형용, 앞의 책, 2016, pp.3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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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표제어 가운데 외래어는 ‘햄스터, 랍스터, 아시바가트, 스마트폰’의 4개
인데 ‘스마트폰’을 제외한 3개 단어는 모두 단일어로 분류하였다. 이는 해당 언
어에서는 형태소로 분석이 되더라도 한국어에 들어와서는 형태소의 자격을 가
지지 못하는 것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컴퓨터’가 영어에서는 적어도 2개
의 형태소로 분석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간주되는 것도 이 때
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합성어로 분류하였는데 ‘스마트’가 한국어에서도 어
18) ‘금쪽같이’의 경우 직접 성분 분석의 가능성은 ‘[금쪽[같이]]’로 나누는 방법과 ‘[금쪽같
[이]]’로 나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최형용(2003)에서는 이 가운데 후자의 방법을 취하
고 있는데 그 근거는 ‘금쪽같다’가 용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의 방법을
취하면 ‘같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금쪽같이’는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조사 결합어가 되지
만 후자의 방법을 취하면 파생어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파생어로 처리하였다.
최형용, 앞의 책, 2003, pp.73-75.
19) ‘어제그제께’는 직접 성분으로는 ‘어제’와 ‘그저께’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어제께’와 ‘그
저께’가 결합하면서 동일한 ‘께’가 한번 생략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마치 ‘직접’과 ‘간접’이 결합하면서 ‘직접간접’이 아니라 ‘직간접’이 되는 것과 그
원리가 같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자어에서 이러한 유형을 보이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안소진(2010)에서 주목한 바 있고 최형용(2018)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단어 사
이의 의미 관계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반의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안소진, ｢국어화자 2음절 한자어 구성요소 파악에 대한 고찰－‘직․간접류’의 형성과 관
련하여－｣, 뺷형태론뺸 제12권 2호, 형태론연구회, 2010, pp.201-216.
최형용, 뺷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뺸, 역락, 2018, pp.225-234.
20) 다른 표제어들과 달리 ‘고름요’는 이전에 ‘고름뇨’로 되어 있던 것을 수정하면서 새롭게
표제어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와 표기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요’로
적는 것은 ‘고유어와 외래어와 결합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게 되었다.
21) ‘뒤엣것’과 ‘앞엣것’의 ‘ㅅ’은 이른바 사이시옷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선행 요소 ‘뒤에’, ‘앞
에’는 조사 결합체이고 명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이시옷 합성 명사와는 구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최형용(2003)에 따라 ‘에’라는 조사를 중시하여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조사 결합어로 간주하기로 한다. 즉 통사적 결합어는 단어 내부에 조사나 어미의
존재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성분 가운데 하나가 조사나 어미라는 의미는 아님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내림’도 직접 성분은 ‘신’과 ‘내림’이고 ‘내림’이라는 명사가 존
재하지만 ‘내림’에서 보이는 ‘-ㅁ’을 명사형 어미로 간주하여 역시 어미 결합어로 간주하
였다.
최형용, 앞의 책, 2003, p.71.
22)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서는 ‘-드리다’도 접사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때 ‘-드리다’는 ‘봉양드
리다’와 같이 명사에 결합하는 것에만 한정되므로 어미와 결합하는 ‘모셔다드리다’의 ‘드
리다’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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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 ‘스마트하다’가 등재되어 있
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3)
파생어 가운데는 접미 파생어가 압도적으로 많고 접두 파생어는 소수에 불과
하다. 이는 한국어에서 접미사가 접두사보다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그
만큼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추가 표제어가 네 단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합성어 44개 가운데는 동사 ‘신나다, 들통나다’와, 명사와 부사로 처리되는 ‘어
제그저께’를 제외한 41개가 모두 명사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품사 분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된 표제어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명사에 해당한다는 사
실과 관련이 있다.
<표 2>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통사적 결합어가 21개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조사 결합, 어미 결합과 같은 통사적 구성이 단어화하는 일
이 여전히 생산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조사 결합어는 모두 ‘에’와 관련
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하면 어미 결합어는 조사 결합어보다 많을 뿐
만 아니라 분석되는 어미도 다양한데 이들 가운데는 ‘용언+-어/아+(보조) 용언’
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4)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표제어 가운데 계열 관계를 살펴볼 수 있
는 것들을 대상으로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3) 다만 이때 ‘스마트’의 품사는 수식의 기능을 가지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분석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수식의 기능을 가지는 영어의 형용사와 결합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가 다른 언어로 유입될 때는 원어의 품사와는 달리 명사로 기능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스마트’와 ‘스마트하다’의 ‘스마트’는
의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그 지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스마트폰’은
영어의 질서에 따라 형성된 단어이고 ‘스마트하다’는 한국어의 질서에 따라 형성된 단어
로 볼 수 있다.
24) 최형용(2003)에서는 ‘짧디짧다’의 ‘-디’의 범주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어미 결합
어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서 ‘-디’를 어미로 처리하고 있
는 점에 기반하여 어미 결합어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최형용, 앞의 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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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와 계열 관계
1)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와 의미 관계
추가 표제어들에서 계열 관계가 발견된다는 것은 기존의 등재어들과 추가 표
제어가 일정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관계 가운데
하나는 계열적 의미 관계라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이러한 계열적 의미 관계가
어떻게 빈칸을 채우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와 유의 관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의 관계는 두 어휘 사이에서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
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추가 표제어와 관련해서는 유의 관계를 다시 단
독적 유의 관계와 상관적 유의 관계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단독적 유의 관계는 추가 표제어에 의해 기존 표제어와 유의 관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추가 표제어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이어서 추가 표제어가 존재해
야 할 필연성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상관적 유의 관계는 단독적 유의
관계와는 달리 추가 표제어의 존재를 상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5) 의미 관계 가운데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는 어휘 대 어휘의 관계를 전제로 하므
로 계열적 의미 관계라 하고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어휘가 문장에서 다른 요소들과 결
합하는 과정에서 발현하므로 결합적 의미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계열적 의미 관계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구조주의 어휘의미
론의 산물이다. 구조주의의 계열적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남경완(2019)에서 자세히 언급
된 바 있고 어휘의미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은 Geeraerts(2010)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의미 관계를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
의미론적 관점과 차이를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형용(2018)의 2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남경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어휘 의미 관계 고찰-계열적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뺷한국어의미학뺸 제66집, 한국어의미학회, 2019, pp.1-33.
Geeraerts, D.,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3-14.
최형용, 앞의 책, 2018, pp.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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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독적 유의 관계를 보이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26)
(3) 가. 유정란=수정란, 고름요=농뇨, 양반다리=책상다리, 끝부분=뒷부분, 영화표
=극장표, 열차표=기차표
가′. 주책맞다=주책스럽다=주책없다
가″. 강치=바다사자, 문신=해산
가′″. 랍스터=바닷가재
나. 워낙에=워낙
다. 큰대자=대자

(3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직접 성분의 후행 요소들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한

데 묶일 수 있는 것들이다.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는 ‘유정란=수정란’, ‘고름요=농
뇨’, ‘양반다리=책상다리’, ‘끝부분=뒷부분’까지는 유의 관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본고에서 추가한 ‘영화표=극장표’와 ‘열차표=기차표’의 경우도 유의 관계로 처리
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27)
이에 대해 (3가′)은 직접 성분의 선행 요소가 공통된다는 점에서 (3가)의 경
우들과 구별된다. ‘주책맞다’와 ‘주책스럽다’는 서로 유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동시에 추가된 표제어라는 특성이 있다. ‘주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主着’을 어원으로
하는바 이제는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의 부정적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자의 의미에 기반하여 형성된 단어가 ‘주책맞다’와 ‘주책스
럽다’에 해당한다.28) 이에 대해 ‘주책없다’는 ‘주책’의 긍정적 의미와 결합된 형
26) 유의 관계와 동의 관계를 구별하여 전자는 ‘≒’로, 후자는 ‘=’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본고에
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
두 ‘=’로 표시하고자 한다. 한편 각 쌍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추가 표제어의 자격을 가
지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미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해당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책맞다=주책스럽다=주책없다’는 이에 대한 예외이다. 이 경우
는 앞의 두 단어가 추가된 표제어에 해당한다.
27) 이러한 처리에는 ‘승선표’와 ‘배표’가 유의 관계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8) 이처럼 접사가 교체되어 유의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어휘들 사이에 동의성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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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인데 그 의미는 이제 ‘주책맞다’, ‘주책스럽다’와 유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는 특징이 있다. (3가″)의 ‘강치’, ‘문신’은 앞의 경우들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공
통되지 않는 ‘바다사자’, ‘해산’과 유의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이며 (3
가′″)의 ‘랍스터’는 기존에 존재하던 ‘로브스터’가 복수 외래어 표기로 인정된
사정을 반영하여 ‘로브스터’가 ‘바닷가재’와 유의 관계에 놓여 있던 것을 그대로
전수 받은 예에 해당한다.
(3나)는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조사 결합어가 조사 비실현 단어와 유의 관계

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29)
(3다)는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어미 결합어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동의 중복에

따른 유의 관계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30) 동의 중복은 의미의 측면에서 잉
여적이므로 ‘큰대자’의 ‘큰’이 결여되어 있는 ‘대자’로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3)의 예들에서 추가 표제어는 기존의 표제어와 유의
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 관계를 가지는 추가 표제어의 존재가 반드시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상관적 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관적 유의 관계는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최형용(2008)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동의파생어라 부른 바 있고
최형용(2018)에서는 그 목록까지 부록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X맞다=X스럽다’의 경우로
제시된 것은 ‘변덕맞다=변덕스럽다’의 한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책맞다=주책스럽다’
가 표제어로 추가됨으로써 이 유형에 또 다른 예가 추가된 셈이다.
최형용, ｢국어 동의파생어 연구｣, 뺷국어학뺸 제52집, 국어학회, 2008, p.31.
최형용, 앞의 책, 2018, pp.341-382.

29) ‘진즉에=진즉’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관적 유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로 다룰 수 있다.
30) 최형용(2018)에서는 그동안 동의 중복 현상의 예로 다루어진 ‘처갓집’류는 ‘처가’와 ‘집’이
직접 성분에 해당하므로 동의 중복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삼세번, 삼세판’의 ‘삼세’
처럼 동일한 층위에 있는 것들이 동의 관계에 있어야 진정한 동의 중복 현상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큰대자’는 ‘삼세번, 삼세판’의 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삼세번, 삼세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세번,
세판’은 그렇지 못하므로 역시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자’와 차이가 있다.
최형용, 앞의 책, 2018, pp.203-209.

376 한중인문학연구 68

전술한 바와 같이 빈칸의 존재가 유의 관계에 따라 상관적으로 채워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가. 눌은밥튀각=누룽지튀각, 문신하다=해산하다
나. 진즉에=진즉
다. 머리둘레=두위, 엉덩이둘레=둔위, 뒤엣것=후자, 앞엣것=전자

(4가)는 이러한 상관적 유의 관계를 전형적인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경우이다. 먼저 ‘눌은밥튀각’과 ‘누룽지튀각’의 관계는 ‘눌은밥’과 ‘누룽
지’의 유의 관계와 상관적임을 알 수 있다.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는 ‘눌은밥’과 ‘누
룽지’가 유의 관계어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표제어 ‘누룽지튀각’에 대한 ‘눌은밥
튀각’은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즉 ‘눌은밥’과 ‘누룽지’의 유의 관계가 또 다른 단
어 형성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눌은밥튀각’을 표제어로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누룽지 : 눌은밥 = 누룽지튀각 : X, X=눌은밥튀각’의 틀을 가
지므로 유추에 의해서도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유
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의 관계’라는 의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는
‘반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유추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채현식
(2003)에서 유추의 종류로 크게 표면적 유사성에 따른 것과 구조적 유사성에 따

른 것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31) 본고에서는 의미 관계의 유사성에 따른 유
추라는 새로운 유추 유형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 된다.
‘문신하다’는 (3가′)의 ‘문신’의 존재에 따라 상관적 유의 관계에 포함된 예이

다. 즉 ‘문신하다’는, ‘해산’이 ‘해산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상관
적인 빈칸이 유의 관계에 의해 채워진 예가 되는 것이다.
(4나)는 추가 표제어 ‘진즉에’가 조사 결합어라는 점과 이것이 조사의 결여형
‘진즉’과 유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3나)의 ‘워낙에’와 흡사하다. 그러
31)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는 불규칙하고 고립적인 유추를 위한 것이고 구조적 유사성
에 기초한 유추는 규칙적이고 상관적인 유추를 위한 것인데 다시 개별 단어에 의한 유추
와 유추의 틀에 의한 유추로 나뉜다.
채현식, 뺷유추에 의한 복합 명사 형성 연구뺸, 태학사, 2003,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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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상관적 유의 관계의 예로 처리한 이유는 ‘진작에’의 존재 때문이다. ‘진
작에’는 ‘진작’과 유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미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진작에’는 ‘진작’과 유의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진즉’과도 유의 관계에 놓여 있

다. 따라서 ‘진즉’도 유의 관계를 가지는 ‘진즉에’를 필요로 하게 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32)
(4다)는 이미 존재하는 표제어 한자어에 대한 고유어의 유의 관계를 통해 상

관적으로 추가된 표제어의 예에 해당한다.33) 즉 한자어 ‘두위’와 ‘둔위’는 각각
고유어 ‘머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추가되면서 유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그 방향성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두위’가 ‘머리둘레’의 추가 표제어를 요구한다
면 ‘둔위’는 ‘엉덩이둘레’의 추가 표제어를 요구하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
관적인 유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추가 표제어가 되었다는 점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제어 ‘전자’에 대한 ‘앞엣것’, ‘후자’에 대한 ‘뒤엣것’도 동
일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두위’, ‘둔위’와는 달리 ‘전자’와 ‘후자’는 반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특성이 있어 추가 표제어 ‘앞엣것’과 ‘뒤엣것’도 서로 반의 관계에
놓인다는 특성이 있으나 한자어에 대한 고유어의 유의 관계에 보다 초점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3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의 상관적 유의 관계는 추가 표제어를 요구하
는 정도성이 (3)의 단독적 유의 관계보다 훨씬 높다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그 결과 ‘진즉’, ‘진즉에’, ‘진작’, ‘진작에’는 모두 유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이러한 측면에서 (4다)의 예들은 주목할 만하다. 어종(語種) 측면에서 보면 고유어가 대
당 한자어의 출현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적지 않은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도 (4다)는
한자어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고유어 유의어를 결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4) 최형용(2018)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반의 관계는 유의 관계와는 달리 형식의 측면에서도
보다 높은 대칭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종(異種) 어휘 사이에는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단어 구조에서도 높은 평행성을 지닌다. 즉 ‘전자’와 ‘앞엣것’은 유의 관계이기는 하지
만 어종도 차이가 있고 단어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전자’와 ‘후자’, ‘앞엣것’과 ‘뒤엣
것’은 어종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어 구조도 동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자’와 ‘뒤엣
것’, ‘앞엣것’과 ‘후자’는, 의미는 반의적이지만 형식적인 측면의 차이 때문에 서로 반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언급할 수 없다.
최형용, 앞의 책, 2018,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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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은 발생의 필연성에 따라 우연적 빈칸(accidental gap)과 체계적 빈칸
(systematic gap)으로 나뉘므로35) 이에 빗댄다면 단독적 유의 관계에 의한 계열

관계는 우연적 계열 관계라 할 수 있고 상관적 유의 관계는 체계적 계열 관계라
할 수 있다.
(2)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와 반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는 빈칸을 채워야 하는 요구 정도에
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빈칸을 만들지 않기 때문
에 상관적인 경우에만 빈칸을 채워야 하는 요구가 높은 데 비해 반의 관계는 높
은 연상 관계에 놓여 있어 상관적이지 않더라도 빈칸을 채워야 하는 요구가 기
본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곧 반의 관계가 상관적인 유의 관계처럼 매우 높
은 계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최형용(2019)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유의 관계에 의한 신어가 거의 없는 대신 반의 관계에 의한 신어
는 신어 형성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36)
또한 유의 관계와는 달리 반의 관계 추가 표제어는 모두 복합어에 해당한다.
이때 동일한 형식을 공유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반의 관계를 보여 전체적으로
반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추가
표제어가 보이는 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7)
(5) 가. 물기운↔불기운, 앞축↔뒤축, 사부님↔사모님, 와닿다↔가닿다, 아침내↔
저녁내, 겹받침↔홑받침
나. 굴러오다↔굴러가다, 세후↔세전, 사부↔사모
35) 우연적 빈칸과 체계적 빈칸 그리고 이에 대한 예들은 최형용(2004)에 제시한 바 있다.
최형용, 앞의 논문, 2004, pp.622-626.
36) 최형용, 앞의 논문, 2019, pp.50-58.
37) 박철우(2013)에서는 반의어를 최소한 ‘상보대립어, 등급반의어, 방향반의어, 관계반의어’
의 넷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그 관계도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의 관
계에서 이를 동의 관계와 구별하지 않은 것처럼 반의 관계도 더 세분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신 기호는 ‘↔’로 표시하여 유의 관계와 구별하고자 한다.
박철우, ｢어휘부와 의미론｣, 뺷국어학뺸 제66집, 국어학회, 2013, pp.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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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짧디짧다↔길디길다
라. 번체자↔간체자, 본음↔속음

(5가)는 후행 요소가 공통되고 선행 요소가 반의 관계에 놓여 전체 단어가 반

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비해 (5나)는 선행 요소가 공통되고 후행
요소가 반의 관계에 놓여 전체 단어가 반의 관계를 이루는 예들에 해당한다. (5
다)는 ‘-디’를 매개로 하여 반복 구성을 이루고 전체 단어가 반의 관계를 이루는
예이므로 (5가, 나)와는 달리 공통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가, 나)와 같이 공
통 요소가 어느 쪽이든 체계적 계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는
(5다)처럼 어휘적 공통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가)의 ‘물기운↔불기운’, (5나)의 ‘굴러오다↔굴러가다’, (5다)를 예로 들되

의미 관계의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의 도식을 활용하여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6) 가. 불 : 물 = 불기운 : X, X = 물기운
나. 가다 : 오다 = 굴러가다 : X, X = 굴러오다
다. 길다 : 짧다 = 길디길다 : X, X = 짧디짧다

이에 대해 (5라)의 ‘번체자↔간체자’, ‘본음↔속음’의 ‘번체’와 ‘간체’, ‘본’과 ‘속’
은 각각 ‘한자의 자형’, ‘한자의 음’이라는 특정 문맥 속에서 반의 관계를 가진다
는 특성이 있다.38)
한편 (5)의 예들은 다시 내부 구성 요소나 직접 성분이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
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7) 가. 물기운↔불기운, 앞축↔뒤축, 사부님↔사모님, 굴러오다↔굴러가다, 와닿
38) 구조주의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문맥적 의미 관계는 의미 관계가 문맥에 따라 매우 유동
적이라는 상황에 주목한다. 구조주의의 의미 관계에 반기를 든 문맥주의적 의미 관계의
특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이민우(2019)를 참고할 것.
이민우, ｢문맥주의적 관점에서의 의미 관계｣, 뺷한국어의미학뺸 제66집, 한국어의미학회,
2019,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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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닿다, 아침내↔저녁내, 세후↔세전, 짧디짧다↔길디길다, 겹받침↔
홑받침
나. 번체자↔간체자, 사부↔사모, 본음↔속음

(7가)는 내부 구성 요소나 직접 성분이 모두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

우이다. 이에 비하면 (7나)는 그렇지 못한데 ‘번체자↔간체자’의 경우 직접 성분
인 ‘번체’와 ‘간체’가 아직 표제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부↔사모’의
경우는 공통 요소인 ‘사(師)-’가 표제어의 자격을 지니고 있지 못한 데 비해 ‘본
음↔속음’의 경우는 ‘본음’의 ‘본-’이 아직 표제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특수성은 앞서 ‘번체자↔간체자’, ‘본음↔속음’의 반의 관계가 특정 문맥
에 의존한다는 것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와 유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에서도 (2나)의 유추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유추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던 표면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나 구조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와는 시각이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추가 표제어를 대상으로 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와 같은 의미
관계의 유사성에 따른 유추가 아니라 그동안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던 구조적 유
사성에 따른 유추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8) 가. 들통나다, 신나다
나. 국문학자
다. 금쪽같이

(8가)는 의미상 ‘X{이/가} 나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 다시 ‘X나다’

로 단어가 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39) 따라서 이를 형식화할 수 있는 방법은
39) 그러나 이때 주격 조사가 생략되는 과정을 통해 ‘X나다’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흔히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생략의 대상으로 논의되기는 하지만 생략은 언
제든지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문법격 조사라도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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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규칙과 유추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X{이/가} 나다’가

가능하더라도 모두 ‘X나다’로 결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규칙으로 이를 설
명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참고로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서 (8가)의 ‘들통나다, 신
나다’를 제외하고 ‘X{이/가} 나다’의 형식이 가능하면서 단어로 등재된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감질나다, 겁나다, 결딴나다, 결판나다, 골나다, 광나다, 구역나다, 기갈나다,
기억나다, 길나다, 끝나다, 끝장나다, 냄새나다, 노망나다, 녹나다, 단물나다,
동나다, 땀나다, 몸서리나다, 바닥나다, 바람나다, 병나다, 부도나다, 불나다,
불티나다, 빛나다, 뽀록나다, 뿔나다, 살판나다, 샘나다, 생각나다, 성나다, 성
질나다, 소문나다, 야단나다, 열나다, 요절나다, 욕심나다, 윤나다, 이름나다,
작살나다, 재미나다, 정분나다, 철나다, 초상나다, 층나다, 탐나다, 틈나다, 해
나다, 혼꾸멍나다, 혼나다, 혼바람나다, 혼쭐나다, 화나다, 흠나다 …

그러나 ‘X{이/가} 나다’의 형식을 지니는 ‘구멍이 나다’, ‘탄로가 나다’ 등은 ‘*
구멍나다’, ‘*탄로나다’의 단어로 존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8가)의 ‘들통나다’, ‘신나다’는 ‘감질이 나다 :
감질나다 = 들통이 나다 : X, X = 들통나다’와 같은 유추로 그 형성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때 ‘들통나다’나 ‘신나다’와 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가 (8가)에는 딱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구조적 유사성
에 따른 유추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나)의 ‘국문학자’도 (8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X학]’의 형

식을 취하는 단어들은 ‘X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접미사 ‘-자’를 취하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생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처
럼 문장의 문법적 요소가 생략되어 단어가 된다고 보는 견해는 문장 중심적인 사고의 발
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생성 문법의 초기에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
기는 최형용(2003)을 우선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이미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는 ‘워낙’, ‘진즉’에 대해 조사 결합어 ‘워낙에’, ‘진즉에’가 표제어로
추가된 사정을 살펴본 바 있는데 형성의 방향성과 ‘에’가 의미격 조사라는 특징에서 볼
때 이 역시 조사의 생략으로는 그 형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형용, 앞의 책, 2003,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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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일반적인데 이에 따라 형성된 것이 ‘국문학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어학 : 국어학자 = 국문학 : X, X = 국문학자’라는 유추를 설정할 수 있다. 규

칙으로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X학’에 대응하는
‘X학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구조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로 간주하기로 한다.
(8다)의 ‘금쪽같이’의 경우도 역시 (8가,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

서는 직접 성분 분석에서 흥미로운 경우를 제공한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0) 가. 감쪽같다, 감태같다, 개좆같다, 개코같다, 굴뚝같다, 굴왕신같다, 귀신같
다, 금쪽같다, 꿈같다, 끌날같다, 납덩이같다, 다락같다, 당금같다, 댕돌같
다, 득달같다, 득돌같다, 떡판같다, 똑같다, 뚱딴지같다, 목석같다, 무쪽같
다, 바둑판같다, 박속같다, 벼락같다, 벽력같다, 분통같다, 불같다, 불꽃같
다, 불티같다, 비호같다, 생때같다, 생파리같다, 성화같다, 신청부같다, 실
낱같다, 쏜살같다, 악착같다, 억척같다, 옴포동이같다, 왕청같다, 장승같
다, 전반같다, 좆같다, 주옥같다, 쥐뿔같다, 쥐좆같다, 찰떡같다, 철벽같
다, 철석같다, 철통같다, 철화같다, 추상같다, 하나같다, 한결같다 …
나. 감태같다, 끌날같다, 납덩이같다, 당금같다, 떡판같다, 바둑판같다, 생때
같다, 생파리같다, 신청부같다
다. 그같이, 딴통같이, 살같이, 새벽같이, 이같이, 저같이

(10가)는 ‘X같다’의 형식을 취하는 형용사들이다. 이들은 기존에는 ‘금쪽같이’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X같이’를 표제어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쪽같이’
의 경우도 이들과 구조적인 유사성에 따라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10나)는 ‘X같다’의 형식을 지니는 형용사이지만 ‘X같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10가)를 규칙으로 설명하는 데 예외가 되는
것들이다.40) 한편 (10다)는 ‘X같이’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에는 ‘X같다’가
40) 이에 비해 형용사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X스러이’, ‘X로이’의 경우는 ‘X스
럽다’, ‘X롭다’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예외가 없으므로 이들의 형성은 (2
가)의 규칙으로 설명해도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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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10가)와 같이 대당 형용사를 가지는 ‘X같이’는
‘[[X같]-이]’로 성분 분석되는 파생어임에 비해 (10다)와 같이 대당 형용사를 가

지지 못하는 ‘X같이’는 ‘[[X]같이]’로 성분 분석되고 이때 ‘같이’는 조사의 자격을
가지므로 이들은 조사 결합어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3)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와 높임 관계
높임 표현은 지시 의미는 같지만 ‘높임’이나 ‘겸양’이라는 문맥적 의미 차이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서 폭넓은 의미에서는 유의 관계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높
임’이나 ‘겸양’이라는 문맥은 우연적 계열 관계가 아니라 체계적 계열 관계를 보
이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추가 표제어 가
운데 이러한 높임 표현이 계열 관계를 지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유의 관계와는 달리, 후술하는 상대 높임의 경우와
같이 어간과 특정 어미 결합 양상에 기반하여 빈칸이 채워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1) 가. 데려다주다, 모셔다드리다
나. 몰라뵈다, 몰라뵙다
다. 여쭈어보다
라. 이보십시오

(11가)의 ‘데려다주다’와 ‘모셔다드리다’는 동시에 추가된 표제어로서 ‘모셔다

드리다’는 ‘데려다주다’의 높임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인 ‘데리다’
와 ‘모시다’, ‘주다’와 ‘드리다’가 모두 높임말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즉 ‘데려다주다’가 표제어가 된 것은 어미 결합어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지
만 ‘모셔다드리다’는 ‘데려다주다’가 ‘높임’을 매개로 하여 상관적 빈칸을 채운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나)는 이미 표제어의 자격을 지니는 ‘몰라보다’의 겸양 표현에 해당한다.

구성 요소 ‘보다’가 ‘뵈다’, ‘뵙다’와 겸양 표현의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몰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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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몰라뵈다’, ‘몰라뵙다’가 가능하므로 역시 높임 관계가 상관적인 빈칸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11가)와 비슷하다. 다만 (11가)는 동인이 ‘높임’인 데 비
해 (11나)는 동인이 ‘겸양’이며 (11가)는 높임 표현이 동시에 표제어의 자격을 가
지게 된 것이라면 (11나)는 겸양 표현만 추가로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다)의 ‘여쭈어보다’는 ‘물어보다’의 높임말에 해당한다. 동인이 ‘높임’은 것

은 (11가)와 같지만 ‘물어보다’가 이미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11가)
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11나)는 동인이 ‘겸양’인 것은 차이가 나지만 이미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몰라보다’에 대해 빈칸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11라)는 상대 높임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대 높임법을 학교 문법 체

계에 따라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의 여섯 등급으로 나눈다고 할
때 ‘이보십시오’는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를 제외하고 ‘이보, 이보
게, 이봐요, 이봐’가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41) 즉 ‘하십시오’체가 빈칸
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간과 특정 어미 결합의 빈칸에 해당하므로 상대 높임법
의 체계 내에서 ‘이보십시오’의 추가는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42)

4) 기타
추가 표제어 가운데 이상의 의미 관계, 유추, 높임 관계 어디에도 포함시켜 다
루기는 어렵지만 역시 상관적 계열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것에 다음과 같은 경
우가 있다.
41) ‘이보십시오’의 추가로 해라체인 ‘이봐라’만 자리가 비어 있게 된 셈인데 이 자리는 ‘여봐
라’가 차지하고 있다.
42) 여기에 표제어로 ‘저보십시오’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저보, 저보게’는 표제어이지만 ‘저봐요, 저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이
보세요, 이보시게, 이보시오’와 같은 ‘-시-’ 결합형도 표제어의 자격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보세요, 저보시게, 저보시오’도 역시 표제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대칭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열 관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앞으로 비대칭에 따른 빈칸이 표제어의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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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월

‘연월’은 그 자체로는 ‘연’과 ‘월’의 시간을 나타내는 합성어에 해당하지만 다

음과 같은 일련의 계열체에서 빈칸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 연월일시 – 연월일 - (

) - 연

따라서 ‘연월’은 시간으로 치면 가장 구체적인 왼쪽의 ‘연월일시’의 경우에서
부터 시작하여 가장 포괄적인 오른쪽의 ‘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열체에서 상
관적인 빈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열 관계는 형식의 대등성에 기
반하지만 (13)과 같이 일종의 계열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역시 빈칸을 채우려
는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표제어의 추가를 설명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 추가된 표제어
100개 가운데 어휘적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86개를 대상으로 계열 관계의 측면

에서 표제어 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계열 관계는 크게
의미 관계, 유추, 높임 관계, 기타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의미 관계는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로 나누었다. 계열적 의미 관계 가운
데는 상하 관계도 포함되지만 추가 표제어 가운데는 상하 관계가 계열적 동인으
로 작용한 것을 찾기 힘들어 별도로 주목하지 않았다. 우선 유의 관계는 다시
단독적 유의 관계와 상관적 유의 관계로 세분하였는데 단독적 유의 관계는 추가
표제어와의 관계가 임의적인 것인 데 비해 상관적 유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필연
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빈칸에 빗대면 앞의 것은 우연적 계열 관계, 뒤의 것은
체계적 계열 관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체계적 계열 관계를 보이는 의미 관계는
유추의 도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관계의 유사성에 따른 유추라는 새로운 유
형의 유추를 제안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유추의 유형으로 언급되었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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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 구조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반의 관계는 모두 복합어 표제어에서 관찰되었는데 후행 요소가 공통 요소이고
선행 요소가 반의 관계를 보여 전체적으로 반의 관계에 놓인 것들이 가장 많았
다. 그러나 어휘적 공통 요소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한 맥락을 전제하는 것
들도 있었다. 반의 관계는 높은 계열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체계적 계열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상관적 유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의미 관계에
따른 유추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추는, 이러한 의미 관계에 따른 유추가 아니라 추가된 표제어 가
운데 그동안 제시되었던 구조적 유사성에 따른 유추를 보이는 경우를 위한 것이
었다. 이들 가운데는 규칙으로도 관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구석이 없지는 않지
만 예외에 따른 부담이 규칙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별적 어휘
사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추가 보다 합당한 기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높임 관계는 기존 표제어와의 ‘높임’이나 ‘겸양’과 같은 것이 동인이 되어
추가 표제어가 기존 표제어와 가지는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이
었다. 넓게 보아 높임 관계도 유의 관계로 다룰 수 있어 보이지만 이 가운데는
상대 높임과 같이 어간과 특정 어미의 결합에 따라 빈칸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
어 따로 다루었다.
이상의 경우들은 대체로 기존 표제어와 추가 표제어가 형식적으로 대등한 경
우 발생하는 계열 관계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타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일종의 계열체에서 빈칸을 채우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제 이상의 경우들을 구체적 예와 함께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계열 관계에 따른 추가 표제어의 분류
계열 관계
의미 유의
관계 관계

단독적
유의 관계
상관적

추가 표제어
유정란, 고름요, 양반다리, 끝부분, 영화표, 열차표,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강치, 문신, 랍스터, 워낙에,
큰대자
눌은밥튀각, 문신하다, 진즉에, 머리둘레, 엉덩이둘

개수
13개
7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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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관계
반의 관계
유추
높임 관계
기타

레, 뒤엣것, 앞엣것
물기운, 앞축, 사부님, 와닿다, 아침내, 겹받침, 굴
러오다, 세후, 사부, 짧디짧다, 번체자, 본음
들통나다, 신나다, 국문학자, 금쪽같이
데려다주다, 모셔다드리다, 몰라뵈다, 몰라뵙다, 여
쭈어보다, 이보십시오
연월
계

12개
4개
6개
1개
43개

<표 3>을 보면 추가된 어휘적 표제어 총 86개 가운데 43개의 추가 표제어가

계열 관계의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신어의 형성에서는 반의 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추
가 표제어에서는 유의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들 계열 관계를 보이지 않는 나머지 어휘적 표제어 가운데는 ‘다문화, 반려
동물, 조현병, 스마트폰, 한류02, 산후조리, 분리배출’ 등 사회상을 반영한 단어들
이 적지 않다는 점, 고유 명사는 계열 관계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 본말이나 줄
임말, 구어적 표현 등도 계열 관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계열 관계
속에서 표제어 추가를 살펴볼 수 있는 43개라는 수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그만큼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가 계열 관계를 높이 고려한 결과
물이라는 점을 추론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표제어 추가도 계열 관계의 측면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추가 표제어 가운데 ‘숙제하다’를 보면 ‘숙제’는 ‘과제’
와 유의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본고에서 살펴본 상관적 유의 관계의
틀을 만족하게 되고 ‘과제하다’를 새로운 표제어로 추가하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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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Added Entry Words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in
Terms Of Paradigmatic Relations
Choi, Hyung-yong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added entry words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in terms of paradigmatic relations. The paradigmatic
relations are divided into semantic relations, analogy, honorific relations and
the rest. Firstly, semantic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synonymic relations
and antonymic relations. Synonymic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independent
relations and correlative relations depending on the inevitability of existence
of added entry words. Comparing to the concept pf ‘gaps’, the former can be
seen as ‘accidental paradigmatic relations’ and the latter ‘systematic
paradigmatic relations’. Antonymic relations shows ‘systematic paradigmatic
relations’ too. These systematic paradigmatic relations can be explained by a
scheme of analogy. These kinds of analogy based on the similarity of semantic
relation never be mentioned before. Secondly, analogy, therefore, reductionally
means analogy based on structural similarity. Thirdly, honorific relations are
a kind of mechanism to catch the relations between added entry words and
existing entry words through honorification. Fourthly, the rest shows a
paradigmatic relation through a kind of paradigm which extends the size of
words gradually.
Keyword

Paradigmatic relation, Semantic relation, Analogy, Honorific

relatio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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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体及语用因素对‘给VP’结构语义功能制约的考察

郭沂滨*

국문요약
“给VP”구조는 담화중의 기능이 “도달점”을 지향하고, 동작 대상의 각도에서 서사적인 구

조로 진행된다. “给VP” (과거) 구조는 화자가 대화 대상의 수혜의(beneficiary)와 수손의
(maleficiary)를 표현하지만, 절대다수는 수손의를 표현한다. 그러나 미래시제에서의 표현은

수혜의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한다. 과거시제의 긍정구를 표현할 때 “给VP”는 담화중 다섯
개의 전형적인 어의특징이 있다. 즉 주관적으로 표기되는 단어와 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많
이 사용되고, 담화의 하나의 대화중에서 말미에 위치하는 것이 다수이고, 화자의 인지영역은
현실세계를 가르키고, 화자는 종종 동작의 대상에게 작용하고, 절대다수는 수손의를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 “给VP”구조의 “给”는 하나의 “외부의 힘”을 도입해서 대화대상이 피동적인 영
향을 받는 비교적 주관적인 담화단계의 표기이지만, 문장단계의 표기는 아니다.
주제어

“gei（给）-VP”, 주관성, 감정이입, 수혜의, 수손의

<目录>
1. 引言
2. “给VP”结构的内部成分解析及基于时态的分类
3. 以结果为焦点的“给VP”结构的功能
4. “给VP”结构的语义特征
5. 结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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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本文将考察汉语普通话“给VP”结构的语义功能。以下例句出自『现代汉
语词典』（2003）和 『现代汉语八百词』（1999）:
（1）杯子我给打碎了一个。(『现代汉语词典』，2003: 427）
（2）虫子都给消灭光了。 （『现代汉语八百词』，1999: 227）

两部辞典都把这种用法的“给”划为“助词”，显然，动词前的“给”既不是动态助
词、结构助词，也非语气助词。刘月华等（2001)，又把“给”划为“介词”，在

“引进动作行为的服务对象”一项中指出：“有时‘给’的宾语不出现，而且很难补
出确切的宾语……有时‘给’后没有宾语，也很难补出来。”
（3）黄大姐每天给接电话，给找人。（『实用现代汉语语法』：292）
（同上）
（4）劳驾，给拿块肥皂。
（5）这些纸都给放黄了。（『实用现代汉语语法』：293）
（6）大白菜给搁干了。 （『实用现代汉语语法』：294）

如果动词前的“给”后有时不能补出宾语，那为何把它划为 “介词 ”呢 ？从例

（1）-（6）来看，与“给”后共现的是动词，与作为动词和介词所发挥的功能
有质的区别。本文讨论动词紧跟在“给”后的结构，称为[“给VP”结构]。
汉语学界对“给VP”结构的争论主要有两大问题：一是“给VP”结构的句子
能否看成是省略了由介词“给”引入的“施事”或“与事”，为何“给”的有无并不影
响句子的合法性；二是“给VP”中的“给”的作用是句法还是主观性标记。半个
多世纪以前太田辰夫（1956）、王还（1957）认为该结构一般特征有以下四
点：1)
（7）①主要用于口语；②“给”的有无不影响句子的合法性；③ 表达“强调”；
1) 太田辰夫,「「給」について」、『神戸外大論叢』第７巻１〜３号, 1956, pp.177-197.
王还,『“把”字句和“被”字句』,新知识出版社（1984版）,上海：上海教育出版社,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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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可与“把”字句和“被”字句共现。

①是文体特征，④是关于与“给”共现的语态构式2)。②和③与本文讨论的问题
相关。②是“给”不是句子成立的必要成分。可以通过以下例句来检验：
（8）他们给革命军当向导和后方运输等工作。(＜蒋氏家族全传＞)
→*他们革命军当向导和后方运输等工作。（[*]表示不合句法）
（9）这屋子我都给收拾好啦,你归置归置,休息休息(宗璞＜红豆＞)
→这屋子我都收拾好啦，你归置归置，休息休息。

例（8）的“给”是导入“受益者”的介词，不能省略。例（9）是“给VP”结构，

“给”的有无不影响句子的合法性。（7）-③中认为“给”在该结构中是一种表达
“强调、加强语气、语势”的功能性词语。但是对这种“强调、加强语气、语势”
意义如何与“给”相关联，迄今还缺少令人信服的论述。
朱德熙（1982）认为“给VP”结构的“给”有两种作用，一是引出施事，一
是引出与事。无论哪一种情况，“给”字的宾语都可以省略3)。
（10）房子给（土匪）烧了。（朱德熙，1982:181）
→房子给烧了
（11）你给（我）帮帮忙。 （朱德熙，1982:181）
→你给帮帮忙。

但是有学者对“省略说”提出质疑。李炜（2004）提出“再述代词的省略说”，本
来存在指示“给”的宾语第三人称代词（“给它/他”），在句中是剩余成分，能
照应代词，强化“处置”意义，“给VP”是因这种冗余性而不显示代词的一种结
构。

2) 关于④的“语态构式”，在没有形态变化的现代汉语中，特指表达处置、被动这种能产性
和规则性的有标记句式，“给VP”结构有很大一部分可以与“有标记句式”共现。
3) 朱德熙，『语法讲义』，北京：商务印书馆，1982，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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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我看咱们还是把要办的第一件事先给它办了。（李炜，2004）
→把要办的第一件事先给办了。

温锁林、范群（2006）认为“给VP”结构是表达焦点化的标记，突出动作的结
果，起某种语用、信息功能，“给”后的VP成分是自然焦点。而生成学派的句
法标记说把“给VP”的“给”看作语义、语用上可有可无的成分，仅将其看成特
定的句法标记。主观标记说（黄蓓2016）否定句法标记说，认为它是纯粹的主
观性标记，其功能在于表达说话者的移情。
上述研究一是未区分“给VP”结构所出现的句子是表达已经实现的事态

（已然）还是将要实现的事态（未然），其结果是无法解释该结构为何既能表
达“受益义”又能表达“受损义”。二是多数未把包含该结构的“把”字句、被动
句、“被/把”共现句、中动化句（非宾格不及物动词句、受事主语句）4)分别进
行考察，无法分清哪个是句法标记“外力”与“给VP”结构所导入的“外力”；三是
认为“给VP”是省略了“给”之后“与事”成分的结构，不区分介词“给”和“给VP”结
构句式，无法搞清为何要省略以及为何“给VP”的“给”后不能补出显性的“施事”
或“与事”。
本文区分“给VP”结构出现的语境是未然还是已然，以“已然”为主进行论
述，以现、当代语料的调查为根据考察“给VP”结构，对其语义功能进行再分
析。
第二章先分析“给VP”的结构，继而区别 “给VP”与介词“给”所构成的句
式，再基于已然和未然对“给VP”结构进行分类。第三章讨论“给VP”结构的表
述功能。第四章考察它们在语篇中受制于语用的语义特征。

4) 中动句在广义上指用主动形式表达被动意义的句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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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给VP”结构的内部成分解析及基于时态的分类
1）关于“给VP”结构中的“给”
“给”的句法功能有动词、与格5)标记（连谓结构的动词）和类似于”把、
被、为”的介词用法。这些“给”一般出现在名词前，即以“给NP

VP”的形式出

现。
但是，在普通话中还有一个能直接出现在VP前的“给”，构成“（NP）给

VP”，并直接作谓语。对于这种”给”，吕叔湘等多数学者认为是“助词”6)。助
词说比较符合母语者的直觉，但在句法上的解释力不强。
温锁林等（2006）从语用学的角度认为“给”是起一种语用或信息功能的自
然焦点标记，这是一种突破性的进展，但是未区分把字句、被字句、焦点句、
中动句等各种句式中的“给VP”，特别是在焦点句中有时很难分清哪一个词是
焦点。
首先可以否定“给VP”中的“给”是谓语动词、与格标记和介词的用法。
（13）温老笑了，说：“这里原有个大搪瓷盆，水龙头就在那儿，我怎么给忘
了。”
（ ＜人民日报＞1993年1月）
（14）耶稣告诉他们 ：这声音不是为我 ，而是为你们来的。现在这世界受审
判，这世界的王要给赶出去。
(＜圣经故事＞）
(15) 他说可怜这些包子，内膛给掏得干干净净，皮囊给丢在臭泔水里。
(严歌苓＜穗子物语＞)

以上各例的”给“后都紧邻动词，不是动词”给“字句、与格句，”把“字句，当然
也不是介词”给“，因为介词只能导入名词成分，而且介词不能”悬空”7)。
5) 与格或谓第3格，是指名词语法上的格，通常表示动词的间接宾语。
6) 参见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北京：商务印书馆，1999，p. 227.张谊生，「助词
“给” 及其相关的句式」，『汉语学报』第3期，2001，pp.24-33. 李炜․唐钰明，「加强
处置/被动语势的助词“给”」，『语言教学与研究』第1期，2004，pp. 55-61. 朱景松,
『现代汉语虚词词典』 北京：语文出版社，2007, p.157.
7) 介词悬空是一种语法上的结构，带有受词的介词出现在与其支配的受词直接相连的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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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定栩认为被动句中的“给”表达被动意义，与英语的-en类似，比如“张三
被李四给打伤了”8)。熊仲儒以“被”字句和“把”字句为研究对象，推出一个”功
能范畴假设”，认为“给”是形态独立的被动范畴。它与时体范畴、致使范畴的
共现表明“给”介于时体与致使范畴之间。指出“给”为被动范畴，突显所在句的
被动义，“给”在核心移位后表现出“把”与“被”的用法9)。邓思颖认为受事主语
句中的“给”既不是被动标记，也不是被动词，是一个表示“受影响”的标记，与
被动无关 。邓此后将 “ 把 ……给VP” 中的“ 把 ” 与“ 给” 分别处理为轻动词 10)

CAUSE与BECOME，指出“给”的作用在于强化动作所论及的论元受影响意
义。沈阳、司马翎认为“被VP”和“给VP”本身有许多明显的不同之处。其一，
并不是所有的“给VP”都可以替换成 “被 VP”，“给VP”结构一定有独立的特
性11)。
（16）a.小狗给（* 被）病了 (沈阳、司马翎，2010)
b.小鸟给（*被）飞了 (沈阳、司马翎，2010)

其二,表被动的“被VP”的“被”后面都能补出施事或主体名词构成“被NP VP”，
但相当一部分“给VP”的“给”后面就不能这样添加名词或代词。例如：
（17）a.老伴给（*给他）死了。(沈阳、司马翎，2010)
b.事情给（*给它）忘了 (沈阳、司马翎，2010)

沈 、司文认为汉语中肯定有一个不是动词、介词 （或复合标记12)和框式介
方之外的地方，也就是说介词“悬”在了某处。

8) 石定栩, Issues on Chinese Passives. Journal of Chinese Linguisiics,1997,pp.41-70.
9) 熊仲儒，「汉语的被动范畴 “给”」，『外语学刊』第2期，2006，pp. 65-70. 熊仲儒,
「被动范 畴 “给” 的句法语义特征」，『现代外语』第2期, 2011, pp. 119-126.
10) 轻动词的特点是：有语义内容，但没有语音形式；必须附着在一个实义动词上。邓思
颖，「轻动词在汉语句法和词法上的地位」，『现代中国语研究』第10卷，2008，pp.
11-17.
11) 沈阳․司马翎,「句法结构标记“给”与动词结构的衍生关系」,『中国语文』第3期, 2010,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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词 13)）以及与格标记或时态标记而又能直接出现在动词前的特殊句法成分

“给”。而且既然能肯定“给VP”中的“给”就是这样一种特殊成分，“给VP”就一
定是独立的动词结构。并认为“给”是中动标记。沈、司文提出“给”的句法语义
功能就是引入某种隐性致使性外力。叶狂、潘海华（2016）认为“给VP”是从
主动句派生而成的句式，涉及对动词宾语的操作，使其离开核心位置，前置到
动词前的某一位置，因而“给”可视为动词所带的宾语离位前的标记，是“给”的
上位功能。
多数学者认为省略“给VP”中的“给”并不影响句子的命题意义，由此说它
是羡余成分或者只是起到强调语势的作用。然而，沈、司文坚持把“给VP”看
成一种独立的结构，“给（NP）VP”与“（NP）给VP”的区别就是通过加“给”使
整个结构引入语义上的外力，并非可有可无。我们基本接受这种引入外力的
观点，但是沈、司文是凭语感来推断的，句法中并没有这种外力的成分，而且
拒绝在句子之外寻找外力 ，这就遭到一些学者的质疑，认为中动句中的“给

VP”所引入的“外力”在语义上和实际语料中都不存在。
本文认为 ，“给”的出现必定是受另外一个事件因素的影响，否则受影
响、被动、外力就无从谈起。但是上述观点都未说明导致“给”的语义功能形成
的另外一个事件是什么，为何同样句式中可以不使用“给”。此外，以句子为考
察对象很难看到“外力”的存在。如果从语篇层级进行考察，也许才能看清“给”
的本质特征。对此，本文将在第三、四章展开论述。

2）“给 VP”结构中的VP
王彦杰认为该结构在 “把 ”字句中的VP有动结式 、动趋式及光杆动词三
种14)。李炜在对从清中叶至现、当代八部文学作品的历时调查中发现了322个
12) 此处的复合介词指的是由两个或两个以上介词组成的介词短语。
13) 刘丹青(2002)把汉语框式介词定义为名词短语前后由前置词和后置词一起构成的介词结
构。
14) 王彦杰，「“把……给V”句式中助词“给”的使用条件和表达功能」,『语言教学与研究』
第2期，2001, pp.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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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给VP”，其中80%都有“动态助词”“了”和“的”，没有一个光杆动词，在“体”的
层面上直接表达实现义；其余62个动词后既无“了”又无“的”，但有补语，沿着

“结果”→“已经实现”这样由低到高的线路间接地表达实现义15)。还有学者认为
“给VP”不能出现在否定句中16)。
上述研究在相当程度上展示了“给VP”结构中VP的主要类型,但是把VP后
的句尾“了”和词尾“了”混为一谈。本文从国家语委平衡语料库中检索出11,678
个含“给”的句子，其中681个句子带有”给VP”结构，表达已然义的571个，其中
肯定句548个，否定句23个；表达未然义的110个。经过逐句分析，得出以下统
计结果17)，见＜表1＞。
＜表1＞VP在已然语境中的结构类型数量及比例
已然（肯定句）

VP类型
动结式

动趋式

V+得

V+介宾

V+准宾

V+ 了 +

2
1
13
—
—
16/

（+了）
5
4
2
5
—
2
18/

(+了)
14
3
2
3
—
1
23/

宾

使役句
总数/

(+了)
15
16
13
37
1
2
84/

+补

30
33
15
33
1
3
115/

(+了)
11
82
48
87
3
4
235/

百分比%

20.9%

42.9%

15.3%

2.9%

3.3%

4.2%

句式
主动句
中动句
被动句
把字句
把/被共现

V+了

V+的

总数/

50/

2
—
—
—
—
1
3/

+宾
3
—
—
—
—
—
3/

百分比%
119/21.7%
140/25.6%
84/15.3%
184/33.6%
5/0.9%
16/2.9%
548/

9.1%

0.6

0.6%

100%

39
—
2
6
—
3

VV

＜表1＞显示，“给VP“（已然）大致分布在6大类句型中，出现率最高的依次
是“把”字句、主动句、中动句、被动句。此外，VP大致有九种结构类型，出
现率最高的依次是“动结式（+了）”、“V+了”和“动趋式（+了）”，与这三种类
型共现的“了 ”绝大多数是句尾 “了 ”，与词尾“了 ”共现的“V+了 +宾语”仅占 9.

15) 李炜․唐钰明，「加强处置/被动语势的助词“给”」，『语言教学与研究』第1期，200
4，pp. 55-61.
16) 寇鑫․袁毓林，「“给 VP” 结构的主观性分析」，≪语言科学≫第1期, 2018，pp. 15-48.
17) 本文的统计数据若无特殊说明，均是从国家语委现代汉语平衡语料库中筛选出的681个
“给VP”结构中，经过逐一排查得出的统计数据。由于篇幅限制，我们未能把对未然语
境及否定句的统计数据列表在本节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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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可见不能将这两种“了”混为一谈，因为它们在语篇中所发挥的表述功能
有很大区别。
李炜的历时统计无一例是光杆动词，这是没有区别时态类型及肯定式和
否定式所造成的偏误。在已然语境的571例中，否定形式的“给VP”共有23例，
占4.03%，VP类型以光杆动词最多，高达65.2%。先行研究要么忽略、要么不
承认这种否定结构的存在。在未然语境中，也有一定比例的光杆动词存在，也
存在用“别”、“不”和“没”等否定副词的否定句，VP类型的比例与已然语境中光
杆动词的零存在不同，比例大幅上升至11.8%。此外，先行研究在“给VP”结构
最容易吸收哪些语义类型的动词的统计还是空白。＜表2＞是已然语境中该结
构所吸收的高频VP。表达受益义和无明显受益、受损的动词占29.2%，明显表
达受损义的高达70.8%。
＜表2＞本文统计的“给 VP”结构在已然语境中最容易吸收的VP语义类型
语义类型
受益义

数量/百分比%

107/19.5%

常见高频词语例示

吃，念，买，问，洗，包，添，卖，写，开，喝，补，取，打，送，扔，找，治，做
，治疗，出主意，解决，打动，发表，激动，融化，感动，代替，联系
添上，赶下，背到，倒上，爬上，撞上，碰上，填上，送上，装上，套上，加上，钉
上，报上，撒下，留下，买下，记下，扣下；卖入，送入；扔进，请进

无明显受损&受益

53/9.7%

受损义（动词）

96/17.5%

忘，杀，搅，蹬，关，封，拆，判，锁，造，咬，撞，吓，丢，骂，逼，毁，扣，甩
，否定，摧毁，耽误，折腾，糟践，吊销，制止，糟蹋，破坏，屠杀

43/7.9%

扫光，暴露光，闹糊涂，弄糊涂，弄错，弄坏，砸坏，急坏，踩坏，磨坏，打坏，抢
坏，拉坏，糟蹋坏，惯坏，累坏；害惨，砸扁，冻烂，穿破，咬破

172/31.4%

遮住，镇住，堵住，迷住，挡住，问住，难住，围住，惊住，缠住，抓住，拦住，愣
住，困住，封住，扣住；忘掉，毁掉，扔掉，吃掉，溜掉，撕掉，赖掉；

77/14.1%

逼出来，带来，绑来，打回来，抓起来，偷去，带回去，咬出来，关起来，吵来，吹
来，捉来，提过来，捡回来，拿去，强占去，扫出去，删去，蒙过去

无明显受损&受益义 数量/百分比% 160/29.2%

受损义（动结式）
动词+形容词
受损义（动结式）
动词+动词
受损义(动趋式）

受损义 数量/百分比% 388/70.8%

另据本文统计 ，未然语境中该结构吸收的VP所表达的受益义和受损义占

48.2%和51.9%。在已然语境否定式中，VP所表达的受益义高达79.3%。
统计显示，“给VP”结构中的VP在已然、未然及肯定、否定语境中的结
构、语义类型及比例都存在较大差异 。首先 ，句尾 “了 ”在已然语境中高占

66.8%，词尾“了”占比例较小。在未然语境中，句尾“了”占约30%，未发现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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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词尾“了”；在已然语境否定式中句尾“了”不足10%，同样未发现“词尾”了”的
存在，这与现有文献中均认为是词尾“了”有很大的不同。其二，在已然语境肯
定式中，VP绝大多数都表达受损义，但是未然语境中受益义与受损义基本持
平；在已然否定句中表达受益义的占绝对多数。因此，我们不能把已然、未
然、肯定、否定统而论之。

3）“给VP”后名词复归与否及“省略说”
本节分析朱德熙（1982）的“省略说”中存在的问题。通过例（18）观察

“给VP”的人称代词或名词无法复归的现象。
（18）五十多岁有了儿子！而且是老天爷给放在门口的（a）。就说是个丫环或
老妈子给扔在这儿（b）吧，为什么单单扔在“这儿”，还不是天意？
（老舍＜牛田赐传＞）

（18）划下线的a、b部分使用了“给VP”结构，对汉语母语者的调查与测试的
结果显示，a中的人称代词“我”可以复归，b后复归却很牵强。
18´）a.老天爷给我放在门口的
b.*（有一）个丫环或老妈子给我扔在这儿

此处的“给”发挥的是相当于朱德熙所说的引出与事的功能。另一方面，对于

“引出施事”的功能，方经民（2004）认为例（19）与其说是被动句，毋宁说是
强调“卖”的行为，如果补出施事的话，可以放在“给”的前面。
（19）那辆车给卖了

→ a.? 那辆车给我卖了 （方经民，2004）
b. 那辆车我给卖了 （方经民，2004）

如按照“省略说”的分析，（19a）应是（19）没有省略前的句子，按照这种观
点，施事被省略了，但把其放在“给”之后的句子很不自然，毋宁说（19b）才
是合法的。此外，如果加入被动句标记“让”、“叫”句子也是成立的（“那辆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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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叫）我给卖了”）。可见，基于“省略说”对“给VP”结构普遍化的解释还需要
探讨。
例（18）中“给VP”后有“在+处所”共现，（19）的受事是“有定”的，话题
化后置于句首。这些现象都显示它们与典型的介词“给”的用法不同。而本文通
过对介词“给”进行调查的结果显示，介词“给”的宾语不能省略。从下列（20）

（20'a、b）中看出述语动词后是不定宾语，如果省略介词“给”后的宾语（与
事）就不合句法。可见介词“给”与“给VP”结构之间无论是句式、语义和功能
都呈现异同。
（20） a. 我给你买一部手机。
b. 他给我寄一件礼物。
（20´）a.? 我给买一部手机。
b.? 他给寄一件礼物。

4) 基于未然和已然对“给VP”结构的分类
现代汉语的一些词典对“给VP”结构大致分为只有“给VP”出现的句子（以
下称“无标记句”）和“给VP”与“把”、“被”等标记共现的句子（以下称“有标记
句”）；在语法教材中一般区分句子表达的意义是主动还是被动。但是这种分
类也成了难以正确观察“给VP”结构的原因之一。例如，如果基于主动、被动
对句子的意义进行分类，就会出现如何分析例（21）、（22）、（23）这类句
子的问题。
（21）杯子我给打碎了一个。（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227）
（22）杯子给打碎了一个。 （同上）
（23）杯子给我打碎了一个。（同上）

『八百词』把（21）、（22）视为被动句。然而，对于（21），李宇明、陈前
瑞把它视为受事话题化的主动句（“杯子”[话题]我给打碎了一个[陈述]18)。对

18) 李宇明 ․陈前瑞 ,「北京话 “ 给” 字被动句的地位及其历史发展 」,『方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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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的看法以朱德熙为代表，认为它是（23）这种被动句省略施事的形式。
我们认为，（21）中的施事置于“给VP”结构之前，（22）的句式不一定是基于

（23）的省略而形成的句式。本文将把（21）、（22）中的“给”作为构成“给
VP”结构的成分来考察。
先行研究基本不区分被动句中的“给VP”与没有被动标记的”给VP”。本文
假设“给VP”结构的语义功能是一种跟被动、使役、处置等不同的现象，并根
据“未然/已然”等概念对“给VP”结构进行分类，因为“给VP”结构在未然与已然
中的施事表达不同的意义。下列例句是“给VP”结构表达的未然事态。
（24）黄喜元一听非常高兴：“好！这事由政府组织，你挂帅上阵演主角，我给
击鼓助威当助手！”。（＜人民日报＞2004年9月）
（25）好好，请坐请坐。哎，戈玲，那个，这位同志你先给接待一下。坐下谈。
（电视剧＜编辑部的故事＞）
（26）你不是也找某某了,让他给办办看吧。（『当代短篇小说』）

（24）—（26）的施事分别是第一、第二、第三人称，在“给VP”结构表达未然
事件时，施事主要是第一、第二人称代词。在临场性较高的会话中，第一人称
通常“表明意志”；第二人称则表达“请求”或“命令”，第三人称一般以兼语句的
形式出现19)。在“给VP”表达未然时，动作行为有意图性和可控性。因此，该
结构表达的未然事件多数都是可以察觉到的动作的实现将带来的受益性。

“给VP”结构在表达已然事件时，VP基本伴有表达结果（有界性）的成
分，也常使用包含明显结果义的动词。
（27）她四月份来上班的时候，前面的人已经把年度加薪都给做好了，她不但
不用为这个事情伤脑筋，还可以现成的参观前任的劳动成果。

（李可＜杜拉拉升职记＞）
pp.289-291.
19) 在对话体中，如果第三人称是无标记的直接主语，那么与第一、二人称相比要受到的
限制较多 。通过受访的汉语母语者认为 ，“她给当翻译 ”这种句子受到语境的很多限
制，一般在对比的语境中表达“有人当翻译”这件事是已经知道的既定情况下才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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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他继位之后，把帮助他继位出力最大的两个人，年羹尧和隆科多，都给
杀了，杀人灭口，说明他得位不正。
（阎崇年＜清十二帝疑案（七）雍正（上）＞）

在表达已然事件时，可以出现（27）那样无定的第三人称主语（前面的人），

“给VP”结构并非只有受益（27），也有非受益（28）。
施事是人称代词或名词时，使“给VP”结构在有标记与无标记句式中呈现
不同状态。在未然语境中的施事必须具备[+意图][+控制][+人]等特征。“给VP”
在已然语境中的的无标记句式中，基本上施事是[+人物]，受事是[+事物]。如
果把施事改成自然现象或者非生物，下列（29）、（30）就不合句法。在与有
标记句共现时，施事的位置就由物体或自然现象代替。
（29）* 门窗暴风给吹开了 （自拟句）
（30）* 汽车路障给撞坏了 （自拟句）
（31）这时,船长对她说,千万不能让这种鼓声给欺骗了.有时,鼓声传播的乃是死
亡的判决书。（『当代世界文学名著鉴赏词典』）
（32）这功夫齐英又说话了：“老孙！你听金魁同志的意见怎么样？他的话把我
给提醒了。 （刘流'烈火金刚＞）

（32）是“他的话”这种“东西”做主语，而施事却背景化。可以看出，“给VP”
（未然 ）的施事在无标记的情况下要受到严格限制；“给VP”在已然的情况
下，主语不但是第三人称，而且如果有带标记句的支持，受到的制约就会宽松
得多。
＜表3＞未然与已然“给VP”结构的异同
分 类
“给VP”
（未然）
“给VP”
（已然）

动作主体（施事）

无标记句

人（仅限于第一、第二人称代词

相当于有标记的准构式
（兼语句）

人（人称代词、表达人名和组织的名词，可以是
第三人称）

无标记句

人（人称代词、表达人的名词）

有标记句

人、物体（无生物体等）、自然现象

受益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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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以结果为焦点的“给VP”结构的功能
1) 以“到达点”为导向的“给VP”结构
本节基于语料调查，描述“给VP”出现的句式并考察其功能，见＜表4＞。

＜表4＞ 本文“给VP”结构句型的语料调查（A=施事；P=受事）
共 548 例
无标记句型：259例
（47.3%）
有标记句型：374例
（52.7%）

句
型
A+给VP+P
(P)+(A)+给VP
A+把+P+给VP
P+让（被/叫）+A+给VP
P´+让（被/叫）+A+把+P+给VP
A+让+P+给VP

数 量&百分比
119（21.7%）
140（25.6%）
184（33.6%）
84 (15.3%)
5（0.9%）
16（2.9%）

＜表4＞显示，受事P出现在“给VP”结构前的句式约占80%左右。再者，本文
在2.2章节提及，“给VP”（未然）仅占15%上下，而“给VP”（已然）占85%。
鉴于此，以下将重点考察“给VP”（已然）20)。此外，有标记句式和无标记句
式，如（33a、b）所显示的那样，常常伴有相同的VP。
（33）a.没有想到时间过得这么快，我把妹妹的事儿给忘了。
（『报刊精选』1994）
b.没有想到时间过得这么快，妹妹的事儿我给忘了。

然而，在现有文献中并未区分有标记和无标记句，这样就使得句法标记“外力”
具有的功能和“给VP”结构的功能难以正确区分开来。此外，一些学者承认在

“给VP”结构中“给”自身也具有“受动”等语态意义。可见这些不同视角的研究也
20) 本文以“给VP”结构的“已然”为中心考察是因为这种结构的“未然”构式所表达的语义功
能与“已然”有较大的区别。例如寇鑫、袁毓林（2018）认为“给VP”结构排斥表达“主观
小量”，认为表示主观小量的副词，如“只、就、光”等不允许进入“给VP”结构；此外还
认为表小量的动词结构，比如“VV”、“V了V”、“V一V”、“V一下”等动词重叠形式都不
能成为“给”后“VP”的形式。但是语言事实却显示，这些表主观小量的副词和动词重叠
形式却能很自然地出现在“给VP”的（未然）结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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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得对“给VP”结构的分析更加复杂化。为了归纳和考察“给VP”结构最基本的
语义特征与语法功能，本文把考察重点放在无标记句,而把有标记句的“给VP”
作为后续课题。
（34）这对了,就这句词儿他老先生给忘了。（『中国传统相声大全』）
（35）我醒来后就不相信，左看右看给找到了。
（电视访谈＜鲁豫有约-开心果＞）
（36）屋子的门关着，但是门下面的一个角却给去掉了一大块。
（＜尼尔斯骑鹅旅行记＞）

（34）是无标记句式，当受事和施事同时出现时，呈现[受事主语（话题）化
（P+A+给VP）]的最典型的语序。然而，（35）的受事是在此前的语境中出现
的，并未与施事同现在一个句子中；（36）中施事并未在句子中得到明示。带

“给VP”结构的句子绝大多数的语序都是受事出现在“给”VP之前。
从这种句法特征来看，介词“给”的构式与“给VP”结构（已然）可以从“说
话者视点”的异同来观察。介词“给”的句式是施事在主语位置，说话者的视点
是动作的出发点，可谓 “起点 ”导向 。另一方面，基于语料库的统计发现 “给

VP”（已然）的典型语序是作为动作终点的受事的主语（话题）化，并居于主
语位置的构式。可见，“给VP”（已然）中说话者的视点转换成“到达点”，它表
现出说话者关心的不是施事，而是受事。当然，尽管介词和及物动词结构具有
表达理论上的“话题化”手段，但通常采取从“起点”（施事）观察行为21)，而在

“给VP”结构（已然）中，说话者的视点是从“到达点”（受事）的角度叙述，这
是考察“给VP”时非常重要的出发点。在本文调查的548个已然语境的肯定句
中，位于话轮末尾的368个，占67.15%。这种现象与[描述+评议]的分工倾向是
一致的，即描述在前，评议在后22)。
21) 例如，“机票我给你买好了”，虽然动作对象被话题化，但还是一种“起点导向”，即表达
了施事对受益者的某种意图性的行为。
22) 先描述后评议，从常识的角度来看，描述是评议的基础，评议需要指向某个对象。当
然本文所说的“评议 ”是广义的，它包含了说话者对已经发生的事件所表达的各种语
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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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两人默默地视察着被炸毁的会议室 。希特勒以罗马废墟向导的熟练技
巧，把爆炸情形原原本本地作了解释。之后，希特勒又向他出示被炸破
的裤子，相当轻松地说，让他不高兴的是，他的一条新内裤给弄坏了。
（＜从乞丐到元首＞）
（38）在绝大多数情况下不举行审讯，不报道逮捕消息,人就是这么销声匿迹了,
你做过的一切事情的记录都除掉了,你的一度存在也给否定了。
(『翻译作品』）

“给VP”（已然）标记事件在说话者认知概念中的高突显度，是从“到达点”的
视角来叙述，是对已发生事件所造成的结果的评议，表达的是一种“结果义”。

2) 以解释事件原因为导向的“给VP”结构
“给VP”结构与“是……的”共现广泛分布于＜表1＞的各种句式中。
（39）小墩子妈是一双解放脚，足以支撑她那硕壮的身体，但那天进了厕所却
有点一拐一拐。闻家女主人便问可是给打坏的。（『刘心武选集』）
（40）我们烧伤科费了很大劲,又给她修了几次,一次是从北医大请的，后两次是
我们的一位主任给做的。（1994年『报刊精选』）

（39）-（40）对事件发生顺序均是倒述。（39）首先描述了“小墩子妈”本来
那双“足以支撑她那硕壮身体的解放脚”突然变得“一拐一拐”，在其后才推想这
种结果状态的原因。对于这种“是……的”句，杉村（1999）称为“事件原因解
说型”，即当某个先行事件发生后，用于其后对原因的解释23)。例如：
（41）彭晋元终于病倒了，知情的人都说，老彭的病是累的。
（≪人民日报≫1996年4月）
（42）因为他人死都死了，再也不能拿斧头杀人，所以他到底是不是背叛我，
或者他根本是被陷害的，这已经没有什么差别,也不值得再讨论了。

（≪银河英雄传说≫）
23) 杉村博文，「“的”字结构、承指与分类」，『汉语现状与历史研究』，江蓝生․侯精一
主编，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9，pp.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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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中的“彭晋元终于病倒了”、“因为他人死都死了，再也不能拿斧
头杀人”这种已然事件的整体占据了话题位置。同样出现“给VP”结构（已然）
的（39）中“那天进了厕所却有点一拐一拐”这种结果性的事件成为话题。对于
这种已然事件的动作行为，说话者的判断对说话者本人、听话者或是说话者
所移情 （empathy)24)的对象产生直接影响 。看来，无论是 “给VP”结构还是

“是 ……的”句，它们的共同点是从已然事件的“到达点”或“结果”的视角来叙
述。基于这种叙述视角的一致，可以认为“给VP”结构能与以事件的结果为话
题的“事件原因解说型的“是……的”共现，也能与句尾“了”共现来表达这种功
能。

4. “给VP”结构的语义特征
1) 未然与已然语义的非对称: 可控性与结果性
“给”作为介词发挥功能的构式中，“给予”的意义仍然存续。在表达未然的
祈使句中，介词“给”不能与具有消极意义的VP共现。
（43）a.* 你给我弄丢。（朱德熙 1982:180）
b.* 你给我洗脏。（朱德熙 1982:180）

“给”作为介词最基本的功能一是“引进作为事件参与者的与事”，二是“使参与
者受益 ”。从该视角来看，“给VP”结构的“给”虽不具备引进受益者的句法功
能，但是具备“使其受益（受影响）”的语义功能。然而，“给VP”（已然）也能
跟表达消极意义的VP共现，不仅能表达“受益”，还能表达“受损”。
（44）盘子我给摔碎了一个。（自拟句）
24) 移情就是说话者把自己也投入句子的情境中，以体现他与参与对象的关系和关系程
度。当他在描述一个事件时必然会选定某一个视点或某一个观察角度，体现了说话人
对相关参与者的移情值。Kuno, S.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87，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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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于导致这种现象的原因，太田辰夫（1956）认为，“给”表达“给予”，在“给予
某种东西时是客观的，但是在施与动作时就是主观的。施与影响则是感情或
感觉 。从受到影响的一方来说，对来自他人所施与的影响，既有他所希望
的，也有他所不希望的。”25)然而，太田没有言及是什么原因促使“给VP”产生

“不希望”及“非受益”的表达功能。
本文认为，造成“给VP”结构语义扩展的原因主要有两个方面：一是述语
部分与句尾“了”、结果补语等表达“结果义”（有界性）的成分共现，事件已经
实现；二是以受事为叙述的中心。如果是未然事件，表达的是可以预见的对受
事施与的“益事”，将要发生的事件对说话者来说是可控的，无论说话者自身就
是这个事件的动作主体，或者有求于听话者、事件相关者，其影响大部分是正
面的。本文对110个表达未然的例句的调查结果显示，受益义占79.09%，受损
义占20.91%。但无论是受益还是受损，在未然语境中均是尚未实现的状态，
一般可分为说话者根据眼下的状态或经验的推测，或者有求于 、命令听话
者，或者表达马上就可以实现的事情。然而，在直接受已然事件的影响下，说
话者只能从事件的结果来掌控事态，是不可控的，就会出现说话者希望和不
希望实现的事态。因此，“给VP”（已然）不仅能表达“受益”，还能表达“非受
益”。这就是本文主张“给VP”结构以“未然”与“已然”为标准的根据所在。据统
计，已然语境中表达受益仅占29.74%,受损义高达70.26%,与未然语境形成鲜明
对照。
我们再次论述介词“给”与“给VP”结构的异同。朱德熙（1982）也对两者
有过论述，认为介词“给”的句子有时也可以表达“非受益”。上述（43）这样的
句子，如果是已然事件也是允许的。
（43´）a.他给我弄丢了。
b.他给我洗脏了。（朱德熙 1982:180）

这种现象仅限于满足两个条件才能允许：一是表达已然事件；二是宾语的有
25) 太田辰夫，「給」について」，『神戸外大論叢』第７巻１〜３号，1956.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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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性且省略话题。以下是本文针对上述现象对受益义和非受益义的例句分布
调查。
＜表5＞ 已然语境中介词“给”与“给VP”结构的受益义和非受益义的比例
给__V好了[V 表圆满结束,907例]
（cf.“改好了”]
“给+NP+V好了”, 761例，约占83.9%
“给VP好了”163例，约占17.9%

给__V坏了[V表失败,458例]
（cf.“搞坏了”）
“给+NP+V坏了”73例，约占15.9%
“给VP坏了”385例，约占84.1%

＜表5＞显示，表达“受益义”的VP出现在介词构式中的频率非常高，相反，“非
受益义”与“给VP”结构的共现占绝对多数。值得注意的是“给VP”（已然）表达
受益还是受损，有时并不完全取决于VP自身的语义色彩，而是由语境中说话
人的主观视角所决定的。『现代汉语虚词例释』（1955）曾这样举例说明:
（45）自行车他给修好了。[可能是被他修好（意想不到会修好），也可能是他
替我修好。]
（46）自行车他给拆了。[从字面上看不出希望与否，可以是我打算拆（希望的
事），也可以是车挺好的，却被他拆了（不希望的事）]

（47）自行车他给弄坏了。[只有被他弄坏一种意思]

（45）的VP“修好”是褒义，可以理解成说话者事先假定实现或不能实现的两
种情况。（46）VP“拆”的意义为中性，也可理解为受害。（47）VP“弄坏”是
贬义，可以推定这绝非说话者期望的事情，只有一种被害的意思。本文以“说
话者对事件实现的“意图性”和“受益性”的关系为主轴，把（45）-（47）表达
的意义进行归纳，见＜表6＞。
＜表6＞与”给VP”结构相关的两个语义特征
未然
已然

说话者对事件实现的意图性
+
±

受益性/受损性
受益性占绝对多数/受损性占绝对少数±
受损性占绝对多数/受益性占绝对少数±

＜表6＞显示，“给VP”（未然）“说话者对事件实现的“意图性”是正面的，“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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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性”虽然有正负两面，但受益义占压倒性多数；而“给VP”（已然）在已经发
生的事件所造成的影响问题上，受损性占绝对多数。可见，“给VP”结构表达
的“受益性”和“非受益性”必须要区分事件的已然和未然，这种受益或受损是整
个语篇的“结果义”，当这种结构出现在未然句中，表达的“结果义”绝大多数是

“受益性”；当出现在已然句中，绝大多数是“非受益性”。
本文认为“给VP”结构的基本语义功能是基于某个动作行为的实现，在未
然语境中多数表达对听话者 （或说话者移情的对象 ）即将产生的有益性影
响；在已然语境中多数表达对听话者（或说话者移情的对象）已经产生的受损
性影响，是说话者基于百科全书知识、看问题的视角及事件的客观结果做出
的主观性判断。

2）“给VP”结构（已然）表达非受益义：“失败”与“责难”
本文认为非受益性的表达与VP的语义具有很高的相关性。那么当两个语
义特征都是负面（非意图性和非受益性）时，且在主语的人称不同时，其功能
是否使特定的语义现实化呢？
（4 8 ）“ 您 看 , □
我给忘 了 。” 季 娜 伊 达 说 道 , “ 现 在 不 知 还 需 要 不 需 要 。”
（『法医宿舍的枪声』）
你就◯
么
这
（49）就连他的妻子姚忠英也不相信地看着他：“好不容易找到了饭碗,□
不当一回事地给丢了？” (『作家文摘』1994)

（48）的施事是第一人称，“给VP”表达的是“失败义”；（49）的施事是第二人
称，表达“责难义”。主语是第二人称时，往往伴有“这么”、“怎么”、“干吗”等
责难或询问原因的词语，多表达意想不到的结果。在“我给忘了”中，表达“失
败义”主要由动词 “忘 ”的“非意图性”侧面承担。同样表达 “消失义”的“毁 ”、“
丢”、“扔”等动词与第一人称主语和“给VP”结构共现时，表达“失败义”占绝对
多数。此外，即使主语是第一人称，例如不小心把放在口袋中的钞票扔进洗衣
机中洗了，“我怎么给洗了呢？”，在与“怎么”共现时，也就产生了自我“责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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义”。在这类句子中，主语作为动作主体“我”是说话者本身在意识到出乎主观
意料之外给听话者（移情的对象、有时是自己）造成意外的不良影响时，往往
就会以“给VP”结构表达“失败义，也是表明“这种行为并非故意的”。主语是第
二人称“你”时，当说话者意识到听话者的某种行为给自身或者他人带来不良影
响时，便用“给VP”结构表达“责难义”。这种语义功能与“有责性”相关，就这一
点来说 ，“给VP”结构的无标记动作主体是人，而表达事物或自然现象的句
子，由于缺少动作主体做主语，“给VP”结构就很难容忍物体或自然现象成为

“有责者”26)。关于这一问题，寇鑫、袁毓林（2018）认为“给VP”结构具有表达
“超出说话人预期”的功能，但又承认这种超预期表现仅占50%左右，这就证明
超出说话人预期并非该结构唯一的意义。

3) “给VP”结构（已然）在语篇中的语义表述特征
语料调查表明，该结构的VP与句尾”了“共现比率占绝对多数。一些先行
研究也注意到这一现象，但是未能区分VP后的“了”是句尾”了”还是词尾”了”，
而把它们的体意义混为一谈，由此断言其符合对“现实体”或“完成体”的语义要
求，因而不承认否定式的存在，同时认为“给VP”结构排斥与”进行体“标记”正
在”、非完整持续体标记“着”、“完整间断体”标记“过”共现。（寇鑫、袁毓林

2017）本节讨论句尾“了“与“给VP”共现所表达的体意义与各种主观评议性。

26) 在有标记句中，表达动作实施者并位于其位置的名词（或短语）的语义角色与主动句
（SVO）的“施事”是不同的，这种作用可以视为“有责者”，即动作的实施者对事件结果
的有责性。因此，同样可以视为“有责者”的不仅限于人，物体和自然现象也可以看成
“有责者”，其语法位置也可以位于动作实施者的位置。同样，上述表达“失败”、“责难”
的“给VP”结构中，作为主语的第一、第二人称的动作实施者在失去“意图、控制”这一
点上，与典型的主动句的“施事”是略有不同的。然而，与有标记句有所不同，表达“失
败”、“责难”的“给VP”结构中，只有“人”才能被视为“有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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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7＞“给 VP”在已然语境中的典型特征调查
特征

主观性词语

话轮位置
末
尾

非
末
尾

认知域

移情对象
非
现
实

现
实

受
事

受
损

受
益

21
44
5.7% 12%
3
25

301
82,2%
23

290
79.2%
30

76
20.8%
21

13.8%

5.9% 49%

45.1%

58.8%

41.2%

1

9

68

65

66

VP类型

有

无

句尾“了”
比例%
词尾“了”

313
85.5%
36

53
14.5%
15

282
84
353
77.1% 22.9% 96.5%
18
33
44

13
3.6%
7

比例%

70.6%

29.4%

35.3% 64.7% 86.3%

无“了”

108

23

68

63

130

施
事

与
事

语义

54

比例%

82.4%

17.6%

51.9% 48.2% 99.2%

0.8%

6.9% 41.2% 51.9%

49.6%

50.4%

总数/

457/

96/

368/

21/

33/

123/

385/

163/

百分比%

83.4%

17.5%

67.2% 33.9% 96.2%

3.8%

6%

22.5% 71.5%

70.1%

29.7%

180/

527/

392/

VP类型总数
/百分比%

366/66.8%
51/9.3%
131/23.9%
548/100%

＜表7＞显示，在548个出现在已然语境的“给VP”结构中，带有句尾“了”的占
66.8%，位于话轮末尾的占77.1%，非末尾占22.9%；词尾“了”占9.3%，位于话
轮末尾的占35.3%，位于非末尾的占64.7%；既无句尾”了”，也无词尾“了”的

“给VP”结构占23.9%。
首先看占多数的与句尾“了”共现的“给VP”结构。在语言类型学的体范畴
文献中，完成体（Perfect）助词句尾“了”不同于完整接续体词尾“了”。现代汉
语学界的主流把它的本质视为“完成体”（黎锦熙 1924，Charles N. Li 1982，
陈前瑞

2005、张黎2010等），其最基本的交际功能是显著的“现时状态相关

性”。还有学者把句尾“了”视为语气词(黎锦熙1924，吕叔湘

1942，赵元任

1980），表语气的完结；Charles N. Li（1982）认为句尾“了”在某些陈述句中
具有 “结束陈述”功能。句尾 “了”是“完成体”标记，但它又是横断在时制、体
貌、情态、语态、语气等句子结构中一个综合性的语义范畴。体的本质是语篇
而非句子平面的现象，真正可信的研究应当显示句子平面与话语(语篇)结构的
相关性。
句尾“了”的主要特征是:事件发生在参照时间之前，其效力一直持续到发
话时间，具有显著的现时相关性。句尾“了”可以表达“过去完成体”、“现在完
成体”和“将来完成体”，但是过去、现在、将来的表达依靠时间词语，“现在完
成体”可以不出现明示的时间词语，以发话时间为参照时间。参照时间是“完成
体”的必要条件。在叙事语篇中，它呈现的是暂时的“时间的后退性”的时序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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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以表达叙事者或事件相关者对已发生事件的评议，这种评议是广义的，包
括满意、不满、失望、放心、意外、吃惊、发现、报告、提问、催促、评价、
推断、猜想、劝告、声称、请求、劝阻、斥责、纠正、实感等。
（50）你轻一点声，干嘛喊得这么重，像是闷了一辈子的哑巴第一次说话似
的，整个房子都给震动了。（王恺『过滩』）

（50）是”给VP”与句尾“了”共现，位于话轮末尾，表达现在完成体意义，说话
者说话时点位于现在，“喊得这么重”的行为发生在说话以前，其结果的效力一
直持续到说话时点，这个先行事件的效力就是“整个房子都给震动了”。这是句
尾 “了 ”的典型体意义，当然还体现了说话者的主观视角 ，觉得 “你 ”的喊声 “
重”，“像哑巴第一次说话”，“房子震动”，连续用了”这么“、“像……似的”、

“整个”等主观性词语，同时还表达了对听话者行为的斥责，劝阻等意义；说话
者的移情对象表面上是作为受事主语的房子，深层则是说话者受到损害（刺
激）。此外，使房子受到震动的“外力”是“你”的大声喊叫，把“外力”引入句中
使受事受损的是“给VP”与句尾“了”的共现，“给”的作用是将“外力”“转送”给受
事，加强受事被动接受影响的语势，句尾“了”则是将先行事件的效力持续到说
话时点，加强认知上的突显度。
（51）欣然站在阳台上，望着深圳这座高楼林立、灯火辉煌的不夜城，她觉得
有些茫然，迁移户口一波三折，欣然的神经都给折腾木了，以至于现在
已感觉不到兴奋。（郁秀『花季雨季』）

（51）叙事者首先按照时序叙述“欣然站在”、“望着”、“觉得”，接着叙事出现
“时间顺序的后退”，描写由于迁移户口的波折，造成欣然的神经麻木，而无法
感到兴奋。叙事者通常要对先行事件的发生或解释原因，或报告结果，或对结
果作出评价——满意或不满、失望、放心、意外、吃惊等；此处使用了评注性
副词“都”。叙事者的移情对象是“欣然的神经”，使欣然的心变得麻木的

“外力”是迁户口的不顺利，把“外力”引入句中使受事受损的显然是“给VP”，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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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母语话者能从直觉上感受到的。
移情受事、位于话轮末尾、表达受损义是句尾“了”在该结构中的基本特
征 。此外 ，它还能表达多种主观情态意义，而这些几乎是与很多评注性副
词、关联副词和一些反问词语共现来体现的。在548个“给VP”例句中，表达主
观情态的副词就有 415个，占 75.73%，出现率最高的是评注性副词 ，占 38.3

1%，其次是时间、关联、范围副词。评注性和时间副词都典型地表现了说话
者观察问题的视角，关联副词多表达说话者基于客观现实和自身的百科全书
知识进行的因果、转折、递进等关系的表达；范围副词则是说话者认定的“主
观量”。
（52）客人们津津有味地争看着画片，早已把还在头顶上横行肆威的雷电，全
给忘掉了！ （陆舟『远方的客人,请你留下来』)

（52）用“全”来表达客人们看画片忘掉雷电的状态，但在客观上所有的人都能
把雷电忘掉是不可能的，这只是叙事者的主观移情效果所致。在句尾“了”出现
的366个例句中，85.5%带有主观标记，表主观大量占绝对多数。
该结构与句尾“了”共现的另一个显著特征是它所出现的认知域都位于“现
实世界”。事件被放置的空间并非仅限于“说话者的现实时空间”，人们的身
体在立足于现实的同时，日夜生活在复杂的内心与外部世界不断交涉、接触
的状态中，而语言正是这种交涉的反映。在记忆、思考、感觉世界几个认知域
里所描述的事件是稍微移位的现实世界，是发话者内心世界的事件。不过统
计表明“给VP”所在句中，96.5%都是位于现实世界认知域。
在已然语境肯定句中，“给VP”有五大典型的意义特征，即大量使用主观
性词语、话轮末尾、现实世界认知域、移情受事、受损义。特别是与句尾“了”
共现的句子更是如此。当然，带有词尾”了”和没有“了”的句子也有上述特征，
但比例大不相同。与词尾”了”共现的句子中无主观性标记的占29.4%，非话轮
末尾占 64.7%，移情与事和受事基本持平，受益义和受损义分别是 41.2%和

58.8%。在与没有“了”VP共现时，非话轮末尾的高达64.7%，移情对象一栏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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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事仅比与事高出十个百分点，受损义和受益义持平，与句尾”了”形成鲜明的
对照。
多数学者认为“给VP”中的“给”是一个主观性标记，去掉“给”后并不影响句
子的命题意义，这是从句子层级所作的静态性观察。但是从动态的语篇层级
来看，“给VP”结构通常把两个事件或一个事件的前后两个阶段联系在一起，
把前一事件看成“外力”，把后一事件或后一阶段看成被动受影响的事态。当说
话者在描写事物的状态或介绍事件的背景信息时通常不使用“给”。但在描写事
件主要进程的前景句中，说话者在主观上想突显这个事件对自己所移情的对
象造成的后果时，那么使用“给”无疑更能引起听话者的注意，而句尾“了”的体
意义本来就是“完成体”，是体与时的混合体。它表达一个先行事件的结果对后
一事件具有持续的效力；此外，句尾“了”还是语气范畴的边缘成员，能在不同
语境和认知域中表达各种主观性语气。因此，“给VP”与句尾“了”的共现就在
语法上特别契合，从而形成它们在语篇中的五大典型特征。在“把”、“被”这种
有标记的句式中，由于标记本身就是一种句法上的“外力”，“给”的使用确有加
强被动语势的作用；但在无标记的中动句中，如果省略了“给”，句子基本上不
成立。

5. 结语
本文以“给VP”结构的已然语境的肯定句式为中心,考察了其语义功能。首
先 ，“给VP”结构在语篇中的功能是以 “到达点 ”为导向 ，是从受事的角度叙
事，用于解释事件的原因及对结果作出评价，这与介词“给”以说话者（施事）

“起点”为导向进行叙述的方向正好相反。
其次，“给VP”结构（已然）表达说话者所移情对象的受益义和受损义，
多数表达受损义，但在未然语境中表达受益义占大多数。在已然语境中，“给

VP”表达“失败义”和“责难义”占绝大多数。
其三，“给VP”结构（已然）与句尾“了”共现比率占绝对多数，表达多种
主观评议义。在已然语境肯定句中，“给VP”有五大典型的意义特征，即大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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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主观性标记词语，在一个话轮中处于末尾、认知域定位于现实世界、移情
受事、绝大多数表达受损义，这也表现在已然语境中“给VP”结构所吸收的VP
绝大多数是负极性词语。
一些学者要么把“给VP”的“给”看成一个句法标记，否认其语义和语用功
能，要么认为它是一个纯粹的主观性标记，凌驾于句子的命题逻辑之上。但是
从语篇层级和动态性视角考察，本文的结论是：“给VP”的功能是导入一种语
义上的外力，这种外力在很多场合不出现在句子层级，但是在语篇中却显而
易见。“给VP”结构通常把两个事件或一个事件的前后两个阶段联系在一起，
把前一事件看成“外力”，把后一事件看成被动地受影响的事态。在叙述事件的
背景信息时，诸如描写不在时间轴上绵延的状态时，一般就不使用“给”；而叙
述事件的主要进程的前景信息往往是说话者（叙事者）在主观上，也是语篇结
构的客观需求，就必须要突显该事件对自己所移情对象造成的后果，以便引
起听话者的注意，增加认知上的高度突显，这时就需要“给”的介入。所以“给”
是一个导入“外力”使移情对象被动受影响的较为主观的话语（语篇）层级的标
记，而非句子层级的标记。语言的表达不存在纯粹的主观和客观之分，仅仅是
程度上的差异。所谓较为主观是因说话者对一个先行事件所造成的结果的判
断，既离不开客观事实，也受制于说话者的百科全书知识、价值观以及看问题
的视角等主观因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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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ervation the Restriction of Tense and Pragmatic Factors on the Semantic
Function of ‘gei VP’ Structure
Guo, Yibin
The function of the structure of “gei-VP” in the discourse is oriented to the
“destination”, which is a structure that nar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bject. The structure of “gei-VP”(past tense) expresses the beneficiary/
maleficiary of the speaker's empathy, but most express impaired meanings. But
most of them express impaired meaning. But in the future tense, the expression
of benefit is an overwhelming majority. In the affirmative sentences expressing
the past tense, “gei-VP” has five typical meanings in the text, that is, most need
to co-occur with subjective marker words, and most of them are located in the
last of serial clauses. The cognitive domain is positioned in the real world, and
speakers tend to empathize, and most express maleficiary.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gei” of the “gei-VP” structure is a more
subjective text-level marker that introduces “external force” and passively
affects the empathy object, rather than a sentence-level marker.

Keyword

“gei-VP”, subjectivity, empathy, beneficiary, mal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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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新南方政策’与‘一带一路’东盟合作*

金 健 人 **

국문요약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아세안(ASEAN) 10개국, 중국 및 '일대일로'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한-중-아세안 10개국 간의 협력은 서로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
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국제 경제 형세의 비상시국 속에서 대체불가성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각 국가별, 지역별 소득 통계의 차이는 서로 다른 통계 기준 하
에 수백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일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떻게 비교 분석할 것인지, 또 아세안이라는 객관적인 존재와의 경쟁에서 도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선,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필수 전제조건이다. 모순을 인정하고 경쟁에 임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며, 영역을 개척하
고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피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우세한 것은 서로 보완하
고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노력의 목표이다.
주제어

통합비교기준, 다분야 경쟁, 우위, 열세, 도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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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总统文在寅于2017年11月9日在印尼雅加达举行的韩-印尼商务论坛
上正式提出“新南方政策”，表示要与东盟的合作，“将从以商品贸易为主的往
来扩大到技术、文化艺术以及人员交流领域”1)。随后在访问越南和菲律宾等
东盟国家时，较为系统地把新政府的“新南方政策”的核心内容在“韩国—东盟
未来共同体倡议”中表述为“以3P共同体为核心”，即韩国与东南亚共建的人民

(People)共同体、和平(Peace)共同体和繁荣(Prosperity)共同体，预计5年内将
韩国与东盟关系提升到韩国与中美日俄相似的关系水平，指明了面向东盟和
印度的“新南方政策”的具体方向和实施路线图2)。并在12月18日青瓦台迎宾馆
举行上任以来首次驻外公馆负责人晚宴上表示：“尽快与中国‘一带一路’倡议接
轨，加快拓展韩国的经济应用领域”3)。我们一方面要看到在全球贸易保护主
义抬头的不利形势之下，中韩若能在东盟真正合作，既能深化中韩双边关
系，又可促进两国在东盟经济社会发展中的积极作用，使东盟十国加中韩两
国的产业界和消费者广泛受益，另一方面也应注意到存在着的行业竞争和利
益冲突以及背后的社会危机。这一政策的实施，将如何影响中国与东盟的关
系?如何影响中国在东盟的“一带一路”推广？这是重大而现实的问题。

1. 中、韩与东盟的经贸现状
中国海关所公布的2018年中韩贸易总额为3134亿美元4)，而韩国关税厅公布的

2018年中韩贸易总额为2686.1亿美元5)。目前关于中、韩、东盟之间经贸现状的分
析，由于统计数据口径的不同，数据差距竟然达到数百亿美元之巨。如以2017年为
1) 연합뉴스，文대통령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2017年11月9日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9147500001?input=1195m
2) 연합뉴스，[동남아순방결산] 첫선보인 新남방정책…亞와 '전면협력' 시대로 2017年11月
15日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4188500001?input=1195m
3) 조선일보，文대통령,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중국 일대일로 연계에 속도내라" 2017年12月
19日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121900291#Redyho
4) 『经济日报』, 2019年1月14日.

5) 根据韩国关税厅数据整理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ld=ETSMN
U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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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中国与东盟的贸易总额,东盟贸易统计数据库的数据为4415.8亿美元6)，中国商务
部数据中心公布为5147.7亿美元7)，统计差732亿美元；中国与韩国的贸易总额，中国
商务部数据中心公布为2802.8亿美元8)，韩国关税厅公布为2399.8亿美元9)，统计差

403 亿美元；韩国与东盟的贸易总额，东盟贸易统计数据库的数据为1530.4 亿美
元10)，韩国关税厅公布为1490.8亿美元11)，统计差为40亿美元。
无论作国别间的横向对照分析，还是做历史性的纵向比较评估，都需要统一比
较尺度，建立在一致的标准基础之上。韩国在2017年年底提出“新南方政策”，这是根
据韩国国情做出的战略调整，应该以韩国关税厅数据为依据。根据韩国关税厅统计，

2013年韩国与中国的贸易总额为2289.2亿美元，韩国与东盟的贸易总额为1026.8亿美
元。到2017年，韩国与中国的贸易总额为2399.8亿美元；韩国与东盟的贸易总额为

1490.8亿美元12)。4年间韩国与中国的贸易额增长了4.8%；而韩国与东盟的则增长了
45.3%。如果说2013年韩国与东盟的贸易额只占韩国与中国的贸易额的44.8%，那
么，到2017年，韩国与东盟的贸易额占到了韩国与中国的贸易额的62%。而且,韩国
与中国的贸易顺差为442.6亿美元，韩国与东盟的贸易顺差为414.1亿美元，相当于与
中国贸易顺差的94%。这也就解释了为什么文在寅会认为，东盟实际上具有与中国和
美国同等的重要性。到2018年，韩国与中国贸易总额为2686.1亿美元，顺差556.4亿美
元；韩国与东盟贸易总额为1597.4亿美元，顺差404.8亿美元13)。这也是非常可观的效
6) 东盟商品贸易统计数据库数据, 见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等联合发布的『对外投资合
作国别(地区)指南·东盟』(2018年版), p.27 htto://fec.mofcom.gov.cn/article/gbdqzn/#
7) 根据中国商务部数据中心数据整理 http://data.mofcom.gov.cn/hwmy/imexCountry.shtml
8) 위의 인터넷 자료
9) 根据韩国关税厅数据整理.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ld=ETSMN
U00000102
10) 东盟商品贸易统计数据库数据, 见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等联合发布的『对外投资合
作国别(地区)指南·东盟』(2018年版), p.27 htto://fec.mofcom.gov.cn/article/gbdqzn
/#
11) 根据韩国关税厅数据整理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ld=ETSMN
U0000010
12) 根据韩国关税厅数据整理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ld=ETSMN
U00000102
13) 위의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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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韩国与东盟的贸易额相当于韩国与中国的贸易额的60%；贸易顺差相当于与中国
贸易顺差的73%。虽然在比例上不如上年度那么显眼，但在绝对数值上，还是有了很
大的增长，这当然会更加坚定文在寅继续推进“新南方政策”的决心。
韩国提出“新南方政策”，从战略层面看，当然是对一直以来所奉行的偏向中美
日俄四大国外交路线的再平衡，也是对“萨德危机”所造成的中韩关系恶化的一种反
拨，更为实在的，是看到了东盟的巨大市场和发展潜力。从具体举措来看，新南方政
策明确提出了四大重点合作领域。第一，交通领域。韩国正在建设越南河内和胡志明
市的地铁，印尼雅加达的轻轨工程也在进行中，韩国将与东盟一起着力解决大城市的
人口过密和交通拥堵问题。东盟国家之间的高铁也在加速区域一体化。第二，能源领
域。韩国正推动在越南、印尼、马来西亚和菲律宾开展发电站建设合作。第三，水力
资源管理。泰国鲁昂江下游开发、老挝色边南诺水电站项目、菲律宾吕宋政区水电站
和布拉干省上水道项目、印尼的上水道项目都在进行中。第四，智能信息通信领域。
韩国在5G移动通信技术方面支持2018年雅加达亚运会，参与新加坡的“智慧国”建设，
并将其经验与其他国家分享。14)这样的局势和进展，将对中国与东盟、中国与韩国之
间的合作具有怎样的影响呢。

2. 多领域的竞争与冲突
文在寅虽然高票当选，但他知道，必须经济高速发展，他才能维持民众的支持
率。但是，韩国的经济也已经达到一个瓶颈期，必须寻找新的途径。他与金正恩的两
次会面，大大缓和了朝鲜半岛局势，在推行“新北方政策”，试图扩大与俄罗斯的经贸
合作和开辟通往北欧航线外，又推出“新南方政策”，力图实现2020年韩国与东盟贸易
额破2000亿美元，其中与越南要实现1000亿美元，号称再造一个中国市场。参照近两
年的经贸发展，不是没有可能。
文在寅宣称，韩国将大幅增加与东盟有关的基金规模，通过财政支持经济合
作。文在寅承诺，2019年前把韩国—东盟合作基金的出资规模增加一倍至1400万美
14) 詹德斌,「韩国外交新布局中的“新南方政策”评析」,『东北亚论坛』第3期., 2018年,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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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将韩国—湄公河合作基金增加到现在的三倍，使韩国—东盟FTA合作基金更多地
用于自由贸易方面。另外，为了支持四大重点合作领域，韩国计划在世界海运的1/3
经过此地15)。可以预见到的是，韩国需要在战略上运用东盟的战略要冲地位。但2018
年韩国经济增长率仅为2.7％，低于上年3.1％的增幅，创造了自2012年以来最低点。
据韩联社2019年3月14日报道，韩国民调机构Realmeter发布最新调查结果显示，韩国
民众对总统文在寅的支持率首创新低，跌至45%，比上一周下降1.3%。受调查民众中

50.1%对总统施政举措表达了不满。据Realmeter称，这是文在寅自2017年5月就任以
来，反对率首次超越50%，且支持率已经连续三周呈跌落态势。文在寅竞选时年轻一
代对他的支持率高达81.9%，目前年轻人失业率高达7.9%，他们对文在寅的支持率也
已下降至51%左右16)。应该看到，尽管文在寅及其政府在推行“新北方政策”和“新南
方政策”时，同时高调宣称配合中国的“一带一路”建设，这从总体上来看当然是好
事，我们希望有更多的国家、政府和企业能参与到“一带一路”这个大业中来。薛力的

「韩国“新北方政策”“新南方政策”与“一带一路”对接分析」，主要谈“新北方政策”，
而对“新南方政策”如何与“一带一路”对接，文中几乎没有谈到。我们所要看到的是，
在“新南方政策”与“一带一路”对接的问题上，中韩两国在东南亚将存在着不少竞争和
冲突，承认矛盾，面对竞争，是我们的应有态度。
首先，韩国新南方政策所提出的四大重点合作领域，可以说每一个领域都与中
国在东盟正在做的或准备做的举措相冲：基础建设和交通设施是我们的强项，高铁和
地铁是我们对外合作的金名片，能源领域也是如此，核能、风能和火力发电，水利资
源利用和水利枢纽工程建设，还有通讯领域，5G、网络和手机，华为、小米与韩国
三星，竞争几乎是全方位展开。
其次，在产业结构、技术合作和价值链占位方面，也形成了竞争。中国改革开
15) 연합뉴스：文대통령“한·아세안평화공동체제안…임기중 10國 모두방문” 2017年11月13日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3075800001?input=1195m
16) 2019年3月14日:「리얼미터 3월 2주차 주중동향」文 대통령 45% 최저치..民 하락 멈춰, 韓
4주째 상승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
8%ED%84%B0-3%EC%9B%94-2%EC%A3%BC%EC%B0%A8-%EC%A3%BC%EC%
A4%91%EB%8F%99%ED%96%A5-%E6%96%87-%EB%8C%80%ED%86%B5%EB%
A0%B9-45-%EC%B5%9C%EC%A0%80%EC%B9%98-%E6%B0%91-%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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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四十年以来，在各个领域和行业对韩国的追赶，差距已经不是很大，有些领域已经
超前，但还得承认在一些高科技领域我们还落后的现实。从中国的产业层面来看，改
革开放以来产业竞争力虽不断加强，但是产业结构不尽合理的问题也非常突出。尽管
在高铁、人工智能、电子商务、桥梁建筑等行业，我国近几年有了长足的发展，但必
须看到，目前我国仍以劳动密集型和资源密集型的低附加值产业为主，特别是中小企
业和民企，高新技术产业的发展与欧美、包括韩国等发达国家相比仍存在较大差距。
再次，在中国与东盟货物贸易的主要品种方面，同韩国也形成竞争。在中国对
东盟出口的大类产品中，按出口额计算，排名前三位的产品类别分别是：第一类机
电，第二类音响设备及其零件附件，第三类贱金属及其制品和纺织原料及纺织制品。
其中大型设备是中国对东盟出口的核心产品。韩国对东盟的出口,也主要集中在这三
大类。在东盟对中国出口的大类产品中，按出口额计算，排名前三位的产品类别分别
是：第一类机电，第二类音响设备及其零件附件，第三类活动物及动物产品和矿产
品。可以认为，前两类尽管类别相同，但东盟以材料和零部件加工为主，第三类，这
主要是自然资源和种植养殖产品为主。
中国与东盟和中国与韩国，前者是中国对外建立的第一个自贸区，也是目前贸
易额最大的自贸区，后者是中国对外自贸区中单国别贸易额最大的，也是目前已建自
贸区中科技程度和管理水平最高的自贸区。加之东盟十国一直就在“一带一路”建设的
蓝图之内，而韩国是最近被国务院公布纳入“一带一路”建设的合作国家，中韩两国在
东盟存在着多领域竞争，这是客观现实，但可以通过人力调节和计划掌控，避免出现
恶性竞争，这就需要了解对方，也要了解自己，开拓空间，扬长避短，应成为我们的
经营策略.

3. 东盟的“一带一路”合作空间
东盟是一个拥有超过6亿人口的区域组织，市场潜力巨大。中国连续9年成为东
盟第一大贸易伙伴，东盟连续7年作为中国的第三大贸易伙伴。中国是东盟第五大投
资来源地，东盟是中国第二大直接投资目的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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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2013-2017年东盟宏观经济数据17)

“一带一路”是世界上跨度最长的经济走廊和最具发展潜力的经济合作带，作为
一种全新的国际关系模式，旨在积极主动地联通沿线国家的经贸合作伙伴关系，在互
利合作的国际大环境中共谋发展和繁荣。2017年“一带一路”国家扩展为71个，GDP总
量为14.5万亿美元，占全球GDP的18.4%；人口总数大约为34.4亿，占全球总人口的

47.6%；对外贸易总额为9.3万亿美元，占全球贸易总额的27.8%18)。2017年，我国与
“一带一路”国家的进出口总额达14403.2亿美元，占全国进出口总额的36.2%；其中出
口额7742.6亿美元，进口额6660.5亿美元，贸易顺差为1082.1亿美元19)。2018年，我
国企业在“一带一路”沿线对56个国家非金融类直接投资156.4亿美元，占同期总额的

13%，主要投向新加坡、老挝、越南、印度尼西亚、巴基斯坦、马来西亚、俄罗斯、
柬埔寨、泰国和阿联酋等国家。对外承包工程方面，我国企业在“一带一路”沿线国家
新签对外承包工程项目合同7721份，新签合同额1257.8亿美元，占同期我国对外承包
工程新签合同额的52%；完成营业额893.3亿美元，占同期总额的52.8%。20)
从以上内容可以看到三个基本点:
其一，“一带一路”国家人口占全球人口的47.6%，而GDP之和仅占全球GDP的

17) 以上数据来自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等联合发布的『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
南·东盟』(2018年版), p.25. http://fec.mofcom. gov.cn/article/gbdqzn/#

18) 『一带一路贸易合作大数据报告(2018)』, 国家信息中心“一带一路”大数据中心、大连：大连
瀚闻资讯有限公司, 2018年, p1.
19) 위의 책, p.9.
20) 数据来源：商务部对外投资和经济合作司 http://hzs.mofcom.gov.cn/article/date/201901
/2019010282908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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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但贸易额占全球贸易总额的27.8%，潜在发展空间大，消费市场也大。
其二，我国与“一带一路”国家贸易往来数额巨大，占比高达36%以上，而且顺
差多达千亿美元以上，获益良多。
其三，我国对“ 一带一路” 沿线国家直接投资近几年保持在对外总投资额的

10-13%之间，而承包的“一带一路”沿线国家工程量却能占到中国对外总工程量的
52%之多，完成营业额占全国完成总量的52.8%。由此可见，“一带一路”建设中，中
国与沿线国家的合作空间很大，事实上做到了互利双赢。
产业结构方面，中国正在全面赶超韩国，但在品牌优势方面，韩国的许多产品
更具公信度。 在国际自由贸易方面，韩国是目前世界上与其它国家建立自贸关系最
多的国家之一，许多经验值得学习。 韩国的文化输出非常成功，带动商品输出，接
受国没有被威胁感。 而且，韩国与东南亚国家没有领土或领海争端，中韩合资企业
更具融入性。当然，中国的“一带一路”是以国家之力经营多年，韩国有“搭便车”之
利，当然对中国来讲，也可形成合力。
利用中韩良好合作基础，寻找新的生长点，这是中韩在东盟取得合作共赢的前
提条件。中韩之间自1992年建交以来，除了萨德危机一段时间外，均保持非常良好的
全面关系。即使在萨德危机期间，两国的经贸合作也没出现大幅滑坡，就拿处于谷底
的2016年来说，对华贸易顺差最大国家排行榜上第一名的仍然还是韩国，顺差额高达

722亿美元。萨德危机所带来的只不过是发展停滞，使得原先众所期盼的突破3000亿
美元大关未能如期实现而已。2017年韩国进出口排行榜上第一名的当然还是中国，说
明中韩之间的经济互补关系根深蒂固。而到2018年,双方贸易总额终于突破三千亿美
元大关，达到了历史性的3134亿美元。当然，在社会危机管控处理方面，萨德事件给
中韩两国都留下了有待完成的作业。该事件所带给两国间的政治互信和经济合作方面
的损害，值得深入研究和认真总结。尽管两国现在已恢复了正常关系，但前几年所暴
露的民族主义情绪的破坏力，不能说已经完全平息。我们祈望随着朝鲜的弃核进程和
半岛局势的日趋平和，爆发危机的几率将越来越小，但成熟而完善的危机管控机制还
是非常重要。相信在中韩FTA日益深化的关系中，和平和稳定的力量会越来越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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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韩在东盟的合作前景
中韩两国在东盟存在着多领域竞争，这是客观现实，但可以通过人为调节和计
划掌控，避免出现恶性竞争。这就需要了解对方，也要了解自己，开拓空间，扬长避
短，应成为我们的经营策略。
张键和张颖根据《ASEAN Investment Report 2018》和《2018中国-东盟统计
年鉴》整理计算，将中国与韩国近年来对东盟的投资情况列表如下：
<表2>中韩对东盟投资情况（2013-2018）21)

再请看下表所列领域和行业,韩国都拥有雄厚实力。
<表3>韩国2017-2018年行业世界排名表22)
所在领域或行业
全球竞争力
营商环境和便利度
2017年韩国GDP(13751亿美元)
2017年韩国人均GDP(29730美
元)
2017年韩国通用制造业
2017年机器人市场规模
2017年乙烯生产能力(900.5万
吨)

世界排名
第26位
第4位
第11位

统计机构
世界经济论坛
世界银行
韩国银行

第27位

韩国银行

第8位
第2位

韩国统计厅
韩国统计厅

第4位

韩国统计厅

21)张键·张颖,「中韩两国对东盟商品出口相似性研究」,『顺德职业技术学院学报』第2期, 2020
年，p26
22) 根据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等联合发布的『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韩
国』(2018年版), pp.18-20整理 http://fec.mofcom.gov.cn/article/gbdq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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纺织品和时装产业生产规模
纺织品和时装产业技术水平
2017年汽车产量
2017年造船完工量(1052万吨)

第9位
第4位
第6位
第2位

韩国统计厅
韩国统计厅
韩国统计厅
韩国统计厅

就韩国的能源产业来说，电站建设和施工方面技术都很先进，尤其是核
电、火电领域，在海外承揽了大量电站建设工程。2009年底，韩国力压美国、
法国等世界老牌核电出口国，成功赢得阿联酋价值200亿美元的四座轻水核反
应堆核电站建设合同，成为世界上第六个核电站出口国。在东盟国家的项目
就有：2010年韩国斗山重工承揽了越南AES-VCM公司的价值13亿美元的火力
发电厂项目；2015年11月，现代建设获得了印尼7.27亿美元的火力发电项目；

2017年7月，韩国泰光集团在越南的1200MW火电站投资项目获得越南政府的
批准。韩国的电子通信产业举世瞩目，半导体、平板显示器等居世界领先地
位 。2017年 ，韩国电子产业生产规模为1217亿美元 ，全球排名第 3。三星电
子 、SK海力士是韩半导体行业代表性企业，在储存半导体市场保持领先地
位，两家企业在全球DRAM市场的份额合计达75%以上，在NAND闪存市场份
额合计达54%以上。显示器方面，2016年产值600多亿美元，全球市场占有率
达43.1%，2017年出口额303亿美元。另外，韩国在高铁方面也有不俗的表现。

2004年韩国首条高铁线路京釜高速线正式通车，使韩国成为继日本、法国、德
国、瑞典和西班牙之后世界上第6个拥有高速铁路的国家。目前，韩国已经研
制出设计时速为430公里的新一代高铁“海雾(HEMU-430X)”，高铁自主研发跨
进世界第四的行列。2016年底 ，开通了首尔水西至釜山 、水西至木浦高铁
线。23)
当然，中国也有自己的优势。上世纪60年代起，东亚形成了日本为雁首

(生产技术密集型产品)，亚洲“四小龙”为雁身(生产资本密集及低端技术密集
型产品)，以及东盟和中国大陆为雁尾(生产劳动密集型产品)的“雁行模式”。90
年代后期，“雁行模式”逐步走向解体。在解体后的近20年间，中国大陆产业迅
23)

根据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等联合发布的『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韩国』
(2018年版), pp.21-22整理 http://fec.mofcom.gov.cn/article/gbdq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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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发展，趋势强劲，产业发展水平逐步向更高层次迈进，在高复杂度产品的生
产能力有了跨越式的发展。韩国高复杂度产品生产能力的积累明显增强，并
带动其积累的生产能力转化为产品的竞争优势，促进竞争优势在高复杂度产
品上的积聚。中国虽已表现出生产能力不断向高复杂度产品聚集的趋势，但
这种趋势还不够，尚未达到日本、中国台湾和韩国的水平。而东盟则高复杂度
产品的密度整体上低于低复杂度产品，其高复杂度产品的生产能力也普遍低
于低复杂度产品，产业发展处于较低水平。24)
如以机电产品为例，中国作为货物贸易第一出口大国，机电产品连续十几年来一
直出口占比超过50%，2017年更是高达58.

4%。东盟从中国的进口量中，2001年仅占

总进口量的5.9%，2010年为13.4%，2016年增加到

21.4%，尽管东盟对中国的出口占

比也在增加，但迅速扩大的包括机电产品在内的进口，使得东盟对中国的贸易收支逆差

2018年一年达到了780亿美元。于此可见东盟在制造业方面与中国所拉开的距离之大。
东盟的人口足够多，市场足够大，具有广阔的的合作空间。互联互通是
中国与东盟合作的优先领域，双方在该领域达成了一系列重大项目：2016年1
月，雅万高铁正式开工；2016年10月，中越、中老国际铁路共用线路——昆明
至玉溪段“试跑”成功；2016年10月，中资企业在马来西亚南部铁路项目成功签
约；2016年11月，中老铁路项目第二阶段招标合同签约仪式在老挝首都万象举
行 ；2018年 6月 ，中老铁路全线最长桥梁主体工程顺利完工。其中如雅万高
铁，就是连接印度尼西亚首都雅加达与西爪哇省省会万隆的高铁，全长142.3
公里，设计最高时速350公里，建成后将使雅加达和万隆间的行驶时间由目前
的3个多小时缩短至40分钟。2018年6月，雅万高铁22处控制性工程取得突破，
进入全面实施推进新阶段；2019年高铁项目唯一供高铁车辆停放维修的动车所

——德卡鲁尔动车所工区，由火山灰遇水形成的深达25至30米的淤泥层，最终
选择采用预应力管桩进行复合地基处理技术，解决了地基沉降问题，突破了
工程重大难点。现在进度已经完成了总量的21%，以“中国标准”打造了“中国
高铁的出海样本”。25)实施中的中越国际铁路、中越沿边公路，缅甸滇缅公路
24) 侯丹丹, 「后“雁行模式”时期东亚产品空间结构演化研究」, 『国际经济探索』第6期, 2018
年，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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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都进展良好。然而国际局势千变万化，成功签约的项目也会面临变化，如
马来西亚铁路项目就因新执政党和新总理马哈蒂尔的上台而被搁置。但中国
的基础建设实力和高铁工程技术在，不怕竞争。更何况东盟后续项目还有很
多，如新加坡昆明铁路(SKRL)项目。该项目有两条线，一条是东线，途径泰
国(153公里)、柬埔寨(254公里)和越南(119公里)，并规划有一条连接老挝(466
公里)和越南的支线；另一条是西线，途径泰国和缅甸(110公里)。同时，东盟
计划研究SKRL向印度尼西亚泗水(Surabaya)延伸的可能性。在该领域，中国
的竞争优势明显。而根据亚洲开发银行的估算，2010年至2020年，东盟地区基
础设施建设资金需求总额将达到8万亿美元。26)
农产品是东盟出口的主要品种,中国与东盟在敏感品方面提出的农产品数量很
少，由于幅员广阔，气候区域多样，劳动力资源充足，农产品非常丰富，且与东盟在
农产品方面有一定的互补关系，不像韩国处于高纬度地域，受气候影响，农产品竞争
力底下，加上农协的保护，对东盟提出了561个敏感农产品，且划分为A、B、C、

D、E五类，不像中国与东盟将敏感品简单分为一般敏感和高度敏感两类。还有，中
国—东盟早在2010年1月FTA正式生效的前6年，就创造性地实施了“早期收获计
划”，双方选择了一些共同感兴趣且贸易互补性较强的产品大幅度地进行降税。第一
年双方贸易总额达到了1058.8亿美元，同比增长35.3%，这大大增强了双方尽早推进

FTA实施的信心。27)2019年8月21日的广西日报社以「中国-东盟自贸区零关税已经
覆盖双方90%-95%税目产品」为题发表文章，说明中国与该区域的货物贸易自由化
水平已经达到很高程度。
中国还有一个让其他国家叹为观止的巨大优势就是出国旅游人群，而这
是东盟国家最为期盼的。中国旅游研究院和携程旅游集团联合发布的数据显
示 ，2017年中国出境旅游人次突破 1.3亿人次 ，而国际游客总数为 13.23亿人

25) 倪 浩，「雅万高铁描画中国高铁出海样本」, 『环球时报』, 2019年7月26日.
26)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等联合发布的『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东盟』
（2018年版, p.33整理 http://fec.mofcom.gov.cn/article/gbdqzn/#
27) 王厚双·黄金宇, 「中日韩与东盟农产品贸易降税模式比较研究—兼论RCEP谈判的推
进」, 『国际经济合作』第5期., 2018年,p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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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占比10%；旅游总支出为1.3万亿美元，中国游客花费了2580亿美元，几乎
占2017年全球旅游总支出的五分之一。在最受中国游客欢迎的前10大旅游目的
地国家中，东盟国家占了6个。2018年中国与东盟双向人员往来突破5700万人
次，每周有3800多个航班往返于中国和东盟国家之间。28)

5. 多领域的竞争与冲突
新冠疫情作为一个世界性大事件，改变着人类的生存状态。中美对抗作
为另一个大事件，正在重组世界政治经济的新格局。而贸易和产业链发展，则
必然在这些地域条件和社会情势的时空动因影响下动态前行。
受贸易摩擦影响 ，中国与东盟制造业PMI 从2018年下半年开始震荡下
行，2019年以来均在荣枯线附近波动。2019年12月，根据Markit公布数据，中
国与东盟经季节调整后的制造业PMI分别为51.5和49.8。2020年中国与东盟制
造业总体仍面临一定的下行压力（见下图）。
<图1>中国与东盟制造业PMI(季调）

28) 中国-东盟博览会官方微信, 2019年9月27日 http://www.caexpo.org/index.php?m=cont
ent&c=index&a=show&catid=119&id=23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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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12月，中国经季节调整后的Markit制造业PMI较上一季度有所下
降，达51.5。从数据上看，中国沿海地区制造业企业的生产经营情况较上季度
有所下降。
当前疫情对中国供应链存在一定冲击，因此部分海外订单转向东盟国
家，但是受制于中国大陆零部件生产商产能尚未恢复，东盟地区制造业中的
组装类工厂仍然也会受到一定限制。

2019年三季度相较于2季度，东盟各国中 ，中国对越南、马来西亚 、泰
国、缅甸及柬埔寨出口占中国对东盟整体出口比重较上季度略有下降，其余
各国均有所上升 。其中 ，越南占比最大 ，为 27.6%；其次为马来西亚和新加
坡，分别为14.5%和14.4%；文莱占比最小，仅为0.2%。近期来看，中国对印
尼及菲律宾等劳动成本相对较低的国家出口占比逐渐上升。主要源于这些国
家的廉价劳动力吸引中国前来投资。
从移动平均走势来看，中国出口东盟整体同比增速较上季度有所上涨，
为 12.2%。2019年三季度，中国出口东盟各国季度同比增速均有所上涨 。其
中，对缅甸、柬埔寨、老挝、马来西亚、菲律宾、越南的出口季度同比增速高
于东盟整体，分别为23.6%、34.3%、61.4%、13.3%、14.9%及17.0%；对印
尼、新加坡、泰国的出口季度同比增速略低于整体增速，分别为5.9%，9.7%
及4.9%；对文莱的出口季度同比萎缩有所减缓，为62.0%（见下图）。
<图2>中国出口东盟各国最新季度同比增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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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2018年3月中美经贸摩擦升级以来，从实际数据来看，2019年上半年，
美国实际从中国进口额约为2190亿美元，较去年同期下降约12%，与此形成鲜
明对比的是，美国整体进口额同比基本零增长，但美国从东盟国家进口额累
计同比增长9%。中美贸易摩擦直接导致美国从中国进口减少，从东盟国家进
口增加，这加速了部分中国出口产业链向东盟转移。随着中国制造业不断转
型升级及产业结构调整，中美产业分工逐步从互补为主转向互补竞争共存，
中美贸易战越打越烈，势必会对全球产业链分工产生持续影响。而新冠疫情
与中美贸易战的双重叠加，更破坏了世界经济和国际贸易秩序,将引发世界范
围内更大的产业链调整。

2019年的国别GDP总量，美国21.34万亿美元，中国14.22万亿，日本5.18
万亿，韩国1.66万亿，也就是说中日韩三国之和，基本与美国相当，都占世界
总量的24%。就贸易总额来说，日本1.4万亿美元，韩国1万亿，中国4.5万亿，
如果加上东盟的2.8万亿，就达9.7万亿，而美国的贸易总额还比不上中国，只
有 4.1万亿 。也就是说 ，（10+3）区域的贸易总额相当于美国的2.4倍 。2017
年，韩国与东盟的贸易额占到了韩国与中国的贸易额的62%。而且,韩国与中
国的贸易顺差为442.6亿美元，韩国与东盟的贸易顺差为414.1亿美元，相当于
与中国贸易顺差的94%。到2018年，韩国与中国贸易总额为2686.1亿美元，顺
差556.4亿美元；韩国与东盟贸易总额为1597.4亿美元，顺差404.8亿美元。这也
是非常可观的效益，韩国与东盟的贸易额相当于韩国与中国的贸易额的60%；
贸易顺差相当于与中国贸易顺差的73%。虽然在比例上不如上年度那么显眼，
但在绝对数值上，还是有了很大的增长，这当然会更加坚定文在寅继续推进

“新南方政策”的决心。
山东、湖北的汽车产业和机械制造，江苏 、广东的电子企业、家电生
产，浙江、广东的纺织服装、智能产品等等，都与韩国具有很强的互补关系。
中国疫情发生后，韩国多处待料停产。韩国疫情严重后，中国对韩高度依赖的
电子、机械设备等产业领域复工复产也受到严重影响。仅就中国的韩资企业
来说，多达2万多家。其中山东青岛，就有数千家，常住韩国人近20万。江苏
仅盐城一地，就有韩企1千多家。广东是我国与韩国贸易额最大的省份，惠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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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258家韩企，4万员工中韩国人3500多人。浙江的韩企也有1千多家，特别是
义乌小商品市场和绍兴轻纺城，韩国商人也有数千人。更何况还有大量的中
资涉韩涉日企业，这些都存在着巨大的互补需求。
如果说韩国推进“新南方政策”主要出于经济上的考量，那么，日本提出

“印度太平洋”战略，则主要并非经济目的，而是政治和海权的考虑。不少人以
为“印度太平洋”战略是美国率先提出的，其实不然，这是日本最先提出的，目
的是为了抗衡中国的“一带一路”倡议。以前特朗普访日时，多次讲话把该战略
与经济利益相提并论，惹来不少日本人的不满和批评。现在美国公开了与中
国对抗的国策，“印度太平洋”战略，已经改由美国主导。美国的意图是，除
美、日、印、澳四国外，正在极力将东盟各国卷入其中。所以，在这样的外部
形势下，中国与韩国之间的合作就显得更为重要。
优势互补 ，合作共赢 ，应成为中韩的共同努力目标。韩国作为发达国
家，其创新能力和技术水平确有多方面领先中国，在世界价值链中，居于上游
地位，可以多环节与中国形成互补。韩国的技术密集型产业和ＩＴ产业发达，
无论在资本还是产业技术方面都存在很大的比较优势，更何况在资金和人力
资源方面，韩国都是具有较强能力的合作者。中国的民营企业大都是中小企
业，它们没有品牌，技术条件落后，或许可能借助韩国的品牌和技术走向世
界，中韩两国应该有着很大的合作发展空间。这从两国的进出口贸易也可看
出，韩国的高技术含量的核心部件或半成品出口到中国，通过中国的加工完
成再出口到国际市场。两国建立FTA关系后，这种互补变得更具合作前景。
东盟虽然制定了『东盟宪章』，建立了经济共同体，但还是停留在自由
贸易区阶段，并没有像欧盟一样能够采取共同经济政策实现经济一体化的程
度。由于东盟十国发展很不均衡，贸易额和货物品种也很不一样，如中国出口
到东盟的多为高附加值产品，东盟出口到中国的多为自然矿产、农产品和劳
动密集型产品。所以东盟有人认为建立自贸区以来，东盟方面吃亏了。为了提
高竞争力，东盟制定AEC2025 蓝图对现有的 2015 年蓝图中不完善的领域进行
补充；建立单一市场及生产基础，形成高度融合发展的经济模式；参与国际价
值链 ，创建有竞争力的经济区；与世界经济接轨 ，强化东盟国家之间的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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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继续融入全球化、自由贸易和开放性区域主义的意愿不改。这对中韩两
国，都既是机会，又是挑战。
特别目前世界正处于单边主义与多边主义、贸易保护与贸易开放的激烈
争斗之中，中韩之间如何由竞争走向合作，在多个领域实现合作共赢，这是打
破美国遏制的重要一环。在日益开放的国际市场，相互竞争也是正常现象，关
键在于如何应对。中韩自贸区与“一带一路”建设相辅相成，在东盟区域，如何
与“新南方政策”互利共赢，实现贸易自由化与经济区域一体化相得益彰，以中
韩FTA红利、区域合作和价值链互补优势来抵消行业竞争的负面影响，以借
道日渐成形的“硬联通”和“软联通”网络，拓展“一带一路”沿线创新经济生长
点，以中韩政府和企业的合作共赢来抵消某些局部的利益冲突，将是中韩携
手，促进“新南方政策”与“一带一路”建设接轨的可喜愿景。这是一个系统工
程，需要两国政府的政策配套，两国企业的共同努力，还有两国国民的积极响
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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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s ‘New South Policy’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EAN Cooperation
Jin，Jianren
The implementation of South Korea's “New South Policy” is forming new
relations with the 10 ASEAN countries, China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Existing facts have proved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South Korea
and the ten ASEAN countries has brought great benefits to each other,
especially in the curr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which
is irreplaceable. Under different statistical standards, the difference in
statistical data obtained by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is as high as tens
of billions of dollars, which is not conducive to scientific analysis. How to make
analysis and comparison based on unified data, change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in the objective competition in ASEAN, an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understand each other and oneself is its necessary prerequisite.
Admitting contradictions and facing competition are their proper attitudes.
Opening up space and fostering strengths and avoiding weaknesses are its
management strategies. Complementary advantages and win-win cooperation
are it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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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析臺灣和中國大陸語言政策的未來與展望

李 憶 琦 *․ 韓 容 洙 **

국문요약

국가 발전에서 언어와 문자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언어와 문자의 안정적인 사용으로
국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를 안정시키려면 언어 정책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2019년 1월 9일에 공식적으로 언어 관련 《國家語言發展法(국가언어발전법)》을
발표하였다. 비록 이전 《語言平等法草案(언어평등법초안)》과 《國家語言發展法草案(국가
언어발전법초안)》은 과거에 작성되었지만, 공식적인 《國家語言發展法(국가언어발전법)》
은 오랫동안 발표되지 않아 대만의 언어 정책은 아직 
조정, 홍보 및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본토의 《國家通用語言文字法(국가통용언어문자법)》정책은 2001년 1월 1일
에 시행된 뒤 10 여 년을 걸쳐 대중화가 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금
은 안정적인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언어정책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방식은 매년 각 지방과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대만에서 아직 발전단계인 언어 정책 및 중국의 안정적인 언어 정
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대만의 언어 정책이 중국의 언어 정책과 대중화되어 안정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중국의 언어 정책이 안정화되었을 때 어떻게 유지되고 또 다른 변
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선행연구 외에, 대만 행정원의 2020년 5월 28일 언어 정책과 관련된 최신 회의의
의논 내용과 2020년 및 2021년 시정방침, 중국 교육부와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가 2020년
6월 2일 북경에서 발표한 2019년 중국언어문자사업과 언어생활 상황 등의 자료를 통해 대만

과 중국대륙 언어정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제시할 것이며, 양자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전망을
예측하고 분석하며 연구해보고자 한다.

* 第1作者：東國大學校-首爾, 中語中文學科 博士修了.
** 通訊作者：東國大學校-首爾, 中語中文學科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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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論

1. 緒論
臺灣2019年年度代表字為'亂'；中國大陸2019年年度國內字為'穩'，國際
字為'難'，能以語言文字代表一個國家現況，可見語言文字之重要性，在國家
發展中，語言文字也是不可缺少的一部分，有了穩定的語言文字，國家才得以
順利運作，要使語言文字穩定，即需制定語言政策。臺灣在2019年1月9日才正
式發布與語言有關的《國家語言發展法政策》，雖然其前身《語言平等法草
案》及《國家語言發展法草案》已於十幾年前就擬定，但正式的《國家語言發
展法政策》出台時間不長，可視臺灣的語言政策尚處於調整、推廣及發展階
段；而中國大陸的《國家通用語言文字法》政策於2001年1月1日起實施，歷經
十幾年普及，中國大陸政府推廣力度強，目前可認為是穩定階段。語言政策條
例雖固定，但實際執行方法每年需視各地方以及情況調整，因此本文將探討
並研究臺灣尚在發展階段及中國大陸已趨於穩定的語言政策往後將如何發
展，臺灣的語言政策是否能同中國大陸的語言政策一般普及化並穩定發展，
中國大陸的語言政策在穩定中將如何維持並是否有其他改變。
相關先行研究在臺灣方面有黃建銘(2011)「本土語言政策發展與復振的網
絡分析」，文中首先界定了母語與本土語言的定義及價值，回顧了推行「國
語」政策的影響，進而連結本土語言政策的發展脈絡，利用理論檢視現階段的
母語教育政策，釐清政策問題的本質以及政策規劃的方向，思考可能存在的

淺析臺灣和中國大陸語言政策的未來與展望 443

缺失。作者認為未來本土語言政策的推動，除強化教育領域的延續性與一貫
性之外，更應將其生活化，使學生對本土語言的印象不是一門課程，而是一種
溝通工具，應透過政策網絡的觀點，結合學校、家庭以及社區，共同推動本土
語言的使用，成為實用的生活溝通工具，亦即透過「語言的生活化」作為延續
語言的方法，方能實現臺灣作為一個多語社群、多元社會的祥和遠景。1)張學
謙 (2018)「聯合國追求語言多樣性與語言人權對臺灣國家語言發展法的啟
示」，此文首先從介紹國際母語日的緣由及目的，然後提及聯合國對語言多樣
性 、語言權利的相關主張 ，接著運用聯合國語言活力指標 ，評估臺語的活
力，然後參考聯合國等國際文獻的建議，討論政府推動《國家語言發展法》的
意義，特別是臺語電視台的重要性。2)王保鍵(2020)「 臺灣國家語言與地方通
行語法制基礎之探討 」 中先以文獻分析法，運用憲法學及行政法學理論，就
國家語言政策所涉及的「語言權利」、「語言法律」、「語言機關」三個概
念，以「語言地位」及「語言能見度」為主軸，探討臺灣族群語言之國家語言
地位及實施地方通行語之相關議題。研究發現(1)國家語言之法律地位，可促
進語言權利發展，並復振族群語言。(2)地方通行語公共標誌，能提升各族群
語言能見度，並提升族群自我認同。(3)客原複合行政區實施多種國家語言為
地方通行語，涉多部法律競合 ，須建構爭議解決機制 。3)另有鄭良偉 (2007)

「臺灣語言政策ê4)回顧與前瞻」、劉美慧(2011)「我國多元文化教育之發展與
困境」、周惠民∙施正鋒(2011)「我國原住民族教育之回顧與展望」、張學謙

(2020)「母語優先的臺灣本土語言復振教育規劃」、鍾鎮城(2020)「臺灣國民
教育場域裡的新住民語言教育政策」等相關論文。
中國大陸相關先行研究有周明朗(2018)「中國語言教育政策百年演變及思
1) 整理至黃建銘, 「本土語言政策發展與復振的網絡分析」, 『公共行政學報』第39期,
2011, pp.71-104.
2) 整理至張學謙, 「聯合國追求語言多樣性與語言人權對臺灣國家語言發展法的啟示」,
『新世紀智庫論壇』第84期, 2018, pp.53-61.
3) 整理至王保鍵, 「臺灣國家語言與地方通行語法制基礎之探討」, 『全球客家研究』第
14期, 2020, pp.37-68.
4) ê:臺語'的'的羅馬字拼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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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該文回顧、梳理了中國語言教育政策的演變過程，認為影響這個演變的
兩大主要因素是全球化和民族國家建设。每個民族國家建設模式都有自己的
語言意識形態，並以其意識形態為基礎形成語言立法，制定語言教育政策，以
建設有效的語言秩序。當代語言教育政策面臨多重挑戰：一要滿足民族國家
建設的需要；二要兼顧社區的語言多元現實；三要讓國民有愉悅的語言學習
過程；四要培養國民的全球競爭能力。5)文秋芳(2019)「國家語言治理能力建
設70年：回顧與展望」，該文聚焦國家語言治理能力，將新中國成立70年劃分
為3個階段：(1)建設期(1949～1976年)；(2)發展期(1977～1999年)；(3)繁榮期

(2000～至今)，從機構體系構建、規劃制定與實施、研究與交流3個方面，討
論各階段所取得的成就與面臨的挑戰，最後提出未來可從以下4個方面採取措
施，進一步提升治理能力：(一)徹底解决地縣兩級機構落實不力現象；(二)增
進國家語委和國家民委之間的協同；(三)加強國家對涉外語言事務的治理能
力；(四)積極組織對國家语言治理能力的研究。6)楊佳(2019)「我國國家通用
語普及能力建設70年：回顧與展望」一文以在國家語言能力新理論框架下，以
政策力、實踐力、績效力為評價指標，總結了70年來我國普通話推廣所取得的
顯著成就；結合其他相關國家通用語普及情况，指出普通話推廣長期性和複
雜性的特點以及面臨的挑戰。文章認為，未來的普通話推廣在落實國家制定
相關政策的同時，還應依據差異性、市場性和融合性的原則，採取措施實現普
通話的全面普及，為提升國家語言能力奠定更堅實的基礎。7)另有駱瑋(2015)

「從西方生態語言學看中國語言規劃與政策」、朱雄兵(2016)「語言政策與規
畫研究發展歷程與趨勢」、付美艷∙李迎迎(2018)「多民族國家的語言政策探
析」、馬永全(2019)「新中國70年來國家通用語言文字教育政策變遷」等相關
論文。

5) 整理至周明朗, 「中國語言教育政策百年演變及思考」, 『語言戰略硏究』, 2018, pp.11-20.
6) 整理至文秋芳, 「國家語言治理能力建設70年:回顧與展望」,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
社會科學版)』第51卷第5期, 2019, pp.30-40.
7) 整理至楊 佳, 「我國國家通用語普及能力建設70年：回顧與展望」, 『雲南師範大學學
報(哲學社會科學版)』第51卷第5期, 2019,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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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除了參考先行研究外，將以臺灣行政院2020年5月28日有關語言政策
之最新會議討論內容和2020年與2021年施政方針、中國大陸教育部和國家語委
於2020年6月2日在北京發布的'2019年中國語言文字事業和語言生活狀況'來互
相參考，試著提出兩者之異同，試論並淺析臺灣與中國大陸的語言政策未來
發展方向及展望。

2. 臺灣的語言政策未來方向
臺灣屬於多元文化社會，現今臺灣內通行語種豐富，政府為保障各民族
的語言使用權利，將臺灣內各固有族群使用之自然語言及臺灣手語皆列為國
家語言，制定了《國家語言發展法》。《國家語言發展法》正式發布至今一年
半，正為發展、推廣階段，欲普及國家語言之觀念、保存並傳承國家語言、活
用國家語言，上至國家機關、學校等，下至家庭、人民等皆是關鍵。
由於《國家語言發展法》處發展調整期，法案尚在慢慢實踐當中，此時
期最重要的是有政府的推動、人民的輔助，筆者認為首當其衝的其中一部分
即為設置專門負責國家語言政策之機關單位，由專職單位深入民間，以利人
民了解自身語言。《國家語言發展法》於2019年1月公布施行後，各國家語言
的復振受到各界廣泛重視，然許多本土語言面臨傳承危機，語言史料及語料
保存皆迫在眉睫。依據《國家語言發展法》第六條規定，政府得指定專責單
位，推動國家語言相關事務。因此，文化部自2018年起即推動設立專業組織，
以強化國家語言研究與資源整合能量，落實各國家語言的保存與發展。8)臺灣
行政院於2020年5月28日第3704院會決議中，擬設置國家語言發展中心，能務
實國家語言相關工作，使國家語言融入人民日常生活中並實際應用。
本院人事行政總處簽陳文化部所擬「國家語言研究發展中心設置條例」草案，
請核轉立法院審議案。決議：

（一）本案請文化部會同教育部、客委會及原民會等相關部會重新研議。
8) 臺灣文化部 https://www.moc.gov.tw/information_250_1107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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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母語斷，文化滅」，任何一種語言都是最美的，也都是人類資產，應該
保存。「國家語言發展法」之制定，即為保障各語言之傳承、振興與發展。但國內
已有若干族群語言流失，有些亦岌岌可危，與其立法設立專責語言調查研究之行政
單位，不如依「國家語言發展法」立法意旨及母語保存目標與實際需要，務實訂定
相關作業，例如聘用熟稔該等語言人士提供相關協助，從日常生活中維持語言之使
用率，以及母語競賽評比重點及目的應為日常生活之應用等，並據以規劃設計本案
語言中心。至於語言及文字的研究，則由語言研究學術單位再做深入探討，兩者並
行不悖。本案也請林萬億政委協調相關部會後，本人再聽取有關的報告。

（三）在此也請各位政委在協助審查法案或研議政策時，都能從務實角度，提
出達到目標的具體作法，這才是真正的接地氣、做實事精神，與大家共勉。9)

中國大陸由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負責國家語言及文字之業務，臺灣
國家語言相關事項原由行政院文化部、地方政府、原住民族委員會(原民會)、
客家委員會(客委會)等單位共同商討決議。
文化部在擬具 「國家語言研究發展中心設置條例 」草案中已與原民會取得共
識，原民會目前已依據《原住民族語言發展法》第27條之規定設立「財團法人原住
民族語言研究發展基金會」，本部尊重該基金會獨立運作，語言中心內部將設置負
責原住民族語業務之專責部門，與基金會共同協力。客語部分，本部也已與客委會
取得共識，依據《客家基本法》規定需推動之客語研究發展、認證及推廣等相關工
作亦將納入語言中心業務。國家語言研究發展中心將整合推動各固有族群使用的自
然語言及臺灣手語，亦將加強跨部會資源整合，以該中心之專業人力進行長期性、
基礎性的工作，支援及協助各級政府機關及民間單位，共同推動國家語言的研究、
調查、保存、推廣、復振等工作。10)

如臺灣能落實設置國家語言研究發展中心專職機構，將能更好地統整、
管理國家語言，對往後推廣國家語言將更有幫助。設置專職機構統合語言相
關工作後 ，再由專職機構規劃 ，政府携人民 ，舉辦多種活動使人民有參與
感、建立或修繕建設讓人民了解歷史由來，現代人喜愛文藝創作小物，因此也
9) 臺灣行政院 https://www.ey.gov.tw/Page/4EC2394BE4EE9DD0/935a9896-0263-41fd-8e
e8-c1dd8a4c687c
10) 臺灣文化部 https://www.moc.gov.tw/information_250_1107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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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以開設創意產業使人民喜愛等。
在臺灣行政院2021年度施政方針與立法院第10屆第1會期行政院院長施政
方針報告中，第一部分內政、族群及轉型正義方面第八點'保障原住民族基本
權利，踐行原住民族歷史正義與轉型正義，推動原住民族自治；保障原住民族
居住權益；推動原住民族產業創新；加強原住民族居住地區基礎建設；營造原
住民族文化及語言友善環境。'第九點'結合地方政府推動國家客家發展計畫；
營造友善客語使用環境，打造客語生活圈；精緻客家藝文展演，強化客家傳播
能量；運用浪漫臺三線推動經驗，帶動六堆及臺九線客庄永續發展。'第五部
分教育、文化及科技方面第三點'精進數位學習環境，推動雙語國家政策，深
化新南向人才培育，擴大青年公共參與。'第十點'推動國家語言發展政策，營
造多元語言友善環境 ，保障國民平等使用母語權利 。'11)除了自身的國家語
言，學習外語已成為現代人必要條件之一，因應全球化時代，臺灣要與國際接
軌，勢必也要重視外語，在第五部分教育、文化及科技方面第三點提到了推動
雙語國家政策，如能讓外語加入語言政策中，對國家或人民皆有益。
從以上政府未來將預計實施之計畫可知，興辦國家語言發展中心及施政
報告中，主要以原住民語及客語為主，但臺灣的《國家語言發展法》明定國家
語言為各固有族群使用的自然語言及臺灣手語，而以上主要討論內容大部份
提到的是原住民語及客語，其他自然語言如能納入範圍，能讓更多人民對自
身語言有歸屬感的同時，更可增加國家認同感。臺灣的國語區別於其他中華
圈之中文，正體字及注音符號獨樹一幟，儘管蔣介石政府時期有獨尊國語運
動，以前人民或許有牴觸心理，但今非昔比，國語確實已成為臺灣最大通用語
之一，而臺灣內使用臺語人數更是繼國語後的大宗，但國語及臺語目前皆無
相關委員會，國語相關委員會'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已於2013年1月1日解
散。近幾年來，臺灣政府重視因結婚、工作等原因移民至臺灣的新住民，新住
民語言也得到關注，筆者就讀小學一年級之外甥的其中一項課程中，就有本
土語言/新住民語文的課程選擇，本土之子可選擇本土語言，新住民之子可選

11) 臺灣行政院110年度施政方針、臺灣行政院院長施政方針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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擇自己父/母親之母語的新住民語言。
〈圖一〉小學成績單

以韓國為參考對象，韓國雖與臺灣不同，為單一民族，但人民團結，對
自己的韓字自豪，更有韓字博物館及韓字節等，確實深入民間。為紀念韓文的
創制並重新重視其價值，文化體育觀光部自2008年起特別指定10月9日韓文節
前後的1週期間為韓文週，每年舉行不同主題的展覽、表演、學術大會等豐富
的活動。12)人民對自身語言瞭解，外國人對此也相當感興趣，對內對外都推
廣成功。臺灣沒有單獨興建語言博物館，更沒有相關語言節日，人民對國家語
言之概念也相較模糊。《國家語言發展法》正式發布時間尚短，臺灣內族群及
語言複雜，政府為迎合所有族群，似乎有點急功近利之傾向，使得目前臺灣的
語言情況也趨於複雜化，要讓所有族群對臺灣這個國家及對其他國家語言的
認同並統合，須由國家政府起到作用，但政府主导的单方面决策过程往往缺
乏與社会的互动，政策制定前期时常缺乏必要的实證调查研究，政策制定之
後以及政策实施阶段往往缺乏相关機構的监督，这必然会导致政策制定是政
策主體单方面的行为，政策难免出现偏颇。13)在國家政府帶動的同時，與族
12) 韓國觀光公社 https://big5chinese.visitkorea.or.kr/cht/ATT/3_4_view.jsp?cid=2433573
13) 曹 迪, 「國家文化利益視角下的中國語言敎育政策硏究」, 首都師範大學博士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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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 、人民深入互動 ，讓人民參與，實際制定保護政策並尊重所有族群的人
民、文化、語言文字等等進而對內對外推廣。未來建議可參考各方意見，進行
更詳細之規畫及妥善的統合，例如先通過國家語言發展中心之創建，整合所
有族群之語言，再來一一進行傳承、保存、教育、文化、研究等其他事業。

3. 中國大陸的語言政策未來方向
中國大陸為多民族國家 ，自古以來各民族間的溝通就是極為重要的問
題，中國大陸的國家語言政策《國家通用語言文字法》制定近20年，與臺灣不
同，明定普通話為國家語言。儘管不是人人的普通話都標準，但普通話及漢語
拼音普及在大部分地區效果良好。而目前雖是穩定發展，不過由於時代和需
求在變，對一些經濟區域，語言政策在實際執行當中反而變得更加開放，因此
中國大陸政府在面對經濟發展地區和面對西藏、新疆、內蒙古等等需要強調
普通話之地區，語言政策該如何妥善調整，將是中國大陸政府現階段與未來
皆要處理的問題之一。在實行20年的《國家通用語言文字法》，為因應時代及
社會發展，也可從穩定階段進階為調整、轉變階段。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2018年，教育部、国家语委探讨推进《国家通用语言文字法》的修订，这项工
作也得到我们部内政法司和其他相关司局的大力支持。我们还开展了《国家通用语
言文字法实施办法》的立法调研，並就相关草案书面徵求各界意见。14)

中國大陸政府預計修訂《國家通用語言文字法》，並新訂實施辦法，對
在政策下達與實際執行時不一致處應有所幫助。在政策修訂前，應先加強原
政策的實施力度，中國大陸政府從2018年起首要強調脫貧攻堅，中國大陸地廣
人多，許多偏遠地區尚無法接受良好教育，從而較難提振經濟，會拉大與其他
地區差異，為讓地區發展平衡，政府致力於對地方的普通話推廣。
2011, p.107.
14)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http://www.moe.gov.cn/fbh/live/2019/5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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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2018年，教育部、国家语委联合国务院扶贫办印发了《推普脱贫攻坚行动计劃
（2018-2020年）》，主要聚焦'三区三州'，採取更大规模、更大力度推廣和普及
国家通用语言文字，主要聚焦的人群是3-6岁学前兒童、18岁到45岁青壮年农牧
民，同时也加大对幼兒和中小学教师的培训力度。……(略)我们加大推动东西联
动，落实东西对口支援。
国家通用语言文字普及攻坚工程进展顺利。这也是我们国家语言文字事业'十三
五'规劃當中提出的首要的工程任务。我们以边远贫困地区为宣传重點，以'说好普
通话、走进新时代 ' 作为主题 ，组织开展了第 21 届推普周活动 ，参與人数超过了

4000萬。15)
教育部、国家语委发布2019年中国语言文字事业和语言生活状况:
在这個《推普脱贫攻坚行动计劃》當中，我们明確提出了扶贫先扶智、扶智先
通语。部际协调、省部合作、督导调研、东西部对口支援等工作機制进一步完善形
成推普合力，重點人群普通话培训进一步加强。16)

2020年全国语言文字工作会议:
语言文字工作坚持稳中求进总基调，推普助力脱贫攻坚扎实推进、推普助力脱
贫攻坚行动深入推进。

2020年是'两個一百年'历史交汇的关键之年，是决战决勝脱贫攻坚和全面建成小
康社会之年，也是'十三五'规劃收官和'十四五'规劃谋劃之年。面对新形势、新任
务，语言文字战线要加强战略思维和系统谋劃，更高站位谋劃语言文字事业发展，
更大力度实施推普助力脱贫攻坚……(略)。

2020 年语言文字工作要进一步聚焦国家发展大局 ，筹备召开全国语言文字会
议，提出今後一個时期语言文字事业改革发展的目标任务，做好'十三五'收官和'
十四五'谋劃；坚定不移推廣普及国家通用语言文字，助力决战决勝脱贫攻坚；大
力传承弘扬中华優秀传统文化，助力提升国家文化软实力；强化基礎建设，提升语
言服务能力；深化语言文字交流合作，服务人类命运共同體構建；强化人才队伍建
设，推动语言文字工作治理體系和治理能力现代化，……(略)。17)

15)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http://www.moe.gov.cn/fbh/live/2019/50690/
16)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国家语委发布 2019 年中国语言文字事业和语言生活状况
http://www.moe.gov.cn/s78/A19/moe_814/202006/t20200603_462188.html
17) 2020年中华人民共和国全国语言文字工作会议
http://www.moe.gov.cn/s78/A18/moe_807/202003/t20200320_433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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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上述可知，2020年的目標也是計畫讓全國人民通曉普通話，對中國大
陸政府來說，普及普通話是未來需要持續不斷推行之首要工作。推行普通話
的同時也要對方言進行保護，與臺灣不同，臺灣致力於推行所有自然語言，而
中國大陸是在推行普通話的基礎下，進而保護方言。但為求政治正確，一些方
言地區是方言與普通話並存的，像是內蒙、新疆等地，蒙語、新疆語和普通話
課程都有，與以前不准說方言情況已有所不同，保護方言也穩定民心。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在语言资源保护方面，我们也加强少数民族语言文字工作。国家民委进一步加
强民族语文专业队伍建设，牵头开展全国高校民族语言相关人才培养，举办全国民
族语言翻译工作业务骨干高级研修班。
截至2018年底，义务教育语文统编教材使用覆蓋到全国小学一二年级和初中一
二年级，高中语文统编教材的编写和中等职业教育语文课程标準的研製工作，也已
全面完成。截至目前，一共有1.2萬多所民族中小学实施国家通用语言文字和民族
语言雙语教育。
普通话推廣普及怎样和方言的传承能夠更好地结合的问题。我们按照国家语言
文字政策，既要大力推廣和规範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同时也要科学保护各民族
语言文字。五年下来实施的中国语言资源保护工程，就是體现中国政府在语言多样
性、带动世界文明之间的对话、構建人类命运共同體等方面的贡献，有这样一個推
进的具體举措。对方言的传承和传播，我们一方面通过《中国语言文化典藏》的建
设，把方言背後所承载的这样一些文化能夠更好地记錄和展现出来。……(略)所
以，在对学生的培养教育當中，我们还是提倡多言多语能力的把握。我们还会不断
努力，把语言文字的主體性，就是国家通用语言文字推廣普及和多样性能够更好地
辩證统一结合起来。18)

要如何良好的推廣普通話兼保存方言，在多民族和多語言的國家裡，不
論講某種語言的人的數量如何。對各個民族的語言加以保護，不僅具有文化
意義，而且具有社會意義。加強多民族國家少數民族語言文字方面的法制建
設。以强大的法律手段為武器，保障各民族語言平等的權利，促進各民族語言
320_433132.html
1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http://www.moe.gov.cn/fbh/live/2019/5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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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字的共同發展，有利於少數民族的智力開發和現代化建設，更有利於鞏固
和發展平等、團結、互助的穩定和諧的民族關係。19)语言具有文化传承和保
护的功能。民族文学或文艺作品以语言的形式记錄下来，一代代人通过阅读
这些文学作品，进一步加深对本民族文化的了解，以做到对民族文化的传承
和保护。20)立法是保護語言的先決條件，但要做到讓語言完全平等，政府對
該民族或語言的積極度，會影響到其地位，尤其同中國大陸這樣的單一政體
國家，對於推行規範化政策有助於國族認同，也因一體化，在普通話的推廣過
程中，也很少遇到族群認同危機，但一旦政策有失偏頗，互相無法認同時，就
會造成衝突，中國大陸政府要避免造成此種衝突，要注意族群間的融合。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语言认同是语言政策的重要驱动要素 。2018 年学界就此进行了深入的理论探
讨。此外，国家通用语言文字推廣、语言與国家安全、跨境语言等多個专题也都涉
及语言认同问题。相关研究指出，国家通用语言文字关乎国家认同、中华民族共同
體认同，是推动民族共同體聚合的重要力量。铸牢中华民族共同體意识、構築中华
民族共同文化基礎、实现中华民族共同富裕，必须推廣国家通用语言文字。同时，
应关注城市移民的语言认同问题，使他们更好融入城市生活；关注網络空间的语言
认同與身份建構问题，建设风清氣正的網络语言生活。
为残障人群语言服务得到有效落实 。教育部 、国家语委和中国残联联合印发
《国家通用手语推廣方案》和《国家通用盲文推廣方案》，还发布了《国歌》国家
通用手语版。
我们和中国残联共同发布了 《国家通用手语常用词表 》《国家通用盲文方
案》，服务3300多萬聽力视力残疾人的应用。21)
教育部、国家语委发布2019年中国语言文字事业和语言生活状况:
面向世界看语言，透过语言看世界。近年来世界语言生活图景纷繁複杂。全球
化带来的多语能力建设、语言服务等问题，引发多国关注。相关国家语言服务體系
19) 付美艷．李迎迎, 「多民族國家的語言政策探析」, 『渭南師範學院學報』第33卷第3期,
2018, p.45.
20) 曹 迪, 「國家文化利益視角下的中國語言敎育政策硏究」, 首都師範大學博士論文,
2011, p.41.
21)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http://www.moe.gov.cn/fbh/live/2019/5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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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構建、扶持语言弱势群體的政策擧措、语言传播機構的年度报告等，为我国加强
应急语言服务、制定手语盲文规劃、推动中文国际传播等提供借鉴。

2019年，语言文字服务国家发展战略取得突出成效，汉字传承構築文化自信，
语言资源保护理念付诸实践 、影响深远 ，国家语言能力理论建设與实践取得进
展。……(略)《主播说联播》短视频用清新通俗、年轻化和個性化的语言传递主流
声音 ；網络语言从 ' 小众 ' 到 ' 大众 ' 再到 ' 分众 '，消解虚拟空间與现实世界的边
界，……(略)突显语言治理研究紧迫性。22)

族群不只指各個民族，也包含了弱勢群體、新一代的年輕人等，現今社
會越發重視弱勢群體之權益，年輕族群可謂語言發展指標，因而弱勢群體的
手語、盲文等，年輕族群使用之網路語、流行語等皆為未來語言趨勢，網路時
代的開始呈現許多特殊詞語，但將這些新詞語納入語言體系裡，可能會造成
一些群體的隔閡。中國大陸語言政策發展已久，也已執行過許多項目，未來方
向也是目前訴求的方向，在保證溝通的同時，還要講求多元性。

4. 結論
臺灣政府在未來的語言政策方面規劃建立國家語言發展中心，並重視國
家語言之建設、發展。另外，文化部長鄭麗君表示，國家語言保存與復振工作
刻不容緩，《國家語言發展法》係作為國家語言政策之整體性基本法，以保障
臺灣各固有族群之自然語言和臺灣手語，國家並應針對面臨傳承危機之國家
語言優先推動復振與發展工作。至於推動設立行政法人國家語言研究發展中
心，則是進一步以專業組織，落實該法規定應辦理之各項事務，期許語言中心
未來能成為國家語言研究 、保存的專業重鎮 ，以促進各國家語言永續發
展。23)政府對瀕臨語言的復振、傳承也成為未來目標之一。中國大陸政府對
未來語言政策依舊是大力推廣普通話至需要發展之地區 、保護語言多樣性

22)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国家语委发布2019年中国语言文字事业和语言生活状况
http://www.moe.gov.cn/s78/A19/moe_814/202006/t20200603_462188.html
23) 臺灣文化部 https://www.moc.gov.tw/information_250_1107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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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在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新聞發布會中，也提到了對語言翻譯、中文國際
教育、海外華文教育、舉辦了首屆世界語言資源保護大會等皆有助於未來世
界趨勢的語言交流。並有甲骨文、書法、中國詩詞等傳承中國文化內容可觀往
知來，培訓相關人力、支持教育及科研等有利未來語言發展。
臺灣及中國大陸未來著重方面不盡相同 ，但兩政府皆提及語言的數位
化，面對電腦資訊時代，未來會越來越科技化，語言的發展在科技化之下，也
能較好地保存、推廣。
臺灣文化部:
文化部擬具之「國家語言研究發展中心設置條例」草案，包含國家語言研究發
展中心業務範圍、經費來源、組織運作方式，以及監督機關文化部對該中心的監督
機制等，未來將透過國家語言系統化的蒐集、調查及研究，建立國家語言的知識體
系，也將進行語料的數位應用研發，以提升各語言的使用活力，促進語言的復振與
發展。24)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规範标準建设成果豐硕。隆重纪念《汉语拼音方案》颁布60周年，宣传普及汉
语拼音的历史贡献和时代價值 。举办了纪念《通用规範汉字表 》公布5週年座谈
会，推动这一字表更深入的推廣和应用。我们还印发了《信息化条件下语言文字规
範标準體系建设规劃》，明確了信息化条件下语言文字规範标準體系的基本框架和
建设任务。修订了《国家语言文字规範標準管理办法》，进一步加强质量监控，確
保规範标準的科学性和权威性。

'通用汉字全息数據库建设'顺利完成，也是去年的一项重要工作，这也是我们国
家语委重大基礎资源建设的重大项目。这一项目的标志性成果，'汉字全息资源应
用系统'发布並上线提供社会使用。这個数據库一共收集了8105個通用规範汉字和2
萬多個古籍印刷通用汉字。25)

兩政府皆有建立語料庫之項目，臺灣目前沒有相關語料庫，但有線上的
臺灣閩南語常用辭典與臺灣客家語常用辭典等，而中國大陸的相關語料庫建

24) 臺灣文化部 https://www.moc.gov.tw/information_250_110703.html
25)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新闻发布会: http://www.moe.gov.cn/fbh/live/2019/5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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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完成，可進入推廣、宣傳階段。
任何公共政策都必须建立在與本国的历史沿革、文化传统、政治经济體
制和公众心理特徵相適應的價值基礎之上，26)臺灣與中國大陸目前在語言平
衡問題上，尚有發展及改進的空間，片面強調多元性有可能造成語言分化，中
国大陸是一個多民族多语言的国家。但是由於少数民族人口的不平衡导致其
语言之间的不平衡。一些使用人数较少的民族语言正面临逐渐消亡的危险，
因此，在文化交流日益频繁的當下，维护少数民族语言的生存和发展，维护中
国大陸语言及文化生态的平衡是當务之急。27)中国大陸的语言政策制定部门
在制定语言教育政策时应充分考虑到语言教育生态中的所有语言，並根據这
些语言的特點、作用来衡量它们在中国语言教育生态中的地位其與其他各种
语言之间的关係。中国大陸當前的语言教育生态環境还不完善，其中存在的
不和谐现象和问题不容小觑。28)臺灣也一樣，原住民語言中被聯合國教科文
組織及國內語言學者列為瀕危語言為撒奇萊雅語、噶瑪蘭語、邵語、沙阿魯阿
鄒語、卡那卡那富鄒語、賽夏語、茂林魯凱語、萬山魯凱語、多納魯凱語及卑
南語等10種瀕危語別。臺灣是一個多元文化社會，各類本土語言，不論是南島
語或漢語，均日漸受到重視，政府和民間長期展開一系列的弱勢語言維護、母
語教學等語言復興運動 ，並積極推動 「面臨傳承危機國家語言」之保障措
施，另該法施行細則已規定主管機關及各目的事業主管機關權責，透過法制
體系，未來政府各單位將與民間共同推動我國語言的傳承與永續發展。29)兩
政府要保持所有語言的平衡，可先對所有語言進行保護及振興，在發展語言
事業時，要使每個語言均衡發展。
語言政策和時代劃分及社會心理也有關，前人認為標準普通話/國語才是
26) 劳凯声․刘復兴, 「论教育政策的價值基礎」, 『北京师範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6期, 2000, p.6.
27) 王宇珍, 「论语言生态观对中国语言教育政策的影响」, 『文学教育(下)』, 2015, p.53.
28) 张 豫, 「全球化时代的语言观與中国语言教育生态的和谐構建」, 『外语教育研究』第4
卷第2期, 2016, p.13.
29) 臺灣行政院 https://www.ey.gov.tw/state/99B2E89521FC31E1/691a8eae-8e47-444c8cde-250931aed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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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象徵，說方言是很土的一件事，然而中国大陸在建国初期和改革开放之
初，为摆脱外国强权对中国大陸政治的干擾，改善落後的经济局面，中国大陸
主要注重从维护政治稳定和促进经济发展来增强国力 ，实现国家利益 。30)

1960年代，臺灣發展重點轉而為發展勞動密集之出口導向產業，以利用臺灣低
廉的勞力，並拓展國際市場。在世界經濟蓬勃發展的帶動下，臺灣出口快速增
加，逐漸成為經濟成長的發動機。31)中國大陸改革開放、1960年代臺灣因出口
産業經濟起飛後，兩岸都由於國家原因，經濟開放，從商之人越來越多，生意
往來上若使用方言，對人心來說會有種親切感，直到現在在臺灣，到市場上人
人還是使用臺語以示親近，因此兩政府的語言政策應視社會、時代、民眾情況
進行調整。
不管是臺灣或中國大陸，目前的語言政策也與政治利益掛勾，由于语言
的重要性，各社会集团都希望借助语言優势来主导社会政治经济。越来越多
的国家开始重视通过制定语言发展政策来协调各方利益，培育優势语言，使
其成为传播主流價值的工具，以提升国家软权力，强化竞争力，並谋求国家跻
身於世界核心地位的力量。32)在未來的語言政策實施展望上，應重視語言的
多樣性及複雜性，期望臺灣及中國大陸的語言政策能發展得更加理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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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nd Prospects of the Language Policies
of Taiwan and Mainland China
Lee, Yichi ․ Han, Yongsu
Language policy has a very important impact on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language and the development of society. Taiwan officially released the
language-relat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guages Act" on January 9,
2019. Although the "Language Equality Law Draft"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anguages Act" were drafted more than ten years ago, The new Policy
can be seen that Taiwan's language policy is still in the adjustment, promotion
and development stage.
In Mainland China,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Standard Spoken and Written Chinese Language" was implemented on January
1, 2001. After more than ten years of popularization, the languages policy of
Mainland China has It can be considered a stable stage at present. Although
the language policy regulations are fixed, the actual implementation method
needs to be adjusted depending on each place and situ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discuss how Taiwan’s language policy is still
developing and Mainland China’s stabilized language policy will develop in the
future, and whether Taiwan’s language policy can be popularized and developed
steadily as Mainland China’s language policy. How will the policy be
maintained in stability and whether there will be other changes.
In addition to referring to the preliminary research,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olices, latest discussion content of the Taiwan Executive Yuan on May
28, 2020 on language policy and the policy guidelines for 2020 and 2021, and
“2019 Spoken and Written Chinese Language and Language Life Condition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tate Language Commission of
Mainland China on June 2, 2020, will be analyzed to discus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nd prospects of the language policies of Taiw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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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三个方面看意义的规约化*

左 思 民 **

국문요약

과정과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미 관습화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단계상
에서의 의미 표현 단위가 부호화 또는 재부호화 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의미 관습화는
부호에서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가 고착화되었는가 여부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1. 의미 관습화의 안정화 정도. 이는 실질
적으로는 부호의 고착화 정도와 그 특징에 관한 문제이다. 2. 의미 관습화의 확장 범위. 이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부호가 하나의 단계상에서 의미 표현 종류를 증강하는 능력과 그 특징
에 관한 문제이다. 3. 의미 관습화의 표현 등급. 이는 실질적으로는 부호의 조합체가 더 높은
단계에서 재부호화되는 능력과 그 특징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예시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이 세 가지 측면의 현상을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의미, 관습화, 부호화, 관습화의 안정화 정도, 관습화의 확장 범위, 관습화의 표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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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谈到规约意义，人们往往以为容易理解，无需多辨。比如“天”指天空，

“地”指土地，哪有什么奇怪？实际情况并不这样。比如根据『现代汉语词典』
（2012）的解释，名词“红旗”有三个义项，第一个义项为“红色的旗子，是无
产阶级革命的象征”（2012:537）；名词“白旗”有两个义项，义项一是“战争中
表示投降的白色旗子。”义项二是“战争中敌对双方派人联络时所用的白色旗
子。”（2010:26），作为“资产阶级立场的象征”之义，却没有归为“白旗”的义
项。实际上“白旗”的这一义项早已固化。1) 观察语言交际活动，可知“规约意
义”是一个复杂的、涉及面很广的问题。限于篇幅，我在本文中从三个方面进
行若干论析，并提出一些浅见。
本文所谈立足于两个基点之上，第一个是由格莱斯（Herbert Paul Grice）
提出的 “ 规约含义 ”（conventional implicature），第二个是由索绪尔

（Ferdinand

de

Saussure）提出的符号（sign）的能指（signifiant, 英语

si gni fi er） 和 所 指 （si gni fi é, 英 语 si gni fi ed） 之 间 具 有 的 “ 任 意性 ”
（arbitrariness）。
所谓“含义，克里斯特尔（David Crystal, 汉译2000:178）解释为“从话段
的形式推导出来”的意义。和“会话含义”（conversational implicature）相比，
规约含义不是根据会话准则推导出来的意义，“而只是以约定俗成的方式与某
些词语相联系”。例如：“话段首的Oh‘喔’、therefore‘所以’、ever‘甚至’和yet‘然
而’等词的用法，还有He is an Englishman; therefore he is brave‘他是个英国
人，所以他很勇敢’这种序列。”实际上，He is an Englishman; he is, therefore,

brave是格莱斯 （1989:25）使用过的例句，在那个句子中 ，因为用了副词
therefore（for the reason that has just been mentioned 所以，因此）2)，才在
前后两个分句之间建立起了一个因果关系；反之，若说He is an Englishman;
1) 比如上个世纪五十年代后期 “大跃进 ”时在中国开展过“插红旗 ，拔白旗 ”运动 。参见
https://baike.baidu.com/item/拔白旗/7389343?fr=aladdin。
2) 见『朗文多功能英汉双解词典』第144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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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is brave. 则只能判断这两个分句所表命题是真还是假，却难以构建这两者
之间的因果关系。由此而言，therefore一词虽然不涉及he is an Englishman和

he is brave的真假值，但直接决定了he is an Englishman和he is brave之间是
否存在明确的因果关系。这种因果之义，乃therefore的词义，当然是规约的。
所谓“任意性”，克里斯特尔（汉译2000:24-25）解释为“一般认为是给人
类语言定义的一个属性（与其他符号系统的属性对立），指语言形式与其指称
的外界实体之间没有任何自然的对应关系。例如，table‘桌子’一词中没有任何
东西反映桌子的形状等特性。音和义之间的联系是‘任意的’，或按经典的传统
说法，是‘约定俗成’的。”这个“任意性”看似和“规约性”无关，其实关系很密
切。根据克里斯特尔（汉译2000:86）对“规约”（convention）的解释，“语言学
按一般涵义使用这一术语，指语言使用中的任何常规或惯例（例如在告别时
使用某些惯用语的‘规约’），或指构建一个语言模型时的习惯做法（例如用/ /
来标写音位是一种‘规约’）。但按狭义理解，‘规约’指语言表征式和其意义之间
联系的任意性：词项table‘桌子’和桌子这件东西之间的联系是‘规约的’或‘约定
俗成的’”。
根据以上解释，可知“规约”同时包含两个意思：第一，两个对象之间具
有固定的联系。第二，这种固定联系不见得是必然的。如果站在符号学的立场
来看，被规约过程或结果联系起来的两个对象，就是符号的能指即符号形式
以及符号的所指即符号意义，这个把意义和形式相联系并将其稳固化的过程
及结果就是“规约化”（conventionalization）。该立场对语言学同样适用，因
为语言单位中的语素、词和固定短语等等就是符号。
然而 ，如果仔细审查 ，格莱斯的“规约含义”一说也有可疑之处。现以

therefore为例进行辨析：首先，它的词义（所指）是“所以”，这个词义和它的
语音形式（能指）/ðeǝfɔ:/一起构成英语副词therefore。如果去除这个“所以”之
义，therefore的所指就消失，副词therefore也就消解了。其次，这个“所以”之
义并非通过推导而得，它是直接固化在therefore之中的，称它“含义”并不妥
当。由此可见，某些规约意义并非含义，鉴于这一点，本文将采用“规约意义”
的说法。如果在论述时提到“规约含义”，则把它视作规约意义的下位分类。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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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意义规约化的稳固程度
对汉语而言，最稳固 、最有代表性的规约意义是单纯词的最常用的意
义，比如名词 “人 ”，『说文解字 』（2015:159）释作“天地之性最贵者也 。”

『现代汉语词典』（2012:1090）的义项一释作“能制造工具并使用工具进行劳
动的高等动物”。这类意义占据了一个词的词义核心位置，规约程度最高。
语素或词的最常用意义不等于它们的本义，这一点广为人知 。比如

“ 史 ”，『 说 文 解 字 』（2015:59） 释 作 “ 记 事 者 也 。 ”『 现 代 汉 语 词 典 』
（2012:1182）的义项一释作“历史”，义项二才是“古代掌管记载史实的官”。这
说明意义在规约后仍旧可能发生变化。
在某一个时间跨度不大的共时阶段中，词义中的相当部分具有很高的规
约程度，比如名词“人”的最常用之义（它的核心意义哪怕从历时上看也相当稳
固）。但也有许多规约意义不那么稳固，这种不稳固性主要表现为人们对它们
有不同的理解，以下略举几例。

1)“保镖”。『现代汉语词典』（2012:45）将其分为义项一动词和义项二名
词。动词义释作“会技击的人佩戴武器，为别人护送财物或保护人身安全，也
泛指做护卫工作。”名词义释作“指做这种工作的人。”『现代汉语异形词规范
词典』（2011:13）也将“保镖”分为义项一动词和义项二名词。动词义释作“原
指保护运输中的货物，后泛指为别人保护财物或人身安全”。名词义释作“指做
保镖工作的人”。可见这两部词典对“保镖”一词的动词义的解释不太一样。

2)“曝光”。『现代汉语词典』（2012:51）归为动词，有两个义项。义项一
释作“使照相底片或感光纸感光 。”义项二释作“比喻隐秘的事 （多指不光彩
的）显露出来，被众人知道”。『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2011:15）也将
其归为动词，但只有一个义项，释作“使照相底片或感光纸感光；比喻隐秘的
事显露出来，被众人知道”。可见这两部词典不仅对“曝光”一词的义项分合有
不同处理方式，对词义“隐秘的事”中是否包括“多指不光彩的”之义也看法相
3) 格莱斯所说的规约含义都不影响命题的真值，这大概是他采用“规约含义”而非“规约意
义”的说法的重要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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异。

3)“浑蛋”。『现代汉语词典』（2012:585）归为名词，释作“不明事理的人
（骂人的话）。现多作混蛋。”『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2011:182）也将
其归为名词（将“混蛋”作为主条，将“浑蛋”作为副条），释作“骂人的话。多
指斥蛮不讲理或无用的人”。可见这两部词典的编者对“浑蛋”的属性特点有不
同理解。

4)“年轻”。『现代汉语词典』（2012:947）归为形容词，有两个义项。义
项一释作“年纪不大（多指十几岁至二十几岁）”；义项二释作“年纪比相比较
的对象小”。『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2011:279）也将其归为形容词，只
有一个义项，释作“指人年纪不大，也指国家、组织等成立不久”。可见这两部
词典的编者对“国家、组织等成立不久”是否应归为“年轻”的词义有明显分歧。

5)“萎谢”。『现代汉语词典』（2012:1357）归为动词，只有一个义项，释
作“（花草）干枯凋谢”。『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2011:379）也将其归
为动词，只有一个义项，释作“（花草）干枯凋谢；也比喻死亡或衰老”。可见
这两部词典的编者对是否把“死亡或衰老”这一比喻义归为“萎谢”的词义有明显
分歧。
如果对语言单位比如人们最熟悉的词进行广泛考察，便可知在许多语言
单位比如词中，能指和作为所指的意义之间并未形成稳固的联系，因而在确
定哪些是规约意义，哪些是半规约意义，哪些是非规约的语用含义之时便众
口不一。这说明意义规约化的稳固程度是因语言单位的个性不同而异的，也
是因语言使用者的内在语库知识的不同而异的，更准确地说，是因语言使用
者所属的大小不一的语言社群所共享的内在语库知识的不同而异的。

3. 意义规约化的扩展范围
在系统中同一等级的层面上，比如都处于语素的层面、词的层面或者固
定短语的层面上等，一个语言单位常常带有几个虽有联系但存在差异的规约
意义，这是意义规约化的另一种表现。在同一等级的层面上，一个语言单位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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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的规约意义的数量多寡的界限，本文称为“意义规约化的扩展范围”。一个语
言单位所带的意义多，扩展的范围就大；所带的意义少，扩展的范围便小。对
这个问题又可以从不同的方面进行观察。

(1)通过不同词典对词的义項分合處理方面的差异，可知即使是语言研究
者，对词义扩展范围的大小也常常看法相异。

1)“文采”。『现代汉语词典』（2012:1363）归为名词，分为两个义项，义
项一释作“华丽的色彩”；义项二释作“文学方面的才华”。『现代汉语异形词规
范词典』（2011:381）也将它归为名词，只有一个义项，释作“华丽的色彩，多
指文章的语言优美；文艺方面的才华”。可见这两部词典的编者对是否把“文学

/文艺方面的才华”独立为一个义项看法不一。
2)“文身”。『现代汉语词典』（2012:1364）归为动词，只有一个义项，释
作“在人体上绘成或刺成带颜色的花纹或图案。”『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

（2011:381）则将其分别归为义项一动词和义项二名词，动词义释作“在人体
上绘成或刺上带颜色的花纹或图形”；名词义释作“在人体上绘成或刺上的带颜
色的花纹或图形”。可见这两部词典的编者对是否把“文身”的“在人体上绘成或
刺上的带颜色的花纹或图形”之义独立为一个义项看法不一。

3)“献词”。『现代汉语词典』（2012:1418）归为名词，只有一个义项，释
作“祝贺的话或文字”。『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2011:396）则将其分别
归为义项一动词和义项二名词，动词义释作“在庆典上致词或朗诵祝词表示庆
贺”；名词义释作“（节庆日）为表示祝贺发表的讲话或诗文”。可见这两部词
典的编者对“献词”是否带有一个作为动词的义项看法不一。

4)“想象”。『现代汉语词典』（2012:1424）归为动词，有两个义项，义项
一释作“对于不在眼前的事物想出它的具体形象；设想”；义项二释作“心理学
上指在知觉材料的基础上，经过新的配合而创造出新形象的心理过程”。『现
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2011:398）也将其归为动词，只有一个义项，释作

“对于不在眼前的事物，在记忆表象的基础上想出它的具体形象；对于从没见
过的事物，在知觉材料的基础上经过加工创造新的形象；设想”。可见这两部
词典的编者对“想象”中包含的“在知觉材料的基础上经过加工创造新的形象”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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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义是否应独立为一个义项看法不一。

5)“卸载”。『现代汉语词典』（2012:1443）归为动词，有两个义项，义项
一释作“把车、船等上面装载的货物卸下来。”义项二释作“把计算机上安装的
软件卸下来。”『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2011:404）也将其归为动词，却
只有一个义项，释作“把车、船等上面装载的货物卸下来”。可见这两部词典的
编者对“卸载”中是否包含一个独立的义项“把计算机上安装的软件卸下来”看法
不一。
确定一个词或語素到底包括几个义项往往很困难。对此吕叔湘（2002:381）
说过如下的话：“一个有意义的音节可以有很多意义。如果两个意义联系不到
一块儿，像上面举的书和输的例子，这无疑问是同音的两个语素。如果两个意
义可以联系到一块儿，如‘白纸’的白和‘白卷’的白，就可以说这只是一个语素。

（如果不允许把几个互相关联的意义归并在一个语素之内，一个语言里的语
素将多到不可计数。）但是介乎这两种情况之间的例子多的是，于是如何区别
一字多义和两字同音就成为语汇学上的难题之一。”

(2)通过不同词典对异形词的辨析處理方面的差异，可知即使是语言研究
者，对词语分合的评判也不一定相同。

『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中大量地涉及了辨析异形词的问题，其中
也涉及了辨析是两个词还是一个词的不同义项的问题。下面选论几个。

1)“背时”和“悖时”（见2011:17），动词，释作“不合时宜，不时兴”。『现
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的编者认为：“二者为全等异形词。‘背’、‘悖’都有违
背、背离义。与时相违，背离时运，即不合时，背运。根据通用性原则，宜以

‘背时’为推荐词形。”这是一个词而有两个不同书写形式的问题。
2)“辨正”和“辩正”（见2011:23），动词，释作“辨析是非，改正错误”。
“『现汉』视二者为全等异形词”。『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的编者不同意
『现代汉语词典』的处理方法，认为：“二者为包孕异形词。”“故宜作分化处
理：表示‘辨析是非，改正错误’，宜以‘辨正’为推荐词形；而表‘通过辩论以正
谬误’只宜用‘辩正’。”可见『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的编者把“辨正”和“辩
正”看作两个不同的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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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秉性”和“禀性”（见2011:27），名词，释作“本性”。“『现汉』两词均
收，‘秉性’释为‘性格’，‘禀性’释为‘本性’。”『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的编
者认为：“二者应是近义关系。依理据宜分化处理：指本性时用‘秉性’，指天性
时用‘禀性’。”可见『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的编者同意『现代汉语词典』
的做法，把“秉性”和“禀性”看作两个具有近义关系的词。

4)“拨弄”和“播弄”（见2011:28），动词，有三个义项，义项一释作“来回
拨动；移动”；义项二释作“挑拨”；义项三释作“摆布”。“『现汉』两词均收，

‘拨弄 ’有三个义项 ；‘播弄 ’只有两个义项 ，分别对应‘拨弄 ’的第 ②、③两个义
项。”『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的编者认为：“二者为包孕异形词，‘拨弄’
包孕‘播弄’。『说文』：‘拨，治也。’引申为拨开、拨动。‘播，种也。一曰布
也。’引申为摆布。根据众多用例分析，‘拨弄’与‘播弄’在具体动作方式上有区
别，如‘拨弄琴弦’‘拨弄算盘’等，一般不能用‘播弄’，在抽象动作上二者相通，
如‘播弄是非’‘播弄人’也可说成‘拨弄是非’‘拨弄人’。根据通用性原则，宜以‘拨
弄’为推荐词形。”可见『现代汉语异形词规范词典』的编者赞同『现代汉语词
典』的处理方法，把“播弄”表示的意义看作“拨弄”的第二、第三个义项。当表
示“挑拨”或“摆布”之义时，“播弄”是“拨弄”的异形词。
维特根斯坦（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曾以“游戏”（德语词

spiele；英语词games）为例，提出著名的“家族相似性”（family resemblance）
理论。他（汉译1996:47）说：“试考虑下面这些我们称之为‘游戏’的事情吧。我
指的是棋类游戏，纸牌游戏，球类游戏，奥林匹克游戏，等等。对所有这一
切，什么是共同的呢？——请不要说：‘一定有某种共同的东西，否则它们就
不会都被叫做‘游戏’’——请你仔细看看是不是有什么全体所共同的东西。——
因为，如果你观察它们，你将看不到什么全体所共同的东西，而只看到相似之
处，看到亲缘关系，甚至一整套相似之处和亲缘关系。”此后他（汉译1996:48）
作了如下概括：“我想不出比‘家族相似性’更好的表达式来刻画这种相似关系：
因为一个家族的成员之间的各种各样的相似之处：体形、相貌 、眼睛的颜
色、步伐、性情等等，也以同样方式互相重叠和交叉。——所以我要说：‘游
戏’形成一个家族。”在此，维特根斯坦实际上从词义的辗转引申的角度触及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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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义规约化的扩展范围的问题 ，即一个词的意义以辗转孳乳的方式不断引
申，以至于造成最新的引申义和最初的源头义之间缺乏共享意义的局面。然
而，就一般情况而言，若真走到这一步，这两种意义就会解除联系，一个词将
分化成两个乃至多个同音词 。不过这只是理论上的说法 ，实际情况相当复
杂，请看下文。

(3)通过词典中对词的义项的解释，可知即使是语言研究者，也不都能在
多义词的各个义项之间建立起令人信服的意义联系。
以汉语的量词“把”为例，根据『现代汉语词典』（2012:19-20）的解释，
它包括如下几个义项：

1)义项一，“用于有把手或能用手抓起的器具”。如：“一把刀”、“一把椅
子”。

2)义项二，“（把儿 ）用于一手抓起的数量”。如 ：“一把米”、“一把儿花
儿”。

3)义项三，“用于某些抽象的事物”。如 ：“一把年纪 ”、“他可真有把力
气”。

4)义项四，“用于手的动作”。如：“拉他一把”、“帮他一把”。
5)义项五，“用于动作、事情的次数”。如：“过把瘾”、“玩儿两把牌”。
要是想在上述量词 “把 ”的五个义项之间找出意义之间的联系 ，十分困
难。或许我们可以把“表示量的属性”作为其共有意义，但那没有什么价值。因
为汉语中量词有很多，如果用“表示量的属性”来概括“把”的意义，那么量词

“把 ”和量词 “根 ”、“个”、“位 ”、“只 ”等的区别就无法显示了 。为了减少同音
词，便于语言使用者记忆，在确定意义规约化的扩展范围之时，作为实用性策
略，以是否有共同的引申来源为标准来确定多义词，确实是一个已被采纳的
选择，『现代汉语词典』（2012）的编者对量词“把”的义项的处理就是一例。
由此可知，在把握规约意义的扩展范围之时，难以容忍过多的同音词是
一个重要的顾及因素，不同意义之间在历时引申方面具有亲缘关系则是另一
个重要的参考因素。当然，“规约”自身就内含的“任意”性质也是让这种操作得
以施行的一个允准条件。

470 한중인문학연구 68

4. 意义规约化的表征层级
作为发明了符号和符号系统的人类，还具备一个了不起的相关能力：将
符號组合起来，再对这个符號的组合进行符号化，而且这个过程可以逐层提
升，多次进行。对这种现象，本文用“意义规约化的表征层级”加以概括。这
样，从语言单位的层级系统的角度观察，我们便能看到如下的符号化层级不
断提升的现象，其实那也是意义规约化的层次不断提升的局面。以下分为若
干层次进行展示和论述。

(1)按由低到高的顺序而排列的意义规约化的各表征层级：
5）句子+句子→语篇

第五层符号化

4）词/短语+词/短语→组合句

第四层符号化

3）词+词→短语

第三层符号化

2）语素+语素→复合词

第二层符号化

1）语素

第一层符号化

(2)按由低到高的顺序而排列的意义规约化的显著性、稳固性最强的各表
征层级：

5）句子+句子→象征意义突出的语篇

第五层符号化

4）词/短语+词/短语→非字面意义突出的组合句

第四层符号化

4)

第三层符号化

2）语素+语素→转指义突出的复合词

第二层符号化

1）单音节语素

第一层符号化

3）词+词→转指义突出的固定短语

(3)下面以意义规约化的显著性、稳固性最强的五个表征层级为对象，举
例说明。
第一层符号化。因这类符号化而形成的语素义是最典型的规约意义。
如：

1）“房1”，单音节名词性语素（可当名词）。语音形式（能指）是fánɡ。
4) 参看朱德熙（2001）有关“自指”和“转指”的论述。我认为所谓“转指”就是再符号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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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代汉语词典』（2012:368）把“房1”分为五个义项（所指），其中义项一是
“房子”；义项二是“房间”。
2）“关 ”，单音节语素。语音形式（能指）是 ɡuān。『现代汉语词典』
（2012:476）把“关”分为十三个义项（所指），其中义项一是动词性语素（可
充当动词 ），释作“ 使开着的物体合拢”；义项二是动词性语素（可充当动
词），释作“使机器等停止运转；使电器装置结束工作状态”。

3）“ 开 1 ”，单音节语素。语音形式（能指 ）kāi 。『现代汉语词典 』
（2012:717）把“开1”分为十八个义项（所指），其中义项一是动词性语素（可
充当动词），释作“使关闭着的东西不再关闭；打开”；义项六是动词性语素

（可充当动词），释作“发动或操纵（枪、炮 、车、船、飞机、机器等 ）”。
『现代汉语词典』中未列入和“关”的义项二相对应的“开1”的义项。
4）“门 ”，单音节语素。语音形式（能指）是 mén。『现代汉语词典』
（2012:885）把“门”分为十四个义项（所指），其中义项一是名词性语素（可
充当名词），释作“房屋、车船或用围墙、篱笆围起来的地方的出入口”；义项
二是名词性语素（可充当名词 ），释作“装置在上述出入口 ，能开关的障碍
物，多用木料或金属材料做成”。
第二层符号化。因这类符号化而形成的转指性明显的词义是较为典型的
规约意义。如：

1）“开关 ”，名词 。语音形式（能指）是 kāi ɡuān。『现代汉语词典』
（2012:718）把“开关”分为两个义项（所指）：义项一释作“电器装置上接通和
截断电路的设备。通称电门。”义项二释作“设在流体管道上控制流量的装置，
如油门开关、气门开关。”

2）“门房”的义项二，名词。语音形式（能指）是ménfánɡ。『现代汉语
词典』（2012:886）把“门房”分为两个义项，其中义项二释作“看门的人。”
对上述两例进一步分析，可知名词“开关”转指控制电流通断或管道启闭
的装置，义项二的“门房”转指看门的人，这两个词都无法通过其构成语素“开”
和“关”的意义组合，或者“门”和“房”的意义组合来理解，因此“开关”和义项二
的“门房”都是复合词被整体符号化的产物，也是在已经符号化了的语素的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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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础上的第二次符号化。
第三层符号化。这类符号化的代表性语言单位是转指义突出的成语，由
此而形成的成语义是较为典型的规约意义。如：

1）成语“集腋成裘”。『现代汉语词典』（2012:608）释作“狐狸腋下的皮
虽然很小，但是聚集起来就能缝成一件皮袍。比喻积少成多。”

2）成语“门可罗雀”。『现代汉语词典』（2012:886）释作“大门前面可以
张网捕雀，形容宾客稀少，十分冷落。”
显然，如果没有形成规约的“集腋成裘”和“门可罗雀”的转指义，那么对这
两个短语完全可以照字面意思理解。但这些成语的使用价值恰恰不来自于字
面意思，而是整体上再次符号化之后形成的和字面意思并无直接联系的规约
意义。
第四层符号化。这类符号化的代表性语言单位是一种组合句——非字面意
义得到突出的谚语。按理说句子是言语单位而非语言单位，但因为在非字面
意义突出的谚语之中其字面意义不具有多少交际价值，被人们在交际中使用
的主要是整体规约化后的非字面意义，使得这类谚语变得非常接近于一个语
言符号。5) 如：

1）谚语“百样米养百样人。”『中华谚语』（2013:11）释作“指人的思想、
品行、性格等各不相同。”

2）谚语“风筝不起，跑烂鞋底。”『中华谚语』（2013:117）释作“比喻办
事不力或不得法，费了很大力气，问题还是未能解决。”
若不是非字面意义得到突出并且被规约化，那么对“百样米养百样人”、

“风筝不起，跑烂鞋底”完全可以作字面意义上的理解，但那样的话它们也就丧
失了自身作为谚语而具备的独特的表义价值。

5) 美国哲学家皮尔斯（汉译2014:43）曾说：“假如‘哈姆雷特疯了’这一句子是符号，那么某
人要了解此句的意思，他就必须要知道人会在某些时候处于一种不正常状态；他必须
看见过疯子，或者阅读过有关疯子的（书籍）；如果他还特别知道（并且无须被迫去
假定）莎士比亚有关疯狂的观点是什么的话，那就更好了。”这说明皮尔斯认为一个句
子也可以构成一个符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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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层符号化。这类符号化的代表性语言单位是象征意义突出的语篇。
语篇显然是言语单位而非语言单位，但一旦语篇的象征意义十分突出，它的
象征意义就高度规约化了，使它变得接近于甚至成为一个语言符号。如下文
讲述了北山愚公下决心挖山不止，要搬走太形、王屋两座大山的故事，取自

『列子•汤问』（2014:140）：
太形王屋二山，方七百里，高万仞。本在冀州之南，河阳之北。北山
愚公者，年且九十，面山而居。惩山北之塞，出入之迂也，聚室而谋曰：

“吾与汝毕力平险，指通豫南，达于汉阴 ，可乎？”杂然相许。其妻献疑
曰：“以君之力 ，曾不能损魁父之丘。如太形王屋何 ？且焉置土石？”杂
曰：“投诸渤海之尾，隐土之北。”遂率子孙荷担者三夫，叩石垦壤，箕畚
运于渤海之尾。邻人京城氏之孀妻有遗男，始龀，跳往助之。寒暑易节，
始一反焉。河曲智叟笑而止之，曰：“甚矣汝之不惠！以残年余力，曾不
能毁山之一毛，其如土石何？”北山愚公长息曰：“汝心之固，固不可彻，
曾不若孀妻弱子。虽我之死，有子存焉。子又生孙，孙又生子；子又有
子，子又有孙：子子孙孙，无穷匮也。而山不加增，何苦而不平？”河曲
智叟亡以应。操蛇之神闻之，惧其不已也，告之于帝。帝感其诚，命夸娥
氏二子负二山，一厝朔东，一厝雍南。自此，冀之南，汉之阴无陇断焉。
经过两千几百年来在历史、文化方面的不断积淀，加之得到毛泽东『愚
公移山』一文的推广助力，6)

『列子•汤问』中的这个语篇终于被规约化、

符号化，形成了一个非常突出的象征意义——“借指做事有毅力，有恒心，不
怕困难。”（『现代汉语词典』，2012:1588），而成语“愚公移山”正是这一象
征意义被浓缩化、规约化、符号化的产物。7)
不过，如本文第二节所述，在语言运用中还存在着许多稳固性较低的规
6)『愚公移山』是1945年毛泽东在中国共产党第七次全国代表大会上所致的闭幕词。
7) 首先，第五层次的符号化，既可以看作是对语篇的符号化，也可以看作是对语篇所表
意义的符号化。前者是对符号组合的产物而言，后者是对符号组合后表示的意义而
言。其次，『列子•汤问』中写的这个故事被成语“愚公移山”浓缩概括后，它的符号化
层次便从第五层下降到了第三层。这种符号化层次下降的现象也很有意思，可以进一
步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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约意义。由此角度来观察不同表征层级上的意义规约化，情况显得相当复
杂。

(4)下面以意义规约化的稳固性较低的五个表征层级为对象，举例说明。
1）2011年汉语新词语“虎妈”所含的语素“虎”是否拥有“强势压制”之义？8)
查『现代汉语词典』（2012:549），“虎”有四个义项，这四个义项中义项二“用
于比喻，形容勇猛威武”和“虎妈”的“虎”义最为接近，但毕竟意思有别。

2）连词“于是”是否拥有如『现代汉语词典』（2012:1584）所释的“表示后
一事紧接着前一事，后一事往往是由前一事引起的”之义？还是仅仅拥有“表示
后一事紧接着前一事”之义，而“后一事往往是由前一事引起的”之义应归为和
连词“于是”相关的“半规约之义”或“非规约的语用含义”呢？

3）短语“睡一觉头就不疼了”中，是否拥有“睡醒后头就不疼了”的规约意
义？或者说该义应看作一种“半规约之义”或“非规约的语用含义”呢？

4）句子“你能搭把手吗？”往往被看作实际上表示了一种祈使义，即“请你
搭把手。”那么这个“请你搭把手”之义能看作“你能搭把手吗”的规约意义吗？
还是只能把它看作一种“半规约之义”或“非规约的语用含义”呢？

5）语篇如北岛的诗『诱惑』在多大程度上被符号化了？它的象征意义能
不能判定为已经规约化了呢？请看下例：
那是一种诱惑 / 亘古不变 / 使多少水手丧生 / 石堤在阻挡 / 倾斜的陆地
滑向海底 // 海豚越过了星群 / 又落下，白色沙滩 / 消失在溶溶的月光中 / 海
水漫过石堤 / 漫过空荡荡的广场 / 水母搁浅在每根灯柱上 / 海水爬上石阶 /
砰然涌进了门窗 / 追逐着梦见海的人 （转引自牛殿庆，2008:151）
牛殿庆（2008:151）对『诱惑』有如下评述：“大海是多少勇者的梦想，
而在梦中追逐大海是最正常不过的事了，可是诗人却逆着事物的方向而写，
大海漫过石堤、广场，爬上石阶，怦然闯进了梦见大海的人的房间，梦追逐大
海变成大海追逐做梦的人”。然而他并未谈及北岛在这首诗中写的“诱惑”是什
么。我以为这个“诱惑”既不是做梦者追逐的大海，也不是被大海追逐的做梦
8) 参看360百科，https://baike.so.com/doc/6259785-6473204.html“虎妈”词条。本文中的
“强势压制”之义是我的概括，不是360百科中“虎妈”词条的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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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它可能来自外界，更可能来自内心，具体指什么，无法确定，它好比一个
函数式，代入不同的x，就会生成相应的y。因此，和『诱惑』相关的是一组规
约程度很低的象征意义，但并非毫无规约性，因为它们的生成受到『诱惑』的
语篇构造和语篇意义的制约。
由此可见，人类能够在语言单位的不同层级上对符号及符合的组合进行
新的符号化操作，这不仅大为增加了规约意义的数量，而且也大大地增添了
规约意义的复杂性。如果再考虑到并非所有的规约意义都是稳固的、界限分
明的，局面就更加复杂了。

5. 结语
意义规约化不仅涉及符号中能指和所指之间的联系是否固化，至少还包
括如下三方面的问题：1.意义规约化的稳固程度，这其实是符号固化的程度及
特点的问题。2.意义规约化的扩展范围，这其实是同一层次上同一符号增强意
义表达种类的能力及特点的问题。3.意义规约化的表征层级，这其实是符号组
合体在更高层次上再符号化的能力及特点的问题。由此看来，意义规约化也
就是多种类及多层次上的意义表达单位的符号化及再符号化的过程或结果。
索绪尔和皮尔斯（Charles Sanders Peirce）是两种符号学的创立者。索
绪尔把符号化主要限制在语素和词的层级之下，强调组合关系（syntagmatic

relations）和联想关系（associative relations）在符号化过程中的作用。9) 索
绪尔的观点对符号学的建立具有至关重要的作用，成为当今符号学的基石。
但是他强调能指和所指之间的任意性关系，对能指和所指之间的理据性关系
谈论甚少，10) 而且他的符号学中没有解释者的地位，这就不可避免地限制了
其理论的解释力 。皮尔斯的理论不如索绪尔的理论那么清晰 ，但涉及面甚
广，比如他区分了种类繁多的符号，甚至包括了被索绪尔从符号中排除出去
9) 联想关系（associative relations）现多称为“聚合关系”（paradigmatic relations）。
10) 索绪尔虽然主张符号的能指和所指之间的关系具有任意性，但是他承认符号和符号的
组合关系具有一定的理据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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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图符”（iconic sign），并且承认在符号组合后的更高层级上也可以再次符
号化，甚至在符号学中引入了解释者，强调解释者在符号意义形成过程中的
作用，这都显著地增强了其理论的解释力。到了格莱斯那里，他通过对包括规
约含义在内的各种含义的研究，显著地加深了我们对意义的认识，给我们提
供了认识规约意义的全新视角。
在语素和词的层级上，符号化是相对最为稳固的，组合关系和聚合关系
所起的作用更大，解释者的介入受到规约意义的很大牵制。在短语和句子的
层级上，组合关系和聚合关系当然仍起作用，但是解释者的介入更为积极，解
释者的作用主要体现在对那些规约程度不高的意义如何解释之上。这时，各
种规约意义和语用含义常常纠缠在一起，不仅界限难分 ，而且会向对方转
化，主要是从语用含义转化为规约意义。到了语篇层级，从总体上看，组合关
系和聚合关系的制约作用相对而言进一步降低，解释者成了意义解释的主
角。在这个层次上，仍旧存在不少以语篇为对象的符号化过程，一部分语篇形
成了具有半规约性质的象征意义，少数语篇甚至被成功地符号化，形成了稳
固的规约意义。进一步看，符号化在同一层次也可以反复进行，尤其是由不同
的语言使用者反复进行，从而形成不同的意义。这是增添规约意义的另一个
途径，值得认真研究。
概而言之，不论是探讨语言意义还是探讨言语意义，在某种程度上都是
研究意义的规约化。意义规约化涵盖了意义形成的各个方面，意义规约化的
规律也理应成为意义研究的一个非常重要的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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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Conventionalization of Meaning from Three Aspects
Zuo, Simin
From the angles of process and result, the conventionalization of meaning
can be summed up as the formation of signification and re-formation of
signification of various kinds of meaning expression at different levels. The
conventionalization of meaning not only involves the solid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of a sign, but also includes
at least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The degree of stability
of
conventionalization, which is actually a matter of the degree and
characteristics of solidification of a sign. 2. The expanded range of
conventionalization, which is actually a matter of the capability and
characteristics of a sign to increase its variety of meanings that can be
expressed at the same level. 3. The representative rank of conventionalization,
which is actually a matter of the capability and characteristics of a sign
combination to reform its signification at the higher level. Through the
discrimination and analysis of some examples, the related phenomena are
discussed in the paper from above three aspects, and then some viewpoints are
put forward on the basis.
Keyword

meaning, conventionalization, formation of signification, degree of

stability of conventionalization, expanded range of conventionalization,
representative rank of conven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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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한중인문학연구뺸 編輯委員會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
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
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

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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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
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
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
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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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점수
항목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

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

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

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

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
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
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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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심사를 통
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결과 2인 이상 ‘수정 후 게재’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2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
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의 이
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에 준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절차와 규
정에 따른다.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
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
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
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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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
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통지한다.
10.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 투고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하고, 그 수용 여부는 편집
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심사 결과에 대
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학자의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1차 심사절차와 똑같이 진행하
고, 만약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인 경우와 1회 반려된 논문은 동
일한 제목이나 그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논문 제출은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투고시스템

(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이용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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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
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철하
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
지에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121호 인문학부 철학전공
한중인문학회 유성선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
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
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6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05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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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
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
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
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대학 소속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
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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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종류

용지 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사용자 정의
폭：153㎜
길이：225㎜

용지 방향
19.0㎜
27.0㎜
22.0㎜
22.0㎜
13.0㎜
0
0

좁게

7.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② 표 및 그림은 <표 1> 제목, <그림 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뺷 뺸 작품집, ｢ ｣ 논문, 뺷 뺸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글자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바탕글
국문개요
논문제목
1
1)
(1)
①
인용문

10
8.5
13.5
12
10.6
10
10
9

95
95
90
90
90
95
95
95

-9
-9
-6
-6
-7
-8
-9
-9

신명태명조
휴먼명조
휴먼명조
신명태명조
신명중고딕
신명중명조
휴먼명조
휴먼명조

왼쪽
여백
0
0
0
10
10
10
10
10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10
0

0
0

문단모양
들여
쓰기
10
10
0
0
0
0
0
10
내어쓰기
14
내어쓰기
30
0
0

0

0

0

0

스타일 이름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표제목
8.5
95
-7
중고딕
머리말(홀수)
8.7
90
-5 신명신명조
(논문 제목 기입)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8.7
90
-5 신명신명조
기입)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오른
여백
0
0
0
0
0
0
0
0

줄
간격
170
160
170
170
170
150
170
150

정렬
방식
양쪽

138

양쪽

145

양쪽

150
170

양쪽
중앙

0

170

오른

0

170

양쪽

중앙
양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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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뺷저서명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
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 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 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7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

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28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

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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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2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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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

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

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
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
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

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

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
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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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

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

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

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
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
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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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
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
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
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
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
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
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
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
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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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
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
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
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
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
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
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
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
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
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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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
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
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
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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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삼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
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
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
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
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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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
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
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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彙報
2020. 08. 21. 한중인문학연구 68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0. 09. 05. 한중인문학연구 68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0. 09. 14. 한중인문학연구 68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0. 09. 21. 한중인문학연구 68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0. 09. 30. 한중인문학연구 68집 발간

2020年度 事業計劃
1) 한중인문학연구 66집 투고 마감 (2020년 02월 13일)
2) 한중인문학연구 66집 발행 (2020년 03월 30일)
3) 한중인문학연구 67집 투고 마감 (2020년 05월 10일)
4) 한중인문학연구 67집 발행 (2020년 06월 30일)
5) 한중인문학연구 68집 투고 마감 (2020년 08월 20일)
6) 한중인문학연구 68집 발행 (2020년 09월 30일)
7) 한중인문학연구 69집 투고 마감 (2020년 10월 30일)
8) 제46회 전국학술대회 (2020년 11월 28일 (토), 강원대학교 예정)
9) 한중인문학연구 69집 발행 (2020년 12월 30일)

2021年度 事業計劃
1) 한중인문학연구 70집 투고 마감 (2021년 01월 30일)
2) 한중인문학연구 70집 발행 (2021년 03월 30일)
3) 한중인문학연구 71집 투고 마감 (2021년 04월 30일)
4) 한중인문학연구 71집 발행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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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중인문학연구 72집 투고 마감 (2020년 07월 30일)
6) 한중인문학연구 72집 발행 (2020년 09월 30일)
7) 한중인문학연구 73집 투고 마감 (2021년 10월 30일)
8) 한중인문학연구 73집 발행 (2021년 12월 30일)

<알림>
1.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증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
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뺷한중인문학연구뺸 68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
내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
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
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0년 04월 30일
- 발행 예정 : 2020년 06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55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6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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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6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10만원, 교외지원 2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을 기
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6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
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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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
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
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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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회 제12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0.1.1∼2021.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명예)
한계전(서울대명예)
송현호(아주대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박윤우(서경대)
한용수(동국대)
임경순(한국외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종철(서울대)
김호웅(중국 연변대)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민현식(서울대)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박일룡(홍익대)
서준섭(강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윤여탁(서울대)
이정숙(한성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회
장 : 유성선(강원대)
전공 부회장 : 구본관(어학:서울대)
정호웅(문학:홍익대)
임치균(고전:한중연)
문철영(역사:단국대)
김성룡(사상:호서대)
차성만(문화:서경대)
서 혁(교육:이화여대)
장현숙(여성:가천대)
박현규(한국학:순천향대)
전영근(교육:광동외어외무대)
지역 부회장 : 이명찬(서울:덕성여대)
유문선(인천경기:한신대) 이미림(강원:강릉원주대)
송기한(대전:대전대)
이후일(충청:선문대)
김하림(광주:조선대)
공종구(전라:군산대)
박경수(부산:부산외대)
백수진(대구:계명대)
김주현(경상:경북대)
조성식(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총무] 이기원(학술:강원대)황정희(재정:강원대) 민재원(전북대)
박 진(국민대) 우신영(인천대) 조명숙(아주대) 홍순애(동덕여대)
구재진(세명대)
[기획] 김정우(이화여대) 박 강(부산외대) 윤선자(전남대) 정우택(성균관대)
정충권(충북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신현승(정강산대)
김 준(고려대)
[연구] 김 현(서울대) 김근호(전남대) 김신정(방송대) 최미숙(상명대)
송윤미(강원대) 조하연(아주대) 김명숙(중앙민족대) 이연도(중앙대)
이난숙(강원대)
[편집] 전 긍(국민대) 김성진(대구대) 김 현(서울대) 김호정(서울대)
여호규(한국외대) 이명아(동국대) 장윤희(인하대) 김원중(단국대)
김정우(이화여대) 이해영(중국해양대) 유정은(강원대) 민재원(전북대)
박 강(부산외대) 박성일(한국체대) 이선이(경희대) 임치균(한중연)
임대근(한국외대) 정래필(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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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성일(한국체대) 김환기(동국대) 신영덕(인니국립대) 임대근(한국외대)
박춘란(서북정법대) 윤경애(대련민족대) 이영남(광서사범대)
김영희(조지메이슨대) 김여진(강원대) 선저이꾸마르(네루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감
간

[섭외] 조원일(전남대) 김원중(단국대) 김 호(경인교대) 오영미(한국교통대)
조현일(원광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홍보] 황혜진(건국대) 김상일(동국대) 김영주(대진대) 김현주(한국외대)
이태숙(단국대) 최재선(산업기술대) 김경선(북경외대) 여수일(중국옥림대)
[교육]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성진(대구대) 김혜영(조선대)
류수열(한양대) 송현정(제주대) 허재영(단국대) 전영근(광동외어외무대)
하윤서(강원대)
[정보] 김형규(아주대) 권혁래(용인대) 박종훈(부산교대) 장은영(조선대)
차희정(명지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범대) 윤 호(절강공상대학)
섭우군(절강공상대학)
[출판] 윤의섭(대전대) 곽명숙(아주대) 권성우(숙명여대) 김원명(한국외대)
류보선(군산대) 최일의(강릉원주대) 최호영(경북대) 김두영(강원대)
사 : 구재진(세명대), 구문규(강릉원주대)
사 : 행정학술-조기연(강원대), 편집정보-이봉재(강원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옥(남서울대)
민현식(서울대)
손희하(전남대)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최유찬(연세대명예)
沈定昌(北京大)

김석회(인하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윤여탁(서울대)
전인영(이화여대명예)
金基石(上海外國語大)
尹允镇(吉林大)

류종렬(부산외대)
서준섭(강원대명예)
윤정룡(한남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金虎雄(延邊大)
許世立(吉林大․珠海)
- 총18명

편집위원장 : 이은희(한성대)
편 집 위 원 : 김성진(대구대)
김호정(서울대)
신재홍(가천대)
이선이(경희대)
정래필(영남대)

김원중(단국대)
민재원(전북대)
여호규(한국외대)
임치균(한중연)
이해영(중국해양대)

김정우(이화여대)
박 강(부산외대)
유정은(강원대)
장윤희(인하대)
한용수(동국대)

김 현(서울대)
박성일(한국체대)
윤의섭(대전대)
전 긍(국민대)
- 총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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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 임경순(한국외대)
위
원 : 김성룡(호서대)
박윤우(서경대)
이선이(경희대)
전 긍(국민대)

김정우(이화여대)
박일룡(홍익대)
이영호(제주대)
조원일(전남대)

문철영(단국대)
유성선(강원대)
이은희(한성대)
한용수(동국대)

박성일(한국체대)
윤의섭(대전대)
임치균(한중연)
- 총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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