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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과 만주족의『주자가례뺸 혼례 수용 양상 비교*

강 설 금 **

국문요약

한민족과 만주족은 동북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이웃 민족으로 살아왔으며, 유교 문화의 수
용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민족의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고는 한민족과 만주족의 주자 혼례 수용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사례 수용 전에도
두 민족의 전통 혼속은 유사성을 보였다. 모두 노역혼에서 남귀여가혼으로의 발전 경로를 겪
었다. 그러다 조선과 청을 건국한 세력은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뺷주자가례뺸를 수용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양반 사대부 세력은 고려의 구 귀족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
요가 있었으며, 주자가례는 좋은 대안이었다. 1644년 중원을 제패한 만주족은 소수의 인구로
다수의 한족을 통치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만주족 역시 주자의 혼례를 수용하면서,
한족과의 문화적 동질감을 확보하려 했다.
두 민족의 뺷주자가례뺸 수용 과정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
인다. 두 민족 모두 문화의 전달자에 의해 강제 이식된 것이 아니다. 수용자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차이점도 분명하다. 수용 주체와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민족은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
된 측면이 강하지만 만주족의 경우 황제에 의해 수용이 주도되었다. 혼례 수용 과정도 다르다.
조선의 경우 문화의 전달이 일방향적 성격을 가진다. 한족의 주자사례가 조선에 유입되고 수
용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고, 한민족의 혼례를 비롯한 풍속이 한족에게 전달된 바는 없다. 반면
만주족이 선택한 방식은 문화적 거래였다. 만주족은 한족의 의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
신, 자신의 복식과 변발을 한족이 수용하도록 관철시켰다.

* 본 논문은 2020년 11월 28일에 개최된 한국외대 ‘제113차 중국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에
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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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아시아론의 시사점
한민족과 만주족 모두 동아시아의 구성원으로 오랫동안 이웃 민족으로 살아
왔으며, 유교 문화의 수용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학계의 만주족에 대한 고
찰은 많지 않으며, 비교연구는 더욱 보기 힘들다.
전통사회에서 혼례는 두 가문의 결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전통시대에
는 혈연과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훨씬 강조되었으며, 그 당시 혼례가 당사자
와 가문에게 주는 사회적 의미가 현대에 비해 더욱 크다 하겠다. 국인의 결속력
이 통치기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통시기의 혼례는 국왕과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 건국 초 각 왕조는 관혼상제를 비롯한 예제를 정비하고, 이
를 통해 국가 통치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드러내곤 했다.
만주족은 처음에는 시베리아에서 활동하였다. 최초의 조상들은 황하유역과
몽골지역 등에서 생활하다가 기원 전후 한반도의 북부와 중국의 동북 지역에 거
주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국경에는 주로 동북 지역에 위치한다.1) 최초의 만주족
1) 만주족은 현재 중국의 55개 소수 민족 가운데의 하나이다. 인구는 1천 38만 7,958명(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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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의 숙신(肅愼)이다. 그 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2)
1635년 홍타이지(皇太極, 1592～1643)는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개칭하였다. 그

들 대부분은 수렵에 종사한다. 남쪽에 위치한 일부 사람들은 농경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웃으로 살아온 두 민족은 문화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전통혼례의 경우 양
자 모두 고대의 노역혼에서 시작하여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전통을 장기간 유
지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한민족과 만주족의 전통혼례 변천표
한민족
만주족
특징

기원전 1세기∼기원후 7세기
서옥제
원시혼례
노역혼

10∼16세기
서류부가혼
남하녀
남귀여가

17∼20세기초
당일상견례, 우귀
타하처, 삽거례
주자 혼례

여기에서 세 시기는 정확한 기간보다는 대략적인 시기를 의미한다. 한민족의
경우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가 고려시기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으로
발전했으며 조선 중기 이후부터 당일상견례와 우귀(于歸)의 병행으로 변화했다.
비슷한 시기 만주족의 혼례도 세 발전단계를 걸쳤다. 선진(先秦) 시기부터 금대
(金代) 이전까지는 특별한 혼례식을 치르지 않은 채 남녀가 동거한다.3) 금대의

여진인들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남귀여가혼인 ‘남하녀(男下女)’를 행하였다.4) 세
년 기준)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서 장족(壯族)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중국에서는
‘만족(滿族)’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요녕․하북․흑룡강․길림․내몽골․북경에 분포되
어 있다.

2) 양한삼국 시기에는 읍루, 남북조시대에는 물길, 수당 시기에는 말갈, 오대․금․송․원․
명 시기에는 여진으로 불렸으며 명말청초에는 만주로 바뀌었다.
3) 상․주시기의 숙신과 진한 시기의 읍루의 혼인형태는 씨족군혼제이다. 여자를 중심으로
남자들이 여자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결혼생활을 한다. 숙신과 물길의 혼례의식은 간단
한 편이다. 숙신의 경우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 깃털을 꽂아준 후 여자의 반응을 기다린다.
여자가 화답하면 남자 측에서 훗날 예를 갖추어 혼사를 청한다. 남북조시기 물길의 경우
저녁에 남자가 여가에 가서 그녀의 가슴을 잡으면 된다고 한다. 신랑은 신혼 첫날 밤 신
부 집에 가서 동침한다.
4) 이는 결혼 후 사위가 여자 집에 남아 노동봉사를 하는 혼속으로 일반적으로 3년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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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에 이르러 두 민족 모두 한족의 뺷주자가례(朱子家禮)뺸를 수용하였다
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나 수용 과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조선과 청의 건국 시기에 한민족과 만주족의 풍습은 한족의 주자사례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본고는 그 가운데서 한민족과 만주족이 주자혼례를 수용하는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문적 성과를 기대
한다.
첫째,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외래문화 수용양상을 비교해볼 수 있다. 농경
사회인 조선은 고래로부터 일정한 격식과 체계를 갖춘 혼례풍습을 유지하고 있
었으며, 이 고유 풍습은 주자혼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온다. 한편 청을 수립할 때
까지 유목경제에 기반을 두었던 만주족은 단순한 구조의 혼례풍습을 가지고 있
었으며, 왕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혼례 풍습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서로 다른 민족이 각자 독립된 국가를 유지할 때의 문화 전파 양상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을 때의 문화 전파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민족과
중국의 한족은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교류해 왔지만 지금까지 각자의 국가를 유
지하고 있다. 독립적인 국가를 경영하던 조선 사대부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자사례를 선별 수용하는 과정을 본고는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만주족은 한족
을 정벌하고 나라를 통합해, 피지배 민족과 국가를 공동 경영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본고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다수의 피지배자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
지도 함께 고찰한다.
셋째, 이런 비교 고찰은 유교문화가 전파되며 동아시아의 전통시대 주류문화
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문화
의 확산과정에서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로 작
용할 수 있다.

그 사이 사위는 비록 처가에 머물지만 본가에 왕래하면서 씨족회의, 제사에 참가한다. 3
년이 지나면 간소한 혼례를 올린 후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간다. 청대에 이르러 이러
한 혼속은 사라졌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흑룡강성 위안훈(瑗琿) 지역의 만주족 사이
에 이 혼속이 여전히 잔류했다고 한다. 전영란, ｢만주족의 혼례 습속에 관한 연구｣, 뺷한국
동북아논총뺸 제66집, 한국동북아학회, 2013,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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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민족의 혼례 변천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동아시아론의 문제의식은 시사
하는 바가 있다. 1990년대부터 탈냉전의 배경 하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
지구화,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등에 힘입어 동아시아론이 대두되었는데 대
표적인 것이 유교자본주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탈근대적 문명론 등이다.
삼자 모두 셀프 오리엔탈리즘의 위험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성찰적 동아시아론이다. 1993년 이후 최원식, 백영서, 백낙청 등 뺷
창작과비평뺸 멤버들이 제기한 것으로, 민족주의․일국주의․국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 대안에는 아리프 딜릭의 ‘프로젝트로서의 동
아시아’, 창비 멤버들의 ‘지적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 그리고 쑨거의 ‘기능으로
서의 동아시아’ 등이 있다.5)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추상적이며 ‘현실 개입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본고는 창비그룹 특히 백영서와 최원식이 제시한 ‘이중적 주변의 시각’을 원
용하고자 한다. 그들에 의하면 기존의 동아시아론은 서구라는 중심에 있어서 주
변부로 치부된 동아시아를 역사무대로 소환하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동아시아
내부를 다시 중심/주변으로 이분화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을 여전히 재생산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주변적 시각을 다시 주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는 동아시아 내부의 주변부를 껴안음으로써 다양한 이질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6)
필자는 최원식, 백영서의 이러한 시각을 참고하여 중심과 주변의 인식 틀을
벗어나 전달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의 문화
확산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의 문화가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전파
되는 초기에, 전해주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에는 문화교류 주체가 형성된다. 이들
을 각각 문화 전달자와 수용자로 부르기로 한다. 두 세력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문화의 전파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경우에
5) 원용진,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과 ‘한류’｣, 뺷문화와 정치뺸 제2권 제2호, 한양대학교 평화연
구소, 2015, p.8.
6) 허정, ｢동아시아론의 재검토와 정전연구｣, 뺷동북아문화연구뺸 제23집, 동북아시아문화학
회, 2010,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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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달자가 주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용자가 문화 확산을 주도한다. 많은 경
우 문화 확산은 수용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수용자가 속한 국가와
민족의 상황에 따라 해당 문화는 변형되고 재창조되기도 한다. 그동안은 특정
문화는 탄생지와 전달자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전달자-수용자의 관점은 해
당 문화가 탄생하고 이동하며 각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명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달자-수용자 구도의 방식을 사
용할 때, 중심-주변의 구도에 비해 보다 풍부하게 문화 확산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한민족과 만주족이 주자의 혼례를 수용하는 과정을 수용자의 관점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족은 1644년부터 중국 전역을 통치하는 세력으로 급부
상한 이후 일방적으로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버린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는 만주족이 한족 혼례라는 외래문화와 자신의 고유 혼속의 충돌 속에서 꾸
준히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민족도 마찬가지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의 사대부들이 한족의 혼례를 도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수백 년 간 민간 혼인 풍속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그 과
정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용대상: 뺷주자가례뺸에 대한 태도
한민족과 만주족의 혼속은 한족의 영향을 받았다. 한족의 혼속은 주나라 전과
후로 나뉜다. 주대 이전에는 여러 형태의 혼속이 존재하다가 주대에 육례가 나
타난 후 천 여년의 발전 단계를 거쳐 송대에 이르러 사례로 간소화된다.7) 육례
는 뺷주례뺸․뺷의례뺸․뺷예기뺸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주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육례(周六禮)’라고 불린다. 송대에 주자가 뺷주자가례뺸를 지은 뒤
그 속에 기재된 혼속이 전통 혼속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뺷주자가례뺸에 등장한
7) 주나라 이전의 혼속에는 족외혼․대우혼․췌혼(贅婚)․수계혼 등이 포함된다. 구체내용
은 서재선, ｢중국 고대 결혼제도와 풍속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 뺷중국학연구논총뺸 제
1집, 고신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8, pp.35-46 참조할 것.

한민족과 만주족의 뺷주자가례뺸 혼례 수용 양상 비교 7

혼속을 ‘주자사례(朱子四禮)’라고 한다.
<표2> 뺷의례뺸․뺷예기뺸․뺷주자가례뺸의 혼례 절차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뺷의례뺸 ｢사혼례｣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뺷예기뺸 ｢혼의｣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뺷주자가례뺸 ｢혼례｣
의혼
납채
납폐
친영

주육례는 납채․문명․납길․납징․청기․친영을 포함한다.8) 주자사례는 문
명․납길을 생략한 채 의혼․납채․납폐․친영만 포함한다.9) 고대에 유행하던
점치는 풍속이 송대에 이르러 점차 사라졌으며 주자는 그것을 혼속에 반영하였
다. 주자사례는 송대에 널리 전파되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통혼속으로 명맥
이 이어졌다.
뺷주자가례뺸는 한반도와 만주족의 의례풍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주
자가례의 속성과 수용자의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뺷주자가례뺸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의 정신을 반영한 의례이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 말기～송
대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대농장이 붕괴되고 정치적으로 과거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귀족사회가 해체되고 중소지주 출신의 사대부 계층이 사회의 중심세력으
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민족의 침입으로 전통 예속이 무너졌다. 이에 사대부들은
귀족의 예제인 주육례, 왕조례와 구별되는, 사대부 자신이 주도하는 예법을 정비
8) 납채는 양가가 혼인 의사를 확인한 후 남자 집에서 여자 측에 혼인을 정식으로 청하는
의식이다. 문명은 신랑 측에서 신부의 이름을 묻는 의식이다. 그 다음 신랑 측은 점을 쳐
서 얻은 길조를 신부 측에 고하는 납길을 행한다. 납징은 신부 측에 예물을 보냄으로써
혼례가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청기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혼인날을 알리는
의식이다. 그 다음 신랑이 여가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을 행한다. 친영 후 신랑과
신부는 동뢰․합근례를 행한다. 저녁이 되면 연회를 열어 손님을 접대한 후 합방을 한다.
이튿날 새벽에 며느리는 목욕을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한 후 시부모를 뵙는 의식을 행한다.
9) 의혼이란 남가에서 보낸 중매인이 여가와 남가를 왕래하면서 의사를 전달하고 혼례를 논
의하는 의식절차이다. 주자사례는 주육례와 마찬가지로 납채․납징․친영을 행하는데
그 가운데서 ‘납징’을 ‘납폐’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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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를 느꼈으며 뺷주자가례뺸는 그 대안의 성격을 가진다. 뺷주자가례뺸는 원대
에 이미 중국 전역에 보급되어 사대부 사회의 표준적인 예서가 되었으며 명나라
초기에는 뺷성리대전뺸에 편입됨으로써 그 권위가 확고하게 되었다.10)
한민족과 만주족 모두 마지막 봉건 왕조에 진입하는 시기에 뺷주자가례뺸를 민
간풍속의 규범으로 택하였다. 한민족은 여말선초 종법체제를 확립함에 뺷주자가
례뺸를 활용하였다. 조선 건국의 중심 세력이 된 사대부 계층은 불교에 기반을
둔 고려의 구 귀족 세력을 타파하기 위하여 숭유억불(崇儒抑佛)을 표방하였으
며, 새로운 문화의 대안을 뺷주자가례뺸에서 찾았다.
만주족은 1644년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을 장악한 후 중국 전역을 통치하
는 집단으로 급부상하는 과정에 뺷주자가례뺸의 예법을 차용하였다. 소수인 만주
족이 다수인 한족을 통치하고 청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력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화적 융합을 통해 일체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한족의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선택하고 만주족 사회를 개혁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문화적 측면에서는 뺷주자가례뺸의 수용으로 이어졌다.
뺷주자가례뺸는 한민족과 만주족이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였지만 뺷주자가례뺸 수용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한 과
정을 겪었다.

1) 한민족: 주자사례와 고유 혼속의 대립
뺷주자가례뺸의 조선 유입은 고려시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려후기 성리
학 도입에 힘쓴 안향, 백이정, 이제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1)
고려말기까지 몇몇 성리학자를 제외하고 뺷주자가례뺸를 시행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12) 수용자 집단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사대부 주도의 건국 이후, 조선
10) 李迎春, ｢宋代 이후의 뺷家禮』 연구와 朝鮮의 수용｣, 뺷한국계보연구뺸 제6집, 한국계보연
구회, 2016, pp.8-11.
11) 고영진, ｢15․16世紀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뺷韓國史論뺸 제21집, 서울대학교 인문
대학 국사학과, 1989, p.84.
12) 공민왕 시기의 관리 윤귀생(尹龜生)은 관직을 그만둔 뒤 금주(錦州)에서 뺷주자가례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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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주자가례식의 제례․상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혼례와 관례
는 확산되지 않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뺷주례뺸․뺷예기뺸․뺷주자가례뺸를 강조하였으며, 뺷국조오
례의뺸를 편찬할 때에 뺷주자가례뺸를 주요 교본으로 삼았다. 조선초기부터 뺷주자
가례뺸는 뺷소학뺸과 함께 과거 시험의 필수선수과목이 되면서 응시자들의 필독서
가 되었다.13) 태종 3년(1403)의 기록에 의하면 국가는 처음에 입사(入仕)하는
사람과 이미 입사했던 7품 이하의 관리들로 하여금 뺷주자가례뺸를 시험 보게 하
였으며,14) 각 사(各司)에 뺷주자가례뺸를 나누어주고 또 150부를 인쇄하여 평양부
에 보냈다고 한다.1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자 혼례의 수용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조선의 주
자식 혼례의 수용에 있어서 쟁점은 친영례이다. 주자사례에 의하면 혼례 당일
아침에 신랑이 여가(女家)에 가서 신부의 부모님에게 절을 올린 후 신부를 데리
고 남가(男家)에 가서 상견례를 해야 한다. 친영은 오래된 한족의 고유풍속이며,
친영례가 행해진 신부 집의 장소는 시대마다 달랐다. 하나라 사람들은 신부 집
의 정(庭)에서 친영을 행하고, 은나라 사람들은 신부 집의 당(堂)에서 하였으며,
주나라 사람들은 여가의 호(戶)에서 친영을 한 후 남가로 돌아갔다고 한다.16)
조선의 남귀여가혼(서류부가혼이라고도 함)은 친영례와 다른 것으로, 혼례를 여
가에서 행한 후 신부가 친정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나중에 자식을 데리고 시댁
으로 들어가는 풍속이다.17)
조선의 친영례에 대한 태도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과 보류하는
따라 사당을 세우고 삭(朔)․망(望)․사중(四仲)에 삼대에 제사지냈으며 동지에는 시조
에게, 입춘에는 선조에게 제사를 지냈다. 우왕 시기의 정습인(鄭習仁)도 뺷주자가례뺸에 따
라 부모의 상례를 치렀다. 위의 논문, p.83.

13) 李迎春, 앞의 논문, p.8.
14) 뺷태종실록뺸 3년 6월 을묘.
15) 뺷태종실록뺸 3년 9월 갑술.
16) 서정화, ｢傳統婚禮에 대한 反省的 考察-婚禮의 淵源과 展開過程을 中心으로｣, 뺷東洋哲
學硏究뺸 제75집, 동양철학연구회, 2013, p.232.
17) 고구려의 서옥제가 고려시대에는 남귀여가혼으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이 조선중기까지 지
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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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으로 양분된다. 14-16세기 친영논의는 주로 태종․세종․중종대에 집중되
었으며 16-19세기에 네 유형의 절충안이 등장하지만 친영례는 끝내 정착하지
못했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 세력의 이데올로기는 유교였다. 사대부들은 국가제도
는 물론 의례풍습도 유교식으로 개혁할 것을 희망했고, 뺷국조오례의』는 개혁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사례의 다른 분야는 노력한 만큼, 개혁의 성과가 나왔다.
문제는 혼례였다. 민간은 전통 혼례풍습을 고수했고, 사대부 안에서도 이견이 존
재했다.
조선 건국초기 주자 혼례의 수용세력은 왕실과 일부 사대부들이었다. 태조는
처음부터 중국의 혼속을 도입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 건국 직후에 반포한
즉위교서(卽位敎書)에서 그는 “관혼상제는 나라의 중요한 규범이니, 예조에서
는 경전을 자세히 연구하고 고금의 시세를 참작하여 표준이 될 만한 예를 정하
여 인륜을 두텁게 하고 예를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다.18) 이는 조선 예법의
기준을 명시한 대목이다. 태조 4년(1395) 6월 왕은 유학자 권근에게 명하여 관혼
상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다.19)
태종 4년(1404) 의정부는 사대부의 혼례 모델로 뺷주자가례뺸를 명시하였다.20)
그러나 태종 14년(1414) 1월에 이르러서도 혼속이 바뀌지 않자 의정부는 불만을
드러냈다.21)

18) 뺷태조실록뺸 원년 7월 정미.
19) 뺷태조실록뺸 4년 6월 6일 무진.
20) 뺷태종실록뺸 4년 8월 20일 기축: 議政府議, (前略) 願自今, 士大夫婚姻之家, 皆法文公家
禮, 違者痛治.
21) 뺷태종실록뺸 14년 1월 4일 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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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태종～세종대 친영논의
순서

시기

1

태종대

2

세종대

3

상동

4

상동

主張者
태종
황희
신상
세종
고약해
세종
신상
세종

입장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출처

비고

뺷태종실록뺸14년 10월 18일 무자

태종과 황희의 대화

뺷세종실록뺸 7년 5월 12일 신사

세종과 신상의 대화

뺷세종실록뺸 12년 6월 1일 경오
뺷세종실록뺸 16년 4월 12일 기미

세종과 고약해의 대화
세종과 신상의 대화

태종대에서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 번의 친영논의가 행해졌다. 태종은
의정부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같은 해(1414) 10월 18일 태종은 황희와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뺷주자가례뺸를 강조하였다. 태종은 조선의 의관문물이 한결
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만 혼례만은 구습을 따르는 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혼속에 따라 제도를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황희는 여복(女服) 개혁
을 우선시해야 하며 혼손 개혁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혼
례를 먼저 정한 뒤에 여복을 고쳐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22) 태종과 대신이 친영
례에 대하여 태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영강경론을 펼친 태종은 왕
실의 친영례 시행을 이끌어냈지만 사대부를 설득하지는 못하였다.23)
태종과 달리 세종은 친영례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급진적인 민속 개
혁이 민간의 저항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 세종 7년(1425) 5월 12일, 세종
16년(1434) 4월 12일의 기록에는 세종과 예조판서 신상의 대화가 보인다. 두 번

의 대화에서 신상은 세종에게 친영례를 권하지만, 수용되지 않았다.24)
세종은 중국의 의례 복제를 수용했지만 친영례는 서두르지 말 것을 주장하였
다. 세종 12년(1430) 6월의 기록에 의하면 상정소에서 외조부모․처부모의 복
22) 뺷태종실록뺸14년 10월 18일 무자.
23) 태종 7년(1407) 7월, 세자가 친영을 행하였으며, 태종 14년(1414) 12월 성녕대군 이종이
친영례에 따라 대호군 성억의 딸과 혼인하였다.(뺷태종실록뺸7년 7월 갑자; 뺷태종실록뺸
권28, 태종 14년 12월 22일 신묘)
24) 뺷세종실록뺸 7년 5월 12일 신사; 뺷세종실록뺸 16년 4월 12일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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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을 한 달 더 입게 할 것을 건의하자, 세종은 중국의 법대로 해야지 함부로

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고약해는 혼례에서 친영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유독 복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것을 따르고자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
은 혼속과 복제를 동일시할 수 없으며 복제보다 혼속 개혁이 훨씬 복잡하고 어
렵다고 하였다.25)
세종은 왕실과 사대부의 혼속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제시하였다. 왕실은 친영
례를 행해야 하지만 사대부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전지하였다. 세종 12년(1430)
12월의 기록에 따르면 왕은 왕실에서 먼저 친영례를 행하고 사대부들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하되, 시행하지 않아도 죄나 처벌을 내리지 말 것을 예조에 전지하
였다.26)
왕실의 친영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태종대에 비하여 세종대에는 더욱
많은 사례가 등장한다. 세종 17년(1435) 파원군 윤평(坡原君尹評)이 숙신옹주
(淑愼翁主)를 친영하여 맞아들인 것을 필두로 하여, 세종 18년(1436)에서 26년
(1444)까지 광평대군 여(廣平大君璵), 계양군 증(桂陽君璔), 의창군 강(義昌君
玒), 밀성군 침(密城君琛) 등의 친영 사례가 등장한다.27)

왕실의 솔선수범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세종 21년
(1439) 6월 26일의 기록에 따르면 사대부들은 친영례를 거부하고자 남녀 나이

열 살이 될 때에 혼인하는 예서제(預婿制)28)까지 고안해냈다고 한다.29)
친영례의 시행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친영례는 음이
양을 따른다는 음양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다. 친영례에서 신랑이 신부를 시댁으
로 안내할 때 최대한 정중하게 인도해야 하며 딸은 시집가면 출가외인이라는 인
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에 비하여 조선의 혼속은 음양논리가 강하지 않다. 남

25) 뺷세종실록뺸 12년 6월 1일 경오.
26) 뺷세종실록뺸 12년 12월 무자.
27) 뺷세종실록뺸 17년 3월 4일 병자; 뺷세종실록뺸 18년 1월 13일 기묘; 뺷세종실록뺸 19년 12월
9일 병인; 뺷세종실록뺸 21년 12월 16일 경인; 뺷세종실록뺸 26년 8월 24일 경오.
28) 10세 정도의 남녀가 납채․납폐만 행하고 임시 혼인하는 민속.
29) 뺷세종실록뺸 21년 6월 26일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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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균분상속제에서 잘 드러나듯 아들 못지않게 딸을 중시하며 혼례 당사자인 두
집안을 동등하게 대하는 전통이 강하다. 친영례를 행하면 딸을 빨리 시댁에 보
내야 하는 친정의 심리적 저항감도 한몫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문제도 있다. 세
종 12년(1430) 12월 왕과 김종서(1383-1453)의 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30) 김
종서는 친영례를 행할 경우 남녀 양가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지적한다. 신부
집의 경우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노비, 의복, 기명(器皿) 등을 당장 준비해야 하
는 부담에 놓이게 되며, 신랑 집의 경우 혼례비용과 신랑신부가 거주할 공간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다.
중종대에 이르러 친영논쟁을 둘러싼 사대부 내의 대립 양상이 표면적으로 드
러났다. 친영 수용 세력이 확산되는 한편, 대립 양상도 격화되었다. 그들은 친영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었다. 찬성파는 이자․송질․조계상․최숙생․정수
강 등을 중심으로 하며, 반대파는 정광필․김응기․김전․신용개․권균․이계
맹 등 세력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고자 한다.

2) 만주족: 주육례와 주자사례의 선별적 수용
1644년 입관(入關, 북경 진입) 전까지 만주족의 혼례는 간단한 구조였다. 선

진시기의 혼례와 금대의 ‘남하녀’ 모두 특별한 의식 없이 남녀 동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다 입관 이후 한족의 영향을 받아 뺷주자가례뺸의 예법을 따르기
시작하였다.31) 한족의 문화를 수용한 이후, 만주족의 혼례는 통매(通媒)․문
명․상간(相看)․방소정(放小定)․방대정(放大定)․결친(結親)․회문(回門)․
주대월(住對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32)
30) 뺷세종실록뺸 12년 12월 22일 무자.
31) 만주족은 동북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1644년 명나라 내전을 이용하여 북경에 진입한 후
1911년까지 중국 전역을 통치하였다.
32) 통매는 남자 집에서 두 집안의 가세, 지위가 비슷한 가문을 선택하여 중매인을 통하여
혼례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두 집안에서 의혼이 끝난 후 여자의 이름과 외모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명과 상간이다. 만약 외모가 마음에 들면 여의(如意)․비녀와 팔찌(釵
釧)를 처녀에게 줌으로써 예물로 하는데 이것을 ‘방소정’이라고 한다. 그 뒤에 행하는 방
대정은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에 예물을 보내는 의식이다. 결혼식은 보통 사흘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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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족은 주육례와 주자사례 가운데서 필요한 절차를 도입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표4> 주육례, 주자사례, 만주족의 혼례 절차 비교
구분
주육례
주자사례
만주족의 혼례

1단계
납채
의혼
통매

2단계
문명
납채
문명

3단계
납길
납폐
방대정

4단계
납징
친영
타하처

5단계
청기

6단계
친영

삽거례

만주족은 주육례와 주자사례에서 공동으로 제시한 납폐를 행하는데 ‘방대정’
이라고 부른다. 이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의식은 상황에 따라 양자 사이에서 취
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뺷주자가례뺸의 혼속을 받아들여 중매인이 남녀 양가를 오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이를 ‘통매’라고 한다. 중국은 선진시기부터 중매인이 의혼 단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말(父母之命, 媒妁之
言)’,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배우자로 맞아들이다(明媒正娶)’ 등의 표현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절차는 뺷주자가례뺸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만주족도 이
절차를 택하였다.
다음, 문명은 주육례에 포함되어 있지만 뺷주자가례뺸에서 생략된 절차이다. 만
주족은 조상신을 중시하였으며 혼속에서도 점치는 풍속을 견지하였다. 우선 통
매를 거쳐 상대를 물색한 후 만약 양가가 통혼의향이 있다면 각자의 기좌(旗佐),
성씨, 3대 정보 등을 적은 가첩(門戶帖)을 중매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한다.
양가는 상대방의 ‘가첩’을 받은 후 3일간 조상신 앞에 놓아둔다. 만약 그 동안
무사태평하면 조상들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명은 사주팔자를 교환하는
의식으로 양가는 상대방의 사주팔자를 점술가에게 보여주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한다.33) 이처럼 만주족은 의혼 단계에서 조상이나 귀신에게 혼인 여
다. 첫째 날에는 남녀 양가가 각자 준비를 한다. 둘째 날에는 혼례식을 올린다. 셋째 날은
신부가 시댁의 친지들에게 인사 올리는 날이다. ‘회문’은 혼례가 끝난 후 3일이나 5일 또
는 7일 되는 날에 신혼부부가 여가로 가서 여자의 부모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이다. ‘주대
월’은 결혼 한 달 후 신부가 친정에 돌아가 한 달간 머무는 풍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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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함으로써 신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친영이다. 만주족은 양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타하처
(打下處)’․‘삽거례(揷車禮)’를 행하는데 친영례에서 차용하였다.34) 뺷주자가례뺸

에 의하면 양가의 거리가 멀어 친영례를 행하기 어려울 경우 양가 사이에 ‘관소’
를 마련한 후 혼례를 올려도 무방하다고 하였다.35) 만주족은 바로 이 사항에 근
거하여 ‘타하처’․‘삽거례’를 행하였다.
만주족은 입관 이후 주육례와 주자사례를 수용하였다. 양자 가운데서 주자사
례가 주된 모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44년 입관 당시 한족의 혼
속은 주자사례였으며 만주족은 그것을 혼속의 준거로 삼았다. 둘째, 조선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뺷조선왕조실록뺸에는 조선의 관리와 여진족의 대화가 등
장하는데 여진족 고유 혼속인 남귀여가와 수계혼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36) 당
시 조선의 관리들은 뺷주자가례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으며 여진족의 혼속에
33) 전영란, 앞의 논문, pp.91-92.
34) ‘타하처’․‘삽거례’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부는 혼례 전날 친오빠의 호위 하에 집
을 떠난다. 신부 일행은 신랑측이 미리 준비해놓은 집에 도착하여 하루 투숙한다. 이것을
‘타하처’라고 한다. 신랑은 보통 신랑측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한다. 이튿날 약속한 시
간에 신부는 수레를 타고 출발한다. 이 때에도 신부의 오빠가 직접 호송한다. 신랑도 친
영 무리를 거느리고 출발하는데 음악을 연주한다. 이들 무리는 길 가운데서 만나는데 이
때 신부는 신랑측 수레로 바꾸어 탄다. 이것을 ‘삽거례’라고 한다. 楊英杰, 샙淸代滿族風俗
史뺸,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1, p.27.
35) 뺷주자가례뺸 권3, 혼례 친영. “지금 처가가 먼데 예를 행하고자 한다면 한 방법은 처가로
하여금 가까운 곳으로 나와 한 처소를 마련하게 한 다음 그 곳에 가서 맞이하여 객사로
돌아와 예를 행하는 것이다. 또 한 방법은 처가가 나와 어떤 곳에 이르면 신랑이 그 곳으
로 가서 맞이하여 돌아와 집에서 예를 이루는 것이다.(今妻家遠, 要行禮, 一則令妻家就
近處設一處, 却就彼往迎歸館行禮. 一則妻家出至一處, 壻則就彼, 迎歸至家成禮.)” 朱熹,
뺷朱子家禮뺸, 임민혁 역, 예문서원, 2007, pp.164-165.
36) 성종 14년(1483) 10월의 기록에는 조선의 관리가 여진족 이목장합(李木長哈)에게 수계혼
을 묻는 내용이 등장한다. 거기에 의하면 이목장합은 여진인들이 수계혼을 행한다고 대
답했지만 그의 동료 동거우동(童巨右同)은 그것이 노비들만의 혼속일 뿐 귀족들은 행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진 귀족들 사이에서 수계혼을 수치로 여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기록에는 조선의 문신 이세좌(李世佐)가 여진인 조이시합(趙伊時哈)에게 여
진인들의 남귀여가혼에서 납채와 납폐를 행하는지 묻는 내용도 등장한다.(뺷성종실록뺸 14
년 10월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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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였다. 여진인들은 조선과의 교류에서 혼속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만주족의 중요한 혼속인 ‘타하처’․‘삽거례’의 근거는
뺷주자가례뺸에만 등장한다. 이러한 혼인풍속은 20세기 50-60년대까지만 해도 만
주족 사이에서 흔히 보였으나 1980년대에 이르면 현대혼례로 바뀌기 시작하였
다.37)
두 민족의 뺷주자가례뺸 수용 과정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두 민족 모두 문화의 전달자에 의해 강제 이식된 경우가 아니
다. 수용자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주자사
례 수용 전에도 두 민족의 전통 혼속은 유사성을 보였다. 모두 노역혼에서 남귀
여가혼으로의 발전 경로를 겪었다. 그러다 조선과 청을 건국한 세력은 각자 자
신의 필요에 따라, 뺷주자가례뺸를 수용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양반 사대부 세력은
고려의 구 귀족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주자가
례는 좋은 대안이었다. 1644년 중원을 제패한 만주족은 소수의 인구로 다수의
한족을 통치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만주족 역시 주자의 혼례를 수용하
면서, 한족과의 문화적 동질감을 확보하려 했다.

3. 수용주체: 사대부와 황제의 역할
한민족과 만주족의 주자사례 수용과정은 주체와 양상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
인다. 한민족은 사대부가 중심이 되어 혼례 개혁의 논쟁을 긴 시간 동안 이끌었
고, 만주족은 황제의 솔선수범과 명으로 한족의 혼례를 빠르게 흡수하였다.

1) 한민족: 사대부의 다양한 개혁안
일반적으로 조선에서의 친영논의는 중종대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
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선 초기의 친영논쟁이 왕실과 사대부의
이견으로 나타났다면, 중종대 이후에는 사대부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37) 전영란, 앞의 논문,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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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종대 친영논쟁

<표5> 중종～명종대 친영논의
순서 시기

1

2

3

4

5

6

중 종
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主張者

입장

출처

비고

임권

찬성

뺷중종실록뺸 10년 8월
10일 갑자

기준

찬성

뺷중종실록뺸 10년 10월
23일 병자

유순․정광필․김응기․김
전

반대

뺷중종실록뺸 10년 10
월 26일 기묘

중종

찬성

뺷중종실록뺸 11년 1월
25일 정미

김응기

반대

뺷중종실록뺸 11년 2월
6일 정사

박세희

찬성

뺷중종실록뺸 11년 2월
20일 신미

정광필

반대

상동

중종

찬성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15일 경인

정광필

반대

고례파

찬성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17일 임진

중종 동조

이자․유순․남곤․송질․
조계상․최숙생․정수강

찬성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19일 갑오

중종 동조

반대

상동

반대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24일 기해

중종 동조
중종 동조

정광필․김응기․신용개․
권균․김전․윤순․고형
산․이계맹
정광필․김응기․김전․신
용개․권균․이계맹

상동

이자

찬성

상동

정광필

반대

상동

남곤․이사균․조계상․한
세환․김안로

찬성

상동

정광필, 김응기, 권균, 신용
개, 조계상

반대

뺷중종실록뺸 12년 4월
9일 갑인

중종

찬성

상동

중종 동조

중종 동조

중종 동조

중종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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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 종
대

김전․윤금손․고형산․안
당

반대

상동

이언호․남곤

찬성

상동

윤개

찬성

뺷명종실록뺸 4년 4월 2
일 신축

사헌부

반대

뺷명종실록뺸 9년 9월
27일 을축

중종 동조

중종대 친영논쟁의 특징은 고례파(古禮派)와 국조오례의파(國朝五禮儀派)
사이 정론으로 번졌으며, 중종은 그 가운데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견해를 달
리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사대부들은 중종반정 이후 예학을 회복하는 과
정에 두 입장으로 갈라졌는데 정광필 등 대신과 예조의 관리들을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파와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사대부 중심의 고례파가 그것이다.38) 국
조오례의파는 친영을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을, 고례파는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중종대의 친영논쟁은 성균관 생원의 글이 발단이 되었다. 중종 5년(1510) 12
월 성균관 생원 이경 등은 ｢편의십조(便宜十條)｣를 올리면서 남귀여가혼의 문
제점을 지적하였다.39) 중종 7년(1512) 11월 소세양․손중돈도 남귀여가를 비판
하였다.40)
중종 10년(1515)에 이르러 고례파와 국조오례의파 사이 친영논쟁이 시작되었
다. 1515년 8월 임권이 우선 친영례를 강조하였다. 그는 “혼인이란 처음을 바르
게 하는 도리이다. 그 예가 올바른 뒤에야 일들이 따라서 올바르게 된다. 만약
큰 해가 없으면 모름지기 친영의 예를 신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41) 기준
도 사대부와 서인의 친영을 주장하였다. 그는 혼례는 만세의 시초로, 왕실에서만
친영을 행하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만세의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
니라고 하였다. 이에 중종은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명하였다.42)
38) 고영진, 앞의 논문, p.127.
39) 뺷중종실록뺸 5년 12월 19일 신축.
40) 뺷중종실록뺸 7년 11월 임진.
41) 뺷중종실록뺸 10년 8월 10일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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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파는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유순․정광필․김응기․김전 등은 친
영을 행하고자 하는 뜻은 좋지만 풍속의 고유성과 여성들의 친영례에 대한 등한
시 등을 이유로 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43)
중종은 그때그때 다른 태도를 보였다. 중종 11연(1516) 1월 왕은 “친영례는 성
인이 정한 것으로 반드시 준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친영례․향음주례를 고제
에 따라 행하라고 예조에 하교하였다.44) 2월에 김응기가 토속을 이유로 반대하
자, 중종은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다.45) 박세희가 친영도입 강경론을 펼치자 정
광필은 물론이고, 중종도 반대하였다.46)
친영논쟁은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중종 12년(1517) 3월부터
다시 불붙었다. 중종이 윤지임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때 친영례를 올리고 싶어
한 것이 발단이다.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고례파와 국조오례의파 사이에 네
번의 논쟁이 벌어졌다.47) 7월에 이르러 중종은 태평관에 관소를 설치하고 친영
42) 뺷중종실록뺸 10년 10월 23일 병자.
43) 뺷중종실록뺸 10년 10월 26일 기묘.
44) 뺷중종실록뺸 11년 1월 25일 정미.
45) 뺷중종실록뺸 11년 2월 6일 정사.
46) 뺷중종실록뺸 11년 2월 20일 신미.
47) 첫 번째 논쟁은 3월 15일, 3월 17일에 진행되었다. 3월 15일 왕이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을 논하게 하였는데 정광필이 반대하자 중종은 그의 뜻을 따랐다.(뺷
중종실록뺸 12년 3월 15일 경인) 그러나 3월 17일 고례파가 친영례를 주장하자 중종은 이
에 찬성하였다.(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17일 임진) 두 번째 논쟁은 3월 19일에 재개되었다.
이자․유순․남곤․송질․조계상․최숙생․정수강 등이 왕의 친영례를 권장하자 정광
필․김응기․신용개․권균․김전․윤순․고형산․이계맹 등이 뺷오례의뺸에 없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중종은 고례파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친영례를 뺷오례의주뺸에 새로 추
가할 것을 전지하였다.(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19일 갑오) 3월 24일의 세 번째 논쟁에서
정광필․김응기․김전․신용개․권균․이계맹 등이 왕의 친영을 반대하자 왕은 이를 따
랐다. 이에 홍문관 직제학 이자 등이 친영을 주장하자 정광필은 조선 고유 혼속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에 남곤․이사균․조계상․한세환․김안로 등이 친영례를 주장하였다.
중종은 결국 후자의 의견을 따랐다.(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24일 기해) 4월 9일의 네 번째
논쟁에서 양측은 다시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정광필․김응기․권균․신용개․조계상 등
이 조선 고유 혼속을 강조하자 중종은 친영례를 주장하였다. 김전․윤금손․고형산․안
당 등이 친영을 반대하자, 이번에는 이언호․남곤 등이 친영을 행함으로써 인륜의 시초
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중종은 친영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뺷중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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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따라 문정왕후를 맞이하였다.48) 명종대에도 친영례 도입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49)
<표3>와 <표5>에서 보면 태종대에서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총 11번의 중요

한 친영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세종대의 논의는 왕이 주도하고 소
수의 대신들이 본인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중종대에 이르러 고례파
와 국조오례의파에 의해 주도되었다. 중종은 본인의 확고한 의견을 제시하기보
다는 두 세력의 견해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의 사대부들은 뺷주자가례뺸 수용에 동의하지만 시행 속도와 범주에서 차이를 보
였다. 고례파는 당장 전면적으로 수용하자는 태도를 보였고, 국조오례의파는 고
유 혼속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중종대
에 일단락되고 그 뒤 여러 형태의 절충안이 등장한다.
(2) 사대부들의 친영 절충안

<표6> 조선 시기 혼속 일람표
순서

혼속유형

主張者

출현시기

혼례장
소

상견례
시기

현구고례
시기

시행 시기

시행 대상

1

남귀여가혼
국조오례
( 삼일상견
고려
의파
례)

여가

혼례 셋째 우 귀 하 는
조선 중기 이전 사대부, 서인
날
날

2

친영례

고례파

남가

혼례 첫날

3

당일상견례

서경덕, 조 명종 이
여가
식
전

4

반친영

5

가관친영례 송 시 열 을 17세기 주로 여 혼례 첫날 주로 우귀 조선 중기이후 호서사림

중종대

명종대

여가

혼례 다음
날
우귀하는
혼례 첫날
날
혼례 다음
혼례 첫날
날

거의 시행되지
왕실
못함
조선 중기이후 사대부, 서인
조선 중기이후

서울 중심 사
대부가

뺸 12년 4월 9일 갑인)

48) 뺷중종실록뺸 12년 7월 19일 계사.
49) 명종 4년(1549) 4월 예조판서 윤개가 왕에게 남귀여가를 폐지하고 친영을 행하되 법령으
로 정할 것을 요청하였다.(뺷명종실록뺸 4년 4월 2일 신축) 그러나 명종 9년(1554) 9월 사헌
부에서 여전히 관행을 이유로 친영례를 반대하였다.(뺷명종실록뺸 9년 9월 27일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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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충
가
청 5현
제4의 대안 이 진 상 ․
(친영 후 여 곽 종 석 ․ 19세기 남가
가 살이) 이승희

6

하는 날

혼례 첫날

혼례 다음 거의 시행되지 이승희 둘째
날
못함
아들

사대부들의 친영 절충안 가운데서 명종대 이전의 당일상견례,50) 명종대의 반
친영, 인조대의 가관친영, 19세기 제4의 대안(친영 후 여가 살이) 등이 대표적이
다. 네 가지 대안은 혼재하여 시행되다가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당일상견례
와 우귀를 결합한 혼속이 주류를 차지하였다.51)
<표7> 조선 시기 친영 절충안과 주자사례 비교표
순서

혼속 유형

당일상견례

1
2
3
4

당일상견례
반친영
가관친영례
제4의 대안

○
○
○
○

익일현구고례
(翌日見舅姑)

친영

혼례 장소(남가)

○
○

○
○

성혼 후 남가
거주

○
○

조선 고유 혼속은 주자사례와 비교하면 다섯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당일
상견례․익일현구고례․친영의 여부와 혼례를 신랑 집에서 행하는지, 성혼 후
신랑 집에 거주하는지 등이다. 16세기부터 등장한 네 대안은 일정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한 측면이 있다.
당일상견례는 혼례 당일에 교배례를 행하는 혼속으로 여기에는 서경덕(148
9～1546)과 조식(1501～1572)의 공이 컸다. 뺷회은집뺸에 의하면 서경덕은 제일먼

저 당일상견례를 창안하였으며 그의 문하생들 사이에서 행해졌다고 한다.52) 뺷
50) 남귀여가혼을 따르되 삼일상견례를 당일상견례로 바꾼 혼속.
51) 우귀는 신부 집에서 혼례 당일에 상견례를 한 후 신부가 친정에 일정기간 머물다가 나중
에 시댁에 들어가는 절차이다. 우귀에는 3일 우귀, 달묵이, 해묵이 등이 있다.
52) 南鶴鳴, 뺷晦隱集뺸, 卷5, ｢禮制｣: 我東婚禮鹵莾, 中古以來, 士大夫婚夕, 委禽於婦家, 而
不行合巹之禮, 三日後方行之. 此甚無謂. 徐花潭, 始折衷爲婚夕合巹之禮, 至今行之. 其時
則猶多不行者. 族祖東岡公與洪恥齊家, 結嘉事, 始斷然行之. 公朗, 花潭門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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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뺸에 의하면 조식도 당일상견례를 행하였다고 한다.53) 서경덕․조
식 모두 뺷주자가례뺸를 적극 권장한 성리학자들로 특히 조식의 경우 뺷주자가례뺸
를 가정․국가․사회를 다스리는 치도(治道)와 치법(治法)의 도구로 생각하였
다. 성경덕․조식은 당일상견례의 창안과 보급에 힘썼으며 그것이 조선중기 이
후 주된 혼속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친영은 당일상견례 이후에 등장한 대안으로 명종 22년(1567)에서 선조 5년
(1572) 사이에 창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당일상견례가 수용되자 이에 고무

된 일부 인사들이 ‘당일상견례’와 ‘익일현구고례’(명일현구고례라고도 함)를 포
함한 반친영을 제시하였다. 혼례를 여가에서 행하되 혼례 당일에 교배례․합근
례 등을 행하며, 성혼 다음날에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는 예이다. 혼례 장소와 거
취문제는 변함이 없지만 의례 절차에 변화를 줌으로써 개혁의지를 보여줬다. 그
러나 ‘익일현구고례’는 양가 거리가 가까울 때에만 가능하기에 반친영은 서울의
일부 사대부가에서만 행해졌다.
17세기 인조대에 이르러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가 등장한다.55) 19세기에

제4의 대안이 등장하는데 필자는 그것을 ‘친영 후 여가 살이’로 명명하고자 한
다.56)

53) 뺷增補文獻備考뺸, 卷89, ｢禮考｣ 36, (私婚禮) 晉山志: 國俗婚姻, 則三日後相見, 爲之三日
對飯. 文貞公曺植, 一遵朱文公家禮, 而親迎之禮, 則有難行之勢, 故裁損之. 以爲初婚交
拜相見之禮, 蓋以是爲復古之漸也.
54) 장병인,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新俗禮‧半親迎‧假館親迎의 시행을 중심으로
｣, 뺷한국사연구뺸 제169집, 한국사연구회, 2015, p.144.
55) 가관친영은 뺷주자가례뺸에 소개된 것으로 양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관소를 마련하여
신부를 거기에 잠시 머물게 한 후 친영례를 올리는 혼속이다. 주자는 아들과 손녀의 혼례
식을 이 예에 따라 행하였다. 가관친영례는 조선중기 호서사림에 의해 주도되었는바 충
청 5현을 중심으로 인조 22년(1644)부터 이후의 50여 년간 시행되었다. 영조 7년(1731)을
마지막으로 시행사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위의 논문, pp.148-159.
56) 이것은 주리론 계열의 성리학자인 이진상․곽종석․이승희 등이 제시한 대안이다. 그들
은 남가에서 친영을 행한 후 고유 혼속을 고려하여 신혼부부를 여가로 보내 거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승희는 둘째 아들의 혼례를 이 예에 따라 행하였다. 위의 논문,
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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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조선조 뺷주자가례뺸 혼례의 수용 주체 일람표
시기

인물

학문적
성향

태조대

정도전

태종대

의정부

세종대

신상

세종대

고약해

중종대

이경

중종대

소세양․손중돈

중종대

임권․기준․박
세희․이자․송
질․조계상․최
숙생․정수강․ 사림
이사균․조계
상․한세환․김
안로․이언호

중종대

유순․남곤

명종대 이
전( 16세 서경덕․조식
기)
명종대

윤개

훈구

주장

출처

남귀여가는 남녀 사이 음양의 조화를
무너뜨리고 가도(家道) 파괴함.
사대부의 혼례 모델로 뺷주자가례뺸 명
시; 조선의 전장과 문물은 모두 중국을
본받으면서 혼인의 예만 옛 풍속을 따
라서 양으로써 음을 따르게 한다고 함.

정도전, 뺷삼봉집뺸 권7, ｢혼
인조｣
뺷태종실록뺸 4년 8월 20일
기축; 뺷태종실록뺸 14년 1월
4일 기묘

뺷세종실록뺸 7년 5월 12일
혼례개혁이 선행되면 상례도 바뀌게
신사; 뺷세종실록뺸 16년 4월
됨; 남귀여가혼 비판.
12일 기미
친영은 실시하지 않으면서 복제만 중
뺷세종실록뺸 12년 6월 1일
국의 것을 따르는 세종의 태도에 이의
경오
제기.
남귀여가혼의 문제점 지적, 친영례를
뺷중종실록뺸 5년 12월 19일
회복하여 인륜의 시초를 바르게 할 것
신축
주장.
남귀여가혼 비판
뺷중종실록뺸 7년 11월 임진
뺷중종실록뺸 10년 8월 10일
갑자; 뺷중종실록뺸 10년 10
월 23일 병자; 뺷중종실록뺸
11년 2월 20일 신미; 뺷중종
혼례는 만세의 시초라고 하면서 친영
실록뺸 12년 3월 17일 임진;
례 주장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19일
갑오;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24일 기해; 뺷중종실록뺸 12
년 4월 9일 갑인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19일
예법의 명분을 이유로 왕이 친영례를
갑오; 뺷중종실록뺸 12년 3월
행할 것을 권장, 친영을 행함으로써 인
24일 기해; 뺷중종실록뺸 12
륜의 시초 바로잡을 것 주장.
년 4월 9일 갑인
남학명, 뺷회은집뺸, 권5, <예
당일상견례
제>; 뺷증보문헌비고뺸, 권89,
<예고> 36, (사혼례) 진산지
남귀여가를 폐지하고 친영례를 법령으 뺷명종실록뺸 4년 4월 2일 신
로 정할 것을 상소함.
축

인조 22
송시열을 비롯 호서사
년(1644)
가관친영례
한 충청 5현
림
이후 약

송시열, 뺷송자대전뺸 권114,
서 답김화수(무신 정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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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간
(17세기)

19세기

주리론
이진상․곽종
( 主 理 제4의 대안(친영 후 여가 살이)
석․이승희
論)

이진상, 뺷사례집요뺸 권4, 혼
례, 친영; 곽종석, 뺷면우집뺸
권26, 서 답정후윤(을해);
이승희, 뺷한계유고뺸 2, 3, 4,
서3, 397, 825, 여장대경
(무술), 별지

조선의 혼속 개혁을 주장한 주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조선조
사회 개혁에 관심을 지닌 성리학자들이 친영논의에 대거 참여하면서 활기 띤 모
습을 보였다. 어느 특정 성향의 성리학자가 논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
리학자들이 각자의 이념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시도한 점이 특징적이다. 중종대
고례파와 국조오례의파의 친영논쟁을 필두로 서경덕․조식의 당일상견례, 충청
5현의 가관친영례, 주리론자들의 ‘친영 후 여가 살이’ 등의 논의는 그 누구도 절

대적 우세를 점하지 못한 채 상호 견제 속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하는 모습
을 보인다.
다음, 사대부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모습을 보인다. 혼속에 대한 주장은
저서를 통하여 드러날뿐더러 본인 혹은 후손들의 혼례에 직접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리학자들에 있어서 뺷주자가례뺸는 이념뿐 아니라 실천 차원의 문제
이다.
셋째, 사대부들은 거취문제에서 여가 거주를 찬성하였다. 남가 못지 않게 여
가를 중시했던 것이다. 이는 여가의 지위․재산 등이 남가와 동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대부들은 혼인을 통하여 한 집단이 다른 한 집단을 흡수해버리는
형태보다는 두 집단이 공존하면서 관계를 도모하는 방식을 더 선호했던 것이
다.57)

57) 강설금, ｢조선조 혼례의 친영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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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주족: 황제의 확고한 개혁의지
한민족과 마찬가지로 만주족의 주자 혼례 수용도 전통혼속과 결혼비용 문제
에서 난항을 겪었다. 1644년부터 전국을 통치하게 된 만주족은 복장, 변발 등 여
러 면에서 본인들의 전통을 한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일방적인 강요는
반항을 일으키기 쉬움을 직감한 만주족은 황제의 호소 하에 한족의 풍속을 일정
정도 수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자 혼례의 수용에서 제일 큰 난관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수계혼(收繼婚)이다.58) 오대시기부터 나타난 수계혼은 복잡한 혼례
절차를 생략한 채 과부를 가문의 다른 남자가 처로 맞이하는 혼속으로 주자사례
의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여건이다. 혼례를 준비하는 과정
에 예물에서부터 시작하여 신방을 꾸미는 데 필요한 비용, 혼례식날 연회에 드
는 비용까지 일정한 결혼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 두 난제의 해결 과정에 누르하
치와 홍타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59)
만주족의 수계혼은 금대에서 청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 수계혼이
비판받는 이유는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 숙부 또는 형제의 아내를 처로 맞이하
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점과 특별한 혼례 절차 없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야
만적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홍타이지는 그것을 과감히 금지하였다. 당시 청에 항
복한 명대의 한족관리들이 제일먼저 홍타이지에게 구습을 폐지하고 한족의 제
도인 명나라 제도로 개혁할 것을 제기하였다. 즉 한족의 법령을 참조하여 만주
족의 법령을 만들어 나중에 중국 전역을 통치할 것에 대비하라고 조언하였다.60)
이에 한족의 유가 이데올로기에 따라 건국할 것을 결심한 홍타이지는 수계혼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631년에 처음으로 수계혼 금지령을 반포한 후 1636
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였다.
58) 남편이 죽은 후 과부를 가문의 아들, 조카나 형제들이 거두어들여 아내로 삼는 풍속.
59) 명말에 건주여진의 수령인 누르하치(愛新覺羅 努爾哈赤, 1559～1626)는 수년 간의 통일
전쟁을 통하여 1616년에 금나라를 세웠는데 역사에서는 ‘후금’이라고 한다. 1626년 누르
하치가 죽은 뒤 그의 넷째 아들 홍타이지가 그의 자리를 계승하였다. 홍타이지는 1636년
에 황위에 오른 후 국호를 ‘금’에서 ‘청’으로 바꾸었으며 연호를 ‘숭덕’으로 하였다.
60) 定宜莊, 뺷滿族的婦女生活與婚姻制度研究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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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타이지는 1631년 금지령(｢천총오년상유(天聰五年上諭)｣)에서 만약 수계혼
을 행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였다. 1632년에도 수계혼 금지령을 강조
하였다.61) 1635년에는 관련 조서도 내렸다. 같은 해(1635) 6월 11일, 기타 사무
를 논하는 과정에 또 한번 수계혼 금지령을 강조하였다. 1636년 4월 12일, 홍타
이지는 황제에 등극하면서 반포한 법령인 뺷숭덕회전뺸에 처음으로 법률의 형식
으로 금지령을 명시하였다. 뺷숭덕회전뺸은 모두 5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없애야 할 풍속에 수계혼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여성은 남편을 잃은
후 재가할 수 있지만 한 가문 내에서 재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62)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발전시킨 팔기제도는 혼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였
다. 1615년에 창안된 팔기제도는 정치․경제․군사 조직이다.63) 팔기제도는 수
계혼의 존립 기반인 ‘오극손(烏克孫)’을 해체함으로써 수계혼 폐지에 일조하였
다. 구체적으로 ‘오극손’을 해체하여 ‘우록(牛錄)’64)을 만들었다.65)
팔기제도는 혼례 비용 문제도 해결하였다. 이 제도는 기인(旗人)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관혼상제 비용도 마련해주었다. 만약 수계혼을 행한다면 혼례 보
조금은 받을 수 없다.66) 이처럼 팔기제는 만주족 고유 혼속의 기초를 뒤흔들었
61) 뺷청태종실록뺸권11, 천총 6년(1632) 3월 경술.
62) 定宜莊, 앞의 책, p.28.
63) 팔기제도 출현 시기에 대하여 천명원년설(1616), 천명삼년설(1618)도 존재한다. 徐正欽,
｢팔기제와 만주족의 중국지배-팔기제의 興衰와 滿洲政權의 消長｣, 뺷만주연구뺸 제3집,
만주학회, 2005, p.83.
64) 만주팔기의 호구편제는 매 300人 1니루(牛彔=佐領)가 기본단위로, 5개 니루가 1잘란(甲
喇=參領), 5개 잘란이 1 구사(固山=都統)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니루는 현급(縣級)에 해
당하고 잘란은 구(專區)에 상당하며 구사는 성급(省級)에 상당한다. 위의 논문, p.81.
65) 여진족의 혈연조직은 합랍(哈拉, hala)․목곤(穆昆, mukun)․오극손(烏克孫, uksun) 등
으로 나뉜다. 여기서 ‘합랍’은 ‘성’으로 번역되는데 동일한 선조의 혈연 실체를 가리킨다.
‘목곤’은 ‘씨’로 번역되는데 동일한 혈족을 가리킨다. 명대 중엽부터 ‘목곤’보다 더 작은
혈연조직인 ‘오극손’이 나타났다. ‘오극손’은 형제와 그들의 자손들을 가리킨다. 수계혼의
범주는 오극손에 국한되어 있다. 즉 동일한 오극손 내에서 수계혼이 행해졌던 것이다.
우록은 만주어 ‘niru’를 번역한 용어로 기존의 혈족과 혈연으로 구성된 단위를 개편하여
새로 만들어낸 집단이다. 하나의 ‘오극손’을 여러 개의 ‘우록’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오극손’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편된 우록의 구성원
들 사이에는 그 어떠한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定宜莊, 앞의 책,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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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민족과 만주족은 주자혼례 수용 주체와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민족은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하지만 만주족의 경우 황제에 의해 수용이 주
도되었다.
조선과 청 모두 건국 초기의 국왕들이 주자사례를 전적으로 찬성하였다는 점
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차이점은 친영 논쟁 기간과 대신들 태도에 있다. 만주족
의 경우 홍타이지는 북경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혼례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신들을 이끌어 혼속 개혁을 주도하였으며 대신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조
선의 경우 태조와 태종은 주자가례를 찬성하였으나 세종은 고유 혼속인 남귀여
가혼을 견지했으며 중종과 명종 모두 고례파와 국조오례의파의 의견에 따라 친
영을 찬성할 때도 있고 반대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친영논쟁은 태종대
부터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150여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친영례 절충안들이 고안되었다.
조선의 경우 주자혼례에 대한 사대부와 평민들 태도는 달랐다. 사대부는 조선
중․후기부터 친영례와 남귀여가혼을 절충한 당일상견례를 시행하였지만 평민
의 경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전통 혼속인 남귀여가혼을 고수하였다. 만주족의
경우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 황제의 제안을 수용하여, 개정된 혼속을 따랐다.
주자사례를 중심에 두고 보았을 때, 두 민족의 문화교류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조선의 경우 문화의 전달이 일방향적 성격을 가진다. 한족의 주자사례가 조
선에 유입되고 수용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고, 한민족의 혼례를 비롯한 풍속이
한족에게 전달된 바는 없다. 반면 만주족이 선택한 방식은 문화적 거래였다. 만
주족은 한족의 의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복식과 변발을 한족
이 수용하도록 강제했다.

66) 위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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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한민족과 만주족의 주자 혼례 수용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민족과 만
주족이 주자사례를 수용하는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민족 모두 내
부에 문화 수용세력이 형성되어 주자의 혼례를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
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화의 전달자에 의해 강제 이식된 것이 아니다. 수용자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을 건국한 양반 사대부 세력은 성리학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전면에 내
세웠다. 그들은 고려의 구 귀족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주자가례는 좋은 대안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해,
즉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성리학에 기반한 의례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원
을 제패한 만주족은 소수의 인구로 다수의 한족을 통치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인의 일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만한(滿漢) 두 민족의 문화적 융합이 필
수적인 과제였으며, 만주족은 자발적으로 한족의 의례를 수용하면서 한족의 민
심을 모으려 하였다. 만주족 역시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주자의 혼례를 비
롯한 의례를 수용한 것이다.
두 민족은 수용 주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만주족은 황제를 정점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에 힘입어 주자사례를 일사분란하게 수용하였다. 조선의 경우 사
대부가 수용의 주체가 되었다. 한민족과 만주족 모두 자신의 고유 혼속을 고려
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어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
까지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친영례에 근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주족은 주육례와 주자사례에서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의 전달-수용 양상도 다르다. 조선의 경우 유교문화의 전달이 일방향적
성격을 가진다. 한족의 주자사례가 조선에 유입되고 수용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
고, 한민족의 혼례를 비롯한 풍속이 한족에게 전달된 바는 없다. 반면 만주족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한족을 지배하는 동시에 정권 운영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했다. 만주족이 선택한 방식은 문화적 거래였다. 만주족은 한족의 의
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복식과 변발을 한족이 수용하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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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시켰다. 이러한 문화적 빅딜은 지배민족인 만주족과 피지배 민족들의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문화적 빅딜은 만주족이 안정적으로 중원
을 통치할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이 거래의 영향은 오래갔다. 한족은 청
이 망하는 20세기 초까지 만주족의 복식과 변발을 자신의 생활문화로 받아들였
으며, 치파오는 지금도 한족의 전통복장으로 널리 애용된다. 한민족의 문화가 한
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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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the Acceptance of the marriage of the Zhuzi Jiali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Manchus
Jiang, Xuejin
The Korean people and the Manchu people have long lived as neighbors in
Northeast Asia, and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as an acceptor of
Confucian culture.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two peoples helps
to understand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Zhuzi Jiali of the
Korean people and Manchus. The central forces of the Korean people and
Manchus, who founded the centralized feudal dynasty, accepted the "Zhuzi
Jiali"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The aristocrats who founded Joseon needed
to establish a cultural identity distinct from the old aristocrats of Goryeo, and
the officiant ceremony was a good alternative. Manchus, who conquered the
midfield, had the task of ruling a large number of Han Chinese with a small
population. Manchus also tried to secure cultural homogeneity with the Han,
accepting the runner's wedding. The Korean people and the Manchus’s
acceptance process of "Zhuzi Jiali" shows commonality in that it is voluntary
and active acceptance. The difference is also clea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cceptor and the aspect. The Korean people were strongly led by
the nobility, but in the case of the Manchurians, acceptance was led by the
emperor. And In the case of Joseon, cultural transmission has a one-way
nature. There is only a process in which the Han people's cases of runners are
introduced to Joseon and accepted, and customs, including the wedding of the
Korean people, have not been passed on to the Han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way the Manchus chose was cultural transactions. Instead of actively
accepting the rituals of the Han people, the Manchurians pushed the Han
people to accept their own clothing and perversion.
Keyword

Joseon, Manchus, Zhuzi Jiali, marriage, Ban-Ch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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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국은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은 한국인의 삶에 직간접으로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이란 방대한 주제를 직접 체험하는 데는 환경
적 제약이 따르며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
이다.
영화는 목표언어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중국영화를 통한 간접적 중국체험은 중국문
화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유용하다. 더 나아가
세계질서 가운데서 중국과 한중 관계를 잘 파악하여 미래의 삶을 대비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재를 사용하는 일반적 학습법은 부담감을 줄 수
있지만 영화는 이와 다르게 학습자들의 흥미와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 전문가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을 통해 얻게 되는 학습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타에
대한 관심과 영화가 다루는 흥미로운 소재가 학습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켜 효율
적인 지식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크린을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우는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
발적 발표와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학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의 교양선택으로 제공되는 중국어 수업에서 중국영화를 통해 학
습자들이 중국문화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실제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자와 교수자의 활동을 토대로 중국문화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수업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중국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영화 뺷투
게더(和你在一起)뺸(2002)를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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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한 나라의 문화라는 주제는 워낙 방대하여 다루기가 쉽지 않다. 박종한(2002)
은 한국 대학교에서 전공이나 교양 과목으로 중국문화와 관련하여 보통 한 학기
에 개설되므로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문
화의 이해와 관련된 서적들도 많지만 문자적 설명만으로는 학습자들이 현실과
같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영화는 생생한 화면을 통해 실감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타의 효과까지 더해져 학습자들에게 목표언
어와 목표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 단순히 영화만 감상하는 것
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목표문화를 관찰해보도록 유도한다면 학습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어는 특정한 시대의 삶을 하나의 축소판처럼 제시할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도 넘어서서 다른 문화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도구이기
도 하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등장하여 넓은 세상을 체험하
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영화를 통한 문화학습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중국문화의 학습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얻으려는 교수방법에 대한 연
구들이 일부 있었다. 박종한(2002)은 방대한 중국문화를 선택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모형들을 구체화 시켰다. 그는 1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학습내용, 방법, 자료 및 과제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그가
다룬 영역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 한 학기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여전
히 방대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학습활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의 꿈과 현실’이나 ‘대중문화’와 ‘생활 속의 풍속’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영화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영화의 흐름을
비교분석하는 일은 한 학기 과정으로 다루기에 쉽지 않아 보였다.
정인숙(2019)은 의사소통을 준비단계로 문화학습을 제안하였는데 영화 뺷심플
라이프뺸(2012)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노령화, 독거노인 및 노
인복지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수업에 참여한 중국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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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습자들로 하여금 영화 대사를
통하여 두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방법
은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영화의 배
경이 홍콩이고 또 대만출신 감독의 작품으로 전형적인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였다. 홍콩은 아직도 중국과 서로 다른 사회체제
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홍콩의 문화나 사회제도가 중국문화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전홍화와 주암(2020)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두
나라의 무형문화재를 다룬 한국영화 뺷서편제뺸(1993)와 중국영화 뺷백조조봉뺸
(2016)에서 등장인물들이 드러내는 고유의 정서를 비교하도록 시도하였다. 정신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한민족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학습자들이 중국
영화를 함께 감상하여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박봉순(2015)은 중국문화의 이해는 중국어 학습의 고급단계에 도달
한 학습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선미(2008)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학습교제로 영화 및 영상자료를 활용하였지만 문화의 이해에 대
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도 2학기 교양선택 과목인 스크린중국어를 수강하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45명의 학습자들에게 적용하였다. 수업에 활용한 영화는 중국의 개
혁개방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천카이거(陈凯歌)1) 감독의 영화 뺷투게더뺸(2002)이
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문화대혁명이 종식되고 현대판 중국의 발전에 발판이
되었던 개혁개방시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의 중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1) 천카이거(陈凯歌), 1956년 생, 중국의 유명 감독으로 한국에서 잘 알려진 영화 뺷패왕별희
霸王别姬뺸의 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뺷투게더뺸에서 감독을 하는 동시에 교수 역으로도 출
연하여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연기파 배우이자 그의 아내이기도 한 천훙(陈红)
이 극중에서 여주인공 역을 맡아서 뺷투게더뺸를 흥행작으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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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영화는 바이올린에 천재적 재능을 지닌 아들과 그의 홀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의 아버지 리우청은 중국 남방지역에서 베이징으로 상경
하여 좋은 선생님을 구하며 아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영화는 리우청이 어
느 집 잔치에서 요리사로 일을 돕고 샤오천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시작된다.
시골 잔칫집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홀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이 풍요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13세의 샤오천은 남방에서 아버지를 따라 바이올린 경연
대회에 참석하러 북경으로 오는데 도시의 삶과 대조되는 아버지의 촌스러운 모
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감정선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영화의 주제
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부자간의 사랑과 중국사회가 겪는 경제적 문화적 갈
등에 대한 당혹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숨겨진 주제로 볼 수 있다.
연구를 위해서 스크린중국어 수업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5단계로 진행하
였다.
<표 1> 스크린중국어 단계별 교수학습과정
단계

내용

학습자 역할

1 단계

영화감상

감상 및 한중문화 비교

2 단계

학습자 발표

영화 속 문화적 특징
관련 발표 및 질문

3 단계

교수자
추가설명

질의 및 응답

4 단계

보고서 제출

감상소감 및 문화의 이해

5 단계

보고서 피드백

보고서의 학습효과 공유

교수자 역할
단계별 진행방법
전반적 소개
발표 관련
즉석 피드백
문화현상
추가 소개
학습효과
체크 및 분석
보고서 관련
피드백 진행

먼저 제1단계에서 학습자들은 한국문화와 비교하면서 중국문화의 특징을 발
견하는 목표의식 아래 영화를 감상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영화 속에
서 발견한 중국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또는 질문하면 교수자가 해당 피드백을 주
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자들은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목표의식을 갖고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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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기에 다양한 시각이 서로에게 집중력과 흥미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었다. 제3단계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화적 요소에
대해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제4단계는 전단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영화의 감상소감과 함께 영화에서 새롭게 알게 된 중국문화를 보고
서 형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마지막 제5단계에서는 교수자가 보고서에 관한
피드백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학습효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
였다.

4. 결과 및 토의
앞에서 언급한 연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제1단계: 영화감상
학습자들은 영화 속에서 한국문화와 다르게 보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각자 살펴보았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978년부터 덩샤오핑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급부상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중국이 태동하는 분
기점이 되었음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영화 뺷투게더뺸는 혈연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개혁개방시기의 중국인들의 전통과 가치관의 대립 그
리고 도농의 차이와 빈부격차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인들이 경험한 부정부패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등장인
물들이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사랑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돋보이는
부분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을 퇴보하게 만들었던 무자비하고 무
모한 문화대혁명을 10년만에 종식시켰다. 이와 함께 중국의 호구제도와 산아제
한 정책 그리고 입시와 군입대 등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중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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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단계: 학습자 발표
학습자들은 중국문화의 발견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다음의 <표 2>는 학습자들이 발표하거나 질
문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표 2> 중국문화 발표 및 질문 내용 요약정리
학습자 발표내용
1) 빨간색 많음
2) 교육열 높음
3) 실내 신발 착용
4) 철조망 설치
5) 이불 휴대
6) 음악 반주
7) 빈부 격차
8) 호객 행위
9) 핸드폰 번호

화면 포착
문에 붙인 종이
복(福)자
돈 봉투
상경
고액 과외
가정집 실내
유교수 집 예외
택시
단층 연립주택
상경 시
귀향 시
산모를 위한 연주
이웃을 위한 반주
남방의 시골 마음
북방 대도시 베이징
기차역
시장
138로 시작

교수자 피드백
빨간색 관련 유래, 대련(對聯) 및 복(福)
자 관련 문화 설명
중국 수도 및 학원 문화
관련 설명
전통 문화 및 변화, 온돌 문화
치안 및 안전 관련 설명
‘해고’ 의미의 ‘炒鱿鱼’의 유래 설명
특정 지역의 문화
남방과 북방 차이
도농 차이 설명
치안 관련 설명
137/138/139도 있음을
보완 설명

학습자들이 발표하거나 궁금하게 여기어 질문한 내용들을 크게 9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1)번의 ‘빨간색 많음’에서 학습자들은 <그림 1>를 제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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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빨간색 대련 및 장식과 빨간 돈 봉투

이에 교수자는 빨간색과 관련하여 그 유래와 대련(對聯)과 복(福)자와 관련
된 문화에 대하여 즉석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중국인들은 양의 기운이 가득한
빨간색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전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옛날에 포악한 ‘년(年)’이라는 동물이 살았는데 겨울
이 되면 먹거리를 찾아 산에서 내려와 사람을 잡아갔는데 공포에 질려 살던 사
람들이 드디어 ‘년’이 빨간색과 요란한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
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설 명절이 되면 집에 빨간색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최근에는 화제의 위험 때문에 정부
에서 폭죽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도 부연설명 하였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설을
쉬는 것을 ‘과년(过年)’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물 ‘년(年)’의 피해에서 잘 넘어갔
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문에 길한 글귀를 적은 빨
간색의 대련(對聯)과 복(福)자를 붙이는 전통도 여기에서 유래되었음을 알려주
었다.
한편 잔치집 주인이 리우청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빨간 봉투에 돈을 넣어서 건
네는 장면을 보고 학습자들은 다소 이질감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한국
에서는 감사 인사로 돈을 건넬 때나 축의금을 전할 때는 하얀색 봉투를 사용하
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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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복(福)’자가 꺼꾸로 문에 붙어 있는 장면

특별히 학습자들은 <그림 2>에서 ‘복(福)’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에 대해 궁
금해 하였기에 ‘거꾸로’를 의미하는 ‘도(倒)’와 ‘도래하다’의 ‘도(到)’가 발음이 같
기 때문에 복(福)을 거꾸로 붙이면 복이 도래한다고 믿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학습자들은 중국인들이 설에 즈음하여 문에 대련(對聯)과‘복(福)’을 붙이는 관습
이 있으며 한 해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복(福)’을 거꾸로 붙이고 있다는 사실
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
학습자들이 관찰한 2)번의 ‘교육열 높음’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문화대혁명 시
기에는 폐지되었던 입시제도가 부활되면서 교육열이 과열된 현상을 말한다. 그
결과로 고액과외 또는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음을 알려주고 수도 베이징과 학원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3)번 ‘실내 신발 착용’에서는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신발을 착용
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추운 지방에서는 옛날부터 온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
고 가운데는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설명을 하였다.
영화에서 일반 서민들은 실내에서 여전히 신발을 착용하나 부유층에 속하는 유
교수의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주거관련 전통문화의 변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4)번의 ‘철조망 설치’는 단층 연립주택에 철창 같은 덧문이 설치되어
있는 장면과 함께 택시에도 운전석은 칸막이로 차단되어 있는 그 시대 특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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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통해 당시 중국의 치안문제는 매우 심각하였으며 최근에는 많이 호전되
었지만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도 알려주었다.
또 5)번에 해당하는 ‘이불 휴대’에서 학습자들은 다음의 <그림 3>을 제시하며
이불을 말아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장면이 무척 생소하다면서 실제상황인지 아
닌지를 궁금해 하였다.
<그림 3> 이불을 휴대한 장면

이에 교수자는 현재는 중국에서 이런 장면을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중국인들
은 일정 기간 타지에 거주하게 되면 이불을 휴대하고 다녔다고 알려주었다. 이
전부터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비해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대부
분 직장이나 대학교는 숙소를 제공하였지만 만일 해고되면 이불을 메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해고하
다’는 관용어 ‘炒鱿鱼(오징어볶음요리)’의 유래를 부연하여 언급하였다. 즉 오징
어에 칼집을 내서 볶으면 이불을 돌돌만 모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炒鱿鱼’는 ‘해
고하다’는 의미의 속어인 ‘자르다’로 쓰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6)번의 ‘음악 반주’ 부분에서 학습자들은 샤오천이 산모가 아이
를 낳을 때와 이웃집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장면들이 중국의 고유문화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자는 일반적인 중국문화로 보기보다
는 어느 특정 지역의 문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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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즉 중국은 960만 ㎢의 땅에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나라이
므로 수많은 지역문화를 모두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대표적 중국문화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7)번의 ‘빈부격차’에서 남방의 시골 마을과 북방의 대도시이며 수도인
베이징을 대비하여 중국의 큰 폐단인 빈부격차와 도농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
게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방과 북방의 문화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
하였는데 다음의 <그림 4>는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림 4> 남방 지역의 주거문화

먼저 기후와 연관시켜서 북방은 한국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
렷한 편이지만 남방은 여름이 비교적 길고 습하면서 겨울은 따뜻한 아열대 기후
임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그림 4>는 전형적인 남방지역의 특색을 지닌 목조건
물로서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였다. 이와 반대로 북방
지역은 연교차가 거의 70℃에 이르며 오래전부터 온돌문화가 발달하였으며 현
재도 난방이 잘 발달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의 차이
도 언급할 수 있었는데 남방은 수자원이 풍부해 논농사가 기본이며 북방은 추운
날씨와 척박한 토지로 밭농사가 중심이 되었으며 따라서 남방은 쌀이 주식이며
북방은 밀가루가 주식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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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번의 ‘호객 행위’는 시장이나 기차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영화에
서도 소매치기가 등장하듯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지금은 이전
에 비해 많이 안전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호객행위에는
응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9)번에서 학습자들은 010-으로 시작하는 한국과 달리 136으로 시작하
는 중국 휴대전화 번호에서 생소함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교수자
도 예상치 못했기에 학습자들의 관찰력을 높이 평가해 주면서 현재는
137/138/139로 시작하는 번호들도 사용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주었다. 또한 번

호와 연관하여 숫자 4(四)는 ‘죽을 사(死)’와 발음이 비슷하기에 중국인들이 싫
어하며 반대로 숫자 8(八)은 ‘부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發(발)’자와 발음이
비슷하기에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라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발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믿음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특별히 ‘8888’의 차번호는
입찰을 통해서야만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다루었던 장면들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중국문
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3) 제 3단계: 교수자 추가 설명
제3단계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제2단계에서 다루지 않은 중국문화를 화면으
로 캡처하여 다음의 <표 3>과 같이 구체적인 중국문화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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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수자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중국문화
분류
음식문화

생활문화

여권신장

기관 기능

세부내용
주방 문화
훠궈, 볶음 요리, 닭고기
뜨거운 물, 녹차
돈 관련 직설 화법
내의 빨래 널기
친구 호칭
술담배 선물하기
남녀평등
여성 우월주의
남성 가사 활동
소년궁
홍소병
부정부패

먼저 음식문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그림 5>를 사용하였다.
<그림 5> 훠궈(火锅)를 준비해 놓은 장면

위의 그림에 보이는 훠궈(火锅)는 한국의 샤브샤브와 비슷한 음식이지만 중
국에서는 양고기를 주로 먹는다는 설명으로 음식문화의 차이를 소개하였다. 또
한국은 샤브샤브를 주로 집밖에서 먹지만 중국의 훠궈는 평범한 가정집에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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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식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이외에 중국에서는 양고기 꼬치구이와 양고
기 훠궈가 대중에게 인기가 있으며 닭고기도 애호하는 편이라고 알려주었다. 소
고기는 과거에 비해 인기가 많아졌지만 한국에 비교하면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말해주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국인들은 생선회나 육
회 같은 날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대신 볶음요리를 선호한다고 알려주었다. 이
에 따라 주방시설이나 조리도구에도 차이가 많이 있음을 해당 영화장면을 보여
주면서 함께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 6>은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이나 차(茶)를 마시는 문화
를 소개하는데 유용하였다.
<그림 6> 차 잎에 뜨거운 물을 따르는 장면

즉 중국은 예로부터 위생을 위해 익힌 음식이나 끓인 물을 많이 마셨는데 어
느 황제가 사냥을 나갔을 때 대동하였던 차관원이 끓인 물에 나무 잎이 들어간
것을 발견하였다. 물을 다시 끓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몰래 나무 잎을 걸러
내고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을 황제에게 올렸는데 오히려 황제가 물맛이 특별
히 좋다며 이유를 묻자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 바로 그 나무의 잎을 끓여 마시
는 차(茶)문화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차는 녹차, 홍차,
화차로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녹차와 화차는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하여 만든 것으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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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이차(普洱茶)는 기간이 길수록 값이 올라간다는 사
실도 언급하였다.
이런 문화 때문에 초창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겪는 가장 큰 불
편은 가는 곳마다 찬물은 있지만 뜨거운 물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므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은
한국음식에 대해 불평이 많았다. 요즘은 음식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이전
에는 이런 문제로 한국 관광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생활문화’에서 학습자들은 중국인들이 한국과 다르게 속옷 빨래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너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놀라워하였
다. 또 한국과 많이 다른 문화로 ‘친구’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의 차이었다. 한국
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또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나이
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연령의 제한 없이 친
하게 지낸다는 의미로 평생 같이 가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 속에서 릴리는 성인여성이고 샤오천은 소년으로 서로의 나이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리우청이 샤오천에게 ‘릴리와 무슨 사이야?’라는 질문에 ‘친
구’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의 초반부에 리우청이 아들 샤오천을 데리고 베이징에 올라가는
데 동네주민이 리우청에게 돈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학습자들은 중국인들이 돈에 대한 얘기를 스스럼없이 나누는 것을 보고 실례라
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월급이나 물건가격 등에 대해 직설
적으로 묻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실제로 중국화폐에 대
해 설명하면서 마오쩌둥의 초상이 있는 100위안 지폐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선
물과 관련해서 리우청이 유교수의 집으로 찾아 갔을 때 술을 들고 가는 장면으
로 중국인들은 비싼 술이나 차 또는 담배를 선물로 많이 한다고 알려주어 학습
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표 3>의 ‘여권신장’에 관해서는 남녀평등이 여성우월주의로 발전하
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가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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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기관 기능’에서 ‘소년궁’은 청소년 국립예술학교에 해당되며 입학이
상당이 어렵고 이에 따른 개학개방시기의 부정부패 현상이 이 영화에서 고스란
히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목에 빨간 스카프를 맨 홍소병은 문화대혁
명의 산물로서 중고등학생은 홍위병이 있듯이 초등학생은 홍소병이 된 그 시대
의 특유 의 현상을 해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학습자들이 세부적인 중국문화
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4) 제4단계: 보고서 제출
제4단계의 보고서 제출은 학습자가 영화 감상소감과 함께 영화에서 발견한
중국문화를 스스로 정리하여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데 의미를 두었
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특별한 제목이나 격식을 요구하지 않았고 페이지 분량
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피드백과 배경지식에 관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다음의 내용들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었다. 특별히
학습자들은 뺷투게더뺸의 1978년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개혁
개방시기를 언급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인들이 학위를 중요시 여기면서 교육열
이 과열되고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으며 외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리우청이 아들 샤오천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북경으로 향한 뒤에
그곳에서 샤오천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능한 교수를 찾기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 샤오천을 외국에 보낼 수 있는 돈을 벌기위해 고향
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시대적 상황을 느끼고 있었다. 또 베이징 소년
궁에서 아이들이 목에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는 장면이 개혁개방의 전단계인 문
화대혁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실인즉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은 전근대적인 지식인들을 겨냥하는
일대 혁명으로서 학생 중심의 홍위병을 앞세워서 전통적 가치와 지식인들을 무
차별 공격하였다. 중고등학생의 홍위병은 빨간 완장을 팔에 차는데 비해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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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홍소병으로 목에 빨간 스카프를 매고 있어서 영화 속 그들의 옷차림에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장면에서 이런 세부적 내용들을 알고 영화를 보니 더 잘 이해하고 몰입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은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영화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福’자의 유래와 거꾸로 달려있는 모습에서 많은 흥
미를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학습자들은 중국사회에서 드센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특별히 남녀평등 사상이 여성우월주의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
면서 한국은 근래에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일찍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 부정부패가 공공연
히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어떤 학습자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지 답답한 생각이 들지만 학습자가 직접 발견한 중국의 문화와 교수자가 제공하
는 피드백으로 그 외연과 깊이가 확장되어서 감동도 커졌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학습자는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궁색할 만큼 적었지만 수업을 통해서
훨씬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학습자는 “북방 사람들은 남방 사람들보다 요리 잘해”라는 대사를 통
해 영화에서 아버지 리우청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
다. 그는 더 나아가 북방과 남방의 문화 차이가 궁금해져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
았고 북방과 남방을 나누는 기준이 친링(秦岭) 산맥과 화이허(淮河) 가 되는 것
을 알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그는 친링 산맥은 중국 중부를 가로지르며 화이허
는 장강과 황하 사이를 흐르는 중국의 7대 강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
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어떤 학습자는 영화의 OST를 통해 느낀 감상을 언급했는데 그의
관찰력과 이해력이 무척 놀라왔다. 그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간절하고 애절
한 바이올린의 선율에서 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반성과 함께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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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에서 학습자들의 진지하고 흥미로운 생각과 풍부한 감수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중국문화의 요소들이
어울러져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지식의 모자이크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학
습자들은 자신도 그 중의 한 부분을 장식하였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
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신을 성찰하
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자기 아버지의 형상이 영화 속의 리우청과 오버랩
되면서 느껴지는 애잔한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
적 변화는 수업 이상의 소중한 결과로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였다.
보고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학습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
째, 중국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학습자 대부분은 전에는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
지로 다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중국문화를 새
롭게 알게 되면서 지식의 폭이 넓어져서 흡족하게 느꼈다고 하였다. 향후 친구
나 가족과 함께 중국영화를 보거나 또는 중국여행을 가게 되면 중국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였다. 둘째, 중국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영화를 통해 알고 있었던 중국문화를 확인하게 되어 새삼스러웠으
며 또 새로운 문화를 수업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중국과 한중 관계를 보는 안목
이 넓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중국어 학습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
다. 학습자 대부분은 큰 기대 없이 본 영화이었는데 결국에는 많은 감동을 받아
중국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국어 자막 없이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열정도 가지게 되었다고도 하였
다. 스크린 명장면이 주는 감동과 생생한 표현들이 중국어 학습에도 실질적 효
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넷째, 사랑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학습자들에게는 수업과 과제를 위한 영화이었지만 정말 부모님의
소중함과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사랑의 익숙함에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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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처럼 혈연 그 이상의 사랑에 감명을 받았다는 반응도 보였
다.

5) 제5단계: 보고서 피드백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보고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중요
한 학습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하게 하였다. 교수자는 내용이 우수한 보고
서를 선정하여 학습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학
습자들이 내면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가 작
성한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학습자들 대부분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개혁개방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전단계로 문화대혁명이 중국의 중
요한 역사적 시기가 되었던 사실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일부 학습자들은 교수자도 간과하고 있었던 내용을 찾아내어 정리하였
는데 교수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으며 또한 이런 부분을 학습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리우청이 샤오천에게 술심부름을 시키는 장
면에서 한국은 미성년자가 술을 살 수 없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더구나 아버지
가 아들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는 게 놀라웠으며 중국은 미성년자가 술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의 스크린중국어라는 교실수업의 사례를 통하여 중국
문화 수업을 위한 효율적인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영화 속에서 스
스로 발견한 문화적 요소들을 발표하거나 질문하였고 이어서 교수자가 피드백
을 제공하여 중국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시기를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 뺷투게더뺸에서 학습자들은 ‘빨
간색 많음’, ‘교육열 높음’, ‘실내 신발 착용’, ‘철조망 설치’, ‘이불 휴대’, ‘음악 반
주’, ‘빈부 격차’, ‘호객 행위’, ‘핸드폰 번호’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직접 관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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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중에서 빨간색과 교육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빨간색의 유래와 전
통에 흥미를 느꼈으며 교육부분에서는 한국처럼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또한 3단계에서 교수자는 중국문화의 ‘여권신장’, ‘기관 기능’, ‘음식문화’,
‘생활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차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

고 돈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 친구라는 호칭에도 관심을 보였
다. 이어서 제4단계의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중국문화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중국어의 학습동기가 스스로
유발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 제5단계의 보고서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교감한 중국문화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외국어 학습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의 하나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문화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 보다 학습자들이 객관적인 관찰력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관심은 관찰을 부르며 관찰
은 안목을 키워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서는
학습자가 짧은 시간에 언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문화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 대학교의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업모형을 시험적으로 제안해 보았다. 향후 본
수업모형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실험과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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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understanding Chinese cultures through movies
－with reference to the movie Together

Kim, Myeongsun
This paper is based on a case study from a Screen Chinese class in a Kore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which may help students to have more understanding about Chinese cultures.
The movie Together was used in the class because it provides much information
on China's reforming and opening era. After watching the movie, the students
presented their findings or asked questions about Chinese cultures. The
professor provided immediate feedbacks about the presentations. On the
following stage, the professor gave further information about Chinese cultures
which failed to attract students' attention. After that stage, the students were
asked to submit the papers which included their own opinions and findings
about the movie. Finally, the professor gave her final remarks to the papers,
so that the students could have more comprehensive knowledge about Chinese
cult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at the students can have: 1) more
understanding about Chinese cultures; 2) broadened views on China; 3) more
interest in learning the Chinese language; 4) opportunities to learn true value
of love.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rospective in-depth studies by including
more subjects and experiments.
Keywords Chinese culture, Chinese movie, Screen Chinese, teaching model,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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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문학 연구 성과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박윤우*

국문요약

일제의 동아시아 침탈과 군국주의 전쟁의 도발로 이어지는 근대사의 변동과 맞물려 전개
된 현대문학사의 흐름에서 특히 조선족문학의 실체성은 이주문학으로서의 디아스포라적인 존
재성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의 현실성
을 부여받는 이중정체성의 내면화를 담지한다는 점에서 창작 주체의 물리적(역사적․지리적)
실존성이 현실인식의 주도적 계기로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수교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조선족문학에 대한 연구는 첫째, 한국현대문학사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킨 점, 둘째, 탈식민주의론의 시각을 방법론으로 정립하여 기존의 역사주의적
문학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점, 셋째, 디아스포라문학론을 통해 ‘민족’문학의 내포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위주의 검토와 대상의 고유성 인식의 방법론적 결여, 소설 연구
와 작가론에 집중된 연구 범위의 한정성, 한중 문화교류의 활성화라는 현실상황에 따른 한중
간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의 관점에서의 연구 편향성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의 소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조선족문학 연구의 방향은 보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시각
에서 문학사적 현상에 대한 양식론적 접근과 미학적 실체화를 지향해야 하며, 동시에 역사적
공간성에 대한 인문학적 주소화와 통합문학사의 구축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내 조선족문학의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공간적 월경과 변혁
의 문제가 한국현대문학사의 민족문학적 특징을 어떻게 형성시키고 범주화시키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주제어

조선족문학, 개혁개방, 탈식민주의, 디아스포라, 민족문학, 월경, 기억 서사, 생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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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 조선족 문학 연구는 <한중인문학회> 창립 이후 20여 년간 이룩한 많은
연구 결과 중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개별적 연구와 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한 학술연구 교류를 통해 지속되어온 조선
족 문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송현호, 최병우 교수를 위시한 아주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의 연구단이 2006∼7년 중국 조선족 문학 문헌(작품집)자료 수집이
라는 방대한 작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2008년 이를 바탕으로 연구서 뺷중국 조선
족 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Ⅰ,Ⅱ뺸를 간행함으로써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1) 이
즈음 최병우 교수는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1차 정리하는 글에서 조선족문학 연
구의 향후 과제를 아래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요약 제시한 바 있다.2)
① 중국조선족 문학에 대한 1차적인 자료 정리
② 일제 강점기의 역사와 중국의 당대사와 관련한 중국조선족문학에 대한 새로운
읽기 작업
1) 송현호 외, 뺷중국 조선족 문학의 탈식민주의연구 1,2뺸, 국학자료원, 2008.
2) 최병우, ｢중국 조선족 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0호, 2007.4,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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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문학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④ 한중 수교가 중국조선족 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작업
⑤ 중국조선족 문학에 대한 미학적 연구의 점진적 축적
⑥ 남북한 문학 나아가 재외한인 문학과의 비교 연구

과연 또 다른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위의 과제와 약속은 얼마만큼 이행되었는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대답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굳이 찾
아보고자 한다면, ⅰ) 텍스트 위주의 검토와 대상의 고유성 인식의 방법론적 결
여, ⅱ) 여전히 소설연구와 작가론에 집중된 연구 범위의 한정성, ⅲ) 한중 문화
교류의 활성화라는 현실상황에 따른 한중간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의 관
점에서의 연구 편향성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의 여섯 가지 항목의 연구는 사회역사적인 맥락
에 대한 이해와, 양국 현대문학사의 전개과정 및 미학론에 대한 상호조회를 가
능케 하는 문학연구의 관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국 근대사의 실체와 그 가치
화를 위한 전망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확보할 수 있는 성격
의 문제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만이
대답을 대신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지금이 이러한 총체적 전망을 가
능케 하는 방법론의 탐색 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과
제의 제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선족문학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재인식과 성찰의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무엇보다 개별 작가와 작품 연구가 지닌
의미에 대한 평가적 해명보다는 동아시아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 속에 놓여진 문
학사적 의미망 속에서 ‘조선족문학’이 지닌 텍스트적 위상과 성격에 대한 총체적
3) 특히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뺷한중인문학연구뺸에 실린 조선족문학 연구 논문이 5편으로
이전 시기 연구 성과의 축적과정과 비교할 때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논문 부록 <자료> 내용 참조.) ⅲ)항의 문제점을 그 핵심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는 있겠
으나, 근본적으로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작가론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바라보는 접근방식
을 취하는 일이 급선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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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의 관점이 요청된다.
문학사는 역사과정 속에서 전개된 그 사회의 구성주체들의 치열한 삶의 역정
과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일종의 집합적 결과물이다. 특히 우리 역사가
근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곡과 모순을 문학사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
에서 검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학사적 노력은 곧 개별문학사로서 민족문학의
특수성을 구성하며, 그런 의미에서 특정 문학사를 바라보는 정당한 시각을 확보
하기 위한 관점을 세우는 일은 곧 문학사교육의 실천적 과제이자 내용요소를 구
축하는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다.4)
문학적 가치의 질서로서 문학사를 대할 때 견지해야 할 중요한 시각은 특정한
문학사의 실체가 그 가치의 내용과 형태로서 정신적 산물인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삶을 토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5) 일제의 동아시아 침탈과 군국주의 전쟁의 도발
로 이어지는 근대사의 변동과 맞물려 전개된 현대문학사의 흐름에서 특히 조선족
문학의 실체성은 이주문학으로서의 디아스포라적인 존재성뿐만 아니라, 중화인
민공화국 건설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의 현실성을 부여받는
이중정체성의 내면화를 담지한다는 점에서 창작 주체의 물리적(역사적․지리적)
실존성이 현실인식의 주도적 계기로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중국내 조선족문학의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공간적 월경과 변혁
의 문제가 한국현대문학사의 민족문학적 특징을 어떻게 형성시키고 범주화시키
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 조선족문학 연구의 역사와 성과
조선족문학 연구는 대체로 한중간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의 중국현대문학 연
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확산되어 시작되었다. 우선 중국 당대문학사상의 대표
작가와 한국근대문학사상의 주요작가의 작품이나 작가세계에 대한 상호 연구가
4) 구인환 외, 뺷문학교육론(제4판)뺸, 삼지원, 2009, p.346, 356 참조.
5) 박윤우, ｢전후 모더니즘 시의 가치 인식과 문학사교육｣, 뺷문학교육학뺸 34호, 한국문학교
육학회, 2011.4,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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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기가 되었던 바, 루쉰의 소설을 이광수, 현진건, 김유정 등 작가의 작품과
비교 연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6)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사적 수용양상에 대
한 비교문학적 점검 및 문학적 성향의 비교연구의 방향에서, 근대 계몽기 문학
사상 양계초의 수용이나, 양국 문학에 나타나는 여성성, 경제의식 등 문학의식과
특질을 탐색하려는 방식이 주목되기 시작하였다.7)
이러한 초기적 접근은 무엇보다 한중 양국 문학 연구는 각국 문학사의 민족문
학적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그 특수성의 내용을 탐색하고 규명해
야 한다는 규범적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근본적으로 양국문학 사이의 상호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을 반
영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중국 조선족작가에 대한 관심은
김학철, 김창걸, 우광훈 등 당대문학사상의 대표 작가에 대한 개별 연구를 촉발
시켰다.8) 시인에 대한 연구도 뒤를 이어 김선휘, 석화 등 시인의 작가세계 연구
6)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들 수 있다.
송현호, ｢노신과 빙허의 단편소설에 관하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3호, 1998.12,
pp.266-267.
송현호, ｢魯迅과 金東里의 小說에 나타난 風俗에 대한 硏究｣, 뺷한중인문학연구뺸 4호,
2000.1, pp.55-72.
유인순, ｢루쉰(魯迅)과 김유정(金裕貞)｣, 뺷한중인문학연구뺸 4호, 2000.1, pp.73-94.
한명환, ｢이광수와 노신의 성장소설 비교｣, 뺷한중인문학연구뺸 4호, 2000.1, pp.143-174.
최병우, ｢루쉰과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난 인습 비판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5호,
2005.8 193-216.
7) 송현호, ｢한중 근대소설에 나타난 돈에 대한 반응 양상｣, 뺷한중인문학연구뺸 7호, 2001.12,
-61. 유인순, ｢근대 한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7호,
2000.1 pp.62-86. 등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8) 중국내 조선족 소설가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이해영, ｢<해란강아 말하라>의 창작방법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1호, 2003.12,
pp.203-225.
이해영, ｢1950-1960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의 양상｣,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1호, 2003.12,
pp.203-225.
송현호, ｢김학철의 <격정시대>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1호,
2003.12, pp.203-225.
송현호,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 연구 ｣,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0호, 2007.4, pp.25-48.
최병우, ｢<고난의 년대>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1호,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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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확대되었다.9)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조선족문학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동시에 민족문학사로서 한국현대문학
사의 범위에 포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탈식민주의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가 축적됨으로써 조선족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pp.203-225.
김춘련, ｢<격정시대>의 서사 구조｣,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9호, 2006.12, pp.55-80.
김형규, ｢김창걸 소설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1호, 2007.8, pp.25-50.
이광일, ｢김학철의 장편소설 <20세기의 신화>와 잠재 창작｣, 뺷한중인문학연구뺸 31호,
2010.12, pp.1-22.
최병우, ｢우광훈 초기 소설의 주제 특성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2호, 2007.12,
pp.371-390.
최병우, ｢우광훈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3호, 2008.4,
pp.317-340.
김형규, ｢김창걸 소설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1호, 2003.12, pp.203-225.
9) 그동안 조선족 시에 대한 연구는 소설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다만 장르적 특성상
시문학사의 전체적 흐름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들 수 있다.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8호, 2006.8,
pp.131-158.
정수자, ｢문화대혁명기 조선족 시의 탈민족주의적 성격｣,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8호, 2006.8,
pp.81-102.
윤의섭, ｢해방기 재중조선인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9호, 2006.12,
pp.167-190.
정수자, ｢중국 조선족 시의 '변강'적 특성과 양가성｣,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9호, 2006.12,
pp.191-212.
김은영, ｢중국 조선족 장편서사시에 나타난 역사적 체험의 특성｣,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9
호, 2006.12, pp.213-236.
정수자, ｢중국 조선족 시의 개방 수용과 혼성성｣,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1호, 2007.8,
pp.97-118.
김은영, ｢김선휘 시에 나타난 '주체'의 변모과정과 새로운 주체｣,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1
호, 2007.8, pp.119-13.
박복금, ｢재중조선인 시에 나타난 한(恨)의 연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5호, 2008.12,
pp.249-278.
서준섭, ｢석화 시에 나타난, 중국 시장경제 이후의 조선족 문화정체성의 위기｣, 뺷한중인
문학연구뺸 37호, 2012.12, pp.38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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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문학사 서술이 의존한 역사주의적 접근의 태도로부
터 벗어나 특정문학의 정체성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의의를 갖는다. 그 결
과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의 문학이라는 표면적 의미규정은 보다 심층
적이고 총체적인 문학사적 실체로서 디아스포라문학, 즉 재외(한인)문학의 존재
성에 대한 인식 확장을 가져온 것이다.

1)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의 범위 확장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에서 조선족문학의 실체에 대한 재인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아래 인용하는 평가적 관점에서의 연구 전망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
다.
중국조선족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중국
조선족 문학은 중국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국조선족 연구자들
과 일부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재외한인문학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을 공감한 연구자들에 의해 국제한인문학회가 결성되어 학술지 <국제한
인문학>이 발간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문학을 연구하려는 움
직임이 일고 있다. 해외한인 문학 중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한국문
학 전공자가 다가서야 할 대상이 중국조선족 문학이다. 남한문학의 연구 성과를 바
탕으로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민족의 문학
을 정리함과 동시에 중국조선족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문학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을 것이다.10)

요컨대 위의 인용은 한국현대문학사의 내포와 외연, 즉 그 범주화의 내용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사실상 특정
민족 단위의 문학사 인식이 일반화된 것은 근대민족국가의 성립 이후 그 정신적
순결성, 즉 고유한 전통과 가치화의 당위성을 이념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문학사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념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민족문학적 전통의 정신적 가치를 내용화하여 문
10) 최병우, ｢중국 조선족 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0호, 2007.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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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관점으로, 근대주의적 이식문학론을 배척한 채 도
남 조윤제의 ‘은근과 끈기’론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문학사관은 이미 일제하 경성
제대의 지적 식민사관의 산물로서 비판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식민사관의 극복을
위해 근대문학사의 기점 문제에 대한 재인식이 부각되었고 조선후기 실학파를
중심으로 나타난 사회개혁의 과정 속에 문학양식의 해체와 변화를 강조하면서
민중문학으로서 민족문학의 실체를 재인식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11)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우리 근대문학사의 전개과정을 민족주의의 발현 양태
를 기준으로 단계화 혹은 유형화함으로써 역사적 과정 속에 민족문학의 사상적
실체를 ‘주체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의미화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관점이다.12) 이
관점은 정신사이자 양식사로서 문학사를 바라봄으로써 문학사를 구성하는 주체
들의 실천으로서 작품의 역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근대문학을
국가개념의 내면화, 즉 민족만의 문학사로 규정함으로써 한정된 외연의 경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학사 구성 주체의 문제를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되, 일
제강점의 내부공간과 이주․이산의 확대된 공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축으로 문
학사를 실체화하기 위해서 조선족문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화는 필수불가결
한 것이다.
조선족문학의 역사화는 대체로 시기구분에 있어 집단 이주로부터 1920년대까
지의 근대문학기, 1930년대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까지의 현대문학기,
이후 현재까지의 당대문학기로 나누는 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13)
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 초기부터 독립된 공화국 건립기까지의 역사 속에 신채호
나 윤동주, 유치환, 김조규, 함형수 등 시인과 주요섭, 강경애, 안수길, 박영준, 최
11) 염무웅, ｢식민사관의 극복 문제｣, 임형택․최원식 편, 뺷한국근대문학사론뺸(한길사, 1982),
pp.20-25 참조.
12) 김윤식, 뺷한국현대문학사론뺸(한샘, 1988), pp.6-46. 논자에 의하면 구한말 위정척사파를
중심으로 한 전통주의적 민족주의의 1기, 일제강점기 국민문학파를 중심으로 한 정신주
의와 근대성 추구의 모더니즘문학, 그리고 민족적 저항문학이 공유한 2기, 해방 후 좌우
의 이념 대결이 전면화된 3기로 나누고 있다.
13) 조성일․권철 외, 뺷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뺸(이회, 1997)에서의 시기구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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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익 등의 이주․이산문인들을 문학유산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14)
이런 의미에서 중국조선족 문학은 근본적으로 일제강점의 한국역사상의 맥락
에서 배태된 것이며, 따라서 그 전개와 발전 역시 한국 근현대문학사상의 자장
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내재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간의 연구는 한국현대문학사에 조선족문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지향
아래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확장된 한국현대문학사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지금까지 중국내 조선족 문학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문학사 구성의 문제는 민
족문학의 실체로서의 시공간적 범주화와 가시화를 위해 매우 위중한 과제로 인
식되어 왔다. 실제로 그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족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그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결집하기 위하여 연변대학, 북경대학, 중앙민족대
학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를
간행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제1권 뺷언어사뺸를 시작으로 2006년 뺷문학사뺸, 뺷사
상사뺸, 뺷종교사뺸에 이르기까지 12년간에 걸쳐 총11권을 발간 완료한 바, 아래 인
용하는 편집위원회의 간행사에서 보듯, 문화적 정체성 인식과 그 문학적 양식화
를 민족문학사적 지향의 내용성으로 구축하고 있다.
중국 조선민족문화는 중국 다민족문화의 구성부분인 동시에 체계적 범위에서의
조선민족 정체(整体)문화의 일부분이다. 이처럼 이중성격을 지닌 중국 조선민족문화
는 조선민족의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중국 및 주변 국가 여러 민족문화들과의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자기의 좌표를 한결 뚜렷이 하였으며 광활한 중국의 동북
대지를 활무대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유한 민족적 정기와 향기를 무
르익혀 왔다.15)

이와 같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의 방향성은 조선족문학 연구자들로 하여
14)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뺷문학사뺸(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2, 민족출판사, 2006) 역시
연대, 장르 및 작가별 문학사 체계구성에 있어 1945년 이전 문학기에 이들 문인을 다루고
있다.
15) ｢간행사｣,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뺷문학사뺸(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2, 민족출판사,
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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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국 현대문학사 기술의 기준을 ‘국가:민족’이라는 절대주의적이고 선형적인
형태로부터 상대주의적이며 비선형적이되, 상관적이면서 상호참조적인 주체들
의 실천태로서 재조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2) 탈식민주의론의 시각과 역사주의 넘어서기
이처럼 한국현대문학사라는 역사적 실체성의 토대 위에서 중국내 조선족문학
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중국조선족 문학을 하나의 자율적 체계로서 대함으로써
소위 민족문학사의 외연과 내포의 의미화를 위한 새로운 조건화의 시각을 동반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아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디아스포라적 민족 이동의 근대사적 변화 속에서 재규정
하는 과정에서 ‘한민족문학’이라는 새로운 확장된 개념과 민족적 정체성 찾기의
방법론으로서 탈식민주의론적 시각에서 조선족문학사를 우리 현대문학사의 새
로운 지평 확보와 재구성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이루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 연구의 내용적 지향은 탈중심, 탈영토, 탈경계의 관점을 통한 소수민족으
로서의 삶의 갈등, 비동화, 양가성과 같은 의식을 탐색하는 데 놓여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근대적 경계의 틀을 넘어서 탈식민적 패러
다임의 문학적 형상화가 지닌 문학사적 실체성을 전경화하고 의미화하는 성과
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종래 중국 조선족문학에 대한 일정한 고정관념으로서
이중성 혹은 양면성, 소수민족, 경계인 등의 개념규정의 낙차를 규명하고, 문학
적 현실성으로부터 형성된 저항과 동화, 적응, 부인과 위장, 계통과 제휴관계 등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그 자체 자율적 체계로서 한국현대문학사
구성의 새로운 준거틀을 보여준 것이다.
이 연구 성과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는
조선족문학이 당면하였던 역사적 흐름 속에 문학사적 시기구분을 재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문학적 인식의 변모양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시문학의 경
우 1945〜1949년까지 해방과 국가건설기 중국 조선족문학에서 나타나는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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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 지향성, 1950〜60년대 시에서 탈식민화가 전개되는
과정, 문화대혁명기에 정체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식으로서의 양식 창출이나 양
가적 특징, 그리고 문화대혁명기 이후 고향의식의 변화과정 등의 관점과 내용들
은 중국의 당대문학사 변화과정과 병행하는 조선족문학사의 인식적 실체와 추
이를 구성적으로 보여준다.16)
둘째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작가론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한 실증적 연구의
보완재로서가 아니라, 문학적 특징과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선족문학사의 전개상 핵심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전성의 기준을 제시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김학철, 김찰
걸, 윤림호, 우광훈 등의 소설작품을 위시하여, 김성휘, 리욱, 김철 등의 시작품
이 지닌 양식성의 탐색은 작가의 창작적 성과가 민족문학으로서 조선족문학이
지니는 고유한 형상성과 문학적 특성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
다.
셋째, 민족문학사를 민족사의 전개과정과의 상호관련 속에 구성함으로써 변
혁기 민족 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민족의식의 의미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족문학에서 나타나는 민족의
식의 문제를 단순한 문화전통의 계승이나 유지라는 이념적 명제에 국한하여 파
악하지 않고, 역사적 삶의 상황과의 관련에서 창작 주체의 내면의식과 정체성
탐색의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 점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시문학의 경
우 잘 드러나는 바, 인간의 삶이나 인생에 대한 사색, 인간의 가치와 행복의 성
찰과 같은 자아 정체성과 내면의식 탐색의 경향에 주목한 것은17) 조선족 시가
16) 특히 뺷중국 조선족 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뺸 제1권이 이러한 문학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논문은 모두 2006〜7년
에 걸쳐 뺷한중인문학연구뺸에 수록되었다.(연구논문 목록 참조)
윤의섭, ｢해방기 재중조선인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1950〜60년대 중국 조선족 시에 대
한 탈식민주의적 고찰｣, 정수자, ｢문화대혁명기 조선족 시의 탈식민주의적 성격｣,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17) 조명숙,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민족의식의 의미｣, 송현호 외, 뺷중국 조선족 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Ⅱ뺸,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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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현실적이고 인문학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성과는 조선족문학사의 전개과정이 지닌 사회문
화적 의미에 대한 총체적 재규정화라는 확산된 논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학 전공자들이 중국조선족 문학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말의 반우파 투쟁 이후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중국 문화 중

심 정책에서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변화가 중국
조선족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핌으로써, 중국조선족이 갖는 이중
적 정체성이 국민정체성에서 민족정체성으로 변화해 가면서 그것이 중국조선족
문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에 드러나는가를 세밀하게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18)은 중국조선족문학의 정체성 탐구를 위해 동
원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결코 역사주의적 접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조
언해주고 있다.19)

3) 디아스포라문학론과 ‘민족’문학의 재인식
중국조선족 문학을 ‘재외한인(해외동포)문학’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 역
시 단순히 한국문학의 범위 확장으로서 의미를 제한할 수만은 없다. 실제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에서 ‘월경(越境)’의 체험과 형상화의 측면이야말로 중국조선족
문학 자체만이 아니라 국내문학과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관련에 의해 구축된
역사적 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보다 면밀하고 총체적인 조선족 문학 연구를 위해서 남북
한 문학은 물론 재일교포,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의 재외한
인들이 이룩한 문학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
다.20) 다만 이러한 각 지역 재외한인의 삶의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문학의 편차
18) 최병우, 앞의 글, p.22 참조.
19) 이와 관련하여 문화대혁명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현실적 상황을 한족과 조선족의 대립
이 빚어낸 갈등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성근제,
문화대혁명과 옌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뺷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학문과
예술뺸, 태학사, 2007, pp.303-3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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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는 연구 역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관계로, 중국조선족 문학의 특수
성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오히려 디아스포라문학론은 ‘재중조선인’ 문학론자들 간에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이어지기도 하는 바,21) 내부 논쟁의 핵심은 정체성 상실의
문제로 수렴된다. 이는 결국 개혁개방 후기에 본격화된 중국내 사회변동과 가치
체계의 변화가 재중조선인들에게도 일정한 정체성 혼란의 갈등을 빚게 되었음
을 반영한 결과이다.22)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에 따른 중국내 조선족의 사회적 삶의 여건
과 의식 변화가 필연적으로 조선족문학의 성격 변화를 야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반성적 성찰을 통한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요구의 확산은 디아스포라문학론이 다문화(시대)문학론과 미묘하게 습
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개혁개방 후기 조선족문
학 내부에서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자성적 비판의 목소리23)는 우리로 하여금 역
사적 변모과정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동반되지 않은 ‘정체성’ 논의가 또 다른 의
미에서 ‘민족문학론’이 지닌 이념성을 관념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환
20) 최병우, 앞의 글 , p.23.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제한인문학회나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인문학과 관련해서는 이영미, 김형규, 임형모 등
의 저술을 통해 논의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영미, 뺷한인문화와 트랜스네이션뺸, 한
국문화사, 2009. 김형규, 뺷민족의 기억과 재외동포소설뺸, 박문사, 2009. 임형모, 뺷조선사람,
소비에트 고려인, 고려사람, 그리고 “고향”뺸, 신아출판사, 2016. 참조)
21) 김관웅, 김정은, ｢개혁개방 이후 다문화시대 중국조선족문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뺷국어교육연구뺸 제2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12, pp.25-59 참조. (이 논문은
본래 2010년 10월 30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중앙민족대 조선-한국학연구소,
국제언어문화학회, 서울대학교 BK21 국어능력계발 인재양성팀이 공동주최한 <2010년
제12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다문화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에서 발표된 것으로,
필자가 토론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2) 연구논문을 통해서는 갈등의 소재로서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소멸의 현실
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인식적 과제로 부각시켰으나, 본래 학술토론상에서는 남영전의
‘토템시’를 둘러싼 정체성 혼란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쟁,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문인들의 활동에서 빚어진 민족의식의 문제에 대한 비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기도 한 바 있다.
23) 오상순 주핓, 뺷중국조선족문학사뺸(민족출판사, 2007), p.3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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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상황 인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족문단 내
부적으로는 창작공동체로서의 사화집 발간 등을 통해 조선족문학 고유의 문학
형식과 양식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민족문학사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 중요
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24) 특히 이는 서정장르로서 시문학에서 두드러지는
데, 아래에 인용한 한 사화집의 편집후기에서 밝힌 주필의 개인적 소회는 이들
의 미학적 지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세기 90년대 좌적 정치의 옥조인 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우리
시단은 도식주의 류사성, 일반화에서 탈출하여 각자의 시적 세계와 개성을 수립할
수 있는 광활한 령역이 펼쳐졌다. 또한 시적 제재와 내용이 풍부해졌다. 우리 료녕의
조선족시단은 본연의 다양한 인간생활에서 비롯된 가식이 없는 정감의 진실성, 순진
성과 각자 시인의 고군분투에 의하여 수립한 개성적인 시적 세계가 돋보이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편자는 편집과정에서 매 시인의 시적 개성과 각자의 부동한
생활환경에서 체험되고 느낀 감정정서를 발견하는 데 류념하였다. 즉 생활의 냄새가
짙은 숨결이 담기고 맥박이 뛰고 혼이 담긴 산 시를 선정하는 데 주력하였다.25)

위의 인용에서 보듯 이들 창작 주체들은 오히려 개혁개방 후기 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개성적 시창작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활용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는 곧 생활문학으로서의 방향성과 우리문학 고유의 전통적 서
정의 양식적 구현을 목표함을 의미한다.26) 그런 의미에서 향후 조선족문학의 정

24) 조선족문학의 경우 1956년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통권600호가
넘게 지속적으로 발간된 뺷연변문학뺸을 위시하여 뺷연변일보뺸, 뺷흑룡강신문뺸 등의 일간지,
뺷문학과 예술뺸, 뺷장백산뺸, 뺷도라지뺸, 뺷일송정뺸, 뺷흑룡강뺸, 뺷료동문학뺸 등의 문예지가 모두
우리글 문학작품의 생산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병우, 뺷이산과 이주, 그리고 한국현대소
설뺸,푸른사상, 2013, pp.65-67 참조.)
25) ｢편집후기｣, 리문호 주필, 뺷료녕성조선족시선집뺸, 료녕민족출판사, 2011.
26) 실제로 시선집에 실린 시편들을 보면 단순한 회고나 상실감의 토로로서의 그리움이나
한의 정서보다는 자연친화적이며 흙과 땅, 고향의 소재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이고 휴머
니즘적인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문학사의 자장에서
‘민족적 서정’에 대한 재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는 측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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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재확립의 문제는 소설문학이 보여주는 사회적 삶의 현실적 세부의 재현성
이라는 장르적 특징과는 다른 지점에서 서정적 주체의 언어를 통한 정서적 소통
을 통해 가능한 지평을 기대하도록 해준다.

3. 조선족문학 연구의 전망과 과제
1) 문학사적 현상에 대한 양식론적 접근과 미학적 실체화
중국조선족 문학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도 의미 있는
접근방법은 그들 나름의 문학적 의식과 그것을 반영한 형상성이 무엇인지를 해
명하는 일이다. ｢김학철 소설의 창작방법론 연구｣(이해영,11;2003.12)나 ｢장편서
사시 양식 연구｣(김은영19;2006.12) 및 ｢문화혁명기 이전 조선족 시문학의 사실
주의 창작방법 연구｣(박윤우,31;2010.12) 등의 연구 성과에서 보듯, 조선족문학
이 구축해놓고 추구한 그들 나름의 창작방법론은 비록 그것이 사회주의 문예이
론의 영향에 의거한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양식적 차용 혹
은 적용의 인식적 근거와 의도를 탐색함으로써 조선족문학의 창작방법이라는
고유한 특질로 의미화한 점은 중요한 논점을 제기한다.
특히 시문학의 경우 문화혁명기 이후 송가(頌歌)나 찬가(讚歌) 형식, 또는 장
편서사시 형식이 조선족 시창작의 중요한 방법론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27) 본래 사회주의 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경의의 마음을 담아 당신
으로 호명된 존재를 향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 대상화하는 방식이 ‘찬
가’ 형식이라면, ‘송가’는 대상이 화자의 내면에 동화된 채 일체감을 지닌 정조로
표현되는 양식이다.28) 이처럼 조선족 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혁명적 낭만주의
27)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두 논문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수자, ｢문화대혁명기 조선족 시의 탈민족주의적 성격｣,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8호, 2006.8,
pp.81-102.
김은영, ｢중국 조선족 장편서사시에 나타난 역사적 체험의 특성｣,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9
호, 2006.12, pp.213-236.
28) 서정적 양식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는 Wolfgang Kayser, 김윤섭 역, 뺷언어예술작품론뺸
(대방출판사, 1984), pp.524-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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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을 구현할 수 있는 표현양식을 채택한 것에서 당대적 삶의 현실상과 관
련된 동화와 비동화의 길항관계 및 양가적 특성의 발현으로 이해한 것은 조선족
문학이 지닌 고유한 문학양식과 창작방법의 의미를 문학사적 맥락에서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29)
아울러 이는 문학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양식적 특
질의 규명이 양식사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컨대 조선족 시문
학의 경우 김성휘의 장편서사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근대 서사시 형
식의 구조를 채택하여 민족사의 이야기화 및 인물화를 구현하고 있는 데 비해,
그가 용어화한 ‘서정서사시’ 작품30)의 경우는 서정적 주체의 목소리가 전면에
드러남으로써 서정 양식 고유의 정서표출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중점은 자연스럽게 조선족문학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현실
주의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로 수렴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중
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의 간행사에서 밝힌 바, ‘민족적 정기와 향기’의 미학적
실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일종의 ‘생활문학’으로서의 인문학적 가치
화의 방향에서 바라보든,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의 민족적 재구성으로서 이해
하든, 고유한 창작방법과 양식 창출이 지닌 현실적 의미를 민족문학사의 자장에
수렴시키는 일일 것이다.
물론 중국조선족 문학이 중국내의 소수민족 문학으로 존재하는 현실적 조건
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문예정책을 철저하게 준수,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역사적 삶 및 그 현실적 체험을
29) 대상에 대한 예찬과 읊조림의 형식은 주체의 열정에 토대한 미래에의 투사를 본질로 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의 미적 이념에 충실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것
은 현실에서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 그것을 능동적으로 미래로 이어간다는 사회주의 리얼
리즘의 문예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슈미트,슈람 편, 문학예술연구회 미학분과 옮김, 뺷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구상뺸, 도서출판 태백, 1989, p.368 참조.)
30) 이 양식은 특히 1970년대말부터 집중 창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달아 웃느냐 우
느냐｣(1979), ｢떡갈나무 아래에서 봄이 왔길래 나는 운다｣(1980), ｢소나무 한그루｣(1982),
｢나의 거리｣(1984)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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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형성된 문학의식은 분명 그들만의 고유한 표현양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양식론적 접근과 미학적 실체의 규명은 결과
적으로 우리문학사의 새로운 내용성을 획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2) 역사적 공간성에 대한 인문학적 주소화와 통합문학사의 구축
보다 심화된 중국조선족 문학 연구를 위해서 당대 한중 및 동아시아의 사회역
사적 변혁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절실히 요청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접근의
경로는 무엇보다 만주 지역의 근대사 및 중국 당대사와의 관련에서, 그리고 특
히 일제강점하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인 바, 이
를 통해 당대 역사의 공간성에 대한 문학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기억이 역사를 서사화하고, 서사가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억과 서
사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31) 다만 동아시아의 근대사적 변혁의 과정 속에 형
태화된 문학과 그 생산주체의 삶의 역사와 디아스포라적 경험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 단위 기억의 틀에서 고정적으로 사유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32) 이들
문학생산의 주체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갈등과 고뇌, 문제의식과 해결을 위한
인식적 실체와 의미화과정을 면밀하게 탐색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적 공간에 초점을 두면 일제강점하 1930년대 후반
이후 국내의 문인들의 월경(越境)과 그에 따른 이주․이산 과정의 중심인 ‘만주’
라는 공간은 조선족문학을 배태하게 된 원형적 공간이자 문학사적 현실의 길항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공간적 타자
성의 체험을 통한 문학생산 주체의 자기인식의 과정을 탐색하는 일이야말로 탈
근대와 탈이념의 인간학적(혹은 인문학적) 의미화를 지향하도록 해주기 때문이
다.33) 이런 관점에서 문학사적 통합과 재구성을 위한 논의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동적인 실체로서의 문학사 인식을 동반함으로써 조선족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31) 오카 마라, 김병구 옮김, 뺷기억․서사뺸 소명출판, 2004, p.169 참조.
32) 정지영 외, 뺷동아시아 기억의 장뺸�
, 삼인, 2015, p.50 참조.
33) 윤여탁, 뺷한국 근현대시와 문학교육뺸(태학사, 2013), pp.102-3 참조.

72 한중인문학연구 69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당대문학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사실상 앞서 지적했듯이, 2015년 이후 한중인문학연구
를 통해 전개된 연구 성과가 이전에 비해 매우 미비했던 근본적 원인을 타개하
고 새로운 방향에서 확산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개별 대상 작가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일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문학사적 맥락에 대한 전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조선족문학
이 지닌 사회역사적 특수성의 본질을 정신사적이고도 양식사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방법론을 구축함으로써 밝혀내야 함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현대문학사에서의 월경(越境)문학에 대한 동아시아 역사경험이라는 공간적
자장 속에서의 실체 규명, 그리고 분단이후 북한문학사 전개과정과 당대 조선족
문학의 상관성에 대한 탐색 등의 관점들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1940년대 만주로 이주하여 생활한 시인인 백석에 대한
서준섭의 연구34)는 실제 답사를 거친 실증적 자료와 생애에 대한 고증을 통해
월경(越境)과 타자적 공간에서의 삶이라는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그의 시세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만주’라는 독특한 다인종 공간에서 인종적 편견을 넘어선
동아시아인의 상호 우의와 삶의 진실에 대한 옹호라는 문화적 가치 창출의 의의
를 밝힌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
져 주었다.
이육사나 윤동주의 문학 역시 이들의 타자성 체험이 월경과 이주의 경로를 통
해 민족문학적 특수성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가 된다. 특히 이육사의 ‘월경기(越
境記)’에 대한 정확한 주소지 찾기와 그 복원과정을 통해 문학적 초상을 구축하

는 일35)은 궁극적으로 관념으로서의 민족문학론의 근대인식적 한계를 넘어서
삶의 현실을 의미화한 총화로서의 ‘민족문학사’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윤동주의 경우 그가 이미 조선족문학의 중요한 가치로 역사화되어
34) 서준섭, ｢백석과 만주｣, 뺷한중인문학연구뺸 19호, 2006.12, pp.267-292 참조.
35) 정우택,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와 이육사, 그리고 <꽃>｣, 뺷한중인문학연구뺸 46호,
2015.3, pp.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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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볼 때, 끊임없는 탈향(脫鄕)의 경로 역시 그의 역사적이고 체험적
인 실존의 재구성을 통해 의미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윤동주와 그의 문학이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소환되는가를 보면 여실
히 드러난다. 윤동주 묘소는 물론이고, 용정촌에 있는 그의 생가와 기념관, 그리
고 용정중학교의 시비(詩碑)가 한국 수도 서울의 윤동주문학관,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과 연세대학교정의 시비 및 일본 교토의 시비로 각기 기억되는 과정은 각
기 ‘민족’, ‘국민’, ‘평화’의 의미 효과를 창출하면서 서로 관계 및 긴장과 갈등의
장을 형성한다.36) 이러한 발견이야말로 디아스포라 주체의 경험이 특정 지역이
나 국가 단위 기억의 틀 속에 고정적으로 사유될 수 없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제강점의 한국근대사를 축으로 형성․변화․전개된 한국현대문
학사의 실체 속에 조선족문학사의 전개양상을 구조화하고 그 고유한 민족문학
적 특질을 규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문학사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중국
조선족 문학사를 체계화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보다 큰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
기에 충분하다.

4.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의 동아시아 침탈과 군국주의 전쟁의 도발로 이어지는 근대사의 변
동과 맞물려 전개된 현대문학사의 흐름에서 특히 조선족문학의 실체성은 이주
문학으로서의 디아스포라적인 존재성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기를 거
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의 현실성을 부여받는 이중정체성의 내면화
를 담지한다는 점에서 창작 주체의 물리적(역사적․지리적) 실존성이 현실인식
의 주도적 계기로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수교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조선족문학에 대한 연구는 첫째,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킨 점, 둘째, 탈식민주의론의 시각을 방법론으

36) 김신정, ｢윤동주｣, 정지영 외 편, 뺷동아시아 기억의 장뺸 (삼인, 2015), pp.269-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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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립하여 기존의 역사주의적 문학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점, 셋째,
디아스포라문학론을 통해 ‘민족’문학의 내포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위주의 검토와 대상의 고유성 인식의
방법론적 결여, 소설 연구와 작가론에 집중된 연구 범위의 한정성, 한중 문화교
류의 활성화라는 현실상황에 따른 한중간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의 관점
에서의 연구 편향성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의 소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셋째, 따라서 향후 조선족문학 연구의 방향은 보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시각
에서 문학사적 현상에 대한 양식론적 접근과 미학적 실체화를 지향해야 하며,
동시에 역사적 공간성에 대한 인문학적 주소화와 통합문학사의 구축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연구사 20년의 결산으로서 제출할 새로운 ‘공약’이 미미한 까닭은 무엇보다
국내 인문학 연구의 유연성이 부족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구논문 자료목록
에서 나타나듯, 여전히 한중간의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직접적 비교연구가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그 아쉬움을 더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
국내 조선족문학의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공간적 월경과 변혁의 문
제가 한국현대문학사의 민족문학적 특징을 어떻게 형성시키고 범주화시키는가
를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요컨대 동아
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바탕이 되며, 그 역사적 변화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이 보완된 가운데 문학적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관점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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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tical Review and Prospect of Chinese-Korean Literature after
th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Park, Yoonwoo
In the flow of modern literature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the change
of modern history leading to the invasion of East Asia and the provocation of
militarism war by Japanese imperialism, the reality of Korean-Chinese
literature is not only diaspora existence as migrant literature, but also
internalization of dual identity which is given the reality of life as a minority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is worth
noting that one thing is done.
The study on Korean-Chinese literature accumul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on Korean modern
literature history, secondly, it established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as
a methodology and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historical
literature history, and thirdly, it urged the re-perception of the inclusion of
'ethnic' literature through diaspora literature theory.
Nevertheless, there are some problems in terms of the lack of methodology
of text-oriented review and the recognition of the object's uniqueness, the
limited scope of research focused on novel research and writer's theory, and
the research bias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al situation of activat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Therefor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Korean-Chinese literature should be more general and complex,
and the stylistic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literary history and aesthetic
materialization should be aimed at at the same time, the humanistic address
of historical spati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iterary history
should be aimed.
In this sense, the study of Korean-Chinese literature in China can ul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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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as an important spiritual basis and opportunity to insight into how the
spatial menstruation and transformation of East Asia form and categorize the
ethnic literary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Keyword

Chinese-Korean literature, reform and openness, post-colonialism,

diaspora, national literature, menstruation, memory narrative, lif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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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정시 <진달래꽃>의 중국어 번역 방법연구
－시어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송징양*

국문요약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교류가 심화되고 있으며, 문

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시는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시
적 언어로 인해 번역 분야에서의 난제가 되어왔다. 이에 본고는 중국에서도 수차례 번역 및
출판되며 많은 사랑을 받은 한국의 대표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시
어의 함축성과 암시성에 대한 번역방법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해당 작품의 해
석본을 참고하여 <진달래꽃>의 원문과 7개의 중국어 번역문을 비교텍스트로 삼았으며 번역
미학이론을 바탕으로 각 번역본에서 원작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번역미학의 발전과정과 본고의 연구목적을 간단히 소개하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

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원문 해석을 바탕
으로 번역본 비교를 통해 번역본 별 원작 이미지 재현 방식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진
달래꽃>의 중국어 번역본들은 원작의 이미지와 작중화자의 정서를 구현하기 위해 ‘자국화’와
‘이국화’의 번역 전략이 사용되었으며, ‘의역’, ‘모작’ 등의 번역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에는
‘대체’, ‘첨가’, ‘삭제’ 등의 번역 수단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한국 서정시 번역, 이미지, 번역 방법, 진달래꽃, 김소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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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형식적 체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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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시(诗)작품은 문학번역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문
학작품 번역에 있어서의 시 번역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중국과 한국의 논문
사이트 CNKI1)와 RISS2)에서 ‘한중 문학 번역’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시 번역
에 관한 논문은 각각 14%(CNKI)와 27%(RISS)에 불과했다.3)
시는 짧은 문장 안에 풍부한 정서를 예술적으로 담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문
화 정수(精髓)를 잘 반영하는 문학 장르이다. 특히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의 이미지는 시인의 정취나 의지 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넓
게는 한 국가의 가치관이나 사유방식도 담고 있다. 따라서 시어 이미지에 대한
번역은 시 번역의 ‘질(質)’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 번역이 한 나라의 문학
을 해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해외 전파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도 된다.
김소월은 한국 근대 자유시의 선구자이며 유명한 향토시인이자 서정 시인이
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은 1922년 뺷개벽뺸에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대중의
호평을 받아왔다.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김소월의 시 작품에 대한 연구는 소월
1)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国国家知识基础设施(중국국가지식기초시
설)
2)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
3) 2020년 7월의 검색결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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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형식적 측면 연구, 시어 어원에 관한 연구, 수사법 고찰 그리고 시인의 정
신 체계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진달래꽃>의 중국
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4)
본고는 한국 서정시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미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작품의 비형식 체계(非形式系统)의 심미요소, 즉 시어의 이미지를 어떻게 전
달한 것인가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유명한 서정시인 <진달래꽃>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을 텍스트로 하여 <진달래꽃>의 번역심미요소(翻译审美
要素) 중 비형식적 체계인 이미지가 중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각 중국어 판본의 심미주체인 번역가들은 이를 위해 어떤 번역 방법 및 번역 수
단을 사용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번역미학(翻译美学)과 번역 심미객체(翻译审美客体)
번역미학은 미학을 통해서 번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5) 번역미학에서의 대상
은 번역 심미주체(翻译审美主体)와 번역 심미객체(翻译审美客体)가 있다. 번역
심미주체는 번역자를 가리키며 번역의 심미객체는 번역문(TT)과 원문(ST)을
말한다. 번역미학 이론에서 TT는 반드시 ST의 심미구성과 심미요소에 따라야
하며 ST의 심미효과에 부합해야 한다.6) 환언하면 번역자의 번역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원문 본래의 심미구조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심미감각을
이용해 원문의 심미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 이를 창의적으로 재현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미학 이론에서 이러한 미(美)적 요소들은 형식적 체계와 비형식적 체계로
분류된다.7) 형식적 체계(形式系统)는 심미객체의 심미요소들을 ‘바로 직접 보고
4)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번역학적인 시각으로 <진달래꽃>의 중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김학철․박재우(2016) 그리고 서예령(2018) 두 편뿐이다.
5) 方梦之, 뺷翻译学词典뺸， 商务印书馆，2019
6) 刘宓庆, 뺷翻译美学导论뺸, 中国出版集团公司 中国对外翻译出版有限公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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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을 통해 사유를 야기하는 물질적, 형태적 요소로 구성된 것이며, 비형식적
체계(非形式系统)는 비(非)확정적(indefinite)이며 비(非)계량적(nonquantitative)
이며, 모호성(fuzziness)과 불확실성(uncertinty)을 가지고 있는 심미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형식적인 체계에는 음성, 문자, 단어와 텍스트의 구성 요소, 즉 언어의
내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며 비형식적인 시스템에서는 ST저자의 감정(emotion),
의지(idea), 이미지(image)와 상징(symbol) 등 언어의 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번역미학에서는 이미지를 나타나는 ‘意’와 상징을 의미하는 ‘象’을 늘 함께 논의해
‘意象(imagery)’이라고 부른다. 남조의 문학비평가 刘勰는 意象은 문학의 목표로

볼 수 있으며, 언어적 미가 아닌 허구에 의지한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8)
따라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언어의 예술성과 번역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비형식적 체계-이미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번역미학에서의 비형식적 체계는 감정(emotion), 의지
(idea), 이미지(image)와 상징(symbol) 등 언어 외적인 요소들을 가리킨다. 선행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체계의 심미요소에 관한 다양한 명칭을 찾아볼 수 있다.
장루이(2017)는 언어에 담긴 정감과 의지 등 초언어적인 심미정보가 포함된 비
형식적 체계를 ‘심미 영상’이라고 명명했고 정일(2020)은 ‘심미심상’이라고 명명
했다. 본고에서는 刘宓庆(2012)에 따라 이러한 언어의 외적인 요소들, 즉 번역
심미객체의 비형식적 체계를 ‘이미지’라고 칭할 것이다.
번역미학 이론에 따르면 이미지(意象)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감과 의지가 물
리적인 것(사물, 풍경 그리고 경계)과 결합된 것, 혹은 작가의 ‘정취’가 문장을 통
해 형상화(incarnation)되거나 투사(projection)된 것을 말한다. 이는 사물에 대
한 예술적인 선택에서 비롯되며 사물에 대한 독창적인 선택은 항상 평범한 언어
구조를 의미 있는 시구로 만든다. 시어의 이미지는 암시적이고 함축된 의미를
7) 刘宓庆․章艳, 뺷翻译美学教程뺸,中国出版集团 中译出版社, 2016.
8) 장루이, ｢중국 번역미학 발전사 연구｣, 뺷통역과 번역뺸, 제19권 3호, 2017,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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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이처럼 상당히 모호한 정보를 포착하는 것은 높
은 수준의 심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현(2020)은 시적(诗的)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시에서 제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정서와 연결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
미지는 인간의 지각에서 비롯된 감각을 마음속에 재생시켜 놓은 것으로,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 미(美)를 추구하는 예
술의 한 갈래로 이해되는 시에서 ‘이미지’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번역미학에 따르면 시어의 이미지를 번역할 때 번역자, 즉 번역주체는 원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상 및 연상 등 심리 작용의 운용, 감
상 및 깊은 사유과정을 통해 출발언어텍스트에 구현된 이미지를 도착 언어로 재
차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도착 언어 텍스트의 이미지는 근거 없는 비이
성적 사유 과정을 거치거나, 원문 본래의 이미지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형상화되
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원문 텍스트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주어진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후 전후 상황을 고려하고 더 나
아가 번역자 자신의 경험과 심미적 능력을 활용하여 정서를 창조, 형상화해야
한다.9)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대표작으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로 시어의 이

미지를 전개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슬픔을 인종(忍從)의 의지로 극복해 나
가는 여성을 작중 화자를 설정하여 ‘이별의 정한’이라는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한국 고대 가요인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고려 가요인 <가시리>,
<서경별곡(西京別曲)>, 조선 시대의 황진이 시조, 민요 <아리랑>으로 이어지

는 한국 민족의 전통 정서의 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한국 역사 상 아주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꽃을 뿌리는 행위는 향가 <도솔가>의 ‘산화 공덕(散花功
德)’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진달래꽃>에 대한 한중 양국의 연구는 언어 연구 및 비교문학 연구 영역에

서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번역학 분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학철․
9) 정일, ｢한중 번역 연구: 번역미학적 관점에서｣, 뺷통번역학연구뺸, 제24권 2호, 2020,
pp.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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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2016)는 한중 현대시 번역 역사와 양상을 정리하면서 <진달래꽃>의 중
국어 번역본에서 나온 번역 문제를 ‘내용전달의 문제’, ‘시 형식에 대한 번역문제’
그리고 ‘문화소의 번역문제’로 분류하였다. 번역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달래
꽃>의 번역을 연구한 논문은 서예령(2018) 한 편밖에 검색되지 않는데, 서예령
(2018)에서는 중국 유명 번역가이자 번역 이론가인 쉬위안충(许渊冲)의 ‘삼미
(三美) 이론’에 입각하여 ‘음성미(音美)’, ‘내용미(意美)’, ‘형식미(形美)’의 측면

에서 <진달래꽃>의 각 번역본에 어떠한 번역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다루어보았
다.
본고는 한국 서정시의 이미지에 대한 번역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중국의 번역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서정시 <진달래꽃>의 중국어
번역본에서 각 번역주체인 번역자들이 어떻게 시어의 이미지를 재현해내었는지
를 고찰하고 이러한 번역방법들이 시어 이미지의 ‘미(美)’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3. <진달래꽃> 중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이미지 재현
1)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 연구범위

김소월(1902-1934)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시인이며, 그가 지은 <진
달래꽃>은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는 번
역가, 한족(汉族) 및 조선족(朝鲜族) 한국학자,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등에 의해 <진달래꽃>의 다양한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1964년 한국 중문학자
허세욱(许世旭)은 대만에서 ‘진달래꽃’을 수록한 뺷한국시선(韩国诗选)뺸을 번역
출판하였고 해당 작품은 1994년 중국 대륙에서도 출간되었다. 본고는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출판된 <진달래꽃>의 7개 번역 작품을 연구텍스트로 선
정하였다. 번역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한국인 번역가, 대만 번역가, 대륙 번역가
의 순서로 번역본들의 서지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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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달래꽃> 중국어 번역본의 서지정보
저본

출판
연도

TT1

《韩国诗选》

1994

TT2

《践踏缤纷的落花》

1992

TT3

《韩国名诗人金素月诗选集》

2014

TT4

《诗刊-韩国诗选》

2002

TT5

《韩国现代名诗选读》

2006

TT6

《韩国当代文学经典解读》

2011

TT7

《金达莱花》

2011

번역자
许世旭
(허세욱)
张香华
(장향화)
刘顺福
(육순복)
薛舟
(설주）
尹海燕
(윤해연)
金鹤哲
(김학철)
范伟利
(범위리)

출판사
文星书店
台北远流
出版公司
酿出版
中国作家
出版集团
民族出版社
北京大学
出版社
山东出版社

(2) 연구방법

본고는 한국 서정시 <진달래꽃>의 시어 이미지에 관한 번역 방법을 연구하
기 위해 기존의 통설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원문 주제전개에 따
라 각 연마다 시어 이미지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어의
표층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고, 각 번역본에서 이미지를 재현하
는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번역본별로 시적 자아의 정서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단어들의 번역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에는 번역 방법을 정리
한다.
<진달래꽃>의 시어 이미지에 대한 중국어 번역 방법을 고찰하기 전에 ‘번역

전략’, ‘번역 방법’, ‘번역 기법’ 등 학계에서 자주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熊兵(2014)는 번역학 연구에서 ‘번역 전략
(Translation strategy)’, ‘번역 방법(Translation method)’ 그리고 ‘번역 기법
(Translation technique)’ 등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과 범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

하면서 ‘번역 전략’, ‘번역 방법’ 그리고 ‘번역 수단’의 관계를 재조명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번역 전략(Translation strategy)’은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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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거시적인 원칙과 경향으로서, 그 분류는 번역활동의 참가자와 밀접한 관련
된다. 번역자가 번역할 때 ‘원문 저자’를 중심으로 번역하는지 ‘목표언어권 독자’
를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 ‘이국화(Foreignization) 번역 전략’과 ‘자국화
(Domestication) 번역 전략’으로 나뉜다.10) 번역 방법은 번역 전략의 하위 범주

로서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과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에 속한 번역
방법들이 있다. 원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국화 전략에는 ‘제로 번역’, ‘음
역’, ‘단어 대 단어’ 그리고 ‘직역’ 등이 포함되며, 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화
전략에는 ‘의역’, ‘모작’, ‘개작’, ‘창조적인 번역’ 등이 포함된다. ‘제로 번역’, ‘단어
대 단어’, ‘음역’ 등 세 가지 번역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는 모두 다양한
번역 기법들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러한 번역 기법들은 종류가 많아 熊兵(2014)
에서는 ‘첨가’, ‘대체’, ‘변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번역 전략, 번역 방법,
번역 기법을 위계화하자면, 번역 전략은 번역 방법의 상위 범주에 속하고, 번역
수단은 번역 방법의 하위범주에 속한다. 본고는 熊兵(2014), 남성우(2016)

11)그

리고 Darbelent와 Vinaidml 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전역 전략’ ‘번역 방법’ 및
‘번역 기법’을 다음 도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10) Venuti(1995:19-20)는 번역자의 ‘가시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두 가지 번역 전략, 즉 ‘자국
화’와 ‘이국화’ 전략을 소개한다. 자국화 전략을 택한 번역자는 TT에서의 ‘외래성’을 최소
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창하며 ‘불가시성’의 번역을 한다. 이국화 전략을 택한 번역자는
가능한 한 저자를 제자리에 두고 독자가 저자에 접근하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남성우(2016)에서 번역 방법에 대해 ‘행간 번역(Interlinear Transl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의역(Free Translation)’ ‘번안 또는 개작(Adaptation)’ ‘변환(shifts)’ ‘완전
번역(Complete Translation)’ ‘삭제(Deletion)’ ‘역번역(Back-translation) 그리고 ‘기계번
역’ 등이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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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번역전략 방법 및 수단 정리
번역전략

번역방법

번역기법

제로 번역(Zero translation)
자국화
(Domesticati
on)

축자역(Word-for-word translation)
첨가(Addition)
삭제(Omission)
착용(Loan)
대체(Substitution)
전환(Shift)

직역(Liberal translation)
의역(Liberal/free translation)
모작(Imitation)
개작(Variation translation)
창조적인 번역(Recreation)

이국화
(Foreignizati
on)

<진달래꽃>의 시적 자아는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면서 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드러내는 인종(忍從)적인 여성적 어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애상적인 호소 속에 자신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별이
가져다 줄 커다란 상처를 은근히 드러냄으로써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
한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진달래꽃> 시어 이미지의 특징
에서 잘 나타난다. 주제 전개에 따른 연마다의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진달래꽃>의 시어 이미지 정리
표면적 의미

심층적 의미

1연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과 순응

엄청난 고통의 반어적 표현

2연

임에 대한 축복

원망과 미련의 표현, 가지 말라는 만류

3연

원망을 초극한 희생적 사랑

죄책감의 자극을 통한 이별의 만류

4연

인고의 의지

슬픔과 충격의 반어적 표현

문학작품의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는 번역의 질을 좌우하
는 중요한 요인이다. 문학작품에 대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번
역자도 번역 전 단계에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ST를 이해하고 접근하게 된다. 번
역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번역 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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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꽃>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번역본 분석
(1) <진달래꽃> 제목에 대한 해석과 번역
ST: 진달래꽃
TT1: 杜鹃花
TT2: 杜鹃
TT3: 杜鹃花
TT4: 金达莱
TT5: 金达莱花
TT6: 金达莱花
TT7: 金达莱

시 제목을 ‘진달래꽃’으로 지은 이유는 진달래꽃의 비유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시에서 진달래꽃을 노래한 것은 한(恨), 이별, 슬픔 등의 정서를 나타
내려는 의도가 있다. 진달래꽃의 꽃잎은 한없이 부드럽고 가냘프지만 척박한 땅
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진달래꽃은 모진 학대 속
에서도 참고 견디며 한 많은 삶을 이어가는 여인에 비유되어왔다. 소박하고 청
순한 여인의 이미지가 환영처럼 떠오르기도 한다. 이것이 곧 전통적인 한국 여
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김소월 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여성이다. 소
월의 시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시가들은 여성을 서정적 자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시 시적 자아의 여성편향은 존재의 나약성과 함께 잠재된 저
항력의 지속적 표출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순
화적인 감정 승화를 이룬 시적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진달래꽃은 이 시에서 여성의 슬픔(哀)과 한(恨)을 미적 정서로 승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달래꽃은 시적 자아의 ‘정성 가득한 사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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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며,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사랑의 승화’를 상징한다.

한편 <진달래꽃>은 설화적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인종(忍從)과 남
성의 유랑성을 비극적 상황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런 비극적 장면에서 여성적
화자는 고난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의지와 자세를 가지게 되고, 폭력과 인종(忍
從)의 굴레를 달관하는 의지를 실현하게 된다.

TT1, TT2와 TT3의 대만과 한국 번역가의 경우 ST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달래꽃’을 상위어12)인 ‘두견’이나 ‘두견새’로 ‘대체’
하여 목표언어인 중국어에 입각해 ‘두견(杜鹃)’, ‘두견화(杜鹃花)’로 의역했다.
제목의 번역에서 자국화 전략을 보인다. 중국의 ‘杜鹃啼血’ 전설에서의 망제(望
帝)의 억울한 죽음을 ‘진달래꽃’에서의 여성의 한과 연결하기 위해 중국 독자들

이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두견(杜鹃)’, ‘두견화(杜鹃花)’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TT2, TT4，TT6, TT7의 중국 대륙 번역가들은 모두 다 착용
으로 ‘진달래꽃(金达莱花)’ 혹은 ‘진달래(金达莱)’로 번역했다. 이는 현대 한국어
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착용으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杜鹃’의 이미지는 중국의 고전문학작품, 특히 시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

당하며 빈번히 활용되었다. 중국 어문교과서(语文教科书)를 보면 알 수 있듯 당
(唐)나라의 유명 시인인 이백의 시 ‘蜀国曾闻子规鸟，宣城又见杜鹃花’와 백거

이(白居易)의 ‘其间旦暮闻何物, 杜鹃啼血猿哀鸣’, 그리고 이상은(李商隐)의 ‘庄
生晓梦迷蝴蝶，望帝春心托杜鹃’, 송(宋)나라 문천상(文天祥)의 ‘从今别却江南
路化作啼鹃带血归’ 등 다수의 작품에서 ‘杜鹃’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작품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중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杜鹃’은 중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杜鹃鸟’와 ‘杜鹃花’는 중국 전

통문학작품에서 신비한 색채로 부각돼 무한한 애상과 비극적인 감정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왔다. 이로써 ‘杜鹃鸟’는 ‘슬픈 새’가 되고 문학작품에서 ‘슬픔’의
상징물이 되었다. 중국 사람들은 문학작품에서 ‘杜鹃’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자
12) ‘두견화（杜鹃花）’는 ‘진달래꽃’의 상위어로 한국의 진달래, 철쭉, 산철쭉, 영산홍 등은
중국에서 모두 ‘두견화（杜鹃花）’ 종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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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望帝(망제)’의 ‘杜鹃啼血(두견제혈)’이라는 전고(典故)를 떠올린다.
하지만 시인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정서는 완전한 ‘비
(悲)’의 정서라기보다는 이별에 직면한 한국 여성 특유의 ‘애이불비(哀而不悲)’

의 전통적 정서다. 또한 현재 ‘진달래꽃’의 꽃말로는 ‘신념’, ‘애틋한 사랑’, 그리고
‘사랑의 기쁨’ 등이 있다. “순정파인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

주지 않는군요. 그러나 너무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외롭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군요”라는 진달래의 꽃말을 통해, ‘진달래꽃’은 한국에서 ‘슬픔의 상징’ 외에도
‘외롭고 괴롭다’는 이미지로도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번역미학 이론에서는 “문학작품 번역자는 원문의 미적 요소를 철저히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ST에서 나타난 심미요소들을 TT에 모두 반
영해야 하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TT1, TT3와 TT2 번역자들이 사용한 ‘의역’
의 번역 방법과 TT5 TT6, TT7，TT4 번역자들이 사용한 ‘직역’의 번역 방법은
시어 이미지의 재현 과정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자 중심’의 입장으로 봤을 때 TT1, TT3와 TT2에서 ‘진달래꽃’을 ‘杜鹃’ 혹

은 ‘杜鹃花’로 번역하는 것은 목표언어 독자인 중국인 독자들에게 더욱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중국 전통 문화에 입각하여 문학성을 더할 수 있고 신화적
인 느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등, 이 시를 읽기 전에 제목만 봐도 이 시의 ‘슬픈’
느낌을 쉽게 파악하게 하여 번역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한편 ‘杜鹃’ 혹은 ‘杜鹃花’로 의역하는 것은 원문 시어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되
는 한국 전통적 여성의 ‘한’의 정서와 사랑을 체념으로 승화 시키는 ‘애이불비(哀
而不悲)’의 정서를 중국 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

다.
TT5, TT6, TT7，TT4에는 현대 한국어의 어감을 살리고 현대의 한국적 정

취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직역’이라는 번역 방
법을 선택해 ‘진달래꽃(金达莱花)’ 혹은 ‘진달래(金达莱)’로 번역했을 것이다.
‘이국화 전략’을 전제로 하여 한국적인 분위기가 강한 ‘金达莱’와 ‘金达莱花’로

번역한다면 중국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한국 특유의 한
(恨)과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 기회를 부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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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진달래꽃과 같은 한국어 표현방식 및 문화 요소를 목표언어인 중국어
문화권에 유입시키는 것은 문화 교류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진달래꽃> 제1연에 대한 해석과 번역
ST: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TT1: 当你厌倦了我并且要走开/我将欣然目送你的背影
TT2: 假如你离我而去/因为我令你厌倦/无言的，我会默默目送你
TT3: 当君厌倦妾/将要离去时/妾甘愿默默无言的相送，
TT4: 当你厌倦了我/离我而去/我将心怀虔敬默默地送你远走
TT5: 当你厌倦/离我而去/我将要默默为你送行
TT6: 假如是厌倦了我/行将离去/我要默默为你送行
TT7: 当你厌倦了我/离我而去/我将默默地送你离去

나 보기가 싫어 떠나는 임에게 어떠한 불평도 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는 것
이 1연의 내용이다. 시인은 이별의 가정법을 말하기 위하여 시상을 미래 시(诗)
형으로 고정해 놓고 있다. 서정적 자아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상황, 즉 이별의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으며, 애원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체념과 극기(克己),
자기희생으로 승화시켜, 가는 임을 붙들지 않겠다는 유교적 전통 사회의 여성이
지닌 인종(忍從)과 체념을 드러낸다. 진달래꽃을 통해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 상
황을 제시하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임과 언제 이별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
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진심을 숨
겨 놓고 있다. 표면적인 과장과 허세가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적 진실을 강화하
는 것이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다.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를 모두 참고, 원망이나 만류의 말없이 보내 드리겠다는 유교적 전
통 사회에서 여성이 지닌 인종(忍從)과 체념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로
고려 가요의 ‘가시리’의 정서적 맥을 잇는데, 반어적이고 여성적인 어조로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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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싫다는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겨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등의 시어와 작중인물의
이미지 번역방법을 다룰 것이다.
➀ ‘역겨워’에 대한 원문과 번역
ST: 역겨워
TT1: 厌倦
TT2: 厌倦
TT3: 厌倦
TT4: 厌倦
TT5: 厌倦
TT6: 厌倦
TT7: 厌倦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을 통해 이 시에서의 이별이 일방적인 이별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적 자아는 여전히 임을 사랑하고 있는데 임은 시적 자
아가 싫다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고대 가요에 나타난 이별은 일방적 이별이 대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일방적 이별은 비극의 상황을 만들고 한과 슬픔의 정서를
조성한다. ‘역겨워’는 ‘마음에 거슬려서’를 의미한다. ‘나보기가 역겨워’에서 ‘나
‘는 화자라고 볼 수 있다. <진달래꽃>에서 ‘역겨워’는 “몹시 싫어서”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가실 때에는’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곱 명의 번역자들은 원문 내용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님이 나를 역겨워 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 나는 말없이 묵묵히 임을

보내드리는 모습’, 즉 원 시 1연의 심상을 그렸다. 또한 버림받을 여성의 인종(忍
從)과 체념을 잘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서를 재현하려 노

력하였다. 모든 번역본에서는 ‘역겹다’는 ‘厌倦(질리다, 지겹다, 실증이 나다)’으
로 직역(直譯)하여 여성의 인종(忍從)과 남성의 유랑성을 비극적 상황으로 설정
해 놓은 시어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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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에 대한 원문과 번역
ST: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TT1: 欣然目送你的背影
TT2: 无言的，默默目送你
TT3: 甘愿默默无言的相送
TT4: 心怀虔敬默默地送你远走
TT5: 默默为你送行
TT6: 默默为你送行
TT7: 默默地送你离去

이 구절의 표면적인 의미는 임에 대한 헌신적인 애정이지만 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심정을 내포한다. ‘말’은 임에 대한 원망의 말이다. 임에게 할 말이 많음에
도 모든 것을 참고 말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표현이다.
TT1 번역자의 경우에는 ‘첨가’와 ‘대체’ 등의 수단을 통해 ‘모작’이라는 번역

방법을 사용하여 원문 1연을 ‘当你厌倦了我并且要走开/ 我将欣然目送你的背
影(내가 질려서 떠나려고 한다면 당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흔쾌히 보내드리

겠다)’로 번역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다른 번역자들이 ‘말없이 고이’를 ‘默默(묵
묵히)’로 번역한 것과 달리 번역자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번역자의 머릿속에 그
려진 화면을 창의적으로 재현해 ‘말없이’를 삭제하는 대신 ‘欣然(흔쾌히)’를 첨가
했고, 임은 ‘你的背影(임의 뒷모습)’으로 원문에 없는 요소도 첨가했다. TT4 역
시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를 ‘心怀虔敬(경건히)’으로 번역했고 ‘보내 드
리우리다’ 앞에 목적어를 첨가해 ‘目送你远行（멀리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
내드리겠다)’로 원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이미지를 재
현하였다. TT1의 모작과 TT4의 의역은 작중 화자의 순종을 잘 구현해냈을 뿐
만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속에 원작의 이미지를 잘 재현해내어 문학성과 미학(美
学)성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➂ ‘진달래꽃’ 작중인물에 대한 원문과 번역
ST: 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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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1: 你/我
TT2: 你/我
TT3: 君/妾
TT4: 你/我
TT5: 你/我
TT6: 你/我
TT7: 你/我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단순히 사랑하던 연인과의 이별을 개인적인 감정으
로 노래한 시가 아니다. 학계에서는 작품에서의 임이 일제 치하의 식민 상황에
서 한민족이 동경하고 찾아 헤매던 상실된 주권을 의미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TT3같은 경우에는 ‘当君厌倦妾/将要离去时/妾甘愿默默无言的相送(군이 첩에

질려서 가려고 할 때 첩은 말없이 묵묵히 보내 드리겠다)’으로 번역했다. 목표언
어인 중국어를 중심으로 작중 화자를 버리고 가려는 사람은 ‘군(君)’으로 , 버림
받은 사람은 ‘첩(妾)’으로 번역했다. 주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시어의 이미지
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 번역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진달래꽃>
의 주제에 대한 해석에서 알 수 있듯 학계에서는 <진달래꽃>을 남녀 간의 사랑
에 관한 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에서 조국을 상실한 애통함
과 한이 드러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다. 번역미학 이론에 따르면, 원문 주
제의 모호성이 존재할 때에는 번역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호성을 함께 재현해야
한다. 이로 인해 TT3에서 떠나는 님을 ‘君’이라 번역하고 작중화자를 ‘妾’이라고
목표언어 문화소로 원문의 작중인물을 대체하여 의역한 것은 ‘남녀 사이의 이별’
을 노래하는 서정시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그쳤고, 조국의 상실에 대한 애통
과 한(恨)을 표현하지 않아 시어 이미지 모호성의 재현에 있어 제한적인 면이
생겼다.
(3) <진달래꽃> 제2연에 대한 해석과 번역
ST2：영변의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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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1：情愿采拮一束束的杜鹃/从遥远的药山来/把它撒布在你要行经的路
上。

TT2：我将采撷满盈的杜鹃/在宁边的药山上/遍撒你行将走过的山径
TT3：宁边的药山上/采集杜鹃花/撒在君即将经过的道路上
TT4：宁边药山上的/金达莱/我将采来一束，撒落在你的路途
TT5：宁边药山/金达莱花/采摘满怀欲撒离径
TT6：宁边的药山上/采一怀金达莱花/遍撒你离去的小径
TT7：我将采集，宁边药山的/一束金达莱/撒落在你的路途

임이 가시는 길에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꽃을 뿌려 가시는 길
을 축복하겠다는 내용이다. 임이 가시는 길에 사랑의 표현으로 꽃을 한 아름 뿌
려 가시는 길을 축복하겠다는 것에서 불교의 산화공덕(散花功德)의 이미지가
나타나며 서정적 자아의 내적 심리 상태와 실제적 행위 사이의 어긋남을 보여
줌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연이다.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는 사람에게 작중인물은 꽃을 깔아준다고 하면서 그 꽃
을 밟고 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숭고한 사랑, 즉 자신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작품의 감동은 극에 달한다.13)
제2연 1행과 2행에서는 점강법과 상징법을 통해 시적 공간을 ‘영변→약산→
진달래꽃’으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상징적 효과를 고조시켰으며 약산에
피는 진달래꽃을 들어 향토적 정감을 유발했다. ‘영변(寧邊)’은 평안북도의 한
지명인데 김소월 시인의 고향이라고 전해진다. 향토성이 부여된다. ‘약산(藥山)’
은 영변의 서쪽에 있는 산으로 진달래가 곱기로 유명하다. ‘진달래꽃’, 즉 ‘두견
화’는 소쩍새와 연결되며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향토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시어이다. 여기서 떠날 임에게 뿌려주는 ‘진달래꽃’은 사랑과
한의 표상이다. 임을 위한 끝없는 헌신의 자세와 자기희생을 통해 사랑을 승화
시키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며 사랑의 비극적 종말을 심미화하기 위한 구체
적 상징물이기도 하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에서 아름은 상대방에
13) 신용협, 뺷한국 현대시 연구뺸, 새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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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떠나는 임의 발밑에 자신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뿌려 준다는 것은 상징적 가정이다. 그만큼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 표출되어 있다. ‘아름 따다’는 근육 감각적 심상이라 할 수 있다. 떠나가는 임
을 위해 꽃을 뿌리는 행위는 시적 자아의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가는 사람 앞에 꽃을 뿌린다는 것을 물론 비현실적
행위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이 변함
없다는 데 있다. 그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산화공덕(散花
功德)’, 임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걸음을 평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축복의 이면에는 오히려 가겠다는 임을 강력하게 만류하는 뜻이 담
겨있다. 가겠다는 임을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그를 붙잡아 두는 최상의 방법임
을 그는 자각했던 듯하다. 따라서 이 시는 그저 이별을 노래하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존재론의 문제로
도 확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표현은 ‘영변의 약산’과 ‘아름
따다’이다.
➀ ‘영변의 약산’에 대한 원문과 번역문
ST: 영변의 약산
TT1：遥远的药山
TT2：宁边的药山
TT3：宁边的药山
TT4：宁边药山上
TT5：宁边药山
TT6：宁边的药山
TT7：宁边药山
‘영변의 약산’는 평안도에 위치하는 작가 김소월의 고향에 있는 산으로 진달

래가 아름답게 피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 부분은 향토적 요소로 작용한 부분이
다.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채 조국의 산하에 지천으로 피고 진달래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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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선택함으로써 겨래 감정에 호소한다’고 보는 견해는 영변약산이라는 시어
를 조선의 제유로 읽고 있다.14) TT1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번역본들은 이 단
어를 ‘영변’이라는 지명의 한자 표기법 ‘宁边’으로 음역했지만 TT1은 직역하지
않았고 시어 ‘영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거쳐 번역자가 ‘모작’이라는 번역방
법을 통해 시를 감상한 대로 ‘遥远(머나먼)’이라는 형용사로 ‘영변’이라는 지명을
대체하여 약산을 수식했다. 즉 번역자는 이 ‘머나먼 약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
인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 혹은 상실된 조국을 은유하여 원문의 시어 이미
지가 전달하려는 한(恨)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조성했다.
➁ ‘아름 따다’에 대한 원문과 번역
ST: 아름 따다
TT1：采拮一束束的
TT2：采撷满盈的
TT3：采集
TT4：采来一束
TT5：采摘满怀
TT6：采一怀
TT7：采集一束
‘진달래꽃’은 작중인물의 분신이며 님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기도 한다. ‘두 팔

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라는 뜻을 자진 ‘아름’는 작중인물이 떠나는 님에 대
한 남김 없는 사랑의 양을 표현한 부분이다. TT1는 의역, TT7와 TT4는 모작의
번역방법을 사용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의 3가지 번역문에
서 ‘一束(한 다발)’ ‘一束束(여러 다발)’로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의미와 다소 어긋
난다고 할 수 있다. TT3에서는 ‘아름’의 번역을 아예 생략했다. 이로써 형식적으
로 볼 때 앞 문장과 마찬가지로 4음절로 구성해 ‘대구(对仗)’를 형성했다. TT1에
서 의역, TT4 TT7에서 모작을 사용한 것은 목표언어인 중국어의 시학형식에
14) 정정순, ｢지역문학으로서의 현대시 교육 탐색-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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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부합하여 중국 독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원문의 중요한 이미
지인 ‘아름’을 생략하거나 다른 의미의 단어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어, 시어 이미
지 형상화에 있어 제한적이다. TT5, TT6에서 각각 ‘满怀’，‘一怀’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아름’의 의미인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를 잘 전달하고 있다.
즉 번역가의 ‘직역’이 독자들의 머릿속에 원작의 이미지를 잘 그려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진달래꽃> 제3연에 대한 해석과 번역
ST：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TT1：从那纵横的花枝上一步一步地去吧！/啊！你要轻柔地踩踏
TT2：踩着轻轻的脚印/你，一步一步/践踏缤纷的落花离去
TT3：且请一步一步地/轻轻地践踏着花枝/从那道路上走过去！
TT4：让你离开的每一步/都轻柔地踏着/我为你采来的金达莱
TT5：寸寸步履/朵朵花瓣/请你轻轻踩着离去
TT6：离去的一步一履下/那满径的花瓣/请你轻轻踩踏着离去
TT7：让你离开的每一步/都轻柔地踏着/那花束

화자의 자기희생 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적 정감이 고조되는 연이
다. ‘꽃’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산화공덕(散花功德)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사뿐
히 즈려 밟고’에서 ‘즈려’는 ‘눌러, 저질러’의 평안 사투리이다. 임께서 밟고 가시
는 그 붉은 진달래꽃은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며, 그 사랑을 버리고 가실 때에
도 임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희생을 통한 사랑의 승화 과정이
나타난다. 의미상으로 모순되는 두 시어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표현하였다.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의 표상인 ‘진달래꽃’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기
를 원하는 마음과 화자가 이별의 고통과 상처를 받을 것을 임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설적인 표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즈려 밟히는 외상(外傷)
과 내면적 희생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역설적 행위는 일반인의 정서에는 어울
리지 않는 말이지만 시인은 이 말을 연결하여 심오한 사랑의 상징적 의미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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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다. 희생을 통한 숭고한 사랑의 한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
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는 진달래꽃을 임이 가시는 길에 뿌려서 그 꽃을 즈려
밟고 가라고 한 것은 거룩하고도 처절한 자기희생을 의미한다.
소월 시에는 피에 비유되는 꽃이 많이 등장한다. 남자의 발에 즈려 밟혀 으깨
지는 꽃을 여자라고 보아야 이별이 곧 죽음이라는 이 시의 가정법이 살아난다.
그가 아무리 사뿐히 밟아도 밟히는 꽃, 즉 그녀의 생명은 끊어진다. 여자는 남자
에게 ‘당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당신이 나를 떠나는 것은 나를 죽
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떠남은 그녀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그의 죽음이
다. ‘가볍게’라는 뜻의 부사인 ‘사뿐히’와 ‘힘주어’라는 뜻의 부사인 ‘즈려’가 붙어
있다는 데 이 시의 역설이 있다. 가는 그는 사뿐히 밟으려 하여도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짓밟는다고 느낀다. 그녀는 그의 발에 즈려 밟혀 죽는다.15)
ST: 사뿐히 즈려 밟고
TT1：轻柔地踩踏
TT2：踩着轻轻的脚印 /践踏着离去
TT3：轻轻地践踏
TT4：轻柔地踏着
TT5：轻轻踩着
TT6：轻轻踩踏着
TT7：轻柔地踏着

가시는 임으로 하여금 진달래꽃을 밟게 하는 것은 가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축복의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희생을 통한 사랑의 승화 과정이기
도 하다. 시적 자아는 차라리 꽃이 되어 임의 발밑에 으깨어지고 싶은 심리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 구절은 이별의 슬픔이 육체적 아픔으로까지 연결됨을
뜻하며 이 시의 시적 자아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뿐히 즈려 밟고’는
가볍게 짓밟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진달래꽃을 즈려 밟으면 얇은 꽃잎이 짓이
15) 김인환, 뺷김소월뺸, 휴먼엔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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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게 된다. 이는 화자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감내하겠다는 뜻으로 자
기희생적인 사랑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힘주어 밟다’라는 뜻을 가진 ‘즈려’는 ‘사뿐히’와 모순을 이루고 있다. 역설을

통해 희생적인 사랑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에 대한 중
국어 번역을 분석해 본 결과 7개의 번역본 모두가 ‘사뿐히’를 모두 ‘轻轻地(살짝,
살살)’로 동일하게 번역한 반면 ‘즈려 밟고’에 대한 번역은 서로 달랐다. 즉 ‘밟은
정도’를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TT2, TT3은 ‘践踏’를 사용하였는데, ‘밟다,
디디다’의 뜻이 있지만 ‘함부로 짓밟다’, ‘유린하다’ 등의 비유적인 의미로 더 많
이 쓰인다. 모순된 내용을 강하게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더 잘 나타낸 것이다.
이는 원문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원문에 없는 의미를 번역본
에 반영한 것인데, 내용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 TT5에서 등장한 ‘踩’는 ‘밟다,
디디다’의 뜻으로 나타나고 TT1, TT4, TT6, TT7에서는 ‘踩’의 어감보다 더 강
한 ‘짓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踏’ 혹은 ‘踩踏’로 번역했다.
(5) <진달래꽃> 제4연에 대한 해석과 번역
ST：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TT1：当你厌倦了我并且要走开/我虽死，也不，也不掉下眼泪
TT2：假如你离我而去/因为我令你厌倦/纵然死去，我也不会哭泣
TT3：当君厌倦妾/将要离去时/妾宁死，也不流泪
TT4：当你厌倦了我/离开我/我将用心地忍住眼泪
TT5：当你厌倦/离我而去/到死也不会泪眼纵横
TT6：假如是厌倦了我/行将离去/至死我也不会落泪
TT7：当你厌倦了我/离我而去/纵然死去，我也不会哭泣
4연은 반어법이 구사된 부분이다. 임이 자기 곁을 떠나면 슬프고 분하여 오열

할 정도로 심각한 고비인데 오히려 결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눈물마저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임과 이별하게 될 때의 화자의 슬픔이 극도에 달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죽어도 아니 눈물’ 같은 적절한 생략적 도치법은 인상적 변화의 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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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준다. 이를 유교적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애이불비(哀而不悲)의 감정이
란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이 시의 표면적인 의미는 ‘떠나 보냄’이다. 그러나 속뜻은 ‘되돌아오기를 기다
리는 강한 의지’이다. 이런 서정적 자아의 태도는 ‘가시리’에서 임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끝맺음과는 표면적으로는 대조되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일하
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속으로 몹시 울겠다’는 아이러니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미쌍관의 결구법을 사용해 고조된 감정을 승화하
였고, 반어법과 도치법의 표현을 사용했다.
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 대한 원문과 번역문
ST: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TT1: 我虽死，也不，也不掉下眼泪
TT2: 纵然死去，我也不会哭泣
TT3: 妾宁死，也不流泪
TT4: 我将用心地忍住眼泪
TT5: 到死也不会泪眼纵横
TT6: 至死我也不会落泪
TT7: 纵然死去，我也不会哭泣

번역자들이 부사어에 대한 수식을 사용하여 양보의 정도를 다르게 번역한 점
이 흥미로웠다. TT5와 TT6의 경우에는 ‘죽어도’를 ‘至死(죽을 때까지)’, ‘到死
(죽을 때까지)’로 모작했고, TT2와 TT7의 경우에는 ‘纵然死去(죽더라도)’으로,
TT3은 ‘宁死(죽을지언정)’으로, TT4는 ‘用心地忍住(눈믈을 열심히 참겠다)’로

의역하였다. TT1은 ‘虽死(죽어도)’로 직역하였다. 마지막 연만 보면 TT1은 원
문 4연의 의미와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지만, ‘虽死’로 번역하는 것은 목표언어인
중국어의 언어 사용 습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
는 ‘虽’는 바로 뒤에 오는 내용을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즉 ‘虽’ 뒤에는
기정사실만 따라올 수 있다. 따라서 ‘虽死’로 번역하면 시 전체의 ‘가정(假设)’의
분위기와 충돌된다. 한편 다른 번역자들은 ‘의역’을 통해 다양한 양보 표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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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작품 속 여성의 ‘죽을 결심의 정도’를 다르게 번역하였다. TT1을 제외하
고 나머지 번역자들은 원문 시어의 느낌보다 더 강한 어감의 표현으로 번역했
다. 따라서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언어 사용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경
우에는 ‘의역’과 ‘모작’을 통해 원문의 어감과 가장 비슷하게 번역해야 함을 주장
하는 바이다.
➁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 대한 원문과 번역문
ST: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TT1：也不，也不掉下眼泪
TT2：我也不会哭泣
TT3：也不流泪
TT4：我将用心地忍住眼泪
TT5：也不会泪眼纵横
TT6：我也不会落泪
TT7：我也不会哭泣

가시는 임이 나의 슬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실까 걱정스러워 죽는 한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부분이다.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애
이불비(哀而不悲)의 정신이 담겨있으며 한국 여인의 인고(忍苦)와 함께 애절한
정한(情恨)을 암시한 시구이다. 반어적 표현(irony)과 도치법 사용을 통해 체념
한 듯 말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한 기다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TT1은 ‘掉下眼泪(눈물을 흘리다)’ 앞에 ‘也不(아니)’를 두 번 연속 써서 ‘也
不，也不(아니, 아니)’로 의역했다. 번역자는 중복 표현을 통해서 작중화자의 희

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 즉 ‘마음속으로 흘린 한량없는 피눈물이 고여 있지만 겉
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눈물을 참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TT1, TT6은
‘눈물 흘리다’를 모두 ‘눈물이 떨어지다’는 의미를 가진 ‘掉下眼泪’와 ‘落泪’로 번

역하여 원문의 의미와 비슷하게 전달했다. TT2, TT7의 경우에는 ‘눈물 흘리다’
를 ‘哭泣(소리를 내어 슬피 욺)’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눈물이 흐르’는 장면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상상력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TT4는 ‘아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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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흘리우리다’를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참겠다’로 모작의 번역방법을
사용해 버림받은 여성의 인종(忍從)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금까지 <진달래꽃>의 제목과 각 연의 이미지 재현 방법 및 기법을 분석해
보았다. 번역자들은 <진달래꽃> 시어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모두 사용했고, 번역 방법으로는 주로 ‘직역’과 ‘의역’ 그리고 ‘모

작’을 사용하였다. 또한 ‘첨가’, ‘대체’, ‘생략’ 등의 수단을 통해 세 가지 번역 방법
을 완성했다. 번역자 별로 사용한 번역방법 및 번역 기법은 다음과 같다.
<표 4> <진달래꽃> 중국어 번역본에서 사용한 이미지 재현 방법 및 기법
TT2
张香华
의역
(대체)
직역

TT3
刘顺福
의역
(대체)
직역

TT4
薛舟
직역
(착용)
직역

직역

직역

직역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TT1
许世旭
의역
(대체)
직역
모작
(삭제)
모작
(첨가)

의역
(설명)

님/나

직역

직역

모작
(전환)
의역
(설명)
의역
(설명)
직역

직역
(착용)
의역
(설명)

의역
(설명)
의역
(대체)
직역
(착용)
모작

모작

의역

진달래꽃
역겨워
말없이

영변의 약산
아름 따다
즈려 밟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모작
(첨가)

TT5
尹海燕
직역
(착용)
직역
모작
(삭제)
의역
(설명)

TT6
金鹤哲
직역
(착용)
직역
모작
(삭제)
의역
(설명)

TT7
范伟利
직역
(착용)
직역
모작
(삭제)
의역
(설명)

직역

직역

직역

직역

직역
(착용)

직역
(착용)
의역
(설명)
의역
(설명)
모작
의역
(첨가)

직역
(착용)

직역
(착용)

의역

모작

의역
(설명)
모작

의역
(설명)
모작
의역
(설명)

모작

모작

모작

의역

의역
(설명)
모작

의역

직역

모작

직역

한국인 번역가 허세욱(许世旭)의 경우에는 열 개의 시어 이미지 번역에서 직
역 방법을 다섯 번 사용하였고 의역은 두 번, 모작은 세 번 사용하였다. 자국화
경향이 더 강한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 제목 ‘진달래꽃’은 다른 번역
본에서 직역한 것과 달리 중국 느낌이 강한 단어인 ‘杜鹃’으로 대체해서 의역했
고, 향토성이 나타난 단어인 ‘영변’에 대해서는 명사 ‘영변’을 형용사 ‘머나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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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여 모작하였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에 대해서는 내용 ‘삭
제’와 ‘첨가’를 통해서 모작하였고, ‘아름 따다’, ‘즈려 밟고’에 대해서 설명을 통한
의역을 하였다. 대만 번역가 장향화(张香华)는 직역을 네 번, ‘대체’, ‘설명’ 등 번
역기법을 통해 의역을 네 번 사용하였으며, 모작은 두 번 사용했다. 육순복(刘顺
福)은 직역 두 번, 의역과 모작은 각각 네 번, 세 번을 사용했다. 중국 대륙의 번

역가 설주(薛舟), 윤혜연(尹海燕), 김학철(金鹤哲), 범위리(范伟利)는 직역은 각
각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네 번을 사용했고, 모작은 네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사용하였으며, 의역은 각각 한 번, 네 번, 두 번, 세 번을 사용했다.
시어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7개 번역본에서 사용된 번역방법인 ‘직역’,
‘의역’ 그리고 ‘모작’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직역을 통해서 시어 이미지를 재현

하는 경우에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한국어 특유의 문화소를
중국어 문화권에 유입하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표현을 접하게 하면서 목
표언어인 중국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달래꽃’과 ‘영변’ 등의 문
화소는 중국어로 번역할 때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국적인 풍미를 보존할 수 있고
중국인들에게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한국 특유의 정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인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역은 <진달래꽃>을 통해
서 시인 김소월이 표현하고 싶은 한(恨)의 정서를 중국인 독자들에게 이해시키
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역은 목표언어의 문법이나 단어 사용
습관에 어긋날 경우 번역문이 어색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TT1 마지막 연에
‘죽어도’를 ‘虽死’로 번역하는 것은 앞뒤 문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중국어 문법

상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인 것이다.
대체나 삭제, 첨가 등을 통한 모작과, 설명을 통한 의역은 목표언어인 중국어
의 번역문을 더 간결하거나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번역하
는 것은 번역문이 더 유창해지고 가독성이 높아져 목표언어 독자인 중국인 독자
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중국 전통 문화에 입각한 문학성을 더할
수 있다. 즉 한중 양국 문학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역이나
모작 등의 자국화 번역전략 경향이 강한 번역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목표언어 사
용 습관을 중시하는 동시에 원문의 의미에도 소홀하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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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역이나 모작을 하면 원문 저자의 의도와 어긋날 수 있어 오역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TT3에서 ‘임’을 ‘君’으로 대체한 것인데, 원문의 모호성이 번
역문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4. 결론
시(诗)작품은 문학번역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문
학작품 번역에 있어서 시 번역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시는 짧은 문장
안에 풍부한 정서를 예술적으로 담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 정수(精髓)를 잘
반영하는 문학 장르이다. 시 번역은 한 나라의 문학을 해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의 이미지는 시인
의 정취나 의지 등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가치관이나 사유방식도 드러낼 수 있
어 시어 이미지에 대한 번역은 시 번역의 ‘질’과 한 나라 문학의 해외 전파를 좌
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고는 한국 서정시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미학적인 관점에서 시어의 이
미지를 재현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시인이 시를 통해 표현하려
는 정서나 취지 등 초언어적 요소들은 번역미학에서 비(非)형식체계의 심미요소
로 분류되며,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된다. 본고에서는 <진달래꽃> 시어의 함축
성과 암시성을 담는 이미지에 대한 번역방법을 찾기 위해 해당 작품의 해석본을
참고하여 <진달래꽃>의 원문과 7개의 중국어 번역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
며, 번역미학이론을 바탕으로 각 번역본에서 원작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번역미학의 발전 과정과 본고의 연구목적을 간단히 소개
하였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 범위
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원문 해석을 바탕으로 번역본과 비교하여 번역본 별
원작 이미지 재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진달래꽃>의 중국어 번역
본들은 원작의 이미지와 작중화자의 정서를 구현하기 위해 ‘직역’, ‘의역’, ‘모작’
등 세 가지 번역 방법을 사용하였고, ‘대체’, ‘첨가’, ‘삭제’, ‘착용’ 등의 다양한 번
역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역을 통해서 시어 이미지를 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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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높아진다. 직역은 한국어 특유의 문화소 등
을 중국어 문화권에 유입하고 중국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
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표현, 정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
면, 대체, 삭제, 첨가 등을 통한 모작과, 설명을 통한 의역은 목표언어인 중국어
의 번역문을 더 간결하게 하거나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즉 번역문을 더 유창하
게 하며 가독성도 높아져 목표언어 독자인 중국인 독자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로써 중국 전통 문화에 입각한 문학성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 문학 교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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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Poetry Image of Kim So-wol's
“Azalea Flower”
Song, Jingyang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their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2,
they have increasingly intensified their communic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cultural communications. Many literal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the other one. Translation of poetry has been a challenge
due to its suggestive and implicit poetic languages. Kim So-wol's “Azalea
Flower” is a representative work of modern Korean poetry deeply appreciated
by Koreans, which has been widely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ina. This
paper aims to looking for a suitable translation method for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poetic languages by analyzing the translations of “Azalea
Flower” into Chinese. O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ses the reproduction of
the images of the original work in each translation based on the original text
of “Azalea Flower” and seven Chinese translations by taking reference to the
interpretation of “Azalea Flower”. Therefore, chapter one briefly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esthetics an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Chapter
two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Chapter three
introduces the scope and methodology for this research, and compares the
original and target texts to explore the methodologies used to reproduce the
original image in each transl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author
discovers that the translators reproduce the images described by the original
poet on the basis of thorough comprehension of the poem, and subsequently
restate the images of the original work and the emotion of the poet with
translators' full imagination by using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to
take place of “omission”, “amplification” and so on.
Keyword

translation, modern Korean poetry, image, Kim So-wol's ‘Azalea

Flower’, Chines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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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한국어 교육에서 기계번역 활용
가능성
－중한 번역을 중심으로*

한 설 옥 **

국문요약

본고는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 신속하게 발전하는 기계번역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번역은 교수법으로서의 번역 방법과 교육 대상
으로서의 번역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언어 인식의 고양, 후자는 번역 수행에 수반
되는 종합적인 능력 함양을 지향한다. 교육 현장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번역의 교육적 목
표는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후속 편집 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번역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
지만 현재까지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번역을 비판적으로 수용하
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은 인공지능과의 공존 관계를 구성해야 하는 지금
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대상 텍스트 유형에 따른 기계번역의 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정보적 텍스
트, 호소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결과물을 어휘적, 문법적,
화용적 층위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정보적 텍스트의 경우, 기계번역은 인간번역의 결과물과
유사한 어휘, 문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번역문을 생산하였으나 유창성과 전달
력이 다소 부족한 면을 보여주었다. 호소적 텍스트의 경우, 기계번역은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
는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류가 여러 층위에서 발생하였다. 표현적 텍스트
의 경우, 기계번역은 결과물의 완성도 측면에서 인간번역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전반적인 수정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기계번역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번역 목적, 텍스트 유형, 학습자 수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이중언어학회의 2020년도 제41차 전국학술대회(2020년 8월 8일)에서 발표한 원
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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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인공 신경망 기계번역의 교육
적 의의를 규명하고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활
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공지능 시대는 현대인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려를 안겨준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소모적인 움직임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기계가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설
자리를 잠식한 끝에 인간을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각 영역으로 침투하는 추세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인
간은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기술 문명의 긍정적 영향력을 최대화하여 공존하는
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교육 영역에서 기계번
역의 출현과 그에 대한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기계번역에
의해 인간의 언어가 정확하고 유창하게 바로 번역되면서 언어 장벽이 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의사소통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전망과 의사소
통을 목표로 한 외국어 학습이 위축되리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
한편, 실제로 진행되는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 프리에디
팅과 포스트에디팅이라는 개념1)은 인공지능 기술로 산출된 번역 텍스트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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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정교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도
구적 수준에 머무르는 기계번역의 위상과 인간 능력의 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
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한정된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
사소통 차원에서는 기계번역이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진화하는 언어는 기계번역의
알고리즘에 의해 그대로 이해되고 전달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용하면, 기계번역의 편리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두
언어를 오가면서 언어를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메타언어 능력과
기계번역의 창조적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미 번역학 분야에서는 기계번역의 결과를 분석하여 한계성을 밝히는 연구
(권도경 외, 2019; 서보현․김순영, 2018; 장애리, 2017), 기계번역 간의 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프리에디
팅 또는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연구(김순미, 2017; 마승혜, 2018; 이상빈, 2017,
2018)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기계번역

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찬규(2018)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소개하고 이런 배경하에 한국어
교육의 수요 분석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할 미래에
발맞춰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임형재(2018)는 문
자와 음성을 포함한 기계번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적 활용 범위
와 특성을 규명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한국어 교육 방향의 재정립 필요
성과 거시적으로 제시한 기계번역과 한국어 교육의 연계 방향을 참고하면서 본
고는 중한 번역에 한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기계번역
의 활용2)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리에디팅(pre-editing)은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문을 사전 편집
하는 작업을 뜻하고,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은 산출된 기계번역 결과물을 편집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2)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기계번역을 다룬 논의 중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남신
혜(2019)와 임형재․자양판(2020)을 들 수 있다. 남신혜(2019)는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
의 기계번역 사용 경험과 태도를 살펴보았고, 임형재․자양판(2020)은 문학 텍스트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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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교육과 기계번역
1) 한국어 교육에서의 번역
외국어교육에서의 번역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
수법으로서의 번역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교육이다. 교수법으로서의 번역 중 문
법 번역식 교수법은 서양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교육에서 사용된 방법인 ‘전통
적 교수법’에서 기원하였다.3) 이는 주로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모국어로 번역하
여 그 뜻을 해명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국어 문장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언
어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발음 및 억양의 정
확성과 의사소통 능력의 포괄적 향상을 간과하고, 통제적이고 단조로운 교실 환
경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제한한다는 한계를 노정한다.4) 외국어교육
의 흐름이 점차 학습자의 언어 유창성을 중요시하는 의사소통 교육으로 변화하
면서 발음 등 음성학적인 부분이 부수적인 위치에 놓이고 모국어 간섭이라는 우
려를 해소하지 못한 교수자 중심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외국어 수업에서 효율
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문법 번역식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이 번역이 지니는 특질, 즉
언어 간의 차이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에서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5)이 적지 않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번역은 효과
적인 교육 수단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번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지
혜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6) 결론적으로 번역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
석 텍스트로 삼아 중국어권 한국어번역 학습자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수정 행위를
밝혔다. 본고는 선행연구와 달리 중한 번역에 한정하되, 학습자의 수준 및 텍스트의 유형
을 제한하지 않고 기계번역의 교육적 활용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3) 정정섭, 뺷외국어교육의 기초와 실천뺸, 동원출판사, 1982, p.194.
4) Wilga M. Rivers,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17-18.
5) G. Cook, “Use of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p.112-114.
A. Duff, Trans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5-6.
6) 김련희, ｢외국어 교육에서의 번역의 역할 재고｣, 뺷인문과학연구뺸 제9집, 동덕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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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계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능동
적인 소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한편, 탄(Tan, 2008)은 위도슨(Widdowson)과 베르나르디니(Bernardini)의
관점을 수용하여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을 구분하였고, 학부 단계에
서의 번역교육은 번역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외에도, 번역 과정과 결과를 비판
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춘 종합적 인재의 양성을 지향하여야 한
다고 본다.7) 이향(2016)도 이러한 관점을 동의하여 학부 번역교육을 작문․독해
와 전문번역의 중간 지대에 위치시켜 인성중심, 과정중심의 학부 번역교육을 제
안한다.8)
정리하자면 교수법으로서의 번역에서는 학습자가 두 언어의 차이를 체험함으
로써 언어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교육 대상으로서
의 번역에서는 학습자의 번역 수행에 수반되는 종합적인 능력이 중요시된다. 이
와 같은 번역에 대한 요구는 기계번역의 교육적 활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기계번역의 교육적 의의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언어적 구속을 받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9)이 급격히 발전되어왔다. 기계번역 기술은 규칙기반(rule-based) 접근법,
말뭉치기반(corpus-based) 접근법, 통계기반(statistical-based) 접근법을 거쳐 오
늘날 심화학습 인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방식을 기반한 기술로 발전하
여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가능하게 한다.10) 기계번역은 더이상 고정적
인문과학연구소, 2003, p.50.

7) Z. Tan, “Towards a whole-person translator education approach in translation on
university degree programmes”, Meta 53(3), 2008, pp.595-597.
8) 이향, ｢제2외국어권 학부에서의 번역교육: 쟁점과 제언｣, 뺷프랑스어문교육뺸 제47집,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6, p.74.
9) 지인영․김희동(2017:23)은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분석․생성하여 대화,
응답, 번역 등 기능을 실현하는 관련 학문과 기술에 대한 총칭을 자연언어처리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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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언어학 지식의 틀 안에서 변화무쌍한 인간의 언어를 서투르게 분할하여 경직된
번역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언어를 직접 학습하고 그 결과를 적용해 상당히 수준 높은 번역물을 산출함으로써
언어 간의 전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비길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지식을 동원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기반으로 전문 용어나 문법 사용에 있어 높은 정확성을 확보한다. 이
런 점에서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고 한국어 학습자의 입
장에서는 해당 어휘나 관용적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신경망 번역이라 해도 대상 텍스트의 길이나 장르에 따라 성능이 불안정하고 여
러 층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물론 앞으로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훈련을 통해
인공지능의 번역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함
은 부인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통번역 수준이 발전되면서 한국어 교육의 교수 주체도 인간이 주
도하고 기계가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양자의 위치가 뒤바뀔 것이고, 그
뒤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영역이 구분되는데, 그런 미래에서도 통번역에서 인
간이 미묘한 언어적 차이를 주로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11) 이를테면 인
간이 감지할 수 있거나 창조해낸 형상, 형체가 없는 것들을 기계가 포착하기 쉽
지 않다는 것이다. 기계가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도 인간만
이 느껴지는 ‘감’과 ‘직관’을 인식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
점12)에서 보자면 기계번역은 항상 여지를 남기는 미완성된 결과물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 번역의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본에서 복수의 번역 텍스
10) 김운 외, ｢자동번역 기술 동향 및 응용 사례｣, 뺷전자통신동향분석뺸 제23권 1호,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2008, pp.89-98. 지인영․김희동, ｢심층학습을 이용한 기계번역 기술과 정확
도 연구｣, 뺷인문언어뺸 제19권 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7, pp.23-46.
11) 이찬규,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전망｣, 뺷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
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뺸, 2018, p.163 참조.
12) 장애리,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한․중 언어 쌍을 중심으로｣, 뺷번역학연구뺸
제18권 2호, 한국번역학회, 2017,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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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파생될 수 있다. 번역의 특성상 유일무이한 답을 가지고 있거나 번역 주체
에 따라 등가적 표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13) 기계번역
결과물 또한 반가공된 텍스트로 남게 된다. 따라서 기계번역에 대해 인간이 참
여하는 후속 작업인 포스트에디팅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 번역자뿐만 아니라 한
국어 학습을 포함하여 외국어 학습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번역 역량과 높은 유사성을 가진 포스트에디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언어 능
력, 절차적 지식과 같은 ‘기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14)는
포스트에디팅과 번역은 상당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교
육 현장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번역의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기계번역
에 대한 편집 작업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학습자의 비판적 능력과 창
의성을 요구한다.

3.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비교 분석
언어는 사용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
에 대한 번역 결과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는
라이스(Reiss)에 따라 텍스트를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적 텍스트
(informative text), 수용자 설득 및 호소적 기능을 가진 호소적 텍스트(operative
text), 화자의 태도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 세 가

지 유형15)으로 나누어 번역 결과물을 살펴보고자 한다.16) 분석 대상인 텍스트는
13) 이동환(2017)은 언어 차이와 무관하게 번역텍스트에는 번역자의 주관이 개입하여 선택적
변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14) 이상빈, ｢국내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과정(process) 및 행위 연
구｣, 뺷번역학연구뺸 19권 3호, 한국번역학회, 2018, pp.276-277.
15) K. Reiss, Translation Criticism-Potentials and Limitations :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Routledge, 2015, pp.26-27.
16) 스넬 혼비(M. Snell-Hornby, 1997)에 의하면 라이스는 청각 매체 텍스트(audio-medial
text)를 네 번째 텍스트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 그 후 이를 다매체(multi-medial)로 변경
하였고, 또한 다매체 텍스트는 기타 세 가지 텍스트 유형에 속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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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신문 기사, 논평, 소설로 선정하였고17), 이에 대한 기계번역18) 과
인간 번역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번역 결과물을 분석하는 틀을 마
련하기 위해 기존의 오류 유형의 분류 방식에 관한 연구19)를 바탕으로 어휘, 문
법, 화용 층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어휘적 층위에서의 오류는 누락, 고유
명사 표기 오류, 의미 오류로 나눌 수 있고, 문법적 층위에서의 오류는 구, 절의
누락, 통사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화용적 층위에서는 텍스트 의도의 재
현, 발화자 어조의 전달 등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1) 정보적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비교 분석
정보적 텍스트는 주요하게 정보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그중 신
문기사는 정확하고 간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분량 내에 정확하고 명료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있지만 독립된 하나의 텍스트 유형이 아니라고 하였다.

17) 본고는 박은숙(2018)에서 조사한 중국내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개설한 번역과 관련된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교재 가운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뺷중한번역교정(中韩翻译教程)
뺸에서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였으며, 인간번역 텍스트도 이 교재에서 참고용으로 제시한
번역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인간번역 텍스트는 기계번역 텍스트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
보기 위해 인용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대안번역 텍스트를 따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18) 기계번역 텍스트는 네이버 파파고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사전에 본고에서 인용할 중국
어 텍스트를 파파고, 구글, 바이두 번역기에 입력한 결과, 번역 수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
로 볼 때 세 가지 기계 번역에서는 선명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구글의 경우 병음으
로 인명 표기, 주로 합쇼체 사용으로, 바이두의 경우 상당히 빈번한 띄어쓰기 오류로 가
독성이 떨어져 네이버 파파고의 번역 결과물을 인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계번역 실행
시간에 따라 번역 결과물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기계번역 결과물은 파파고가 2020년 7월 5일에 산출한 것임을 밝힌다.
19) 서보현․김순영(2018)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과 번역학에서 번역품
질 평가에 활용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오류 유형을 정확성, 가독성, 통사구조, 오탈자,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앞의 세 개 항목의 하위 영역으로는 부정확한 의미와 누락, 맥락 오
류와 단어․절 배열 오류, 미완성 문장과 기타 문법 오류 등이 있다. 본고는 이를 참고하
여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과 인간번역의 번역 전략이 어휘적, 문법적, 화용적 층위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어휘, 문법, 화용, 세 가지 층위에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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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ST:10月23日，中外双方代表在北京签署了《上海贝尔公司中方部分股权转让予阿尔
卡特公司的谅解备忘录》。信息产业部部长吴基传和阿尔卡特公司董事长兼首席执行官
谢瑞克签署了阿尔卡特收购上海贝尔股份的备忘录。阿尔卡特将以3.12亿美元现金收购
上海贝尔股份，从而成为中国电信领域首家成立股份制公司的国际企业。它在新公司中
将占有50%+1的股份，中方将拥有其余股份。(311)

MT: 중외 양측 대표는 23일 베이징에서 '상하이 벨사 중국 측 지분 일부를 알카텔
에 넘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기전 정보산업부 장관과 셰릭 알카텔 회장 겸 최
고경영자(CEO)는 알카텔의 상하이벨 지분 인수 각서에 서명했다. 알카텔은 상하이
벨 주식을 3억1200만달러에 인수해 중국 전기통신 분야 최초의 주식제 회사를 설립한
글로벌 기업이 된다. 그것은 새로운 회사에서 50%+1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고 중국측
이 나머지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20)
HT: 10월 23일 “중국측 보유 상하이벨 지분 일부의 Alcatel社 이전에 관한 양해각
서”가 북경에서 체결되었다. 우지촨(吳基傳) 信息 產業部 장관과 서지 츄룩(Serge
Tchuruk) 알카텔 회장 겸 CEO는 알카텔의 상하이 벨 지분인수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다. Alcatel은 현금 3억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상하이벨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으로, 중국 통신분야에서 최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국제기업이 될 전망이다.
(향후) Alcatel은 새로 설립하는 회사 지분의 50+1%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중국측
이 보유할 예정이다. (321)

위 중국어 원문은 ‘알카텔, 상하이벨의 최대주주에 올라’란 제목을 가진 신문
기사의 일부 내용이다. 기계번역의 경우 어휘적 층위에서는 ‘중외’, ‘넘기다’ 등
부정확한 어휘 사용, 원문의 ‘10月(10월)’, ‘现金(현금)’등 어휘 누락이 발생하였
고, 인명의 표기에 있어 ‘오기전’, ‘셰릭’만으로 옮김으로써 중국어로의 추가 설명
또는 정확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법적 층위에 있어 원문의 시제를 번
역하지 못한 결과 ‘설립하는’을 ‘설립한’으로, ‘될’을 ‘된다’로 번역하여 아직 발생
하지 않는 일을 기존 사실로 나타낸다. 또한 화용적 층위에서 ‘그것’과 ‘새로운
회사’는 원문대로 번역하였지만 앞의 내용과 연결하지 못해 결속성이 떨어져 의
20) 편의상 네이버 파파고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에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는 수정하여 인용한
다. 또한 중국어 원문 텍스트는 ‘ST’(Source Text)로, 기계번역 텍스트는
‘MT’(Machine-translated Text)로, 인간번역 텍스트는 ‘HT’(Human-translated Text)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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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혼란케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의 경우 원문에 나타난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
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하고, ‘새로운 회사’의 경우 ‘새로 설립하는 회사’
와 같이 정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계번역을 통해 ‘양해각서’, ‘체
결’, ‘장관’, ‘회장’, ‘글로벌 기업’, ‘지분’ 등 학습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어휘
번역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순을 조정하여 한국어 표현에 맞게
‘인명+직책’으로 번역한 것 역시 학습자가 익혀야 할 사항이다. 즉,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간번역의 경우 두 번째 문장에서 양측 대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서 ‘양측 대표’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였고, 고유명사, 인명
의 표기에 있어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으며, ‘투자’, ‘향후’등 어휘를 추
가하여 간결성과 결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매끄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동시에 전
달력을 높였다.
예2:
ST:在吃的方面，各城市也有所不同。上海人比较讲究饮食的营养性，人均奶及奶制
品，水产品支出分别为113元和289元，在五城市中遥遥领先。而广州居民在外用餐很大
方，上半年户均花在餐馆上的钱高达2597元，在五城市中独占鳌头。(312)

MT: 먹는 것에 있어서도 도시마다 다르다. 상하이 사람들은 음식의 영양성을 중시
하여 1인당 우유 및 우유제품, 수산물 지출을 각각 113위안과 289위안으로 5개 도시
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반면 광저우 주민들은 상반기 식당에 쓴 돈이 2597원으로
5개 도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
HT: 식생활면에서도 각 도시마다 상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上海 시민들은 영
양에 중점을 두어 1인당 우유 및 유제품, 수산물(해산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각각 113
元과 289元으로 월등히 높아 5개 도시 중 선두를 차지하였다. 반면 廣州 시민들의 외
식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반기 가구 당 외식비 지출은 2,597元으
로 5개 도시 중 선두를 차지했다. (322)

위 원문은 상하이, 베이징 등 다섯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 성향
조사에 관한 결과를 보도하는 기사 중 식생활 측면에서 나타난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계번역은 어휘적 층위에서 ‘유제품’을 ‘우유제품’으로 옮기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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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비용이 발생하는 단위인 ‘가구’, 그리고 ‘광저우 시민들이 외식비 지출이 많다’
를 뜻하는 정보를 누락하였으며, 화폐 단위도 앞에는 ‘위안’으로 뒤에는 ‘원’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문법적 층위에서는 주어 ‘우유 및 유제품, 수산물 지출’
을 목적어로 인지하여 오류가 나타났고 조사가 끝나 결과를 보도하는 차원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르다’, ‘앞서고 있다’ 등으로 표현하여 현재의
상황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신문기사라는 점을 감안하지 못하여 ‘식생
활’을 ‘먹는 것’으로, ‘상하이 시민’을 ‘상하이 사람’으로, ‘외식비’를 ‘식당에 쓴 돈’
으로 문어체를 구어체로 처리하여서 텍스트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으로 기계번역은 ‘월등히’, ‘반면’, ‘상반기’, ‘차지하다’ 등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상하이’, ‘광저우’ 등과 같은 도시명 표기도 정확했다. 또한 ‘-에 있
어서도’, ‘-으로’ 등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고 문장의 어순도 한국어 표현에
맞게 조정하였다. 그리고 번역 대상이 신문기사인 경우 기계번역이 수행하는 직
역에 가까운 번역방식은 번역문이 원문과 화용적 층위에서 유사성을 지니게 하
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상으로 정보적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결과물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계번역물에서는 인간에 의해 완성된 번역물과 유사한 어휘나 문법이 많
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계번역이 일정한 수준을 갖춘 번역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인간번역물은 여러 층위에서 기계번역물보
다 완성도가 높은 결과를 산출한 것은 사실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두 종류
의 번역문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는 언어 학습자의 노력을 통해 좁혀나갈 수 있
는 학습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호소적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비교 분석
호소적 텍스트는 생산자가 원하는 반응 또는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중 논평은 대표적인 호소적 텍스트 종류로서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석
하여 수용자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논
리성이 핵심적 특징이므로 이를 파악하고 번역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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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ST:不论是节能的角度，还是从人体科学的角度来看，这“一低一高”的倡议都是很有
价值的，值得推广。要看到，高低虽然只有一度，但算大账就是一个惊人的数字。如果
全国每人节电一千瓦时，加起来就是13亿千瓦时。从环保等角度讲，冬季调低一度和夏
季调高一度，可使电力负荷降低10%~15%，并减少大量二氧化碳等温室气体排放。

(250)
MT: 에너지 절약의 관점에서나, 인체 과학의 관점에서나, 이 "일저일고"의 이니셔
티브는 가치가 있고 널리 보급될 가치가 있다. 보려면, 높낮이가 한 번뿐이지만, 큰
계산을 하는 것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전국이 1인당 1000와트씩 절전하면 합쳐서 13
억kWh다. 환경 보호 등의 관점에서, 겨울철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하향 조정하면 전
력 부하를 1015% 낮출 수 있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
HT: 에너지 절약 혹은 인체과학 측면에서 보아도 “1도 낮추고 높이기”라는 운동
은 가치가 있는 일이며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얼핏 보기에는 1도 차이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놀랍게 큰 숫자가 되기 때문이다. 전국민 한 사람당 전략을
1kwh(킬로와트시)씩만 절약해도 13억 kwh(킬로와트시)가 된다. 환경보호 측면(차원)
에서 고려해 봐도 겨울철에 1도 낮게 여름철에 1도 높게 조절하면 전력부하를
10-15% 감소시킬 수 있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의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61)

호소적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을 신문기사에 대한 기계번역과 비교해보면
오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원문은 동절기 난방이 시작되는 시기에 지나치게 높
은 실내 온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작성된 논평이다. 기계번역은 어휘적
층위에서 ‘1도 낮추고 높이기’를 한자 그대로 ‘일저일고’로, ‘1도만 높이거나 낮출
뿐/1도의 차이’를 ‘높낮이가 한 번뿐’으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큰 계산’으로, ‘1
도’를 ‘한 번’으로 옮겼다. 또한 원문에 없는 ‘등’을 추가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제
시된 ‘줄이다’를 누락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의미 파괴가 발생하였
다. 문법적 층위에서 ‘-보아야 한다’의 뜻을 지닌 구절을 ‘보려면’으로 옮기고, 가
정을 나타내는 문구‘-계산하면’을 ‘큰 계산을 하는 것은-입니다’로 옮기는 등, 문
장의 표층적 의미에 한정하여 번역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했다. 화용적 층위에서
는 첫 번째 문장 중 ‘관점’과 ‘가치’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게 하여 가독성이 떨어
진다. 마지막 문장의 경우 환경 보호 측면에서 1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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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고 논리적으로도 전후 문장 의미에 모순을 낳는
다. 기계번역은 ‘에너지 절약(节能)’, ‘이산화탄소(二氧化碳)’, ‘온실가스(温室气
体)’ 등 특정 어휘를 정확하게 번역하였고 ‘에서’, ‘뿐’과 같은 조사도 역시 정확

하게 사용하였지만 어휘 및 문장 차원에서의 누락과 오역, 평어체와 경어체 혼
용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하여 원문에서 상당히 이탈한 결과물을 산출하였다.
두 종류의 번역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인간번역 결과물은 접속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의 관계를 강화하고 논리성을 재현해 냈지만, 기계번역은 텍스트
의 전체 맥락을 읽어 내지 못하여 비문과 오류를 다수 생산하여 텍스트의 논리
성을 훼손하였다.
예4:
ST:我们相信，有国务院和地方各级政府的支持，有广大普查人员的配合，全国经济
普查工作一定能够取得圆满成功。(229)

MT: 우리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정부의 지원과 광범위한 조사 인원의 협조가 있었
기 때문에 전국 경제 조사 업무가 반드시 원만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
HT: 국무원과 지방정부의 지지 그리고 조사연구원들의 노력 하에 전국 경제통계
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믿는다(확신한다). (240)

중국어 원문은 당시 진행 중인 경제통계조사에 관한 논평의 일부 내용이다.
위 예문의 기계번역에서 ‘각급’, ‘광범위한’, ‘인원’ 등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나
오는 원인은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번역 결과물에서
는 ‘각급’ 대신 ‘지방정부’로, ‘광범위한 조사 인원’을 ‘조사연구원들’로 유연하게
번역함으로써 의사 전달이 분명하고 문장도 자연스러워졌다. 문법적인 층위에
서 번역문에서는 접속조사인 ‘과’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국무원과 -과 -과’와
같은 자연스럽지 않는 구절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길고 많은 정보
가 들어있는 문장일 경우 발생하는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계번역문에서
‘-있었기 때문에’로 원문에 없는 과거형을 번역해 내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인용한 문단 앞의 내용에서는 전국 경제통계조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명시하였고, 인용문 자체만 보더라도 정부의 지지와 연구원들의 조사는 아직 끝

124 한중인문학연구 69

나지 않았거나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개별 문장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기계는 앞의 내용에서 나타난 정보를 뒤의 번역문에 적용하
지 못하고, 문장이 내포한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인간 번역자는 직역과 의역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반면 기계번역은 직역만 고
수한다는 점이 결과물 간 품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본
적, 표면적인 뜻을 표현하는 데 치중한 기계번역 결과물은 생경한 어휘 선택, 매
끄럽지 않은 연결 등의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기계번역이 다양하고 복합적 맥락이 담긴 문장으로 구성된 논평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반면 인간번역 결과물에서는 문장을 변형하거나 어휘를 바꿔 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복잡한 층위의 텍스트를 융통성 있게 옮김으로써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계번역 결과물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하여
문장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어휘를 적절하게 바꿔쓰는 학습자의 수정 작업
이 요구된다.

3) 표현적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비교 분석
표현적 텍스트의 경우 발신자가 언어의 미학적 차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번
역자의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 절에서 인용한 원문은 위화(余华)의 장편소설 뺷
인생(活着)뺸 중 복귀(福贵)란 노인이 딸 봉하(凤霞)를 잃게 된 사연을 서술한
내용이다.
예5:
ST:那一年凤霞十七岁了，凤霞长成了女人的模样，要不是她又聋又哑，提亲的也应
找上门来了。村里都说凤霞长得好，凤霞长得和家珍年轻时差不多。(410)
MT: 그 해에 봉하가 17살이 되었고, 봉하가 여자의 모습으로 자라서 그녀가 귀머
거리거나 목이 잠기지 않았다면, 혼담을 꺼낼 사람도 찾아왔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
은 모두 봉하가 잘 생겼다고 말했고, 봉하가 가진이 젊었을 때와 비슷하게 생겼다.
HT: 그 해에 열일곱 살이 된 봉하는 어느새 아가씨 태가 나기 시작했어. 그 애가
농아만 아니었다면 벌써 중매쟁이가 찾아왔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봉하가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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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잘 자랐다고 했다네. 봉하가 가진이 젊었을 때를 쏙 빼닮았다고 했지. (420)

어휘적 층위에서 ‘벙어리’를 ‘목이 잠기다’로 ‘아가씨 태’를 ‘여자의 모습’으로
번역한 것 외에 크게 잘못된 번역은 없다. 그러나 원문의 표현에 대응될 수 있는
표현들 가운데서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법적 층위에서 ‘봉하가 여자의 모습으로 자랐다’ 뒤에 연결어미‘-아서’가 붙어있
는데, 원문의 경우 해당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과 쉼표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뒷부분에서 밝힌 ‘봉하’가 농아라는 사실과 대조시킴으로써 표현적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아서’로 연결시켜서는 적절하지 않다. 화용
적 층위에서 볼 때 이 소설이 ‘푸구이’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결어미를 ‘-다’로 번역하기보다 인간번역 결과물과 같이 ‘-어’,
‘-야’, ‘-지’ 등을 사용하여 어조를 살려야 한다. 전체적인 문장 구성은 ‘봉하가…

봉하가…그녀가…’로 되어 있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 또한 문
학 번역인만큼, 대응될 수 있는 다양한 어휘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건조
한 표현보다는 도착어의 언어를 고려하여 원문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을 찾아야 한다. 인간번역 결과물에서 ‘아가씨의 태’, ‘중매쟁이가 찾아왔다’, ‘곱
게 잘 자랐다’, ‘쏙 빼닮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6:
ST: 家珍给她扣纽扣时，她眼泪一滴一滴滴在自己腿上。凤霞知道自己要走了。我拿
起头走出去，走到门口我对家珍说：

“我下地了，领凤霞的人来了，让他带走就是，别来见我。(411)
MT: 가진이 그녀에게 단추를 채우자 그녀는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씩 자신의 다
리에 떨어뜨렸다. 봉하가 자기가 간다는 것을 안다. 나는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문으로 걸어가서 집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땅으로 내려가서 봉하를 인도하는 사람이 오면, 데려가라고 하면 돼, 날 만
나러 오지 마.”
HT: 가진이 입던 치파오(역주: 중국의 전통 의상)를 고쳐서 만든 그 옷의 단추를
채워주자 봉하의 눈물이 방울방울 옷 위로 떨어졌다네, 자기가 가야만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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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는 알았던거야. 나는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가다 문 앞에 이르러 가진에게 말했
다네.
“나 밭에 가오. 봉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오면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하구려. 나를
만나러 오지 말고.” (422)

위 예문의 기계번역에서는 어휘적 층위에서 ‘밭’을 ‘땅’으로, ‘문 앞’을 ‘문으로
걸어가’로 옮겨 오류가 나타났다. 또한 문법적 층위에서는 ‘채워주다’를 ‘채우다’
로, ‘밖으로 나가다 문 앞에 이르러’를 ‘밖으로 나가서 문까지 걸어가서’로 옮겼
다. 이는 원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용
적 층위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를 추가한 것도 역시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원문의 상황에 맞지 않다.
이상으로 표현적 텍스트에 대한 두 종류의 번역문을 비교한 결과 기계번역이
일대일 대응으로 완성한 번역문은 인간번역 결과물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
었고, 세 개의 층위에서 나타난 오류도 후속 작업인 포스트에디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번역의 경우 학습자가 사전적 대응어를 찾기보
다 창의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 학습자는 일상
에서 습관적으로 쓰던 표현을 넘어서 미묘하고 복합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
하는 어휘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문형도 배울 수 있다.

4. 기계번역의 교육적 활용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기계번역 활용과 관련한 제언을
번역 목적, 텍스트 유형, 학습자 수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
선 번역의 목적에 따라 활용 방법도 다르다. 학습 방법으로서의 번역의 경우 언
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토론 형식으로 기
계번역의 오류를 발견하고 원인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조언어학적
지식을 익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언어의 어휘, 문법, 표현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 또는 차이가 있는지, 텍스트 내적․외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어휘 또는 표
현이 더욱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공동으로 최종 번역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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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번역 수업의 경우 오류 발견, 해결책 제시, 수정 결과물 감수의 절차
를 거쳐 온전한 번역 결과물을 완성하여야 한다. 번역 대상에 따라 기계번역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번역 결과물이 학습자의 최종 번역문 완성을 제한하
지 않는 차원에서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텍스트 유형에 따라 활용도가 다르다. 정보적 텍스트의 경우 기계번
역은 높은 수준의 번역 결과물을 산출하는 동시에 일부 어려운 표현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적절하다. 호소적 텍스트의 경우 주제, 생산자
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교적 단순한 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텍스트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프리에
디팅 작업을 통해 텍스트를 단순화하여 기계번역의 결과물 품질을 높인 뒤 활용
할 수도 있다. 표현 텍스트의 경우 대상에 따라 기계번역의 수준이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기계번역은 직역만 고수하기 때문에 학습자에 의한 수정의 범위가
텍스트 일부에서 텍스트 전부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교육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기계번역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안정한
번역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계번역은 초․중급 학습자에게 정확한 문장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자칫하면 오류문에 불필요하게 노출될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오히려 학습하고
있는 언어 지식을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길이의 복잡한
텍스트를 사용하기보다 정보나 사실관계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단, 혹은 비교
적 쉬운 구성의 문장 또는 문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기계
번역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학습자들에게 어휘, 문법, 어순
등 면에서 참고할만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파파고는 번역 결과물 제시뿐만 아
니라 원문 및 번역문의 음성을 지원하고 일부 단어의 여러 뜻을 제시하기도 한
다. 이는 학습자들의 발음 학습21) 및 포스트에디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두 언어를 메타적으로 분석하고 대
21) 남신혜(2019)는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초급 학습자의 경
우 기계번역을 통해 발음을 듣는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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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
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포스트에디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고
급 학습자에게 적절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두
언어 체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5. 결론
기계번역 기술의 발달이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위축되리라는 우려를 낳는
한편 그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인간의 개입이 요구된다. 이
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과의 공존 관계를 도모해야 하는 현
재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기계번역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계번역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우선 한국어 교육에서 번역
의 교육적 지향을 살펴보았다. 번역은 통상적으로 교수법으로서의 번역 방법과
교육 대상으로서의 번역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언어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자는 번역에 수반되는 종합적인 능력의 함양을
중요시한다. 이와 같은 교육적 목표는 수정과 보완의 여지를 남기는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계번역 결과물의 특징과 오류 유형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지점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적 텍스트, 호소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세 가지
유형의 텍스트에 대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결과물을 어휘적, 문법적, 화용적
층위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직역에 가까운 번역 방식을 고수하는 기계번역은 정
보적 텍스트를 번역할 때 인간번역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
준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인간번역
결과물과 비교할 때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번역 텍스트 간의 격차는 학습자의 세심한 수정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소적 텍스트를 번역할 경우, 기계번역은 언어의 표면적
인 뜻을 표현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읽어내는 데 한계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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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오류도 빈번하게 범하였다. 따라서 그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학습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표현적 텍스트에 대한 번역에 있어, 기계번역 결과물
은 인간번역의 그것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포스트에디팅 작업에 상
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번역 목적, 텍스트 유형, 학습자 수준, 세 가지 측면에서 기계번역 활용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 기계번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 활용 가능성
을 탐구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유형별로 다룬 텍스트의 종류 및 난이도
측면과 분석 방법에 있어 제한적이고 실제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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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bility of Machine Transl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Chinese-Korean Translation

Han, Xueyu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use of Korean
language in machine translation technology that develops rapidl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lation in Korean language can be divided into
translation methods as a teaching method and translation education as a
subject of education, with the former aiming to enhance language awareness
and the latter to foster comprehensive ability involved in translation
performance. the former aims to enhance language awareness and the latter
to develop comprehensive skills involved in translation performance.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translation is to be achieved effectively through
post-editing work on the results of machine translation. This is because
machine translation can quickly produce results that can ensure some degree
of accuracy, but so far it shows clear limitations. Furthermore, the cultivation
of the ability to accept machine translation critically, and utilize it creatively
is also a demand of the present era to form a coexistence relationship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machine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source tex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machine translation and human translation on lexical, grammatical
and pictorial layers for informative text, operative text and expressive text.
Considering the result,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use according to the
translation purpose, text type and learners’ level.
Keyword

Machine Translation, Korean Education, Post-editing,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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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먹다’가 중간구문 형식을 갖는 것은 한국어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임을 밝혔다. 한국어 동
사 ‘먹다’의 중간구문은 ‘이/그/저(지시대명사)+NP가/이(주격표지)/은/는(화제표지)/+ADV+
먹는다’로 실현된다. 본고는 중간동사 ‘먹다’의 생성과정과 중간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특징
및 생성기제 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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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韩国语动词“먹다（吃）”作为他动词的语义结构特征为：“二价谓元”、表
示“行为动作”，但是, 动词“먹다（吃）”还可作为“一价”的自动词，表示“行为
状态”。如例句（1）中“칼（刀）”是“먹다（吃）”的客体性论元角色，但以表
层主语的身份出现在句中，而动词仍以主动形式表示被动意义。句子（1）的

“状态义”不是各组成部分的简单组合，而是各成分组合后生成的语义。因此，
本文认为，“이/그/저（指示代词）+ NP가/이(主格标记）/은/는(话题标记）+

ADV + 먹는다（吃）”是韩国语中动构式的一个类别, 即他动词在语义扩展过
程中产生的中动词和中动构式。例（1）语义是动词“먹다（吃）”的扩展义和
构式义共同作用的结果，动词“먹다（吃）”基于隐喻机制从“摄入义”扩展为“切
入义”1)，作为受事的“칼（刀）”出现在主语位置，客体得到突显，动词的行为
义被弱化，状态义加强，句子识解为认知主体对客体内在属性的主观评价，与
跨语言研究中所概括的中动句形式、语义特征具有一致性。

(1) 이 고기에는 칼이 잘 먹지 않는다.2)
纵观语言类型学视角下的中动构式研究，以往研究从形式和语义两方面
进行了描写。从形式上而言，将汉语、英语中动结构抽象为“NP+VP+C”，其
中NP为非施动者，VP是兼具他动词性质和自动词性质的主动形式，C是附加
成分，可由副词、介词短语、形容词充当状语或补语。本文认为，上述界定符
合典型的中动构式形式特征，但不能以此作为判定中动结构的标准。其理由
是，如汉语的主题句、作格句、动补结构在形式上都与中动构式有重叠的部分
但都不属于中动句，如例句(2)、(3)都表示具体事件，不具有状态性。

(2) 这本书读过了。（主题句、作格句）
1) “切入”指的是字面义，不指抽象义，具体含义为：刀从物体表面进入内部。
2) 例句出处为：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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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饭吃完了。（主题句、作格句、动补结构）
(4) 이 작품을 만드는데 재료가 많이 먹었다3).
韩国语动词“먹다（吃）”在语义扩展中形成的“被消耗义”，如例（4），
表面上其结构符合中动句形式特征 ，但表示具体事件，不表示NP“재료（材
料）”的内在属性，因此，也不属于中动句范畴。

“中动”概念起初用来指古希腊语、拉丁语、Sanskrit等语言中附加于动词
的一类屈折变化体系，表达特殊的自反性意义，即动词主语实施的行为作用
于自身。Kemmer(1993)根据形态标记的差异，大致给出两种类型，即形态型
和句法分析型。形态型中动句式表示该句动词前后带有形式标记，如德语、西
班牙语、法语、俄语。句法分析型中动句式指的是该句动词不需要或没有形态
标记，如：英语、荷兰语。因此，从类型学角度而言，中动句的跨语言共性在
于中动语义(Keyser&Roeper, 1984)。Fagan（1992）、Itawa（1999）、何文忠

（2005）等学者将中动句的语义特征概括为如下：类属性、非事件性、状态
性、恒时性、虚拟性、情态性、突显被动参与者、句子具有隐含施事且具有任
指性、主语位置的论元对动词的行为具有责任。
中动句的解释性研究方面，一些国内外学者从生成语言学和认知语言学
的角度做了比较深入的研究。Keyser&Roeper(1984）从句法移位的角度解释
了中动句的表层结构，徐盛桓（2002）从认知语言学的有界化和语义数量特征
来考察了中动结构语义和语法的关系和语法化的理据。何文忠（2005）认为,
中动结构的认知动因是弱化施事，突显受事。
韩国语学界对中动句的研究分为三大类：（1）排除使动、被动后缀的中
动词(강정연, 2013)；（2）只包含使动、被动后缀的中动词，动词后加后缀”-

이/히/리/기”形成中动句(한송화, 2000)；（3）既包括与他动词词形一样的中动
词，又包括使动、被动后缀的中动词(천호재,2002；남승호,2003；남수경,201

1)。本文认为，根据先行研究中总结出的中动句语义、语用特征来看，中动句
3) 例句出处为：고려대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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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处于主动句和被动句之间的中间状态，是语言发展过程中从语法不明晰过
渡到语法明晰过程中的残留 ，因此 ，韩国语中动句研究应排除那些具有使
动、被动后缀的中动词。我们将中动句的语义归纳为如下：特定事物的内在属
性在行为主体的外力作用下表现出来的某种特征。我们将韩国语中动句分成
三类：（1）语义扩展过程中形成的他动词，如“먹다（吃）、들다(进入）”；

（2）部分自他两用动词，如 “멈추다（停止）, 휘다（弯曲）”；（3）由기 쉽
다/좋다，(으)ㄹ 만하다，(으)ㄹ 수 있다. 等构成的句子。本文只讨论第一种中
动句类别，并选择语义扩展过程中形成的中动词“먹다（吃）”作为研究对象。
其理由是，“먹다（吃）”作为日常生活中的高频动词，在使用过程中较容易出
现语义扩展，促使在句法上呈现多样化，从他动词到被动词的转化过程中出
现自动词的逻辑可能性较大，具有典型性。其余两类我们将在后续研究中继
续展开讨论。
本文首先通过考察韩国语动词“먹다”的语义扩展，呈现中动构式的形成
过程，然后描述其中动句的句法、语义、语用特征，最后解析其中动句的生成
机制。具体研究内容如下：（1）通过考察韩国语高频他动词“먹다（吃）”的
中动语义形成过程，界定韩国语中动句范畴类型；（2）以语言类型学视角，
调查跨语言中与韩国语中动词“먹다（吃）”对应动词的句法、语义特征，以此
查看中动词“먹다（吃）”的典型语法特征；（3）尝试以认知语言学的“转喻”以
及中国学者提出的“显性表述-隐性表述推导框架”来解析“먹다（吃）”中动构
式；（4）通过描述解释韩国语动词“먹다（吃）”的中动用法，为韩国语学习
者习得以“먹다（吃）”为典型的语义扩展中形成的中动词以及中动构式提供语
言学理论支撑。

2. 韩国语动词“먹다”中动语义形成过程
为更加全面深入研究中动词“먹다（吃）”的词义，本文考察了뺷우리말대

사전(1997)샚、뺷표준국어대사전(1999)샚、뺷연세한국어사전(2000)샚 三个词典总结
的动词“먹다（吃）”用法 ，并且在参考词典义的基础上进一步概括了“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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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吃）”的义项。其原则是：（1）根据动词搭配宾语的语义近似度将语义相关
相似的成分合并 ，如 “挨打和受骂 ”、“收益和受贿 ”两者合并为一个义项；

（2）他动词义项的排列上，将使用频率最高的“原型义”排在了第一项；（3）
自动词义项排列上，将主语语义为施事的用法排在了第一项, 其他义项按照语
义相关原则排序。
通过考察列表中所列“먹다（吃）”的义项，可发现看似离散的词义能构成
相互关联的连续统，他动词的实义虚化为补助动词的语法化过程中出现了自
动词用法。
<表1> 他动词“먹다（吃）”的词义列表
他动词 [...을]

1.摄入吸入

(밥,술,연탄가스) 을 먹다. 吃（饭，酒，煤气）

2.抽烟吸烟

(담배,탄내)를 먹다. 吃（烟，焦味）

3.具有心态

(결심,마음,앙심)을 먹다.吃（决心，心，坏心）

4.达至年龄

나이를 먹다.吃（年龄）

5.遭受打骂

(욕,주먹)을 먹다.吃（辱骂，拳头）

6.受到惊吓

（겁,충격,쇼크）吃（畏惧,打击，惊）

7.收益受贿

（이익,공금）을 먹다.吃（利益，公款）

8.得到分数

(1등,백점,우승)을 먹다. 吃（第一名，一百分，胜利）

9.失去分数

(골,벌점)을 먹었다.吃（球，罚分）

10.吸收液体

(물,습기)를 먹다. 吃（水，湿气）

他动词“먹다（吃）”的原型义是“把食物通过嘴咽到肚子里”，主体论元具
有“有生性”（animate）特征，客体具有“可食性”特征。人的身体可视为容器图
式（container

schema），其客体论元通过隐喻机制，从具体可见的“固体食

物 ”扩展为抽象的“年龄 ”4)。“吃进肚子里的食物 ”成为人的所属物，对 “먹다

（吃）”赋予了“获得义”，如：“백점/우승을 먹다（吃一百分/胜利）”。“失去”
在另一层面也可以解释为消极意义上的“获得”，再者，一方的获得总是伴随着
4) 韩国语动词“먹다（吃）”的语义扩展符合임지룡(1996)提出的语义扩展路径规律：有生
命→无生命、具体→抽象、空间→时间、物理→社会→心理。

138 한중인문학연구 69

另一方的损失，因此，“먹다（吃）”衍生出了“失去义”，如：“벌점/골을 먹다

（吃罚分/球）”。
<表2> 自动词与补助动词“먹다（吃）”的词义列表
自动词 [...가/이]

1.侵入

(벌레,좀,버짐)이 먹는다5). （虫子, 癣菌）吃

2.切入

(칼,대패)가 잘 먹는다.（刀, 刨子）吃

3.吸收

(풀,화장,먹)이 잘 먹는다. （胶水, 化妆） 吃

4.消耗

(재료,돈,시간)이 많이 먹는다. （材料, 钱, 时间）吃
补助动词 [-어 먹다]

强调消极义

유리를 깨 먹었다.（摔碎），잊어 먹다.（忘记）

自动词“먹다（吃）”的语义从他动词用法扩展而来，当“吃”的对象带有

“消极义”时，如“욕/주먹을 먹다（吃辱骂/拳头）”，其行为是在主体非自主、
非情愿的情况下发生，由此，“먹다（吃）”获得了“被动义”，“被动义”促使“먹

다（吃）”成为自动词提供了逻辑可能。如：“나이를（宾格标记）/가（主格标
记）먹다（吃年龄）”，中的“먹다（吃）”可识解为自动词或者他动词6)。根据

“먹다（吃）”语义演变过程，我们可以得到其语法化过程：他动词→自动词→
补助动词。
从动词“吃”语义“摄入”的认知概念分析，“切入”、“吸收”、“消耗”均属于
容器图式“容器里-容器外”的空间认知概念。当自动词论元为“刀类”时，动词

“吃”的“摄入义”扩展为“被切入”；论元为“液体类”时，“吃”的“吸收义”扩展为
“被吸收”；论元为“物资类”时，“吃”的“失去义”扩展为“被消耗”（如图1）。
5) 例句来源为：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한국어대사전, 우리말대사전 本文例
句在原文基础上只提取他动词受事论元进行了简化。例如，原例句：이 고기에는 칼이
잘 먹지 않는다. 在本文中呈现为：칼이 잘 먹는다.
6) 이종열(2005)认为，“吃年龄”意味着“时间的减少”与“吃”作为他动词的用法相差较大，
所以看成自动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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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1> 中动词“먹다(吃）”的语义形成过程

(5) 대패가 잘 먹는다.
(6)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
(7) 낡은 집 수리에는 자칫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먹는다.
例句（5）-（7）的自动词论元NP分别对应<图1>的“刀类”、“液体类”、

“物资类”，且均为非施动者。VP“먹는다”为兼具他动词和自动词性质的主动形
式，表示被动意义，附加词C为副词“잘，더”。根据中动句形式特征，三个句
子在表层上均满足韩国语中动句的结构特征“NP+C+VP”。就中动句语义特征
而言，须具备状态性、虚拟性、恒时性，表述主语位置论元的某种状态特性。
例句（5）表述的是“刀”的“锋利”属性，（6）表述的是“化妆品”的“可吸收”属
性。以此相反，例句（7）表述的是具体事件，表述物资投入量的多少，并不
能表述论元“费用”的特有属性，因此，当自动词论元NP为“物资类”，“吃”表示

“被消耗”时，无法识别论元NP所具有的特性, 不属于中动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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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韩国语动词 “먹다（吃）”中动构式句法、语义、语用特征
1) 韩国语动词 “먹다（吃）”中动构式句法特征
从构成上而言，韩国语动词“먹다（吃）”的中动句由五个部分构成，指示
代词、名词性成分NP、主格标记가/이或话题标记은/는、副词性成分ADV、动
词吃的主动形式。下面我们分别讨论以上构成成分的特点。
<表3> 韩国语词“먹다（吃）”中动句的构成特征
“이/그/저(指示代词）+ NP가/이(主格标记）/은/는(话题标记)+ADV+먹는다（吃）”
NP
1

이/그/저
(指示代词）

2

칼,대패
（刀、刨子）
풀,화장,먹

가/이
(主格
标记）

은/는

（胶水 、化妆 、

(话题

墨）

标记)

ADV

잘/쉽게
(好/容易）

吃语义

먹는다

被切入

（吃）
被吸收

“먹다（吃）”的中动构式中NP必须由指示代词“이/그/저”修饰。中动句表
述NP区别于其他物品的特定属性，因此NP在语义上必须是确定的，说话人和
听话人已知的对象或事物，具有限定性。指示代词的作用在于从“类指”的事物
中区别出符合特定条件的“某个或某些事物”。
从上面例句中我们可以概括出进入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句的NP
类别，序号(1)的NP“刀、刨子”属于“刀类”；序号(2)的“胶水、化妆、墨”属于

“液体类”。NP在语义上都是广义“吃”的受事（patient）宾语，其主语隐含在句
子中，突显的是受事在中动词的作用下呈现的某种属性状态，如：“刀”的“锋
利”特征以及“液体类名词”的“可吸收”特征。
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句中主格标记“가/이”具有强制性，其原因
在于，说话人用中动句式想突显的是主语的内在属性，主格标记“가/이”具有
突出主语的功能，主语为新信息时用“가/이”，中动构式的功能是聚焦事件的
被动参与者对事件发生所发挥的积极作用（何文忠，2005）。若中动句成为修

韩国语动词‘먹다(吃)’的中动构式 141

饰性成分，因焦点位于定语中心语，主语标记可隐可现，如：칼이 잘 먹는다

→칼(이) 잘 먹는 나무。韩国语话题标记“은/는”在“먹다（吃）”中动句的作用
在于引出说话人想要表述的具体“事物”，说话人针对表层主语的特定属性阐述
自身的观点时，名词成分用“은/는”修饰。

“NP가/이(主格标记）/은/는(话题标记）+ADV+먹는다（吃）”中，副词
虽然不是动词“먹다（吃）”的论元，但语义上具有强制性，通常为性状副词

“잘（好）”和“쉽게（容易）”，“잘（好）”在构式中表示“在功能上令人满意”。
a.이 먹이 먹는다. b.이 먹이 잘 먹는다. 对比两个句子我们可以发现，a在句法
上没有任何问题，但现实生活中可接受程度低。其原因在于，中动句更多关注
受事宾语的某种变化，副词具有削弱“动作义”，强化“状态义”的作用。省去副
词后，没有副词修饰的光杆动词无法表达“状态义”，从语用层面而言，说话人
说话的目的是提供“新信息”，而中动句中的“新信息”正是由副词实现的。

“-ㄴ/는-”是韩国语现在时标记 ，用现在时表述的句子具有 “恒时性”特
征，即不会受到时间的限制。“먹다（吃）”中动构式中其作用在于突显表层主
语的内在特征不会随着时间的推移所消逝的一般常态，而不是表示“正在进行”
的具体事件。这一点可通过句子（8）“먹다（吃）”不能与韩国语进行体标记

“-고 있-”共现的语言事实中得到验证。
(8) * 이 풀이 잘 먹고 있다.

2) 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构式语义特征
“먹다（吃）”的词义从最初的“摄入”扩展为“进入”、“吸收”，再转化为具
有被动义但无被动标记的自动词“被进入”、“被吸收”，“먹다（吃）”的实义逐
渐虚化出现了带有消极义的补助动词。“먹다（吃）”的扩展类型属于“连锁-散
射”型，以“摄入义”为核心，通过行为主体、客体之间的相似、相近关系，折
射出了“得到义”和“损失义”。在受事宾语的主语化，难易副词必现等因素的影
响下，“먹다（吃）”的“动作义”削弱为“状态义”，“먹다（吃）”中动构式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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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层主语的某种状态或属性。
为了考察其他语言中是否存在“먹다（吃）”中动用法，我们调查了VO、

OV语序的多种语言，发现中动词“먹다（吃）”语义具有跨语言共性，如豪萨
语、阿姆拉哈语中的“吃”“喝 ”动词有 “吸收义”（李荣 ，1999；解海江 ，200

6）。上海话“吃料”、法语和泰语的“吃油”、日语的“吃时间、吃燃料”中“吃”都
具有“消耗义”，但从句型结构来看，并未出现句法上的变异，因此，可以推
断，“먹다（吃）”的中动构式是世界语言中鲜有的用法。
<表4> 跨语言中与韩国语中动词“먹다（吃）”对应动词的语义句法表现7)
“吃”用法
VO/OV

吃油

吃刀

吃墨

吃胶水

韩语

+

+

+

+

1.차가 기름이 잘 먹는다.
2.칼이 잘 먹는다.
3.종이에 먹이 잘 먹는다.
4.옷에 풀이 잘 먹는다.

OV

汉语

+

-

+

-

1.这辆车很吃油。
2,这种纸不吃墨。

VO

语种

哈萨
克语

法语

例句

1.bul（这个）mashyna（车
） maydi （油）
ote（很）kop（多）jeydi 吃.
+

+

-

-

+

+

-

-

2.bul（这种）hagaz（纸）sy
a（墨） jemeydi （不吃）
je 吃 me 否定 y
副词附加成分 de
谓语性人称附加成分
1.Cette auto（车） mange （
吃）beaucoup （很多）d'essence.（
油）
2.Ce véhicule（车）
consomme（消耗） de
l’essence（油） （更普遍）
3..cette（这种）
feuille（纸） absorbe（吃）

7) 以上例句由上海外国语大学的老师和留学生提供，特此感谢!

OV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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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cre”（水）.
1.Chiếc xe này（这辆车）
chạy（v） rất（很） ăn （吃）xăng
dầu（油）
2.Tờ giấy này（这张纸）
rất（很） ăn（吃） mực（墨）

越南语

+

-

+

-

VO

泰语

+

-

+

-

印尼语

+

-

-

-

Mobilnya（车）
makan（吃） bensin（油）。

VO

阿语

+

-

-

-

( ﺃﻛﻞ ﺍﻟﺒﻨﺰﻳﻦ吃油) ﻣﻴﻜﺎﻧﻴﻜﺎ
( ﺍﻟﺴﻴﺎﺭﺓ汽车引擎)

VO

日语

+

-

-

-

ガソリンを食う 车耗油

OV

英语

-

-

-

-

-

VO

蒙语

-

-

-

-

-

OV

俄语

-

-

-

-

-

VO

VO

以往研究中所得出的中动构式的语义特征可概括为：隐含施事的任指
性、表层主语的责任性、动词的影响效应。下面我们将讨论这些特征是否适用
于“먹다（吃）”中动构式。

“먹다（吃）”中动构式隐含施事主体“人”，其原因在于，中动构式表述的
是认识主体对客观事物施力后产生的对其内在属性的主观评价，若没有施事
主体，就无法对NP“刀类”、“液体类”物体的功能做出判断，但其施事并非指向
特定的人，而是指任何人，具有任指性。如例句（9)与（10)，因为客体事物是
决定主观评价的主要因素，且客体固有特征不会因施事的改变而出现变异，
其行为责任在于NP的指示对象，因此NP具有责任性。

(9) 이 풀은 잘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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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풀은 누가 쓰던지 잘 먹는다.
“먹다（吃）”中动句式中，中动词概念义为“被切入”、“被吸收”，涵盖对
目标客体的影响，如例句(11)，“먹(墨）”产生作用的目标客体为“纸张、布料”
等“被吸收的客体”，在施事的外力作用下，目标客体产生了显性的物理变化，
即“被切物体”形状的改变，“被吸收客体”状态的改变。因此，“먹다（吃）”具
有影响效应，且除了隐含施事外，还隐含目标客体，其还原方式为目标客体

NP1 位于句首添加位格标记 “에” 或主格标记 “은/는” 。这点也是以 “먹다（
吃）、들다（进入）”为例的语义扩展过程中形成的中动词区别于其他两类韩
国语中动词所特有的用法。

(11) 이 종이에/는 먹이 잘 먹는다.

3) 韩国语动词 “먹다（吃）”中动构式语用特征
(1) 评价功能与传信功能
中动句表述言者在与外物互动过程中抽象出来的某种规律或经验 ，因
此，其语用特征包括评价功能与传信功能。下面我们将讨论以上特征是如何
表现在“먹다（吃）”中动构式的。

“먹다（吃）”中动句式主语NP的指示对象一般为“人造物”，如：车、书、
胶水、化妆品等。中动句具有突显NP属性的语用意图，表述言者以自身角度
出发对事物属性或功能做出的主观判断，具有评价功能，其使用范围多集中
于广告宣传或科学性描写句。中动句通过 NP前的限定成分 “이/그/저（这 /
那）”以及NP后的话题标记“은/는”引入话题，提供充分的背景信息，能够反应
言者对信息来源的态度，因此具有传信功能。

(2) 信息结构与背景的前景化
从语用角度而言，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构式突显表层主语NP“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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类”与“液体类”物体的“锋利”、“可吸收”属性。NP是话题，是谈论的出发点，

ADV和动词是对话题的说明，话题是“旧信息”，说明部分是“新信息”。中动构
式的语用表达功能是说话人表达对NP的主观感受，VP对NP而言是“新信息”，
对ADV而言是“旧信息”，性状副词“잘（好），쉽게（容易）”具备评价性，因
此，语义焦点集中在副词上。
认知语法认为，语法和语义构成连续统，语义包括对语言单位概念的识
解，前景和背景是识解的重要部分，借助已知（背景）理解未知（前景）是认
知的一般规则，人们对同样一个事件的关注度并不相同，不同的识解方式表
现在语言形式和语义扩展过程。

<图2> 中动词“먹다（吃）”的形成过程
从<图2>所示的动词“먹다（吃）”形成过程来看，他动词句的宾语移动到
主语位置变成前景，“먹(墨）”的特性得到突显，淡化了“行为义”，施事论元背
景化，隐现于句中。中动词形成过程可概括为：（1）自动词句的主语是他动
词句的受事；（2）自动词句的动词不表示事件，而是表示表层主语NP的属性
或状态；（3）谓语动词由“动态动词”转化为“状态动词”。动词“먹다（吃）”的

“可吸收”的中动义是在中动构式与描述性语用功能双重作用下产生的。

4. 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构式生成机制
1) 转喻压制
韩国语动词“먹다（吃）”未进入中动构式之前，具有较强的“动作义”，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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进入构式之后产生了“状态义”，这两者之间的冲突通过因果关系和转喻压制得
到消除。中动构式的交际意图在于说话人表达对表层主语的主观看法，这种
看法是在受事宾语参与动作的过程中产生的，动词表示的动作以及结果对说
话人评价主语提供了依据，也就是说，主语的某些属性只有通过动作事件才
能得以显现。因此，动词的“动作义”是形成中动构式“状态义”的前提，两者之
间具有因果关系。如例（11)，只有“纸吸收墨”的前提下，才能对“墨的吸收性”
予以评价，其语义是构式义和词汇义相互转喻压制的结果，其认知理据是“用
行为代替结果”。通过观察<图2>我们可以发现，动词“먹다（吃）”分别进入主
动句和中动句，但动词形式并未出现变化，都是主动形态，语义焦点由动作

“吸收”转移到由动作产生的状态“吸收性强”，突显了转喻迁移过程中动作（原
因）导致的状态（结果）。

2) 韩国语动词 “먹다（吃）”中动构式的识解过程
我们将用徐盛桓（2007）提出的“显性-隐性表述推导框架”来描述解析“이

/그/저（指示代词）+ NP가/이(主格标记）/은/는(话题标记）+ ADV + 먹는다
（吃）”的识解过程。徐盛桓（2002）认为，人类认知过程具有择优倾向，以
求用最小代价获得最大回报，语言理解也是遵循优化选择，就是可用常规关
系理解的不必显现于语言中，尽可能用已有手段来喻指新内容。句子的字面
义即显性表述通常是不完备的，常常要依存于隐性表述来补足、解释，以达成
相对完备的理解，隐性表述的理解要用相邻、相似的常规关系心理模型作为
认知工具。

“显性-隐性表述推导框架”为我们理解表层上语义不完备的中动句提供了
分析框架，下面我们以(12)为例，对动词“먹다”中动句语义识解过程进行分
析。

(12) 이 칼은 잘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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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3> 基于“显性-隐性表述推导框架”的“먹다（吃）”中动语义推导过程

（1）辨认显性表述：我们可以察觉字面义无法成立，因为“刀”是无法“吃
”的，所以判定句子为显性表述，隐含真正的交际意图。
（2）寻找常规关系：寻求“刀”和“吃”两者之间关系的特征，“吃”的基本
义是“将食物放进嘴经过咀嚼咽下去”；“刀”是“切东西的工具”，两者之间能够
具有的相似性特征就是吃的义素“进入”和刀的义素“切入”，都属容器图式。

（3）构建隐性表述：根据(2)中找到的相似性特征，将“吃”与“切”进行替
换，由此找到例（12）的隐性表述 “这刀很好切”。

（4）确定交际意图：隐性表述确定之后，我们可以确定说话人的交际意
图是对主语内在属性做出评价，即表述“这刀很锋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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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结论
本文在分析词典中所概括的韩国语动词“먹다（吃）”词义基础上，分析了

“먹다（吃）”中动语义形成过程 ，并从句法 、语义、语用等方面对 “먹다（
吃）”中动构式“이/그/저（指示代词）+NP가/이(主格标记）/은/는(话题标记）

+ ADV + 먹는다（吃）”进行了分析，并用转喻压制与“显性-隐性表述推导框
架”阐述了其识解机制。

(1)韩国语中动词“먹다（吃）”的来源上，其语义扩展呈现连续延伸的序
列，从“他动词”到“补助动词”的语法化过程中产生了“中动词”的特殊用法，其
动因是言者认知机制赋予语义的变化，包括隐喻、转喻、推理。“먹다（吃）”
的“动作义”在中动构式的作用下产生了“状态义”。

(2)构成上，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构式可抽象为：“이/그/저（指
示代词）+ NP가/이(主格标记）/은/는(话题标记）+ ADV + 먹는다（吃）”。
其中，NP为 “无生命体名词”，一般为 “人造物”，如 ：“车 、书 、胶水、化妆
品”。表层主语NP是他动词“먹다（吃）”的受事宾语；NP后一般附加话题标记

은/는或主格标记가/이，两者用法存在差异，前者焦点在谓语，后者焦点在主
语。“먹다（吃）”中动构式中，副词具有强制性，一般为难易类副词“잘（
好），쉽게(容易）”。谓语动词为现在时主动形式，目标客体隐现于句中，但
能以话题或状语形式显现于中动句。

(3)语义上，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构式表述NP“刀类”，“液体类”
物体的“锋利”，“可吸收”属性，因此具有情态性、非事件性，表述言者在与外
物互动过程中抽象出来的某种规律或经验。动词“먹다（吃）”表述NP对其影
响对象的显性物理影响，即“被切物体”形状的改变，“被吸收物体”状态的改
变。

(4)语用上，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构式具有突显NP“刀类”，“液体
类”物体的“锋利”，“可吸收”属性的功能。表述言者以自身角度出发对事物属
性或功能做出的可能性判断，具有评价功能，因此，使用范围多集中于广告宣
传。中动句通过NP前的限定成分或引入话题的方式提供充分的背景信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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够反应信息来源，具有传信功能。

(5)生成机制上，韩国语动词“먹다（吃）”中动构式的认知理据是“行为代
结果”，“먹다（吃）”的“动词义”是产生“状态义”的前提，“状态义”压制“动作
义”形成了中动构式。
本文考察了韩国语动词“먹다（吃）”的中动构式，由于本文所涉及到的语
料均来自词典，因此，没能考察语境对中动句的影响，我们将在后续研究中继
续搜集、分析语料，完善韩国语中动构式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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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ddle Construction of the Korean Verb “먹다(eat)”
Huang, Lianhua

This paper analyzed the middle construction, which the Korean verb “먹다”
was transformed from the object to the subject. In addition, through cross
language survey of verbs “eat”, we found that the transformation from transitive
verb to middle verb exists only in Korean. The middle construction of the
Korean verb “Eat” is realized as “이/그/저(demonstrative pronoun)+NP은/는
(topic marker)/가/이(nominative marker)+ADV+먹는다(eat present tense)”
This paper showed detailed description of four aspects: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middle construction of Korean
middle verb “먹다”.
Keyword

Korean verb “먹다”, middle construction, generative mechanism,

syntactic characteristics, semantic features, pragmatic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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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도｣에 나타난 제국주의 비판과
근대문명의 말기적 혼란상*
김 유 중 **

국문요약

이 논문은 김기림의 장시 ｢기상도｣에 등장하는 서구 제국주의의 동양 침략의 제 양상과
그것이 낳은 말기적 혼란상을 추적하여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상도｣의 제4부 <자최>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주목하였는바, 이 부분은 당시 중국 내에

설치되었던 서구 열강들의 조계지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풍자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필자는 정밀한 고증과 당대 사료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을 입증하였다. 1) 화려한 근대적 서구식 생활에 대한 동경과 열악한 현실 사이
의 간극이 빚어낸 동서양 간의 지배, 피지배 구조의 고착화 2) 불평등한 관계 설정을 더욱 공
고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배자의 언어와 사고, 그리고 지식과 학문의 타락상 3) 매춘과 아편
(혹은 마약) 등이 범람하는 무법천지의 세계 4) 다가올 전란에 대한 경고와 이러한 위기적 상

황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 및 문제점. 다시 말해서 김기림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조계
안팎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판적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김기림은 조계가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중성과 근대 자본주의의 말기적 모순이 적나라하게 반
영된 문명의 사각지대임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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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작품 분석과 해석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흔히 ｢기상도｣는 근대 문명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 근저에는
근대 이후 서구 세력이 비서구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빚어
진 문명의 혼란상과 위기 위식,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갖가지 당대 사회의
모순과 폐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이해는
문명 비판적 태도를 강조한 영미 모더니즘의 특정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
로 간주되기도 했다.
필자 역시 이러한 기존의 해석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그와 동시에 한편
으로 텍스트 해석의 방향이나 심도 면에 있어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
이다. 이때의 아쉬움이란 이제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주로 문학 내부의 특
성들, 즉 수사나 기법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왔던 저간의 사정과 관계가 있다. 기
존의 연구에서 풍자나 알레고리, 몽타주, 모자이크 등의 기법이 ｢기상도｣의 양식
적 구성의 해명에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더불어
그것의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충분히 인정해줄 필요가 있
다.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근대 문명의 제반 요소들을 두루 포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그런 양식이나 기법의 도입 및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일 방향으로만 치우쳐 전개되
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수사적
인, 혹은 기법적인 차원에서 특색 있고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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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안고 있는 특성 중 일면에 불과하다. 그런 특성만으로 문명 비판이라는
본래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문명 비판이라고 했을
때, 이는 수사나 기법이기 앞서 시인 자신의 현실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나 주제
적 측면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굳
이 이런 수사와 기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상황적 요인과 그 저변에
놓인 당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다. 이로 볼 때 앞서의 논의들이 지니는 한계
는 뚜렷하다. ｢기상도｣를 둘러싼 이제까지의 논의들이 다소 피상적이라는 인상
을 전달해준 데에는 이처럼 내용, 즉 현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했던
주의와 노력들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데 원인이 있다.
앞서 필자는 ｢기상도｣에 등장하는 ‘태풍’의 의미를 다가올 세계대전(제2차 세
계대전)에 대한 예감과 연관시켜 해석해본 바 있다.1) 그런데 이때의 태풍, 즉 세
계대전은 단순히 파괴적인 속성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것들
을 일소해버린다는 점에서 ‘정화’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태풍’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 일소되고 정화되
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그것들은 왜 필히 일소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를 심층적으로 추적하여 규명하는 일이다. 내용 면에서 본다면 이는 흔히 모
더니즘 문학론에서 강조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문명 비판보다도 훨씬 직접
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기상도｣에
나타난 그런 요소들을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하고 정리해보기 위한 한 시도로써
작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상도｣의 제4부 <자최>에 제시된 여러 양상들에
대해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이를 보다 면밀하게 추적,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김유중, ｢｢기상도｣의 주제와 ‘태풍’의 의미｣, 뺷한국시학연구뺸 제52호, 한국시학회, 2017.
11, pp.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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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공간 배경에 대한 추정 및 이해
비평가 김동석이 ｢기상도｣의 주제를 ‘제국주의 비판’으로 규정한 이래로2), 그
간 이러한 주제적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가 아직 제국주의 시대였던 만큼, 항상 시대의 흐름에 민
감하게 반응했던 김기림이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시작(詩作)에 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탓일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까지 ｢기상도｣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제 양상들에 대한 논의는 일반론의 범
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요컨대 김기림이 이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의 어떤 모순을 어떤 시각과 배경에서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지하
게 검토된 바가 없다.
서구 세력의 동양 진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위기의식 등이 작품 내에 전면
화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는 크게 보아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동양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순과 폐해가 유달리
집중되었던 곳, 그리하여 당대 조선 지식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곳은 있게 마련
이다. 김기림은 이렇듯 제국주의적 모순의 특수성이 집중된 곳에 주목했다. 그리
고 이를 ｢기상도｣의 주 무대로 설정했다. 그 곳이 어딘지는 텍스트 상으로 대략
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이 군데군데 제시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본다면 중국 가운
데서도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황하 이남3)의 태평양 연안 지역
도시들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연안 지역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 같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각각의 도시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
2) 김동석, ｢금단의 과실 – 김기림론｣, 뺷신문학뺸 3호, 1946. 8(뺷예술과 생활뺸, 박문출판사,
1947, p.43에서 재인용).
단, 이러한 그의 이해가 ｢기상도｣ 전체의 주제와 그 속에 가로놓인 시인 김기림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3) <자최>의 끝 부분에 “오만(傲慢)한 도시(都市)를 함부로 뒤져놓고 / 태풍(颱風)은 휘파
람을 높이 불며 / 황하(黃河) 강변(江邊)으로 비꼬며 간다……”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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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기림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특별히 염두에 둔 곳은 그
들 가운데서도 서구인의 출입이 빈번하며, 그에 따른 근대화 및 도시화의 진전
속도가 빠른 곳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따른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 모순들이 극심하게 대두된 곳이었다.
당시 이런 지역들을 대표하는 곳이 ‘조계’다. 아편전쟁(1840-1842) 이후 물밀
듯 밀려드는 서구 세력들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청나라 정부는 주로 태평양 연안
의 도시들을 조계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할양하였다. 이로부터 열강의 진출은
본격화되었고,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들 간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게 되었다. 이 시절의 조계는 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
실상의 식민지였다. 조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렸으며, 그런 가운데서 본토박이 중국인들은 조계의 관리 및 운영으로
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채 차별에 따른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4)
조계의 이러한 태생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안이 바로 상해의 외탄
(外灘) 공원 입구에 걸린 ‘개와 중국인은 출입을 금한다(狗與華人不得入内)’5)
4) 이들 조계 가운데서도 가장 번성했고, 또한 가장 문제적인 도시를 들라면 아무래도 상해
를 첫손에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 인용된 조계의 특징적인 국면들에 대한
이해는 당시 상해에 설치되었던 조계에 대한 기록과 연구물들에 주로 빚지고 있음을 밝
힌다.

상해 조계의 확대과정
斯波義信, 뺷中國都市史뺸, 東京大出版會, 2002(김승욱, ｢상하이, 현대 중국의 도시 실험｣,
이영석․민유기 외, 뺷도시는 역사다뺸, 서해문집, 2011, p.1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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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악명 높은 팻말이다. 1916년 조계 내 행정을 책임지는 공부국에 의해 정식
으로 내걸린 이래로, 이 팻말은 무려 1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서서 본토 중국인들
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아놓았다. 이 팻말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중국
내에 있지만 이 곳은 결코 중국이 아니며,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다는 뜻이
다.6)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의 보호 아래 조계 내에 거주하는 백인들은 당당히
주인으로 행세했다. 반면 어쩔 수 없이 땅을 내준 중국인들은 그 속에서 다만
피지배층으로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하인으로서 살아가야 했다.
조계란 원래 그런 곳이다. 국제자본주의가 낳은 동서양의 혼혈아7)라는 지적
에 걸맞게 국적 불명의 첨단 유행과 퇴폐의 선두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조계
였던 것이다. 그 곳에는 모든 것이 용광로처럼 뒤섞여 있다. 그리하여 조계는 서
구 자본주의가 생산해낸 각종 산물들의 총 집결지로, 중국 내 근대화의 선두를
달리는 곳인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의 전초기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된
다.8)
대표적인 조계지인 상해의 경우9)만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1930년대에 이미
5)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
다. 1916년 게시된 5개조 공원 출입 규정에 따르면 제2조에 ‘개와 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
다’로, 제3조에 ‘백인의 시중을 드는 중국 고용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다. 어찌 되었건 서구인들 외에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
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기네 땅 한복판에 있는 지역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게시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것으
로 받아들여졌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리어우판, 뺷상하이 모던뺸, 장돈천외 역, 고려대출판부, 2007,
pp.74-75 참조.
6) 이러한 조계의 특수한 성격을 당시 사람들은 ‘국외지국(國外之國)’라는 개념으로 정리하
곤 했다.
김승욱, ｢근대 상하이 도시 공간과 기억의 굴절｣, 뺷중국근현대사연구뺸 41집, 중국근현대
사학회, 2009. 3, p.121.
7) 김소엽, ｢봄 물결을 타고 - 요녕에서 상해까지｣, 뺷신인문학뺸 2권 3호, 1935. 4, p.115.
8) 이병인, ｢1930년대 상해의 상권과 지역사회｣, 배경한 편, 뺷20세기 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
대성뺸, 지식산업사, 2006, p.165.
9) 이 시절 상해의 다양한 모습과 특성들을 개괄한 논의로는 이병인, ｢‘모던’ 상해와 한국인
이 본 상해의 ‘근대’, 1920-1937｣, 뺷중국사연구뺸 제85집, 중국사학회, 2013.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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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동양의 파리’라는 찬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었다.10)
서구의 여느 대도시들과 비교해보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기반 시설을 자랑하는
완벽한 메트로폴리스11)였다.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자본과 인력들로 중심가
는 늘 활기에 넘쳤고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와 쇼핑센터들이 즐비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빌딩들의 숲 사이로 펼쳐진 유흥가와 도박장, 경마장, 댄스홀 등은
연일 밀려드는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종과 종교,
언어가 한데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인류문화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그 시절의
상해는 이처럼 동시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 눈앞에 실
제 펼쳐 보여주는 신천지이자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낳은 온갖 자극적이고 화려
한 요소들로 범벅이 된 별세계였다.12)
그러나 그와 동시에 조계는 본토인 중국정부의 실질적인 통치권밖에 위치해
있었기에, 자국에서라면 결코 용인되지 않았을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가 무제한
으로 버젓이 저질러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자주 조계 당국과 공부국의 묵인 내
지 방조 하에 조장되기도 했는데, 이는 조계가 범죄조직이 활개를 치고 도피자
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은신하기에 좋은 여건을 제공해주었음을 뜻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계의 존재는 그 주변을 둘러싼 ‘화계(華界)’의 처지와도 극명하게 대비
되었다. 화계 지역에서는 대로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현지인들의 초라한 주거가
밀집된 지저분한 골목들, 빈민가들이 펼쳐졌다. 평범한 회사원의 봉급으로는 5
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까닭에13),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
한편, ｢기상도｣에 나타난 조계의 주 무대를 상해로 특정하고, 이 시에 제시된 혼란상이
1932년 상해사변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에서 영감을 얻은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은 김한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2014. 2, p.96.

10) 리어우판, 앞의 책, pp.31-32.
11) 이 점과 관련하여, ｢기상도｣의 마지막 제7장에 태풍의 피해를 입은 곳을 ‘메트로폴리스’
로 표현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2) 개항 이후 상해의 극적인 변모는 그대로 ‘중국 근대의 축소판’(이성현, ｢중국 근대의 축소
판, 상해｣, 문정진 외, 뺷중국 근대의 풍경뺸, 그린비, 2008, pp.182-183.)이라 할만하다. 이러
한 급격한 근대화의 도정에서 전통과 근대의 충돌은 불가피했으며, 그로 인한 중국인들
의 의식상의 혼란 또한 한번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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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페나 식당 출입 따위는 꿈도 꾸기 어려웠다. 대공황이 덮치자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근로 조건은 나날이 열악해져갔고, 정상적인 생활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럴 때 가장이 실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당장 생계조차 막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연히 불법과 탈법, 편법에의
유혹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 시기 김기림은 중국의 근대화가 몰고 온 이러한 파장과 문제점들을 정확하
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계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음 또한 예리
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조계와 조계 주변의 지역은 첨단과 낙후, 화려함과 퇴락
함,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동경어린 시선과 억압된 욕망이 교차하는
세계였다. 그리하여 그 곳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지옥인 동시에 천당’14)이었
다. 아니, 보다 직접적으로는 ‘지옥 위에 지어진 천당’15)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
와 같은 방식의 근대화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았으며, 지속 가능해보이지도 않
았다. 겉보기에는 비록 번듯하고 호화로워 보일지 모르나 내부적으로는 언제 터
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기상도｣의 제4부, <자최>의 주된 배경이 되는 중국 내 도시는 바로 이런 조

계다. 이 시에 나타난 갖가지 혼란상들 역시 주로 조계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이고 탈법적인 사례들, 인종이나 계층 간의 불평등이나 모순들과 직간접적인 연
관이 있다. 한때 이런 조계지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내에만 10여 곳 가
량16) 존재했다. 말하자면 이 시절의 중국은 이처럼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렸던
13) 리어우판, 앞의 책, p.80.
14) 쉬따펑(徐大風)의 표현.
“上海是地狱, 同时是天堂。天堂是属于外国人的，地狱是属于中国人的。所以上海是
外国人的天堂, 是中国人的地狱。(상하이는 지옥이고, 동시에 천당이다. 천당은 외국인
의 것이고 지옥은 중국인의 것이다. 그리하여 상하이는 외국인의 천당이고, 중국인의 지
옥이다.)”
徐大風, ｢上海的透視｣, 吳健熙․田一平 編, 뺷上海生活 : 1937〜1941뺸, 上海社會科學院
出版社, 2006, p.4.
15) 무쓰잉(穆時英)의 표현
“上海, 造在地狱上的天堂。(상하이, 지옥 위에 지어진 천당이여.)”
穆時英, ｢上海的孤步舞｣, 뺷公墓뺸, 現代書局, 1933,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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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의 존재와 그것을 교두보로 한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반
(半) 식민 상태였던 것이다.17)

김기림은 이런 시대 상황을 통해 제국주의의 적나라한 본질과 그것을 기반으
로 하는 서구 근대 문명의 모순된 태도를 보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든 고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에게 있어 문명비판이란 이처럼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그가 ｢기상도｣를 구상하게 된 근본 동기 및 배경
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이러한 날카로운 인식과 그것에 바탕을 둔 문제의식들이
가로놓여 있음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3. 제국주의의 모순된 태도와 근대 문명의 말기적 혼란상 비판
한 개의 현대(現代)의 교향악(交響樂)을 계획(計劃)한다. 현대문명(現代文明)의
모-든 면(面)과 능각(稜角)은 여기서 발언(發言)의 권리(權利)와 기회(機會)를 거절
(拒絶)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무모(無謀) 대신에 다만 그러한 관대(寬大)만을 준
비(準備)하엿다.18)

널리 인용되는, ｢기상도｣의 연재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등장하는 김기림의 말
이다. 여기 제시된 ‘현대의 교향악’이라는 말, 그리고 ‘현대문명의 모든 면과 능
각’이라는 표현은 이 작품이 지니는 다채로운 구성과 기법에 대한 수사학적 연

16) 지역별로 분포된 조계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하이(上海) - 영국, 미국(후에 영국과 병합하여 공동조계로 개편됨), 프랑스, 일본(비
공식) / 톈진(天津)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러시아, 이탈리아, 일
본 / 옌타이(煙台) - 공동조계 / 한커우(漢口) -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 광저
우(廣州) - 영국, 프랑스 / 전장(鎭江) - 영국 / 지우장(九江) - 영국 / 샤먼(厦門) 영국, 공동조계 / 항저우(杭州) - 일본 / 쑤저우(蘇州) - 일본 / 충칭(重慶) - 일본 /
우후(蕪湖) - 공동조계.
17) 홍콩이나 마카오도 형식상 조계지로 분류되긴 하지만, 조차에 따른 상징적인 비용마저
중국 정부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계지라기보다는 직할령, 즉 식민지에 가까웠다.
상해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조계들이 1943년 이전까지 중국에 반환되었던 데 반해, 이
들 지역은 각기 1997년(홍콩), 1999년(마카오) 반환되기까지 150년 이상 지속되었다.
18) 김기림, ｢기상도․1｣, 뺷중앙뺸 3권 4호, 1935. 5, p.416의 <서문>에 해당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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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필요성의 준거점으로 자주 활용된 바 있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접근법은 그 자체로 정당하며, 거기서 얻은 성과 또
한 소중하게 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기법이나 수사가 아닌 내용의 측
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구절들은 또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일단은 근
대(현대), 혹은 근대문명(현대문명)이 지닌 천태만상의 요지경들을 남김없이 포
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중요한 것은 근대와 근대문명에
는 밝고 긍정적인 면,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면이 있는 반면에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 또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위 인용문은 근대
문명이 지닌 이질적인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이 몰고 온
명암과 크고 작은 파장들에 대해 제대로 주목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
지 않을까?
그런 인식에 근거하여, 이 장에서는 ｢기상도｣의 제4부 <자최>에 나타난 김기
림의 시선과 그 뒤에 놓인 문제의식들이 현실적인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하여 텍스트 내에서 그의 ‘무모’한 도전이 어떤 형태로 전
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면면들은 과연 어떤 ‘관대’함에 근거했던 것인
지를 본격적으로 추적해보도록 한다.

1) 몽환적 효과가 낳은 부작용 : 동경과 억압이 교차하는 세계
서구에서는 일찍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했다. 유럽대륙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조차가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천지가 요동칠 것을 경계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맥없이 물러나고서도 중국은 좀처럼 잠
에서 깰 줄 몰랐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토록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나라가 이처럼 곯아떨어진 상황19)은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19) 아편전쟁 이전(1820년경)만하더라도 당시 중국(청나라)은 전 세계 부(富)의 거의 1/3을
소유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편전쟁 이후인 1870년에도
청나라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으나, 국가 전체의 GDP는 거의 절반가량 축소된
다. 그 결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미국에 뒤처지게 되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서양 제국에 추월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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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들은 내심 중국이 앞으로도 쭉
잠에서 깨어나지 않길 바랐던 것이다.
｢자려므나 자려므나
꽃속에누어서 별에게 안겨서-｣
만국공원(萬國公園)의 ｢라우드 · 스피커｣는
｢쁘람-쓰｣처럼 매우 슲읍니다.
꽃은커녕 별도 없는｢뻰취｣에서는
꿈들이 바람에 흔들려 소스라처깨엇습니다.
｢하이칼라｣한 ｢쌘드윗치｣의 꿈.
탐욕(貪慾)한 ｢삐-프스테잌｣의 꿈
건방진 ｢햄․살라드｣의 꿈.
비겁한 강낭죽의 꿈.
｢나리사 내게는 꿈꾼죄밖에는 없읍니다.
식당(食堂)의 문전(門前)에는
천만에 천만에 간일이라곤 없읍니다｣
--- 제4부 <자최> 부분20)

위 인용문에서 ‘자려므나 자려므나’라고 주문을 외듯 반복한 것은 그런 그들
의 기대와 욕망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그들은 중국이, 나
아가서는 동양 전체가 미성숙한 유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있기를 원했다. 그래
야지만 중국이라는, 동양이라는 유아를 어르고 달래며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조인직, ｢협상 대신 전쟁! 난징조약은 근대판 FTA? - 산업혁명과 아편전쟁｣, 뺷신동아뺸
제665호, 동아일보사, 2015. 2, p.252에서 재인용.)
20) 이하 인용되는 시의 본문은 김기림, 뺷기상도(氣象圖)뺸, 창문사, 1936의 표기(띄어쓰기 포
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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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유아는 아직 몽환적인 상태(‘꽃속에누어서 별에 안겨서’)에서 잠에 취
해 깨어날 줄 모른다. 서구 근대가 제공해주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빠
져 중국인들은 마치 천진난만한 유아들처럼 철없이 좋아라한다. 오랜 역사와 찬
란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한 나라가 자신들의 위대했던 과거의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이렇듯 단꿈에 젖어 남의 뒤꽁무니나
쫓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한편으로 서글픈 일이다. ‘만국공원(萬國公
園)21)의 ｢라우드 · 스피커｣는 / ｢쁘람-쓰｣처럼 매우 슲읍니다.’라는 구절에는 저

간의 사정을 꿰뚫은 시인 김기림의 안타까운 시선이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잠은 언젠가 깨기 마련이다. 깨고 나서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의 충격
과 혼돈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꽃은커녕 별도 없는｢뻰취｣에서는 / 꿈들이 바람
에 흔들려 소스라처깨엇습니다.’라는 구절에서 김기림은 서구식 근대화가 가져
온 이와 같은 몽혼적, 마취적 효과가 낳을 부작용들에 대해 미리 경계했다. 안팎
의 주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계 내에 거주하는 서양인들의 저택, 꽃이 만발
하고 별이 흐르는(‘꽃속에누어서 별에게 안겨서’) 화원(花園)22)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활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허용될
리 없었다.23)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공황기가 오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상
당수의 봉급생활자들,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공원 내의 벤치 등에서 노숙
21) 조계 내에 조성된 서양식 공원을 원래의 정식 명칭, 고유 명칭 대신 흔히 ‘만국공원’이라
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일하다. 난징조약(1842)에 따른 개항
이후, 중국 내의 조계 등을 중심으로 상해와 산동성 청도, 강서성 여산, 호북성 무한 등에
외국인을 위한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를 현지인들이 편의상 만국공원이라고 부른 것이
시초인 듯하다(조우성, ｢만국의 부활｣, 뺷인천일보뺸, 2007. 6. 19 참조.).
이 경우 ‘만국’이란 동양적인 시각에서의 ‘세계 모든 나라’, 혹은 ‘국제’라는 의미를 지닌
다. 또한 ‘만국공법’에서 보듯, 이러한 용어는 일종의 보편성, 즉 서구적인 판단 기준에
입각한 근대 보편주의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22) 당시 조계 내 서양인들의 주거 지역 내에 건설된 정원이 딸린 서구식 저택을 ‘화원’이라
불렀다. 이들 ‘화원’은 조계 내 주택가인 남경로와 회해로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김희곤, ｢19세기말 〜 20세기 전반, 한국인의 눈으로 본 상해｣, 뺷지방사와 지방문화뺸, 9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06. 5, pp.271-272.
23) “아빠, 우리도 상해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

｢기상도｣에 나타난 제국주의 비판과 근대문명의 말기적 혼란상 165

하며 지내야 하는 딱한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24)
화려한 서구식 생활에 대한 동경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김기림은
‘｢하이칼라｣한 ｢쌘드윗치｣의 꿈. / 탐욕(貪慾)한 ｢삐-프스테잌｣의 꿈 / 건방진
｢햄․살라드｣의 꿈.’과 ‘비겁한 강낭죽의 꿈.’의 대비를 통해 비유한다. 문자 그대

로 그런 생활은 노숙인들에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대공황 이후로는 그
런 막연한 꿈마저도 언감생심 바랄 바가 못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맛본
달콤함은 쉽사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동경과 억압 사이, 이 둘 사이를
흐르는 내면의 묘한 긴장감은 시일이 지나고 나서도 점점 더 확대된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 김기림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몰고 온 변화가 애초의 기
대나 예상과는 달리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하려한 듯이 보인다. 서양인
들과 소수의 자본가, 고용주들은 근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계층
을 형성하며 지배자로, 주인25)으로 군림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양인과 노동

상해 조계에서의 화려한 서구식 근대 생활 방식을 동경하는 철없는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와 이를 듣는 아버지의 난감한 모습을 담은 당시의 풍자화(吳健熙․田一平 編, 위의
책, p.32에서 재인용).

24) 조계 내의 공원에 중국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앞서의 조칙은 장개석 휘하의 국민당 군이
북벌에 성공(1927)한 이후인 1928년, 조계 공부국의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낙민, ｢‘동양의 런던’, 근대 해항도시 상해의 도시 이미지
– 공공 조계를 중심으로｣, 뺷동북아문화연구뺸 38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3, p.302
참조).
따라서 김기림이 ｢기상도｣를 발표한 1935년 무렵에는 중국인들 역시 자유롭게 조계 내의
공원에 출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대공황이 닥치자 이들 공원이 길거리의 부랑자와 노숙
인들의 차지가 되어버린 점에 있다.
25) ｢기상도｣에서 김기림은 서구식 근대화가 낳은 이러한 새로운 지배계층을 ‘나리’(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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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고용인들은 다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피지
배층으로 자리매김될 뿐이다. 그들이 가진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누리는 권력
과 그들 가족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의 궁핍한 신세를 한
탄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리사 내게는 꿈꾼죄밖에는 없습니다. / 식당(食堂)의 문전(門前)에는 / 천

만에 천만에 간일이라곤 없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잠재되어 있다.
그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주인을 받드는 충실한 하인으로, 사회의 하층민으로 주
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것뿐이다.26) 조계를 중심으로 한 근대
화와 사회 발전, 그 외면적 화려함 이면에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된 자본주의적
계층 질서와, 그로 인해 고착화된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다.27)

2) 지배자의 언어와 폭로된 양면성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는 자신 이외의 지역들을 철저하게 타자화하면서 스
스로의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때론 무력으로, 때론 회유와 협박을 동원하여 타자
를 지배하고 정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배하게 된 타자에게 자신이 만든
이데올로기와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이때 주입되었던 것들은 대부분 노예의 도덕이었다. 그런 규칙들은 표면적으
로 공명정대하고 가치중립적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냉철하게 따져 보
면 원천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설계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강자의 시
각과 기준에 맞추어 약자인 타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됨으로써, 지배 관계의 정
당화를 뒷받침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다.28) 김기림은 제국주의가 갖는 이런 이중
<자최>), 혹은 ‘마님’(제2부 <시민 행렬>)이라고 비꼬듯 표현하고 있다.
26) 이러한 당시 조계 내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 리어우판은 ‘유럽의 식민 시스템이 갖춰
져 있는 도시 속에서 굽실거리는 신민처럼’ 생활해야 했다고 기술한다.
리어우판, 앞의 책, p.486.
27) 조계 설치 이후 상해의 지역별 공간 분화와 계층 분화에 대해서는 이병인, 뺷근대 상해의
민간단체와 국가뺸, 창비, 2006, pp.45-51 참조.
28) 불평등조약으로 인한 문호 개방 과정에서 강자의 논리가 약자인 타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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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런 양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를 고발하고자 했다.
혹은 아모러치도 아니한 ｢이늠｣소리와 바꾼 증권(證券)들우에서
붉은 수염이 쓰게 웃엇다.
(｢워싱톤은 가르치기를 정직(正直)하여라｣)
--- 제4부 <자최> 부분
｢녹크도 없는 손님은 누구냐?｣
｢………………｣
｢대답이없는 놈은 누구냐?｣
｢………………｣
｢예의(禮儀)는 지켜야 할것이다｣
--- 제4부 <자최> 부분

정직과 예의는 물론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인용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따로 있다. 그것은 사뭇
은 굴절된 무의식적 내면화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른바 만국공법이라
는 명칭으로 통용되며 조약 당사국들 간의 불평등과 종속적 관계의 문제점을 교묘히 은
폐하게 만든 근대적 식민주의(제국주의)의 모순을 지적한 고모리 요이치의 논의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고모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동양 각국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에게
‘식민지적 무의식’을 스스로 자기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다가왔음을 지적하며 그 폐해에
대해 지적한다.
고모리 요이치, 뺷포스트 콜로니얼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뺸, 송태욱 역,
삼인, 2002, pp.17-63 참조.

헨리 휘턴의 뺷국제법 원리뺸의 중국어 번역본 뺷만국공법뺸의 표지. U. C. Berkeley 동아시
아 도서관 소장.
리디아 류, 뺷충돌하는 제국뺸, 차태근 역, 글항아리, 2016, p.2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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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다. 마치 겁먹은 어린 학생을 다그치듯이 도도하고 위압
적인 어조로 ‘정직’과 ‘예의’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강요의 목소리는 어
딘지 그 자신의 정직이나 예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고했다는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의 일화
는 미국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 진출했던 서구 열강들
이 과연 이처럼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는 의문이다. 아편전쟁29)을 일으킨
경위부터가 양심이나 정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
고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남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서도 적반
하장 식으로 큰소리치며 뻔뻔하게 배상금까지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는 스스로
는 ‘아모러치도 아니한’ 듯이 안하무인처럼 행동했다.30)
‘예의’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이 동양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제국주의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크’ 따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
았다. 함포와 총칼을 앞세워 위협하며 문호 개방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는 굴욕적인 조건들을 담은 조약문이란 것을 들이밀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
29) 제1, 2차 아편 전쟁 당시 영국군의 진군도 (http://study.zum.com/book/12725)

30) 이러한 해석과 함께, ‘아모러치도 아니한 ｢이늠｣소리와 바꾼 증권(證券)들’이라는 구절에
서 당시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위조증권, 위조지폐 사
건들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패권국가 미국의 최고액권인 100달러
지폐에 정직을 유달리 강조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
서, 이러한 위폐 사건을 배경으로 자본주의 지배질서 하에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치보
다도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태
를 비꼰 구절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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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요했다. 요컨대 애초부터 상호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교섭과
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내세울 명분도, 그렇다고 스스로는 지킬 의지도 없는 규범을 타인에게만 도발
적으로 강요하는 어투 --- 그것은 분명 힘으로 밀어붙이고 권위로 찍어 누르려
는 자의 행태다.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는 향후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 그리고 그에 따른 이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허울 좋은 수단에 불과하다.
지식의 세계 또한 왜곡되어 있긴 마찬가지였다. 근대는 서양의 학문과 지식이
본격적으로 동양에 수입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유입된 서구
의 지식과 학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도들은 분명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도움
을 주었다. 이처럼 그것은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긴 했지만, 또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엉뚱한 방식으로 변질되거나 오, 남용될 가능성도 있었다. 시대가 어지럽
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이런 경향은 노골화되었다. 학문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한 얄팍한 지식과 술수만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도서관(圖書館)에서는
사람들은 걱꾸로서는 ｢쏘크라테쓰｣를 박수(拍手)합니다.
생도(生徒)들은 ｢헤―겔｣의 서투른 산술(算術)에 아주탄복(歎服)합니다.
어저께의동지(同志)를 강변(江邊)으로 보내기위하야
자못변화자재(變化自在)한 형법상(刑法上)의조건(條件)이 조사(調査)됩니다.
교수(敎授)는 지전(紙錢)우에 인쇄(印刷)된 박사논문(博士論文)을 낭독(朗讀)합
니다.
--- 제4부 <자최> 부분

위에 제시된 ‘소크라테스’와 ‘헤겔’은 각각 고대와 근대에 있어 서구 지성의 대
명사다. 그런데 이들로 대표되는 서구 사상과 논리는 당대에 이르러 상당 부분
왜곡 편집되어 전달되었다.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래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이,
거기서 파생된 질 낮은 세상살이의 꼼수와 편법만이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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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걱꾸로서는 ｢쏘크라테쓰｣를 박수(拍手)합니다. / 생도(生徒)들은 ｢헤―
겔｣의 서투른 산술(算術)에 아주탄복(歎服)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유의 저급한 지식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기도 했다. 음모와 배신, 불법과 탈법적인 행위조차
가 학문적 권위와 제도에 편승하여 마치 규정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되기 일쑤였다(‘어저께의동지(同志)를 강변(江邊)으로 보내기
위하야 / 자못변화자재(變化自在)한 형법상(刑法上)의조건(條件)이 조사(調査)
됩니다.’31) / ‘교수(敎授)는 지전(紙錢)우에 인쇄(印刷)된 박사논문(博士論文)을
낭독(朗讀)합니다.’32)). 소위 ‘도구적 이성’의 폐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지
식과 학문의 영역에도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상황이 이즈음에 이르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선과 악, 진과 위조차 구분하기
가 곤란해진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걸 알게 된 순간 사람들은 지배자의 언어
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려 들지 않는다. 그것에 내재된 차별과 모순, 불
31) 이 구절은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적 야합과
그 뒤를 이은 숙청 사례를 연상케 한다. 숙청을 위한 법 적용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고무
줄처럼 제멋대로 적용되었음은 물론이다.
32) 실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큰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당시 조선 내 언론에까
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나가사키 의대에서 벌어진 박사학위 매매 사건은 그 대표
적인 예다.
아래는 당시의 사건을 다루었던 조선 내 언론의 보도 기사들이다.
｢학위 논문의 대 의옥(疑獄) 장기(長崎)의대 교수 등 8 의학 박사 인치(引致)｣, 뺷동아일
보뺸, 1933. 12. 14.
｢學位論文問題から長崎醫大に疑獄, 敎授, 醫博ら引致され中數名は强制收容｣, 뺷조선
신문뺸, 1933. 12. 14.
｢학계의 추문 정체 – 현금 오천 원씩 받고 박사학위를 매끽(賣喫)｣, 뺷동아일보뺸, 1933.
12. 15.
｢박사 논문을 돈 밧고 통과시긴 장기 의대의 의옥 사건 - <박사>란 자(者) 다수 인치(引
致)｣, 뺷조선중앙일보뺸, 1933. 12. 15.
｢박사 매매 방지 학위령 개정 - 당국이 고려중이라고｣, 뺷조선중앙일보뺸, 1933. 12. 18.
｢장기(長崎)의대 사건 확대. 의박(醫博) 8명을 수용(收容) - 학장은 학내 숙청 방침｣, 뺷조
선일보뺸, 1933. 12. 20.
｢장기(長崎)의대 교수 총사직 – 박사 논문 매매 책임을 지고｣, 뺷조선중앙일보뺸, 193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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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를 깨닫게 된 까닭이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김기림은 그런 사실들을
강조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억깨가 떨어진 ｢말코보로｣의 동상(銅像)33)이 혼자
네거리의 복판에 가로 서서
군중(群衆)을 호령(號令)하고 싶으나
목아지가 없습니다.
--- 제4부 <자최> 부분

3) 무질서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
사람들은 근대가 정착되면 모든 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행되리라고 믿
었다. 무질서와 불법은 사라지고, 관행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편법이나 탈법 또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근대 초기에 일부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인들이 사회가 한층 밝고 건전하게 개선되리
라는 기대감에 들떴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기대감은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기본적으
로 근대 자본주의란 제국주의적 욕망과 따로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까닭이
다.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제국주의의
본질이다. 남경조약(1842)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지
중국인에 대한 차별로만 그치지 않았다. 자본의 욕망은 제국주의적 침략의도와
결부하여 치외법권 지대인 조계 지역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도록 부추겼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매춘과 아편(또는 마약) 사업이다.
떨리는 조계선(租界線)에서
하도심심한 보초(步哨)는 한 불란서(佛蘭西)부인(婦人)을 멈춰세웟스나
어느새 그는 그여자(女子)의 ｢스카―트｣ 밑에 있었습니다.
｢베레｣ 그늘에서 취한입술이 박애주의자(博愛主義者)의
33) 당시 마르코 폴로의 동상은 텐진의 이탈리아 조계지 내에 위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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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슴을 웃엇습니다
붕산(硼酸)냄새에 얼빠진 화류가(花柳街)에는
매약회사(賣藥會社)의 광고지(廣告紙)들.
이지러진 ｢알미늄｣대야.
담배집 창고(倉庫)에서
썩은 고무냄새가 분향(焚香)을 피운다.
집웅을 베끼운 골목어구에서
쫓껴난 공자(孔子)님이 잉잉 울고섰다.
--- 제4부 <자최> 부분

위의 인용에 등장하는 ‘불란서 부인’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프랑스 귀부인을
지칭하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라면 조계를 지키는 ‘보초’34)가 함부로
불러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스커트를 들춘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황상 이는 조계 내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여 종업원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상해 조계는 댄스홀과 카바레, 술집, 사창가로 들썩였다. 당시 이들 퇴폐, 유흥업
소에는 중국인 등 동양계 뿐 아니라 서양인 종업원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대개
의 경우 이들은 러시아 혁명 이후 시베리아와 만주를 거쳐 들어온 백계 러시아
인들이었다.35) 다만 동양인의 눈으로 볼 때 외견상 이들을 미국이나 영국, 프랑
스에서 건너온 이들과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문제는 이들 여 종업원 가운데 상당수가 매춘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다.36) 쉽게 말해서 이들이 사실상의 매춘부37)였던 만큼, 조계의 출입을 관할하
34) 당시 조계 내 경찰을 ‘순포(巡捕)’라고 불렀다. 책임자급이 주로 서구인이었던 데 반해,
이들 순포는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 인종이나 제복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공공조계의 순
포들은 주로 중국인이나 인도인들이었고, 프랑스조계의 순포는 베트남인들이 주류를 이
루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초라 함은 직접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순포를 이름인데,
이들이 불란서 귀부인을 함부로 불러 세워 찝쩍거린다는 것은 사정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문면 상 ‘베레’ 모자를 쓴 ‘박애주의자’로 설정된 점으로 미루어 김기림은
프랑스 경찰이 직접 경비를 서는 것으로 알았던 듯하다.
조계 내 순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희곤, 앞의 글, p.274 참조.
35) 리어우판, 앞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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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초들로서도 만만하게 보았을 것이다. 은근슬쩍 스커트를 들추고 수작을 거
는 일쯤은 다반사였을 테고, 그보다도 더한 경우들도 심심찮게 벌어졌다.38) 그
러므로 이런 전후 사정상 이들 여 종업원들이 조계 내에 출입하면서 보초를 마
주쳤을 때 ‘떨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조계의 치안을 책임지는 공부국과 경찰서는 이들의 매춘업을 단속하기는커녕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었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매춘업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성 착취와 미성년자 고용 등에

당시 상해 조계 내에 위치했던 유명 나이트클럽인 ‘파라마운트 홀(Paramount Hall)’의 무
대 공연 장면(1937). 전원 백인 여성들로 이루어진 댄서들이 반라의 의상으로 공연하고
있다.
Photograph courtesy of Vera Lower.
Paul French, City of Devils – The two men who ruled the underground of old
Shanghai, Picador, 2018, 책 중간 화보쪽에서 재인용.

36) 당시 상해의 댄스홀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한 프레드릭 웨이크만의 경우 1930년대 말경
상해에는 대략 2천 5백에서 5천 명의 댄서가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백계 러시아
출신임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 60퍼센트는 자신을 직업적인 매춘부로 인식하
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적시하고 있다.
Fredric Wakeman Jr., Policing Shanhai, 1927-1937, Univ. of California Press, 1995, p.
108(리어우판, 앞의 책, p.67에서 재인용).
37) 이들 매춘부를 현지 속어로 ‘얘지(野鷄)’라고 불렀다. 이들 얘지 가운데는 조선 출신도
있었는데, 소설가 김광주는 후에 상해 체류 시절 그가 보고 들은 조선인 매춘부의 이야기
에 바탕을 두고 소설을 써서 발표했던 바, 이때 그가 쓴 소설이 ｢야계(野鷄) - 이뿐이의
편지｣(뺷조선문학뺸 속간 4호, 1936. 9)이다.
38) 일례로, 당시 상해의 유명 댄스홀에 출입하던 조선 출신의 무희(댄서)를 두고 독일인 유
부남 사업가와 조계 경찰 간부인 영국인 청년 사이의 삼각관계로 인해 빚어진 치정 살인
극은 당시 중국은 물론 조선 내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에 대한 조선 내 언론 보도는 ｢국제 삼각애의 비극｣, 뺷동아일보뺸, 1934. 8. 22 / 강성구,
｢상해 이역에 전개된 국제 삼각애의 혈제(血祭) - 이상산 양의 비련의 진상(眞相)｣, 뺷개
벽뺸 신간 제2호, 1934.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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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권 문제, 성병의 확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도 이
시절 조계를 중심으로 매춘 여성에 대한 세금(花捐)이 공공연하게 부과, 징수되
었으며, 성병의 만연으로 인해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에는 치료를 위한 약품 선
전이 일상화되었을 정도였다.39) 위에서 김기림이 ‘붕산(硼酸)40)냄새에 얼빠진
화류가(花柳街)에는 / 매약회사(賣藥會社)의 광고지(廣告紙)들. / 이지러진 ｢알
미늄｣대야.’라고 묘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편과 마약의 만연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
이 통관이 허락된 인도와 중동산 아편은 조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져 중국
사회를 뿌리부터 좀먹었다. 아편 수출입과 판매로 인한 수익이 워낙 막대했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까닭이다.41) 이후 중국 정부의 항의와
39) 신규환, ｢근대 중국의 성병 기원 논쟁과 성병 통제 : 20세기 전반 상해와 북경을 중심으로
｣, 뺷의사학뺸 제16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07. 6, p.17.
40) 일종의 항균 보존제인 붕산은 이 당시 피임과 더불어 임질 등의 성병 치료를 위한 값싼
매약 제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발명 임병(淋病) 치료 방법 (속)｣, 뺷대학학회월보뺸 제8호, 1908. 10.
/ ｢산아 조절의 의의와 현세 – 동광대학 제7강 사회문제 편｣, 뺷동광뺸, 제25호, 1931. 9
참조.
41) 아편을 처음 중국에 들여오게 된 계기는 19세기 말 영국을 중심으로 중국차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면서부터이다. 당시 무역결제 수단으로 청나라 정부는 서방에 은을 요구하였
는데,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은 유출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했다.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
하자 이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인도와 중동 등지에서 재배
한 아편을 중국에 내다팔기 시작했다. 아편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청나라 정부는 뒤늦게
아편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그러자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킨 영국과 프랑스 등은
청나라 군과 싸워 이김으로써 중국내 아편 판매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었다. 그 결과 중국
내 아편의 만연이 최고조에 이른 1929-1933년 사이에 공식적인 중독자만 8000만 명에
이르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물론 그 사이에 중국 내 자정 노력(1906년
아편금지령 발동, 1909년 상해국제아편회의 개최 등)과 서양 각국과의 협의(1907년 중영
아편금지 조약 등)를 통해 아편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으
나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이유는 아편 수입과 판매에 따른 이익금이 워낙
막대했던 탓이다. 그리하여 이후로도 서구 각국은 조계를 중심으로 아편 밀매를 음성적
으로 부추겼다. 한편, 만주 사변 이후 중국 진출을 노리던 일본 재벌 기업들(미쓰이, 미쯔
비시)과 일본 군부 역시 아편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자사 이익과 침략전쟁을
위한 군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맞섰던 중국 각지의 군벌들 역시 군비
조달과 자신들의 세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아편 밀매에 동참했다. 또한 조계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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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자정 노력에 따라 아편 수입에 제동이 걸리자 그 대안으로 모르핀이
나 헤로인 등의 마약류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계 당국은 치외법
권과 영사재판권이라는 보호막을 활용하여 이들 사업을 뒤에서 밀어주기까지
했다.42)
이러한 사실들에서 보듯 조계에서의 아편과 마약 사업은 제국주의의 이중성
과 양면성을 그대로 노출한 가장 악질적인 사례에 속했다. 자국 내에서는 단순
소지조차도 중대 범죄로 취급하여 강력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를 타국에서, 그것
도 조계 운영과 침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극히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비난받
아 마땅한 것이었다.43)
김기림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위의 인용에 등장하는 ‘담배집’이란 통상적
인 의미에서의 담배 가게가 아니다. 아편 판매, 또는 아편 흡연과 관련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44) 아편은 주로 흡연의 형태로 소비되었으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범죄조직(상해 청방(靑幇) 등) 역시 그들의 활동 자금으로
아편의 수입과 유통에 나서는 등, 당시 중국 내 아편 유통은 거의 모든 국내외 세력과
이들과 연계된 상하의 조직들이 관여한 국제적인 범죄였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박강, 뺷아편과 20세기 중국뺸, 선인, 2010 및 박강, 뺷20세기 전
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뺸, 선인, 2008 참조.

42) 조계 당국은 아편 수입과 판매에 관한 허가권과 아편 영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을
주요 세원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아편 밀수로 인해 중국 관헌에 발각된다 하더라도
영사재판권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 신분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17년 이후 공식적인 아편 무역은 금지되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조계 내 아편 판매나
흡연에 따른 처벌은 없었다. 중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편과 관련된 내국인(중
국인)이 조계 지역을 벗어나는 때를 기다려 체포하는 것뿐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강, 앞의 책, 2010, pp.74-84.
43) 이러한 이중성은 일본이 자국 및 식민지인 조선에서의 엄격한 금연 정책을 통해 아편
흡연 인구가 거의 없었던 점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식민지인 조선과 일본의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만주국은 한때 중동산 아편의 수입과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 대체지인 아편생
산지로써 활용된 바 있다.
박강, 앞의 책, 2008, pp.47-51 참조.
44) 중국 내 아편 문제에 대한 김기림의 문제의식은 일찍이 ｢대중화민국 행진곡｣(뺷조선일보뺸
1934. 1. 4)에서 일차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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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런 까닭에 당시 중국 내에서 아편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건 ‘담배’, 즉 ‘연
(煙)’으로 통했다.45) 조계를 중심으로 한 아편 소비가 얼마나 성행하였던지, 상

해에 “토점(=煙土店, 아편 판매점)은 쌀집보다 많으며, 연관(煙館, 아편 흡연 장
소)은 밥집보다 많다.”46)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 당시 상해는 세계 최대의
아편 수입항이었으며, 동시에 최대의 전출항이자 소비지였다.47) 그와 함께 조계
내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연관까지 등장하면서48) 아편 소비와 흡연을 더욱
부추겼다. 그러므로 ‘담배집 창고(倉庫)에서 / 썩은 고무냄새가 분향(焚香)을 피
운다.’라고 한 것은 중국 내에서의 이처럼 심각한 아편 문제를 꼬집은 대목으로
해석된다.49)
45) 연관(煙館, 아편 흡연 장소), 연토행(煙土行, 아편 판매점), 연창(煙槍, 아편 흡연용 파이
프), 연등(煙燈, 아편 흡연용 램프), 연천(煙扦, 연창용 꼬챙이) 등 아편과 관련된 거의 모
든 용어에 연(煙)자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조(淸朝) 말기, 호화로운 연관에서 아편 흡입을 즐기는 내방객들을 그린 모습(좌,
http://book.sina.com.cn/nzt/his/yandudelishi/61.shtml)과 각종 아편흡입용 기구들(우,
http://www.sohu.com/a/196195579_488983)

46) 박강, 앞의 책, 2010, p.63에서 재인용.
47) 위의 책, p.64.
48) 대표적인 것이 상해의 프랑스 조계 내에 위치하였던 ‘면운각(眠雲閣)’과 ‘남성신(南誠信)’
이다. 면운각은 청아한 것으로 유명하고 남성신은 크고 넓은 것으로 유명했다. 이들 연관
의 화려함으로 인해 당시 “상해의 연관은 천하의 으뜸이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위의 책, pp.63-69 참조.
49) 여기 나오는 ‘썩은 고무냄새’를 아편을 태울 때 나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조계를 중심으로 만연한 심각한 아편 흡연과
소비 행태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당시 연관은 사교 장소
일 뿐만 아니라 휴식과 매춘, 도박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소였다. 자연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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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 번화하고 화려하기만 한 조계의 뒷모습은 이처럼 음습하기 짝이 없
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상해의 모습은 이곳을 악의 소굴로 비유
하기에 충분했다. ‘마도’란 말은 그런 상해의 어두운 이미지에 썩 잘 어울리는 명
칭이었다. 글자 그대로 상해는 서구 제국주의가 몰고 온 온갖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는, ‘마도(魔道)’50)로 가득 찬 ‘마도(魔都)’51)였다. 낮의 상해는 동양의 파
리지만, 밤의 상해는 영락없는 동양의 시카고였다.
도시의 진상은 밤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특성은 특히 상해에 잇서서 전형적일
것이다.
상해의 밤! 그야말로 백귀야행(百鬼夜行)의 일대 파노라마가 연출되는 것으로써
모든 사회악은 엇더한 다른 곳보담도 가장 심각하게 연출된다. 동양의 파리, 치카고
라 함에 부합하리만큼 향락, 범죄는 극단에서 극단에 흐른다.
범죄와 향악과는 범죄학자 로부소가 말한 것가치 향락은 법치를 이탈함에서 심화
되는 점에 잇서 법치 생활의 극히 완만한 상해는 이러한 점에 잇서 전 세계적으로
출입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할 경우에는 중독으로 인해 처자식까지 팔
아넘기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위의 책, pp.68-74 참조.

50) 중국 작가 스쩌춘(施蟄存)이 상해 뒷골목의 어두운 현실을 무의식의 몽환적이고 퇴폐적
인 분위기로 그린 작품 ｢마도(魔道)｣에 등장함.
施蟄存, ｢魔道｣, 뺷梅雨之夕뺸, 新中國書局, 1933.
51) 일본 작가 무라마츠 쇼우후(村松梢風)가 1923년 3월 상해를 방문한 후 느낀 감회를 바탕
으로 쓴 인상기 ｢마도(魔都)｣에서 연유함.
村松梢風, ｢魔都｣, 뺷魔都뺸, 小西書店, 1924(ゆまに書房, 2002 復刻本).

상해 방문 당시의 중국식 복색을 한 무라마츠 쇼우후(村松梢風)의 모습과 ‘마도(魔都)’
상해의 유래가 된 그의 소설집 뺷마도뺸의 속표지.
(http://www.yidianzixun.com/article/0J7Xq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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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된 도시이다. 공공연한 아편굴, 도박, 다면다모(多面多帽)의 매음굴, 야로(夜路)
도상(途上)의 무수한 야계(매음부), 경견(競犬), 무도(舞跳) 등, 이 요마(妖魔)의 도
시 상해의 암흑면을 상술함은 특히 서술할 기회를 가지려 이에 약(略)하거니와 ……
(하략)……52)

1930년대 초반 상해를 방문했던 한 조선 지식인의 소회를 담은 기행문이다.

그는 이런 상해의 양면성을 너무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가 명민했다
기보다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타지 사람이 보기에도 낮과 밤에 펼쳐진 상해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대비되었던 탓일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친 상해의
밤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요 무법천지였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
라였다. 수천 년 역사에 걸맞은 어떤 율법이나 예법도, 기본적인 윤리 도덕조차
도, 그곳에는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김기림의 표현처럼 그곳에서 ‘공자님’은 일찌감치 ‘집웅을 베끼운’ 채 ‘쫓겨’났
던 것이다.

4) ‘나부터 살고보자’ : 전란의 발생과 위기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조계와 그 주변의 지역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난마와도 같이 얽혀 있어, 언
제든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태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실제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32년 1월 28일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벌어졌던 ‘상해사변’이다.53) 조계
52) 홍양명, ｢양자강반에 서서｣, 뺷삼천리뺸 제15호, 삼천리사, 1931. 5, p.13.
53) 당시 상해사변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만주 진출에 따른 열강의 거부감과 관심을 다
른 데로 돌리기 위한 일본 군부의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
을 얻고 있다. 실제로 상해사변이 발발하자 이 지역에 진출한 열강들은 경제적으로 막대
한 피해를 입게 된다.
“만주를 완전히 장악한 관동군은 새로운 괴뢰국가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제연맹
에서 리턴 백작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 조사단의 파견을 결정하자 일단 중국과 국제사회
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가장 적당한 곳이 바로 상하이였다. 상하이
에는 열강들의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다.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액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5억 3천4백만 원)이었고, 다음이 일본(3억 8천만 원), 미국(1억 6천3백만 원),
프랑스(1억 3백만 원) 순이었다. 수출입 규모에서도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훨씬 능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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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생긴 한 자그마한 사건을 기화로 해서 빚어진 이 사태는 자칫 중일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양국군의 무력 충돌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되었으며54), 사태가 가까스로 진정되
기까지 수차례의 교전과 긴장된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다.
김기림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은 이를 염두에 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自動車)가 돌을차고 너머진다.
전차(電車)가 개울에 쓸어진다.
｢삘딩｣의 숲속
네거리의 골작에 몰켜든 검은 대가리들의 하수도(下水道).
멱처럼 허우적이는 가―느다란팔들.
구원(救援)대신에 허공(虛空)을 부짭는 지치인노력(努力).
흔들리우는 억개의 물결.
불자동차(自動車)의
날랜 ｢사이렌｣의날이
선듯 무딘 동란(動亂)을 갈르고 지나갓다.
입마다 불낄을 뽑는
마천루(摩天樓)의 턱을 어르맍이는 분수(噴水)의 바알55).
다. 만약 상하이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과 국제 사회의 이목이 그쪽에 쏠려 만주에
서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리라고 계산하였다.”
권성욱, 뺷중일전쟁뺸, 미지북스, 2015, pp.70-71.

54) 이 기간 중에 상해 곳곳은 일본군의 집중 포격과 공습, 그리고 그에 맞선 중국군의 항전
으로 인해 초토화되다시피 하였으며, 인명 피해 역시 엄청났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상해 중심에 위치한 갑북 지역의 청운로와 보흥로 일대, 그리고 강만과 소장묘
일대의 건물과 가옥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어 폐허화되었고, 양국 군 합쳐서 4천 5백명
가량이 희생되고 8천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반 시민들이 입은 피해 또한 상당
했다. 일반인 사망자 약 1만 1천명, 행방불명자 5천 4백여 명, 부상자 4천 3백여 명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문당편집실 편, 뺷다큐멘터리 중국현대사․2뺸, 서문당, 2014,
pp.316-335 참조.
55) 이 단어는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의미의 ‘발’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비슷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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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라디오․삐―큰｣에 걸린
비행기(飛行機)의 부러진 죽지.
골작을 거꾸로 자빠저 흘으는 비석(碑石)의 폭포(瀑布).
--- 제4부 <자최> 부분
날마다 갈리는 공사(公使)의행렬(行列)
승마구락부(乘馬俱樂部)의 말밥굽 소리
｢홀｣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자동차(自動車)의 고무바퀴들
묵서가행(墨西哥行)의 ｢쿠리｣들의 ｢투레기｣56)
자못가벼운 두쌍의｢키드｣57)와｢하이힐｣
몇개의 세대(世代)가 뒤섞기어 밟고간 해안(海岸)의가도(街道)는
깨여진 벽돌쪼각과
부서진 유리쪼각에 어더맞어서
꼬부라저 자빠저있다.
--- 제4부 <자최> 부분

인용된 대목들은 사변 당시의 긴박한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 전투는 자못
격렬했다. 함대와 비행기까지 동원된 포격전은 애초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듯 보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남경정부의 지시에 따
라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한 치 양보도 없는 교전이 한동안 이
기에 같은 형태로 쓰인 구체적인 용례들은 다음과 같다.
“수다한 여편네 두 사람의 이같이 수작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발을 또 옴겨 다른
가마곁으로 가서 가마 앞에 친 바알을 처들고는 또 수다를 피운다.” (김기진, ｢심야의 태
양｣ 연재 11편, 뺷동아일보뺸, 1934. 5. 15. 강조 – 인용자)
“모기불이 모락모락 피어 올은다. 바알 새이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 “웬 별은 저리도 만히
낫는가?” 새벽은 웃 문지방에까지 올라왓다.” (김동규, ｢도피｣ 연재 15편, 뺷동아일보뺸,
1940. 3. 3. 강조 – 인용자)

56) ‘투레기’란 일반적으로 자투리 천을 이어 만든 누더기 옷을 일컫는 함경도 방언으로 알려
져 있다. 다만 시집 뺷기상도뺸에서 김기림이 ｢ ｣ 속에 넣어 표기한 단어와 구절들은 각기
외래어나 직접 대화 문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방언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
지 않나 생각된다.
57) 여기 사용된 ‘키드’는 ‘kidskin’, 즉 고급 가죽제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새끼 염소의 가죽이
아닌가 한다. 전후 문맥으로 보아 남성용 고급 구두를 지시하기 위한 용어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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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특히 이 지역에 조성된 일본인묘지 부근에서 벌어진 양측의 공방은 상
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58)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무더기로 쓸려나가는 가운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하
나도 없는 듯했다. 평소 같으면 느긋하게 환락에 몸을 맡기며 여유를 부렸던 이
들조차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 희생되었다. 혼돈과 무질서만이 난무했고, 누가 나서더라도 사태를 진정시
킬 수 없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임명받아 부임하던 각국 ‘공사’들의 행렬이나, 평소 같으면
사교와 연애를 위해 한껏 멋 부린 채로 경마클럽(‘승마구락부’)59)으로, 댄스 ‘홀’
로 향하던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질 않는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여 배를 타고 멀리 중남미 멕시코로까지 떠나야 했던 육체노동자
(‘쿠리’60))들의 슬픈 사연과 애환61)같은 것도 이제는 옛일이 되어버렸다. 그 모
58) 당시 일본인 묘지는 상해 거주 일본인 밀집지역인 갑북(閘北)의 육삼(六三)화원 인근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에서 치열했던 교전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묘지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다. 위의 인용 시에서 김기
림이 ‘골작을 거꾸로 자빠저 흘으는 비석(碑石)의 폭포(瀑布)’라고 표현한 대목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상해 일본인 묘지 근처에서 벌어진 교전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조할 것.
｢일본인 묘지를 완전히 점령｣, 뺷동아일보뺸, 1932. 2. 6.
｢태전(太田)○대(隊) 진격, 일본인 묘지 탈회(奪回)｣, 뺷동아일보뺸, 1932. 3. 1.
｢太田○隊 日本人墓地奪回｣, 뺷조선신문뺸, 1932. 3. 1.
｢日本人墓地占領, 艦隊司令部發表｣, 뺷조선신문뺸, 1932. 3. 1.
｢태전(太田)○대(隊)가 일본인 묘지 탈회(奪回)｣, 뺷조선일보뺸, 1932. 3. 2.
｢일본 육전대 도하(渡河) 결행｣, 뺷동아일보뺸, 1932. 3. 2.
59) 고급 사교의 장으로서의 경마클럽의 기능에 대해서는 최민식, 앞의 글, p.309 참조. 이
경우 여성과 중국인의 가입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
용된 경마장의 경우에는 도박을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기에(이 점에 대해서는 리어
우판, 앞의 책, p.77 참조.), 고급계층의 사교장인 경마클럽과는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
60) ‘쿨리(coolie, 苦力)’란 본래 유럽제국들이 중남미나 아시아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 노동력
을 위해 강제로 이주시킨 아시아인들, 특히 중국인이나 인도인 비숙련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주로 중국이나 인도 출신의 하층 비숙련 노동인력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굳
어지게 되었다. 흑인 노예제와 노예무역이 금지된 이래로 이들의 존재를 대체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중국과 인도 내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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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들은 전쟁과도 같은 급박한 상황 전개 속에서 한꺼번에 휩쓸려 날아갔다.
그들의 흔적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전란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의 잔해와 파편들
(‘깨여진 벽돌쪼각과 / 부서진 유리쪼각’)만이 사방에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런 위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단순 개인주의를 넘어선,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적 이기심을 표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남이야 죽건 말건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만 무사하면 그뿐이며, 용케 위기 상황을 모면한 다
음에는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
신과 관련되는 서류와 기록들부터 잘 챙겨두어야 한다.
｢소집령(召集令)도 끝나기전에 호적부(戶籍簿)를 어쩐담｣
｢그보다도 필요(必要)한 납세부(納稅簿)｣
｢그보다도 봉급표(俸給表)를｣
하층 노동계층이다. 그런 만큼 이들 인력의 모집이나 수송, 노동 조건 등은 거의 노예 노
동과 다를 바 없는 가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송출과정이나 현지 노동 현장에서 이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폭동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중국 내에서 1840
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쿨리들의 모집과 송출은 이후 제2차 아편전쟁 후인 1860년대
중․영 사이의 북경조약(제5조)에 의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다. 이로써 노예무역에
버금가는 ‘쿨리무역’이 합법화된 것이다.
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나미키 요리히사․이노우에 히로마사, 뺷아편전쟁과 중
화제국의 위기뺸, 김명수 역, 논형, 2017, pp.271-274 참조.

61) 은본위제인 지정은제를 채택한 청대 이래로 은의 주산지인 중남미, 특히 멕시코는 중국
인 쿨리들에게는 마지막 행선지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저임금의 가혹한 노동 조건 속에
서의 현장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멕시코에서도 한동안 환영받는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이 바뀐 것은 대공황이 본격화된 193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동방과의 교역에서 주
요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었던 은의 국제시장 가치가 추락하고, 이와 동시에 과거 중남미
지역에 대거 진출했던 중국인들로 인해 현지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멕시코
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을 가려낸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 쿨리를 대거 본국으로 추방하였
던 것이다. 이 사태는 양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바가 있다.
이때의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것.
｢묵(墨)․중(中) 국교 소격(疏隔) - 배중(排中) 운동 노골｣, 뺷동아일보뺸, 1931. 8. 31.
｢중국인 배척으로 묵․중 국교 빈위(瀕危) - 묵국 외상 성명 발표｣, 뺷매일신보뺸, 1931.
9. 1.
｢중국인 전부 철퇴 – 묵서가(墨西哥)와 국교 단절｣, 뺷동아일보뺸, 193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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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치만 출근부(出勤簿)는 없어지는게좋아｣
--- 제4부 ｢자최｣ 부분

위의 인용에서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제도화된 근대란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서류와 문서 작업들을 통한 근거 기록의 확보가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호적부’나 ‘납세부’, ‘봉급표’ ‘출근부’ 등은 근대적 개인이 개인으로서 사회에 자

리 잡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것의 실질적인 내
용보다도 이러한 형식 요건이 우선시된다. 이른바 관료제 하에서의 개인의 생활
과 그 이력은 출생에서부터 결혼과 취업, 승진, 은퇴,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공식화된 서류를 통해서 입증될 때에만 비로소 그 효력이 인
정된다.62) 즉, 서류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는 사회가 바로 근대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이 닥치자 너나 할 것 없이 관련 서류부터 챙기려 드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입증돼야 할 근거 기록들이 사라져버림으로 해서 행여 자신
이 당할지도 모를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절
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약삭빠르
게 저울질한다. “그러치만 출근부(出勤簿)는 없어지는게좋아”라는 말 속에는 그
러한 내면의 얄팍한 이기심을 비꼬려는 김기림 특유의 풍자적인 의도가 숨어있
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국주의적 모순이 집
약된 도시 상해에서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언제든 재발되
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기자실에서 이미 한 차례,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전
해 들었던 김기림에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런 아수라장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그의 예감은 정확히 적중했다. 1937년 7월, 그간 중국 내 각 지역에서 크
고 작은 충돌을 거듭하여왔던 중일 양국군은 마침내 전면전에 돌입하였다. 그와
62)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규제와 규율을 앞세우는 이러한 관료제적
인 특성은 철폐되기는커녕 점점 더 고착화, 조직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점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데이비드 그레이버, 뺷관료제 유토피아뺸, 김영배 역, 메디치, 201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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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대륙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던 국제도
시이자 제국주의 세력들의 전초기지였던 상해 또한 무사할 순 없었다. 지난 사
변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
었던 것이다.

4. 나오며 : 제국주의적 모순과 식민지적 혼란의 극복을 위하여
｢기상도｣의 제4부, <자최>의 주 무대가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배치된 열강

들의 조차지, 조계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당시 중국 내에서 가장 번화하고 흥
청거렸던 지역, 그리고 동시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난마와도 같이 얽혀 모든 것
이 뒤죽박죽인 채로 펼쳐진 곳이 조계다. 김기림은 이런 조계의 모습을 있는 그
대로 조명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했
다.
조계란 대륙 진출을 위해 마련된 교두보다. 열강들은 이곳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나아가 극대화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 부정행위조차를 마다하
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근대의 성립을 가져왔던 구성원들끼리의 존중과 이성적
판단, 윤리, 도덕 따위의 기준은 사실상 무시되었고,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호혜
평등의 원칙은 처음부터 부정되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 동양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근대화와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이곳에 왔노라고 이야기하곤 했
지만, 그런 설명은 단지 식민 지배와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허울 좋은
핑계 또는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김기림은 여기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중성과 양면성에 눈을 뜨게 된다. 그의
눈에 비친 당시 조계의 모습은 화려한 외양 속에 가려진 복마전이었다. 근대 자
본주의의 말기적 모순과 제국주의의 갖가지 병폐들이 한데 뒤섞여서 곪을 대로
곪은 상태였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까지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
러기 위해서는 곪은 부위가 어디인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
려낼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계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주요 사건은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가

｢기상도｣에 나타난 제국주의 비판과 근대문명의 말기적 혼란상 185

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의 구실을 한다. 상해사변은 그 좋은 예로 생각되었다. 그
는 이 사건이 미구에 닥칠 더 큰 참극의 전초전이며 예고편임을 직감했다. 그리
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원고지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옮겨 적어, 당대인들에
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장시 ｢기상도｣의 제4부 <자최>에 묘사된 내용들은 시대 상황에 대한 김기림
자신의 현실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조계를
중심으로 당대 열강들의 침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
져온 문제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은 다음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과 모순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위기적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닥쳐올지, 그리고 그 파장은 어디까지이며, 그들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그 나름의 견해와 맞닿아 있는 듯이 보인
다.
물론 이 단계에서 그는 아직까지 그 실질적인 대처법이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혈로를 뚫기 위한 그의 고민이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단계에서 그는 도리어 파국적 결말
의 도래를 선호했는지도 모른다. 곪은 것은 도려내거나 터뜨려버린 다음에야 근
본 치유가 가능한 법이다. 만일 이 같은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운명이라면
그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충격과 아픔을 감내하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문제를 덮고 회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이러한 그의 판단이 우리의 내면을 짓누
르고 있는 제국주의적 모순과 식민지적인 혼란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기 위한 모
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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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ticism of Imperialism and the Terminal Confusion of Modern
Civilization in the “Weather Map”
Kim, Youjoong
This article is written with the aim of tracking down the various aspects of
Western imperialism's invasion of the East and the terminal confusion that
produced in Kim Kirim's long poem "Weather Map(｢기상도｣)". Specifically,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tent presented in Chapter 4 of “Trace(<자최>)” of
“Weather Map” contains sharp criticism and satire on the concessions
(settlements) of Western powers that were established in China at the time.
Therefore, based on the precise historical evidences and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 wrote as follows. 1) the solidification of the dominant
and governed structures created by the gap between the longing for wonderful
modern Western life and poor reality, 2) the language of ruler and the
one-sided coercion towards others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unequal
relationships, 3) the world of disorder and illegality, overflowing with
prostitution and opium(or drugs), 4) Warnings for the upcoming war and the
causes and problems of confusion in a crisis situation. I found that he criticized
the reality in and outside of concession through these contents. Through these
critical perspectives, Kim Kirim attempted to accuse the concession as a blind
spot of civilization that clearly reflects the duality of imperialist powers and
the terminal contradiction of modern capitalism.
Keyword

Kim Kirim, Weather Map(｢기상도｣), concession(settlement), Huajie

(화계), imperialism, unfair treaty, garden(화원), prostitution, opium,
Shanghai battle(상해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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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과서 단원 분석과
수업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김 은 영 **․ 송 현 정 ***

국문요약

이 연구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
기 위하여 ‘한 권 읽기’와 관련된 교과서 단원 체제를 분석하고 수업 활동의 구성 요인을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그간의 읽기 교육에서 교과서 텍스트가 가진 일부 한계를 극복하고

자 하는 지향점으로서 한 학기 동안 한 편의 텍스트 전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생각을 나
누며 표현하는 통합적 독서 활동을 강조한다. 이러한 읽기 활동이 국어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
어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한 권 읽기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련 단원의 기본 구성 체제인 관련 영역,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 한 권 읽기의
교과서 반영 수준 및 학습 활동 전개 양상, 읽기 제재 목록과 도서 선정 방식 등을 비교․분석
하였고, 한 권 읽기 활동을 위한 수업 구성 요인으로서의 교수자, 학습자, 교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구성 요인들이 관계적으로 보이는 수업 활동 양상을, ‘과정 중심의 활동․기능과
영역의 통합 활동․모둠 독서 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한 권 읽기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
써 교육 현장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 요구되는 기반 내용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주제어

한 권 읽기, 영역 통합, 과정 중심, 도서 선정, 모둠 독서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대정중학교 교사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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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의 교육 내용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

는데, 읽기 영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교육과정 내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용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2015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히
수업 시간 내에 행해지는 ‘책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으며, 교수･
학습의 방향에도 밝히고 있듯이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것의 세부 내용으로 ‘한 학기에 한 권, 학년(군) 수준
과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 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고,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
인 독서 활동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1)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란 국어 수업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쓰는 통합적인 국어 수업임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독서 활동2)이라는
점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보편적인 진술이다. 여기에서
한 한기에 책 전체를 읽는다는 점, 정규 수업 시간에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동료와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글로 쓰는 등의 통합적인 활동
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어 수업 시간에
1) 2015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2015.09),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2)’ 중 ⑥.
2) 이 진술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정의한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2016:6)에서 제시되
었으며 많은 현장 교사들과 연구자들도 이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
를 따르되 진술 표현상으로는 ‘한 권 읽기’로 간략히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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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읽기는 수업 시수와 한정된 교과서 지면과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
려할 때 하나의 텍스트 전체를 읽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온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과서 내의 단편적
인 글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책 중심의 독서 습관 및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중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3)
학생들의 독서 현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독서 교육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최근의 독서 실태를 점검해 보면,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독서율은 90.7%로 52.1%의 성인보다는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만 19세 이상 성인 6천 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천 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인데, 성인의 경우 2017년 조사
보다 종이책 독서율과 독서량이 모두 감소한 반면 전자책 독서율과 독서량은 소
폭 증가하였다. 한편,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종이책 독서율은 90.7%, 독서량
은 32.4권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1.0% 포인트 감소했으나 독서량은
3.8권 증가하였다.4) 이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업 시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90.7
52.1

성인

학생전체

<그림 1> 2019년 우리나라 성인 및 학생들의 독서율 실태 (단위: %)

3) 이소라,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반영양상 연구｣,
제18권 제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p.808.
4)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문화체육관광부(2020.3.11.)가 발표한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192 한중인문학연구 69

전술하였듯이 보다 구체적이고 강조된 독서에 대한 논의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 교
수․학습 방법 등에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적인 읽기 활동으로 반영되는지도 고
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의 실제
적 반영과 수업에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물과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및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강조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고려하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한 권

읽기’의 관련 교과서 단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업에서 활동으로 구현되는
원리 및 수업의 구성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하여 한 권 읽기
수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활동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한 권 읽기 교과서 단원 분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수준의 교
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다.5)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권 읽기’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본고에서
는 연구 대상 범위를 2015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9종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6) 그리고 한 권 읽기 관련 단원들의 전체

체제를 이해하고 수업에서의 실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
5)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9종 교과서의 한 권 읽기 단원의 체제 및 구성 양상을 분석함으로
써 중학교 국어 교실에서 한 권 읽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 참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6) 교과서 단원 분석을 바탕으로 수업 활동 양상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2학년 수준의 한 학기에 집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 해당 교과서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교과서의 기호, 출판사, 대표 저자는 다음과 같다. ㉮(교학사, 남미영
외), ㉯(금성출판사, 류수열 외), ㉰(동아출판, 이은영 외), ㉱(미래엔, 신유식 외), ㉲(비상
교육, 김진수 외), ㉳(지학사, 이삼형 외), ㉴(창작과 비형, 이도영 외), ㉵(천재교육, 노미
숙 외), ㉶(천재교육, 박영목 외)이고, 교과서 분석에서 출판사 및 저자 이름을 모두 진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 기호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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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당 단원의 기본적인 구성, 학습 활동의 전개 양상, 한 권 읽기 제재의 목록
및 도서 선정 방식’을 비교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단원에서 보이는 형식과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단원의 기본 구성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대단원과 소단원, 그리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반영한
단원 또는 학습의 목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한 권 읽기
관련 단원의 기본적인 구성 체제에 대하여 단원명과 해당 분량 및 영역, 그리고
성취기준 및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한 권 읽기 단원명 및 관련 영역
㉮
㉯
㉰
㉱
㉲
㉳
㉴
㉵
㉶

1.
1.
1.
1.
1.
3.
1.
2.
1.

한 권 읽기 단원명(해당 분량)
설명, 참 쉽다 (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30~43쪽)
세상을 읽는다, 나에게 묻는다 (10~45쪽)
읽기의 즐거움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30~44쪽)
함께 보아요 (2)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10~63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 (2) 책 속 인물과 대화하기(54~59쪽)
생활 속의 문학 읽기(92~113쪽)
신나는 학교생활 (1) 읽기의 생활화(14~31쪽)
읽고 쓰는 즐거움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72~85쪽)
문학 작품의 재구성 (2) 모진소리(66~72쪽)

관련 영역
읽기,쓰기
읽기
읽기
문학
문학
읽기,문학
읽기,말하기
읽기,쓰기
문학

해당 단원의 대단원명과 한 권 읽기와 관련된 대단원 또는 소단원명은 위와
같은데, 대단원명만 진술한 것은 단원 전체가 한 권 읽기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
고 소단원까지 표시한 것은 해당 소단원명을 나타낸 것이다.7) 또한 단원의 국어
과 영역 관련성의 경우는, 7개 교과서가 읽기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문학
영역의 비중도 거의 절반의 비중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0% 정도
의 단원이 쓰기, 말하기, 문학 등과 함께 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 이에 대해서는 한 권 읽기 활동이 단원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가와 관련되는 반영
수준과 관련되므로 후술할 ‘2) 학습 활동 전개 양상’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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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 권 읽기와 관련된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의 교과서별 구체
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많은 교과서에서 ‘[9국02-10]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
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한 권 읽기 관련 주된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주요 성취기준으로서의 읽기 영역 이외에도 문학 관련 성취기준으
로 ‘[9국05-04]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
한다.’, ‘[9국05-08]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
상한다.’ 등이 있다. 그 외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
는 대화를 나눈다.’, ‘[9국02-04]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
다.’, ‘[9국03-02]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등 한
권 읽기가 읽기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읽기 영역에 말하기나 쓰기가 통합되어
의미 있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 권 읽기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

성취기준
[9국02-04]
[9국03-02]

㉯

[9국02-10]

㉰

[9국02-10]

㉱

[9국05-08]

㉳
㉴
㉵

[9국05-04]
[9국01-02]
[9국02-10]
[9국02-10]
[9국02-10]

㉶

[9국05-08]

㉲

학습 목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1.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2.책 한 권을 읽고,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1.책 속 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2.모둠별로 책을 선정하여 읽고, 책 읽기 경험을 나눌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으며 독서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갖춘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1.문학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2.시집 한 권을 읽으며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2) 학습 활동 전개 양상
한 권 읽기 해당 단원에 활동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는 교과서마다 상이한
데, 본고에서는 이를 한 권 읽기 활동의 해당 단원에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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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반영 수준이라는 것은 한 권 읽기 활동

이 교과서 해당 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나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지
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단원 전체 수준에 걸쳐서 반영되었는
가, 대단원의 부록에 안내되었는가, 소단원 전체 수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가,
소단원의 학습 활동 수준에 반영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네 가지 양상으로 분석
할 수 있다.8)
다음에서 교과서별로 한 권 읽기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참조하
면서 학습 활동이 단원에 반영되는 수준을 함께 다루어 제시하였다.
<표 3> 한 권 읽기 학습 활동 양상 및 반영 수준
㉮ (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 a-1 >
<활동1~3>
글의 내용 이해, 설명 방법 파악하기
모둠별로 ‘교과독서’를 할 책 한 권 선정하기
<활동4>
(1) 모둠 토의를 통해 교과 정하기, (2) ‘교과 독서’할 책 선정하고 선정 이유
발표하기, (3) 독서 계획 세우기, (4) 독서 일지 작성하며 책 읽기
㉯ 1. 세상을 읽는다, 나에게 묻는다 < A-B >
<활동1>
관련 글 읽고, 읽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
관련 글 읽고, 글에 담긴 정보와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하기. 관련 글 읽고, 우
<활동2>
리의 삶과 마음을 성찰하기
관련 글 읽고, 인간의 생활과 읽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관련 글 읽고, 읽기
<활동3>
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기, 자신의 읽기 생활을 점검해 보기
대단원 종합
우리의 읽기 생활 성찰하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보자
<활동1>
이번 학기 읽을 책 선정하기
<활동2>
이번 학기 읽을 책에서 얻고 싶은 점 적어보기
<활동3>
책을 읽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원하는 방법 선택하기
<활동4>
한 학기 동안의 독서 계획 작성하기
<활동5>
독서기록장 기록하기, ‘한 학기 독서 마라톤 그래프’에 읽은 분량 표시하기
<활동6>
독서 감상문 작성하여 발표하기

8)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대단원 전체에 반영된 경우는 대단원 전반이라는 의미로 ‘A-A’
로, 대단원 부록으로 반영된 경우는 대단원의 A와 부록의 B인 ‘A-B’로, 소단원 전체에
반영된 것은 소단원 전반이라는 의미로 ‘a-a’로, 소단원 1 또는 소단원 2의 학습 활동으로
반영된 경우는 ‘a-1’ 또는 ‘a-2’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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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a-2 >
<활동1~2>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알아보기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리하기
<활동 3>
자신만의 서재에 채우고 싶은 책 고르기와 그 까닭 정리하기
(2) 한 권 읽기의 생활화
<활동1>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 이야기하기
<활동2>
자신의 읽기 생활 점검하고 읽기 생활화의 방법 알아보기
<활동3>
짧은 글 읽고, 모둠별로 독서 대화하기
<활동4>
짧은 글 읽고, 관련된 책을 더 찾아 읽기
독서 동아리 활동하며 책 읽기
<활동5>
-독서 동아리 구성하기, 동아리 활동 계획 세우기, 동아리 활동 일지 작성하며
한 권 읽기, 동아리 결과물 정리하여 공유하기
창의융합
학급 도서 교환전 열기
㉱ (2)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 a-a >
<활동 1>
작품 감상 및 가치 생각하기
<활동 2>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하며 표현이나 형식의 차이 정리하기
<활동 3>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 살펴보기
함께 읽고 영상으로 재구성하기
<활동 4>
-모둠에서 영상으로 재구성할 작품을 정하고 독서 계획 세우기
<활동 5>
-모둠에서 선정한 소설을 읽고 독서 일지 작성하기
<활동 6>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감상하기
㉲ (2) 책 속 인물과 대화하기 < a-2 >
<활동1>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문학작품 고르기
<활동2>
등장인물에 집중하여 책 읽기
<활동3>
질문을 중심으로 모둠별 대화 통해 책읽기 경험 나누기
활동마당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메시지
㉳ 대단원 3. 생활 속의 문학 읽기 < A-A >
책 앞에서
<활동1>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보며 독서의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살펴보며 이번 학기 독서활동 알아보기
책 두드리기
<활동2>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 소개하고, 친구들이 소개한 책 중에서 읽고 싶은 책
골라 정리하기, 책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이번 학기에 읽을 책 선정하기
책 누리기
<활동3>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며 책 읽기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독서 일지 작성하기
책 나누기
-작성한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 자신이 읽은 책 소개하
<활동4>
는 책 표지 만들기, 완성한 책 표지 교실 벽면에 전시하고 평가하기, 독서 활동을
통해 관심이 생긴 책을 적어보고 독서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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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읽기의 생활화 < a-1 >
<활동1>
글쓴이의 독서 경험을 통해 책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깨닫기
<활동2>
요즘 나의 관심사 떠올려 보고 우리 모둠의 관심사 정하기
우리 모둠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 찾아보기
<활동3>
내가 고른 책 가운데 한 권 정하고 그 책을 고른 까닭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내가 고른 책 읽기,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구절이나 인상 깊은 내용 등을 붙임
<활동4>
쪽지에 적어보기
읽은 책의 내용을 모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들려준 내용을 표에 작성
<활동5>
하기
반 친구들과 모둠별 작은 책방 열기
-내가 읽은 책 홍보물 만들기,-관심사가 잘 드러나는 책방 이름 정하기, 모둠별 홍
<활동6>
보물 모아 작은 책방 열고 책 소개하기, 다른 모둠 책방을 구경하고 친구들이 소개
한 내용을 표에 작성하기
다른 모둠에서 소개한 책 가운데 읽고 싶은 책 3권 이상 선택하여 독서 계획 세우
<활동7>
기
㉵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 a-1 >
<활동1>
평소 책에 대한 친밀감 알아보기
<활동2>
글의 내용 파악하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생각해 보기
<활동3>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 찾아 실천하기
<활동4>
친구들과 독서 모임 만들기
<활동5>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도서 목록 정리하기
<활동6>
도서 목록에서 책을 한 권 고르고 메모하며 읽기
<활동7>
책을 읽은 감상을 친구들과 대화로 나누고 독서 일지 작성하기
<활동8>
활동지를 바탕으로 독서 모임 소식지를 만들어 홍보하기
<활동9>
독서 모임의 활동 점검하고 앞으로의 독서 계획 세우기
선택학습
나에게 맞는 책 읽기 방법 찾기
창의 융합
함께 만드는 독서 달력
㉶ (2) 모진소리- 시집 한 권 선정하여 모둠별로 작품 재구성하기 < a-2 >
<활동1>
자신의 수준과 취향을 고려하며 시집 한 권 선정하기
시집을 읽으면서 독서일지 써 보기
<활동2>
-시집 전체 훑어보기, -마음에 드는 시 고르기, -재구성하고 싶은 시 고르기
<활동3>
모둠에서 재구성할 시 선정하여 그 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기
<활동4>
시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모둠에서 계획 세우기
<활동5>
모둠 구성원과 시를 재구성하여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기
<활동6>
다른 모둠의 재구성 작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그 까닭 적기

교과서별로 학습 활동의 전개에 따른 반영 수준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이 동
일하므로 하나의 단원을 예로 들어 보면, ㉵의 경우 소단원 (1)을 중심으로 한
권 읽기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보아 <a-1>로 분석하였는데 활동 1부터 9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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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전체 학습 활동이 한 권 읽기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책에 대한 평상시의 태도를 점검하는 활동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
해 보고 생활화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는 활동인 2와 3,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 만들기․읽을 도서 목록 정리하기․도서 선정하여 읽기의 활동 4, 5,
6, 그리고 친구들과 감상 및 독서 일지 작성하기․독서 모임 소식지 만들기․독

서 계획 세우기인 활동 7, 8, 9가 한 권 읽기 활동의 체계적인 흐름으로 소단원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읽기 제재 목록 및 도서 선정 방식
교과서의 해당 단원에서 제시하는 읽기 제재는 한 권 읽기의 학습 목표나 성
취기준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읽기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 한 권 읽기 관련 교과서별 읽기 제재 목록
㉮

㉯

㉰
㉱
㉲
㉳
㉴
㉵
㉶

관련 읽기 제재 목록
서로 돕는 사회(최재천)
우지민,<안도현의 《사랑》을 읽고>(학생글), 박웅현,<토지는 히까닥하지 않았다>, 《인문학으
로 광고하다》, 윤형섭,<게임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쇼 미 더 사이언스》, 부희령,<물건든>,
《한국일보》2017년 2월 13일자 칼럼, 알베르토 망구엘,《독서의 역사》제이슨 머코스키,
《무엇으로 읽을 것인가》, 유하,<자동문 앞에서>
우리는 책을 읽는다, 왜?(권용선),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자(서희태), 느림의 가치를 재발견하
자(김종덕), 퍼지이론(염지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바버라 오코너)
일가(一家) (공선옥), 민지의 꽃(정희성)
두근두근 내인생(김애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윤덕원)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성석제)
모진소리(황인숙), 따뜻한 말(김지호 학생), 거울(조은서 학생)

교과서별 관련 읽기 제재 목록은 위와 같으며, 각 교과서 단원에서 제시하는
제재가 중복되지 않고 균형 있게 선정되고 있다. 단, 한 권 읽기 활동이 단원에
반영되는 정도가 대단원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의 소단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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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전개되느냐, 또는 부록이나 기타 활동에서 다루어지느냐 등에 따라 제재
의 분량이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권 읽기 학습에서 학습자가 읽을 도서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교과서별 도서 선정 방식은 2개의 교과서에서만 개인별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7개의 교과서는 모둠(개인, 동아리 경우 포함)을 중심
으로 읽을 책을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만
의 선택보다는 읽기 수업에서 동료 및 친구 등인 모둠 중심의 협력 학습으로 읽
을 도서 목록을 정하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9)
<표 5> 한 권 읽기 도서 선정 방식
㉮
㉯
㉰
㉱
㉲
㉳
㉴
㉵
㉶

도서 선정 방식
모둠에서 ‘교과 독서’할 책을 한 권 정하기 → 모둠
개인별로 읽는 목적에 맞게 도서 선정하기 → 개인
독서 동아리에서 함께 읽을 책 선정하기 → 동아리
모둠에서 영상으로 재구성할 소설 한 권 정하기 → 모둠
모둠에서 문학작품 선정하기 → 모둠
친구들이 소개한 책과 제시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선정하기→ 개인+모둠
모둠의 관심사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 개인별로 한 권 정하기 → 모둠+개인
모둠에서 도서 목록을 함께 정하고 그 중 한 권 읽기, 독서 모임 만들어 책 읽기 → 모둠
각자 읽고 싶은 시집 한 권 선정하기 → 개인

3. 한 권 읽기 활동의 수업 구성 요인 점검
수업을 이루는 주요 관련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교사, 학습자, 교재 등과 수
업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권 읽기 수업 또한 국어 수업에서 읽기 영역의
구체적인 언어활동으로서 우리는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수업의 구성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한 권 읽기 수업의 구성 요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성
요인을 고려한 교수자․학습자․교재 요인, 그리고 수업 구성 요인들의 활동 양
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9)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3. 2) 학습자 요인 및 3. 3) 교재 요인에서, 학습자의 읽기 동기,
자기 선택적 독서, 도서 선정 기준 등과 관련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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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와 학습자는 수업의 인적(人的) 요인이다. 수업에서 교수자로서의 교
사는 수업의 전 과정을 이끌지만 학습자인 학생이 수업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
도록 안내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상호작
용을 하는 관계이고 교사와 학생의 매개체는 교재와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므
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수업의 주체적 구성 요인으로 보고 한 권 읽기
수업의 구성 요인 및 기준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는 구체
적으로 교수자 요인에서는 교사가 가지는 조력자 및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학습
자 요인에서는 학생의 읽기 동기 및 효능감 등 정의적 요인을 고려한 학습 주체
자로서의 측면을, 교재 요인에서는 자료가 되는 한 권 읽기의 도서 선정에 대한
관련 사항 등을, 그리고 이들이 교수․학습에서 전개하는 활동 요인에서는 과정
중심, 모둠 독서, 영역 통합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한 권 읽기 수업의 주요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1) 교수자 요인
수업에서 활동의 주체는 학생이지만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내
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MaMahon(1992)도 지적하였듯이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의 지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큰 것이다.10) 교사는 수업의
전 과정에서 교수․학습의 계획부터 평가까지의 주체자로서 기능한다. 이와 관
련하여 한 권 읽기 수업을 전개할 때 수업 구성의 주요 요인을 제안하자면, 우선
수업을 안내하는 교사의 주요 역할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수업에서는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주체적 활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
업 전반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는 교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업 전체를 계획하는 교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판단
하는 것이 한 권 읽기처럼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커리큘럼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10) 김라연, ｢모둠 독서 활동 중심 국어과 수업에서의 교사 지도 유형 비교 연구｣, 뺷새국어교
육뺸 7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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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교사가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학습의 중재자와 조력
자로서 학생들의 읽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교사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한다.
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생의 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여
학생의 선택과 반응을 통하여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도
록 한다. 교사는 한 권 읽기 수업을 설계할 때,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표현을 하
는 언어 기능의 통합과 읽기, 듣기･말하기, 문학, 쓰기 등의 성취기준 통합을 다
양하고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
구안 시 모둠을 구성하고 협력 학습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
한 읽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한 권 읽기와 같이 수업이 길게
이어져야 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의 읽기 지속성과 감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
과적인 활동 형태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한 권 읽기 수업에서 자료가 되는
도서 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이 수업 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읽기 과업에 대한
흥미를 촉발하고 이러한 자율성 인식을 통해 읽기 동기를 신장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능동적이
고 자율적인 독서 상황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교사
의 적절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스스로 능숙한 독자라는 인식을 하게 해 줄 수 있
으므로 강화와 보상 등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학습자 요인
주체적 참여자로서의 학습자는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독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학생들의 독서
장애 주요 원인으로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27.6%), ‘책 읽
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2.0%),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21.2%)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11) 이는 독서의 필요성 및 중
11)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2020.3.11.),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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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학교나 학원 수업에 비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독서를 하는 습관에 대한 정의적인 문제, 그리고 휴대 전화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인한 상대적 인식 등이 독서를 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인식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읽기 동기가 읽기 수행의 심리적인 원동력
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읽기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동기에 대해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읽기 동기의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Wigfield & Guthrie(1997)에 따르
면, 읽기 동기는 효능감 관련 범주로 읽기 효능감, 읽기 도전, 읽기 회피, 성취
가치 및 목표 관련 범주로 읽기 호기심, 읽기 몰입, 읽기 중요성, 읽기 경쟁과
인정, 읽기 성적, 그리고 읽기 사회성 범주로 읽기의 사회적 이유와 순응을 구체
화하여 제시하였다.12) 여기에서 학생이 읽기 과제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여 읽기
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흥미 있는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읽기 호기심 등의 읽
기 성취와 목표에 관련된 읽기 동기, 그리고 텍스트가 다소 어렵더라도 읽기 활
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의 읽기 도전과 읽기의 성공적 수행에 관한 읽기 효
능감 등의 읽기 동기 등은 읽기 수업에서 더 주목해야 할 동기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읽기 수업의 질에 영향
을 끼칠 수 있고 수업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읽기 동기의 신장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제안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이 과정에서 자신이 택한 책을 읽는 것
이 읽기에 대한 흥미와 읽기 과제로서의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독서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이 읽기 동기로 안정되려면 그에 따른
독서 경험이 의미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박영민․최숙기
(2008)가 제안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기본적인 틀에서 학

생들의 읽기 동기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그 실제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다.13)
12) 읽기 동기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것은 박영민(2006:290〜301)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3) 이것은 박영민 최숙기(2008:218)에서 제안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 단계’인데, 본고
에서는 이 내용의 일부 진술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과서 단원 분석과 수업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203

<표 6>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의 단계
활동 내용
∙1단계: ‘도서 선정 전략’ 설명하기14)
교사의 책 선정 실제를 시범으로 보이기
∙2단계: 1단계 학습을 적용하여 책 선정하기
∙3단계: 선정한 책 읽기
다양한 책 읽기 전략을 적용하기
∙4단계: 읽은 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다양한 질문 전략 등으로 독해 내용 점검하기
∙5단계: 정리 및 평가하기

설명
교사의 설명과 안내
자율적 책 선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배경지식의 활용 및 독해 전략의 적용
읽은 내용의 공유 및 독해의 점검(동료 및 교사와
의 상호 활동)
독해 수준 및 읽기 전략 등의 활용을 고려한 평가

자기 선택적 독서와 학습자의 읽기 동기 신장과 관련하여 읽기 효능감에 주목
할 수 있는데, 읽기 효능감이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읽기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체계로서 다른 인지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읽기 수행과 읽
기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읽기 효능감은 읽기 동기의 하위
요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읽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단일
하면서도 거시적인 개념이어서 별개의 요인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15) 이러
한 시각에서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주체자로서의 조건에 읽기 효능
감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교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내해야
할 것이다.

3) 교재 요인
한 권 읽기에서의 교재 요인이란 읽기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와 그에 관
련된 한 권 읽기 도서를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한 권 읽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또한 앞에서 살펴본 학습자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그 이유는 일단 학습자가 읽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읽게 되는 정의적 요인
의 관여가 독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읽기 수업에서 학습자는 어떤
14) 이에 대해서는 ‘3) 교재 요인’의 ‘BOOKMATCH 전략’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15) 최숙기, ｢중학생 읽기 효능감 구성 요인 연구｣, 뺷국어교육학연구뺸 35, 국어교육학회,
2009,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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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읽을 책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
인이 된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책을 선정하도록 할 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클 경우 읽기 동기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에게 흥미가 있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책이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읽기 과정에서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읽기 동기가 떨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학생 스스로의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가 있는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서 선정의 기
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BOOKMATCH 전략16)이 효과적일 수 있
는데 한 권 읽기 수업의 도서 선정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 교사가 수
업에 적합한 도서 선정 기준을 참고로 부가한다면, 학생의 읽기 동기를 높이면
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서 선정은 한 권 읽기 활동을 위한 수업 준비 단계에
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정의 주체, 방식, 기준 등에

16) BOOKMATCH 전략은 Wutz & Wedwick(2005)이 제안한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박영민․최숙기(2008:216)
의 내용 일부 표현을 다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 및 정리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한
다.
B: (Book of length) 책의 길이-이 책의 분량은 나에게 적합한가? 너무 짧은가, 너무 긴
가? 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O: (Ordinary language) 일상 언어-이 책의 아무
데나 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는가? 유창하게 읽히는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 O: (Organization) 구조-이 책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책 한 면에 들어 있는
단어의 수는 적절한가? 책의 장(章)은 긴가, 짧은가?, K: (Knowledge prior to book) 책에
대한 선행지식-이 책의 주제, 내용, 저자, 삽화가 등 책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M: (Manageable text) 다룰 만한 텍스트-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단어들이
쉬운가, 어려운가? 읽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A: (Appeal to genre) 장르에 대한 매력
-이 책의 장르가 무엇이고, 이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가? 이 장르를 좋아하는가?,
T: (Topic appropriate) 주제의 적합성-이 책의 주제가 편하게 느껴지는가? 이 주제에
관한 글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C: (Connection) 연관-이 책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가? 이 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가?,
H: (High-interest) 높은 흥미-이 책의 주제, 저자나 삽화가 등에 대해 흥미가 있는가?
이 책은 다른 사람이 추천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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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병문․송기호(2018:209)는 한 권 읽기가
실제로는 ‘도서 정하기-읽기-표현하기’로 실현되었음을 밝히면서 단계별 도서
관 협력 방안으로, 도서 정하기 단계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대상 도서 검색 공간
으로 활용하고 읽기 단계에서는 독서 전략을 추가․보완해 독서 일지를 재구성
하며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기존 독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
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단계별로 학교 도서관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 교육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책 선정 단계를 진행함으
로써, 여러 종류의 책을 직접 고르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책에 대하여 탐색할
수 있고 개인별로 선택한 후에 모둠에서 함께 협의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다.
이와 같이 한 권 읽기 수업은 자기 선택적인 책 선정의 경험, 읽기 활동의 주
도성과 자발성에 중점을 둔 모둠 중심의 책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서 선
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자율적 선택권만을 제공
하였을 경우 한 권 읽기의 교육적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도서가 선정될 수도 있
으므로,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생활, 삶, 사회, 인간, 진로’ 등의 다음과 같은 도
서 선정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모둠에서 의논하여 함께 읽
을 책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교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표 7> 도서 선정 기준(안)
기준
소재의 일상성
삶의 의미성
사회의 반영도
인간상 이해도
미래적 지향성

내용
소재 등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가?
삶의 의미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진로와 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들은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읽을 책을 고를 때, 즉 도서를
선정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준 및 근거가 된다는 점에
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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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구성 요인의 활동 양상
본고에서 말하는 수업 구성 요인의 활동 양상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교수․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한 권 읽기 수업
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교수자․학습자․교재 요인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전개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단계에 따른 과정 중심, 국어과
영역의 통합을 지향하는 영역 통합, 학생들의 실제 수업에서의 모둠 중심의 독
서 등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의미한다. 수업 구성 요인들의 관계를 반영하면서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 권 읽기 수업 구성 요인과 교수․학습 활동의 관계도

위의 구성 요인들이 가지는 관계적 활동에 대하여 한 권 읽기 수업의 교수․
학습에서 주목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활동, 영역 통합 활동, 모둠 독서 활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1) 과정 중심 활동

읽기는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기 후 단계’의 전 과정에서 독자의 배
경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사고 과정이다. 과정을 중심
으로 읽기를 단계별로 전개할 때, 일반적인 사항은 읽기 전 단계에서는 안내, 동
기 유발, 목표 제시, 진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읽기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실제 읽기 수행을 위한 이해와 기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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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전개되며, 읽기 후 단계에서는 정리, 점검, 평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림 3> 한 권 읽기 수업의 읽기 단계별 기본 활동

이러한 읽기 과정 중심의 일반적 단계에 따라 한 권 읽기 수업의 단계별 구체
적 활동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읽기 전 단계
에서는 읽기 수업에서 알아야 할 활동에 대한 안내와 전략 등을 학습하는데, 독
자의 스키마와 글의 구조가 읽기 활동 전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17)
이라는 점에서 읽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전략을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다음 읽기 단계에서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동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활
동을 주로 하며, 읽은 후 단계에서는 동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유하
고 평가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분석한 교과서별 학습 활
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읽기 과정인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각 단계에 따
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읽기 단계별 주요 학습 활동 종합
읽기 전 활동

읽는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교과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읽기의
∘모둠 토의를 통하여 ‘교과 독서’
∘독서 일지 작성하며 책 좋은 점 이야기하기
㉮ 할 교과를 정하고 책을 선정한
읽기
∘모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독서 계획 세우기
친구 선정하기
㉯ ∘이번 학기 읽을 책에서 얻고 싶 ∘독서기록장 기록하기

∘독서 감상문 작성하여 발표하기

17) 박수자, ｢한국어능력시험Ⅱ 읽기 문항의 정보 문식성 양상 분석｣, 뺷한중인문학연구뺸 48,
한중인문학회, 2015,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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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 적어보기
∘‘한 학기 독서 마라톤 그
∘책을 읽은 후 활동으로 원하는
래프’에 읽은 분량 표시
방법 선택하기
하기
∘한 학기의 독서 계획 작성하기

㉰

㉱

㉲

㉳

㉴

㉵

∘독서행사 참여 경험 이야기하기
∘자신의 읽기 생활 점검하고 읽
∘동아리 활동 일지 작성하 ∘동아리 결과물 정리하여 공유하기
기 생활화의 방법 알아보기
며 한 권 읽기
∘학급 도서 교환전 열기
∘독서 동아리 구성하고 활동 계
획 세우기
∘소설을 영화한 작품을 감상하고
재구성 과정 살펴보기
∘모둠에서 선정한 소설 읽 ∘읽은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모둠에서 영상으로 재구성할 작 으며 독서 일지 작성하기 감상 나누기
품 정하고 독서 계획 세우기
∘친구와 함께 읽을 문학 작품을
∘질문을 중심으로 모둠별 대화 통해
∘등장인물에 집중하며 책 책 읽기 경험 나누기
고르기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 읽고 일지 작성하기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메시지 작
을지 예측하기
성하기
∘작성한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읽은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보며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 치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
독서의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거나 생각이나 느낌을 메
∘읽은 책 소개하는 책 표지 만들기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에서 이
모하며 책 읽기
∘완성한 책표지를 교실 벽면에 전시
번 학기 독서 활동 알아보기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하고 평가하기
∘영향을 주었던 책을 소개하고,
중심으로 독서 일지 작성
∘독서 활동을 통해 관심이 생긴 책
친구들이 소개한 책 중에서 읽고
하기
을 적어보고 독서 계획 세우기
싶은 책 골라 정리하기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모둠 친구
들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들려
준 내용을 표에 작성하기
∘글쓴이의 독서 경험을 통해 책
∘친구들과 모둠별 작은 책방 열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깨닫기
∘내가 읽은 책 홍보물 만들기
∘요즘 나의 관심사 떠올려 보고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 ∘관심사가 잘 드러나는 책방 이름
우리 모둠의 관심사 정하기
은 구절이나 인상 깊은 정하기
∘우리 모둠의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 등을 붙임 쪽지에 ∘모둠별 홍보물 모아 작은 책방 열
책 찾기
적어보기
고 책 소개하기
∘내가 고른 책 가운데 한 권 정하
∘다른 모둠 책방을 구경하고 친구들
고 그 책을 고른 까닭에 대해 이
이 소개한 내용 표에 작성하기
야기 나누기
∘다른 모둠 책방에서 소개한 책 가
운데 읽고 싶은 책 3권 이상 고르
고 독서 계획을 세우기
∘질문에 답하며 평소 책에 대한 ∘메모하며 읽고, 책을 읽 ∘활동지를 바탕으로 독서 모임 소식
친밀감 알아보기
은 감상을 친구들과 나누 지를 만들어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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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 편 읽고 글쓴이의 독서 경
험을 통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알기
∘독서 모임의 활동 점검하고 앞으로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다양
의 독서 계획 세우기
고 활동 일지 작성하기
한 독서 활동 찾아보기
∘나에게 맞는 책 읽기 방법 찾기
∘친구들과 독서 모임 만들기
∘함께 만드는 독서 달력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도서 목록 정리하기
∘모둠에서 재구성할 시 선정하여 그
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기
∘시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모둠에서
∘시집 읽으면서 독서 일지
계획 세우기
∘자신의 수준과 취향을 고려하며 써 보기
∘모둠 구성원과 시를 재구성하여 한
㉶
시집 한 권 선정하기
∘마음에 드는 시와 재구성
편의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기
하고 싶은 시 고르기
∘다른 모둠에서 재구성한 작품 중에
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그 까닭을 적어보기

읽기 전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책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 등 읽기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단계이며, 이 과정이 성공적이어야 독서를 하는 데 몰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읽는 목적의 설정, 독자 배경지식의 활성화, 책 내용 예측하기,
책 훑어보기, 질문 만들기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읽기 중 과정에서의 학습자
는 글의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읽기 과정과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권 읽기와 관련하여 이 단계에서의 학습
활동으로는 읽기를 수행하면서 독서 또는 활동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읽기 후 단계에서는 쓰기 영역을 기반으로 표현하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역 통합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어교육의 지향성에 부합할 것이다.
(2) 기능과 영역 통합 활동

교육부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모둠 독서 활동 모형, 독자 반응 모형, 학습자 중
심의 협력 학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권 읽기의 기본 모형으로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국어 교과 하위 영역에 맞춰 범주화한 ‘讀․討․論 모형’으로 다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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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18)

<그림 4> 한 권 읽기 기본 모형(讀․討․論)

이에 따르면 독서 활동은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와 듣기
로 서로 내용을 나누고, 이를 종합해 글로 쓰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일반적인 읽기 활동과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하지만
한 권 읽기라는 새로운 수업 모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
는 기본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형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단계에 따라 구체화하면, 읽기 단계에서는 선
정한 책을 읽는 동안 질문하며 읽기, 읽으면서 생각나는 내용 정리하기 등 독서
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지가 제공될 수 있고, 이야기하기 단계에서는 대화하기,
설명하기, 토의하기, 토론하기 등과 같이 주로 담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다양한 인상과 느낌을 확장할 수 있다. 쓰기 등의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앞선 과
정에서 확장된 읽기의 인상과 느낌을 작문이나 발화, 영상 등으로 종합하고 이
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의 표현 방법은 인쇄 및 영상 매체 등 다양하게 사용하
도록 한다. 또한, 한 권 읽기 수업 활동 요인에서 고려할 부분은, 국어과 내용
영역의 통합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읽기, 듣기･말하기, 문학, 쓰기 영
역 성취기준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이 통합적 언어활
동과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읽기

+

듣기･말하기

+

문학

+

쓰기

<그림 5> 한 권 읽기의 국어과 영역 통합 활동 내용

18) 한 학기 한 권 읽기 기본 모형 및 그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p.8, pp.21-23의 내용을 참조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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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교육의 경우 특히 읽기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쓰기에서
읽기가 중요한 이유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담론 생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읽기 교육이 맥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 글쓰기 자료로서의 읽기의 중요성, 인터넷 등과 같
은 새로운 독서환경에 대한 적응과 비판적 수용을 위한 읽기의 중요성 등을 지
적하여 읽기와 쓰기 교육에서의 통합적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다.19)
읽기는 읽는 것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재가 가진 성격이나 읽
기 목표에 따라서 비문학적 텍스트의 읽기나 문학적 텍스트의 읽기가 구분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의미 구성 및 재구성 등의 이해 활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문학 영역과의 통합적 교육이 효율적이며, 읽기와 함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의 표현 활동이 결합되면서 듣기․말하기, 쓰기와의 통합은 자연스
럽게 교육의 수행 장면에서 전개될 수 있다.

(3) 모둠 독서 활동

수업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활동, 모둠별 활동, 전체 활동 등은 모두 교육적 의
미가 있는 활동이다. 일반적인 모둠별 활동과 읽기 수업에서의 모둠별 활동이
기본적인 틀에서는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둠 독서 활동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즉,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개인의 활동에 해당하지만 한
권 읽기에서 모둠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둠 독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읽기, 학급 전체 토론, 모둠 토론, 쓰기, 그리고 교사의 지도
로 구성되어 있다.20)
모둠 활동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업이든 어떤 내용이든 교사의 지도 아래 또는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면서 학습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
기에서 특정적으로 읽기 수업에서 모둠별 독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유
19) 이선옥, ｢대학 글쓰기에서 자료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 방향성 모색｣, 뺷국어국문학뺸
149, 국어국문학회, 2008, p.776 참조.
20) 김라연, ｢모둠 독서 활동에서의 인지적 독서 행동 변화 양상｣, 뺷독서연구뺸 제17권, 한국독
서학회, 2007,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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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의도적인 목표를 향해서 활동하는 의미 구성 과정을 말한
다. 그리고 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타자들과 상호 작용하며 텍스트를 읽는
방법으로서, 편견과 편협함에 빠지지 않고 구체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읽기 방식’을 의미하는 소통적 읽기21)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적 읽기로 볼 수 있는 읽기 수업에서의 모둠 독서 활동22)에서
는 선정 도서를 읽으면서 교사의 안내와 함께 일지나 기록지 등을 통해 내용을
적고 이를 기본 자료로 하여 모둠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교사는 미니 레슨이
나 모델로서의 시범을 보일 수 있다. 학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학생들 간 적극적
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며 학생들의 쓰기나 말하기 등
의 표현 활동으로 수업 활동을 정리한다.

4. 맺는 말
이 연구는 2015 교육과정에서 그 중요성과 효용성을 명확하게 제시한 현 시
점의 국어 수업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 수업에 임하는 국어 교사들과 학
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한 권 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와 함께 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다루었다. 중
학교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운영할 때 강조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사항
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중학교의 한 권 읽기 수업을 하는 교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학습의 조력자로서 학생들의 읽기를 도와주어야 하며, 읽기 활

21) 최미숙(2017:113)에서는 이러한 소통적 읽기의 개념과 함께 이 읽기는 ‘대화적 읽기’, ‘관
계적 읽기’, ‘과정적 읽기’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읽기가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성격
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22) 이때의 학습자는 모둠 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미를 구
성하고, 교사는 학습을 안내해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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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설계할 때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모둠 및 협력 학습 중심으
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읽기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 활동의 수
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그리고 중학교의 한 권 읽기
수업은 언어활동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읽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언어 기능의
통합 활동과 국어과의 내용 영역인 읽기, 듣기･말하기, 문학, 쓰기 등의 성취기
준이 융합되도록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언어 기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을 고려한 읽기 환경을
마련하여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읽기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교사는 학생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
동아리․모둠, 그리고 도서관 활용 등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읽기 과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읽기 동기를 신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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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extbook Units and the Components of the Class
in the ‘Reading One Volume in a Semester’ in Middle School
Kim, Eunyeong․Song, Hy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xtbook unit system related to
‘reading one volume’ and to explore the constituent factors of class activities
in order to efficiently develop the ‘reading one semester’ class in middle schools
according to the 2015 curriculum.
‘Reading One Book’ is the aim of overcoming some limitations of textbook
texts in reading education so far, and emphasizes an integrated reading activity
that reads an entire long text in various ways to shares and expresses thoughts
during a semester. As these reading activities began to enter the Korean
language classes, it became a challenge in the educational field to plan and
prepare effective one-book reading classes for students.
In this paper, targeting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curriculum, for the unit of the textbook related to ‘reading one volume’,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learning goals, which are the basic structure
of the unit, the level of reflection of the textbook of reading one volume and
learning activities, and the list of reading restrictions and the method of
selecting book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instructor, learner, and
textbooks, which are the elements of the class for the one-book reading class,
were reviewed, and the class activities that these factors seemed to be related
to were specifically examined in relation to the one-book reading activity.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serve as the basic content material required
for the ‘reading one semester’ class in the education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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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one book, area integration, process oriented, select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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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의 중국 인식 및 미래 상상

박 설 매 *․ 박 혜 진 **

국문요약
18, 19세기의 동아시아는 전에 없는 문화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안으로는 자본주의 맹아

가 원유의 질서를 깨고 있었고 밖으로는 서양 열강들의 침략으로 고유의 문화모식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전통문화가치와 서양의 외래 문화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여야 하겠느냐는 모든 18, 19세기 동아시아문인들이 직면할 문제로 대
두하였다. 조선의 문인 강위 역시 이러한 곤경에 직면하였는데 그는 외국사신으로 파견된 기
회를 빌어 중국의 “주화(主和)”파 문인과 “주전(主戰)”파 문인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였고
세계속의 서양과 동양의 실력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하여
조선에게 시간과 기회를 쟁취하여 부국강병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강위
는 서양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오로지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일 뿐 장원한 발전방향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서양의 강
권을 일시적인 “패권(霸權)”일 뿐이고 동아시아인들이 원하는 만사태평 이상은 그들로 하여
금 동아시아의 유가정신으로 회귀하게 할 것이라 믿었으며 미래에 대한 강대한 문화적 자신
감을 내비쳤다.
주제어

강위, 연행, 중국 인식

* 중국 연변대학교 조한문학원 부교수
** 중국 연변대학교 아세아-아프리카 문학 박사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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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추금 강위(姜瑋 1820-1884)는 중세기 조선시기 무반출신의 재야문인이다.

1)

1882년 62세 되던 해에야 종9품 선공감가직(繕工監假之啣)을 부여받았으며, 큰

벼슬에 오르지 못했지만 일생동안 조선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강구하
였다. 그는 국외에 출사하는 기회를 빌어 중국의 “주화(主和)”파 문인과 “주전
(主戰)”파 문인과 교류하면서 세계 구조 중의 서양, 일본, 중국과 조선의 위치와

실력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적극적인 외교수단을 이용해 조선이 부국강병
할 시간과 기회를 쟁취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1876년에는 심헌(申櫶)
의 개인 수행원 신분으로 강화도조약 서명에 참가하면서 일본과 작성한 외교문
서인 뺷答日本使書(답일본사서)』와 뺷拟答日本书礼（의답일본서례）』를 작성
하였다. 강위는 서양을 따라 배울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양의 과학기술을 부국강
병과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였으며, 여전히 유교적인 가
치관을 견지하였다. 그는 서양의 강권을 오래 지탱할 수 없는 “패권(霸權)”의 범
주에 귀속시켰으며, 만사태평의 꿈을 이룩하려면 역시 유가적인 사상을 기반으
로 하여야 하고 이미 서양으로 기울어진 일본 역시 언젠가는 다시 유교사상으로
1) 강위의 저술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그의 문집인 뺷고환당수초』이다. 詩 17卷 3冊, 文
4卷 2冊, 모두 21卷 5冊으로 편집된 이 문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민간 인쇄소인
광인사에서 인쇄되였는데 본고에서 참조한 판본은 1987년 서울 아시아문화사에서 간행
한 상하권으로 된 뺷강위전집』이다. 구체적인 것은 주승택의 뺷강위의 저술과 고환당수초
의 사료적 가치』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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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위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중국에는 아직 드물고 한국의 경우 사학 연구
와 시학 연구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되어 있다. 사학 연구는 개국논 연구에 치우
쳐 있고 시학 연구는 시가의 전고와 내용연구에 치우쳐 있다. 예를 들면 배기표
의 뺷추금강위의 해외 기행 시 연구』와 홍헌숙의 뺷강위의 해외 기행 시 연구』
에서 연행시 중의 전고를 고증했고 주승택의 뺷강위연행시중의 한중문인교류』
에서는 강위와 교유한 중국문인의 구체적 경력을 고증했으며 이광린의 뺷강위의
인물과 사상뺸, 주상택의 뺷강위(姜瑋)의 연행록(燕行詩)에 나타난 한중(韓中) 지
식인의 교류양상』에서는 강위와 중국문인과의 교류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혜순의 뺷강위 연행록의 시대정신』과 주승택의 뺷강위의 개화사상과
외교활동』에서는 강위의 개화사상에 대해 토론했다. 이헌주의 뺷姜瑋의 燕行과
對中國認識의 변화』에서는 강위가 북경기행을 마치고 남긴 자료들을 중심으

로 강위의 중국인식을 다루었고, 문순희의 뺷｢東遊艸｣로 보는 강위의 수신사 사
행과 일본 인식뺸, 이헌주의 뺷姜瑋의 對日開國論과 그 性格: 강화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뺸 등과 같은 논문은 역사학적인 방법으로 강위의 일본인식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사학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을 문학적으로
다룬 논저로는 한시의 단계적인 특점에 대해 논술한 저작이 몇 부 존재한다. 위
에서 상술 한 바와 같이 강위의 시가내용, 시가의상（意象）, 강위와 중국문인
의 교류내용 및 강위의 개화사상에 대해 토론한 저작이 비교적 많지만 강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의 다섯 차례에 거친 기행 속에 통괄하여 다룬 부분
의 논저가 아직은 적은 편이고 이를 기초로 그가 상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하여
다룬 논술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여 본고에서는 강위의 연행록 뺷북유일기(北
遊日記)뺸, 연행시가 뺷북유초(北遊草)뺸, 뺷북유서초(北遊續草)뺸, 뺷원유초(遠遊草)

뺸, 필담집 뺷북유담초(北遊談草)뺸와 뺷북유서담초(北遊續談草)뺸를 연구대상으로
강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중국문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그 미래 상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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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강위의 세 차례 중국 기행
강위는 일생에 총 다섯 번 출사하였는데 앞선 두 차례는 중국의 북경으로 간
것이고 다음 두 차례는 일본으로 간 것이며 마지막 한 차례는 중국 상해로 간
것이다. 첫 연행은 1873년 10월인데 강위는 정건조(鄭健朝)의 부탁을 받고 함께
북경 사행 길에 올랐다. 정건조가 강위에게 동행을 요청한것은 중국 예부에서
전해온 소식을 확인하고 서양과 일본이 연합하여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이번 연행중에서 강위는 뺷북유일기(北遊日記)뺸, 뺷북유논
초(北遊談草)뺸 및 뺷북유초(北遊草)뺸 등 세 개의 저작을 남겼다. 뺷북유일기(北遊
日記)뺸에는 강위의 여행 중 매일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고 뺷북유담초(北遊談草)

뺸는 그와 중국문인들의 필담록이며 뺷북유초(北遊草)뺸에는 46수의 시가들이 수
록되어 있다.
이번 연행에서 강위와 교류한 중국문인은 열한 명인데 기행일기 뺷북유일기
(北遊日記)뺸 중에는 필담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시간, 장소 및 인물만

기록되어 있다. 장세준(張世准)과의 네 차례의 교류, 오홍은(吳鴻恩), 오홍무(吳
鴻懋)와 한두 차례의 교류를 제외하면 기타 여덟 문인들과는 모두 한번밖에 만

나지 않았다. 그의 필담집 뺷북유담초(北遊談草)뺸에도 그와 장세준(張世准)의 네
차례 필담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필담은 “지난해 일본 사신이 중국에 알현하
러 와 조선을 침략하고자 했다던 사건의 시말(客歲倭使入覲輒以侵伐鄙邦之
事)”2)을 둘러싸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 할 가능성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연행에서 강위는 원하던 “문장으로 천하지사를 만나고 시로 우의를 돈독히 하는
（以文会友, 以诗辅谊）”바램을 이룩하지 못했지만, 장세준과의 네 차례 필담

을 통하여 조선의 처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으며 주전(主戰)사상을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연행은 1874년 10월이다. 이번 연행에서 강위는 뺷북유서담초(北遊續
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하)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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談草)뺸와 뺷북유서초(北遊續草)뺸를 남겼다. 그중 뺷북유서담초(北遊續談草)뺸에

는 그와 중국문인 장세준(張世准), 황옥(黃鈺), 서부(徐郙), 진복수(陳福綬)사이
의 필담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뺷북유서초(北遊續草)뺸에는 156수의 시가들이 수
록되어 있다. 오홍은 부자의 도움으로 강위의 시명은 이미 중국문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환대를 받았다. 두 번째 연행에서 강위는 수많은 중국문인들
과 시문으로 교유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서부를 비롯한 주전파
인사들 뿐만 아니라 황옥, 장세준을 위수로 한 양무파문인, 그리고 박식하나 시
사에는 관심이 없고 학문에만 매진하는 듯 보이는 진복수 등과 같은 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연행 후 그가 편집, 정리한 필담록 뺷북유서담초(北遊續談草)뺸에는 모
두 6편의 필담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바 각각 황옥과 필담한 뺷담초설문(談草設
問)뺸, 뺷노향담초(露香談草)뺸, 뺷녕재와황효후초(寧齋與黃孝侯談草)뺸; 장세준과

필담한 뺷매시담초(梅史談草)뺸, 뺷부녕재와장매사담초(附寧齋與張梅使談草)뺸;
서부와 진행한 뺷녕재와서송각담초(寧齋與徐松閣談草)뺸; 진복수와 진행한 뺷녕
재와 진소농랑중복수 담초(寧齋與陳筱農郎中福綬談草)뺸 등이 있다. 이러한 담
초 중에서 강위는 더이상 주전(主戰)인가 주화(主和)인가의 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아편전쟁(鴉片戰爭), 중영전쟁, 증국번(曾國藩)이 유학생을 파견
한 것과 양무운동 등 일련의 사건들의 시말에 대해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이 네 가지 문제를 통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세 속에서 유가의 가치관과
유가적인 이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사고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국에 간 것은 1882년 7월 17일인데 이때의 조선국
내에는 임오군란이 발생했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강위는 일본 나가사키(長
崎)에서 배를 타고 상해로 향했으며 10월말 천진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

번 중국행은 사적인 방문이지만, 중국의 양무파 아홉 명의 문인들과 교류를 하
였으며 이 경력을 25수의 시에 담아 뺷원유초(遠遊草)뺸로 묶었다. 세 번째 중국
기행에서는 어떠한 기행문도 남기지 않았지만, 시가의 제목에 시를 지은 시간과
지점, 연유를 상세하게 표기 하였기에 제목을 통하여 강위의 여정을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뺷원유초(遠遊草)뺸 중 첫 시의 제목은 “自日本東京擬回國至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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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關聞國中有變, 一行詣善寺慟哭, 遂為縞服, 餘有遐舉之志, 率成長句”3)인데,

조선에 일련의 변고가 발생하여 상해로 왔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시4)는 제목에서 78개의 글자를 이용하여 그가 중국의 영사 서원매(餘元眉)의
힘을 빌려 한진재(韓真齋)와 함께 배를 타고 상해로 건너간 경과를 설명하고 있
다. 네 번째 시5)는 제목이 464자로 상해에서 겪은 네 차례의 경력을 상세히 기
술 하였는바 어떻게 중국인 소우염(邵友濂), 서윤(徐潤)등 네 명의 중국 양무파
문인들의 도움으로 상해에 왔고, 어떻게 문보서에 묵게 되였으며 어떤 보살핌을
받았는가 하는 등등의 내용을 적고 있다. 뺷원유초(遠遊草)뺸는 25수의 시가만 수
록하였지만 그 내용은 한편의 기행 일기에 뒤지지 않는다. 첫 두 번의 북경기행
과 달리 이번 기행에서 강위는 정치문제를 담론하기 보다는 중국 양무파 문인들
과의 정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문의 마감에는 강위가 천진에서 보고 느
낀 바를 기술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확신을 드러냈는바 “만국
의 문물제도는 다시 통하리(車書萬國會相通)”6)라는 낙관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2) 북경: 중세적인 귀속감
중세기의 북경은 문인들이 서로 시가로 수창을 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자
하는 문화의 장(場)이였다. 북경으로 향하는 조선 문인의 경우 대부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사신으로써 외교 사업을 완수하고 국외의 발전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문인들을 만나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다.
강위 역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연행을 하였다. 첫 연행에서 강위는 사신으로
서의 임무는 비교적 원만히 완수하였지만 중국의 문인들과는 교류를 하지 못하
고 돌아 서게 되였다. 하여 그가 귀국할 때 지은 시문은 다소 침체된 정서를 보
3)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상)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341.
4) 위의 책, p.342.
5) 위의 책, p.342.
6) 위의 책,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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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이는 그가 조선 땅을 떠나면서 지은 시 뺷출두(出都)뺸와 중국을 떠
나면서 지은 시 뺷출두유감 (出都有感)뺸의 비교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뺷출두(出
都)뺸에서 그는 “이 나이에 말 타고 만리 길을 떠나나, 여전히 설레임 어찌할 수

없어라, 젊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어, 이제서야 높은 산 넓은 강을 방문하게 되
누나. 향기로운 벽주는 들소뿌리로 천개 되게, 아름다운 시구는 낙타봉으로 십
수개 휘어지게 챙겨들어, 경하를 올릴 지어이니, 내 이 몸이 어찌 신라에만 얽힐
몸이오. (骊驹万里动离歌, 上路依然感慨多。闲里尽消佳岁月, 老来欲访大山
河。拟将碧酒藏千兕, 更要缃编载十驼。持与先生为贺喜, 免夫落叶殢新罗)”

7)

라고 읊조리었는데 그의 흥분, 기쁨 그리고 부풀음을 실감 할 수 있는 글귀이다.
이 시구에서 보면 이번 연행의 목적을 중국의 높은 산, 넓은 강들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시구들을 짓는 것에 두고 있는 듯 보여 진다. 실제로 강위가 북경에
있는 동안 몸이 불편했으나 북경성 여기저기를 돌아 보았고, 북경성의 풍경을
묘사하는 글귀들도 적지 않게 남겨 그 목적에 도달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가
귀국할 때 지은 뺷출두유감 (出都有感)뺸에서는 낙담하고 침울한 정서가 서려있
다. 그는 “중주의 완원과 옹방강은 보이지 않고, 내 마차만 동쪽으로 처연히 떠
나는구나. 가죽을 벗겨야만 내 마음을 알아주려나. 대화마저 못했으니 회포는 웬
말이겠냐.(不見中州阮与翁, 今朝惆怅我车东。皮膏尽撤情才见, 言语难酬趣岂
同。)”8)라고 쓰고 있다.

뺷출두유감 (出都有感)뺸의 첫 구절의 “중주의 완원과 옹방강은 보이지 않고,
(不见中州阮与翁)”에서 말하고 자 하는 것은 강위의 스승인 김정희(金正喜), 그

리고 김정희의 스승이었던 박제가(朴齐家) 등 북학파 문인들이 신분에 구애되
지 않고 중국의 지체 높은 문인들과 스스럼없이 교유를 하였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강위는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김정희는 또 박제가 문하의 걸출한
제자이다. 박제가는 북학파의 한시 사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에 연행을 네
차례 왔었으며 중국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유를 하였는데 그중에는 시구 중에서

7) 위의 책, p.245.
8) 위의 책, p.259.

224 한중인문학연구 69

말하고 있는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등 인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효람
(纪晓岚), 나빙(罗聘), 원매(袁枚), 철보(铁保), 진선(陈鳣), 이정원(李鼎元), 이

조원(李调元)등과 같은 청나라 문단을 주름잡는 유명인사들도 많았다.
박제가와 중국문인의 교유방식을 볼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사
건이 있는데 하나는 유득공의 숙부인 유연(柳璉)이 그들의 시집인 뺷한객격연집
(韩客巾衍集)뺸을 들고 막연히 이조원을 찾아가 평어를 부탁했고, 이조원의 소개

로 박제가의 시명이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박제가가 중국으로 연행을
나설 즈음에는 관직에 몸을 담그고 있던 이조원의 동생인 이정원이 여러 문인들
을 소개하고 다리를 놓아주어 원만한 교유관계를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리고 그 교유관계가 박제가의 수제자인 김정희에 까지 이어져 김정희가 옹방강
(翁方綱)와 완원(阮元)등 문인들과 교유를 하였었고 사제의 정을 맺게 되였다.

강위는 박제가와 중국문인의 교유모식을 따라 자신이 작성한 뺷고환당수초(古
歡堂收草)뺸와 남사사인이 쓴 뺷한사객시선(韓四客詩選)뺸을 가지고 중국문인을

찾아 평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연행에서 강위는 장세준하고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장세준은 정건조와 강위가 연행도중에 쓴 연행시에만 논평을 달
아 주었을 뿐, 뺷고환당수초(古歡堂收草)뺸와 뺷한사객시선(韓四客詩選)뺸에 논평
을 달아 주는 일은 “요즘은 도통 여유가 없으니 이제 시간이 나면 다시 보지요
(辭以無㗇, 留待, 後日使行便為轉雲）”9)라고 거절을 했다. 중국문인의 시평을

통하여 시명을 날리고 이를 계기로 중국문인들과 정신적인 공명을 꿈꾸었던 강
위에게 이는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여 문말에 “가죽을 벗겨야만 내 마음을
알아주려나. 대화마저 못했으니 회포는 웬말이겠냐. (不見中州阮与翁, 今朝惆
怅我车东。皮膏尽撤情才见, 言语难酬趣岂同。)”10)라는 한탄을 하게 된것이

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싶이 그가 뺷출두(出都)뺸라는 시문 중에서 “방문(訪)”하
려고 하는 “높은 산 넓은 강(大山河)”은 객관적 존재로써의 산과 강이 아니라

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하)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778.
1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상)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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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인들과 정신적인 교유를 하여 정신적 공명을 이룩하려는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행에서 강위는 오흥은 부자의 소개로 중국문인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중국문인들과 문화적 교류를 하는 소망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번
연행에서 강위는 75수의 시가를 남겼는데 그 중 “홍양품이 동방사자행이라는 시
를 지어 경석, 저촌, 녕재 세 사람에게 올리네, 홍양품의 시제를 따고, 이유분이
녕재시독에게 증여한 시운을 따라, 녕재에게 시를 지어 바치다(洪右臣太史•良
品做東方使者行贈耕石樗村寧齋三人行餘依其題次李薌恒中書•有棻贈寧齋
侍讀韻奉贈寧齋)”에서는 216구에 달하는 7언시를 지어 중국 문인들과의 교유

관계를 소개하였다. 이 시의 51구부터 165구까지는 진복수(陳福綬),홍양품(洪良
品), 권책현(敖冊賢), 채수기(蔡壽祺),문양(文良), 오홍무(吳鴻懋), 오홍은(吳鴻
恩), 오겸해(吳謙海),황옥(黃鈺), 장세준(張世准) 등을 포함 한 중국의 문인들의

성품과 재주를 노래하고 있다. 서송각(徐松閣)의 시재를 찬미한 시문에서는 “차
에서 내리면 꼭 먼저 방문하게 되는 자는 사유자라, 정성(正聲)으로 육대의 음란
한 소리를 바라 잡으신 분이지. 이제 금방 만난 사이인데 아주 오랜 사이로 느껴
지니, 나에게만 이럴듯 따스히 대하는 연고였어라. 얼굴 보자 이적선이라 불러주
시니, 사명광객으로 불린 하지장이 바로 당신 아닐시고. (下車先訪徐孺子, 正聲
六代廢淫蛙。才證新知懷舊雨, 永霜數鬥怡庭茶。相逢便呼李謫仙, 四明狂客
非子耶。)”11)라 하였다. 시구에서는 우선 서송각을 서애자(徐孺子)에 비유했는

데, 서애자는 이름이 서치(徐穉)이고 “서유하진번지탑(徐孺下陳蕃之榻)”이란
역사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문인이다. 중국의 동한시기에 진번이라는 명사가 서
치를 존경하는 마음에 서치가 앉을 자리를 평소엔 벽에 걸어 두었다가 서치가
오면 내려 놓고 서치가 돌아 가면 다시 벽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강위가 서송각
을 서치에 비유함은 진번이 서치를 존중하듯이 자신이 서송각을 존경한다는 뜻
임을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서송각이 강위를 만나자 마자 다짜고짜로 이백이라
고 불러줬다는 말에서 강위를 만나기 먼저 이미 그의 시작을 읽었으며 내심 그
11) 위의 책,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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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에 감복했음을 보여준다.
시 “동쪽 사람의 예법에 따르면 존경하는 사람과 감히 나란히 자리를 하지 못
하는데, 이향원 중서는 구양수가 소순에게 전문자리를 마련해 소개를 해주듯이
나를 청하시니, 창망히 도망을 하였다. 황옥, 오춘림과 오책현등과 같은 분들이
나를 위하여 달리 자리를 마련해주시니, 몸둘바를 몰라 필을 달려 감사의 마음
을 전하노라(東人之禮, 於所敬不敢捉掎並坐, 李薌恒中書欲用蘇明允與宴故
事。餘不得已逃席。黃少司宼․鈺徐頌閣吳春林․鴻懋敖冊賢,

皆以專席邀

話。榮遇踰分愧不克當以筆代謝)”12)에서는 “중년이 되어서야 도에 눈을 떴으

니, 어찌 소순의 기개에 비기리까. 구양수와 한기가 소순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듯
이 이 동방늙은이를 불러주시니 어이 감당하리오.(自道中年道粗成, 苏翁气概本
峥嵘。其堪此日韩欧席, 位置东方一老生。)”13)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다)以专席邀话”와 “(소옹)苏翁” 그리고 “한기와 구양
수가 마련한 연회(韓歐席)” 등 시어들은 모두 중국의 북송시기 소순과 관련 된
이야기를 뜻하고 있다. 구양수(歐陽修)와 한기(韓琦)는 일찍이 포의인 소씨 삼
부자의 문장력을 알아보고 문인들에게 천거하기 위해 개봉부에서 연회를 크게
열어 고관들을 초대한 다음 소씨 삼부자를 주빈석에 앉혀, 개봉의 고관과 귀족
들에게 소개를 시킨 적이 있다. 이 일에서 볼 수 있다 싶이 강위는 비록 서장관
수행원의 신분이지만 오흥은 부자의 소개로 말미암아 중국 문인들 사이에 이미
이름이 알려진 상태이며, 정2품 형부시랑 황옥, 한림원 서부 등 중국에서 한자리
를 하고 있는 문인들이 전통적인 예의를 무시하고 조선의 정사와 부사 및 서장
관을 제치고 단독으로 강위를 초대하였다는 사실은 강위의 시적재주가 중국문
인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이기도 하지만, 오흥은 부자가 얼마만큼 힘을 기울
여 강위를 중국문단에 소개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연고
로 말미암아 두 번째 연행을 마친 강위의 시구에서는 첫 번째 연행과 상반되는
기쁨의 정서가 넘치고 있다. 그는 북경성을 떠나면서 “황제의 도시를 떠나면서

12) 위의 책, p.300.
13) 위의 책,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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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원 중서가 보내온 시구를 따라 긴 시를 지어(出黃都感李薌垣中書贈言漫成
長句)”에서 “다시 중화 땅을 밟아서야 정을 나누게 되었네(再到中华略见情)”14)

라고 적는가 하면 “기쁨에 넘쳐 성을 나서니 봄기운에 강물이 다 풀리었구나(隨
喜出城春水已釋)”에서는 “우러르는 마음으로 두 다리에 힘 잡아 떠났어라. 몸

은 늙었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아. 이 길에 풀어 봤네, 봄바람 눈 녹듯이, 서러웠
던 이 내 마음.(一瓣心香兩膝縢, 老年志氣尚騰騰。世間多少經心事, 都付春風
昨夜冰)”15)에서도 모두 중국 문인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진 마음 상태를

피력하고 있다.
1875년, 두 번째 연행을 마치고 돌아 온 강위는 공개적으로 조선의 주류정서

를 잡고 있던 ‘주전’사상을 반대하였으며 중국의 양무파가 주장하던 “주화론”을
공공연히 담론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뒤 중국에서 이름을 냈노라고
우쭐하여 “내 마음 알아주는 묘우의 정 남쪽 가는 해 마냥 길고도 길어, 중국에
서 얻은 ‘북유의 명’ 부끄럽구나.(妙友長如南至日, 老夫深愧北遊名)”16)라고 쓰
고 있는데 “북유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시구로 사용함으로써 중국에서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친구 김홍집(金弘集)의 염려를 자아냈는바
글에서 “강위가 다시 중국에 연행을 갔었는데 천하의 일을 근심하여 말을 잘 가
려하지 않아, 때로는 주위사람으로부터 핀찬을 받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聞君嘗再入燕, 獨以天下事為念, 往往感奮, 人惑怪之而不悔也。)”17)라고 적

고 있다. 이런 망언을 하는듯한 모습은 경박해 보일 수 있으며, 심사숙고하는 강
위의 일관의 처사태도와 걸맞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일단 판단이 서고 시기가
알맞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아가는 그의 일처리 원칙에는 부합되는 행위이다. 중
국으로 첫 연행을 떠나기 전 민중들이 그에게 대필하여 관아에 상소를 올려달라
핍박하며 그의 집에 불까지 냈지만, 강위는 시기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내려 망
언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였으며, 때를 기다려서 민중들을 설득하고, 관아에
14) 위의 책, p.303.
15) 위의 책, p.304.
16) 위의 책, p.219.
17) 위의 책, p.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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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청을 전달하였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그는 미래의 발전방향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에 침묵 하였으나 두 차례의 중국행을 통하여 그는 미래에 대한 판
단을 세웠고 확신이 서자 당시의 주류 정서를 거슬러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
출한 것이다. 이러한 용기는 중국문인들이 강위에 대한 ‘인정’에서 온 것으로 보
이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동아시아 문화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하고 있
다.

3) 천진: 동아시아다운 근대
강위는 만사태평(萬世太平)을 목적으로 하는 도통(道统)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강국(强国)에 대한 해석이 일시적인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패도
(霸道)와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유가의 이상세계-“만세태평(萬
世太平)”으로 나뉘고 있다.

18)이런

분류에 따르면 서양과 일본의 강성은 “이

(理)”를 따르지 않고 오직 통상적인 정치경제책략으로 이룩한 번영이기에 “패

도”에 속하게 되며 장시간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반대로 동아
시아는 비록 잠시 낙후한 경지에 놓였지만, “이(理)”를 따르고 있기에 조만간 천
하에 영원한 태평의 초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동아
시아 문화의 믿음에서 시작된 낙관적인 미래상상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조선인들은 낙후한 중세의 병기를 가지고 서양의 선진
무기에 대항할 수 있었으며 전민주전(全民主战), 적극항전(积极抗战)의 대항자
세를 취할 수 있었다. 하여 이 시기 조선인이나 중국인의 경우 신생사물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로 평가하며, 부합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것’ ,혹은 ‘물놀이 상지’에 종속시켰다. 하여 청나라에서 많은 서양의

선진문물을 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장품”의 가치로 밖에 발휘하지 못하였
으며, 건륭황제의 경우 이러한 서양적인 문물들에 “탐닉되여 포부를 잃을가봐
(玩物丧志)” 저어 되여 며칠만 재미를 보고 곧바로 원명원 창고에 감춰버렸다.

강위의 경우, 서양열강들이 무력으로 중국의 문호를 열고 원명원을 불태우고, 전
18) 葛兆光, 뺷想象异域뺸, 上海：复旦大学出版社, 2014,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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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배상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중국에서 거대한 배상금을 받아간 것을 알았음
에도 불구하고 서양을 일시적인 “패도”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서양인과 서
양에 대한 묘사 역시 경멸에 차 있다.
우매한 자나 현명한 자, 귀한 자나 천한 자를 막론하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류(異類)와 자리를 같이 하기를 꺼려한다. 기어이 자리를 함께 하고 수모를 당해야
한다면 나라와 집이 있고 몸은 살았으나 나라와 집이 없고 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다. 그럴 바엔 아예 처연히 죽고 말아야 하는 바, 살았어도 죽은 마음에 숨만 붙어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천하에 의리(義理)만이 젤 중요한 지침이고 표준이다.
（舉國之人無問愚賢貴賤, 誓不願與異類同處, 苟與之同處而受其辱, 則視有國有家
有身與無國無家無身同。不如早就溘然也, 所謂有死之心, 無生之氣……唯知義理
之為重。）19)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중국인이 서양인이 두려워 슬슬 피하는 모습
을 보고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뺷북유일기(北遊日記)뺸에서는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설이 지난 뒤 동행자와 함께 성에 올라 풍경을 보니 경산(景山), 오문(午門), 단문
(端門)이 보이고, 궁궐과 전각은 굽이굽이 들어차 있고 여항에 등불이 훤하니 그야
말로 환상의 천지(天上人間)이다. 서양인 남녀가 둘둘씩 성에 올라오는데 그림 속에
서 본 서양인 모습과 똑같다. 피부와 머리색이 인간과 달라 자못 놀랍다. 서양인의
집도 여항에 자리를 잡고 문 앞에 깃대를 세워 표식을 하였는데, 중국인들은 길에서
보면 슬슬 피해 가는데 자못 이상하다. （年後隨伴登內城, 瑤見景山、午門、端
門、宮殿盤鬱、閭井熾耀, 真可謂天上人間。洋人二兩二女亦登城往來。真如畫中
曾所見者。而顏發被服不似人類, 自然愕眙。洋人屋宇泰錯於閭井, 而門外必立標
杆似所以之也。華人逢於道上, 亦皆辟易, 俟具過, 然後敢動籲, 可怪也。）20)

이는 강위가 정월 초 하룻날 본 풍경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는 북경성의 경치
가 아름다워 그야말로 ‘환상의 천지(天上人間)’라고 하였는데, 잇달아 목격한 서
1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하)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848.
20) 위의 책, p.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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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에 대하여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식의 서술이 아닌 “인간과 다르다(不似人
類)”는 식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북경성에 대한 경치묘사와 서양인에 대한 인

상묘사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서양인을 두려워하고, 양보하는 중국인
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이때의 조선은 이미 서양으로부터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 두 차례의 침략과 유린을 당한 처지이며 조선과 서양의 무

력차이에 대해 깊게 깨달은 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적극적인 항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들이 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의심치 않
고 있었다. 하여 강위와 장세준이 처음 만났을 때, 강위의 주되는 관심사는 의연
히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문제였다. 이에 장세준은 에둘러서 주전(主战)은 취
할 바가 못 되고 일본뿐 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제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
였다. 두 번째 필담에서 장세준은 시사를 담론하면서 조선의 주전(主战)정서에
계속되는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중국이 계속되는 전란을 겪고 있는 것은 ‘쉽게
전쟁을 시작한 잘못(輕議戰之過也)’21)이라고 지적하였다. 뒤이어 장세준은 서
양의 발달된 물질문명을 언급하면서 서양은 “선행을 즐기고 의리를 지킬줄 알
며, 인간의 항시적인 도리를 아는(知樂善好義, 同得秉彝之常)”

22)사람들로서

동양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조선 사신은 의연히 “해도 길도
짧을 때가 있고, 달로 생사가 있는데, 이적인 비록 강하다 하나, 어찌 팽팽하게
당기고 늦추지 아니 할 때가 없을 것인가,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日有短
長, 月有死生, 夷雖強悍, 豈能張而不弛, 竊不自量)”23)라고 하면서 주전을 끝까

지 견지하였고, 다소 억지스러운 낙관적인 정서를 표출하였다. 이렇게 주장하였
으나 강위가 중국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으며 그 근심을 아래와 같은 시어에
서 표출하였다. “말머리를 돌려 압록강을 향하네, 꽃은 화사해지고 버들잎 푸르
른 만강주로.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내 것으로 하지 못하니, 이 떠나는 마
음 들어설 때 보다 한결 더 수심에 차네.(의주에서 통군의 시 亭板上의 운을 차
운하여) “馬首盈盈鴨水流, 明花暗柳滿江洲。秖難收攝中州眼, 入塞強於出塞
21) 위의 책, p.823.
22) 위의 책, p.830.
23) 위의 책, p.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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愁。（遇到灣上複次統軍亭板上韻）”24)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싶이, 필담중에는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세준이 “준비가 되였다면 한쪽으로 싸우면
서 대항할 수 있으니 주동권이 그래도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피동적인 처지에 처하게 된다. 중국과 같은 큰 땅덩어리도 당하기 어
려운데... 귀방의 경우 중국의 경험 교훈을 섭취할 수 있으니 일찍이 도모하여
자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我苟有備, 以戰以款, 其權在我。我苟無
備, 以聽於人, 則以中國之大, 尚不堪其苦, 所望於貴邦者, 幸以中國為鑒, 早圖
有以自強也)”25)라고 한 권유가 그를 동요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중국행

을 통하여 강위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연행에 나선 강위는 중국을 통하여 일본을 판단하던 데로부터 중국을
통하여 동아시아가 직면한 문화적인 위기를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연행 전 강위
는 장세준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문 되였던 점들을 정리하여 “담초설문(談草設
問)”을 작성해 중국문인과 진일보의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그가 “담초설문(談
草設問)”에 정리한 문제들을 보면 모두가 유가 성리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설

과 중국이 지금 처한 모순되는 상황들인데, 첫 번째 문제는 아편을 근절하고자
림측서가 아편을 불태웠는데, 도리어 중국에서 수년간의 전란을 겪게 되고 태평
천국의 난을 겪게 된 “정론을 견지하여 화를 입게 된 것(由正論而反致禍)”26)이
다. 두 번째 문제는 ‘백승지웅(百勝之雄)’27)이었던 군사가 북경에서 작은 실패를
겪자 조정에서 출전을 제지하여 북경을 지키지 못한 “정의를 지키려다 도리어
손해를 본(奮正氣而反吃虧)”28)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중국번이 유가경전을 통
달하여 학문이 순수하고 깊이가 있는데 도리어 서양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공부
를 시키니 “군자로 생겨서 패정을 행한 것(以正人而行稗政)”29)이다. 마지막으

2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상)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260.
2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하)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815.
26) 위의 책, p.856.
27) 위의 책, p.856.
28) 위의 책, p.857.
29) 위의 책, p.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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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아편금지령을 견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금을 받아가 아편매매가 합법화
된 것이며 서양의 교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서양선교사들을 관리로
임명하니 이는 “숭고한 덕을 지켜 바른 길로 가는 척 하면서 이단으로 가는 것
(崇正道而從異端)”30)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물음들은 장세준과의 첫 번째

필담을 통하여 그가 “서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서양의 선진문물을 학습하
여 유가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는 문제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였음
을 보여주는 문제들이다. 이에 중국문인들은 중국에서 겪은 문제들을 예로 들면
서 아직은 확정된 답은 없으나, 모든 사람이 모두 군자일수는 없고 전쟁 중에서
변수가 가장 큰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전쟁을 될수록 피하고, 시간을 쟁취하여
서양의 기술로써 부국강병 하는 것만이 경제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라고 말하
고 있다. 비록 확정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대화를 통하여 강위의 사상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아 볼 수 있다. 1870년 초까지만 하여도 그는 서양
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으나 1875년에 이르러서는 합종연횡을,
1876년에는 대일개방을 주장하면서 융통성 있는 외교수단을 통하여 조선에게

시간을 쟁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국강병을 실현할 것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31)
두 차례의 연행과 두 차례의 일본행을 통하여 강위가 일본을 보는 시각이 많
이 바뀌었는데, 더는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흥아회를 찾아
가, 그들을 “영웅호걸(磊落英豪)”32)에 비유하면서 “항상 두려움에 맞선다(尋常
恐懼亦相親)”33)고 흥아회에 대한 인정까지 보여 주었다. 이 시문에서 볼 수 있

다 싶이강위에게 있어서 동아시아는 여전한 공동체이고 서양이야말로 그들이
저항해야 할 적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마지막 구절에서 보여주었다 싶
이 그는 전국시기 여섯 나라가 패망한 것이 진나라 때문이 아니라 기타 여섯 나
30) 위의 책, p.856.
31) 李宪柱, 뺷姜纬的开国论研究뺸, 고려대학교 2004년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p.100.
32) 鯨海鴻泥跡易陳, 臨歸一語見情真。易持時論人人別, 難識天機日日新。磊落英豪同所
見, 尋常恐懼亦相親。當時代算關東事, 六國安慰不在秦。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
전집(상)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326.
33) 위의 책,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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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합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미래를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연합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34)그는

두 차례에 일본행을 통해 변화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일본을 통하여 중국문인들과 토론했던 시간을 쟁취하여 부국강
병하고 시기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발견들은 일
본기행시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시문에서 “뭐니 뭐니 하여도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은 힘든 일이오, 귀주에 기이한 일들이 수두룩이 적혀 있었지, 어
찌 알았으랴, 좋은 대책 이웃에 있을 줄이야.(經國原來先制度, 囿民到底費經
綸。歸州著錄無奇話, 早見良策在善鄰)”35) 라고 하면서 민중의 생계를 앞자리

에 놓는 일본의 정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강위가 남긴 일본 기행시가를 볼
경우 그와 시가로 화답을 한 일본인들로는 외무성 대서기관 미야모토 고이치,
전 다카사키 번주인 오코우치 터루나, 고양거사 경, 기록국장인 가메타니 세이
켄, 승려 게이준, 쵸카엔 주인 등 일본의 고위관료로부터 재야인사, 승려, 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 되였지만36) 실제로 남긴 시가는 17편좌우로서
중국 기행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회 자리에 벌어진 필
답 교류에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37)이로부
터 강위가 사행 당시 아시아 연대론을 동조하면서도 일본을 경계하고 있음을 확
실할 수 있다.
일본이 강위에게 보여준 것이 스스로 서양이 되어 나라를 구원하는38) 한가지
길이었다면, 양무운동을 통하여 발전되고 있는 천진은 그에게 동아시아다운 구
국의 방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임오군란 소식을 듣고 막부득이
중국으로 간 강위는 중국 양무파 문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상해에 있는 동
34) 위의 책, p.252.
35) 재인용, 배기표, 뺷추금 강위의 해외기행뺸,성균관대학교 2008년 박사학위 논문, p.114.
36) 문순희,｢東遊艸｣로 보는 강위의 수신사 사행과 일본 인식, 열상고전연구, 제67집, 2019,
pp.246-247 참조.
37) 위의 책, pp.251.
38) 장세준과 강위의 글에서 일본을 서양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 박사가 강위에
게 합작하자는 요청을 보내였을 때 강위는 아직은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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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의 시문은 침울한 정서에 싸여 있었었다. 그러나 천진에 당도하자 그의 시
풍은 밝아 지였으며 포만된 정서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39)
천진
萬裏長風一葉楂,
暮年得意泛天河。
六洲豪傑延同席,
東土論文視一家。
黨務救時防泄泄,
宏䣭運世辦多多。
君看今日中州事,
傳相威名四海加。

天津
만리길 바람 따라 흩날렸던 자 나뭇잎,
어쩌다 노후에 은하를 누비였네

육주의 호걸들 한자리에 모여 앉았네
동토의 글은 본래 한집이어라
지금 긴장할 것 탕개를 늦추지 않는 것
큰 계획 이룩하려니 일들이 줄줄
오늘의 중국형세 한번 보오
그 이름 사해에 널리 알려지리라

40)

강위가 천진을 지나면서 남긴 시문이다. 그는 중국의 상해에서부터 천진까지
양무파 세력의 추진아래 발전, 장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말로 동아시아
가 선택해야 할 서양과 맞서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여 “오
늘의 중국형세 한번 보오 ,그 이름 사해에 널리 알려지리라.(君看今日中州事, 傳
相威名四海加。)라고 읊조리고 있다. 천진이 그에게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에

너지를 줄수 있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중국의 양무운동의 주요한 방향은 군사
공장을 장만하고 외국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서양 기술을 배우는 것인데, 그 당
시 중국의 군사공장 중심은 강남 제조국, 천진 기계국, 태원 기계국 이었다. 강남
제조국이 1865년에 건설되어 재빠르게 발전한 반면, 천진의 기계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개설되지 못하다가 1870년, 이홍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서야 발전하기
시작하였다.41) 게다가 양무운동 기간 조선에서도 많은 학도공들을 천진에 보냈
39) 강위가 북경에 다녀온 뒤, 연행일기, 연행시가, 담초 등 대량의 기록을 남긴 반면에 상해
천진에 다녀온 기록으로는 뺷遠遊草뺸와 뺷詩餘뺸 속에 수록된 20여편의 시가뿐인데 그중에
서 천진을 노래 한 시가는 오직 2편이다. 그러나 상해 천진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중국
의 양무파이며 시가에서 이들에 대한 감사의 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천진에 도착
하였을 때 시풍이 갑자기 명랑해여 졌다는 점과 양무파와 상해 그리고 천진의 관계를 연
결하여 볼 때 천진의 의미를 다시 토론하지 않을수 없다.
4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뺷강위전집(상)뺸, 아세아문화사 간행, 1978, pp.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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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기록 되고 있다.42) 강위가 중국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고 중국문인
들과 부국강병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던 1873년에 비하면, 근 십년이 지난 1882
년의 천진은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많은 가치
관을 양무파와 공유하고 있고 있었던 강위에게 많은 힘을 주었을 것이다.

3. 결론
무반출신 강위는 평생을 열심히 공부하여 조선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
법을 찾기를 원했다. 두 번의 북경행을 통하여 그는 동아시아 밖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세계구조 속에서 조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전개하여
자국에게 시간과 기회를 벌어 부국강병 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
뒤로 다녀온 일본과 중국 상해, 그리고 천진에서는 그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조선의 미래를 찾아보고 왔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중국에 들어섰을 때의 강위는 중세기적인 문인과의 교유를 꿈꾸었으며
조선을 침범하는 일본문제를 사고함에 있어서도 중국의 중재와 도움을 바라는
등 중세적인 사유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고하고 있는 세상
의 경계는 동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으며 러시아나 프랑스 등과 같은 서양나라들
을 “이(夷)”로 판단하고 부정하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문제에 봉착
하였을 때 중국고전서적이나 역사에서 답을 찾으려는 등과 같은 중세적인 세계
관에 갇혀 있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행 과정에서 장세준과의
여러 차례 필담을 통하여 그는 동아시아 밖의 서양을 인식하고 서양 문제를 문
제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일본만 문제화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구조 속에서 일본문제를 변증적으로 사
41) 중국인민정치협상 복건성 복주시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편집, 뺷선박정치의 최고봉(船政
之最)뺸, ｢복주문사자료선집福州文史资料选集｣,제2기, 2003년. 재인용 王晓芹, 肖振家, ｢
선박 정치와 기타 양무 군사공장의 비교 연구 (船政与其他洋务军工厂之比较)｣, 뺷복건
문화 박람(福建文博)뺸, 2020년 제1기 , p.93.
42) 徐永志, 李学斌, ｢20세기이전 천진근대공업사에 대한 연구서사(新世纪以来国内近代天
津工业史研究综述)｣, 뺷고등학교 사회과학 동태(高校社科动态)뺸, 2019 년 제2기,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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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행과 첫 번째 연행은 일년을 사이 두고 있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
강위는 장세준과 필담하였던 문제들을 되새기고 4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유교의
가치관이 상호 모순되는 점들을 짚어 내여 중국문인들과 토의하면서 조선과 중
국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고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중세기 말
기의 문인이고, 보수적인 한문학전통을 공부하였지만, 그는 짧은 시간에 자세를
바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문제
를 사고하는 등과 같은 열린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일본인을 대면하였을 때도
열린 자세로 일본의 변화발전을 인정하고 일본과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조선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풀어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의 중심은 여전히 중세적이며,
서양의 기술을 이용하여 유가의 “만사태평”의 꿈을 이룩하려는 것이 그 가치관
의 핵심이다.
그는 여전히 동아시아적인 문물제도를 기반으로 만국이 서로 소통되는 (車
書萬國會相通)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유교적 이상을 품고 있었다. 강위에게 희

망과 미래를 보여주었던 천진의 번영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안 지나 실패
로 결말을 맺었고, 강위의 이런 중세적인 인식이 낡은 사상으로 인지되기도 하
였으나, 서양을 따른 근대화모식이 이러저러한 폐단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13, 14세기 문명을 빛냈던 동아시아가 지금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
는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 가 ”43) 하는 문제들을 근대화에 가장 먼저 직면
했고 문화적 충돌의 아픔을 가장 먼저 겪었던 근대전환기 문인들에게서 찾아보
지 않을 수 없다.

43) 狄柏瑞著, 何兆武 何冰译, 뺷东亚文明五个阶段的对话뺸. 贵州人民出版社, 2009,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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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nd Chinese Imaginationg of Joseon Envoy Jiang Wei
Piao, Xuemei․Piao, Huizhen
Abstact: Jiang wei , a Jonseon literati born in Wu Ban, was seeking a way
to get Josen out with the Chinese “master” and “main war” literati, gradually
realized the gap between the position and strenth of the Wese, Japan, China
and Josen in the world pattern, an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ctively
engaging in diplomacy. After two Yan tours, Jiang Wei no longer suppor-ted
the main battle trend of resolute resistance to Western and Japanese
aggression by force. Al-though he advocated learning from the West, he thought
that this was only for the sake of enric-hing the country and strengthening the
armed forces and solving the live lihood problems. He still thought tha the
western power is only a temporary “hegemony”. The Confucian ideal of peace
and tranquility that East Asians want will lead East Asians to return to the
Confucian spirit of East Asia and show strong cltural confidence in the future.
Keyword

Jiang Wei, Yan tours, Chinese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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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관용 표현 중 맛 표현 단어의 감정적 의미 분석

이명아*

국문요약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확장의미는 감정적 의미에 따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성을 지니는 단어는 ‘甜[단맛]’류, ‘辣[매운맛]’류가 있으며 부정성을
지니는 단어는 ‘酸[신맛]’류, ‘苦[쓴맛]’류, ‘辣[매운맛]’류가 있다.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확장의미는 사전 주해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중국어 관용 표현에
모두 동일하게 투영되지는 않는데 그 예로, ‘甜[단맛]’류, ‘辣[매운맛]’류 단어가 여기에 해당한
다. 중국어 관용 표현 중의 ‘甜腻[지나치게 달다]’는 ‘甜[달다]’의 확장의미가 긍정성을 지니는
것과는 반대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辣妹子[야무진 여자]’는 ‘辣[맵
다]’의 확장의미가 부정성을 지니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어 관용 표현 중 긍정적 의미로 쓰인
다.
이로보아 중국어 관용 표현 중 ‘甜[단맛]’류 단어가 모두 긍정적 의미로 쓰이거나 ‘辣[매운
맛]’류 단어가 모두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甜[단맛]’류, ‘辣[매
운맛]’류 단어는 관용 표현 중 주로 쓰이는 단어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로, ‘甜[단
맛]’류 단어 중 긍정적 의미는 ‘甜, 甜美, 甜蜜, 甜甜蜜蜜, 甜丝丝’가 쓰이며 부정적 의미는 주
로 ‘甜腻’의 형태가 담당한다. ‘辣[매운맛]’류 단어 중 부정적 의미는 ‘辣, 辣乎乎, 辛, 火辣 火
辣辣’가 쓰이며 ‘辛辣’는 주로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중 ‘辣’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에 모두

쓰여 그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관용 표현에 따라 감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주제어

중국어, 관용어, 미각어, 맛, 감정적 의미, 맵다, 쓰다, 달다, 시다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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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미각에 대한 인간의 인지 과정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나타
나며 맛을 표현하는 단어의 비유 의미 또한 여러 문화권에서 대체로 유사한 쓰
임을 보인다. 예로, 단맛과 관련된 표현으로 한국어의 ‘달콤한 목소리’, 중국어의
‘甜蜜的声音[달콤한 목소리]’, 영어의 ‘sweet voice[달콤한 목소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맛 표현 단어의 비유 의미가 여러 문화권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맛의 농도에 따른 비유 의미는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로, ‘맛깔스럽지 아니하게 조금 달다’1)는 뜻의 ‘들큼하다’는 낮은 정도의 단맛
에 해당하며 한국어 관용 표현 중 ‘들큼하다’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2) 그
러나 이와는 다르게 중국어 관용 표현 중 단맛의 농도가 낮은 ‘甜丝丝[달짝지근
하다]’보다는 단맛의 농도가 높은 ‘甜腻[지나치게 달다]’가 주로 부정적 의미를
담당한다. 이처럼 맛 표현 단어 중 일부는 그 농도에 따라 감정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 중 동일한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
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어휘 습득 과정 중 부정적 전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맛 표현 중국어 어휘 교육 중 한국인 학습자에게 부정적 전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하며 이는 한국어와 다른 중국어의 대조적 특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들큼하다’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 문금현,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의 양상｣, 뺷새국어교육뺸 제3
집, 2015,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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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의 접근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김순자(2015), 明洋洋․김현철(2016), 이선
희․김미금(2019)은 중국어 단맛 계열, 매운맛 계열 단어의 인지적 의미와 의미
확장 양상, 인지적 기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尚绮․刘明江(2010), 万惠蓉
(2011), 王大刚․王联国(2020)은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인지 의미와 감정적 의

미 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감정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로 김순진․한용수
(2015)3), 이명아(2016)4) 등이 있으며 이는 중국어 색채어, 이름 호칭어의 감정적

의미를 분석하여 중국어 어휘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맛 표현 중국어 단어 관련 선행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 그 확장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대체로 많으며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사전 주해와 관용 표현 중
확장의미의 차이, 형태적 특징 등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이에 중국어 관용 표현 중 맛 표현 단어의 감정적 의미, 사전 주해와의 차이,
단어의 형태적 특징 등을 분석하고자 하며 한국인 학습자의 제2언어로서 맛 표
현 중국어 어휘 교육 자료 제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사전 의미
본 연구는 맛 표현 중국어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중국인들의 언어생활
중 사용 빈도가 높거나 관용 표현에 주로 사용되는 ‘甜[단맛]’, ‘酸[신맛]’, ‘苦[쓴
맛]’, ‘辣[매운맛]’, ‘咸[짠맛]’ 종류와 관련된 표현을 연구범위로 한다.
사전에 기술된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확장의미는 감정적 의미에 따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기술된 이러한 확장
의미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중국어 관용 표현에 모두 동일하게 투영되는 것은 아

3) 김순진․한용수, ｢중국어 색채어의 隱喩와 換喩에 의한 고찰｣,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제46집,
2015, pp.193-212.
4) 이명아, ｢한중 이름 호칭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뺷철학∙사상∙문화뺸 제21집, 2016,
pp.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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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사전 주해와 관용 표현 중의 긍정성과 부정성은 구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뺷现代汉语规范词典(第3版)뺸5)에 기술된 맛 표현 중국어 단어 중
‘甜[단맛]’류, ‘酸[신맛]’류, ‘苦[쓴맛]’류, ‘辣[매운맛]’류, ‘咸[짠맛]’류 관련 용언형

단어는 ‘甘, 甘美, 甘甜, 甜, 甜津津, 甜美, 甜蜜, 甜蜜蜜, 甜甜蜜蜜, 甜腻, 甜丝
丝, 甜滋滋, 酸, 酸不唧儿, 酸不溜丢, 酸溜溜, 苦, 辣, 辣乎乎, 辣丝丝, 辣酥酥,
辛, 辛辣, 火辣, 火辣辣, 咸’ 등이 있으며 사전 주해를 다음의 표로 정리해 살펴

본다.
<표 1>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사전 주해
분류

표제어
甘
甘美
甘甜
甜

‘甜’류

甜津津
甜美
甜蜜
甜腻
甜丝丝
甜滋滋
酸
酸不唧儿

‘酸’류

酸不溜丢
酸溜溜

‘苦’류

苦

사전 주해
[형]달다(‘苦’와 상대적) [형]좋다, 만족스러운 [동]즐거이~하다
[형]맛이 달콤하다
[형]甜美
[형]맛이 설탕 꿀과 같은 것을 묘사(‘苦’와 상대적)[형]사람이 유쾌하고 편
안한 것을 느끼는 것을 묘사
[형]甜丝丝
[형]달고 맛있다 [형]유쾌하고 편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묘사
[형]행복함, 유쾌함, 편안함 등을 느끼는 것을 묘사
[형]달고 기름지다 [형]달콤하고 보드랍고 매끄럽다
[형]맛이 단 것을 묘사 [형]행복한, 유쾌한 감정을 묘사, ‘甜滋滋, 甜津津’
이라고도 말함
[형]甜丝丝
[형]맛 또는 냄새가 식초와 같은 것을 묘사 [형]비통하다, 고생스럽다
[형]피로 또는 질병 때문에 약간 통증이 있고 기력이 없다 [형]시대에 뒤
떨어지다 [명]산
[형]약간 신맛을 지닌 [형]신체가 시큰시큰하고 힘이 없다
[형]마음에 약간의 질투 혹은 괴로움이 있는 것을 묘사 [형]말씨가 시대에
뒤떨어지다
[형]맛 또는 냄새가 시다 [형]신체의 어느 부분이 시큰시큰 쑤시고 아프다
[형]마음에 약간의 질투 혹은 괴로움이 있는 것을 묘사 [형]말씨가 시대에
뒤떨어지다
[형]여주 또는 황련과 같은 맛을 묘사(‘甘’, ‘甜’과 상대적) [형]피로하다,
고생스럽다 [부]전력을 다해서, 참을성 있게 [형]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동]고통스럽게 하다, 괴롭게 하다 [동]어떤 상황에 고통을 느끼다 
[형]<구어>어떤 방면이 일정한 정도를 초과한 것을 묘사

5) 苏新春, 뺷现代汉语规范词典(第3版)뺸, 北京: 商务印书馆,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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辣
辣乎乎
辣丝丝
辣酥酥
辛

‘辣’류
辛辣
火辣
火辣辣

‘咸’류

咸

[형]고추, 마늘, 생강 등과 같이 자극적인 맛 [동]매운 맛이 감각 기관을
자극하다 [형]잔인하다 [명]성
[형]화끈한 감각을 묘사
[형]약간 매운 감각을 묘사
[형]辣丝丝
[형]맛이 고추와 같은 것을 묘사 [형]고생하다, 곤란하다 [형]슬프거나
마음이 상하다
[형](맛, 냄새)맵다 [형]말이나 문장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자극성이 강한
것을 비유
[형]고온, 매운 것 등의 자극 후에 통증 감각을 묘사 [형]성질이 사납거나
언사가 시원시원하고 날카로운 것을 묘사
[형]깨문 상처, 화상, 탕상, 채찍질 등 이후의 통증 감각을 묘사 [형]극하
게 더운 것을 묘사 [형]감정이 매우 흥분한 것 등을 묘사 [형]성질이 사납
거나 언사가 날카로운 것을 묘사
[형]맛이 소금과 같은 것을 묘사

<표1> 중 중국어 ‘甜[단맛]’류 단어의 확장의미는 ‘좋다, 만족스럽다, 유쾌하

고 편안하다, 행복하다’ 등을 뜻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酸[신맛]’
류 중국어 단어의 확장의미는 ‘비통하다, 고생스럽다, 기력이 없다, 시대에 뒤떨
어지다, 시큰시큰하고 힘이 없다, 질투 혹은 괴로움을 묘사’ 등을 뜻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국어 ‘苦[쓴맛]’류 단어의 확장의미는 ‘피로하다, 고
생스럽다, 고통스러운, 괴롭게 하다’ 등을 뜻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다. ‘辣[매운맛]’류 중국어 단어의 확장의미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이중 ‘辛辣[신랄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부정적인 의미의 예로, ‘잔인
하다, 고생하다, 곤란하다, 슬프다, 마음이 상하다, 성질이 사납다’ 등이 있으며
긍정적인 의미의 예로, ‘말이나 문장이 날카롭고 예리하다, 언사가 시원시원하고
날카롭다’ 등이 있다. 중국어 ‘咸[짠맛]’류 단어는 기본의미 이외에 확장의미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사전에 기술된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확장의미 중 ‘甜[단맛]’류 단어
는 긍정성을 지니고 ‘苦[쓴맛]’류, ‘酸[신맛]’류, ‘辣[매운맛]’류의 단어는 대체로
부정성을 지닌다. 그러나 중국어 관용 표현 중 ‘甜[단맛]’류 단어가 모두 긍정적
의미로 쓰이거나 ‘辣[매운맛]’류 단어가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
다. 이에 중국어 관용 표현에 나타난 맛 표현 단어의 감정적 의미를 다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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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3. 중국어 관용 표현 중 맛 표현 단어의 의미 분석
맛 표현 단어와 관련된 중국어 관용 표현은 뺷中国俗语大词典뺸, 뺷现代汉语规
范词典(第3版)뺸, 뺷现代汉语词典(第7版)뺸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인

들의 언어생활 중 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뺷中国俗语大
词典뺸, 뺷现代汉语规范词典뺸 중의 표제어와 관련 용례를 조사하여 이를 <표2>

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표 2> 중국어 단맛 관련 관용 표현
분류

‘甘’
관련

‘甜’
관련

甘

甜

甜美

관용 표현
不甘寂寞[관여하려고 하다]/甘拜下风[남만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다]/甘当[달가워
하다]/甘瓜苦蒂[단 참외도 꼭지는 쓰다]/甘井先竭[좋은 우물물은 먼저 고갈된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빨리 쇠퇴한다는 것을 비유]/甘霖[단비]/甘露[은택]/甘泉
[감천]/甘言夺志，糖食坏齿[단 음식을 많이 먹으며 쉽게 이가 손상하고, 아첨하는
말을 많이 들으며 투지를 상실한다는 것을 가리킴]/甘为[기꺼이 하다]/苦尽甘来
[고생 끝에 낙이 온다]/同甘共苦[동고동락하다]/同甘苦, 共患难[동고동락하다]/
心甘情愿[달갑게 바라다]
波翻了五味瓶―酸甜苦辣咸各色俱全[마음이 지극히 복잡하고 각종 느낌이 다 있다
는 것을 묘사]/不吃苦中苦, 难得甜上甜[혹심한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즐거움의 극
치를 얻을 수 없다]/打翻了五味瓶―酸甜苦辣咸样样全[마음이 지극히 복잡하고 각
종 느낌이 다 있다는 것을 묘사]/东酸西辣，南甜北咸[동부 사람은 매운 것을 좋아
하고, 서부 사람은 신 것을 좋아하고, 남부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고, 북부 사람은
짠 것을 좋아한다, 중국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음식의 맛에 각각 편애가 있다는 것을
가리킴]/喝了蜜―嘴甜[꿀을 마시다―말이 달콤하다]/口甜如密钵, 心苦似黄蘖［사
람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마음은 잔인하다는 것을 가리킴]/强扭的瓜不甜[익
지 않은 채 억지로 비틀어 딴 참외는 달지 않다]/若要甜，加点盐[단 것만 먹으면
단맛을 모르니 짠 것을 먹으면 자연히 비교가 된다는 것을 가리킴, 생활 중 괴로움
과 즐거움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대응하고 단지 향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자주 비유함]/三句甜，两句苦[잠깐 부드럽고 잠깐 억센 것으로 계속 충고하며
위협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킴]/睡得正甜[달게 자다]/甜活儿[수월하면서도 수입이
좋은 일]/甜哥哥蜜姐姐[달콤한 말과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묘사]/笑得很甜
[밝게 웃다]/这孩子嘴真甜[이 아이는 말이 달콤하다]/这药水是甜的, 一点儿也不苦
[이 물약은 달고 조금도 쓰지 않다]
歌喉甜美[목청이 달콤하다]/日子过得甜美[즐거운 날을 보내다]甜美的生活[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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甜蜜
甜甜
蜜蜜
甜腻
甜丝
丝

생활]/味道甜美[맛이 달콤하다]
孩子们笑得那么甜蜜[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웃는다]/甜蜜的生活[달콤한 생활]/
甜蜜的话语[달콤한 말]
日子过得甜甜蜜蜜[즐겁게 생활하다]
少吃油炸甜腻食品[기름에 튀긴 달고 기름진 음식은 조금 먹어라]/甜腻的恭维令人
生厌[지나치게 친근하고 거북한 아첨은 싫증이 난다]/甜腻的巧克力[달콤하고 느끼
한 초콜릿]/嗓音温柔甜腻[목소리가 온유하고 지나치게 친근해서 거북하다]
她想到孩子们都长大成人, 能为祖国尽力, 心里甜丝丝的[그녀는 아이들이 모두 어른
이 되어 조국을 위해 모든 힘을 바칠 수 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했다]/甜丝丝
的泉水[달콤한 샘물]

<표2> 중 중국어 단맛 관련 관용 표현에 쓰인 단어는 ‘甘, 甜, 甜美, 甜蜜, 甜
甜蜜蜜, 甜腻, 甜丝丝’ 등이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 중 ‘甘’은 ‘달다, 좋다, 즐거

운, 달갑다, 기쁘게’ 등을 뜻하며 ‘甜’은 ‘달다, 달콤하다, 즐거운, 흐뭇하다, 편안
하다’ 등을 뜻하며 ‘甜美’는 ‘달콤하다, 즐거운’ 등을 뜻한다. ‘甜蜜’는 ‘달콤하다’
를 뜻하며 ‘甜腻’는 ‘달고 기름진, 달콤하고 느끼한, 지나치게 친근해서 거북하다’
등을 뜻하며 ‘甜丝丝’는 ‘달콤하다, 흐뭇하다’ 등을 뜻한다. 이로보아 <표2>의
중국어 단맛 관련 관용 표현 중 ‘甜[단맛]’류 단어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
이지만 ‘甜腻’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중국어 신맛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표 3> 중국어 신맛 관련 관용 표현
분류

‘酸’
관련

酸

관용 표현
悲酸[슬프고 마음이 쓰리다]/寒酸[가난하고 초라하다]/浑身酸懒[온몸이 시큰시큰
하고 피로하다]/波翻了五味瓶―酸甜苦辣咸各色俱全[마음이 지극히 복잡하고 각종
느낌이 다 있다는 것을 묘사]/打翻了五味瓶―酸甜苦辣咸样样全[마음이 지극히 복잡
하고 각종 느낌이 다 있다는 것을 묘사]/东酸西辣，南甜北咸[동부 사람은 매운 것
을, 서부 사람은 신 것을, 남부 사람은 단 것을, 북부 사람은 짠 것을 좋아한다]/心里
一酸, 眼泪就淌了下来[마음이 찡하자 눈물이 바로 흘러내렸다]/心酸[마음이 쓰리
다]/省了一把盐，酸了一缸酱[된장을 만들려면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 한 줌을 절약
하기 위해 도리어 된장 한 독을 시큼하게 못 쓰게 만들다, 절약하지 말아야 할 곳을
절약한 결과 더 큰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을 비유]/酸楚[슬프고 괴롭다]/酸秀才[진
부한 수재]/腰酸腿疼[허리가 시리고 다리가 아프다]/一部辛酸的近代史[한 부의 고
되고 슬픈 근대사]/这杏真酸[이 살구는 정말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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酸 不
唧儿

胳膊酸不唧儿的, 使不上劲[팔이 나른하고 시큰시큰하여 힘을 쓸 수 없다]

酸 溜
溜

鼻子碰到门上, 酸溜溜的[코를 문에 부딪쳐 시큰시큰하다]/看着别人的成果, 心里酸
溜溜的[다른 사람의 성과를 보면 질투가 난다]/酸溜溜的气味[시큼한 냄새]/他说话
酸溜溜的, 真让人难受[그는 입만 열면 케케묵은 소리만 하여 정말 견딜 수 없다]/走
了一天的路，腿肚子有点儿酸溜溜的[하루를 걸었더니 장딴지가 조금 시큰거리다]

<표3> 중 중국어 신맛 관련 관용 표현에 쓰인 단어는 ‘酸, 酸不唧儿, 酸溜溜’

등이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 중 ‘酸’은 ‘시다, 마음이 찡하다, 마음이 쓰리다, 시
큰시큰하게 통증이 있다, 진부하다’ 등을 뜻하며 ‘酸不唧儿’는 ‘시큰시큰하게 통
증이 있다’를 뜻하며 ‘酸溜溜’는 ‘시큼하다, 시큰시큰하게 통증이 있다, 질투가
나다, 진부하다’ 등을 뜻한다. 이로보아 <표3>의 중국어 신맛 관련 관용 표현 중
‘酸[신맛]’류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중국어 쓴맛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표 4> 중국어 쓴맛 관련 관용 표현
분류

‘苦’
관련

苦

관용 표현
安劳苦易，安闲散难。[사람이 수고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쉽지만 한산한 것에 만족
하는 것은 도리어 쉽지 않다, 한산한 생활이 그릇된 생각을 낳는다는 것을 가리킴]/波
翻了五味瓶―酸甜苦辣咸各色俱全[마음이 지극히 복잡하고 각종 느낌이 다 있다는 것을
묘사]/别把老队员用得太苦了[오래된 대원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지 말아다]/不吃苦中
苦, 难得惊人艺/不吃苦中苦, 难得甜上甜[혹심한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즐거움의 극치
를 얻을 수 없다]/吃一番苦，学一回乖[한 번 쓴맛을 보면 한 번의 기민함을 배운다, 고
통을 맛보고 좌절을 겪으면 교훈을 얻고 지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킴]/孤苦伶
仃[의지할 데 없이 외롭다]/黄连拌苦瓜―苦上加苦[황련을 여주에 뒤섞다―엎친 데 덮
친다, 고난이 매우 심한 것을 묘사]/口甜如密钵, 心苦似黄蘖［사람 입으로는 달콤한 말
을 하지만 마음은 잔인하다는 것을 가리킴]/苦胆[담낭]/苦胆拌黄连―苦上加苦[담낭을
황련에 뒤섞다-엎친 데 덮친다, 고난이 매우 심한 것을 묘사]/苦工[힘든 일]/苦瓜缠上
黄连―一样是苦[여주가 황련에 들러붙다―똑같이 쓰다, 두 사람의 경험이 똑같이 쓰다
는 것을 가리킴]/苦寒[혹한]/苦海无边―回头是岸[고통스러운 환경은 끝이 없다―고개
를 돌리면 바로 피안이다, 원래는 고난이 매우 심해도 전심으로 부처를 향하기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후에는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에 관계없
이 개과천선하면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주로 가리킴]/苦尽甘来[고생 끝에 낙이 온
다]/苦苦相求[간절히 바라다]/苦练[고된 훈련]/苦劝[애써 충고하다]/苦恼[고뇌하다]/
苦日难熬, 欢时易过[힘든 날은 어렵게 넘어가고 즐거운 때는 쉽게 지나간다 ]/苦日子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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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了[괴로운 날은 지나갔다]/苦肉计[고육책]/苦水里泡大[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어려
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을 비유]/苦夏[여름을 타다]/苦药利病，苦口利用[좋은 약은 입
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劳苦[고생하다]/良
药苦口利于病，忠言逆耳利于行[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
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酸甜苦辣[시고 달고 쓰고 매운 맛과 같은 각양각색의 맛]/同
甘苦, 共患难[동고동락하다]/同甘共苦[동고동락하다]/哑巴吃黄连, 有苦说不出[벙어리
가 황련을 먹고 쓰지만 말을 하지 못하다]/我病了这一年多, 可苦了你了[내가 1년여 동
안 병이 들어 너를 고생시켰다]/药很苦[약이 매우 쓰다]/枝条修剪得太苦[나뭇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전지하다]

<표4> 중 중국어 쓴맛 관련 관용 표현에 쓰인 단어는 ‘苦’가 있으며 이러한

관용 표현 중 ‘苦’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러운, 힘들다, 고되다, 고난, 정도가 지
나치다’ 등을 뜻한다. 이로보아 <표4>의 중국어 쓴맛 관련 관용 표현 중 ‘苦[쓴
맛]’류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음은 중국어 매운맛과 관련된 관
용 표현을 <표5>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표 5> 중국어 매운맛 관련 관용 표현
분류

辣

辣乎
乎

‘辣’
관련

辛

辛辣

火辣

관용 표현
波翻了五味瓶―酸甜苦辣咸各色俱全[마음이 지극히 복잡하고 각종 느낌이 다 있다는
것을 묘사]/吃了点儿辣椒, 辣得满头是汗[약간의 고추를 먹었는데 온 얼굴이 땀이
다]/东酸西辣，南甜北咸[동부 사람은 매운 것을, 서부 사람은 신 것을, 남부 사람은
단 것을, 북부 사람은 짠 것을 좋아한다]/辣酱[고추장]/辣妹子[야무진 여자]/辣舌头
[혀가 맵다]/手段老辣[수단이 노련하고 악랄하다]/心毒手辣[마음이 독하고 하는 짓
이 악랄하다]/这道菜太辣了[이 요리는 너무 맵다]
面条里辣椒放多了, 吃起来辣乎乎的[국수에 고추를 많이 넣으며 먹기에 매워서 얼얼
하다]
备尝艰辛[온갖 고통을 겪다]/艰辛[고생스럽다]/辛辣[맵다, 신랄하다]/辛苦[고생하
다]/辛酸[세상살이의 고되고 슬픈 일]/一部辛酸的近代史[한 부의 고되고 슬픈 근대
사]
辛辣食品[매운 식품]/他的话很辛辣[그의 말은 신랄하다]/文章写得真辛辣[글이 신랄
하다]/这个诗人并不出名, 却写出了最辛辣的讽喻诗, 发人深省![이 시인은 유명하지
는 않지만 가장 신랄한 풍유시를 썼는데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
喝了一口白酒喉, 喉咙火辣火辣的[백주 한 모금을 마셨더니 목이 타는 듯 통증이 있
다]/火辣的脾气[불같은 성격]/火辣性格[불같은 격한 성격]/他的发言火辣得很[그의
발언은 매우 날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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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辣
辣

动员会上, 大家心里火辣辣的[궐기 대회에서 모두 마음이 초조하다]/火辣辣的太阳[작
열하는 태양]/火辣辣的脾气[화끈한 성격]/话说得火辣辣的[날카롭게 말하다]手被烫
得火辣辣的[손이 데어 아리다]

<표5> 중 중국어 매운맛 관련 관용 표현에 쓰인 단어는 ‘辣, 辣乎乎, 辛, 辛
辣, 火辣, 火辣辣’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용 표현 중 ‘辣’는 ‘맵다, 악랄하다, 야

무지다’ 등을 뜻하며 ‘辣乎乎’는 ‘매워서 얼얼하다’ 등을 뜻한다. ‘辛’은 ‘맵다, 고
생하다, 슬프다’ ‘辛辣’는 ‘맵다, 신랄하다’ 등을 뜻하며 ‘火辣’는 ‘타는 듯한 통증
이 있다, 사납다, 날카롭다’ 등을 뜻하며 ‘火辣辣’는 ‘데어 아리다, 작열하다, 초조
하다, 날카롭다, 화끈하다’ 등을 뜻한다. 이로보아 <표5>의 중국어 매운맛 관련
관용 표현 중의 ‘辣[매운맛]’류 단어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辛辣
[신랄하다]’와 관련된 일부는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다음은 중국어 짠맛과 관련

된 관용 표현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표 6> 중국어 짠맛 관련 관용 표현
분류

‘咸’
관련

咸

관용 표현
波翻了五味瓶―酸甜苦辣咸各色俱全[마음이 지극히 복잡하고 각종 느낌이 다 있다는
것을 묘사]/不咸不淡[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다]/东酸西辣，南甜北咸[동부 사람은
매운 것을, 서부 사람은 신 것을, 남부 사람은 단 것을, 북부 사람은 짠 것을 좋아한
다]/卖盐的做雕銮匠―咸(闲)人儿[소금 파는 사람이 은세공 기술자를 하다―한가한
사람, 한가하게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는 사람을 가리킴]/没咸不解淡[소금이
없으며 음식의 담백함을 없앨 수 없다, 소금을 첨가하면 비로소 음식의 맛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킴]/咸菜[소금에 절인 야채]

<표6> 중 중국어 짠맛 관련 관용 표현에 쓰인 단어는 ‘咸’이 있으며 이러한

관용 표현 중 ‘咸’은 ‘짜다’를 뜻하는 기본의미로 쓰이며 확장의미로 사용되는 경
우가 드물다.

4.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농도와 긍정․부정 의미 분석
앞의 3장 중 중국어 관용 표현에 쓰이는 맛 표현 단어는 짠맛을 제외한 단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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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맛, 쓴맛, 매운맛이 확장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단어와 관련된 맛의 농도와 이
에 따른 긍정․부정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맛 표현 중국어 단어 각각의 맛의
농도와 단어 형태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중국어 관용 표현 중 맛 표현 단어의 농도와 긍정성 관계

고

▪
甜腻

▪
甜蜜/甜甜蜜蜜

고

▪
甜/甘/甜美

↑

↑

저
저

→
긍정성

▪
甜丝丝
고

저
저

<중국어 단맛 관련 단어>

고

▪
辣乎乎
火辣/火辣辣

↑

▪
辛/辣

저

▪
辣丝丝
저

고

고

↑

저

<중국어 매운맛 관련 단어>

→
긍정성

<중국어 쓴맛 관련 단어>

▪
辣/辛辣

→
긍정성

▪
苦

고

▪
酸
▪
酸溜溜
酸不唧儿
저

→
긍정성

고

<중국어 신맛 관련 단어>

<표7> 중 중국어 단맛 관련 관용 표현에 사용된 단어 형태는 ‘甘, 甜, 甜美,
甜蜜, 甜甜蜜蜜, 甜腻, 甜丝丝’ 등이 있으며 이를 단맛의 농도가 낮은 순서부터

보이면 ‘甜丝丝→甘, 甜, 甜蜜, 甜甜蜜蜜→甜腻’ 등이 있다. 이러한 중국어 단맛
관련 단어는 대체로 긍정성을 지니지만 이중 ‘甜腻’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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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단맛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쾌감 지수가 증가하는데6) 중국어 단맛 관련 관
용 표현 중 ‘甜[단맛]’류 단어는 농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대체로 긍정성을
지니며 고농도의 ‘甜蜜, 甜甜蜜蜜’ 또한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甜腻’는
고농도에 해당하지만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여 관용 표현 중 단맛의 농도와 긍
정성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다. ‘甜腻’는 ‘甜[달다]’과 ‘腻[느끼하다]’가 결합
된 구조로 중국어 관용 표현 중 부정성을 지니는 ‘甜腻’는 단맛의 농도보다는 ‘腻
[느끼하다]’와 같은 특정 형태 및 의미와 관련이 있다.

중국어 매운맛 관련 관용 표현에 사용된 단어 형태는 ‘辣, 辣乎乎, 辣丝丝, 辣
酥酥, 辛, 辛辣, 火辣, 火辣辣’ 등이 있으며 이중 ‘火辣, 火辣辣’는 매운맛의 자극

후에 통증 감감을 묘사한 것으로 매운맛만을 표현하는 ‘辣, 辣乎乎, 辣丝丝, 辣
酥酥, 辛, 辛辣’ 등과는 분리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매운맛의 농도가 낮

은 순서부터 보이면 ‘辣丝丝, 辣酥酥→辣, 辛, 辛辣→辣乎乎’ 등이 있다. 중국어
매운맛 관련 관용 표현 중 ‘辣[매운맛]’류 단어는 대체로 부정성을 지니지만 ‘辛
辣’는 긍정적 의미로 쓰이며 ‘辣’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지니는 단어로 사용

된다. 이로보아 중국어 관용 표현 중 ‘辣[매운맛]’류 단어의 감정적 의미는 매운
맛의 정도7), 특정 단어 형태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다.
중국어 신맛 관련 관용 표현에 사용된 단어 형태는 ‘酸, 酸不唧儿, 酸溜溜’ 등
이 있으며 이를 신맛의 농도가 낮은 순서부터 보이면 ‘酸溜溜, 酸不唧儿→酸’ 등
이 있다. 신맛은 적정 수준의 농도에 다다를 때까지 쾌감 지수가 증가하며 적정
수준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쾌감지수가 하락하여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8) 중
국어 신맛 관련 관용 표현 중 ‘酸[신맛]’류 단어는 농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대부분 부정성을 지니며 낮은 농도의 ‘酸溜溜, 酸不唧儿’과 이보다 조금 더 높은
농도의 ‘酸’이 모두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로보아 중국어 관용 표현 중 ‘酸[신
맛]’류 단어의 감정적 의미는 신맛의 농도, 단어 형태 등과는 상관관계가 낮게
6) 엄우흠, 뺷설탕 잘먹고 잘사는 법 67뺸, 김영사, 2005, p.20.
7)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증신경이나 촉각신경에 의한 작용에 속한다. 최현석, 뺷인간의
모든 감각뺸, 서해문집, 2009, pp.258-259.
8) 엄우흠, 뺷설탕 잘먹고 잘사는 법 67뺸, 김영사, 200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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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외에 중국어 쓴맛 관련 관용 표현에 사용된 단어 형태는 ‘苦’가 있
다.
이로보아 중국어 관용 표현 중 맛 표현 단어의 확장의미는 사전 주해와는 일
부 다르게 쓰이는데 예로, 중국어 관용 표현 중 ‘甜[단맛]’류 단어가 모두 긍정적
의미로 쓰이거나 ‘辣[매운맛]’류 단어가 모두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이
에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사용 형태, 사전 주해와 관용 표현 중의 감정적 의미
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표 8>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사전 주해와 관용 표현 중의 긍정성
관용 표현
중 의미

사전 주해
긍정성
‘甜’류
‘辣’류

→

긍정성
‘甜’류
‘辣’류

→
→
→

부정성
‘苦’류
‘酸’류
‘辣’류
‘甜’류

‘甜[단맛]/辣[매운맛]’류 단어의 사용 형태
긍정성

⇛
부정성
‘苦’류
‘酸’류
‘辣’류

辛辣,
甘, 甜, 甜美, 甜蜜,
甜甜蜜蜜, 甜丝丝

부정성

辣

辣乎乎, 辣丝丝,
辣酥酥, 火辣, 火辣辣
甜腻

<표8>에 따르면 사전 주해 중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맛 표현 중국어 단어

는 ‘甜[단맛]’류, ‘辣[매운맛]’류가 있으며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苦[쓴맛]’
류, ‘酸[신맛]’류, ‘辣[매운맛]’류가 있다. 그러나 중국어 관용 표현에 사용된 맛
표현 단어는 사전 주해와는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예로, 사전 주해 중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甜[단맛]’류 단어는 관용 표현 중 긍정적인 의미 이외
에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표2> 중 ‘甜腻’의 용례 ‘嗓音温柔甜腻[목소리
가 온유하고 지나치게 친근해서 거북하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사전 주해
중 ‘甜[단맛]’류 단어의 확장의미가 긍정성을 지니는 것과는 반대로 관용 표현
중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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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辣[매운맛]’류 단어는 사전 주해 중 긍정․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지니
지만 각각의 단어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辣[매운맛]’류 단어의 사전 주해
는 ‘辣[자극하다, 잔인하다]’, ‘辛[고생하다, 마음이 상하다]’, ‘火辣[성질이 사납
다]’, ‘火辣辣[성질이 사납다]’ 등등과 같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에 해당하며 이
중 ‘辛辣[신랄하다]’만이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관용 표현 중의 쓰
임을 보면 <표5> 중 ‘辣妹子[야무진 여자]’는 ‘辣’의 확장의미 ‘잔인하다’가 부정
성을 지니는 것과는 반대로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에 사전 주해와 관용 표현 중의 감정적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甜[단
맛]’류, ‘辣[매운맛]’류 단어의 사용 형태와 감정적인 의미를 <표8> 중의 그림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甜[단맛]’류, ‘辣[매운맛]’류의 단어 형태는
각각 ‘甜, 甜美, 甜蜜, 甜甜蜜蜜, 甜腻, 甜丝丝’, ‘辣, 辣乎乎, 辛, 辛辣, 火辣 火辣
辣’가 있으며 이중 ‘甜[단맛]’류 단어를 보면 ‘甘, 甜, 甜美, 甜蜜, 甜甜蜜蜜, 甜丝
丝’은 주로 긍정성을 지니는 단어 형태로 사용되며 ‘甜腻’는 부정성을 지니는 단

어 형태로 사용된다. ‘辣[매운맛]’류 단어를 보면 대체로 부정성을 지니며 ‘辣乎
乎, 辣丝丝, 辣酥酥, 火辣, 火辣辣’ 등의 단어 형태가 이러한 쓰임을 보이지만

‘辛辣’는 긍정성을 지니는 단어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 또한 ‘辣’는 긍정성과 부

정성을 모두 지니며 양쪽의 감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단어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로 보아 중국어 단맛 관련 관용 표현 중 ‘甜[단맛]’류 단어가 모두 긍정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중국어 매운맛 관련 관용 표현 중 동일한 단어 형태인 ‘辣’
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모두 쓰여 중국어 ‘辣[매운맛]’류 단어는 그 형태가 동
일하더라도 관용 표현에 따라 감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나가는 말
중국어 관용 표현에 주로 사용되는 맛 표현 단어의 감정적 의미, 맛의 농도,
단어 형태 등을 분석하여 다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어 관용 표현 중에
주로 사용되는 맛 표현 단어 형태는 ‘甜[단맛]’류의 예로, ‘甘, 甜, 甜美, 甜蜜, 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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甜蜜蜜, 甜腻, 甜丝丝’ 등이 있으며 ‘酸[신맛]’류의 예로, ‘酸, 酸不唧儿, 酸溜溜’

등이 있다. ‘苦[쓴맛]’류의 예로, ‘苦’가 있으며 ‘辣[매운맛]’류의 예로, ‘辣, 辣乎
乎, 辛, 辛辣, 火辣, 火辣辣’ 등이 있다.

이러한 맛 표현 중국어 단어를 그 농도에 따라 순서를 보이면 중국어 ‘甜[단
맛]’류 단어의 예로, ‘甜丝丝→甘, 甜, 甜蜜, 甜甜蜜蜜→甜腻’ 등이 있으며, 중국
어 ‘辣[매운맛]’류 단어의 예로, ‘辣丝丝, 辣酥酥→辣, 辛, 辛辣→辣乎乎’ 등이 있
다. 중국어 ‘酸[신맛]’류 단어의 예로, ‘酸溜溜, 酸不唧儿→酸’ 등이 있다.
사전에 기술된 맛 표현 중국어 단어의 확장의미는 감정적 의미에 따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성을 지니는 단어는 ‘甜[단
맛]’류, ‘辣[매운맛]’류가 있으며 부정성을 지니는 단어는 ‘酸[신맛]’류, ‘苦[쓴맛]’
류, ‘辣[매운맛]’류가 있으며 ‘咸[짠맛]’류는 기본의미 이외에 확장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주해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중국어 관용 표현에 모두 동일
하게 투영되지는 않는데 예로, 대부분의 ‘甜[단맛]’류 단어의 사전 주해가 긍정성
을 지니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어 관용 표현 중 일부 ‘甜[단맛]’류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게다가 중국어 관용 표현 중 감정적 의미에 따라서 자주
쓰이는 맛 표현 단어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로, ‘甜[단맛]’류 단어 중
긍정적 의미는 ‘甜, 甜美, 甜蜜, 甜甜蜜蜜, 甜丝丝’가 쓰이며 부정적 의미는 주로
‘甜腻’의 형태가 담당한다. 또한 ‘辣[맵다]’류 단어 중 부정적 의미는 ‘辣乎乎, 辛,
火辣 火辣辣’가 쓰이며 ‘辛辣’는 주로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辣’는 긍정

적, 부정적 의미에 모두 쓰여 그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관용 표현에 따라 감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국어 관용 표현 중 맛 표현 단어의 감정적 의미, 단어 형태, 맛의
농도를 분석하여 그 분포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중국어 맛 표현 어휘 습득 중 부
정적 전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어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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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motional Connotations of Chinese Idiomatic Expressions
That Describe Tastes
Lee, Myung A
The expanded meanings of Chinese expressions of tastes may be divided into
conveying positivity or negativity according to their emotional connotations.
Words that carry positivity include the category of “甜 (sweet),” the category
of “辣 (spicy),”and those that carry negativity include the category of “酸 (sour),”
the category of “苦 (bitter),” and the category of “辣 (spicy).” The expanded
meanings of the Chinese vocabulary that express tastes do not project the
positivity and negativity described in lexicographical annotations equally to the
Chinese idiomatic expressions. The categories of “甜 (sweet)” and “苦 (bitter)”
are such instances. As a Chinese idiomatic expression, “甜腻 (too sweet)”
demonstrates its usage in a negative sense running counter to the fact that the
expanded meaning of “甜 (sweet)” carries positivity. In addition, “辣妹子 (shrewd
woman)” takes on a positive meaning when used in the related Chinese
idiomatic expression,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 expanded meaning of “辣
(spicy)” takes on negativity.
This shows that it is not probable that all the words in the category of “甜
(sweet)” are used to express positive connotations or all the words in the
category of “辣 (spicy)” are used to express negative connotations. Furthermore,
those words in the category of “甜 (sweet)” or in the category of “辣 (spicy)” are
the instances in which those word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idiomatic
expressions take different forms. In the category of “甜 (sweet),” words that
take positive connotation are “甜, 甜美, 甜蜜, 甜甜蜜蜜,” and“ 甜丝丝,” and “甜腻 (too
sweet)” is the word that takes negative connotation. In the category of “辣
(spicy),” words that take a negative connotation are “辣, 辣乎乎, 辛, 火辣,” and
“火辣辣,” and “辛辣,” which mostly has a positive connotation. Here, “辣 (spicy),”
which is used to expres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notations, shows that
even in the same form, words can take different emotional connotation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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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different idiomatic expressions.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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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 정음음운학파의 언어․문자 의식에 대하여*
－ ‘어음(語音)’의 문맥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상 혁 **

국문요약

이 논문은 국지어음(國之語音)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기능과
연관되어 한자음 문제에 주목하여 당시 정음음운학파로 알려진 집현전 학자들의 언어․문자
의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문에서는 먼저 보편적 한문주의자 최만리와 현실적 한문주의자 정
인지가 서로 다르게 바라본 중세의 언어․문자 의식의 길항 관계를 논증하였다. 또한, 뺷훈민
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1446)의 편찬자들인 신숙주, 성삼문 등이 저술한 뺷동국정운(東國正
韻)뺸(1448),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1455) 등의 서문을 통해서 어음(語音)이라는 어

휘가 내포하는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5세기 운서류에 등장하는 ‘어음(語音)’표현을 통
해서 어음이 ‘말’이나 말소리’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그 의미를 넘어 조선 한자음과
연계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고증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음음운학파 학자들이 궁극적
으로 지향했던 언어․문자 의식의 지향을 언어 정책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논증하였다.
주제어

국지어음, 어음, 운서, 훈민정음, 언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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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종의 시대(1418〜50)는 언어 문화의 전성기였다. 그에 따라 유교 중심의 국
가가 건설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이념에 어울리는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
에서 언어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한문과 이두라는 차자표기
중심에서 한문, 이두, 신문자 시대로의 전환이었다. 신문자의 창제는 곧 훈민정
음의 탄생이었고 재론의 여지없이 그 창제의 주체는 세종이었다.1) 훈민정음 창
제의 조력자들은 왕실, 불교 관련 인사들까지도 거론되기도 하지만, 실증적으로
주목할 인물들은 정음음운학파의 집현전 학자들이다.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
본)뺸(1446) 서문에서 편찬자 중 한 사람인 정인지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正音)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글자는 상형을 하였
으며 고전(古篆)을 모방하고…(중략) 마침내 상세하게 해설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시었다.

2)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의
‘국지어음(國之語音)’과 조선 한자음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현전 학자

들을 중세의 언어․문화 질서를 수용한 한문주의자로 규정하고 최만리와 정인
지가 다르게 바라본 중세의 언어․문자 의식의 길항 관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
다. 이어서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의 또 다른 편찬자들인 신숙주, 성삼문
1)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
고, 초성(初聲),중성(中聲), 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
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 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
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102권, 세
종 25년(1443), 12월 30일 경술 2번째 기사에도 같은 기록이 나온다.
2)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
(중략)…遂命詳加解釋, 以喩諸人(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1446), 9월 29일 갑오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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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저술한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1448),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
(1455), 뺷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뺸등의 문헌의 서문을 통해서 그들이 인식한
‘어음(語音)’의 문맥적 의미를 조선 한자음과 연계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이 정음음운학파 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언어․문자 의식을
당시 언어 정책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국지어음(國之語音)과 조선 한자음의 문제
15세기 조선은 당시 동아시아 보편 문자인 한자와 한문이 지배하는 언어 권

위관의3) 시대였다.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변형한 차자표기가 있었지만, 그
것은 한문이나 한자 안에서 기능하는 불완전한 표기 수단이었다. 이러한 중세의
보편적 한문주의는 고대 국어를 지나 이 시기까지 관통하면서 당시의 언어생활
을 지배하는 요지부동의 흐름이었다. 언어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신문자의 창
제가 한문과 한자 및 차자표기를 바로 대신할 수 있었던 역사적 상황은 아니었
다.
따라서 국지어음(國之語音)의 어음(語音)을 당시 뺷훈민정음뺸(언해본)의 번역
에 의존하여 ‘나랏말’의 ‘말’이라고 이해하고 우리말이나 국어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실제로 뺷훈민정음뺸(언해본) 이본 중에서
<박승빈본>은4) 비록 그 언해의 시기가 후대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지어음(國
之語音)을 ‘나랏말소리’로 번역하고 있으니, 이 이본의 언해자의 입장에서 어음

(語音)은 ‘말’이 아니라 ‘말소리’ 다. 그런데 ‘말’과 ‘말소리’는 그 내포적 의미

가 온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국지어음(國之語音)에 대한 다른 번역
3) 언어 권위관은 고대 국어 이후 19세기까지 지배해 온 한자 및 한문의 권위관이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고려 시대 최행귀의 언어 이론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라틴어가 과거에 가졌던 권위에 비견되는 것으로 한자 및 한문은 동양의 라틴
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문자였던 것이다. 김민수(1980)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으
며,이상혁(2004ㄱ)에서도 다룬 바 있다.
4) 박승빈본(육당문고본)은 고려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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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식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을 현대어로 번역한 홍기문(1946)에서5) 국지어
음(國之語音)을 ‘나라의 말’로 번역하고 어음(語音)에 대해서 그의 주해(註解)
에서 다음과 언급하고 있다.
“東國正韻序에는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라고 하얏고, 姜希孟의
中叔舟行狀에는(保閑齋集) ｢本國語音註僞正韻失傳｣이라고 하얏다. 語音은 한 言
語의 聲音的部分을 가르키는 것으로 個人의 言聲 乃至 語聲과 전연 이 다른 것이

다. 中叔舟의 送義州譯學訓導詩에는6) ｢須將語音通兩意, 姸微奧妙宜當知｣라고 하
얏다. 차라리 言語라는 말과 가게 쓴 것이다.  東國正韻序에는 ｢語音則四聲甚
明, 字音則上去無別｣이라고 하얏다. 漢字의 音을 字音이라고 함에 대하야 우리말의
音을 語音으로 구별한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벌써 우리말 중에는 고유한 말외에
漢字로 된 말이 업지 안타. 거긔 아서 우리말은 語音과 字音을 한 包括하고 잇
다고 볼수 잇다.”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기문(1946)은 어음(語音)을 ‘말, 언어’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말의 음을 ‘어음(語音)’이라고 부르고 한자의 음을 ‘자음(字音)’
이라고 불러서 두 용어를 구별하면서 우리말은 어음과 자음을 모두 포괄한 개념
으로 보았다. 이러한 번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글에서는 ‘어음’이 고유
어의 ‘말소리’말고도 당시 조선 한자음의 ‘말소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을 가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음에 대한 15세기의 문맥적 의미는 중국 한자
음에 대한 우리 한자음의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이다. ‘我國語音, 其淸濁之
辨, 與中國無異’에서 ‘어음’이 그러하고, ‘須將語音通兩意’에서 ‘어음’이 또한 같

은 의미이다.
선행연구에서 국지어음(國之語音)에 대한 번역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말’이
5) 방종현은 나중에 1940년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 발견 직후 자신의 명의로 조선일
보에 번역한 것은 실제는 홍기의 번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번역은 홍기문의 뺷正音
發達史뺸(1946)로 해방 후에 출간된 바 있다.
6) 送義州譯學訓導李의 오식으로 보인다.
7) 홍기문, 뺷정음발달사(상하)뺸, 서울신문사, 1946, p,470. 표기법의 오류가 일부 보이나, 당시
의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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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일반적 번역과 해석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
고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소리’로의 번역도 가능하다. 그것은
박승빈본의 번역과 일치하며, 현대의 연구에서는 강신항(1995), 이정호(1986)이
‘우리나라(의) 말소리’로 번역하였고, 북한의 렴종률․김영황(1982)의 번역도 마

찬가지다.8) 이 ‘말소리’의 번역은 입말 중심의 고유한 우리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운서 등의 특수한 문헌의 맥락에서는 조선 한자음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
다는 것이 이 글의 관점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언어 및 언어음은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15세기 중세의 한
자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당시의 언어 현실은 한자음의 정확한 음을
알지 못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혼란기였다. 그러한 언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자음 정리는9) 훈민정음의 창제의 다른 언어학적 의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 제기는 훈민정음의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기능,
다시 말하면 고유한 우리말 표기 체계로서 신문자의 기능 또한 부정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 본질적 창제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창제 주체와 그
협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선 한자음, 동음(東音)과 중국 한자음, 화음(華音)의
문제 역시 당시에 중요한 언어 정책의 대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하
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론과 관련하여 다소 간과한 부분이 뺷훈
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 어제서문의 우민(愚民)이다. 어리석은 백성은 어제서
문의 맥락에서 단순히 글을 모르는 불특정 평민이나 언중일 수도 있겠으나, 좀
더 포괄적으로 백성의 외연을 확장하면 한자와 한자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
지 못하는 다수로서의 백성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한문
을 모르는 평민만을 한정할 수도 있지만, 평민뿐만이 아니라 양반, 식자층도 그
백성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 식자층도 역시 변하는 한자음에 대한 지식
8) ‘국지어음(國之語音)’을 번역한 양상은 김슬옹(2006)에서 연구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고 있다.
9) 후자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 중국 성운학의 발달, 성리학의 수용과 역(易) 철학의 도입
등에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창제 목적 중 하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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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세종의 관점에서는 그들도 ‘훈민’의 대상이었으며, 그래
서 그들을 위한 정음(正音)을 확립하는 것은 당시의 주요 언어 정책이었을 것이
다.
실제로 훈민정음 창제 후 운회(韻會)를 번역하라는 세종의 지시와 그 이후 뺷
동국정운(東國正韻)뺸,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 등의 간행이 그것을 뒷받
침하고 있다. 특히 신문자 창제의 협력자들로 알려진 집현전 학자들은 한문이나
한자에 대한 신념은 물론 한자음에 대한 교정과 개신(改新)에 대한 의지가 있었
던 인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한문주의자였던 최만리와 정인지의 언
어․문자 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와 이에 찬동한 집현전 학자들의 당대의 언어관을 정리하는 의의로 그 가치
가 있다. 또한 훈민정음을 한자음 표기의 표음적 성격의 보편적 발음 기호로도
이해하고자 했던 신숙주, 성삼문의 언어․ 문자 의식을 탐색하는 것도 역시 훈
민정음 창제 목적과 연계된 당시 언어 정책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일이라 할 것
이다.

2) 최만리와 정인지의 대립과 언어․문자 의식의 길항
최만리의 <갑자상소문>은 세종 26년(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를 비롯한 7
인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언문’ 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천명한 글이다.
최만리 등이 상소문을 올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상소문 5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0)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
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명을 모아서 이를 각본(刻本)하여 급하게 널리 세상
에 공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 사람들의 공론이 어떠하겠습니까?11)

10) 강신항, 뺷훈민정음 연구뺸, 1987, p.157. 실록 국역본과 대조하여 필자가 다소 윤문하였다.
11)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
公議何如. <갑자상소문>, 세종 26년(14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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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점으로 운서의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
기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최만리의 입장에서 운서를 고치
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한자 혹은 한문을 숭상하는 것
이 사대의 예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다. 운서를 고치는 일은 운서의 한자음을
교정하는 것인데 그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언문을 사용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훈민정음을 사용을 반대하는 최만리의 <갑자상
소문>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정성을 다하여 대국(大國)을 섬기어 오로지
중화(中華)의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글과 제도를 같이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문
을 창제하신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서 이상하게 여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새 글자가 아니라
고 하지만, 자형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소리로 글자를 합하
는 것은 모두 옛 것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 중국을 섬기는 데 있어 부끄
러움이 없겠습니까?12)

최만리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지성사대(至誠事大)에 어긋
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조선은 지성사대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만리는 신문자의 창제는 중국을 섬기는 예에 어
긋난다는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반발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으며, 그러한
중세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用音合字,
盡反於古’의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소리로 글자를 합하는 것은 초중종

성을 합쳐 하나의 음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훈민정음의 표음성을 강조한 것인데
우리말 표기는 물론 한자음 표기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권위적인
언어관의 관점에서 보편적 한문주의자인 그에게는 결코 허용될 수 없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12)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
文皆本古字, 非新字也,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갑자상소문>, 세종 26년(14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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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보수적 언어관은 이 <갑자상소문>의 다른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우리
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들과 같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주장하였으며, 신라 이래로 이두를 써 온 전통 역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언문 사용은 학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양반 지배층의
문자인 한문이라는 문자의 권위를 지키면서 양반이 아닌 계층에게 한자를 기반
으로 한 이두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이러한 최만리의 생각은 한자라는 문
자를 바탕으로 두 개의 표기 수단(한문, 이두)을 지향하는 문자 의식의 시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만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자의 등장이 곧 한문과 차자 표기
의 위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숭유(崇儒)의 의지를 지닌
그에게 한문을 진흥시키는 데 장애물이기도 했다.
결국 최만리의 언어․문자 의식은 중국 한문을 기반으로 언어 권위관에 바탕
을 두고 있다. 그 권위관은 중세의 질서인 지성사대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 조
선은 다른 오랑캐와는 차별되는 동아시아 중세 질서에 순응하는 보편적 한문주
의의 길을 가야함을 설파하는 것이다. 그 보편적 한문주의는 한자를 이용한 차
자표기 이두를 허용할 수는 있어도 한문의 위축을 가져올 언문 사용은 허용될
수 없는 인식 태도이다. 따라서 운서를 고치고, 훈민정음으로 한자음을 표기하는
행위는 보편적 한문주의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 보편적 한문
주의의의 관점에서는 운서의 체계를 그대로 지키고 그에 따르는 것은 일종의 당
시 언어 규범의 실천이었다.
제5항의 상소 동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서의 음을 고치고, 그 고친 음을
언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한자 주음 표기에 대한 반동이자 한자 반절법
중심의 표기 규범의 파괴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자 및 한문에 대
한 도전이라고 인식한 것이고, 결국 최만리 등과 같은 보수적인 보편적 한문주
의자의 입장에서 중세의 어문 질서는 한자를 중심의 문자 의식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그의 그러한 의식도 그의 개인적인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의 보편적 언어 의식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문자 의식은 중세적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자 중세의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이
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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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현전 학자 정인지는 공교롭게도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 서문
에서 최만리의 보편적 한문주의에 반하는 입장을 세종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보
수주의적 언어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 <갑자상소문>에서 최만리를 꾸
짖은 세종의 신문자 창제의 뜻을 이해했고,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 편찬
과정에서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전략)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고 소리의 기운 또한 그에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통용
하게 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중략)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
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훈민정음(訓民正音)》
이라 하였다.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따라서 음(音)은
칠조(七調)에 어울리니 삼재의 뜻과 이기의 정묘함이 다 들어 있지 않음이 없다. (중
략) 자운(字韻)에서는 청탁이 잘 분별될 수가 있고, 악가(樂歌)에서는 율려(律呂)가
서로 화합될 수 있어서 쓰는 데마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못할 바가 아니니,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
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13)

정인지는 이 서문에서 한문의 부정을 통해 훈민정음 창체의 정당성을 주장하
고 있지는 않다. 다만 풍토에 따라 소리도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어 권위관
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이 드러내고 있다. 그에 대한 반동은 신문자의 탄생이었고
정인지는 집현전 소장학파의 입장에서 세종의 뜻을 따른 대변자였다. 특히 훈민
정음의 사용이 한자음 자운의 명확한 분별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천하의 성음을
모두 적을 수 있다는 신문자의 보편적 표음주의 의식 또한 그의 이 서문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그의 언어․문자 의식이다.
13) (전략)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 以
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鋙也, 豈能達而無礙乎, (중략)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
妙, 莫不該括 (중략) 字韻則淸濁之能卞,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
達, 雖風聲鶴唳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 정인지 서문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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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인지의 문자 의식을 신문자 우월주의적 발상이라고 판단하기는 무
리가 따른다. 그의 문자 의식 기저에 깔린 태도는 분명 한문을 숭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문자의 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까지
신문자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졌던 것은 보편적인 한문주의가 철저하
게 통하기 어려운 시대였음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당
시에 신문자의 창제와 수용을 통해 문자 생활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
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문자 의식은 상당히 앞섰다고
볼 수 있으며, 그는 보편적 한문주의자 최만리와는 달리 현실적 한문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인지 역시 한문주의의 시선에서 중세의 언어 권위관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최만리나 정인지,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 모두 그들의 언어․문자
의식은 중세 질서에 순응하는 관점이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최만리는 절대
적이고 이상적인 보편적 한문주의의 입장이었고, 정인지는 현실적 한문주의의
시선이었다는 점이다. 정인지 등이 고민한 것은 이두를 대체하는 표기 수단으로
훈민정음도 있었으나, 운서의 한자음을 정확하게 정음으로 표기하려고 했던 의
도도 있었다. 그 성과의 실천은 다음 장에서 언급할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과 뺷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의 편찬으로 귀결되었다.
이 운서들의 편찬과 번역은 훈민정음이 글을 모르는 평민을 위한 어문 정책의
소산만이 아니라 한자 및 한문을 아는 양반 계층만을 위한 언어 정책적 성과였
다. 한자와 한문을 버리고 훈민정음을 표기 서사 규범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머
무르지 않고, 중세의 모든 계층에게 쓸모 있고 다양하게 기능하는 훈민정음이
절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인지는 한자와 한문, 이두를 버리고 훈민정음으로 무
조건 대체하고자 했던 의식의 학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자 표기의 폐단을 비
판하였으나,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훈민정음의 탄생은 한문, 차자표기와 함께
세 가지 표기가 병존하는 언어생활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결국 이 시대의 최만리와 정인지의 언어․문자 의식은 보편적 한문주의와 현
실적 한문주의의 길항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도 대체로
동일하고 한문의 기능과 그 쓰임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자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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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는 두 사람이 차이를 보인다. 보편적 한문주의 안에서
차자표기의 유용론을 주장한 최만리가 있다면, 차자표기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한계론과 그 폐단을 주장한 정인지는 현실적 한문주의 안에서 운서의 한자음 주
음 방식의 대전환을 꾀했고, 한편으로 신문자 창제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지성사
대의 맥락을 깨지 않고 실용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한자음 개신의 문제를 고민
한 세력이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소장학파, 소위 정음음운학파의 지향이었고.
세종은 그들에게 한자음 문제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부여한 셈이다.

3) 15세기 문헌에 드러난 언어․문자 의식의 지향
(1)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과 ‘어음(語音)’

세종의 명을 받은 한자음 문제의 실천적 성과는 당시에 조선식 운서의 편찬으
로 귀결되었다. 그 편찬의 대표적 학자는 신숙주(申叔舟, 1417〜1475)였다, 그는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의 편찬자 중 사람이자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 뺷홍
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의 서문을 쓴 대표적인 정음음운학파 학자이다. 다
른 어떤 학자보다도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세종의 어문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어음(語音)이라는 표현은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 뺷홍
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 그리고 신숙주의 뺷보한재집(保閑齋集)뺸 등의 기록
에서 몇 차례 등장한다. 우선 그가 쓴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의 서문 내용을 통
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강산이 자연스럽게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
니, 호흡이 어찌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음(語音)
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이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
이 역시 어음(語音)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 자음(字音)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다.14)
14)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
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闢
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뺷동국정운(東國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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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아음의 경우는 계모에 속하는 글자들이 거의 견모로 발음되니, 이것은 자모
가 변한 것이다. 계모에 속하는 자음도 간혹 효모에 넣으니 이것도 칠음이 변한 것이
다. 우리나라 어음(語音)도 그 청탁의 구별이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자음(字
音)에는 홀로 탁음이 없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음(語音)은 사성이 매우 분

명한데, 자음(字音)에서는 상성과 거성의 구별이 없다.15)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 서문에서는 위와 같이 네 번 정도 어음(語音)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앞에서 다루었지만, 최만리의 상소문과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어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최만리는 문자에 주목하여 언문(諺文)을, 정인지
는 정음(正音)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한문주의자는 미
시적인 한자음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비켜나 있다. 그에 반하여 중국 한자음을
연구하고 운서를 편찬한 신숙주는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 서문에서는 어음이 화
음(華音)에 대응하여 등장한다.
“어음(語音)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다. 이 자음(字音)이 당연히

화음(華音)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같은 표현은 맥락상 ‘국지어음(國之語
音)’의 어음과 연계해 볼 때 조선 한자음의 의미와 문맥상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운서는 일반 평민들이 보는 텍스트가 아니며, 그것을 번역한다고
것은 중국어의 전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음들은 문맥상 당시 조선 한자음, 혹은 조선 자음(字音)이다. 그
렇다면 어제서문의 국지어음(國之語音)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국
지어음의 내포적 의미는 당시 조선의 한자음, 동음(東音)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박승빈본> 뺷훈민정음뺸 언해본 번
역자가 ‘나랏말’이 아니라 ‘나랏말소리’로 번역한 것도 신숙주나 성삼문 같은
韻)뺸(1448) 서문.

15) 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 溪母之字, 或入於曉母, 此七音
之變也.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此淸濁之變
也.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1448)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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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의 기능과 관련하여 조선 한자음 표기 문제에 주
목한 연구자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서문 내용 중에서 신숙주는 언어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당시 조선 말고도 중국 내에서도 발음이 지역에 따
라 심하게 변하고 있음을 신숙주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
은 중국과 우리 사이에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중국 한자음이든 조선 한자음이든
한자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신숙주의 언
어․문자 의식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는 반절의 규칙도 모르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자 및 한자음 교육 현장
에서 난맥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위의 문제 의식은 한자음이 혼란해진
당대 조선의 언어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 문헌이 한자음 교정을 통한 이상
적인 한자음 제정의 조선 운서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두와 차자
표기의 불편함에 기인한 우리말 표기를 위한 훈민정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 서문에서는 어떤 내용도 찾을 수 없다. 운서의 서문이기 때문에 한자음 문제
에 집중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세종은 정음음운학파 신숙주에게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신(臣) 신숙주와 최항, 성삼문, 박팽년, 이개, 강희안, 이현로, 조변안, 김증에
게 명하시길 세속의 습속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 오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쓰이는 음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도 맞추어서 자모(字母)의 칠음(七音)
과 청탁과 사성 등에 걸쳐 그 본말을 자세히 밝히라고 하시고 올바른 것으로 회복하
라고 하셨다. (중략) 이에 사성으로 조절하고 91운과 23자모로 기준을 삼은 다음 임
금께서 친히 지으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였다. 질(質)․물(勿) 둘의 운(韻)은
영(影)으로 내(來)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속음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옛
습관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졌다. 글이 완성되어 이름을 하사하시기를
뺷東國正韻(동국정운)뺸이라 하시고, 신숙주에게 명하시어 서문을 지으라 하셨다. 훈
민정음이 제작되면서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
(音)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다.16)
16) 臣叔舟及守集賢殿直提學臣崔恒、守直集賢殿臣成三問ㆍ臣朴彭年、守集賢殿校理臣
李愷、守吏曹正郞臣姜希顔、守兵曹正郞臣李賢老、守承文院校理臣曺變安、承文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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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의 편찬자들이
그대로 다시 등장한다. 정인지를 제외하고 신숙주를 중심으로 해례에 참여한 자
들이 다시 이 운서 편찬 작업을 함께 했다.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의 편찬에서
한자음 정리는 세종의 명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에 쓰이는 관습을 널리 채택할 것을 강조했고, 옛날부터
전해 오는 서적을 널리 상고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한 글자가 여러 개의 음으로
쓰일 때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과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91운
23자모의 체계를 세웠으며, 반절(反切) 대신에 훈민정음으로써 표음할 것을 지

시하셨다. 특히 ㄷ 입성은 민간의 발음에 따라 ㄹ로 바꾸되, 입성의 자질을 살리
기 위하여 ‘ㅭ’과 같이 ‘이영보래(以影補來)의 원칙으로 표기하였음을 천명하였
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주목할 점은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
에 대한 것이다. 이들에게 훈민정음 연구는 한자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양반인 그들에게 훈민정음은 고유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신문자라는 인식을 넘어서 혼란스러운 조선의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이다. 따라서 세종의 명을 받아서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을 편찬한 목적은 혼란
스러운 조선의 한자음을 정리하는 데 있었고, 그 중심에 신숙주가 있었던 것이
다. 물론 이상적인 조선의 교정 한자음의 표기는 훈민정음이 담당한 한자음 발
음 기호의 역할이었다.
(2) 보한재집(保閑齋集)과 뺷사성통고(四聲通攷)뺸의 ‘어음(語音)’

신숙주의 뺷보한재집(保閑齋集)뺸의 권12 <부록 행장(行狀)의 晋山 강희안(姜
副校理臣金曾, 旁採俗習, 博考傳籍, 本諸廣用之音, 協之古韻之切, 字母七音、淸濁四
聲, 靡不究其源委, 以復乎正。(중략)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
《訓民正音》定其音。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 因俗歸正, 舊習譌謬, 至是而悉革矣。
書成, 賜名曰《東國正韻》, 仍命臣叔舟爲序 (중략) 自正音作而萬古一聲, 毫釐不差, 實
傳音之樞紐也.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1448)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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希孟) 撰>의 일부 기록에서도 다음과 같이 ‘어음(語音)’이 등장한다.
임금(세종)께서 우리나라 음운(本國音韻)이 화어(중국어)와 비록 다르나, 그 ‘아
설순치후’ ‘청탁’ ‘고하’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나
라가 모두 제 나라 음(國音)을 나타낼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제 언어를 기록하고 있
다. 우리나라만이 글자가 없다고 하셔서 언문 자모 28자를 만드시고, 궁중 안에 기관
을 설치하여 문신을 선발하여 언문 관련 서적을 편찬할 때, 공이 실제로 임금의 재가
를 받들었다. 우리나라 어음(語音)이 잘못되어 정운(正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
는데, 때마침 한림학사 황찬이 죄를 지어 요동에 귀양을 와 있었으므로 을축년(세종
27년) 봄에 공에게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음운을 물어
보라고 명하시었다. 공이 언자(諺字)로 화음(華音)을 옮겨서 묻는 대로 빨리 깨달아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황찬이 크게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요동에 다녀오
기 무릇 열세 번이었다.17)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세 용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신숙주에게서 ‘본국
음운(本國音韻), 국음(國音), 어음(語音)’은 위의 문맥에서 거의 유사한 개념이
다. 따라서 그는 ‘말’에 주목하지 않고, ‘말소리’에 주목한 연구자일 수밖에 없
다. 운서 연구 및 편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국음운’은 우리 한자음을 가
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음’도 소리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음이다. 그에
게서 어음은 교정해야 할 대상이지만, 국지어음의 어음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어
가 이 문맥에서는 ‘말’으로서의 ‘언어(language), 말’ 등으로 일반화하긴 어렵
다. 또한 위의 맥락에서 우리는 ‘정운(正韻)’의 의미도 바른 한자음으로18) 이해
할 수밖에 없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같은 뺷보한재집(保閑齋集)뺸 부록 비명(碑
銘, 陽城 李承召 撰)에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17) 上 以本國音韻 與華語 雖殊 其牙舌脣齒候淸濁高下 未嘗不與中國同 列國皆有國音之
文 以記國語 獨我國無之 御製諺文字母 二十八字 設局於禁中 擇文臣撰定 公實承睿裁
本國語音 註僞正韻失傳 時適翰林學士黃瓚 以罪 配遼東 乙丑春 命公隨入朝使臣到 見
瓚 質問音韻 公以諺字華音 隨問輒解不差毫釐 瓚大奇之自是往還遼東 凡十三度 (卷十
一 附錄 行狀, 晋山 姜希孟 撰)
18) 강신항(1987)에서는 한자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고, 이런 이유로 뺷동국정
운(東國正韻)뺸과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이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

272 한중인문학연구 69

봄에 사직의 벼슬에 오르고, 일본국 통신사 서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변중문이 상
사이었다. (중략) 9개월만에 귀국하여 명을 받들어 어제언문(御製諺文)을19) 편찬하
였다. (중략) 태허집에서20) 말하기를 세종께서 처음에 언문을 만드실 때, 집현전 여
러 학자들이 연서하여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그 옳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니, 세종께
서 신 문충공(숙주) 및 최항 등 여덟 학사에게 그 일을 맡아서 뺷훈민정음뺸․뺷동국정
운뺸을 짓도록 명하시니, 우리나라 어음(語音)이 비로소 바르게 되었다.21)

역시 여기의 어음도 국지어음의 어음이며 조선 한자음으로 추정된다. 신숙주
는 세종의 명을 받아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과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을
편찬하고 그것을 바르게 잡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뺷보한재집(保閑齋集)뺸의 ‘送
義州譯學訓導李’에서도 어음이 출현하고 있다.22) 따라서 이 글의 1장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須將語音通兩意, 姸微奧妙宜當知”도 이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
다. 이 어음의 ‘양의’를 필자의 관점에서는 조선 한자음으로서의 어음과 중국 한
자음으로서의 어음, 두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최세진(崔世珍)이 편찬한 뺷사성통해(四聲通解)뺸(1517)의 서문에 따르
면 뺷사성통고(四聲通攷)뺸 역시 신숙주 등이 편찬한 운서로 알려져 있다. 안타깝
게도 그 문헌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범례만이 뺷사성통해(四聲通
解)뺸 하권에 붙어 있어 이 문헌의 편찬 목적과 내용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내용적 특징을 보면 한 마디로 말하면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뺸를 간략하게 엮은 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범례 7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
19)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이 문집은 최항의 시문집을 가리킨다.
21) 春 爲司直 除日本國通信使書狀官 卞仲文爲上使 (중략) 九箇月 還朝奉撰御製諺文 (중
략) 英陵 初制諺文 集賢諸儒 合辭抗疏 陳其不可 英陵 明申文忠及崔恒等八學士 掌其
事 作 訓民正音東國正韻等書 東方語音始正 (卷十二 年譜)
22) 有氣必有形, 有形必有聲, 陰陽相軋拍, 聲音因而成, 西北陰之重, 音從喉舌生, 東南陽之
位, 音從唇齒輕, 聲音固宜隨處移, 不必持此分華夷, 吾王重古義, 禮樂文物開雍煕, 至誠
事大國, 冠蓋絡繹相追隨, 龍灣是我國門戶, 迎來送往常交馳, 須將語音通兩意。姸微奧
妙宜當知, 吾子應高選, 行矣圖良規, 獵雪正彌望, 歸騎寒風吹, 鴨水更息波 ,一望遼陽山
邐迤, 何當觀上國, 與子痛飮江之湄.(送義州譯學訓導李), 뺷보한재집(保閑齋集)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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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우리말의 음은 가볍고 얕으며, 중국말의 음은 무겁고 깊은데, 지금 훈민정음
은 우리말의 음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 만약에 중국음(한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
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주어야 제대로 통할 수 있고 장애가 없다.23)

우리 한자음을 어음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음(漢音)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본국지음(本國之音)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본국지음은 우리 고유어
의 음이라기보다는 우리 말소리 중에서 중국 한자음과는 다른 우리의 한자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음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뺷洪武正韻譯訓뺸(1455)과 ‘어음(語音)’

당시 중국 자음(字音)의 표준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은 중국의 한
자음을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서로 뺷홍무정운(洪武正韻)뺸을 인정하고 신
숙주, 성삼문 등에게 훈민정음으로 한자음을 표기할 것을 명하였다. 그래서 탄생
한 것이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1455)이다. 원래의 반절로는 표시되지
않았던 당시의 북방음도 아울러 조사하여 이를 속음(俗音)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문헌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당시 중국 한자음 발음 사전에 해당한다. 신숙
주는 성삼문과 함께 바로 당대의 중국 한자음, 화음을 배운 것이고, 홍무정운을
번역한 것이다.
요동으로 사신으로 가서 중국의 한림학사 황찬에게 음운(音韻)을 물어 보았다. 열
세 번 다녀왔다. 소문쇄록에서 말하기를 신 문충공(신숙주)이 성삼문과 함께 요동에
서 화음(華音)을 배우고 일 년에 세 번 갔었으며 서로 주고받았던 시가 많다. 을해
(세조 원년, 곧 단종 3년 1455) 2월에 성삼문과 함께 홍무정운을 번역하고 새기다.24)

여기에 제시된 서문은 신숙주의 문집인 뺷보한재집(保閑齋集)뺸에 실린 것을
23) 大低本國之音輕而淺 中國之音 重而深 今訓民正音 出於本國之音 若用 於漢音 則必變
而通之 乃得無礙. 뺷사성통해(四聲通解)뺸(1517) 서문.
24) 使遼東 與中朝翰林學士黃瓚 質問音韻 往還十三度 謏聞瑣錄云 申文忠公 與成三問 學
華音干遼東 一年三往 多有唱和之(丙寅 公 三十歲) 二月 與成三問 譯訓洪武正韻(乙亥
公 三十九歲).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1455)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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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였다.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 서문에서는 두 번 어음이 출현한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운학에 뜻을 두고 깊이 연구하시어 훈민정음과 같은 약간의
글자를 창제하시니, 사방의 만물의 소리를 전하지 못함이 없으며, 우리 동방의 선비
가 비로소 사성과 칠음을 알게 되어 저절로 갖추지 못할 것이 없으며, 특히 자운(字
韻)에만 한할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
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 그리하여 먼저 뺷홍무정운뺸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 현 예조 참의 신 성삼문, 전농소윤 신 조변안, 지금산 군사 신 김증,
전행 통례문 봉례랑 신 손수산 및 신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옛 것을 교정하게 하고,
수양대군과 계양군이 출납을 맡도록 하고, 모두 친히 임석하여 법식대로 정하여 칠
음으로 맞추고, 사성으로 고르고, 청탁으로 고르니, 종횡 경위가 비로소 바르게 되어
결함이 없다. 그러나 어음(語音)이 이미 다르고 와전이 역시 심하여, 신 등에게 중국
의 선생이나 학자에게 물어 보라고 명하셨다. 그리하여 왕래가 7〜8회에 이르렀고,
물어본 사람이 몇이나 된다.2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대대로 중국과 사귀어 왔으나 어음(語音)이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해야 했다. 그리하여 먼저 뺷홍무정운(洪武
正韻)뺸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다.”와 같은 표현에서 등장하는 어음은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국지어음’의 맥락과 유사하다. 이 어음은 이미 중국과는 너무 다르
고 그 와전이 심하다는 점을 경계하고 세종은 신숙주 등에게 중국의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 보라고 명하였다. 이에 신숙주는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중국 자음을
정확히 익혔다는 기록으로 뺷홍무정운(洪武正韻)뺸을 번역한다는 것은 당시 중국
한자음이 우리 한자음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 한자음인 화음(華音)에 대한 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함을 의미한다.

25)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硏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吾
東邦之士 始知四聲七音 自無所不具 非特字韻而已也 於是以吾東國 世事中華 而語音
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令今禮曹參議臣成三問 典農少尹臣曹變安 知金山郡事
臣金曾 前行通禮門奉禮郞臣孫壽山及臣叔舟等 稽古證閱 首陽大君臣諱 桂陽君臣璔 監
掌出納 而悉親臨課定 叶以七音 調以四聲 諧之以淸濁 縱衡經緯 始正罔缺 然語音旣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所 與質之者 若干人. 뺷홍무정운
역훈(洪武正韻譯訓)뺸(1455)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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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이 어음(語音)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어음은 중국 자음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한자음이다. 곧 동음(東音)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어음은
중국 화음(華)과는 달랐던 음인 동시에 중국 한자음의 관점에서는 와전(訛傳)된
것이었다. 원음에 어긋나는 것인 셈이다. 그러나 이 어음을 폐기해야 한다든가
어음을 화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음
의 변화 현실을 수용하고 중국 화음을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에서 훈민
정음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의 편찬과는 그
편찬 목적이 다소 다른 것이다.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의 한자음은 중국음에 가
까워지는 이상적인 표준음이었기 때문이다.
문종대왕께서 세자로 계실 때부터 성인으로 세종대왕을 보좌하여 성운 관계 사업
에 참여하셨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신 등 및 전 판관 신 노삼, 현 감찰 신 권인,
부사직 신 임원준에게 명하여 거듭 교정을 가하게 하였다. 무릇 홍무운(홍무정운)을
가지고 합하고 나눈 것은 모두 바로잡아 놓았는데, 유독 칠음의 앞뒤가 그 차례가
맞지 않았다. 그러나 감히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어서, 다만 그전 것을 그대로 두고
자모를 여러 운과 각 글자의 머리에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사용하
여 반절을 대신하고, 그 속음과 두 가지로 사용하는 음을 몰라서는 아니 되므로 나누
어서 본 글자의 아래 주를 달고, 만약 또 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략 주석을
가해서 그 보기를 보여주고, 또 세종대왕께서 정해 놓으신 뺷사성통고뺸를 따로 첫머
리에 붙이고, 다시 범례를 지어서 지침을 만들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상(단종)
께서 즉위하시자 빨리 인출해서 반포하도록 명하여 널리 전하게 하시고, 신이 일찍
이 선왕에게 명을 받았다 해서, 명하여 서문을 지어 전말을 기록하게 하셨다.26)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훈민정음이 반절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과 중국 자음을 화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음도 함께 주음하는 편찬 방

26) 文宗恭順大王 自在東邸 以聖輔聖 參定聲韻 及嗣寶位 命臣等 .及前判官臣魯參 今監察
臣權引 副司直臣任元濬 重加讐校 夫洪武韻用韻倂析 悉就於正 而獨七音先後 不由其
序 然不敢輕有變更 但因其舊 而分入字母於諸韻各字之首 用訓民正音 以代反切 其俗
音及兩用之音 又不可以不知 則分注本字之下 若又有難通者 則略加注釋 以示其例 且
以世宗所定四聲通攷 別附之頭面 復著凡例 爲之指南 恭惟聖上卽位 亟命印頒以廣其傳
以臣嘗受命於先王 命作序 以識顚末.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1455)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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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언급이다. 이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의 훈민정음 기능을 통
해서 훈민정음의 이칭이 왜 반절(反切)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 이상 한자 두 자로 성과 운을 표시하는 양자표음법인 반절법을 이 운서
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은 천하의 성음을 다
적을 수 있다고 했으니 중국 자음인 화음은 물론 북방음에 해당하는 속음도 적
을 수 있는 발음 기호의 역할을 훈민정음이 하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이 하나
의 목적만을 위해 제정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서문에서 뺷홍무정운역훈(洪武
正韻譯訓)뺸을 편찬하는 방식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은 우리의 이상적인 교정 한자음을 표기한 운
서이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으로 편찬한 조선식 운서이다. 그 반면에 뺷홍무정
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은 중국은 화음의 발음 사전으로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
과는 그 결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이 두 운서의 한자음 표기에 대내
적 주음기호와 대외적 주음 기호를 겸해서 사용된 발음기호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4) 뺷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뺸의 언어․문자 의식

이 문헌에서는 어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삼문
만의 언어․문자 의식은 흔적은 이 뺷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뺸에서도27) 드러난
다. 이 문헌은 전문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28) 그가 쓴 서문이뺷동문선(東文選)뺸
에29) 실려 있다. 따라서 성삼문의 직접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달고 당시 한어
교과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헌이다. 일부 내용을 보도록 하자.
한음(漢音)을 배우는 사람이 몇 다리를 건너서 전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지
가 이미 오래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주 많다. 종(從)으로는 사성의 빠르고 느림이 혼
27) 서문에 따르면 뺷直解童子習譯訓評話뺸이었을 것을 추정된다.
28) 문헌이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서문에 비추어 볼 때, 세종 때
시작하여 단종 때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9) 1478년에 문신 서거정 등이 왕명으로 역대 시문을 모아 편찬한 시문선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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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럽고, 횡으로는 칠음이 청탁을 상실해 버렸다. 게다가 중국의 학자가 옆에 있어
정정해 주는 일도 없기 때문에, 노숙한 선비나 역관으로 평생을 몸 바쳐도 고루한
데 빠지고 말았다. 세종과 문종께서 이를 염려하시어 이 훈민정음을 지어내셨으니,
세상의 어떠한 소리라도 옮겨 쓰지 못할 것이 없다. 뺷홍무정운(洪武正韻)뺸을 번역하
여 중국 화음을 바로잡아 놓았고 뺷直解童子習譯訓評話뺸는 실로 화어(중국어)를 배
우는 문호가 되었다.30)

우선 위의 내용에서는 ‘言語與中國異’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 ‘語音與中國異’
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言語’야말로 ‘語音’과는 달리 ‘우리말’이다.
한자음이 우리와 중국이 다른 것은 물론 역관을 두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언급
을 통해 우리말과 당시 중국어가 달랐음을 강조하면서 이 문헌이 한어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뺷홍무정운(洪武正韻)뺸을 번역하여 중국 화
음을 바로잡아 놓은 것이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이라면 이 문헌은 화음
(華音)이 아닌 화어(華語)를 배우는 문호(門戶)가 되었다는 언급을 통해 이 문

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생긴 지 몇 천 년이 지났으나,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말에 칠음(七音)
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칠음도 모르니 청탁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지 않겠는가? 중국말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이 한 번 번역되면 칠음과 사성이 입을 따라서 저절로 분별이 되어 경위가 서로
분명하여 털끝만큼의 차질도 없을 것이니, 곁에서 밝혀 줄 사람이 없다고 근심할 것
이 어디 있겠는가? 배우는 자가 먼저 정음 몇 자만 배우고서 다음으로 이 책을 보면,
열흘 정도로 중국말도 통할 수 있고 운학(韻學)도 깨칠 수 있어, 중국을 섬기는 일이
이로써 다 될 것이다.31)
30) 第以學漢音者 得於轉傳之餘 承授旣久 訛繆滋多 縱亂四聲之疾舒 衡失七音之淸濁 又
無中原學士從旁正之 故號爲宿儒老譯 終身由之 而卒於孤陋 我世宗，文宗 慨念於此
旣作訓民正音 天下之聲 始無不可書矣 於是 譯洪武正韻 以正華音 又以直解童子習譯
訓評話 乃學華語之門戶. 뺷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뺸 서문.
31) 東方有國, 經幾千百載之久, 人日用而不知七音之在我, 七音且不知, 况其淸濁輕重乎, 無
惑乎漢語之難學也, 此書一譯, 而七音四聲, 隨口自分, 經緯交正, 毫釐不差, 又何患從旁
正之之無其人乎, 學者, 苟能先學正音若干字, 次及於斯, 則浹旬之間, 漢語可通, 韻學可
明, 而事大之能事畢矣. 뺷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뺸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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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어 학습은 중국 한자의 화음을 익히는 것이 일차적임은 분명하
기에 이 책도 중국 화음을 위해 한자의 음을 훈민정음으로 달아 놓았으며, 한자
의 훈도 각 글자마다 아래에 써 넣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훈민정음을 몇
자만 학습하고도 이 책을 보면 화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운학을 깨치기 쉬워서 지성사대의 예를 이 책을 통해 다할 수 있음을 언급
하고 있다. 성삼문 자신의 현실적 한문주의자의 면모도 확인하는 대목이다. 또한
서문을 통해 성삼문의 화음, 화어 실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집현전 학자들의 언어․문자 의식의 지향과 어문 정책
신숙주와 성삼문은 세종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한 현실적 한문주의자였다. 그
러나 이 두 사람은 한자 권위관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의 음도 중국의 자음과
다른 것은 물론 중국의 음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
음 정리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한문주의자였으나,
현실적 한문주의자들이었다.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 서문에서 정음음운
학파 집현전 학자의 언어․문자 의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정인지라면,
신숙주와 성삼문은 그것을 미시적으로 실천한 연구자였다. 신숙주는 이상적인
조선의 한자음, 중국 화음 전문가로 연구와 편찬을 주도한 학자였고, 성삼문은
신숙주만큼은 아니었으나, 조선의 한자음, 중국 화음, 중국 화어에 조예가 깊었
던 연구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숙주 등의 집현전 학자들은 정음음운학파로서 한자음에 몰두한 연구자들이
었다. 당시 우리말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중국 한자음과 조
선 한자음의 불일치를 염려하고 직접 중국 사신에게 한자음을 제대로 배운 한자
음 전문가였기 때문에 당대의 동아시아 언어 현실을 수용하고 한자음을 개신하
려는 노력을 기울인 현실적 한문주의자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세
의 질서 안에서 한문을 버리고 훈민정음을 택하고자 했던 진보적이거나 혁명적
언어 정책의 연구자나 실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15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집
현전 학자들은 한자, 한문에서 한글로의 대체가 아니라, 훈민정음과 한문의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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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하는 현실적 한문주의자의 길을 걸었던 운서 연구자들이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다른 방향을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중층
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자음 정리의 문제와 운서 편찬, 뺷훈민정음뺸
언해본 이본의 첫 장 번역의 상이함이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중층성을 대변해
주는 방증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결과 이루어진 신문자의 다
양한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고유어만을 위한 표기니, 한자음만을 위한 표기니
하면서 그 창제 목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뺸에서는 <용자례(用字例)>
를 통해서 신문자로 고유어를 94개 표기하고 있다.32) 뺷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
본뺸의 본문 내용에 집중해 본다면 일차적으로 훈민정음은 고유어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로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말을 표기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은
본질적인 기능이다. 우리는 이러한 훈민정음 창제의 근본적 목적에 이의를 제기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의 편찬과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의
간행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뺷동국정운(東國正韻)뺸은 金敏洙(1980)의 견해를
빌리자면 최초로 이루어진 한자음 통일안으로서 조선 한자음 자전의 성격을 띠
고 있는 운서다. 그리고 뺷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뺸역시 중국어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한어 발음사전이자 당시 한조(漢朝) 사전이다. 이 경우에는 표음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우리말 표기 수단이라는 표기 체계를 넘어 당시 동아시
아의 발음 기호로서 그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이 단순히 백성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신문자로 탄
생한 점 말고도 당시 지배층의 효과적인 한자, 한문의 이해를 위한 전사(轉寫)
체계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에 이 논문
에서는 운서 등의 다양한 당대 텍스트에 드러난 ‘어음’ 표현의 문맥적 의미에 주
목하여 정음음운학파 집현전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의 목적과 기능은 우리말 고
32) 이상혁(2004ㄱ)의 “뺷훈민정음뺸의 <용자례> 분석”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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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 표기를 넘어 조선 한자음과 연계되어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고증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일차적 목적은 부재한 우리말 표기 체계를 위한 것이다. 그
런데 이 우리말이 무엇인가? 고유어로만 되어 있는가? 예부터 한자가 유입된 이
래 한자 및 한자어의 정착은 관습이자 당시 조선어의 한 양상이다. 그렇다면 그
에 대한 한자음 정리는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양반이 시를 짓고 운을 맞추
기 위해서도, 한자 학습서의 뜻과 한자음을 위해서도, 유교 경전의 번역을 위해
서도 그에 대한 정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를 집현전 학자와 연계할 때 그들은 역설적으로 한문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편적 한문주의자로서 신문자의 제정을 유해한 일로 치부
한 최만리와는 관점이 달랐던 현실적 한문주의자였다. 그리고 세종이 창제한 훈
민정음에 대해 그 목적과 기능에 신뢰를 보낸 집현전 소장학자들이었다. 따라서
중세의 지성사대, 유교적 질서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들의 내면 세
계에서 훈민정음은 조선 한자음 정리의 시대적 과제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
다. 그 기능은 창제 목적의 중층적 담론에서 깊이 숙고되어야 할 훈민정음 창제
목적의 한 방향이었다는 점이다.

3. 결론
우리는 본문에서 ‘국지어음’의 문제 제기를 통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기
능과 연관되어 한자음 문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러한 한자음 문제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언어 현실을 바라보는 보편적 한문주의와 현실적 한문주의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덧붙여 ‘국지어음’의 ‘어음’에 주목하여 15세기 운서 등의
여러 문헌 속에 출현하는 ‘어음’이 ‘말’이나 ‘말소리’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문맥적 의미 속에는 한자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어음’이
라는 어휘가 내포하는 특정 시대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논의를 당시의 운서와
같은 문헌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고증하고자 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일차적 목적은 바로 고유의 문자가 없는 우리가 신문자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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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언문일치의 언어생활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보편적 한문주의에 종속된 언어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우리 풍토
에 맞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신문자의 창제는 언어문화사적 진보이자 변혁이
었다. 그러나 그 실현은 현실적인 언어 권위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
어 상황을 수용하면서 대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15세기라는 중세의 시대에
한자, 한문, 그리고 그에 기반한 차자표기를 버리는 방식으로 신문자를 운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세적 질서 속에 갇혀 있던 학자들은 보편적 한문주의만이라도 벗어나
훈민정음의 표음성에 주목하여 그 언어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어 정
책을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것은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 특히 평민을
위한 신문자라 할지라도 그 문자의 속성에 주목하여 양반이나 식자층 입장에서
는 중세 질서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훈민정음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운
서 편찬과 한자음 문제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은 것도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기능, 그리고 편찬된 운서의 편찬 양상과 ‘어
음’의 문맥적 의미를 살펴볼 때, 정음음운학파의 또 다른 지향은 전체 ‘백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중세적 언어 상황에 맞물리는 언어 정책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언어․문자 의식은 중세적 질서 속에서 발견되는
한계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언어 정책적 산물을 일구어낸 진일보한 의식이자
언어 권위관에 대한 본격적인 응전이었다. 신문자의 우리말 표기라는 훈민정음
창제의 본질적 목적과 함께 이들의 또 다른 문자․언어 의식은 중세 어문정책의
내재적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낸 국어학사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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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anguage and Scripts Consciousness of ‘Jeongeum’ School
Scholars in Jiphyeonjeon
Lee, Sanghy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a question with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Gukjieoeum(國之語音)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creating a new character called Hunminjeongeum(훈민정음), and to
examin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and reform of the sound
of Sino-Korean in the 15th centur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First of all, in the process of paying attention to the sound
of Sino-Korean, we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viction that respects
Chinese characters absolutely and the conviction to respect Chinese characters
realistically, two view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language use in the 15th
century, focusing on scholars at the time. Second, in order to grasp the
contextual meaning of eoeum in Gukjieoeum, we looked at the meaning of
Eoeum(語音), which appeared in various documents at the time, especially the
sound of Sino-Korean pronunciation dictionary and Chinese pronunciation
dictionary such as Unseo(韻書). Through this, We tried to grasp eoeum as a
meaning of the sound of Sino-Korean in contrast to the sound of Chinese in
China beyond the general meaning of a language or a speech. Lastly, through
this study, w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policy that the purpose
of creating Hunminjeongeum in the 15th century was not one, but a complex
purpose. In conclusion, we emphasized that making Hunminjeongeum had a
complex intention that was connected with the desires and necessities of
various classes for new character at the time on the research of this paper.
Keyword

Gukjieoeum, Eoeum, Unseo, Hunminjeongeum, langua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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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평화사상과 구성주의적 ‘공공됨[公]’
이석주*

국문요약

이글에서는 유학의 평화사상을 공자․맹자․순자의 왕패사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고, 이 논의를 토대로 평화사상의 의미를 ‘공공됨[公]’과 연계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서 비교분
석했다. 특히 ‘공공됨’의 의미를 인공지능으로 전환시키는 구성적 정보철학의 논점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했다. 현재 인공지능시대와 5차 산업혁명의 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유학의 평화사
상과 ‘공공됨’을 융복합의 학문적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공공됨’의 가치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서 지식과 의

미를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의 논점을 구체화한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구성적 정보철학과 접목
해서 비교분석을 했다. 이 논의에서 ‘공공됨’이 어느 하나의 이론을 통일하려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의 철학에서 제시했던 개념들로부터 존재와 지식, 그리고 생명 등과의 연관성을 모색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확장하는 구성적 정보철학의 논점에서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했다.
주제어

평화, 왕도와 패도, 공공됨, 구성주의, 정보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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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분(公分)과 ‘마땅함[義]’으로서의 ‘공공됨[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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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문제의 요체가 되는 평화와 환경의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
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런 중대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서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을 공고하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 철저한
준비가 요청된다. 그리고 이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
과 그 성과는 세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코드로 부상하고 있
다.
그런데 최근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무기의 각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심각성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단지 인식하는 것만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모
색하면서 인간이 염원하는 평화의 토대를 확립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존엄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설정은 현실의 인식과 미래
의 전망을 연계하고, 이로부터 가치식별력을 풍부하게 배양할 때 가능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가능성은 인문적인 요소를 재성찰하고, 그 결과를 자연과학의 코
드에 다시 진입시킬 때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서 고투했던 많은 동서양의 선구자들이
추구했던 예지와 결정의 평화사상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를 토대로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
능하듯이 오직 자신만의 원칙이 아니라, 누구나 믿고 존숭하는 원칙1)을 통해서
평화사상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학사상의 평화에 관한 일단을 구성주의적 차원에서 ‘공공됨
[公]’과 연계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유학과 연관된 평화와 전쟁에 관한 연

구는 지속하여 왔다. 다만 기존의 연구 성과2)로부터 유학의 평화와 전쟁의 근간
1) 시린 에바디, ｢세계평화와 문명 간의 대화｣ 뺷2009 문명과 평화뺸, 지문당, 2010, p.11.
2) 윤지원, ｢선진유가 전쟁관에 대한 소고｣ 뺷유교사상문화연구뺸 74집, 2018; 서세영, ｢유가
철학에서 전쟁의 의미와 도덕적 지향｣ 뺷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뺸 11집, 2018; 송영배, ｢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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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던 맹자와 순자의 왕도․패도․망도론을 ‘공공됨’의 의미와 비교분석을
했다. 그리고 이 논의를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을 구성주의적 정보철학의 분야에
적용해서 기존의 ‘공공됨’의 담론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서 전개할 것이다.
특히 본 논의에서 플로리디의 구성주의적 논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성주의
적 정보철학을 ‘공공됨’과 연계해서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인문학과 인공지능과
의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본론
1) 인정(仁政)의 역설과 강자(强者)의 망도(亡道)
(1) 인정(仁政)과 대용(大勇)

평화는 태평한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유학에서만 이 개념을 전유
물처럼 썼던 것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의
미는 거의 유사하게 해석된다. 평화를 지향하고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지극한
이치를 제시했던 노자의 ‘부쟁(不爭)의 덕’3)은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간명
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실천을 수반하게 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럼에도 만일 이 세상에 오직 평화만이 지속되었다면 전쟁이란 말도 평화라는
개념도 새로운 소통의 영역에서 만나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평화와 전쟁은 익숙한 단어가 정착되었고, 여전히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유학에서 ‘평화’의 어원은 ‘평(平)’은 평서(平舒)4)의 의미로서 평평하게 편다
는 의미를, ‘화(和)’는 상응5)으로서 상호 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뺷중용뺸에서의
敎의 ‘理想的社會觀’과 平和의 倫理｣ 뺷유교사상문화연구뺸 11집, 1999; 이서행, ｢한국사상
의 평화이념 고찰｣ 뺷평화학연구뺸 1호, 2004; 윤사순, ｢韓國儒學의 平和思想｣ 뺷한반도평
화론뺸, 1989; 김충렬, ｢道家의 平和思想｣ 뺷한반도평화론뺸, 1989.

3) 뺷도덕경뺸 68장, “善爲士者 不武 善戰者 不怒 善勝敵者 不與 善用人者 爲之下. 是謂不
爭之德 是謂用人之力 是謂配天 古之極.”
4) 단옥재, 뺷설문해자뺸, 상해고적출판사, 1988, p.205.
5) 단옥재, 뺷설문해자뺸, 상해고적출판사, 1988,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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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몸 밖으로 표출되어 드러나면서도 감정이 절도에 모두

부합하는 상태6)를 의미한다. 이들 어원으로부터 평화의 ‘평’은 평정의 의미로부
터 쟁투를 가라앉히는 것이고, 작은 갈등의 대립에 관한 것조차도 근원적으로
녹여서 만든 상태로서 ‘화’가 있다. 따라서 화합은 평화의 상태를 만드는 기본 조
건에 해당한다.7) 이러한 상태는 무수히 서로 많은 상반된 순기능의 작용을 통해
서 하나로서 구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8)
공자의 인정(仁政)과 화합의 평화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평화와 정벌에 대해
서 왕도정치의 지향과 패도정치의 지양이라는 논지를 토대로 전쟁을 반대한 이
유를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이 당시에 평화 활동가로서 유명했던
송경(宋牼)과의 대화9)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맹자가 송경에게 전쟁의
무모함과 불이익을 초왕과 진나라 왕에게 조언하면서 만일 이익을 통해서 두 나
라를 설득한다면, 결국 인(仁)과 의(義)를 버리고 멸망하게 됨을 지적했다. 그리
고 이익을 대신해서 인의로서 조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스려지기 때문에
굳이 이익을 언급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했다.
이 대화에서 맹자는 송경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도의(道義)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회피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그
런데 이같은 논점을 비공(非攻)을 주장했던 묵자와 비교한다면 의(義)와 리(利)
의 이중적인 근거로부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창했던 언급과는 차이가 있
다. 여기서 묵자의 사상이 보다 깊게 현실세계에 정립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
여진다. 하지만 실제로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는 공리(功利)성에 집착한 고민
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도덕성을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층 중요하고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일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仁政)을 통해서 인명을 존중한다.10)
6) 뺷중용뺸, “喜怒哀樂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7) 이호재편, 뺷한반도평화론뺸, 법문사, 1989, p.26.
8) 김충렬, ｢道家의 平和思想｣ 뺷한반도평화론뺸, 1989, p.74.
9) 뺷맹자뺸 ｢고자 하｣, “宋牼將之楚 孟子遇於石丘 曰先生將何之.....而不王者 未之有也. 何
必曰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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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열국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을
맹자는 “한 곳에서 정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롤모델로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히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그리고 이
에 대한 결과로서 천하의 사람들이 이 왕에게 천하가 돌아가게 될 것을 그 누구
도 막을 수 없음을 확언한다.12)
하지만 맹자의 이같은 일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려는 지배자
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동기는 결국 호전주의로 빠져든다. 염구가 당대 노나라
의 계씨의 총재가 되어 그의 도덕적 성품과 정치 행위를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영지로부터 거둔 곡물의 세금을 늘려 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들은 공자는 군주가 인정(仁政)을 베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주를 추
동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이었다. 하물며 군주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리한 전쟁을 일삼게 하는 신하들의 사악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맹자는 패도주의에 의거한 부국강병책의 비판적인 취지를 다
음과 같이 제시했다.
임금을 모시는 자가 임금을 위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창고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비록 지금은 훌륭한 신하일지라도 옛날에는 백성의 적이라고 했다. 왜냐하
면 임금이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취하지 않고, 또한 인정을 베푸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임금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은 마치 걸왕을 부유하게
하는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바른 도리에 따라서 지금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잠시라도 차지할 수 없다고 단언했
다.13) 그는 군주 자신보다 오히려 강력한 욕망을 군주와 함께 영합해서 악덕을
10) 뺷맹자뺸 ｢공손추 상｣, “孟子曰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
11) 뺷맹자뺸 ｢양혜왕 상｣, “孟子見梁襄王 出語人曰望之不似人君 就之而不見所畏焉. 卒然問
曰天下惡乎定 吾對曰定于一. 孰能一之 對曰不嗜殺人者能一之.”
12) 뺷맹자뺸 ｢양혜왕 상｣, “今夫天下之人牧 未有不嗜殺人者也. 如有不嗜殺人者 則天下之民
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誰能禦之.”
13) 뺷맹자뺸 ｢고자 하｣, “孟子曰今之事君者曰我能爲君辟土地充府庫. 今之所謂良臣 古之所
謂民賊也.....由今之道 無變今之俗 雖與之天下 不能一朝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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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한 추악한 가신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본
질적인 요인은 악정(惡政)으로부터 지배계급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우선한 것
에 있다.
둘째, 평화통치의 정책이다.
맹자는 평화통치의 정책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지극히 단순하고 또 어떤 의미
에서는 매우 시사적이다. 먼저 원칙의 확인이다. 맹자는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침략전쟁은 일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나라가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할 때 이를 비판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옛날에 계급별로 토지의 직할지를 정해 놓았는데 이는 토지가 부족해서가 아
니라 무모하게 토지를 확장하고 공식 의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범
위와 영역을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만일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토지를 타국에 주는 것만으로도 인자(仁者)가 하지 않는 일이라고 규정
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하소연하며 인간이 죽을 때까지 땅을 구하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다.14)
한편 맹자는 평화정치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상대의 틈을 엿보고 있
는 주변의 호전국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즉 호전국에 대한 대응하는 유
일한 방법은 왕도정치로서 내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
나라의 폭정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의 수단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뺷맹자뺸에
서 이 점과 연관된 말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진심 하｣15)편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맹자가 제시한 호전과 폭정으로부터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
는 최선책은 그 나라의 작고 큼에 따라서 서로 달리 적용한 교류이다. 첫째, 대
국이 소국을 섬기는 경우와 둘째,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일례를 들었다.16) 그는
14) 뺷맹자뺸 ｢고자 하｣, “魯欲使愼子爲將軍. 孟子曰不敎民而用之 謂之殃民. 殃民者 不容於
堯舜之世. 一戰勝齊 遂有南陽 然且不可.....君子之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 志於仁而已.”
15) 뺷맹자뺸 ｢진심 하｣, “孟子曰有人曰 我善爲陳 我善爲戰 大罪也. 國君好仁 天下無敵焉.....
征之爲言正也 各欲正己也, 焉用戰.
16) 뺷맹자뺸 ｢양혜왕 하｣, “齊宣王問曰交鄰國有道乎. 孟子對曰有. 惟仁者爲能以大事小 是故
湯事葛 文王事昆夷. 惟智者爲能以小事大 故大王事獯鬻 句踐事吳.....樂天者保天下 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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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인정(仁政)을 펼치는 위정자의 마음가짐, 즉 진
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은 용기[小勇]와 큰 용기[大勇]의 일례를 제
선왕의 문답을 통해서 제시했다. 그는 상대방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무력
으로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려는 옹졸한 행동은 결국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에
불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일례로서 문왕과 무왕의 일례를 뺷시경뺸과 뺷서경뺸을 들어서 설명했다.17)
뺷시경뺸의 일례로서 문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전쟁을 막아서고 주나라의 화평
을 유지하게 되자 백성들에게 전쟁으로부터 평안함을 돌려주었음을 들고 있다.
그리고 뺷서경뺸의 일례로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함의 여부에 따라서 공정하게 죄
와 평안함의 일례를 제시했다. 즉 무력과 위협을 통한 작은 용기는 배제하고, 오
직 천하의 안녕을 위해서 큰 용기를 배양할 것을 강조했다.
맹자는 지배계급이 자기방어책을 위해서 경제를 우선시 하고 인명의 경시하
는 패도주의를 배척하고, 인명의 중시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던 평화주의
적인 인정(仁政)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발상은 당위적 차원의 이상적인 가치
의 영역을 현실적인 정책에 투영해서 그 의미를 가장 적절하고 공정하게 적용했
다. 그는 천리의 내재화인 사단(四端)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일치를 도모하면
서 고차원의 가치에 부여된 진실성과 타당성을 지향했다. 그래서 맹자는 타자에
게 관용을 베풀고, 이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지속적인 성찰을 촉구했다.
(2) 강자(强者)의 망도(亡道)

맹자가 왕도를 추앙하고 패도를 배제했던 것과 달리, 순자는 왕도를 궁극적인
평화사상으로 추구하면서도 현실 정책에서는 패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했
다. 패도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일례는 공자가 관중의 행동
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에서 그 일단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天者保其國.”

17) 뺷맹자뺸 ｢양혜왕 하｣, “王曰大哉言矣. 寡人有疾 寡人好勇. 對曰王請無好小勇. 夫撫劍疾
視曰彼惡敢當我哉 此匹夫之勇 敵一人者也. 王請大之.....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 民惟
恐王之不好勇也.”

292 한중인문학연구 69

살펴보자.
환공이 공자규(公子糾)를 죽였지만, 관중이 그를 따라서 죽지 않고, 오히려
환공의 재상이 되었던 것으로서 패도를 보좌한 인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공자는 관중이 환공을 도와서 제후의 패자가 되면서 천하를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오랑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관중의 행동은 일반인들의 사사로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대의를 위해
서 취했던 행동이라고 했다.18) 공자는 관중의 행위에 대해서 조나라를 방어하고
백성들을 감쌀 수 있었던 대업의 책임자로서 통상적인 동기주의 차원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결과주의에 따라서 그에 상응
하는 평가를 부여했다.
그런데 순자는 패도의 의미를 대지(大知), 대결(大決), 대절(大節)의 차원에
서 이해하고 평가했다. ‘대지’는 일찍이 숙적인 관중에게 나라를 위탁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아차린 사실을 두고 평가한 내용이다. ‘대결’은 원수였음을 잊고서
관중을 재상에 임용했다는 입장에 대한 표현이다. ‘대절’은 관중을 공식적으로
후하게 대우해 줌으로써 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그는 만일 일반적인 제후였다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하나
만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망국의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공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패업(霸業)은 단순
한 행운이 아니라, 그가 부여받아야 하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19)
그런데 환공의 이러한 위상에 대해서 공자의 문인들은 심각하게 폄하했다. 왜
냐하면 그의 성공이 정치적인 교화와 예의, 그리고 절문 등에 따른 덕치주의의
기본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부국강병책에 집중한 권모술수의 결과에 지나지 않
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0) 순자도 패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호의적이지는 않
18) 뺷논어뺸 ｢헌문｣, “子路曰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未仁乎, 子曰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如其仁.....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
也.”
19) 뺷순자뺸 ｢중니｣, “若是而不亡 乃霸 何也. 曰於乎 夫齊桓公有天下之大節焉 夫孰能亡之.
倓然見管仲之能足以託國也 是天下之大知也.....桓公兼此數節者而盡有之 夫又何可亡
也. 其霸也 宜哉 非幸也 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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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왕도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차선책으로서
패도의 의의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순자는 왕도와 패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던 맹자와 달리 왕도․패도․망도
(亡道, 권모술수를 의미함)로 나누었다. 그는 이 구분을 토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인의’로서 나라를 세우면 임금이 되고, ‘신의’로서 세우면 패자가 되며,
‘권모’로서 세우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이 세 가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인자(仁者)가 반드시 힘써서 해야 할 일21)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에 대한 순자의 구체적인 의도를 살펴보자.
첫째, 왕도는 한 국가의 예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하고, 사
소한 불의(不義)와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다수의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절대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인인(仁人)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군왕이 예의를 겸비한 군자와 더불어서 국정에 임해서 펼치는 것
은 덕치의 근본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22)
둘째, 패도이다. 진실하고 성실하며 믿을 수 있는 선비와 함께한다는 것을 패
자라고23) 한 것은 덕치의 근본정신을 체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라를 다스리는 기본 방침을 갖추고 형벌과 상을 주는 제도와 강력한 군비의 요
체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명령과 조약의 신뢰성에 의해서 내외의 위
상과 신뢰를 얻은 정치이다.
셋째, 망도이다. 권모술수로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망국에 이
르게 된다는 내용이다.24) 이 상황은 사사로운 이익에 현혹되어서 도의(道義)와
신의를 버리게 됨으로써 안으로는 백성을 속여서 작은 이익을 좇고, 밖으로는
동맹국을 속여서 큰 이익을 취한다. 그 결과 상호 신뢰가 실추되고 권모술수가
20) 뺷순자뺸 ｢중니｣, “然而仲尼之門 五尺之竪子言羞稱五伯 是何也.....彼以讓飾争 依乎仁而
蹈利者也 小人之傑也 彼固曷足稱乎大君子之門哉.”
21) 뺷순자뺸 ｢왕패｣, “用國者 義立而王 信立而覇 權謀立而亡. 三者明主之所謹擇也 仁人之
所務白也.”
22) 뺷순자뺸 ｢왕패｣, “故與積禮義之君子爲之則王.”
23) 뺷순자뺸 ｢왕패｣, “與端誠信全之士爲之則覇.”
24) 뺷순자뺸 ｢왕패｣, “與權謀傾覆之人爲之則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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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횡하게 되면서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처럼 순자가 지향했던 왕패사상은 왕도의 이상에 의한 패도의 현실을 효과
적으로 제어하고, 패도가 왕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색했던 적극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순자가 평화사상을 촉구했던 시대적 상황은 호시탐탐 상대국을
침범하려고 적정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적국의 침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긴
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호전적인 부국강병책이 인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패도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자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한 순자의 견해를 분석해 보자.
순자는 왕도와 패도, 그리고 강도(强道. 망도를 의미)를 연관해서 왕도를 행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심이고, 패도를 실행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이웃 국
가와의 우호 관계이며, 강도(强道)를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의
토지임25)을 제시했다. 이는 곧 제후를 심복으로 두게 되는 자는 군왕이 되고, 제
후와 우호 관계를 맺는 자는 패자가 됨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만일 제후를
적으로 두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26) 따라서 ‘왕’, ‘패’, ‘망’으로 구
분한다면 ‘망’의 의미는 ‘강(强)’에 해당한다.
그런데 ‘강(强)’은 강대국의 무력정치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 딜레
마에 빠지게 된다. 그는 무력으로 승리를 얻은 강자(强者)는 타국 사람들을 처참
하게 살해함으로써 타국의 강자에 대한 증오심이 극도로 증폭된다고 보았다. 동
시에 자국민도 또한 상대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됨으로써 전쟁에 대한 불
만과 반감이 극대화된다. 결국 강대국은 전쟁을 통해서 물질적인 수확을 취했지
만, 민심을 버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많은 우환과 원망[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파급 효과로 인해서 덕망을 갖춘 제후가 아무리 의연하게 대
처한다고 하더라도 원망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마침
내 강대국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27) 하지만 순자가 덕성을 실천하고 무
력행사를 강력히 배제한 평화통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회의적으로 생각
25) 뺷순자뺸 ｢왕제｣, “王奪之人 覇奪之與 彊奪之地.”
26) 뺷순자뺸 ｢왕제｣, “奪之人者臣諸侯 奪之與者友諸侯 奪之地者敵諸侯....敵諸侯者危.”
27) 뺷순자뺸 ｢왕제｣, “用彊者 人之城守.....伺彊大之間 承彊大之敝 此彊大之殆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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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첫째, 그가 패도를 시행해서 다른 나라를 복종시킬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인
정하지 않았음에도 왕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용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연
유에는 그가 활약했던 전국시대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고, 또한 국가의 통일
을 위한 위상으로서의 예의와 인의(仁義)를 기저로 삼는 왕도를 염두하고 있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28)
둘째, 뺷순자뺸에 ｢의병｣편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병｣편에서 용병의 도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군대의 사용에 대해서 신중한 나라는
강하고, 이와 반대가 되는 나라는 약하다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29) 이와
관련해서 순자는 자신이 제시한 용병의 도에 관한 논지를 이사(李斯)와의 논변
을 통해서 변별됨을 제시했다.
이사는 순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30)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역
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사는 진나라가 효공․혜문왕․무
왕․소양공 시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인의’가 아니라, 오직 편리함을 추구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31) 하지만 순자는 이사가 말하는 편리함이란 ‘불편한 편
리함’이고, 순자 자신이 말한 ‘인의’란 ‘널리 편리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진정한 ‘인의’야말로 정치를 잘 닦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잘
닦여지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친근한 임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
다.32) 그래서 그는 친근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닦고[修禮] 백성의 마음
을 온전히 잡을[取民]33) 때 비로소 인정을 베푸는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8) 村瀨裕也, 뺷東洋の平和思想뺸, 靑木書店, 2004, p.79.
29) 뺷순자뺸 ｢議兵｣, “重用兵者强,輕用兵者弱,權出一者强,權出二者弱,是强弱之常也.”
30) 순자의 전쟁에 관한 언급은 유가의 의전(義戰)을 인정하는 측면을 수용하고, 이로부터
왕도에 의거한 군대의 성격을 “주벌은 있지만, 전쟁은 없다”(｢의병｣)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서세영, ｢유가 철학에서 전쟁의 의미와 도덕적 지향｣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
회의> 11집, 2018.11, pp.219-220)
31) 뺷순자뺸 ｢議兵｣, “李斯問孫卿子曰 秦四世有勝 兵强海內 威行諸侯 非以仁義爲之也 以便
從事而已.”
32) 뺷순자뺸 ｢議兵｣, “孫卿子曰 非女所知也 女所謂便者 不便之便也.....未有本統也.”
33) 뺷순자뺸 ｢王制｣, “修禮者王 爲政者彊 取民者安 聚斂者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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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순자는 군비(軍備)와 연관한 왕도주의의 입장으로 법가의 민생 차원
과 연계한 적대적인 패도의 정책을 비판했다.34) 그는 법가의 체제 내에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전쟁의 효과를 보장한다는 전시관리 체제를 역설했
다.35) 하지만 맹자는 인정(仁政)의 체제를 통해서 만이 평화의 수반이 가능하다
는 전제조건을 보다 강조했다.

2) 공분(公分)과 ‘마땅함[義]’으로서의 ‘공공됨[公]’
유학의 왕도와 패도, 그리고 망도의 의미를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공공됨[公]’의 개념이 있다. 특히 ‘공공됨’의 의미는 개별적인 관찰자의 실천 경

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차원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
에서 공공됨의 의미가 내적인 자기의 성립과 외적인 사회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공자는 ‘인(仁)’을 이상적인 삶의 핵심적인 것으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인’에
대해서 드물게 말했다36)는 언급은 모순적 상황처럼 당황스럽다. 그럼에도 공자
는 인을 지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언명을 했다. 하지만 이 언명은 인을 실천
할 때 단지 비의도적인 상태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다. 그의 이에 대한 언
급은 공적인 ‘공공됨’에 기초한 실천적인 실제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37)
‘공공됨’은 공리(功利)주의적 차원에서 최대 이익의 생산 자체의 추구가 아니

다. 이 의미는 생산물의 균등한 분배의 기틀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의 지향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평한 사회의 지향과 다수의
의견과 그들의 이익이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 균형
감각을 위한 개별적 학습의 중요성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한다. 맹자 이래
34) 뺷순자뺸 ｢議兵｣, “凡人之動也,爲賞慶爲之 則見害傷焉止矣. 故賞慶刑罰埶詐不足以盡人
之力 致人之死.....時其事輕其任以調齊之長養之 如保赤子.”
35) 송영배, ｢儒敎의 ‘理想的 社會’觀과 平和의 倫理｣ 뺷유교사상문화연구뺸 11집, 1999, p.17.
36) 뺷논어뺸 ｢자한｣, “子罕言利與命與仁.”
37) 이석주, ｢충서(忠恕)와 정보철학-구성주의의 관점에서 -｣ 뺷철학․사상․문화뺸 33호,
2020,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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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화의 정착과 이를 토대로 구축되는 대동사회로서의 인간의 화합이 가능한
세상의 시발점은 개별적인 ‘예’와 ‘화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예
의 쓰임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선대왕들의 도는 ‘예’의 조화를 아름답게
생각했다. 이런 이유에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예’와의 조화를 실천하도록 했
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조화만을 알고서 단지 조화만 추구한 나머지
예를 가지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38)라고 했다.
‘공공됨’의 어원은 뺷설문해자뺸에서 ‘공은 평분이다.’39)라고 할 때의 ‘평분(平
分)’이다. 뺷시경뺸에서는 주로 ‘공(共)’의 의미로부터 중인의 공동작업장, 제사장

등을 표시하는 공궁(公宮)과 공당(公堂), 그리고 이를 지배하는 족장은 ‘공공됨
[公]’을 의미한다. 그런 이후에는 군주나 관부 등의 지배기구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했다.40) 뺷한비자뺸에서 공(公)은 “스스로 뺑 둘러 에워싸는 것을 사(私)라고
하고, 그런 ‘사’를 등지는 것을 ‘공’이라 한다.”41)라고 해서 ‘사사로움’을 등지는
것의 의미로서 ‘공공됨’을 사용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공공됨’은 첫째, 지배 권력 및 지배 기구와 공간,
둘째, 공정성과 공평성, 셋째, 다수의 이익과 의견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42) 이
중에서 공정성과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이익과 의견은 ‘공공됨’의 명사적 개념
으로부터 행동으로 실천해 가는 ‘공공되다’로 진행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발현
된다. 다시 말해서 ‘공공됨’은 개별적인 ‘예’와 ‘화합’의 학습과정으로부터 진행된
수행의 결과는 기존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적인 실
천의 결과로부터 그 의미를 드러낸다.
‘공공됨’을 개인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한 일례로서 뺷예

기뺸｢예운｣의 “대도가 행해지자 천하는 공공됨이 되었다.”43)를 들 수 있다. 여기
38) 뺷논어뺸 ｢학이｣, “有子曰 禮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禮節之 亦不可行也.”
39) 뺷설문해자뺸, “公, 平分也.”
40) 미조구찌, 뺷중국의 공과 사뺸, 신서원, pp.52-53.
41) 뺷한비자뺸 ｢오두｣, “古者蒼頡之作書也, 自環者謂之私, 背私謂之公.”
42) 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 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뺷정치사상연구뺸 6집, 2002, pp.47-55.
43) 뺷예기뺸 ｢예운｣, “大道之行也, 天下爲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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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됨’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과고독(鰥寡孤獨)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됨’이란 물질적인 도움, 또는
육체적인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공됨’은 만
인이 각자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거나 안위를 일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동호혜의 사회를 위한 실천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44) 이런 의미
를 종합해 볼 때 ‘공공됨’은 평분과 공평의 의미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리주의적이면서 공정하고 도의적이다.45)
‘공공됨’의 윤리적인 공평분배에 관한 의미의 일례로서 뺷장자뺸의 “사물이 자

연을 따르고,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천하는 다스려진다.”46)는 언급이
있다. 이에 관해서 곽상은 본성에 맡겨 저절로 낳는 것이 ‘공공됨’이라는 기본전
제를 토대로 만일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해서 사사로움에 빠
지게 된다고 해석했다.47) 따라서 장자의 ‘공공됨’은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중정
(中正)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행위는 중정을 혼란에 빠뜨려서 공

평한 공정성을 무너뜨린다.48)
또한 ‘공공됨’은 다수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하는 “천하는 공공됨이 되었다.”49)
는 의미로도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고대 사회로부터 오랜 전습을 통해서 함
께 하는 공공의 장소 개념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뺷장자뺸 ｢천운｣에서 ‘공공됨’
의 의미를 “명리란 공기와 같아서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50)고 했다. 따
라서 ‘공공됨’은 개별적인 이익 차원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확장하는 차원으
로 이해했다.
44) 이석주, ｢‘홀로 있음’과 노년 –유가와 도가를 중심으로-｣ 뺷한중인문학연구뺸 65집, 2019,
p.281.
45) 미조구찌, 뺷중국의 공과 사뺸, 신서원, p.56.
46) 뺷장자뺸 ｢응제왕｣, “順物自然, 而無容私焉. 而天下治矣.”
47) 뺷장자뺸 ｢응제왕｣, 곽상주, “任性自生公也. 心欲益之私也, 容私果不足以生生, 而順公乃
全也.”
48) 이석주, ｢‘홀로 있음’과 노년 –유가와 도가를 중심으로-｣ 뺷한중인문학연구뺸 65집, 2019,
pp.282-283.
49) 뺷예기뺸 ｢예운｣, “天下爲公.”
50) 뺷장자뺸 ｢천운｣, “名公器也 不可多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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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는 ‘공공됨’을 ‘마땅함[義]’의 의미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공공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일례를 제시했다. 첫째, 빈부 간에 불균(不均)한 것은 역법(役法)
중에서 가장 큰 위해라고 했다.51) 그는 ‘불균’이란 빈부 간의 소유에 관한 문제
가 아니다. 그는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세의 부담을 공
정화하자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상하의 신분에 대한 ‘마땅함’이다. 그가
모든 만물이 사물마다 각각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마땅함의 조
화52)와 군신과 부자가 각각 그 적절한 자리를 취하는 마땅함의 조화53)라는 언
급에서 ‘자리[所]’는 상하의 자리를 의미한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상
하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균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상하의 사람
모두가 각각 윗사람을 섬기는 예의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행하는 예의는
예외 없이 균평하다54)는 의미로서 ‘공공됨’의 마땅함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설명
하고 있다.55) 이처럼 주자가 제시했던 ‘공공됨’은 실천하는 주체자로서의 내가
타자와의 상관관계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됨’의
이치를 체득한다는 것이다.

3) 구성주의적 ‘공공됨’
‘공공됨’의 개념은 명사적 의미와 동사적 의미를 갖는다. 명사적 의미로서 이

념성, 규범성, 기준성이 있고, ‘공공됨’을 실천하는 ‘공공하다’라는 실천적 관점에
서 동사적 의미로 각각 파악한다.56) 구성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의미를 구성한다는 이론이다.
구성주의적 ‘공공됨’은 플로리디가 제시한 구성적 정보철학(Philosophy of
Information)의 구성주의를 토대로 비교분석을 하려는 시도이다. 플로리디의 구
51) 뺷朱文公文集뺸 권84.
52) 뺷주자어류뺸 권68.
53) 뺷주자어류뺸 권68.
54) 뺷주자어류뺸 권16.
55) 이석주, ｢尤庵의 수양론과 노년｣ 뺷韓國思想과 文化뺸 66집, 2013, p.171.
56) 야큐 마코토, ｢公共哲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試論｣ 뺷윤리교육연구뺸 25집, 2011,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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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는 지식의 의미를 개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구성하는 논의이다. 여기
서 구성주의적 정보철학이란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과 내용이 행위자가 속한 외
적 환경과 내적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정보의 해석은 오직 정보행위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따라
서 구성주의적 '공공됨‘은 개념적 의미로부터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연
계시켜서 논의를 전개한다.
정보철학은 정보에 관한 이론을 통일시키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이것은 정보
에 관한 다양한 원리와 개념을 비교분석을 하고, 이로부터 이 내용에 대한 세밀
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이 결과물로부터 산출된 중요 개념
을 선택해서 존재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다양한 연관성을 모색하는 것이다.57) 이
런 의미에서 정보철학은 사물의 본질적인 제1의 원인을 다루는 철학이기도 하
다.58)
정보의 생성과 차이는 행위관찰자가 내부로부터 구성한 국한된 관찰 대상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안에서 행위관찰자의 인식이나 지각작용은 행위 관찰자가
능동적으로 인식체계를 토대로 전개된다. 공자의 인정(仁政)과 화합의 평화사상
을 맹자와 순자가 전승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상이했다. 이들의 왕패사상은
공자로부터 이분법과 삼분법으로 활성화되었다.
맹자가 인정과 왕도를 패도와 극명하게 변별했던 왕패론은 패도를 강력히 배
제했던 공자의 전승적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관중(管仲)의 일례에서 동기
주의가 아닌 결과주의를 긍정함으로써 기존의 공자가 제시했던 인의사상의 논
의와 배치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행위관찰자가 형성한 새로운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순자는 패도에 대한 작은 평안함과 큰 편안함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시
도는 공자의 문하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순자에 대한 공자 문하의 비판
은 결과적으로 행위관찰자인 순자가 능동적인 인식체계를 집약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순자의 행위와 인식은 맹자보다 엄격하고 주체적인 왕패론으로 접근

57) 이중원외, 뺷인공지능의 존재론뺸, 한울, 2018, p.23.
58) 이중원외, 뺷인공지능의 존재론뺸, 한울, 2018,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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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패도로서 왕도의 회복가능론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는 신의(信義)를 바탕
으로 한 패도는 왕도로서의 인심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던 새로운 차원의
왕패론의 시도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망도’를 통해서 치리의 극
단을 보여주었다. 망도로부터 인심도 신의도 아닌 토지의 실리를 얻는 것은 최
악이라는 결론으로부터 강자가 약자로 급전환됨을 재차 환기했다.
한편 구성적 정보철학으로서의 ‘공공됨’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심
벌 그라운딩(Symbol Grounding)과 자기생산체계가 필요하다. ‘심벌 그라운딩’
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기호를 어떻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과 상호 연
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생산체계’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주체적인
행위로부터 그가 원하는 심벌의 의미의 획득한다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이론이다. 그런데 인간의 수준에서 심벌 그라운딩이 가능해야 한

다는 점에서 자기생산체계는 인간에 국한된다. 따라서 구성적 관점에서 외부 세
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심벌 그라운딩에 의해서 가능하다.
먼저 순자의 왕패사상을 심벌 그라운딩의 문제에 적용해 보자. 순자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제시했던 왕도와 패도, 그리고 망도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역사
적 사실과 당시에 벌어지고 사실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 사실의 결과를 간결한
세 개의 개념을 제시했다. 더욱이 그는 맹자의 이분법적 왕도와 패도의 구분을
통해서 평화의 정책적 대안으로 삼지 않았다. 맹자의 왕패의리(王霸義利)의 실
천과 결과에 대한 한계와 실질적인 대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그 세부
적인 내용은 맹자의 왕패론에 대한 반복이 아니다. 순자는 자신이 실질적인 경
험했던 정보를 토대로 평화사상을 재구성했다. 특히 순자가 주목했던 패도와 망
도는 맹자와 다른 새로운 심벌 그라운딩을 제시했다.
순자가 제시한 패도라는 언어의 개념과 이것이 의미하는 것과 상호 인식하는
심벌 그라운딩의 문제를 주지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분석해 보자. 그는 이해했던
패도의 개념은 이미 공자와 맹자로 계승되어온 이념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사
회현상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반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순자는 패도를 나라를 세우는 군주를 지칭하고, 또한 진실하고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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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선비와 함께 하는 신의(信義)로서 해석했다. 그는 패도의 실행이
이웃 국가와 우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았다.
하지만 만일 순자가 패도의 의미를 공맹이 제시했던 패도에 대한 내재적 이해
로부터 사사롭고 부조리한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외부의 상황과 일치하
는 의미로 판단했다면 이 개념은 부정적인 요소로서 설명했을 것이다. 따라서
순자가 제시한 망도의 개념이 내재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자가 제시한 패도의
의미는 공맹의 패도와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순자가 제시했던 망
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공공됨’의 심벌 그라운딩 문제를 경험주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전술했듯이
‘공공됨’은 지배 권력과 지배 기구의 공간의 영역, 공정성과 공평성의 윤리적 원

칙과 기준, 다수 이익과 의견의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일례로서 얼
룩소는 얼룩과 소의 합성어이고, 이 합성어가 수많은 무리의 소 중에서 얼룩소
에 해당하는 대상의 소를 지칭하는 심벌 그라운딩의 문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됨’을 지칭하는 상황과 대상이 세 가지로 영역을 토대로 심벌 그라운딩의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다.
‘공공됨’의 심벌 그라운딩이 경험주의 차원에서 지배 권력의 의미로서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인지해 왔다면 문제없이 소통된다. 하지만 사회적 삶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나 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활한다면 그와의 소통은 불가
능하다. 또는 사회적 삶을 산다고 해서 ‘공공됨’이 지배 권력과의 상관성을 경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성이나 공평성의 윤리적 원칙이나 기준의 경험만을 취
한 경우라고 해도 소통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찰자가 지각한 상황이나 대상과
불일치했을 때에는 관찰자가 지각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
는 것이다.59)
한편 주지주의 차원에서도 ‘공공됨’의 의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결국
다수의 이익과 의견 등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행위관찰자
가 이것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이런 한계
59) 이석주, ｢충서(忠恕)와 정보철학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뺷철학․사상․문화뺸 33집,
2020,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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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복을 위해서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도 특히 인간의 영역에 집중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과 같은 수준에서 심벌 그라운딩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의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의 주체적인 행위로부터 심벌
의 의미를 얻게 된다.60)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서 대상
사물에 대해서 심벌 그라운딩을 구축한다.
구성적 관점에서 심벌 그라운딩이 세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루만
의 자기생산체계이다. 심벌 그라운딩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 구성되지만, 루만은
언어를 사회체계이론과 구분했다.61)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기생산체계를 토
대로 생물적 체계로서의 물질대사, 심리적 체계로서의 의식, 그리고 사회적 체계
로서의 소통이라는 세 단계의 합리적인 체계로 정의62)했기 때문이다. 이 요소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일반지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벌 그라운딩의 기
본전제가 되는 언어에 의해서 정보와 통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
회체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루만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확인과 이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
는 언어를 사회적 체계에서 제외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합적인 자기생산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심벌그라운딩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언어를 습득했던 시기와 특정한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생산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심벌그라운딩을
학습해야 한다.63) 심벌 그라운딩의 기본조건으로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지능
적으로 반응하고 활동하기 위한 루만의 자기생산체계는 생물적 체계의 물질대
사. 심리적 체계의 의식. 사회적 체계의 소통의 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64)
자기생산체계의 세 체계의 영역을 ‘공공됨’에 적용해 보자.

60) 이중원외, 뺷인공지능의 존재론뺸, 한울, 2018, pp.35-37.
61) 이석주, ｢충서(忠恕)와 정보철학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뺷철학․사상․문화뺸 33집,
2020, p.248.
62) 이중원외, 뺷인공지능의 존재론뺸, 한울, 2018, pp.36-37.
63) 니클라스 루만, 뺷체계이론 입문뺸, 새물결, 2014, p.133.
64) 이중원외, 뺷인공지능의 존재론뺸, 한울, 2018,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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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물적 체계로서의 '공공됨'이다.
자기생산체계의 조건은 욕망을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생물적 체계를 심리체
계와 사회체계와 구분해서 이해한다. ‘공공됨’의 의미가 유기적인 물질대사를 통
해서 생물적인 반응과 욕구가 발생하면, 신체적인 물리 활동은 끊임없이 인간의
신체로부터 발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반복적인 물질대사의 물리적 경험
으로부터 심리적 체계와 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기존의 과학적 검증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무의미했다. 하지만 최근 유전자 알
고리즘의 추상화로부터 세포막의 막단백질의 세포가 내부와 외부의 소통하는
역할에서 시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무수한 생명의 선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65) 그렇다면 루만이 자기생산체계에서 배제했던 생물적 체계는
그 활동영역을 유의미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심리적 체계로서의 의식이다.
인간의 의식을 통한 ‘공공됨’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에는 수 없는 반복의
학습과 이로부터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의 구축한다. ‘공공됨’의 의식적인 반영은
공정성과 공평성의 윤리 원칙과 기준으로서의 공평한 분배66)이다. 만일 인간의
의식이 심리적 체계를 거부한다면 새롭고 올바른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옳음
[義]'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공자는 끊임없이 제시했다. 그럼에도 인간의 의식과

욕망은 ‘공공됨’의 ‘옳음’이라는 지향처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에 자신의 의식을
할애하도록 방치하기도 한다. 이른바 뇌의 특징으로서 뇌의 본능적 역할과 통일
성67)과 일관성68)은 개별적인 사유에 충실한 인간 뇌 활동의 일반적인 사례이다.
뇌는 의식적으로 자기본능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조절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
체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본능에 의해서 표출된 감
정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인지한다. 그리고 뇌의 활동영역에서 반영된 모든 상황
65) 이석주, ｢충서(忠恕)와 정보철학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뺷철학․사상․문화뺸 33집,
2020, pp.253-254.
66) 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 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뺷정치사상연구뺸 6집, 2002, pp.50-53.
67) 林 成之, 뺷腦に惡い7つの習慣』, 2017, 冬舍新書, pp.26-27.
68) 알렉스 허친슨저, 뺷인듀어』, 다산초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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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단순화시킨다.69) 수많은 데이터의 예측 가능성은 기본적인 감정의 반
응에 대한 일례를 모두 배제하면서 동시에 감정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70) 그래서 ‘공공됨’은 이러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공됨’이
‘옳음’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의식을 성찰하게 한다.

셋째. 사회체계로서의 소통이다.
‘공공됨’이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윤리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사회적 소통의 근간이 나로부터 타자에게 곧바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타자와의 소통을 원한다면 나 스스로 공정하고
공평한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고 이로부터 상대와의 소통의 통로를 확보할 때 비
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순자는 군주가 정사에서 공정[公]하게 하지 않으면 신하
가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했다.71)
만일 ‘공공됨’이 나로부터 타자와의 소통의 통로가 막혔다면, 그 원인도 결국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서 ‘공공됨’의 실마리를 찾았다. 타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
고 소통하지 못한 원인보다는 나 스스로가 타자와 소통하려는 최대의 ‘공공됨’을
위한 노력의 여부가 소통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주자는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것이 없다면 이것이 곧 ‘공공됨’이고, ‘공공됨’이면 곧 ‘인간다움[仁]’
이라고 했다.72) 여기서 주자는 ‘공공됨’을 무사공정(無私公正)의 차원에서 공정
69) 林 成之, 뺷腦に惡い7つの習慣』, 2017, 冬舍新書, pp.23-24.
70) 이석주, ｢뺷논어뺸의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한 ‘최소작용의 원리’로서의 ‘충서(忠恕)’｣
뺷철학․사상․문화뺸 32호, 2019, pp.83-84.
71) 뺷순자뺸 ｢왕패｣, “曰人主不公 人臣不忠也.”
72) 뺷주자어류뺸 권6, “無私以閒之則公 公則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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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평한 원칙을 서로가 지켜가는 토대로부터 소통의 출구를 모색했다.
이처럼 ‘공공됨’의 개념으로부터 자기생산체계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서 활발한 상호작용은 ‘공공됨’의 의미를 임의로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래서 소통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벌 그라운딩
이 요청되는 것이다.

3. 결론
5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청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흐름의 반

영으로서의 마음의 혁명이다. 유학 평화사상의 기저가 되었던 공자의 인정과 화
해는 맹자와 순자의 왕도와 패도, 그리고 망도론을 마음의 혁명을 열기 위한 실
마리를 제공했다. 동시에 ‘공공됨’의 도덕 가치 판단이 경험과 실천적 영역을 확
장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확인했다.
‘공공됨’은 지배 권력과 지배 기구의 공간의 영역, 공정성과 공평성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 다수 이익과 의견의 반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구성주의적 ‘공공
됨’이 구성적 정보철학의 패턴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심벌 그라운
딩과 자기생산체계에 대한 적용의 가능성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할 때 이견
의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조차도 새로운 구성적 정보철학의 영역
을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한 가교가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시도는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성’에 대한 심벌 그라운딩이 명확한 대상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변화와 상황에 대한 예시라는 점에서 심벌 그라운딩의 문제를 이해하
는데 혼란을 야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양사상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도는 심벌그라운딩의 문제와 자기생산체계를 여러 관점
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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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ucian Peace Thought and Constructivist ‘Publicity’
Lee, Seog Ju

In this article, the discussion of the peace ideology of Confucianism in
Confucius, Mengtzu, and Hsun tzu was focused on the ideology of the way of
the true king and the way of the hegemon, and this discussion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connection with ‘publicity’. In addition, it attempted to discuss
by applying the ideas of he ideology of the way of the true king and the way
of the hegemon and the thesis of ‘publicity’ to a constructive information
philosophy that converts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urrent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hange of the 5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wo
elements are reinterpretation to enter the academic realm of convergence.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value standard of ‘publicity’ is based on human
experiences. From this, the thesis was compared with Luciano Floridi's
constitutive information philosophy, which embodied the point of
constructivism that constitutes knowledge and meaning. The thesis is not a
work to unify any one theory of ‘publicity’ in this discussion. In that it seeks
the connection between existence, knowledge, and life from the concepts
suggested in the existing philosophy, the possibility to expand its extension in
the constructive information philosophy that expands artificial intelligence was
suggested.
Keyword

Peace, The way of the true king and The way of the hegemon,

Publicity, Constructivism, Information Philosophy

https://doi.org/10.26528/kochih.2020.69.309

심연수 문학의 내면 형성 배경과 정체성 변화 양상

장사흠*

국문요약

심연수의 재학 시절 동흥중학교(용정국민고등학교)는 일제의 국가이데올로기적 장치였다.
그 장치가 내면화된 그에게 ‘국가’는 만주국이거나 대동아공영권이었다. ‘민족’도 그러하다.
1940년 12월 졸업하기까지 그의 글쓰기는 만주국의 국가이데올로기에 순치돼 있다. 이 문제

는 그의 ‘남성적’시풍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른바 ‘진취적’인 그의 시풍은 반성이나 회의와 일
정한 거리가 있다. 그의 시풍과 일제의 정치교육적 매체의 하나인 철도여행의 상호작용 안에
서 그의 일제 신민화가 심화된다. ‘주어진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대와 불화하는, 문학의 핵
심 역할과 거리가 멀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가난한 거리>를 쓴 1941년 4월 24일 이후 심연
수 문학은 변화한다. 도일 후 ‘왕도낙토’에 대한 선망이 깨지면서 시적 아니마가 우세해지고,
유학 시절 반일 유학생들과 교류하고 여운형과 만난 것을 계기로 그의 작품은 질적으로 향상
된다. <만주>, <벽>, <파영> 등이 그러한 시다. 하지만 <만주>, <행복>을 쓴 1942년에도
그는 <문학의 사명>과 같이 군국주의에 봉사하는 문학의 역할론에 동조하는 글쓰기를 한다.
이러한 한계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신안진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쓴 단편 <향자>, <석
마>에 이르어서야 극복되기 시작한다. <향자>, <석마>는, 도일 전의 단편 <서류>, <농향>,
<농가>와 달리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조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인식하기 시

작한다.
주제어

내면화, 반성, 문학적 아니마, 문학적 아니무스, 수학여행, 신민, 정체성

* 강릉원주대학교 교육혁신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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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주의 교육 삼국지와 동흥중학교
고조선의 강역, 부여․고구려․발해의 강역. 잃어버린 고토. ‘만주’, ‘동북삼성’,
‘간도’로 그 이름도 다양한 땅. 만주는 우리 민족에게 생존을 위해 이주한 공간,

국권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이데올로기가
달라 수시로 이합집산하던 곳이었다. 중화민국은 청에서부터 이어지는 전통을
주장했지만, 장작림과 그 아들 장학량은 시의에 따라 중국과 일제를 번갈아 가며
준 국가를 운영했다. 일제는 괴뢰 정부를 세워 이 지역을 통치했고, 우리는 우리대
로 정의부, 참의부, 통의부 및 신민부를 두어 군사 및 경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우리 민족에게 간도의 역사는 만주 이민과 삶의 축도다. 1920년 경신참변(간
도대학살) 이후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자 공산유격
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들은 전략상 중국공산당에 편입되거나 소비에트
의 지원을 받아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921년 자유시참변 이후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마저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그 와중인 1938년, 일제는 독립군 유
격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간도특설대를 만들어 숨통을 죄고 있었다.
만주에서 우리 교육 제도 및 시설도 이런 역사적 흐름과 부침을 같이 했다.
한․중․일은 각자 나름의 정치적 목표를 갖고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민족교육
학교, 일본인 시설 학교, 중국 시설 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국가적 지원이 있을
수 없었던 한민족 학교는 재정적으로 열악했다. 민족주의 계열의 반일투쟁이 약
해지자 이 틈을 타고 공산주의가 기존 교육시설에 침투하여 투쟁을 이어가지만,
그마저도 약화되어 우리 민족이 세운 학교 대부분이 일제로부터 운영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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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받아야 했다.
일제에 의해 ‘불령단 양성의 원천’으로 지목된 명동학교의 경우만 해도 그렇
다. 일제는 1920년 간도대학살 때 간도의 27개교를 소각한다.1) 명동학교는 이때
소각당한 이후 1921년 복구를 시작, 1923년 교사를 재건 수업을 재개하였지만,
학교 운영을 위해 일제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
를 사용해야 했고, 일본어를 교과로 편성해야 했다. 조선총독부 교육령에 따라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도 포기해야 했다. 그러자 그 틈을 타고 사회주의가 급속
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1924년 대흉년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하자 1925년 소
학교만 남기고 폐쇄하였다.2)
심연수가 다닌 동흥학교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리종흥은 동흥학교의 연역
을 ①민족교육 및 반제․반봉건 투쟁 시기, ②일제의 노예화 교육 시기 ③해방
직후 시기로 구분한다.3) 심연수는 1937년(20세)에 입학 1940년(23세)에 졸업한
다. 그러니까 ③은 심연수와 무관하다. ①은 더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 동흥학교
의 1차 분규는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쇠퇴하고 공산유격대로 주류가 바뀌는 시기
를 전후로 하여 ‘양해파’와 ‘반양해파’의 대립으로 발생한다. 학생 수가 폭증하자
천도교 측 운영진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학교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 한다. 지원
의 대가로 일제의 간섭을 양해하자는 측이 양해파다. 반양해파는 천도교의 종교
적 운영에 반대하여 반종교운동과 일제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좌익 교사 중심의
‘설립자조합’이다. 그간의 연구4)를 종합하여 심연수와 관련된 동흥학교의 연혁
1) 이명화, ｢1920년대 만주 지방에서의 민족교육운동｣, 뺷한국독립운동사연구뺸 2, 1988, p.311
참조.
이명화, ｢항일독립운동사상에서의 명동학교의 위상｣, 뺷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뺸, 독립
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상연구소, 2008, p.186-187 참조.
2) 한철호, ｢명동학교의 변천과 그 성격｣, 뺷한국근현대사연구뺸 51, 2009, 74-77, p.268. 미즈
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유학시절의 윤동주와 송몽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
학풍연구소 편, 뺷윤동주와 그의 시대뺸, 혜안, 2018, pp.233-234에서 재참조.
3) 리종흥, ｢파란곡절을 겪어온 길 : 동흥중학교｣, 김택․김해진․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뺷연변문사자료뺸, 중국(본토); 연변인민출판사, 1988, p.1.
4) 성주현, ｢만주 천도교인의 교육운동｣, 한국문명학회, 뺷문명연인뺸 제3권 제3호, 2002.9,
pp.13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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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연혁
1916년 1월 동흥학교(소학교) 개교
① 1921년 4월 15일 개교(소학교/중학강습소)
민 족 1921년 10월 1일 동흥중학교 승격(소학교는 부속학교)
주의 1922년 학생 폭증으로 총독부 허가 하에 기부금 모집
교 육 * 광명회, 사회과학연구회(좌익 써클)
기간
1923년 4월 기부금으로 새교사 준공
*‘독서회’(좌익 써클) 조직

교장 및 운영단체
이화준((천도교)
최익룡(천도교)
전만영(천도교)

1924년 8월: 1차 분규(양해파와 반양해파)
* 설립자조합(반양해파) 학교운영권 인수
②
1925년 학교 자치권, 무시험제, 학생간부 직선제
한장순
사회
1926년 조선총독부가 ‘설립자조합’ 해체
(좌익, 반양해파)
주의
*‘조선공산당 동만구역국 위원회’지부 조직
반제
교 육 1927년: 2차 분규
기간 * 중국공립학교화 운동을 보도한 기자 폭행.
* 반제 시위 준비 학생들 100여 명 피체(100명 중 29명 서대문
형무로로 압송)

③
황국
신민
화
교육
기간

1929년 8월: 설립자조합 측 교사 해고, 일본인 교원 채용, 조선총
독부 편찬 교과서 사용
윤익선(천도교, 양해파)
* 1928년 9월 ‘郡干部’ 2개 세포 조직
1930년 10월 : 중국공산당 비밀지부 설립
1934년 : 민성중학교로 개칭(대성중학교와 합병)
1935년 : 원상회복
1939년 6월 15일 ‘용정국민고등학교’로 개칭
* 간도영사관 밀정 김호연 징치, 7일간 동맹휴학.
* 황민화 교육(황국신민서사, 신사참배, 宮城遙拜)

림계학(양해파)
일본인 교감 우시마(宇島)와
교무주임 히구찌(桶口) 외 일
본인 교사 7명이 실권 장악

이성배, ｢滿洲에서의 朝鮮人 民族敎育에 關한 硏究｣, 明知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9.
윤휘탁, ｢1930년대 만주항일유격대와 농민｣,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뺷中國學論叢뺸,
Vol.7 No.1, 1993, pp.117-192.
윤휘탁,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 실태와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뺷한
국민족운동사연구뺸, Vol.0 No.88, 2016, pp.205-244.
정안기, ｢1930년대 재만조선인의 교육정치사 연구｣, 만주학회, 뺷만주연구뺸 Vol.0 No.17,
2014, pp.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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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7월 : 학교운영권 간도성 정부에 위임
림계학(양해파)
* 조선어․역사 폐지, 조선지리는 일본지리에 포함, 일어로 교육, 부교장 : 우쯔미야노에끼찌
군사훈련
(宇都宮益治)

심연수는 1935년 동학소학교에 5학년으로 편입, 1937년 3월에 졸업하였고, 같
은 해 4월 동흥중학교에 입학, 1940년 12월에 졸업한다. 위 표를 보면 그의 소․
중학 시절 전체가 황국신민화 교육 기간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런가. 1940년 내
내 쓴 일기에는 그 1935년에서부터 1940년 동안 발생한 학내 사건들에 대한 언
급이 없다. 간도대학살은 그가 세 살 때, 그것도 강릉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간도에 살면서 풍문으로나마 이야기를 들었을 법하다. 위 표의 간도영사
관 밀정 김호연을 징치한 사건이나, 이 일과 연관해서 학생들이 7일간 동맹휴학
을 한 사건은 그가 3학년 때이므로 모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의 재학시절 동흥중학교에는 장하일이 교도주임으로 있었고, 반근식이 한
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장하일은 광복 후 황해도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반근
식도 광복 후 화룡현 동북민주연군 3단 단장이 된다. 아래는 장하일과 관련된
일기다.
修身 시간에 張先生께서 사람이 싸호고 나라가 싸호는데 對하야 이야기가 있엇

다.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싸호려고 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없싸버리
는 이때이니 누구든지 싸홀만한 것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生存競爭에
及第한 사람이며 强兵强國이다. 個人이나 團體나 다 그러하다. 歷史의 페지에 남긴
戰爭史도 그러한 싸홈이며 지금 이 싸홈도 다 그러한 것임이 틀림없다. 자 누구가
强하고 잘 싸호나 큰눈을 뜨고 끝까지 보고싶다.(1940년 6월 7일 일기 전문, 전집

3:143)5)

“학교에서는 別것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러나 玄璣衡先生과 張河一先生에게

서 이야기를 들었다.”(11월 29일 일기 부분, 전집3:295)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5) 심연수 문학작품 텍스트는 강릉문화원이 발간한 심연수 문학사료 전집에 소재한 것임.
이하 전집은 번호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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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장하일의 수업을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일기에서 장하일이 말한 바 ‘사
람이 싸호고 나라가 싸호는데 對한 이야기’는 장하일의 내력으로 보아 제국주의
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심연수는 그 내용을 스펜서 식의 적자
생존 논리로 반응하고 있다. 두루 아는 대로 다윈의 적자생존 개념을 변형한 스
펜서의 적자생존 개념은 대영제국의 제국주의의 문화적 우수성과 피식민지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일본도 그런 식으로 팔굉일
우, 대동아공영권을 정당화하였으며, 그것을 위한 전쟁을 정당화했다. 장하일이
라면 적어도 제국주의 논리를 찬양하는 식의 강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러나 위 일기에는 승리하는 자가 강자이며, 강자의 논리는 정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한다.
중일전쟁이든 인도차이나로 침공한 상황에서든, 전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일본제국주의를 내면화한 것에서 비롯하는 것일 터이
다. 아니 그렇게 내면화되어 있어서 장하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야겠다.
“싸호려고 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없싸버리는 이때이니 누구든지 싸홀만

한 것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말은 장하일의 말을 반대로 수용한 결
과이다. 약소국의 반제투쟁을 설파하는 장하일의 말에 대해 ‘참으로 우스운 일’
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문들은 심연수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일제의 논리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①오날은 分列式이 있기에 오전수업은 못하게 되었다.(…)이렇게 隊列을 짛어서
단일 것도 오래지 않엇다.(…)이곧은 두 나라 記念日을 다 休學하기에 노는 날이 참
많다. 그럴수록 노는 날이 즐겁다.(9월 20일 일기 부분, 전집3:223, 강조 인용자)
②(…) 올림픽이 全世界에 한 개의 꽃다발을 하지고[sic] 묵거놓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 자기편이 잘하엿으면 이겻으면 하는 마음은 다 가젓으리라 우
리들도 많인 白人 가운데 우리와 같은 黃人이 그들과 對 하야 싸호는 場面에서는
주먹이 쥐여젓다.(11월 16일 일기 부분, 전집3:282, 강조 인용자)
③全卒業生이 三百九十八名이다. 아마도 全國을 通하여 類例가 드문 數字의 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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才를 龍高에서 培[輩]出을 식혓다. 朝滿을 舞臺로 우리들이 同窓이 東西南北 四方

에서 적으나마 事務에 從事한다면 얼마나 國家에 榮光이리랴.(12월 6일 일기 부분,
전집3:303, 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이 있는 1940년 일기는 모두 학생 다이어리에 쓴 것이다. ①에서 말
하는 두 나라의 기념일은 9월의 첫 장에 인쇄되어 있다. 그 중 공휴일일 것으로
짐작되는 날은 추석과 만주사변발발기념일이다. 추석이야 한․중․일 삼국에
공통되는 명절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만주사변발발기념일조차도 놀아서 즐겁
다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②에 서술된 바 올림픽에서 백인에 대하여 황인이 싸
우는 장면에서 주먹이 쥐어졌다는 태도에서도 ‘대동아공영’에 대한 내면화가 상
당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 7월 8일 일기에는 “映畫구경을 하엿다. ≪土と兵隊≫라는 것인데 日
本군인이 싸홈하는 것인데 (…) 나라를 위하여 最前線에서 총칼을 들고 적진을

뚜러질 듯이 보는 그 눈은 참다운 武士道精神이 아니고 무엇이냐.”6)라고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규는 “아직 어린 나이라 적이라는 것을 가려 의식하지 않고
순수한 인간의 애국심 자체만으로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7)라고 말한다. 그
러나 그 시절 스물세 살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이상규 식으로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미디어가 내면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위 인용문 ①의 ‘놀아서 즐겁다’는 말이야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으레 있을 법
한 일일 터이나 그것을 ②의 ‘주먹이 쥐어지는’ 모습과 연관지어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②에서 주먹을 쥐는 모습은 단지 그 자신이 황인종이라서가 아니라
‘대동아공영’을 내면화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 연장선에서 보면
①에서 말하는 ‘두 나라’, ③에서 말하는 ‘조만’과 ‘국가’는 ‘조선․일본’이거나 ‘조

선․만주국’, 혹은 내선일체된 ‘한국․일본과 만주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화로 인해 무비판적으로 체제에 순응하여 출세하려는 의식이 드
6) 뺷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뺸,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서울 : 2004년, p.315.
7) 이상규, ｢재탄생하는 심연수 선생의 문학｣, 뺷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
연수 문학편뺸,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서울 : 2004년,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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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작품이 단편 <서류>다. <서류>는 가난한 소년 영진이 어렵게 입학금을
모아 용정의 중학교에 입한 한 후 고학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며, 뛰어난 실력으
로 ‘만주국 일본 유학생시험’ 및 하얼빈 의대와 하얼빈 공대에 수석으로 합격하
여 금의환양하여 그의 입학에 대해 빈정거리던 동네 사람들을 탄복시켜 통괘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서류>는 가난한 고학생의 출세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출세주의적인 작품이다.
오양호는 심연수에게 인식된 국가의 의미를 ‘대처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조명
한다. 그에 따르면 <서류>의 주인공은 일제의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라는 미명
으로 건국된 만주국을 내면화하여 반감이나 저항 없이 살아가는 ‘만주국의 조선
인’이다. 요컨대 오양호는 단편 <서류>가 심연수의 ‘대처의식’을 보여주며, 이런
출세의식으로 인해 오족협화와 왕도낙토의 기만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본다.8)
이성천 역시 오양호와 같은 시각에서 심연수 시가 현실을 치열하게 인식하지 못
한 결과 일제의 왜곡된 통치 이념에 순응한다고 본다.9)

̇ ̇ 고등학교 황민화 교육의 내면화
2. 용정국민
심연수의 가족은 1925년 6월 심연수가 우리 나이로 여덟 살 때 강릉을 떠나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한다. 거기서 생활한 지 6년째 되던 1931년 러
시아 볼세비키는 조선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다. 그의 집안은 이를
피해 만주로 건너와 흑룡강성 밀산, 신안진을 떠돌다가 1935년 용정시의 변두리
인 지금의 길흥촌에 정착한다. 이 와중에 심연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다니던 소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고, 길흥촌에서 서당 공부를 하다가 용정사립동소
학교에 편입하여 우리 나이로 스물인 1937년에 졸업, 같은 해에 동흥중학교에
들어간다. 여기서 4년을 다닌 후 우리 나이로 23세인 1940년 12월에 졸업한다.10)
8) 오양호, ｢심연수 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뺷현대소설연구뺸 34호, 2007. 6, pp.67-68
참조.
9) 이성천, ｢재만시인 심연수 시 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학회, 뺷어문연구뺸
제70집, 2011. 12,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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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흥중학교는 1934년 대성중학과 합병하지만 일 년 후 분리하였다가 5년 뒤
인 1939년에 다시 합병하여 용정국민고등학교 농과로 바뀐다.11) 앞의 표에서 보
듯 그의 재학 기간과 직전 시기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설립자조합 해체, 중국
공립학교화 시도, 중국공산당 비밀지부 설립, 간도영사과 김호연 징치 및 동맹휴
학 등 많은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동흥중학교는 장하일 같은 교사가 있고, 간도
영사관 밀정 김호연을 징치하고 일제에 항거하여 7일간 동맹휴학을 한 선후배와
친구들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문예반장에다 축구선수로 활동할 만큼 활동적
이고, 직설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그가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오불관언이다.
이상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연수의 부친 심대규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
주할 때 숙부 심우택도 함께 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항일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또 심연수의 동생 심학수는 김일성의 사촌 동생인 항일투사 박관순과 교분을 맺
고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를 했고, 동서지간이 되었다.12) 이 시기가 언제인가 입
증되어야 하겠지만, 심연수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도 주목해 볼 부분이
다. 하여간 1940년 내내 쓴 일기집에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동흥학교의 분규와 좌익에 의한 제반 사건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학생 동료들의 행위에 찬동하지 않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
다. 이는 영화와 철도연변 여행을 통해 강화된, ‘대처의식’ 및 출세주의 때문인
것으로 우선 볼 수 있다.
이왕에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와 같은 항일민족시인으로 평가하는 연구자가
있고, 특히 윤동주와 비교하여 심연수 문학의 의의를 부각시킨 연구가 다수 있
으니,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이 문제를 보자. 윤동주는 심연수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고장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이들은 항일저항 시인
이거나 문학도로서 규정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다.
은진중학교에서 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명희조와 최문식을 들 수 있
10) 김해응, 뺷심연수 시문학연구뺸, 한국학술정보, 2006, pp.23-27 참조.
11) 용정중학력사전시관[http://blog.daum.net/bluesky3399/1144]
12) 이상규, 앞의 글, p.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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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희조는 사회주의로 전향했지만 은진중학교에 근무하던 당시에는 ‘전설적
인’ 민족주의 교사였다.13) 최문식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기독교의 신사참배 결
의(1938년)에 반대한 인물이다. 당시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순교
한 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이다. 최문식의 영향인가는 모르겠으되 윤
동주는 평양 숭실중학교 시절인 1935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동맹휴학에 동참
한다.
최문식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경북치안유지회의의 총부부장, 경북도인
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내무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 ‘조선신탁관리반대투쟁’
의 선언문을 낭독했고, ‘대구 10월 폭동’의 배후 조종자로 알려진 인물이다.14) 윤
동주의 시를 보면 그의 기독교 정신의 깊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신사참배
에 반대하는 그의 신념은 쉽사리 변할 정도가 아니다. 또 윤동주와 송몽규의 경
우 가족사가 반일독립사상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심연수가 다닌 학교도
일제가 장악했지만 장하일 같은 교사가 있었고, 앞의 표에서 보듯 수다한 좌익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절 심연수는 일제의 교육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 당시 심연수
는 강영희의 희곡 <희생>을 필사한다. 이 희곡에는 ‘조선사람’이 세 번 등장한
다. 심연수는 이 중 하나는 ‘국가’, 다른 하나는 ‘민중’으로 바꾼다.15) 사소한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필사에서조차도 ‘조선사람’을 ‘국가’와 ‘민중’으로 바꾸는 정
도였다. 1940년에 쓴 뺷육필일기집뺸을 보면 그는 또 영화를 좋아했다. 평론 <영
화와 연기>를 쓴 것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용정에서 상영된 많은 영
13) 홍성표, ｢송몽규의 민족의식 형성과 기독교｣,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편,
뺷윤동주와 그의 시대뺸, 혜안, 2018, pp.238-240 참조.
14) 정태식, ｢基督敎社會主義의 韓國的 受容에 對한 一考察｣,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뺷퇴
계학과 유교문화뺸 제39호, 2006, pp.438-442 참조.
15) “하필 예술계에서 일하여야만 조선사람을 위한 것인가? 정치계에서두, 즉 관리생활(官吏
生活)에서도 얼마든지 조선 사람을 위하여서 일할수 있지 않나?”(강영희, <희생>, 뺷삼천
리뺸, 1940. 5, p.342)
“자네 심정을 내가잘아네. 그러나 하필 예술게에서 일하여야만 국가를 위한 것인가? 정
치계에서두, 즉 관리 생활에서두 얼마던지 民衆을 위하여서 일할수 있지 않나?”(심연수,
<희생 필사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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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일본의 국책영화와 군국주의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만주국 이념을
내면화하도록 추동했을 것이다. 아래 시는 심연수 내면 풍경을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의 여명이 이제 곧 온다 / 우리가 세울 동양의 평화 / (…중략…) // 노력
하고 배우자 나의 벗이여 / 왕도낙토(王道樂土)의 젊은 신민이여 / 오족이 즐거움을
기원하는 장소 / 용고의 역사에 빛나거라(<龍高> 부분, 창작 시기 미상, 전집5:248)

동흥중학교는 1939년 6월 15일 ‘용정국민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939년 6월 15일 이후로부터 1940년 12월 졸업하기 전 어느 시기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심연수의 정신지리는 그를 중심으로 대략 다섯 개의
동심원을 그릴 수 있다. ‘용정국민고등학교―용정―북간도―만주국―대동아공
영권’이 그것이다. 이 시기 심연수에게 ‘민족’과 ‘국가’는 조선이 아니라 만주국이
다. <용고>는 ‘오족협화’ ‘왕도낙토’와 같은 만주국의 국가이데올로기 및 일제의
황민화교육이 어느 정도로 내면화되어 있었는가 잘 보여주는 시다.
엄창섭․최종인은 심연수의 시에 대해 “윤동주 시인보다는 기질적으로 보아
아니마적이고 웅혼하”16)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거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
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해본다. 융에게서 아니마는 남성 무의
식 속의 여성적 심상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무의식 속의 남성적 심상이므로 두
명의 남성을 비교하는 방법이 되기에 어색하긴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시적 자아가 남성적인 경우를 ‘문학적(/시적) 아니무스가 강하다’고 하고, 시적
자아가 여성적인 경우를 ‘문학적(/시적) 아니마가 약하다’라고 해보자.
심연수 시의 직설적 성격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거니와 그것을 ‘문학적
아니무스’가 우세하다고 한다면, 윤동주 작품처럼 반성과 부끄러움이 강하면 ‘문
학적 아니마’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니무스와 아니마는 반비례한다. 산이 높
으면 골이 깊고, 그늘이 두껍다는 말은 햇빛이 강하다는 말과 같다. 장점은 때로
단점이 되고, 단점은 때로 장점이 된다. 이른바 ‘진취성’이 강하면 반성과 비판의
식이 약한 단점을 수반한다.
16) 엄창섭․최종인, 뺷심연수 문학 연구뺸, 푸른사상사, 2006,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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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수는 겨울 방학이면 북만주의 동토를 여행하고, 여름 방학에는 집에서 농
사를 지었다. 동토 여행은 앎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였을 터이다. “그 무엇을
얻으려 해마다 放學이면 北滿의 눈벌판을 내 그림자를 同伴 삼아 정처없는 앞
길을(…) 발길 가는 대로 한 달 동안만 단어보자”(<본대로 들은대로 늑긴대로>,
전집4:184〜185)라는 말 그대로, 그는 겨울 방학이면 영하 30도가 예사인 동토를
여행하면서 견식을 넓히고자 했다. 가난한 살림에 수학여행을 한 것도 그러한
욕구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여행 매체가 철도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장 보드리야르는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맥루한의 말을 원용하여 “철도의 ‘메시지’는 그것에 의해 운송되는
석탄이나 승객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 인구밀집 지역이 획득한 새로운 지
위”17)라고 말한다. 앞서 인용한 오양호의 ‘대처의식’, 그리고 출세주의는 일제와
만주국 철도의 노선을 따라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니무스가 강한 문학적
자아로써 하는 여행이고, 그 여행의 매체가 철도, 그것도 일제가 중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삼아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설치한 만주국 철도이고 보면, 그의 여행은
부강한 일제에 대한 선망을 강화하기 십상이었을 테다.
“國道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었어라 / 가두에 가고 오는 것은 오족의 웃음소리
/ 이 아니 왕도낙토 다른 데 없소이다 // (…중략…) 이 나라 서울 / 대만주 도읍

터에 길상이 내리소서”(<신경> 전문 전집5:145)라는 기행시조에서 보듯 그에게
‘서울’은 만주국의 수도다. 이는 이은상 식으로 국토를 예찬해도 그것이 한민족

에 대한 긍지로 승화되기 어려웠음을 반증한다. 요컨대 문학적 아니무스로 인해
심연수는 이때까지 ‘왕도낙토’ 및 ‘대동아’의 지평에 갇혀 있었으며, 철도여행은
앞서 오양호가 말한바 ‘대처의식’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수학여행에 대한 일제의 정치교육적 기획이기도 하다.18)
아래 <이상의 나라>는 <용고>에 이어 ‘신민’ 풍경이 가장 극화되어 있다.
17)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 뺷소비의 사회뺸, 문예출판사, 2018, p.197.
18) 일제 강점기 수학여행의 정치교육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윤정, ｢심연수의 수학여행 관련
사료가 지닌 특징과 의의｣, 강릉문화원, 뺷2020 심연수 사료와 문학 세미나뺸 2020. 7.
pp.3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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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돗는 아츰 바다 / 맑고 깨끗한 섬땅 / 섬은 섬이나 섬 아닌 나라 / 맑은 내 흐른
곧에 대숲이 있고 / 논밭이 있는 곧에 사람이 산다 / (…중략…) / 人力이 빛나는
곳이 理想鄕 있나니 / 沿線에 일하는 모든哲士는 / 理想鄕을 建設하는 鬪士들이니
/ 나도 내려가 팔을 걷고 땅을 파고 싶다(<이상의 나라> 전문, 1941년 2월 9일, 전
집5:157)

‘2월 9일 車中에서’라는 메모가 붙은 것으로 보아 위 시는 도일한 첫날 쓴 시

다. 일본을 이상향으로, 일하는 일본인을 哲士 즉 현자로, 또 이상향을 건설하는
투사로 찬미하는 데서 보듯 그에게 일본 열도는 왕도낙토이며 말 그대로 이상향
이다. 앞서 말한 ‘대처의식’이 가장 고조되어 있다고 하겠는데, <현애탄을 건너
며>에서처럼 ‘신민’으로서 현애탄을 건너 ‘이상향’으로 유학하는 청년의 야심과
선망의식과 이 잘 드러나 있다.

3. 반성과 선망의 이율배반, 을 극복하는 세 편의 시
‘이상의 나라’를 향해 ‘현애탄을 건너’는 청년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은 듯하다.
<가난한 거리>는 1941년 4월 24일에 쓴 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조폐국 뒷골목

에서 ‘왕도낙토’의 초라한 민낯을 본다.
땟물에 함빡 젖은 살림/ 번화를 자랑하는 뒷골목에는 / 말 못 할 비극이 도리질하
고 / 탄력 잃은 창백한 혈관으론 / 죽은 피가 찔룩거리나니 / 그것은 일에 지친 이
거리의 사내였고 / 빛 잃은 좁은 거리는 조폐국 뒷골목이었다(<가난한 거리> 부분,
1941년 4월 24일 전집5:163)

중일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고 장개석 군의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 남방 진
격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 인도차이나 북부로 진격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지역
에 식민지를 소유한 영국․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까지 적국으로 만드는 결과
를 초래한다. 미국은 대일본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는 일
본에 치명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교섭하지만, 미국은 만주와 중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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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로부터 철병할 것을 요구한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습격 태평양 전
쟁을 일으킨 것은 막바지로 몰린 일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심연수는 이
렇게 일제가 막바지로 몰린 상황에 도일한 것이다.
<가난한 거리>의 화자는 ‘번화를 자랑하는’ 뒷골목을 걷고 있다. ‘헐벗은 어

린아이가 맨땅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는 가난한 거리’, 그곳에는 ‘말 못 할 비극이
도리질하고’있다. 여기서 도리질은 ‘이상의 나라’로 알고 있던 일본의 민낯을 본
화자 자신이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에 대해 도리질을 한 것이겠다. ‘찔룩거리는
죽은 피’가 흐르는 ‘탄력 잃은 창백한 혈관’과 같은 뒷골목, 그것은 제국을 자랑
하는 일본의 환유다. 그 뒷골목을 걷는 ‘일에 지친 이 거리의 사내’는 전시체제
속에서 피폐해진 일본인, 또 그런 나라에서 고학하며 왕도낙토에 대한 선망을
상실한 심연수 자신을 환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1941년 4월 28에 쓴 <死의 美>는 왕도낙토에 대한 선
망을 잃어버린 심연수의 실망과 좌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죄 많은 세상길에 / 절름발이 된 인생은 / 무거운 짐에 눌려 / 허덕이며 애쓰고
/ 거품 같은 허욕에 끌려 / 밉살 궂은 추태를 건넸고 / 고단한 생의 품에 안겨 / 해우
름 치던 짧다란 생애들”(<死의 美> 부분, 1941년 4월 28일, 전집5;157)

위 시는 <가난한 거리>와 마찬가지로 도일 전의 심연수의 시풍과는 상당히
다르다. ‘죄 많은 세상’ ‘절름발이 된 인생’ ‘거품 같은 허욕’ 등의 시어는 회의와
좌절을 반영한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그러한 처지로 이어지는 과거를
회상하고 회의하고 있다. 왕도낙토에 대한 선망을 상실한 데다가 고단하게 살아
가는 고학생의 처지에서 도일이 결국 허욕에 끌린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
작한 것이다. 물론 시의 끝이 ‘사로써 적을 정복하는 아름다움이여’라고 해서 심
연수 특유의 ‘의욕적’인 분위기로 돌아가기는 한다. 그러나 왕도낙토에 유학한,
‘대처의식’의 소유자 심연수의 회의와 좌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요컨대 ‘만주국민’ 심연수, 그의 내면에 자리한 ‘신민’의 출세의식이 깨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일본 본토에서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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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여운형을 만난 일인 듯
하다. 김해응은 여운형과의 만남이 ‘승리를 확신하는 걸작’ <소년아 봄은 오리
니>의 탄생배경이라고 말한다.19) 어쨌거나 <가난한 거리>나 <사의 미>에서
보여준 바 회의와 좌절은 심연수의 정체성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941년 늦여름 어느 일요일날 필자는 대학동창 심연수(沈連洙)와 함께 몽양을 모
시고 동경 소압(巢鴨) 유원지와 그 일대 무장야(武藏野)를 찾은 일이 있었다.(…중
략…) “선생님 현재 중국에서의 전황은 어떻습니까?”심연수는 궁금증을 풀어달란
듯 물었다. (…중략…)게다가 또 일본은 미국과 한판 벌일 속셈이야. 미국과 붙는 날
에는(…중략…)일본의 패배는 결정적이란 말야.”순간 심연수도 필자도 식민지 백성
이라는 처지도 잊고 ‘야!’ 하고 환성을 올렸다.20)

여운형 평전을 쓴 이기형은 심연수와 같이 일본대학 예술과를 다녔다. 둘은
고학을 하는 와중에도 수시로 습작을 놓고 토론하던 사이다.21) 그에 따르면 여
운형은 1940년부터 1942년 사이 동경을 방문하여 학생과 청년들을 지도한다. 이
청년들은 다시 써클을 조직하여 다른 학생 청년들을 지도한다. 직간접적으로 여
운형의 지도를 받은 청년들이 수백 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여운형은 ‘산간밀회
(山間密會)’, ‘사중우화(沙中禹話)’등 등산과 해수욕을 위장한 모임을 만들어 국

내외 정세와 일본 고위층의 동향 및 패망으로 치닫던 전황의 실상을 알려준
다.22)
당시 국내외 청년들은 일제의 철저한 검열과 사상통제로 전황은 물론 국내외
의 동향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청년학생층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한다. 일본 도쿄의 비밀결사 죽마계(竹馬契)는 여운형과 같은
인사를 초빙하여 상황을 청취한 유학생의 비밀 모임이었다.23) 이러한 모임을 통
19) 김해응, 앞의 책, pp.39-41 참조.
20) 이기형, 뺷몽양 여운형뺸, 실천문학사, 1984, pp.151-152.
21) ｢심연수, 55년 만에 이국 땅서 재조명｣, 강원도민일보 8․15 문화 특집, 2000. 8.16.
22) 이기형, 앞의 책, pp.150-151 참조.
23) 변은진, ｢일제말(1937〜1945) 청년학생층의 국내외 항일운동에 대한 인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뺷한국학논총뺸 Vol.33 No.-, 2010, pp.483-4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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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운형과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심연수의 의식 변화의 중요한 계기
였을 테다. 일본 본토의 참상을 보고 대동아공영의 허위성과 일제의 패배를 확
신하는 그에게 만주는 이제 ‘오족이 협화하는 왕도낙토’가 아니다. 그는 만주를
직시하게 된다.
잘 살려고 고향 떠나 / 못 사는 게 타향살이 / 간 곳마다 펼친 심하(心荷) / 뜰
때마다 허실됐다 // 흐뭇할 품을 찾아 / 들뜬 마음 잡으려고 / 둘러서 동해를 어선에
실려 / 대인 곳은 막막한 벌판이었다 // 싸늘한 북풍받이 헤 넓은 곳/ 떼 장막을 치
고 누워 / 떠돌던 몸 쉬이려던 심사 / 불쌍한 유랑민의 꿈이었다 // 서글퍼 가엾던
부모형제 / 헐벗고 주림을 참던 일 / 지금도 뼈아픈 눈물의 기록 / 잊지 못한 척사(拓
士)의 혈흔이었다(<만주> 전문, 1942년 9월 말, 전집5;194)

<용고>에서 보았듯 1940년까지 심연수에게 만주는 ‘오족이 협화하는 왕도낙

토’였다. “대만주의 도읍터” 신경(新京)은 ‘오족의 웃음소리’(<신경>, 1940년 5
월 19일) 가득한 곳이다. 위 시는 이러한 내면에 균열이 생기면서 새로운 눈으로
만주의 역사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위 시에서 “잘 살려고 고향 떠나(…) 동해를 어선에 실려(…) 싸늘한 북풍받
이 헤 넓은 곳”에 도착 “떼 장막을 치고(…) 떠돌던(…) 불쌍한 유랑민”의 삶은
그의 가족사와 일치한다. 그의 가족사는 우리 민족 만주개척사의 한 전형이다.
이제 심연수는 그의 가족사가 “헐벗고 주림을 참던(…) 뼈아픈 눈물의 기록”이
며 “잊지 못한 척사(拓士)의 혈흔”임을 직시한다. 자신과 가족에게 만주가 ‘왕도
낙토’가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일 이전과 이후의 정체성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지만, <문학의 사
명>을 보면 그 변화에 의의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 이 글은 ‘문학보국회 발회식
(發會式)을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참관기로 1942년 7월 1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친일지인 뺷매일신보뺸에 게재되었다. 그 해 6월 18일에 있었던 이 행사에는
문인뿐 아니라 당시 내각총리대신인 도조 히테키를 비롯 군부와 정관계의 거물
들이 수다히 참석했다. 문학보국회의 성격은 두루 아는 대로다. 심연수는 이 발
회식을 “민족과 국가가 바라는 정신적 중추 기능을 발휘”하여 “국가 국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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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정신적 진로를 터 주며 이끌어 주는”(<문학의 사명1>) 행사라고 평가한다.
강제로 동원되었으면 보고 말 일일 텐테도 굳이 친일지에 투고해서 “큰 기쁨
을 가지고 이 결성식장에 몸과 마음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삼으며 일
본 문학이 걸어갈 세기의 앞길을 祝하는 마음”(<문학의 사명1>)이었다고 말한
다. 이 글을 발표한 1942년 7월은 <만주>, <행복>과 비슷한 시기이고, <가난한
거리>보다는 1년 반이나 뒤다. 또 여운형과 만나 일본의 패망한다는 말에 환희
작약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정도라면, 그의 현실 인식은
치열하지 못할24)뿐더러 안이하기까지 하다. 이 역시 문학적 아니마가 약한 탓으
로 볼 수 있다.
다행이랄까. 이후 <행복>, <벽>, <파영>에 이르러서야 반성과 자기부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시적 아니마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불행을 행복으로 아는 행복은 / 참다운 나의 행복 / 불우 인생이나마 힘차게 살려
는 욕망 / 무엇보다 크고도 즐거운 삶 / 하나에서 백까지 있는 없어도 / 불평을 품기
싫은 천치 같은 행복감을(<행복> 부분, 1942년 10월 9일, 전집5:198)(강조: 인용자)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한 심연수. 수필이나 만필에서 그는 ‘불우한 인
생이나마 힘차게 살려는 의지’를 견지한다. 그는 대처에서 출세하거나 귀향을 하
여 착실한 기업농이 되는 꿈을 꾸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용고’에서 벌어진
일련의 좌익사건들은 ‘불평불만’으로 보였을 수 있다. 위 <행복>을 쓴 당시의
시선으로 ‘용고’ 재학시절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자 그때의 자신은 ‘천치같이’
불행을 행복으로 알았고, 불평을 품기 싫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시는 도
일 전의 그 자신에 대한 회한과 부끄러움을 보여준다. 아래 시는 시적 아니마가
강해진 양상을 보여준다.
부러진 막대 / 아픈 다리를 절게 한다 / (…중략…) / 무참을 비웃는 저주의 입
/ 죄악을 흘기는 의분의 눈 / 살았다 / 죽었다 / 온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 다만
24) 이성천, ｢심연수 ‘일본문학보국회’ 참관기 고찰｣, 뺷어문연구뺸 제105집, 2020.9,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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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벽을 향하여 / 팔짱 낀 사내가 말없이 섰을 뿐 / 심현(心弦)을 떠난 한 대의
살촉이 /벽의 혈관에 박혀졌다 / 피다! 선지피다!(<벽> 전문, 1943년 1월 8일, 전집
5:228)

위 시에서 아픈 다리의 소유자인 시적 주체는 벽을 향해 자신을 ‘저주’하며 자
신의 죄악을 흘겨본다.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나’와 ‘아닌 나’의 죽음을 건 싸움
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리하여 ‘팔짱 낀 사내’를 향해 날린 화살이 박혀 피가
흐른다. 그 사내의 죽음과 함께 ‘아닌 나’가 이제 ‘나’의 자리에 들어선다. 시적
아니마가 강해지면서 부끄러움과 반성 또한 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반성 의식이
선명한 시가 아래 <파영>이다.
깨어진 유리쪽 / 희미한 그림자 / 정기 없는 눈자위 / 일그러진 입귀 / 흐르는 건
춤 / 아! 미워라 / 양쪽 귓바퀴는 짝짝 / 목에 지닌 시퍼런 허물 / 험상스럽고 궁(窮)
스러운 주름살 / 미쳤다 / 정신없이 미쳤다 / 백치의 표정 / 자멸의 상징 / 두개골은
아직…/ 골을 젓는다 / 옳은지? 그른지? / 똑똑지 못한 판단을 / 그래도 잊지는 않았
다 / 아니다, 아니다 / 다른 것이 또 있어 / 꼭 있었다 / 있어야 한다 / 그림자는 거짓
이다 / 거울의 탓! / 마저 깨어 던짐이 옳을 게다 / 오! 옛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나
니(<破影> 전문, 1943년 2월 25일, 전집5:236)

이왕 윤동주와 비교되고 있으니 그의 <참회록>과 비교하며 위 시를 보자. 윤
동주에게서 참회의 매개체는 녹이 낀 청동거울이다. 위 시에서 그것은 깨진 유
리 거울이다. <참회록>에서 시적 화자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거울을 닦아 명징한 자신을 보려 한다. 위 시에서 시적 주체
는 정기 없는 눈, 일그러진 입, 짝진 양쪽 귀, 목에는 시퍼런 허물이 있는 자신을
본다. 백치 같은 표정을 한 그의 뇌는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아니다.
아니다. 다른 것이 또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자아가 분열된 모습이다. ‘나’
와 ‘아닌 나’의 반복적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시적 화자는 그 괴로움을 떨치려
그 거울을 던져버리려 한다.
위 시의 화자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옛 얼굴을 긍정하지만, 이는 자신을 부정
하는 마음을 반어적 표현이다. 화자는 자신을, 또 그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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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차 자신의 내면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팔굉일우’, ‘대동아공영’을 긍정하면서 스물 여섯 해를 살아온
시적 자아. <참회록>의 구절처럼 그는 스물여섯 해를 무엇을 바라 살아왔던 것
인가? 윤동주가 어느 즐거운 날 다시 참회록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청동거울의
녹을 온몸으로 벗겨내려 한다면, 심연수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
운 페르조나로 그 거울을 보려 한다.

4. 단편 <향자>와 <석마>의 정체성 찾기
이상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해서 본고가 관심을 두는 작품이 단편 <향자>와
<석마>다. 이 두 작품은, <파영>에서 보여준 바 정체성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단편 <서류>, <농가>, <농향>과 확연히 변별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체
성을 재정립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석마>부터 살펴본다. 주인공 주도열은 상해의 프랑스 조계에 사는 중
국인 부호 구(邱) 씨의 아들로 자랐다. 그는 구 씨의 친자가 아닌 것은 알았지만
조선인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친부는 어떤 사건으로 암살을 당하고 친
모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그를 맡기고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를 양육한
구 씨는 친부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친모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말
해주지만, 친부가 조선사람이라는 것에 우선 실망한다. 혈육의 훌륭함이 민족에
대한 열등감 보상해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학과나 책에서 무능(無能)의 약소민족으로 멸시의 태도로 알고 있던 그
민족이 막상 자기와 같은 족속이라는데야 어찌 저주롭지 않을 수 있으며 경악의 눈
자위를 돌리잖을 수 있으리오. 그야말로 이만치 크도록 자란 자기가 조선 사람인 어
떤 여인걸부(女人乞婦)의 뱃속에서 쌀몸으로 튀여난 것 같던 그때의 감상이 두고두
고 생각히는 것이였다〭 그러나 뒤및어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였다.(전집4:132〜133)

개명하기 전 주도열의 이름은 구경산(邱敬山)이었다. 구경산은 조선인은 ‘무
능한 약소민족’으로 멸시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의 정체가 조선인임을 알고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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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저주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낀다. 심연수는 1940년 4월 25일 일기에서 “朝
鮮三國時代史話集을 보다. 조선에도 英雄傑士가 없은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없

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쓰지 못하니 그 존재를 알 길 없다.”(전집4:126)라고
쓰고 있다. 이 책을 보고서야 조선에도 위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인데, 그
나마도 양적으로 부족하여 알 길이 없다는 것은 당시 조선 학생이 놓인 지평의
일단이라 하겠다. 심연수는 강영희의 <희생>을 필사하면서 원작에 있는 ‘조선
사람’을 ‘국가’와 ‘민중’으로 바꾼 것은 여기서 형성된 열패의식 때문일 테다. 구
경산이 조선을 ‘무능한 약소민족’으로 멸시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조선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장면은 단편 <향자>에도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향자가 고녀(高女)에 입학할 즈음 어머니는 친부가 조선사람이라는 사실을 말
해준다. 자신의 정체성이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을 알았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부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다. 어쨌든 향자는 이 말을 듣고 “믿기지 않을뿐더
러 믿을 수도 없는 일”(전집4:105)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
는 ‘당당한’일본인 하야시교코(林鄕子)가 아니라 조선인 향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향자의 어머니가 향자의 친부와 결혼한 것은 향자의 외조부와 친조부의 인연
때문이다. 향자의 친조부는 김옥균과 같은 개화당으로 함께 일본으로 망명한 인
물이다. ‘합방’이후에도 조선으로 나가지 않자 그의 아들이 찾아왔다가 동경제대
에 입학한다. 향자의 조부가 사망한 후 조부와 친분이 있던 향자의 외조부가 주
선하여 혼인하였고 향자 남매를 낳았다. 친부는 1차세계대전이 끝난 지 8년째
되던 해 북해도로 여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사실
을 들은 당시에는 충격과 부끄러움에 혼란을 겪었지만, 차츰 조선인에 대한 호
감이 생기는데, 마침 간 상이 하숙생으로 들어온다. 향자는 그에게서 이성의 감
정을 느낀다. 그렇지만 간 상은 졸업을 하여 조선으로 돌아갔다. 향자는 그의 빈
자리를 느끼고 허전해하며 그리워한다. 요컨대 <향자>는 향자의 정체성 변화를
잔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석마>도 정체성 변화를 그리는 작품이다. <석마>는 정체성 혼란을 빼면 이

렇다 할 특별한 사건 없이 평면적으로 서술되는 작품이다. <향자>도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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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마>는 제시된 사건, 가령 친부모의 암살, 중국인에서 조선인으로의 정체성

변화 등은 입체적으로 서사화하여 치열하게 그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평면적
으로 서사화한 것은 그의 현실 인식이 치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고 할 있다.
어쨌든 작중 현재에 주도열은 부임하여 5년쯤 되어 교장이 되어 있다. 하숙하는
석마간 집에는 딸 고분이 있어 남녀 사이에 있을 만한 약간의 설렘은 있었지만
역시 이렇다 할 사건 없이 5년을 지낸다.
교사로 부임하기 전 주도열은 상해에서 자랐고, 친부모가 조선인인 것을 알고
난 후, 의부모가 마련해 준 돈으로 일본 유학을 했으며, 유학하는 동안 중국인으
로 행세하면서도 조선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조선말을 배운다. 졸업 후에
는 구경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조선식 이름인 주도열로 바꾼다. 이어서 생부의
고향인 경기도 연천에서 친지들을 만나고 난 후 서울에서 한 해 정도 살았고,
압록강을 건너 봉천, 신경 등지를 전전하다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하얼삔을 거
쳐 석마촌으로 온다.
이러한 도정은 유학 이전의 심연수에게는 오족협화 팔굉일우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석마>에서 이 공간은 “중화민국 시절부터 투쟁과 같은 開拓血淚談이
수두룩하리만치 남어 있”(전집4:121)는 곳, “당하잖고는 상상도 못 할 억울하고
도 분통한 일이 한정 없이 파묻힌 곧”(전집4:123)이다. 이러한 인식은 1942년 9
월 말에 쓴 시 <만주>에서 보여준 바 있다. 일본 유학 전에 쓴 단편 <농가>에
서는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관청에서 나와서 첫 농양하려고 둔 쌀을
들처내고 또 종자벼를 둔 것을 이것은 웨 合作社에 팔지 않고 두엇는가고 적
어”(전집4;44)가는 현실을 그리면서도 그에 비판의식은 투영돼 있지 않다. “농사
를 하여도 집에 두고 못먹고 다 드리밫이고 한 사람에게 얼마씩 내여준다데”(전
집4;47)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일제는 반만항일 유격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소위 ‘비민(匪民)분리’정책을 시
행하는데, 산개한 농민을 집단부락으로 소개하고, 유격대에 제공될 수 있는 식량
을 모두 공출하고 난 다음 배급을 하는 정책이다.25) <농가>에서 이러한 사실은
25) 윤휘탁, ｢1930년대 만주항일유격대와 농민: 공산유격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뺷中國學論叢뺸, Vol.7 No.1, 1993, pp.175-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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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우에서 農村 일을 맡어 본다면 훌륭하게 다스리겠
어 하니 영호가 픽 웃으며 농양도 없이 뻘뻘 매는 주제에 큰소리는 곧잘 해 하늘
에 별 보고 장대기질이지”(전집4;47f.)라는 식의 농담으로 해소한다. 이러한 태도
는 작가 심연수가 농민들을 기아로 몰아붙이는 ‘비민분리’정책의 실상을 몰랐거
나 외면한 결과다.
참으로 생각하면 가엽은 그들이다. 라고 그럴 듯 시랑하며 지은 누에고초처럼 좋
고 힌 쌀을 보지도 못 하는 누구를 먹이며 자기는 한때의 밥도 맛있이 먹지 못하고
조밥 깡다리만 널게 되는 신세다. 누가 이것을 알어줄가. 만일 이런 것을 아는 사람
이 있다면 홍서귀 말처럼 농량은 내여놓을 것이다.”(전집4;49f.)

자신이 지은 쌀을 먹지 못하고 대신 조밥을 먹어야 하는 농민의 현실은 대부
분 소작이던 한민족의 현실, 그리고 유격대에 공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
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지은 것도 수확을 금지하며, 일제히 공출한 다
음 배급제로 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현실은 언급되지 않고, 누
군가 농민의 현실을 알아주기만 바라고 있다. 스스로 그 원인을 외면하는 한 개
선의 여지는 없다.
<농향>은 방학을 맞아 귀향한 주인공이 동생들과 김을 매면서 동생들이 ‘일

만 하는 농군’이 아니라 ‘영농하는 농군’이 될 것, 자신도 귀농하여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 내용이다. 심연수는 겨울 방학에는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여
름 방학에는 귀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심연수에게 귀
농은 삶이기도 하지만 지식인의 실천 덕목이다. 그는 이광수의 <무정>, 심훈의
<상록수>를 통해 감명을 받았으되, 당시의 브나로드 운동은 “벼가 무엇인지 분

간 못 하는”(전집4;69) 지식인의 그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이
러한 비판의식은 ‘오족협화’나 ‘팔굉일우’를 비판하는 데로 나아가지는 못 한다.
<농향>의 주인공은 앞서 살펴본 시 <용고>의 시적 주체와 같이 만주국의 국

가주의를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집으로 온 그가 동생들과 논
일에 지치는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반성한다. “사나히 열기에 이까짓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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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람. 남들은 포연이 天地를 분간 못 하는 戰地에서 祖國을 위하여 피를 흘리
며 목숨을 밫이고 싸호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피로를 익이려”(전
집4:60f.)한다는 구절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만주국’이며 ‘전쟁’은 중일전
쟁이다. 그는 이 전쟁을 일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극복되는
것이 소설에 있어서는 <석마>다.
<석마>에서 주도열은 유학 후 서울에서 살다가 석마촌으로 왔지만, “소학교

선생질이나 하려고 온 것은 아니”(전집4:129)었다. 그런 그가 작품의 끝에서 “선
생이다. 교장이다.”(전집:164)라고 되뇌는 장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뜬금없이 보
인다. 그 의미를 살피기 전에 먼저 아래 장면을 보자. 서술자는 조선인의 교육열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만주에 온 조선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못사는 것은 몰으는 탓이라고 알기
때문에 자녀의 눈을 띠우기 위해서는 어데 가던지 학교를 짛고 칠판을 단다. 그야말
로 벼 다음에는 학교였다.(전집4;128f.)

여기서 ‘교육’은 일본 유학 전까지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제 ‘교육’은
황국신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는 다음 몇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그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구경산
이라는 중국 이름을 버리고 주도열로 개명함으로써(전집4:134) 한국인으로서 정
체성을 확립했다는 점,26) 둘째 그런 그가 유학한 대학이 동지사 대학이라는 점,
셋째, 주도열의 생부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생모도 그러했으며 생부가 암살을 당
했고 그 복수를 위해 생모가 떠났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앞에서 이미 말했거니와 둘째 근거인 교토동지사대학이 흥미를 끈다.
기독교 정신과 국제주의에 입각, 자유스러운 학풍을 견지하면서, 반제국주의적
26) 심연수는 일본 유학을 위해 창씨개명을 해야 했다. 심연수의 창씨개명은 미스모토(三木
義雄)다.(이상규, 앞의 글 , p.25 참조). 한글학자인 아버지와 이모부를 둔 송몽규와 윤동
주에게 창씨개명은 큰 수치였지만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석마>는 창씨개명과 관련한 삽화로써 자신의 창씨개명을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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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하던 대학이다. 알려진 대로 이 대학은 윤동주가 다녔다. 심연수가 주도
열이 유학한 대학을 하필 이곳으로 한 것에는 반일의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친부의 암살은 적어도 반만항일
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중국 이름을 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씨개명조차 거부하고 ‘멸시’하던 조선식 이름으로 바꾸었겠
는가.
실제로 심연수는 1943년 9월 졸업 후 지바현 등지에서 강제 징집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1943년 10월 나진항을 거처 귀향했고, 며칠 후 흑룡강성 영한현 신안
진으로 피신한다. 1944년 5월까지 그곳 진성국민우급학교에서 교감직을, 1944년
6월부터 1945년 7월까지 영안현의 성서국민우급학교 교감 겸 6학년 담임을 맡

았다.27) <석마>(1943년 12월 30)는 이 시기에 쓴 작품이다. 이상규에 따르면 진
성국민학교는 김좌진 장군이 설립한 소학교다.28)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 작
품의 마지막에서 “선생이다. 교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을
교육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게 되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29) <석마>의 주도열이 보여주는 정체성 변화는 심연수의 내면이 일
정한 수준으로 변화해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과제
지금까지 심연수의 내면을 형성한 학교와 그 학교의 역사적 지평을 토대로 심
연수 문학의 변모 양상을 조명해 보았다. 심연수의 재학 시절 동흥중학교, 혹은
용정국민고등학교는 일제의 국가이데올로기적 장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
는 1장에서 심연수가 놓인 정치교육의 지평을 살피고 그 안에 놓인 심연수의 정
27) 엄창섭․최종인, 앞의 책, p.84 참조.
28) 이상규, 앞의 글, p.19 참조.
29) 이 작품에서 말하는 ‘비적’이 실제의 비적인지 아니면 공산유격대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
분명하며, 그것에 천착하고 있지도 않다. 또 당시 비민분리정책으로 집단부락을 설치, 농
민을 소개시킴으로써 발생한 농토와 생산물로부터 소외당한 농민들의 궁핍상을 그려내
지 못한 것은 이 작품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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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리를 조명하였다. 그 결과 심연수는 일제의 정치교육적 지평에 갇혀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심연수의 남성적인 문체는 반성과 회의가 약해 비판의식 또한
약했다. 2장에서는 이러한 문체가 현실을 치열하게 인식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
고, 만주국민의 관념으로 작품을 창작한 동기가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
념은 도일 후 변화한다. 3장에서는 왕도낙토로 선망하던 일본으로 유학하지만,
도일 후 일본 본토의 전시상황과 그 참상을 확인한 데다가, 일본 유학생의 반일
결사에 가담하면서 일제의 황민화교육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회의하
고 반성하는 작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조명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4장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이 단편소설에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도일 전의 단
편 <서류>, <농향>, <농가>와 달리 <향자>, <석마>는 일제의 신민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물을 그리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
성 재인식은 이제 그가 만주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인의 정체성을 찾은 심연
수의 모습을 반영한다.
결국 심연수의 내면이 변화해 정체성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때는 <행
복>, <벽>, <파영> 등의 시와 단편 <향자>, <석마>를 쓴 1942년 말에서 1943
년에 이르러서라 할 수 있다. <소년아 봄은 오리니>(1943년 2월 8일)도 이 무렵
에 쓴 시다. 동흥중학 재학 시절, 그러니까 일본 유학 이전의 작품과 일본에 유
학한 이후 심연수 문학에 질적 고양이 있었다는 데에서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대
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변곡점에 심연수의 반성과 회의하는 자아로서 시적 아니
마가 놓여 있다.
문학은 ‘주어진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시대와 불화하는
것은 문학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심연수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 변화
의 강도는 이러한 문학 본연의 의의를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문
학 및 글쓰기는 만주로 이주한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의 한 전형이며, 그 전형적
인 가족사와 황민화교육이 가장 강화된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인물의 전형
을 보여준다. 도일 전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조국’ ‘충성’ 등의 어휘
에는 만주국의 국가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이들 어
휘를 ‘반만항일’ ‘저항’으로 연결지은 것은,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았던 시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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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수 없긴 하나, 이제라도 지양해야 할 일이다. 이제 심연수 문학사료전집이 간
행되고 있고, 작품의 창작 시기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런 오류
는 수정될 수 있으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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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ckground of Shim Yeon-soo's Literature and Its Identity change
Pattern
Jang, saheum
When Shim Yeon-soo was in school, Yongjeong Kookmin High School was a
national ideological device under Japanese colonialism. For him, who
internalized the device, the ‘nation’ was either ‘Manchuria’ or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Until graduating in December 1940, his writing is in
conformity with Manchuria’s national ideology. This problem is also a problem
of his ‘masculine’ poetry. The interaction between his poetry and railroad
travel, one of the political and educational med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eepens his identity as a Japanese people. Shim Yeon-soo's literature
has changed since April 24, 1941, who wrote <Poor Street>. After coming to
Japan, the envy for “NaktoWangdo”(Royal Paradise)was broken, and poetic
anima became dominant. And his work improved in quality thanks to exchanges
with anti-Japanese students and meeting with Yeo, Woon-hyung while
studying abroad. Such poems include <Manchuria>, <Wall>, and <Mirror
breaking>. And the short story <Hyangzia>, <Sukma>, which he wrote when he
returned from studying abroad and taught at Shinanjin. Unlike the short
stories <Documents>, <Nonghyang>, and <Farmhouse> written before going to
Japan, <Hyanzja> and <Seokma> become aware of their identity as Koreans and
begin to recognize what they should do as Koreans.
Keyword identity, internalization, reflection, literary anima, literary animus,
school trip,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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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행 한문법 교과서의 부사 범주 연구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한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성임*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해 집필된 4종의 한문법 교과서에 수록된
부사 범주를 살펴봤다. 4종의 한문법 교과서는 뺷초등작문법(初等作文法)뺸(원영의: 元泳義,
1908), 뺷한문의독자해(漢文義讀自解)뺸(신재영: 辛在英, 1916), 뺷한문문법제요(漢文法提要)뺸
(강매: 姜邁, 1917), 뺷실지응용작문대방(實地應用作文大方)뺸(영창서관: 永昌書館, 1921)이다.

이들 한문법 교과서의 부사 범주는 정의나 분류상의 차이를 보이나, 그 분류가 주로 ‘시간’,
‘장소’, ‘정도’, ‘의문’, ‘상태’에 의한 점은 현행 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사

범주로 분류된 어휘 또한 대부분 우리가 현재 부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개화기, 일제강점기, 한문법 교과서, 뺷초등작문법뺸, 뺷한문의독자해뺸, 뺷한문법제요뺸

뺷실지응용작문대방뺸, 부사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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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에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해 집필된 4종의 한문법 교
과서가 다룬 부사의 정의와 그 범주를 살펴본다.
현행 중국어(고대중국어[한문]-현대중국어)의 품사 체계는 주로 중국에서 중
국인에 의해 집필된 뺷마씨문통(馬氏文通)뺸의 2분법(實字와 虛字)을 따른다. 주
지하듯이 부사는 실사의 범주 또는 허사의 범주로 분류하는 두 견해가 학계에
이어지고 있다. 실상 뺷마씨문통(馬氏文通)뺸에서는 실사의 범주에 분류하고 있
다. 현행 중국어 문법서에서는 실사의 범주로 분류하거나 허사의 범주로 분류하
는 등 이분법적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간행된 중국어 문법서1) 또한
부사를 실사 범주 또는 허사 범주에 각각 분류하고 있으나 주로 허사 범주에 분
류하는 경향이 높다. 한국의 교학용 개정 한문 문법 또한 초기에는 부사를 허사
범주에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실사의 범주에 분류하고 있다.2)
한국에서 ‘한문’이라고 하면 “周秦 시대의 口語에 기초하여 형성된 書面言語
(Writtten Language)를 가리키되, 후대의 작가들이 모방해 지은 文言文도 포괄

하는 개념이다.”3) 다시 말해 “한국에서 사용하는 ‘漢文’(한문)이라는 말은 中國
(중국) 문언문(文言文)과 이것의 語法(어법)에 맞게 韓國(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글까지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漢文’이 지칭하는 시간
과 공간의 범위가 넓다. ‘漢文法’(한문법)은 좁게는 漢語[한어](=中國語) 正統文
言文의 어법(語法)을 가리키며, 넓게는 이를 기초로 하는 전체 ‘文言文語法’(문

언문 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4) 즉,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문’은 중국의 문
1)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어문법서의 대부분은 ‘현대중국어’를 대상을 하고 있으며 ‘고대중국
어’는 주로 ‘문언문법’이나 ‘한문법(한문문법)’ 등의 서명으로 출판되고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 뺷교육 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뺸
(2017)과 뺷2015년 개정 교육과정뺸 ｢한문: 중학교, 고등학교 해설서｣ 참조: 2007년 개정
교육과정(한문)에서는 부사를 허사 범주에 분류하였으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한문)에
서는 부사를 실사 범주에 분류하고 있다.
3) 심경호 역(鮑善淳 저), 뺷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뺸, 이회문화사, 1992, 역자서문 p.3 인
용.
4) 안기섭, 뺷간명 신체계 한문법뺸, 보고사, 2018, p.6 인용.

국내 간행 한문법 교과서의 부사 범주 연구 339

언문과 이 문언문의 문법에 맞게 저술한 것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글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를 말한다. ‘한문법’은 좁게는 중국어 정통문언문의 문법
을 의미하고, 넓게는 이를 기초로 하는 전체 ‘문언문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후대의 문언문은 정통문언문의 문법을 취하며 당시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 “한국 ‘한문 문법서’를 ‘한국인에 의해 집필된 형태론․통사론을 중심으로 한
한문 문법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잠정 정의한 이도 있다.”5) 주지
하듯이 중국어(고대중국어[한문]-현대중국어)는 유형학적으로 형태변화가 결여
된 관계로 형태소가 문법범주보다는 주로 단어를 구성하는 조어(造語)적 기능
을 수행한다. 한국에서 ‘한문’이라고 지칭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요컨대 고대중
국어(한문)나 현대중국어는 문장에 쓰이는 단어의 어순과 문맥에 의해 그 품사
범주를 논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간행된 한문법 교과서의 품사 분류 틀을 살펴 서
구 문법의 수용 양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공시태의 확보를 위
해 연구대상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간행된 4종의 한문법 교과서로
한정한다. 이들 4종의 한문법 교과서는 국한문 혼용체와 문언체를 사용하여 한
문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한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당시 국내 한문법
교과서 발행에 영향을 미친 뺷마씨문통뺸과 뺷한문전(漢文典)뺸은 고대 중국의 여
러 고전적인 문헌이나 한유(韓愈)와 같은 대 문장가의 글에 서구 문법을 수용하
였다. 4종의 한문법 교과서는 뺷초등작문법(初等作文法)뺸(원영의: 元泳義, 1908),
뺷한문의독자해(漢文義讀自解)뺸(신재영: 辛在英, 1916), 뺷한문문법제요(漢文法
提要)뺸(강매: 姜邁, 1917), 뺷실지응용작문대방(實地應用作文大方)뺸(영창서관:
永昌書館, 1921) 등이다.6) 지면 제약 상 연구대상은 부사 범주로 한정한다.

5) 김성중은 ｢한국 한문 문법서의 성과와 향후 과제｣(동방한문학회, 뺷동방한문학뺸, 74집,
2018, p.165, 인용.
6) 개화기: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봉건적
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바뀌어 간 시기를 이르던 말이다.
일제강점기: 1910년의 국권 강탈 이후 1945년 해방되기까지 35년간의 시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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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국내 간행 한문법 교과서의 부사 범주
1) 뺷초등작문법뺸 내 부사 범주
뺷초등작문법뺸 ｢凡例｣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아이가 한문을 읽을 때
문자의 결합 규칙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7)” 동시에 품사를 지
칭하는 용어로 ‘用詞’를 사용하였다. ｢凡例｣의 “用詞의 名義 國漢文으로 解釋
호 句語 漢文을 練習키 爲야 不釋홈.”이라는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 저자
가 ｢凡例｣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뺷초등작문법뺸은 아이들에게 한문법을 쉽게 이
해시키기 위해 간행된 책이다. 그 간행 취지에 맞게 이 책의 저자는 당시 통용되
는 한자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글자당 2개의 문장을 예
로 들어 해당 글자의 용례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字’를 기본 단위로 하고 ‘詞’를 이들 개개의 ‘字’가 갖는 공통의 문법
용어로 사용하였다. 즉, 한 문장에서 공통된 성질로 쓰이는 字性이 같은 글자들
을 모아 놓은 것을 ‘詞’라 하고 품사를 ‘用詞’라고 명명하였다.8)
이 책에 서술된 부사의 기능은 ‘보좌’이다. 위아래에 몇 개의 동자나 상자가
주된 의미로 쓰일 때 부사를 사용해 동자나 상자의 의미를 보좌한다. 그 범주를
① 分量(수량의 많고 적음이나 부피의 크고 작은 정도), ② 推原(원인을 추구하

다), ③ 究竟(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막다른 고비: 일의 귀착), ④ 斷定, ⑤ 疑
問, ⑥ 經過, ⑦ 分別, ⑧ 層複 등 8종류로 분류하였다.9) 첫 번째 ‘分量’에 한하

여 加等, 高等. 平等, 次等, 低等 따위로 각각 하위분류하였다. 이들 각각의 명칭
과 그 기준 등을 소개하면 표1과 같다.

7) 此編은 孩蒙이 漢文을 讀 時에 文字의 組織 法則을 曉解키 爲야作홈.
8) 字와 ‘詞’의 개념 등에 관한 논의는 개별 품사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품사의 분
류 체계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한다.
9) 김민수, 고영근, 하동호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 박이정출판사, 1983, [2]66뺷初等作文法
뺸, p.22 인용: 副詞 輔佐의 義니 上下에 幾個動狀字이 爲主義될 時에 此를 用야 輔
佐이라. 其大綱은 八種이 有니 一分量 二推原 三究竟 四斷定 五疑問 六經過 七分
別 八層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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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뺷초등작문법뺸 내 부사의 정의 및 범주
분류
상위
분류

예시

하위
분류

기준

加等

정도의 배가 표시

高等

정도의 최상 표시

平等

대등함 표시

次等

정도의 상태 표시

低等

범위의 한정 표시

推原

없음

사물의 근원 추구(推究) 표시

究竟

없음

斷定

없음

疑問

없음

經過

없음

分別
層複

없음
없음

分量

일의 형편이 처음보다 궁극적으로 호
전됨을 표시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단
정함을 표시
의문사로 청자에게 대답 요구
과거의 동작이나 일이 현재에도 이어
짐을 표시
사물 가운데의 최상급 표시
복문의 두 번째 구에 쓰여 점층표시

愈(더욱), 更(다시), 尤(더욱), 益(더하
여)
極(극히), 甚(심히), 至(지극히), 最(가
장), 彌(두루 내지 널리)
並(아울러), 皆(모두), 與(더불어), 均
(다), 俱(갖추어), 相(서로)
頗(자못), 硝(조금), 尙(오히려), 還(아
직, 또한), 猶(오히려, 여전히)
聊(애오라지), 祗(다만), 但(단지), 僅
(겨우)
原(원래), 固(굳건히), 却(오히려), 本
(근본), 因(연유), 爲(위하여)
究(궁극적으로), 竟(필경), 果(과연),
實(실로), 終(종극에)
斷(단정적으로), 定(정해져), 必(반드
시), 决(결정적으로), 自(저절로)
何(무엇), 胡(어찌), 盍(어찌)
常(항상), 屢(누차), 仍(여전히), 尙(여
전히)
惟(오로지), 獨(홀로), 最(가장)
且(게다가), 亦(또한), 又(또)

*기준과 예시의 한글 풀이는 논자가 정리하고 덧붙인 것임을 밝힌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책이 분류한 부사의 범주 기준은 오늘날의 부

사 범주와 다른 양상을 보이나 그 범주는 대동소이하다.10) 몇몇 字는 두 개의
범주를 겸하기도 한다. 가령 ‘尙’은 분량의 하위범주인 ‘차등’과 ‘경과’, ‘最’는 분
량의 하위범주인 ‘고등’과 ‘분별’ 등에 모두 나열되어 있다.

10) 楊伯峻, 河樂士, 뺷古漢語語法及其發展뺸(修訂本), 語文出版社, 2001, pp.226-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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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뺷漢文義讀自解뺸
뺷역대한국문법대계뺸의 ｢해설｣에 의하면, 뺷한문의독자해뺸는 “한문 독서에 ‘義
讀’이 理解를 돕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8개의 用詞(현재의 품사에 해당)

를 명사, 대명사, 형용사, 歎詞, 부사, 접속사, 동사, 조동사 순으로 분류 제시하였
다.”11) 이 책의 품사(이 책에서는 ‘用詞’로 표기됨)는 ‘順詞’와 ‘逆詞’를 기준으로
상위분류한 뒤 8품사(용사)로 각각 하위분류하였다. 이 책의 품사(용사) 분류를
예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뺷漢文義讀自解뺸 속 8用詞
8用詞

상위분류
順詞
逆詞

하위분류
名詞, 代名詞, 形容詞, 歎詞, 副詞, 接續詞
動詞, 助動詞

뺷한문의독자해뺸 내 서술된 부사의 기능 또한 뺷초등작문법뺸의 부사와 같이 ‘보
좌’의 기능을 한다. 이 책에 서술된 부사의 정의가 “각종 主詞를 보좌하여 묘미
를 수식하는 것”12)이라면, 뺷초등작문법뺸에 서술된 부사의 정의는 “動字와 狀字
가 주된 의미가 될 때 부사를 사용하여 보좌 것”13)이다. 뺷한문의독자해뺸의 ‘主
詞’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진행한다. 뺷초등작문법뺸과 뺷한문의독자해뺸의 부사는 표3과 같다.

11)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 박이정출판사, 1986, 2부 36책 뺷역대한국문법
대계뺸의 ｢해설｣ 참조.
12)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 박이정출판사, 1986, 2부 36책 뺷漢文義讀自解뺸
p.27 인용: 副詞者副佐各種主詞而修飾妙味者也 其種類甚多而大略如左
13) 김민수, 고영근, 하동호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 박이정출판사, 1986, [2]66 뺷初等作文
法뺸, p.22 인용: 副詞 輔佐의 義니 上下에 幾個動狀字이 爲主義될 時에 此를 用야
輔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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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뺷初等作文法뺸과 뺷漢文義讀字解뺸의 부사의 범주
뺷초등작문법뺸
상위분류
하위분류
加等
高等
分量
平等
次等
低等
推原
없음
究竟
없음
斷定
없음
疑問
없음
經過
없음
分別
없음
層複
없음

뺷한문의독자해뺸

하위분류없음
高等
加等
平等
次等
低等
進層
推原
九竟
斷定
願相
能相
假相
反相
過相
現相
來相
複詞
疊字

예시
甚, 極, 最, 至
愈, 更, 尤, 益
俱, 皆, 擧, 均
稍, 猶, 尙, 還, 頗
聊, 祗, 但, 僅
况, 矧
夫, 凡, 本, 盖, 原
果, 實, 究, 終
必, 斷, 誓, 决[jué]
願, 請
能, 得, 可, 足
若, 設, 倘, 抑
雖, 縱
常, 旣, 曾, 嘗
方, 適, 正, 即, 遂
將, 第, 姑, 須
大抵, 斷當, 一切, 畢竟
靑靑, 深深, 去去, 行行

뺷한문의독자해뺸에서 분류한 부사는 18종류이다. 그 분류나 범주로 비추어 볼
때 뺷초등작문법뺸의 분류를 계승하여 확대한 것으로 추론된다. ‘高等’, ‘加等’, ‘次
等’ 등과 그 범주 ‘甚’, ‘極’, ‘最’, ‘至’, ‘愈’, ‘更’, ‘尤’, ‘益’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

책 또한 ‘用詞’로 현행 품사 명칭을 대체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분류한 부사의 하위분류는 의미와 조어법(造語法)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의미에 따른 분류는 표3의 ‘高等’부터 ‘來相’까지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오
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相(aspect)’의 개념으로 보이는 용어가 있으니 ‘能相’,
‘假相’, ‘反相’, ‘過相’, ‘現相’, ‘來相’이 ‘相’을 반영한 분류라 할 수 있다. 조어법에

따른 분류는 ‘複詞’와 ‘疊字’를 들 수 있다.
이 책에 서술된 ‘복사’와 ‘첩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14)

14)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6책), 박이정출판사, 1986, [2]68 뺷한문의
독자해뺸 p.3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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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의 예: 大抵, 斷當, 一切, 畢竟
大抵孝悌吾人之斷當力行者也.
(대저 효와 제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 행해야 할 것이다.)
一切萬行畢竟舍此無由.

(모든 만행은 필경 여기에서 그치고 연유함이 없었다.)
# 첩자의 예: 靑靑, 深深, 去去, 行行
형용사의 변용
靑靑野草. (푸르고 푸른 들 풀.)
深深江水. (깊고 깊은 강 물.)

동사의 변용
去去歲月. (흘러간 세월.)
行行人馬. (다니는 사람과 말.)

‘복사’와 ‘첩자’ 두 용어는 모두 부사의 하위범주이다. 유독 ‘복사’에 ‘詞’를 사

용한 데는 아마도 동일한 字가 중첩 사용되는 ‘疊字’와의 명칭 혼돈을 피하기 위
함일 것이라 짐작될 뿐이다.
이 책에 소개된 부사의 용례를 보자.
言甚詳謹. 【부사: 甚, 동사: 詳, 謹】

(말함에 매우 자세히 하고 삼가다.)
性極純良. 【부사: 極, 형용사: 純, 良】
(성품이 매우 순수하고 어질다.)
盖此性善. 【부사: 盖, 주술구: 此性善】

(대체로 이것은 성질이 착하다.)
誓不違約. 【부사: 誓, 不, 동사: 違, 명사: 約】
(맹세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斷當守約. 【부사: 斷, 當, 동사: 守, 명사: 約】

(단정적으로 마땅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위의 용례와 같이 뺷한문의독자해뺸의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부사의 기능(역할)을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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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과 동일하다.

3) 뺷漢文法提要뺸
뺷역대한국문법대계뺸의 ｢해설｣에 의하면, 뺷한문법제요뺸는 1917年(大正六年)
六月 七日 京城博文書館에서 국한문 혼용체의 舊 敎科書版으로 발행되었다.

저자 姜邁는 培材高普 교사로 근무하였고 周時經의 제자로 국어문법서 뺷朝鮮
文法提要뺸(上, 1921), 뺷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뺸(1925, 김진호 공저), 뺷精選 朝
鮮語文法뺸(1932) 등도 저술하였다.15)

이 책의 ｢범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전적으로 한문학의 기초를 세우기 위
하여 저술하는 고로 ‘字性’에서 시작하여 ‘句讀’에서 마친다.16)”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책 또한 ‘字’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편 字論에서는 ‘實字’와 ‘虛字’ 두 상위어 아래 9개의 字性을 각각 하위분
류하였다. ‘실자’는 모든 字의 풀이할 사물의 이치가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名
字’, ‘代字’, ‘形字’, ‘動子’, ‘副字’, ‘歎字’ 등을 하위분류하였다. ‘허자’는 풀이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가 없으므로 실자의 情態를 돕는 것이라 정의하고, ‘介字’, ‘連
字’, ‘助字’ 등을 하위분류하였다.17) 뺷역대한국문법대계뺸의 ｢해설｣에서는 ‘7개의

자성을 예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자’와 ‘형자’가 누락된 것이다.
이 책의 부사 정의는 “부자18)는 동자19)에 덧붙여 그 동정의 정태를 수식하는
것이다.”20) 뺷초등작문법뺸과 뺷한문의독자해뺸의 부사 정의가 더 정밀하다 할 수
15)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6책), 박이정출판사, 1986, [2]69 뺷역대한
국문법대계뺸의 ｢해설｣ 참조.
16)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6책), 박이정출판사, 1986, [2]69 ｢凡例｣
p.1 인용: 一、此書는 專혀 漢文學의 基礎를 築하기 爲하야 撰述한 故로 字性에 始하야
句讀에 止하고 이하 생략.
17)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6책), 박이정출판사, 1986, [2]69 뺷한문법
제요뺸 제1편 字論 제1장 提綱 제3절 p2 참조.
18) 뺷초등작문법뺸과 뺷한문의독자해뺸의 부사에 해당함.
19) 뺷초등작문법뺸과 뺷한문의독자해뺸의 동사에 해당함.
20)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6책), 박이정출판사, 1986, [2]69 p.3 인용:
富字는 動字에 附하야 其動靜의 情態를 修飾하는 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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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책에 언급된 바에 따라 부자의 분류와 범주를 요약하면 표4와 같다.
<표4> 뺷漢文法提要뺸 내 부사의 분류와 범주의 범주
한문법제요
상위분류
單字
疊字

異類兩字가 相連함
에는 或特種類의
字와 相連
二字以上이 相合하
야 句語副字
名字假借
形字假借
動字假借

富字應用의 位置

動靜

無屬
副字

하위분류
없음
同類兩相連
異類兩字相連
然字相合
乎字相合
焉字相合
爾字相合
如字相合
兮字相合
*원래 부자는 아니나 경우에
따라 부자로 쓰임.
*품사의 활용으로 보여짐.
動字 앞에 위치
其動靜의 態 수식
形字 앞에 위치
其形容의 態 수식
助字 앞에 위치
連字 앞에 위치
富字 앞에 위치
時
處
性狀
範圍
程度
形勢의 빈도
疑問
동자
冠冠格副字
앞
동자
賓格副字
뒤

예시
能必益最尤屢速固頗
踽踽 孶孶 囂囂
髣髴 逍遙 徘徊
攸然 幡然 勃然
煥乎 悄乎 溫乎
潛焉 忽焉 悖焉
莞爾 率爾 嘑爾
勃如 翼如 恂恂如
曠兮 僴兮 赫兮
君子無終食之間違仁. 論里仁
庶民子來. 孟梁惠
門人厚葬之. 論
生拘石乞而問白公之死焉. 左
汎愛衆而親仁. 論
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 論
豈得爲必勝哉能無懼而已
嘑爾而與蹴爾而與之.孟告子
夫子循循然善誘人. 論 梁惠
今 方 嘗 已 旣 遂 終 後 忽 乍 始 長 暫 須臾
前後左右東西南北遠近
能善徐克急克實固苟徒
博近咸
必三再復
曷奚何胡
博篤切近
釋然 翻然 鏗彌
希 三舍 怡怡 十九年 踧踖如 與與如 切切偲偲
委蛇委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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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字’, ‘疊字’, ‘名字假借’, ‘形字假仿’ 등 4종류로 분류하였다. 이를 그 응용의

형식에 따라 ‘動字’, ‘形字’, ‘助字’, ‘連字’, ‘副字’ 등에 다른 성분을 덧붙이는 것
을 하위분류하였다. 그 응용의 성질에 따라 ‘動靜의 時’, ‘動靜의 處’, ‘動靜의 性
狀’, ‘動靜의 範圍’, ‘程度’, ‘形勢의 頻度’, ‘動靜’, ‘疑問’ 등을 하위분류하였다. 위

<표4>에 열거된 字는 크게 한 개의 字와 두 개의 字로 나눌 수 있다. 字의 수에

따라 재 분류하면 <표5>와 같다.
<표5> 字의 수량에 따른 부사의 분류와 범주
상위분류
單字
1개

假借

疊字
글자
수 2개
내지
2개
이상

○+字

2字이상

한문법제요
하위분류
없음
名字
形字

예시
能必益最尤屢速固頗
庶民子來. 孟梁惠
門人厚葬之. 論

動字

生拘石乞而問白公之死焉. 左

同類
異類

踽踽 孶孶 囂囂
髣髴 逍遙 徘徊

然字
乎字
焉字
爾字
如字

攸然
煥乎
潛焉
莞爾
勃如

兮字

曠兮 僴兮 赫兮

*원래 부자는 아니나 경
우에 의해 부자로 쓰임

君子無終食之間違仁. 論里仁

幡然 勃然
悄乎 溫乎
忽焉 悖焉
率爾 嘑爾
翼如 恂恂如

이 책에서는 중국에서 중국인에 의해 간행된 마건충의 뺷마씨문통뺸 분류 체계
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靜字’는 ‘形字’로, ‘狀字’는 ‘副字’로 명칭을 교체
하여 제시하였다.21)
21) 章錫琛 校注(馬建忠 著), 뺷馬氏文通校往뺸, 中華書局, 1954, pp.5-6 참조: ｢正名｣ 界說6
凡實字以貌動靜之容者曰狀字.(무릇 실자로서 동사와 형용사의 모습을 꾸미는 것은 상
자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狀字’가 바로 이글의 연구대상인 ‘부사(adverb)’에 해당한
다. 馬建忠이 서술한 ‘狀字’의 내용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①以指 事成之處者: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뺷孟子․梁惠王上뺸 “及寡人之身 東敗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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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뺷實地應用作文大方뺸
뺷역대한문법대계뺸의 ｢해설｣에 의하면, 이 책의 편저자는 永昌書館 編輯部로
되어 있으나 판권에 편집겸 발행자가 ‘姜은 義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영창
서관 주인인 姜義永이 편자임이 틀림없다.22) 이 책은 한문 작문법과 수사학을
위한 교과서이다. 문법 관련 서술은 주로 제1장 제3절 ‘作文의 各種 品詞’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부사 분류와 범주는 <표6>과 같다.
<표6> 뺷實地應用作文大方뺸 내 부사 분류와 범주
실지응용작문대방
분류
名詞와
名詞의
綴合
名詞와動
詞의 綴
合
名詞와

용례
春風(봄 바람), 秋月(가을 달), 夕陽(저녁 볏), 草露
(풀 이슬), 石壁(돌 벽)
風吹(바람이 분다), 雲捲(구름이 것첫다), 鳥鳴(새가
운다), 花發(이 퓌엿다), 水流(물이 흐른다)
天高(하늘이 놉다), 地厚(히 두텁다), 月明(달이 밝

설명
春, 風, 秋, 月, 夕, 陽, 草, 露,
石, 壁 모두 명사. 두 개 명사가
합하여 1개 명사가 됨.
風, 雲, 鳥, 花, 水는 명사, 吹,
捲, 鳴, 發, 流는 동사. 명사와
동사의 綴合이라 함.
天, 地, 月, 雪, 花는 명사, 高,

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과인의 몸에 이르러서는, 동으로 제나라에 패하고 장자
가 이곳에서 죽었다. 서쪽으로는 진나라에 땅 칠백리를 빼앗겼다.) ②以記事成之時者: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뺷論語․公冶뺸 “始吾於人也, 聽其言
而信其行”(나는 처음에 사람에 대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믿었다)의 ‘始’가 바
로 이것이다. ③以言事之如何成者: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테면 뺷孟子․梁惠王下뺸 “景公說 大戒於國 出舍於郊”(경공은 크게 기뻐하며, 나라에 크
게 명을 내리고, 교외에 나가 묵으셨다)의 ‘大’가 바로 이것이다. ④ 以度事成之有如許者:
일이 이루어질 때의 횟수․깊이․비례 따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뺷孟子․離婁
下뺸 “徐子曰: 仲尼亟稱於水曰水哉水哉”(서자가 말했다. 중니는 흐르는 물을 자주 칭찬
하시어, 물이여! 물이여!)의 ‘亟’이 바로 이것이다. ⑤以決事之然與不然者: 필연인가 아닌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뺷孟子․公孫丑下뺸 “故君子有不戰, 戰必勝矣”(그런 까
닭에 군자는 고의로 싸우지 않는 적은 있어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의 ‘必’이 바로
이것이다. 이외에도 洵․實․斷․固․然 따위가 이에 속한다. ⑥以傳疑難不定之狀者:
의혹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대인이 말하는 의문부사와 반힐어기사가 이에 속한다. 何․
焉․胡․豈․詎․庸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이를테면 뺷論語․先進뺸 “夫子何哂由也?”(선
생님께서는 왜 유의 말을 비웃었습니까?)의 ‘何’가 바로 이것이다.

22)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7책), 박이정출판사, 1986, [2]70 뺷역대한
국문법대계뺸 해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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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容詞의
綴合
名詞와
副詞의
綴合
助詞의
綴合

接續詞綴
合

感歎詞綴
合

助動詞綴
合

代名詞綴
合

다), 雪白(눈이 희다), 花紅(ㅅ곳이 붉다)
薺甚甘(낭이가 심히、달다), 茶頗苦(씀바귀는 퍽、쓰
다), 冰忽消(홀연히、녹엇다), 火不見(불이 보이지、
아니다), 人最多(람이 가쟝 만타)
汝何不去乎(네가 엇지、가지、아니냐), 我且直之
(내가  곳게 리라), 路上之人(길 우에 람), 何
代無之(어느 에 업스리오), 鳥獸與魚鼈(새와 즘
과 다못 어별)
山不高而秀雅(산은 놉지 아니되 슈아고), 水不深
而澄淸(물은 깁지 아니되 맑으며), 地不廣而平坦
(땅은 널으지 아니되 평탄고), 林不大而茂盛(슙
풀은 크지 아니되 무셩다) 洞不僻而幽邃(골은 궁
벽지 아니되 그윽다)
噫、人琴、俱亡(슯흐다 람과 거문고가 갓치 망엿
다), 惜哉、斯人(앗갑다 이람이여), 嗚呼、時移事
變(오호라 가옴기고고 일이변엿다), 悲夫、今則
不然(슯흐다 지금은 그럿치 못다), 痛矣、夫子之歿
也(앏흐다 부의 죽음이여)
爲牛所觸(소의 게 밧친  되엿다), 被馬之齧(말의 게
물임ㅇ르 당엿다), 登南山之絶頂(남산의 졀졍에 오
르다), 觀河海之浩汗(하슈와 바다의 널음을 보다), 莫
知其意向(그의 향을 알지 못다)
彼何人斯(저는 엇더 이냐), 誰能知此乎(뉘 능
히 이를 알니오), 余不欲觀(내가 보고져 아니노라),
光陰如流(광음이 흐름 갓다), 諸君以爲何如(제군은
써 엇더타)

厚, 明, 白, 紅은 형용사. 명사와
형용사의 綴合이라 함.
薺, 茶, 冰, 火, 人은 명사, 甚,
頗, 忽, 不, 最는 부사, 甘, 苦,
消, 多는 형용사, 見은 동사.
汝, 我, 何는 대명사, 路, 鳥, 獸,
魚, 鼈은 명사, 乎 , 且, 之,與는
조사.
山, 水, 地, 林은 명사, 不는 조
사, 高, 深, 廣, 大, 僻, 秀雅, 澄
淸, 平坦, 茂盛, 幽邃는 형용사,
而는 접속사.
噫, 惜哉, 嗚呼, 悲夫는 감탄사,
人, 琴은 명사, 斯人, 時, 事, 今,
夫子는 대명사, 俱亡, 移, 變, 不
然, 歿은 형용사, 則, 之, 也는
조사.
爲, 被, 登, 觀, 莫, 知는 동사,
牛, 馬, 南山, 河海, 意向은 명
사, 所, 之, 其는 조동사, 頂, 浩
汗은 형용사.
彼, 誰, 余, 諸君은 대명사, 는
光陰은 명사, 何, 能, 不, 知, 欲,
觀, 流는 동사, 斯, 乎는 조사,
以爲는 조동사, 何如는 부사.

현행 국내에서 품사로 불리는 용어는 뺷초등작문법뺸과 뺷한문의독자해뺸에서는
‘用詞’로 뺷한문법제요뺸에서는 ‘字類’로 대체하였다. 반면, 뺷실지응용작문대방뺸에

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品詞’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동시
에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9품사를 언급하였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9품
사가 있으니, 명사, 대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조사, 접속사, 부사, 감탄사가
이것이다. ‘語’와 ‘語’가 꿰어 합하여 ‘句’를 이루고, ‘句’와 ‘句’가 결합하여 ‘文’을
이루고 ‘文’이 이어져 ‘節’을 이루고 ‘節’이 모여 ‘章’을 이룬다. ‘章’이 모여야 모
든 창작을 하나로 꿸 수 있는 완전한 문장이 형성된다. 때문에 文章을 배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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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먼저 낱낱의 品詞로 나아가 그 성질과 활용법 그리고 구성법을 정밀히 硏
究해야 한다.”라고 하였다.23)

먼저 이 책에서는 각 품사를 꿰어 모아 놓은 예를 들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품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용례가 많지 않다. 오히려 제2장의 虛字 용법에서
150여 개 虛字의 기능을 국한문 혼용체로 설명하고 있다.24)

일부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책 또한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 이들을
수식하는 것을 부사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虛字用法의 6종류는 <표7>과 같다.25)
<표7> 뺷실지응용작문대방뺸 내 6종류의 虛字용법
분류
起語虛字
接語虛字
轉語26)虛字

예시
且, 謂, 夫, 蓋 , 且夫, 今夫, 今以 등
此, 斯, 故, 則, 由是, 由此, 及夫 등
然, 苟, 或, 如, 若, 設, 使, 但, 第, 乃, 而, 況, 惟, 唯 등

櫬語虛字

之, 以, 於, 于,所, 其, 乎, 諸, 不, 由 등

速語虛字

總, 大約

歇語虛字

也, 矣, 耳, 已, 云, 也者, 者矣, 焉耳, 矣夫, 焉者矣 등

23)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7책), 박이정출판사, 1986, [2]70 뺷實地應
用作文大方뺸 p.3 인용: 文章을 組織는 要素는 九種의 品詞가 있니 一은 名詞, 二는
代名詞, 三은 動詞, 四는 助動詞, 五는 形容詞, 七은 接續詞, 八은 副詞, 九는 感嘆詞가
是라. 語와 語가 綴合야 句를 成고 句와 句가 組야 文을 成合며 文이 連야야
節을 成고 節이 聚야 章을 成며 章이 集야 一切創作의 一貫完全 文章을 形
成는 故로 文章을 學려는 者 先히 個個의 品詞에 就야 其性質과 其活用法과
構成法을 精細히 硏究지니라..
24)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7책), 박이정출판사, 1986, [2]70 뺷實地應
用作文大方뺸, pp.8-25 참조.
25) 뺷實地應用作文大方에 수록된 虛字는 1902년에 重刊된 뺷進修堂鑑定時行簡禮彙纂뺸에
수록된 예이다.
26)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7책), 박이정출판사, 1986, [2]70 뺷實地應
用作文大方뺸 p.14: 제2절에는 輔語虛字 櫬語虛 제1절에는 轉語虛字로 서술되어 있다.
아래 설명에 의하면 ‘輔’는 ‘轉’의 오기로 보인다.(文章이 從無直行者라 必用轉筆야 相
生니 或正起反轉고 或反起正轉며 或深一層轉고 或開一步轉니 皆須以
一二의 虛字로 領之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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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1장 문장의 통론에 품사를 설명하고, 제2장에 虛字 용법을 첨부하
여 ①起語、接語허자 ②補語、櫬語、束語、歇語허자의 용법을 나열하고 있
다.27) 이 이론은 중국의 전통적 훈고방식에 의한 분류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
로 보인다.

3. 결론
이글에서 논의한 결과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4종의 한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사의 명칭과
정의는 표현상의 차이를 보이나, 그 기능적인 면은 뺷마씨문통(馬氏文通)뺸의 정
의와 일맥상통한다. 4종의 한문법 교과서의 부사의 명칭, 정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뺷초등작문법(初等作文法)뺸(원영의: 元泳義, 1905)
- 명칭: 부사(副詞)
- 정의: 動字와 狀字가 주된 의미가 될 때 사용하는 부사
- 범주: 分量(加等: 愈, 更, 尤, 益/ 高等: 極, 甚, 至, 最, 彌/ 平等: 並, 皆, 與, 均,
俱, 相/ 次等: 頗, 硝, 尙, 還, 猶/ 低等: 聊, 祗, 但, 僅), 推原(原, 固, 却, 本, 因,
爲), 究竟(究, 竟, 果, 實, 終), 斷定(斷, 定, 必, 决, 自), 疑問(何, 胡, 盍), 經過(常,
屢, 仍, 尙 ), 分別(惟, 獨, 最 ), 層複(且, 亦, 又)

이 책에서 분류한 부사의 범주의 기준이 오늘날의 부사 범주와 다른 양상을
보이나 그 해당 어휘는 대동소이하다.
2. 뺷한문의독자해(漢文義讀自解)뺸(신재영: 辛在英, 1916)
- 명칭: 부사(副詞)
- 정의: 각종 主詞를 보좌하여 묘미를 수식하는 부사
27) 김민수, 고영근 편, 뺷역대 한국문법 대계뺸(2부 37책), 박이정출판사, 1986, [2]70 뺷實地應
用作文大方뺸, pp.8-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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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高等(甚, 極, 最, 至), 加等(愈, 更, 尤, 益), 平等(俱, 皆, 擧, 均), 次等
(稍, 猶, 尙, 還, 頗), 低等(聊, 祗, 但, 僅), 進層(况, 矧), 推原(夫, 凡, 本,

盖, 原), 九竟(果, 實, 究, 終), 斷定(必, 斷, 誓, 决[jué]), 願相(願, 請), 能
相(能, 得, 可, 足), 假相(若, 設, 倘, 抑), 反相(雖, 縱), 過相(常, 旣, 曾,
嘗), 現相(方, 適, 正, 即, 遂), 來相(將, 第, 姑, 須), 複詞(大抵, 斷當, 一
切, 畢竟), 疊字(靑靑, 深深, 去去, 行行)

이 책에서 분류한 부사 범주는 18종류이다. 그 분류나 범주로 비추어 볼 때
뺷초등작문법뺸의 분류를 계승하여 확대한 것으로 추론된다.
3. 뺷한문문법제요(漢文法提要)뺸(강매: 姜邁, 1917)
- 명칭: 부자(副字)
- 정의: 동자(動字)에 덧붙여 그 동정(動靜)의 정태(情態)를 수식하는 부자
- 범주: 時(今, 方, 嘗, 已, 旣, 遂, 終, 後, 忽, 乍, 始, 長, 暫, 須臾), 處(前,
後, 左, 右, 東, 西, 南, 北, 遠, 近), 性狀(能, 善, 徐, 克, 急, 克, 實, 固,
苟 徒), 範圍(博, 近, 咸), 程度(必, 三, 再, 復), 疑問(曷, 奚, 何, 胡)

이 책에서는 馬建忠의 뺷마씨문통(馬氏文通)뺸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
고 있으나 ‘靜字’는 ‘形字’로, ‘狀字’는 ‘副字’로 명칭을 교체하여 제시하였다.
4. 뺷실지응용작문대방(實地應用作文大方)뺸(영창서관: 永昌書館, 1921)
- 명칭: 부사(副詞)
- 정의: 명시된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용례에 비추어 보면,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 이들을 수식하는 것을 부사’로 분류하였다.
- 범주: 何如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허자의 예는 모두 현행 문법서에서 부사의 범주로
분류하고 어휘이다. 起語虛字(且, 謂, 夫, 蓋 , 且夫, 今夫, 今以 등), 接語虛字
(此, 斯, 故, 則, 由是, 由此, 及夫 등), 轉語虛字(然, 苟, 或, 如, 若, 設, 使, 但,
第, 乃, 而, 況, 惟, 唯 등), 櫬語虛字(之, 以, 於, 于,所, 其, 乎, 諸, 不, 由 등),
速語虛字(總, 大約), 歇語虛字(也, 矣, 耳, 已, 云, 也者, 者矣, 焉耳, 矣夫焉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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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4종의 한문법 교과서의 부사 범주는 그 일관
성에 한계점을 보이기도 하나 그 분류가 주로 ‘시간’, ‘장소’, ‘정도’, ‘의문’, ‘상태’
에 의한 점은 현행 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사 범주로 분류
된 어휘 또한 대부분 우리가 현재 부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어질 연구 주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간행된 뺷마씨문통뺸,
뺷한문전뺸(중국과 일본 간행물 또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관련 연구), 뺷중등국문
법뺸 등의 부사 범주 연구와 그 대조 나아가 부사어에 놓인 성분의 부사성 여부
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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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s of Korean EducationA Study on the Adverb Category in Korean
Publication Chinese Textbooks
－Focusing on Chinese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ung, Sung yim
Eagle is one of the foundations for the study of the Western grammar
acceptance patterns of Chinese grammar books in Korea.,The existing part of
speech studies mainly follow the two-part method (and ) of Chinese
literature.,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the name of the subclassified part of
speech under the two-part method, such as classifying the adverb into real or
in vain.,Therefore, this study firstly aims to understand the first bead of the
Western grammar acceptance pattern of the Chinese grammar book in Korea,
starting with the adverb study of the Korean Chinese grammar textbook.,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limited to four kinds of Chinese grammar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flowering and Japanese colonial rule.,4 kinds of
Chinese grammar textbooks are the elementary writing(1908), the Chinese text

reading self-harm(1916), the Chinese text law(1917), and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Chinese text book(1921).
Although the adverb categories of these Chinese grammar textbooks show
differences in definition or classification, the classification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urrent adverbs, mainly due to ‘time’, ‘place’, ‘degree’,
‘question’, and ‘state’., The vocabulary classified into adverb categories was also
found to be mostly classified as adverbs.
Keyword

Korean education, Discourse marker, Text structure, Communication,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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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와 트랜스로컬리티로 살핀 강원영동문학의
공간 재해석
정연수*

국문요약

한국 최대 탄광지역인 강원영동남부 지역은 일제강점기에는 석탄 자원 수탈을 겪었으며,
해방 이후부터는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석탄 수송에 나서던 철도 모빌
리티는 폐광을 거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삭도마을이나 철도테마파크 건설을 통해 관광
모빌리티의 역동성을 드러낸다. 본고는 탄광-폐광-관광 등으로 변모하는 강원영동지역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재장소화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현대시작품이 반영한 철도 모빌리티와
해상 모빌리티, 트랜스로컬티 관점에서 강원영동지역의 재장소화에 주목했다.
모빌리티 관점에서 기차역은 사이공간에 불과하지만, 정동진역은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특
이한 지점에 놓이는 것을 확인했다. 해상 모빌리티에서는 이사부·묵호항·잠수함·철조망 등이
현대시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영동지역 시에서는 대마도 정벌에 나선 이사
부의 정신과 제국주의의 석탄자원 수탈 통로인 묵호항을 주목하고 있었다. 영동지역의 시작품
에서는 동해안의 철조망을 분단의 상징 공간으로 주목했다. 해안 철조망은 분단의 비극을 일
상 속에서 보여주는 상징이었으나, 최근 들어 철거 대상이 되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어서는 트
랜스로컬리티의 새로운 접점을 시사했다. 강원영동지역의 시를 모빌리티와 트랜스로컬리티
관점에서 살피는 일은 영동지역문학의 의미 확장과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탄광, 관광, 분단, 철조망, 모빌리티, 트랜스로컬리티

<목차>
1. 서론
2. 철도 모빌리티를 통한 영동의 재공간화
3. 해상 모빌리티와 동해안의 경계 넘나들기
4. 결론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양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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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강원도 태백․삼척․동해와 강릉의 일부(옥계와 정동진) 지역은 석탄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최대 탄광지역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정
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37년, 삼척권1)에서 삼척탄광(도계광업소와 장성광
업소)이 개발되면서 석탄 수송을 위한 철도 건설, 동해안의 해상 수송 등 강원영
동 남부지역의 지형을 바꿨다. 일제강점기에 석탄개발을 시작한 강원영동지역
은 식민지 주민의 비극을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공간2)이기도 하다. 일제는 도계묵호 구간 철도개설과 묵호항 축조를 통해 수탈한 석탄을 일본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강원영동의 탄광촌은 한국 산업근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급변
하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압축판이다. 삼척군은 삼척시를 비롯해 태백시·동해시
등의 4개 시군으로 직제를 확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산업 발달과 화석에
너지를 기피하는 세계적 에너지 변화에 따라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영동지역은 대규모 폐광촌으로 전락한다. 이후 다시 관광지로 재공간화하는 변
화를 모색하는데, 이 과정에도 철도 모빌리티와 해상 모빌리티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
한편 영동의 해안은 어촌의 현장성과 관광지로서의 해수욕장 정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 외에도 북한의 해상침투라든가, 이에 대비한 군사 철책과 삼
엄한 경계, 금강산 관광 크루즈 등의 해상 모빌리티는 영동이 지닌 분단과 극복
의 현장성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로컬과 로컬리티 연구는 ‘중심과 대립을 이루는 지역성을 넘어서는 운
동’적 측면이거나 ‘글로컬리즘과 병행하여 살피는 관점’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1) 1980년 동해시, 1981년 태백시 개청 전까지 ‘삼척·태백·동해(북평)’는 삼척군.
2) “공간은 인간의 사회적 삶을 인과적으로 구성하는 원인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체로는
무작용의 형식’인 바, 바로 이 형식을 구체적으로 변경시키면서 실재적인 삶의 에너지가
드러난다.”(김덕영, 뺷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뺸, 길, 2007, p.137.) ; “지역은
사회제도, 상징, 의미 등으로 형성된 추상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더 적절
하게 이해하려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적극 사용될 필요가 있다.”(조명래, 뺷공간으로 사회
읽기뺸, 한울아카데미, 2013,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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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3) 강원영동지역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분단문학·탄광문학·해양문
학·생태문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4) 본고는 지역문학 연구의 확장을 위해
강원영동의 트랜스로컬리티를 형성하는 철도 모빌리티와 해상 모빌리티 관점에
서 살피고자 한다.
장소와 공간은 단일 정체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하
는 만큼 트랜스로컬리티는 영동지역의 재공간화를 역동적으로 보여줄 것이다.5)
기존의 트랜스로컬리티 연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이주자가 정착한 삶의 역
동성과 정체성을 살펴왔다.6) 이 글에서는 국경을 넘은 이주자가 아니라, 로컬
내의 다양한 경계를 넘어 공간적 의미의 전환을 이루는 트랜스로컬리티 관점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7) “다른 로컬적 시각들과 연대해서 ‘함께 바라보는’ 트랜스
로컬 인식”8) 속에서 ‘문화적 혼종성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면서 로컬리티를 재구
성하는 트랜스로컬리티의 공간 확장’에 초점을 맞추었다.9) 본고는 영동의 정체
3) 영동지역 로컬리티에 관한 내용은 남기택의 논문과 문예지 뺷동안뺸의 로컬 특집.
4) 남기택, ｢강원 영동 지역의 문학적 정체성 연구｣, 뺷현대문학 이론 연구뺸 제45집, 현대문학
이론학회, 2011.6, pp.123-124.
5) “장소는 의미, 실재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
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
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 외 역, 뺷장소와 장소상실뺸, 논형,
2005, pp.287-288.)
6) “트랜스로컬리티는 국가의 중심적이고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영향에 대항하여 로컬의 미
시적인 차원에서 생성되는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정치적 지형학의 역동적인 움직임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유혁, ｢토마스 킹의 경계적 사유와 북미 원주민의 트랜스
로컬리티의 문제｣, 뺷트랜스로컬리티와 경계의 재해석뺸, 소명출판, 2017, p.47.) ; “트랜스
로컬리티는 로컬리티와 초국가주의가 결합하여 초국가적 실천으로 탄생된 로컬리티의
새로운 양상이자 특성”(강희영, ｢한인여성 디아스포라의 이주경험과 트랜스로컬 정체성
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12, p.39.)
7) “트랜스적 경계로 연결된 두 지역의 차이를 적절하게 융합하는 혼종성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이상봉, ｢트랜스로컬리티 : 포스트모던의 대안적 공간정치｣, 뺷21세기 정치학회
보뺸 24, 21세기 정치학회, 2014, pp.52-58.)
8) 김용규, 뺷혼종문화론뺸, 소명출판, 2013, p.160.
9) “이주자들을 포함한 로컬주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로컬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구조화된 정
치적 저항, 경제적 전략들, 그리고 문화적 혼종성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이러한 반복적
수행은 로컬리티를 재구성한다.”(문재원, ｢트랜스로컬리티와 정체성의 정치｣, 뺷트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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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현대시작품에 나타난 영동지역의 공간변화를 문화사회
학적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 철도 모빌리티를 통한 영동의 재공간화
일본 제국주의는 경상·전라·충청 지역의 이재민 다수를 함북 회령의 유선탄
광이나 평남 대동군의 삼신탄광으로, 1936년 이후부터는 강원도 삼척탄광 등으
로 이주시켜 부족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주정책을 시행했다. 모집이라는
형식을 띠었으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때 이미 ‘막장인생’이
라는 말이 등장했다.10) 일본 해군성은 무연탄 생산을 감독하고 나섰으며, 총독
부는 ‘종업원 이동방지령’이나 ‘국민징용령’등을 제정하며 노동력 확보에 나섰다.
영동지역의 탄광과 철도는 일제 식민지의 권력 작동과 맥락을 함께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수탈 현장이자, 비자발적 이주민을 유입한 영동의 문제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금천교를 건널 때마다/죽은 일본 악질 감독의 이야기를 /쉽게 떠올리곤 하였다.//
물속에 서 있는 두 번째 교각이라 했다./거기에 일본 악질 감독을 때려 눕혀/그 위에
콘크리트 교각을 세웠다는 전설의 다리
- 정일남, <금천교의 기억> 부분11)
일제가 도계탄광 장성탄광을 개발하고/태백에서 묵호항까지 철로를 개설한 이유
는/분명하지 않은가//일본 탄광으로 징용된 뒤 감시를 받으며/도급제 탄을 캐다가
죽어간/조선 광부들//그들을 묻어버린 일제가/탄광의 역사를 속이는 것은 당연한 일
- 맹문재, <태백 광산의 역사> 부분12)

<금천교의 기억>에서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과 석탄 화차가 다니는 철로로
컬리티와 경계의 재해석뺸, 소명출판, 2017, p.177.)

10) 대한석탄공사, 뺷대한석탄공사 50년사뺸, 2001, 대한석탄공사, p.54.
11) 정일남, 뺷들풀의 저항뺸, 명상, 1991, p.82.
12) 맹문재, 뺷사북 골목에서뺸, 푸른사상, 2020,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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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뉘어 이중교로 건설된 금천교13)의 “일본 악질 감독”에서 식민지의 현실
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태백 광산의 역사>에서는 강원남부지역 탄광촌의 형
성 과정과 징용 광부의 참혹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 죄수노동에서 시작한 일제
의 탄광노동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노무관리제도는 아시아태평양 전
쟁을 일으킨 이후에 더욱 강화”14)되면서 식민지 공간의 노동제도 역시 그대로
답습했다. “일본 악질 감독”이나 “일본 탄광으로 징용된 뒤 감시를 받”는 광부는
식민지 시기 3개 민족(조선인·일본인·중국인)이 섞여서 탄광촌을 형성한 강원지
역 공간과 일본까지 이동하는 강제 이주 현실을 반영한다.
탄광촌은 제국주의적 야만 속에 계급화·인종화가 이뤄진 공간이었다. 1935년
영월탄광이 개광하면서 북면 마차리에 강원도 내에서 가장 먼저 탄광촌이 형성
되었다. 영월탄광 개발 당시에는 평양탄전에서 일하던 숙련 광부 외에도 중국
산동성에서 800명의 중국인이 후산부로 들어왔다. 또 만주의 푸순탄광·평양탄
전·일본 탄광 등에 근무하던 일본인 기술자도 들어왔으니 마차리는 조선족·중국
인·일본인 등 3개 민족이 자리한 국제탄광촌이었다.15)
공간의 변화는 사회적 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주자의 이동을 가능하
게 하는 추동력에는 산업과 권력의 작동이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에는 다양한 모빌리티가 있다.16) 모빌리티는 장소를 연결하고 변형하면서 공간
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기도 하는데, 트랜스로컬리티는 모빌리티를 통해 가능한
셈이다. “만주사변 발발되어/허덕이던 농민들을//만주이민 정책으로/탄광이주
정책으로//식민지/아픈 역사가/만들어낸 막장인생”(김민정,<식민지 탄광 노동
자>)17)은 탄광촌으로 강제 이주한 역사에 대한 고발이다.
통리와 심포를 오르내리던 600마력 권양기를 아느냐 명물 중의 명물이었으나 제
13) 금천교는 2004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111호로 지정.
14) 정혜경, 뺷홋카이도 최초의 탄광 가야누마와 조선인 강제동원뺸, 선인, 2013, pp.16-17.
15) 대한석탄공사, 앞의 책, p.387.
16) “모빌리티 없이는 이주가 일어날 수 없다.”(피터 애디 지음, 최일만 옮김, 뺷모빌리티 이론
뺸, 앨피, 2019, p.38.)
17) 김민정, 뺷영동선의 긴 봄날뺸, 동학시인선, 2008,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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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의 일본이 석탄을 일본으로 착취해 가기 위한 시설임을 우린 알았다.
-정일남,<통리-1950년대의 풍속도> 부분18)
일본으로 묵호항으로 태백산맥 무연탄을 가져가기 위해 만든 철로 (중략) 강릉
삼척에서 오는 기차는 통리 우보산 고개 심포역에서 통리역으로
-김진광,<화석이 된 통리역> 부분19)

인용한 시는 일제의 석탄수탈과 강삭철도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에
서 시작한 산업철도의 확장은 노동자계급에 더 나은 삶과 노동의 조건 혜택을
주는 모빌리티 해방20)이 있었다. 하지만 위의 시 두 편에 각각 “일본으로”라고
드러나듯 영동지역의 철도는 광부의 강제 징집, 석탄의 수탈이라는 비극을 배태
했다. 경부선 역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개설되었다지만, 일본의 고등소학교 교재에도 수록한 오와타 다테키의<만한철
도창가>(1910)에 보면 부산에서 뤼순까지의 철도 여정에는 낭만도 담겼다.21)
하지만 태백-도계-묵호 구간의 철도 모빌리티에는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객이
아니라, “일본으로 착취”하는 석탄 수송에만 집중되었다.
1940년 8월 개통한 “통리와 심포를 오르내리던 600마력 권양기”는 수직 219m

의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한 강삭철도(Cable-Railway, 일명 인클라인 철도)를 의
미한다. 화물열차는 강삭철도가 끌고, 승객들은 심포리―통리 1.1km 구간을 걸
어서 다니던22) 장소에 1963년부터 스위치백 철도가 들어선다. “스위치백을 지나
는 청량리행 4217호 비둘기 열차”(박대용, <도계를 다녀와서>)23)라든가, “같은
마을을 다시 내려다보게 되는 Z자 모양 철길”(장영수, <태백산 4>)24) 등에서
18) 정일남, <통리-1950년대의 풍속도>, 뺷한국탄광시전집2뺸, 푸른사상, 2007, p.1287.
19) 김진광, 뺷시가 쌀이 되는 날뺸, 시와소금, 2017, p.136.
20) “철도의 확장은 노동계급의 모빌리티를 해방시키기 시작했다. 더 나은 삶과 노동의 조건
이 주는 혜택,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의 혜택을 새로
이 받았다.”(피터 애디, 앞의 책, p.271.)
21) 구인모, ｢일본의 식민지 철도여행과 창가-滿韓鐵道唱歌(1910)를 중심으로>, 뺷한국학뺸
3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년 가을호, pp.195-199 참조..
22) 정연수, 뺷탄광촌 풍속 이야기뺸, 북코리아, 2010, pp.197-198.
23) 박대용, <도계를 다녀와서>, 뺷삼척문학통사뺸, 삼척문학통사발간위, 2011,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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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구간은 대학 수능에도 등장했을 정도로 산업사적 의미를 지닌 한국 유일
의 스위치백 철도였다. 영동의 시인은 “우리의 인생길 어느 한 지점에도/예외 없
이 지그재그 길이 놓여있을지 모르지/앞으로만 질주하는 그대여”(김태수, <질주
하는 그대에게>)25)라며 스위치백 철도에서 삶의 겸허함과 순종을 터득하기도
한다.
“도계역 들어서며/목 타는 증기기관차”(김민정, <급수탑>)26)에 물을 공급하

던 도계역 급수탑은 1940년대부터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근대문화유산 46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국 시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은 기차역을 보유하던 삼척시는 철
도 모빌리티를 관광자원화하는 의미에서 2014년에 철도테마파크인 ‘하이원추추
파크’를 설립하였다. 지하터널 운행으로 스위치백 철도가 사라진 자리에는 관광
열차인 ‘스위치백트레인’이 운행에 들어갔다. 추추스테이션(심포)-도계의 스위
치백 구간을 운행하는 증기기관차형 관광열차가 도계 시내의 삭도마을까지 관
광객을 수송하고 있다.27)
‘삭도마을’이란 탄광 모빌리티를 반영한 도계지역의 마을을 재장소화한 공간

이다. “가공 삭도에도 눈이 내린다/산 중턱 갱구로 쏟아지는 눈발들”(최승익,
<밤새 내린 눈>)28)이란 시구에도 등장하는 공중삭도는 탄광촌 풍경을 보여주

는 전형적 탄광 모빌리티이다. 1940년 도계광업소의 흥전갱-도계역 저탄장
2.3km 구간에 공중삭도가 들어섰다. 영월광업소의 석탄 역시 조선전력회사 영

월발전소까지 12km 구간을 공중삭도로 수송했다. 산과 산 사이의 공중을 가로
지르는 강삭(鋼索)에 운반용기를 매달아 석탄을 나르는 삭도는 도계와 영월탄
광촌의 명물이었다.
영월의 삭도는 1973년 말에 철거되면서 고철로 폐기될 때만 해도 페허가 된
탄광촌을 관광지로 바꾸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29) 그런데 우리나라 마
24) 장영수, 뺷시간은 이미 더 높은 곳에서뺸, 문학과지성사, 1983.
25) 김태수, 뺷그대는 눈송이처럼 살라지만뺸, 도서출판 두타, 1997, p.84.
26) 김민정, 앞의 책, p.69.
27) 정연수, 뺷탄광촌 도계의 산업문화사뺸, 삼척시립박물관, 2020, p.141.
28) 최승익, <밤새 내린 눈>, 뺷두타문학뺸 12집, 두타문학회, 1989,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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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공중삭도가 철거되던 1991년에는 주민들의 문화의식이 달랐다. 철거한 삭
도를 태백석탄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내놓은 것이다.
도계읍의 삭도 철거는 석탄산업의 종지부를 의미하는 동시에 탄광 모빌리티가
관광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준다. 도계에서 ‘삭도마을’을 기획하고, 사
라진 삭도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트랜스로컬리티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달려라 달려라 도계역까지/도계년들 밥만 먹고 똥만 싼다/칙칙폭폭 꽤애-

액”(<삼척기차놀이 노래>)30)이라는 사설은 1970년대 삼척시에서부터 태백지역
까지 폭넓게 전승되던 철도 모빌리티를 반영한 민요이다. 탄광촌 주부가 편하게
사는 것을 ‘밥만 먹고 똥만 싼다’고 표현한 언술 뒤에는 딸이 호강하는 친정어머
니의 마음과 고생하는 광부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한 며느리에 대해 못마땅
한 시어머니의 양가성 감정이 담겨 있다.
탄광촌 광부 가족의 생계는 주변 도시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으나, 위험한 탄
광 막장 노동을 고려하면 여전히 열악한 노동현실이었다. “가슴에 박힌 검은 폐
석을 새벽마다 도시로 실어 나르던 화물열차”(심은섭, <갱부>)31)나 “황지발 도
계행 차창 밖에선/탄더미가 턱턱 숨을 막는”(김세윤, <도계행>)32) 현실은 탄광
촌의 전형적인 어두운 풍경들이다. “미끄러운 눈길에 자빠지던 병방의 출근길/
광차에 받쳐 무릎 으스러진 통증”(최승익, <규폐병동에서7>)33)이나 “우리는 산
업역군 보람에 산다/낮새 안녕, 미자아빠는 광차에 다리가 잘리”(김태수, <구동
사택·1969년>)34)는 사고 등은 광부와 그 가족이 감당하는 일상적 위험들을 보
29) “73년 9월 48기의 철제지주가 헐렸다. 680톤이나 되던 철제지주는 고철 값으로 팔려나갔
다.”(함광복, <쇠락한 검은 노다지 왕국 영월광업소- 검은마차리 핫뉴스 석공철수작전>,
뺷월간태백뺸, 강원사, 1990. 7, pp.84-85.)
30) 정연수, <탄광촌의 형성·발전·쇠퇴>, 뺷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뺸, 삼척시립박물관,
2005, p.114.
31) 심은섭, 뺷K과장이 노량진으로 간 까닭뺸, 문학의 전당, 2009, p.56.
32) 김세윤, 뺷도계행뺸, 문학세계사, 1988, p.71.
33) 최승익, 뺷휘파람 소리뺸, 시와 에세이, 2007, p.65.
34) 김태수, 앞의 책,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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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기보다 ‘공간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맞을

듯하다”35)는 진단처럼, 공간 자체가 거주민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제 경계
안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행운과 불운에 긴밀히 연결되
어 있을 수밖에 없”36)는데, 비단 국가의 경계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정학적 공간
에 위치한 주민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해있다. 하름 데 블레이는 ‘지역인(가난하
고 이동성이 적은)-이동인(새로운 기회를 위해 국경을 넘는 변화 주역)-세계인
(언어, 인종, 자본 등의 권력을 지닌 자)’으로 구분한 바 있다.37) 모빌리티 격차

를 지닌 계층은 이동을 통해 세계인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모빌리티 격차38)는 영동지역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광부
들이 석탄 생산을 위해 상탄 및 하역, 수갱과 사갱 등의 다양한 모빌리티가 작동
하지만 그 수혜는 대도시권 사람들이 얻는다. 광부들은 석탄을 통해 한국산업화
의 초석(국가는 이것을 조국근대화의 기수라고 부름)이 되었으나, 산업화의 발
전만큼 광부나 탄광촌 주민들이 따라갈 수는 없었다. 광부와 그 가족은 노동 인
구 유인책에 의해 고향을 떠나 산간오지를 찾아온 ‘막장인생’ 이주민이다. 광부
를 대물림하면서 심지어 3대가 광부로 살기도 한다. 울퉁불퉁한 주변부의 사람
은 ‘가장 평평’하고 부유한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39) 탄광촌에 정
착한 이주민은 고향으로부터 문화를 가져와 탄광촌 고유의 금기행위 같은 풍속
을 만들면서 탄광촌을 재영토화했다. 탄광촌은 이주자간의 상호작용 장소이자
35) 조명래, 앞의 책, p.105.
36) 하름 데 블레이 지음, 황근하 옮김, 뺷공간의 힘뺸, 천지인, 2009, p.214.
37) 위의 책, pp.18-21.
38) “농부가 자기 생산품을 근처 마을로 배달하는 차별적 능력부터 제3세계 국가에 있는 기
업 복합체에 입사하는 차별적 능력까지, 무직의 도시 여성의 제약된 취직 및 쇼핑 능력부
터 파키스탄 시민의 제약된 런던 가족 방문 능력까지 펼쳐져 있다. 모빌리티와 부동성의
불평등을 향하는 더 나아간 경향을 ‘모빌리티 격차’라고 부른다.”(피터 애디, 앞의 책,
p.38.)
39) “세계의 가장 극심한 가난은 주변부, 즉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다. 문명 세
계는 부유한 중심부에서는 ‘가장 평평’하며, 주변부에서는 가장 울퉁불퉁하다.”(하름 데
블레이, 앞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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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재장소화한 산업공동체 공간이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1996년까지 강원도 내 171개 탄광 중
166개가 감소되어 폐광율이 97%에 달했다. 강원도 43,831명이던 탄광노동자는
9,280명으로 감소했다.40) “살길 없이 내쫓는/정부의 폐광정책”(최승익, <생환의

그날까지-석탄합리화 사업2>)41)때문에 1975년 한때 29만 명이 넘던 삼척인구
는 2003년 말 기준 7만 5천명으로 급감했다. 영동은 전국 최대 탄광촌으로 “불꽃
처럼 일어났다가/불꽃처럼 사라져 버린/탄광도시”(김진광, <반짝 도시>)로 전
락하면서, 폐광과 실직의 어두운 그늘을 맞는다. “폐광은 산그늘을 받느라 검은
입을 벌리고”(최명길, <통리를 지나며>)42)있을 뿐, 도시공동체는 공동화를 맞
는다.
“그 많던 군소 탄광이 다 문을 닫고 이제 세 곳만 남았단다”(정일남, <태백에

가면>)43)라든가, “역두에 늘어선 빈 화차들/(중략)/뒤틀린 동발을 곧추세우며
탄을 캐내어도/역두마다 산더미 같은 비축탄”(최승익, <저탄장에서-석탄산업합
리화 사업1>)44) 등의 시구는 폐광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한다. 1998년 11월 30
일, 강릉―영주 간 비둘기호 열차가 사라지면서 심포역·나한정역·고사리역·하고
사리역·마차리역·상정역·미로역·도경리역 등 8개소가 간이역으로 전락한다. “석
탄을 실은 기차가 떠나지 못하고 날이 저문”(정일남, <사양산업>)45) 뒤에 간이
역이 폐쇄되면서 역 주변의 상가마저 문을 닫았다. 비둘기호가 사라지자 북평장
날 아침, 동해역 주변에서 열리던 송정의 간이장까지 사라진 현상은 철도 모빌
리티가 영동지역 주민에게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동진이라는 억새꽃 같은 간이역이 있다/ 계절마다 쓸쓸한 꽃들과 벤치를 내려
놓고/가끔 두 칸 열차 가득/조개껍질이 되어버린 몸들을 싣고 떠나는 역/여기에는
40) 뺷사업단십년사뺸,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7, pp.203-205 참조.
41) 최승익, 앞의 책, p.75.
42) 최명길, 뺷은자, 물을 건너다뺸, 동학시인선, 1995, p.98.
43) 정일남, <태백에 가면>, 뺷한국탄광시전집2뺸, 푸른사상, 2007, p.1271.
44) 최승익, <저탄장에서-석탄산업합리화 사업1>, 뺷두타문학뺸 12집, 두타문학회, 1989, p.65.
45) 정일남, <사양산업>, 뺷한국탄광시전집2뺸, 푸른사상, 2007, p.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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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뒹굴기에 좋은 모래사장이 있고,/해안선을 잡아넣고 끓이는 라면집과/파도를
의자에 앉혀놓고/잔을 주고받기 좋은 소주집이 있다
김영남, <정동진역> 부분46)

“억새꽃 같은 간이역”으로 구현된 정동진역은 “조개껍질이 되어버린 몸”, “파

도를 의자에 앉혀놓고” 등의 시적 미학을 통해 문학적 장소로 등장한다. 정동진
역은 트랜스로컬리티 관점에서 중요한 장소성을 지닌다. 1962년 보통역의 업무
를 시작한 정동진역은 1970년대 하루 7-8편의 여객열차에 연간 21만 명을 수송
했다. 정동진은 어촌지역이기도 했지만, 석탄산업(강릉광업소, 구룡탄광, 흥보탄
광, 화성광업소)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역이다. “탄가루를/뒤집어쓰고도 말없이
살았다”(박성규, <정동진역에서>)47)던 정동진은 “초라한 간이역 뚝심 좋게 서
있다/옛 탄광촌락 저자거리에 서린 애환/광부들 간데 없고”(함동진, <정동
진>)48)라는 대목에서처럼 폐광촌의 간이역으로 몰락한다. 탄광이 문을 닫은
1990년대 들어서는 하루 1회 비둘기호만 운행하다가 1996년에는 그마저 중지한
“정동진이라는 억새꽃 같은 간이역”으로 전락한다.

폐허가 된 정동진의 재장소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방영된 드라
마 ≪모래시계≫ 덕분이다. 김영남을 비롯해 정동진을 다룬 많은 시인들의 시에
등장하는 소나무를 보기 위해 정동진역 플랫폼으로 관광객이 몰려온다. 여객취
급 중단 1년 2개월 만인 1997년 열차가 들어선 것도 “철로 쪽으로 휘어진 소나
무 한 그루”(김영남, <정동진역>)의 힘이다. 이미지를 소비하려는 정동진역 이
용객은 2000년 연간 76만 명으로 석탄호황기 때보다 두 배나 더 많았다. 플랫폼
의 소나무는 드라마 ≪모래시계≫가 만든 ‘기표의 기의화’로 소비사회의 상품물
화 현상이기도 하다.49) 모빌리티 시스템에서 기차역은 ‘사이 공간’50)에 불과하
46) 1997년 뺷세계일보뺸 신춘문예 당선작
47) 엄마걱정, 뺷정동진 시여행뺸, 예맥문화진흥회, 2012, p.56.
48) 위의 책, p.154.
49) “이미지로서의 자연을 소비하는 관광산업과 같은 분야가 부상을 하게 되며 기호론적 발
상으로 상징의 기호화 현상이 심화되어 ‘정동진 앞의 고현정 소나무’와 같은 기표의 지배
현상에 체험적으로 기의를 결부시키는 양상마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강태완,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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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차역의 기능은 ‘도시로의 진입’이며, 교통은 ‘기차역을 통과해서 동적 상
태’51)를 일으킨다. 그런데 정동진역은 최종 목적지로 재장소화 했다는 점에서
트랜스로컬리티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정동진역이 폐역에서 새마을호까지 정차하는 장소로 발전한 변모에는 드라마
촬영지 요소 외에도 일출열차 운행이라는 수송 모빌리티가 작용했다. 정동진을
해돋이 명소로 만들기 위해 강릉시는 <정동진 해돋이 개발>에 대한 용역을 진
행했으며,52) 철도청에서는 1997년부터 새해와 설날을 전후하여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를 운행했다. 2000년 밀레니엄 공식 해맞이 축제 장소로 정동진을 지정
하는 등 일출이나 시간과 관련한 장소성을 만들기 위한 기획이 있었다. ‘탄광-폐
광’의 장소가 미디어를 빌린 철도 모빌리티와 결합하면서 관광명소로 재장소화
했다.
“시간의 움직임, 산업, 신체 능력, 개인의 모빌리티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얽

히고 풀리는 직물”53)이란 정의는 역동적인 장소의 본질을 반영한다. 특히 정동
진역은 변화하는 장소의 속성을 명징하게 드러낸 트랜스로컬리티의 대표적 공
간이다. 유명 영화 촬영지라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에게 식상한 장소가
되거나, 흥미가 식은 장소가 되기 마련이다. 드라마 <모래시계>를 모르는 젊은
세대까지 정동진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트랜스로컬리티의 역동성 덕분이
다. 동쪽을 상징하는 정동진이라는 장소명, 일출열차, 바닷가와 가장 가까운 기
차역,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물 건립(모래시계공원, 세계 최대의 해시계,
시간박물관) 등이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힐링을 선사하며 재공간화
를 이룬 것이다.

미학을 통한 탈시뮬레이션 전략｣, 뺷매체미학뺸,나남출판, 1998, p.201.)

50) “생활의 주요 공간들 사이에 위치한 이동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경로-길, 도로, 철도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간지점-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라운지, 휴게소, 카페, 레스토랑,
모텔 등-을 의미”(존 어리 지음, 강현수 외 옮김, 뺷모빌리티뺸, 아카넷, 2014, p.37.)
51)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옮김, 뺷철도여행의 역사뺸, 궁리, 1999, pp.216-217.
52) 화신엔지니어링, 뺷정동진 해돋이 개발계획뺸, 강릉시, 1998.
53) 피터 메리만·린 피어스 편, 김태희 외 옮김, 뺷모빌리티와 인문학뺸,앨피, 2019,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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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 모빌리티와 동해안의 경계 넘나들기
삼척·동해·강릉·속초·고성 등 동해안 지역의 해상이 지닌 지정학은 영동지역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징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동해안은 어민의 생계현장이자,
한국 최고의 해양관광지이기도 하다. 또한 신라시대에는 이사부 장군의 영토 확
장을 위한 출항지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삼척과 태백의 석탄이 동해의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수송되는 자원 수탈공간이었다. 강릉 정동진-안인은 6·25 한국전
쟁 당시 북한군이 최초로 침투한 지역이자 1996년 9월 15일 북한잠수함이 침투
한 현재진행형의 위기 지역이기도 하다. 1998년 동해항에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
된 해상 모빌리티는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으며, 2008년 관광객(박왕자) 피
살로 중단된 것은 분단의 비극을 증거하는 중층성을 띤다.
1945년 미국 정부는 일본 항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한반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소련군의 이동이 포착되자 미 백악관은 한밤중에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으며, 오로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간한 지도만을 지
참한 두 명의 하급 관리가 북위 38도선을 손으로 찍었다.54)

동해안의 트랜스로컬리티는 일본 제국주의와 남북의 분단과 연관성을 지닌
다. 일본 때문에 한국은 식민지와 6·25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현재진행형의 분단
비극이 동해안의 해안 철조망에 담겨 있다. 영화 《군함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려졌듯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광부들, 군함도가 식민지 역사를 왜곡하는 만큼
유네스코 등재 취소를 해야 한다는 논란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탄광사는 청산되
지 못한 진행형의 시간이다.
일본에 대한 영동지역의 반감은 이사부에 얽힌 이야기를 시로 창작하면서 민
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려 든다. 이사부는 해상 모빌리티를 통해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 장소인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한 역사적 인물이다. “삼척의 자랑스런
전사들이여/나아가자”(박종화, <물렀거라, 이사부 장군 나가신다>)55) 같은 시
54) 팀 마샬 지음, 김미선 옮김, 뺷지리의 힘뺸, 사이, 2020, p.167.
55) 박종화, <물렀거라, 이사부 장군 나가신다>, 뺷삼척문단뺸 27호, 삼척문인협회, 2018,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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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등장하는 해상 로컬리티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전의 자존심을 극복하는 일
이었을 것이다. 식민지의 서러움과 세계 질서 속에서 약자로 자리하던 한국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 이사부에 주목했다.
우산국 사람들이 항복 않고 계속 항전하자 꾀를 내어 나 김이사부는 우산국을 정
벌하였느니라. 나무사자를 만들어 털을 달고 그 안에 군인이 사자울음 소리를 내며
-정연휘, <김이사부의 말씀> 부분56)
우산국 국민들은 들으라/오늘부터 너희들은 신라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아낙네들
은 속옷까지 모조리 가져와 머릿수를 헤게 하고/남정네들은 성인봉 꼭대기 손 타지
않은 향나무 모조리 베어오고
-류재만,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이사부> 부분57)
힘차게 나가는 사자선의 위용을 보라 우뚝 선 젊은 선각자를 보라 해신은 이 사람
이구나 해양 영웅 이사부를 알아보고 삼척에서 울릉도 독도로 가는 뱃길을 열고
-김진광, <해양 영웅 김이사부> 부분58)

인용시 3편 모두 그러하듯, 이사부의 생애에 주목하느라 산문 성격을 벗어나
지 못하여 시적 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우산국 정벌에 나선 이사부
에 대한 소환은 영토 개척 없이 침략만 당하던 한반도의 역사를 조명하는 일이
기도 하다.59) 삼척-강릉 해상모빌리티는 이사부를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
는 지역의 재장소화 성격을 지닌다. “나무사자를 만들어 털을 달고 그 안에 군인
이 사자울음 소리”를 낸 선박 모빌리티로 독도를 정복한 사건에 착안하여 삼척
시가 ‘이사부 사자공원’을 건립한 것은 트랜스로컬티의 공간화라 하겠다.
“무진장의 석탄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철암과 묵호를 잇는/삼척철도가 부설
56) 정연휘, 뺷눈 속에 새 한 마리뺸, 해가, 2001, p.59.
57) 류재만, 뺷여기 울릉도, 오징어뺸, 그늘빛, 2017, p.17.
58) 김진광, 앞의 책, p.164.
59) “우산국 정벌은 신라 영토로 영역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시금 복속 관계를 관철
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강봉룡,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 의의｣, 뺷고대
해양활동과 이사부 그리고 사자 이야기뺸, 강원도민뺸, 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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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 하면/묵호의 석탄부두는 강제로 동원된 조선 사람들의/노동착취의 현
장”(정일남, <석탄부두>)60)이라는 시에서 나타나듯, 1941년 개항한 묵호항은
영동지역의 해상 모빌리티가 주목해야 할 공간이다. 묵호항은 삼척·태백지역에
서 생산하는 석탄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전진기지였다. 도계-묵호 간의 철도 모
빌리티는 수탈을 위한 해상 모빌리티의 직전 과정에 불과했다.
철로변에 막 부려진/웅크린 짐승 같은 석탄 더미 쪽으로/날쌔게 달려들면, 오 황
홀한 불의 씨앗!//묵호에서는/석탄 서리마저 아름다웠다
-정영주, <묵호, 그리고 겨울 동화> 부분61)

영동의 시인들에게 나타난 묵호항은 수탈현장이거나, 석탄적재장으로 기능한
다. 묵호 관련 연작시를 쓰기도 했던 정영주에게 묵호는 ‘어부와 석탄’이 뒤섞인
“떠돌이 사내들 몽땅 걷어다/바다에 내주고 탄광에 버려도/검은 입 다물고 침묵

하는 도시”( <아버지의 도시 2>)62)였다. “묵호항 큰 아가리배에도/석탄이 가득
실리는”( <아버지의 도시3>)63) 풍경이 가능한 것은 선박으로 석탄을 수송하는
항구와 대규모 저탄장이 있기 때문이다.
동해를 중심으로 해양시 창작에 천착한 류재만 역시 ‘어촌과 석탄’이 혼재된
묵호를 형상화한다. “가장 먼저 해체된 나루는 묵호진이다/일제강점기 때/일본
사람들이 무연탄을 가져가려고/근대식 항만을 만들면서부터다/무연탄 산지인
태백지역에서/비교적 가까운 거리”(류재만, <나루(8부)>)64)에서처럼, 장편서사
시 형식으로 구성한 <나루>8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개발한 묵호항을 다루고 있
다. 묵호의 지명 유래, 착암기와 화약발파로 향로봉을 들어낸 사건, 축항 공사에
나선 일본 토목기사(시오다)가 향로봉의 노여움을 사서 죽은 설화 등을 담았다.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던 북한이 1948년 남한의 총선거 실시에 대한 반감을
60) 정일남, <석탄부두>, 뺷한국탄광시전집2뺸, 푸른사상, 2007, pp.1275-1276.
61) 정영주, 뺷아버지의 도시뺸, 실천문학사, 2003, p.25.
62) 위의 책, pp.17-18.
63) 위의 책, p.20.
64) 류재만, 뺷나루뺸, 시와 사람, 2013, p.75.

372 한중인문학연구 69

품고 송전을 중단하면서부터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 모빌리티는 산업발전
에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남한 전력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급망인 영
월화력발전소는 석탄 확보에 힘겨웠다. 영월발전소 풀가동에는 월 4∼5만 톤의
석탄이 필요했지만, 영월광업소 생산량은 월 2만 톤에 불과했다. 70km 근방에
삼척탄광이 있지만, 열차나 트럭을 위한 교통망이 없었다. 삼척-서울, 삼척-부
산의 철도망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일본으로 자원수탈을 위한 개발이기 때문이
었다. 결국, 삼척탄광의 석탄 수송에는 묵호항-남해-인천을 우회하는 해상 모빌
리티가 동원되었다. 인천에서 다시 육로로 영월발전소까지 수송하는 철도 모빌
리티를 포함하면 3일이나 소요되었다.
식민지 수탈에서 시작한 영동의 석탄산업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의 산업근대
화를 이루고 영동선․태백선 등 철도 모빌리티 확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
1969년부터는 해상 모빌리티를 통해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65)
석탄 수송이 멈춘 묵호항은 어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재공간화가 이뤄진다.
“몇몇 사내들이 바다로 나가 바다가 되어/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녹등길 언

덕”(심은섭, <녹등길 25-1 사람들>)66)에서는 어민의 비극적 생애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해 뜨는 집’ 팻말 건 모텔/치즈냄새가 나는 ‘시드니, 라메르’ 카페들”
(이애리, <불임의 묵호항>)67) 에서는 관광객을 맞는 재장소화가 드러난다.

한편 북방한계선(NLL 북위 38도 33분) 외에는 남북이 합의한 해상 군사분계
선이 없던 터라 대규모 어선 피납은 서해보다 영동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처음으로 발생한 1957년의 덕길호를 비롯하여 31명의 어민이 피납된 1975년의
천왕호 등 10여 회의 어선이 납치됐다.68) “밤바다가 갑자기 휘황해지면서/남조
선 동무 환영하는 바이오//눈 없고 숨 놓은 발동기가/오징어가 내갈긴 먹물 쫓
다가/금 없는 금을 넘었다”(류재만, <신진호 월경>)69) 같은 작품은 1976년 8월
65) 대한석탄공사, 앞의 책, p.483.
66) 심은섭, 앞의 책, p.64.
67) 이애리, 뺷하슬라역뺸, 시와 에세이, 2011, p.64.
68) 뺷강원도민일보뺸, 200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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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나포된 신진호 사건을 다루고 있다. 류재만은 장시
<오징어, 놀다 가다>에서도 신진호 월경 사연을 더 다룬다. 피납된 다음에도 귀

환하지 않은 납북자가 많은 터라, 진행형 상흔이기도 하다.
영동의 해상에서 전개되던 모빌리티의 부정성은 지역을 긴장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곤 했다. 1968년 11월에는 해상을 통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1969년 3월에는 주문진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발생했다. 1969년 12월 11일에는

강릉공항에서 출발하여 김포로 향하던 KAL 비행기에 탑승한 강릉 주민 박승균
교사(경포중)를 비롯한 승객 및 승무원 51명이 납치되었다가 39명만 귀환한 사
건도 있었다.70) 돌아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김수영 시인의 처남 채헌덕(당시
강릉에서 병원 운영)도 포함돼 있다.71) 귀환한 경우라도 간첩 혐의와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연좌제 적용 등으로 자식들의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다.72)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동의 해안은 남북분단의 긴장을 확인하는 장소이
자, 분단의 비극을 체험하는 현장이었다. 정동진은 한국전쟁 당시 최초의 남침
지역으로 비극을 맞았으며, 평화의 시대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로 다시 분단의
현실을 일깨우는 공간이었다. “잠수함 타고 몰래 침투한/북한 무장 공비”(주재
남, <괘방산 안보 등산로>)73)라든가, “바람이 머물던 간이역에/북한 잠수함 들
어오고”(이보연, <정동진>)74) 등의 시는 무장간첩 26명을 태운 북한 잠수함이
정동진 인근 안인진리에서 좌초한 1996년의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
2001년에는 좌초된 북한잠수함을 정동진-안인에다 전시하면서 통일공원을

조성했다. 분단의 상처를 드러내는 비극적 장소는 잠수함 상설 전시를 통한 안
69) 류재만, 뺷여기 울릉도, 오징어뺸, 앞의 책, p.51.
70)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 협상의 경과와 성과｣, 뺷공청회 :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
방안뺸, 국가인권위원회, 2003, p.38.
71) 김현경·맹문재 대담, ｢특별 대담, 김현경의 회고담·10｣, 뺷푸른사상뺸, 2020년 여름호,
pp.220-221.
72) 이금순, ｢인권사안으로서의 납북자 문제｣, 뺷공청회 :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뺸,
국가인권위원회, 2003, p.60.
73) 엄마걱정, 앞의 책, p.136.
74) 위의 책,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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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교육과 지역관광 명소로 재공간화 되었다. ‘분단과 위협’이라는 긴장이 ‘볼거
리 관광과 통일 의지’ 등의 의식과 혼재하면서 정동진-안인 지역은 트랜스로컬
리티 지점을 형성한다.
해상 모빌티와 영동의 트랜스로컬리티 관점의 문제적 설정은 분단을 바라보
는 시선이다. 강원도 직제를 남한과 북한이 각각 나누고, 고성군 직제를 남한과
북한이 나누듯 영동지역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실존적으로 체화하는 공간이
다. 영동지역의 해상은 남북의 분단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라는 현실보다 극복
하고 싶은 소망이 더 간절한 공간이다. “찬 서리 내리기 전/숨길 끊어지기 전에/
통통배처럼 희미하게 정박 중인/아 빛바랜 산천”( <피안도>)75)을 노래한 장승
진에게서도 분단이 고착화된 세월이 묻어난다. “봇물 터지듯 남으로 북으로 달
리며/굴렁쇠 굴리며 이따금 휘파람도 불고/태양을 굴리듯이 둥글게 굴렁쇠를 굴
려보자”(이창식, <굴렁쇠>)76)는 외침은 영동지역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피터 애디는 해상 모빌리티를 설명하면서 ‘개인 요트 소유자와 유람선의 특권
적 모빌리티’, ‘여타 인프라 및 전지구적 자본을 이국적인 장소와 연결시킨 유람
선 모빌리티’ 등을 관광 산업에 연결했다. 그리고 ‘이동하는 화물에 내용을 담아
컨테이너화하는 화물 모빌리티’라든가, ‘어업과 영해 내 활동 등의 국가 해상관
리 전략’ 등을 해상 모빌리티 관점에서 다루었다.77) 모든 해안을 군사지역으로
설정한 영동지역의 해상 모빌리티는 ‘국가 해상관리 전략’에 맞닿은 셈인데, 관
광 모빌리티와 상충되면서 트랜스로컬리티의 역동성을 드러낸다.
정동진역을 가보면/비로소 보인다 바로 거기/철길과 바다를 가로막고/나를 가로
막고 비웃는 분단전선
-박남준, <동해전선에서 보내는 편지 1> 부분78)

75) 장승진, 뺷한계령 정상까지 난 바다를 끌고 갈 수 없다뺸, 천우, 1997, p.25.
76) 이창식, <굴렁쇠>, 뺷삼척문학통사뺸, 삼척문학통사발간위, 2011, p.342.
77) 피터 애디, 앞의 책, pp.363-368.
78) 박남준, 뺷풀여치의 노래뺸, 푸른숲, 199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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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태풍도 피해간다는 철조망
-김태수, <추암에서> 부분79)
우거진 철조망과 산병호와 핵지뢰/눈시울에 뜨거운 밀물 일어서고
-고형렬, <북한 하늘> 부분80)

동해안의 철조망은 분단이라는 민족 비극을 구체적으로 현현하는 사물이자
공간이다. 철조망을 두고 박남준은 ‘분단전선의 구체적 사물’로, 김태수는 ‘견고
한 분단 현실’로, 고형렬은 ‘곁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적대감 속의 남북 대치’로
각각 형상화했다. 철조망은 육지와 해안의 경계이자, 적이 침투할 수 없는 경계
의 선이며, 나와 적을 구분하는 타자의 경계선이다. 또한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 마주한 공간이기도 하다.
철조망이 당신과 바다 사이를 완강하게 가로막아 설 것이다/거기에다 방위병이
당신의 아래 위를 수상쩍게 훑어보기라도 하면/당신은 별수없이 동해를 포기하며 묘
한 공포감을 갖게 될 것이다/그리하여 철조망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안에서도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당신은 얼핏
거대한 수용소를 떠올릴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철조망이 버티고 있는 한 철조망 밖으
로/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도 당신이 불순분자가 아니라고/아무도 쉽게 증명할 수 없
게 되는 것이다/그것은 또 다른 조국으로부터의 잠입이나 탈출을 꿈꾸지 말라는/경
고이며 생명을 축낼 수 있는 고압선의 상징인 것이다/철조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까짓 동해를 버리고 간다 해도/철조망은 당신의 마음을 찢으며 한사코
따라올 것이다
-이상국, <철조망> 부분81)

철조망은 육지와 바다를 막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을 지키는 군인들로부
터 ‘불순분자’라는 의심을 받아야 하는 이념에 대한 자기검열이 이뤄지는 경계선
이기도 하다. 해안 철조망은 침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갈 수도 없도
79) 김태수, 앞의 책, p.48.
80) 고형렬, 뺷사진리 대설뺸, 창작과 비평사, 1993, p.14.
81) 이상국, 뺷우리는 읍으로 간다뺸, 창작과 비평사, 1992,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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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든 저지선이기도 하다. 타인을 막는 경계가 자신을 막는 “거대한 수용소”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조국”에서 명징하게 드러나듯, 이상국은 남과 북을 적대적
대치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외면하더라도 언젠가는 분단의 비극을 넘어야 할
과제라는 의미에서 “동해를 버리고 간다 해도/철조망은 당신의 마음을 찢으며
한사코 따라올 것이다”고 단언한다.
모빌리티는 고정물에 의존한다지만,82) 영동의 해상 모빌리티 수행을 위해 철
조망이 필요하다는 점은 비극이자 영동지역의 특이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모빌
리티 접근을 막아 남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안보전략에서 해안 철조망을 둘러
친 것이다. 영동지역의 해상 모빌리티는 이동을 막는 철책선, 경비 군인 등을 포
함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정체성을 보인다.
“갈매기들 흰 배 뒤집으며 끼룩거리는 여름/낯선 관광객들은 갯배를 타고 사

진을 찍는다/우리들 분단의 고통이/피서지의 추억이 되고/떠도는 삶이 구경거리
가 되는 동안/썩어가는 청초호”(이상국, <갯배 2>)83)에는 분단과 관광의 트랜
스로컬티 접점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의 시선은 고통의 장소에라도 기꺼이 관
광객을 받아들이는 상업자본의 현실에서 비켜서 있지만, 타자의 시선은 이미 분
단의 비극을 넘어 관광에 더 주목하고 있다. 동해안 지자체는 해양관광객의 경
관을 위해 철조망을 철거해줄 것을 군당국에 요구했으며,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
는 상황이다. 철조망의 철거는 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자, 평화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하다. 철조망은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증표이자 종전되
지 못한 휴전 상황의 남북대치의 증거물이기도 했다. 동해안의 철조망은 관광이
라는 흐름을 타고, 분단극복과 평화 고착을 향한 트랜스로컬리티의 상징이다.

82) “이동전화의 소통을 위해서는 케이블, 스위치, 배치의 방대한 고정적 인프라가 필요”(피
터 애디, 앞의 책, p.387.)
83) 이상국, 앞의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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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강원영동의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철도 모빌리티와 해상 모빌리티
를 통해 트랜스로컬리티의 접점을 살펴보았다. 철도 모빌리티에서는 강삭철도
와 삭도 그리고 정동진역을 중심으로 탄광·폐광·관광의 변화상을 살폈고, 해상
모빌리티에서는 이사부·묵호항·잠수함·철조망 중심으로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영동남부는 탄광촌에서 폐광촌을 거쳐 관광도시화를 위한 재장소
화를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영동지역의 철도 모빌리티는 일제의 자원수탈에 의
해 출발되었지만 산업 변화에 따라 공간변화를 끊임없이 이끌었다. 한국 산업근
대화와 탄광촌 형성이 그러하며, 석탄 사양화라는 산업 변화 이후에는 관광 모
빌리티를 통해 재장소화한 점이 그러하다. 영동지역은 식민지 수탈을 위한 철도
(해방 이전)-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중심의 철도(해방〜1989년)-탄광촌의

몰락과 폐역(1990년대)-관광객을 위한 철도(2000년대) 순으로 기능을 바꾼다.
정동진역에서 보듯 간이역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낭만적 공간으로 재장소화 했
다. 삼척과 강릉에서는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를 통해 관광객의 체험공간을
만들고, 추추파크라는 철도테마리조트가 들어선다. 강원도 탄광촌의 문화단체는
탄광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속의
영동지역을 준비하고 있다.84) 탄광유산을 글로벌 체재라 할 수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은 사라지는 탄광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살려낸다는 것이며, ‘탄광관광’이 하나의 기제로 산업 경계를 넘어 혼종성을 이루는 일이다. 탄광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이를 통해 글로벌한 산업교육의 현장으로 재장소화한다는 것
은 영동이 전유하는 트랜스로컬리티의 역동성이다.
영동 해안은 분단의 비극 현장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극복 공간으로 재장소화
하고 있다. 해상 모빌리티나 트랜스로컬리티 양상을 살피는 일은 영동의 해양문
학85)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 정벌에 나선 이사부를 조명한 시작품
84) “삼척 폐광지역활성화센터, 태백 탄전문화연구소, 정선문화유산연구소, 영월 탄광문화연
구소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학술문화단체가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
석탄 산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뺷연합뉴스뺸,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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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상 모빌리티의 세계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민족적 자부심을 확보하는 일이
기도 하다. 동해안 해상에서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분단
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지닌다. 관광이 분단극복과 평화의 영역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다. 육지의 휴전선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남북한을 잇는 해상공
간이란 특성이 초국가적인 공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다양한 트랜스로컬리티
를 형성한 셈이다.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철조망을 철거하는 일은 ‘육지-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고, ‘어민의 바다-관광의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고, ‘남북 경계-분단 극복과 평화’
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다양한 인식의 층위를 드러낸다. 북한잠수함을 전시하여
공원으로 꾸민 일 역시 ‘현실적 안보-흥미거리의 관광’이 혼종성을 이루면서 분
단극복을 향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영동의 해상에는 어선 피납이나
철조망으로 드러나는 분단의 현실이 전달하는 긴장과 위협, 이것을 망각하고픈
평화, 그리고 종종 위장된 평화가 가져오는 통일 의지의 방해 요소가 출렁이고
있다. 철조망의 철거가 ‘나와 타자’의 경계를 넘어서고,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서는 상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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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ce Reinterpretation of Gangwon Yeongdong Literature through Mobility
and Translocality
Jeong, Yeonsoo
Railway mobility, which was used to transport coal, has experienced a crisis
since a lot of coal mines were closed. However, Yeongdong area overcomes the
limitations caused by mass closure of way stations,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ourism mobility by constructing ropeway villages or railroad theme parks.
The fact that one area which used to be a coal mine has turned into an
abandoned mine, and now into a tourist destination means dynamic
translocality that a village can show us. Jeongdongjin Station is the typical
example of translocality. In light of mobility, a train station is only an
in-between space. Nevertheless, it is special in that it can also be a tourist
destination.
From the viewpoint of maritime mobility, the focus was on Isabu, Mukho
Port, submarine, and wire entanglements which are used as subject matters
in modern poems. The East Coast is the place where we can feel the spirit of
Isabu, who set out to conquer Tsushima Island, Japan. It was also used as a
channel through which Japanese imperialism exploited coal resources, as
confirmed through Mukho Port. The coastal wire entanglements that defend
against enemy invasion are a kind of symbol that shows the tragedy a divided
nation occurs in everyday life. These days, coastal wire entanglements has been
subject to demolition due to its ugly looks. This suggests a kind of translocality
that goes beyond the boundaries in between. Examining railroad mobility and
maritime mobility appearing in poems related to Yeongdong area is not only
expanding the range of its literature, but also securing regional diversity.
Keyword

Coal mine, tourism, division, wire entanglements, mobility,

trans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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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说<孔乙己>话语中的权势性人际意义研究

朴成日*

국문요약

위계성 상호관계적 의미 범주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이며, 또한 인간
의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범주이기도 하다. 현대 중국어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 논문에서는 중국 작가 루쉰의 소설 <쿵
이지>에서 반영되는 대화참여자 관계를 분석하고, 소설 담화에서 위계성 상호관계적 메타기
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실현 방법들을 기술하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에서 어휘의 격식성 여부 및 그 차이가 위계관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 기능을 수행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문학작품에 대한 언어적 이해와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의 위계성 연구 및 중국어의 높임 표현 연구 발전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체계기능언어학, 소설 담화, 위계성, 격식성, 등급, 상호관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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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语言作为社会中人与人之间有意义的活动和行事手段，必然反映包括交
际参与者之间的社会地位和亲疏关系在内的各种人际关系。韩礼德认为，“语
言除具有表达讲话者的亲身经历和内心活动的功能外，还具有表达讲话者的
身份、地位、态度、动机和他对事物的推断、参加社会活动、建立社会关系等
功能。语言的这一功能称作‘人际功能’”1)。表示人际功能的语义体系又称作人
际意义，人际意义系统包括互动(interctive)、评价(evaluative)、权势(power)
语义范畴 。其中权势性人际意义，即权势意义是指 “满足不同正式程度的场
合、不同社会人的社会等级地位和身份以及它们之间的亲疏关系而选择的语
义特征”2)。它常常在整个小句、段落甚至整个话语中，由词汇、语法等多种
资源实现。例如：
（1）孔乙己喝过半碗酒，涨红的脸色渐渐复了原，旁人便又问道，“孔乙己，你
当真认识字么？”孔乙己看着问他的人，显出不屑置辩的神气。他们便接着说道，
“你怎么连半个秀才也捞不到呢？”孔乙己立刻显出颓唐不安模样，脸上笼上了一层
灰色，嘴里说些话；这回可是全是之乎者也之类，一些不懂了。在这时候，众人也
都哄笑起来：店内外充满了快活的空气。（<孔乙己>以下简称<孔>p14）

上例是鲁迅短篇小说<孔乙己>中的一段话语。在这部作品中，孔乙己是
一个没落的知识分子 ，再加上他性格和人品上有缺陷，经常被周围的人嘲
笑，成为被鄙视的对象。这种鄙视与被鄙视的交际角色之间的关系在这一段
话语中体现了出来3)。这一话语的基本构成单位是“语素”，如“众人也都哄笑起
1) 朱永生、严世清、苗兴伟,『功能语言学导论』,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4，p148.
2) 彭宣维,『语言与语言学概论』,北京大学出版社, 2011.p21.
3) 关于“话语”、“语篇”、“篇章”，与这些术语对应的英语为text和discourse。但是国际学
界对这两个术语没有统一的看法，汉语学界也存在一定的分歧。对text和discourse比较
常见的翻译有：text译成“语篇”、“篇章”、“文本”、“话语”; discourse译成“话语”、“语
篇”、“语段”。本文为了与系统功能语言学中的三大元功能（概念功能、人际功能、语
篇功能）区分，将用“话语”来指称text和discourse。关于“语篇”和“话语”的概念，可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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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中的“哄”和“笑”；其次是词，如其中的“哄笑”、“也”、“都”等等；再次是词
组，如“不屑置辩”与“颓唐不安”；再往上是短语，如“捞不到”、“快活的空气”
等；然后是小句，“你当真认识字么？”与“你怎么连半个秀才也捞不到呢？”；
小句之上是复句，如“在这时候，众人也都哄笑起来：店内外充满了快活的空
气”；复句之上还有段（落）、节/章、部/篇。以上我们可以看出，孔乙己和旁
人（短衣帮）之间相互鄙视、嘲讽的人际意义的权势关系是通过这些语素、
词、词组、短语以及小句等层面体现出来的。
系统功能语言学认为“主观性”体现了语言的人际意义，英语的人际功能
主要是通过mood和modality等范畴体现4)。与英语相对应的汉语的术语大体上
是指语气、情态。“语气”这一术语在汉语界最早出现应为1710年袁仁林的『虚
字说》中，他将 “语气 ”定义为 “凡其句中所用虚字 ，皆以托精神而传语气者

”5)。狭义上的“语气”指表示陈述、疑问、祈使、惊叹等语义。“情态”主要由情
态助动词和情态副词来实现。从话语角度考察汉语人际意义的研究比较活
跃，但大部分研究侧重分布在评价和互动方面，权势关系人际意义角度的研
究并不多见。管淑红·王雅丽 (2006)，彭宣维 (2011)，张恒君 (2014)，司显柱

(2016)等研究部分涉及到了权势意义。管淑红·王雅丽(2006)根据韩礼德人际功
能理论和Martin的评价系统理论，阐述了权势关系理论基础上，讨论了实现小
说话语的词汇、语法、语篇的人际意义，尤其是评价英语小说人物权势关系的
多种手段。彭宣维(2011)在第五章以“词汇的权势语义特征及其相关范畴”为主
题，对现代汉语中词语的权势语义特征做系统阐述，以说明这一语义范畴的
普遍性及其重要性。虽然只涉及到了词汇层面，但该文建构了权势语义系统
网络图，权势意义研究提供了理论基础。张恒君(2014)则在第六章“祈使句功
能行为分析”章节里，从句法层面比较详细地分析和描写了祈使句的“权势”、

“礼貌”、“亲疏”等人际功能。认为祈使句的人际功能包括施行和维护权势、宣
考黄国文，「语篇分析与话语分析」，『外语与外语教学』，第10期,2006.

4) 胡壮麟,系统功能语言学的社会语言学渊源，北京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8:95
5) 진준화，「중국어 어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중국언어연구』2018，77권,p60. 关于
汉语的“语气”、“情态”等概念及分类진준화（2018，2019）做了详细叙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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泄消极情感、维护和谐的人际关系、拉近双方关系、尊重或认可听话人的权
势、疏远双方的关系。司显柱(2016)的第七章从系统功能语言学视角，基于不
同文本，即对信息类语篇、表情类语篇、感染类语篇的实证研究。其中，小说
属于表情类文本，对<孔乙己>英译语篇的质量做了评估。

<孔乙己>是中国现代小说的典范之一，具有很高的审美价值，语言高度
凝练。本文拟从系统功能语言学角度分析小说<孔乙己>中人物角色之间的权
势关系，描写实现权势性人际意义的词汇、句法形式，并从小说话语层面解释
权势性人际意义。权势语义范畴普遍存在于各语言中，该范畴的深入研究有
利于揭示各语言的礼貌和敬语体系。通过此类研究也能更准确地揭示小说话
语中作者是如何运用语言形式来体现人物之间的权势关系的，以便帮助读者
更准确地理解作品。

2. 权势性的意义及其分类
由于社会的分工、等级制度、传统习俗等原因会造成人与人之间的社会
关系的一定差异和距离。当这种差别介入到言语交际时，有权势一方的交际
风格通常会处于强势，而非权势的一方则会处于弱势，这就造成了权势关系
的对话方式。其中体现出的这种社会交往场景和交往者之间的权势关系我们
称之为“权势性”。这种权势关系通常包括三个方面6)。第一，由参加者之间的
社会等级距离和心理距离（熟识程度）确立的人际关系；第二，由交际场合的
庄重程度确立的交际情景的庄重性；第三，由交际内容的专业化程度确立的
专业性。例如：
(2)听人家背地里谈论，孔乙己原来也读过书，但终于没有进学，又不会营生；
于是愈过愈穷，弄到将要讨饭了。幸而写得一笔好字，便替人家钞钞书，换一碗饭
吃。(<孔>p13）

6) 有关权势性意义的理论部分参考了彭宣维『语言与语言学概论』,北京大学出版社,201
1，pp146 -152，举例均出自<孔乙己>语料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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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直起身又看一看豆，自己摇头说，“不多不多！多乎哉？不多也。”于是这
一群孩子都在笑声里走散了。(<孔>p15）

小说<孔乙己>中的“我”是个连伺候短衣帮主顾都不够资格的几乎没受过
教育的小伙计，全文就是通过这样的一个“我”，用无知的、无动于衷的口吻所
做的白话的、口语体的叙述 ，所以整个小说的词汇在整体上正式性是不高
的。如例(2)中出现的“讨饭”、“换一碗饭吃”都是口语化的、正式性不高的词
汇。相反，小说中的“孔乙己”则是一个因读过圣贤书而自觉高人一等总向别人
卖弄文墨的所谓读书人，而作者也是通过孔乙己满口夹杂“之乎者也”的半文言
的、书面语意味浓重的语言来达到“文如其人”的效果的。如例(3)中孔乙己对
孩子们使用的“多乎哉”、“不多也”就是极为书面化的、正式性很高的词汇。再
如：
（4)孔乙己便涨红了脸，额上的青筋条条绽出，争辩道，“窃书不能算偷……窃
书！……读书人的事，能算偷么？”(<孔>p13）

(5) 掌柜仍然同平常一样 ，笑着对他说 ，“ 孔乙己 ，你又偷了东西了 ！”(
<孔>p15）

例 (4)和 (5)中“窃 ”和 “偷 ”二者是一对同义词，“窃 ”为正式语、书面语，

“偷”为一般用语，出现在口语性话语中更自然。它们经验意义相当，所不同的
是两者的权势性人际意义不同，即此二词构成一种同义变体，体现不同的正
式性价值。相比较而言，“偷窃”一词则可以出现在带有一定庄重性的语境中。
例如：
(6)可惜他又有一样坏脾气，便是好吃懒做。坐不到几天，便连人和书籍纸张笔
砚，一齐失踪。如是几次，叫他钞书的人也没有了。孔乙己没有法，便免不了偶然
做些偷窃的事。(<孔>p13）

“偷窃”不仅可以出现在口语性语境里，也可以出现在非口语性语境里，
因此“偷窃”应该是一个介于“窃”和“偷”之间，带有中性特征，即带有“零正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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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词汇。而“偷”出现在正式语境中的几率很低，是一个带“低正式性”的词
汇。“窃”的正式性最高，为正值(+)；“偷窃”居中，可设为零值(0)；“偷”的正式
性最低，为负值(-)。由此形成的等级模式就是权势性的等级系统(Hierarchical

System of Power)，或称级差意义模式。正式性成分成对或延续出现的分布现
象称为权势特征的延续性，而有的高正式性成分没有相应的中性或低值成
分，或有的低值或零值成分没有相应的同义性高值成分，这样的分布称为权
势特征的离散。
权势语义特征是由相应的情景要素生成的。如“窃”多用于庄重场合或者
说话人与听话人之间存在一定社会等级距离或心理距离的情境中，而“偷”主要
出现在比较随意的口头交际情境中。
称呼语也常体现出权势性人际意义。如用“姓+社会职位”或“姓+先生/女
士”称呼语还是直呼其名甚至用绰号，其权势性意义截然不同。前者多用于庄
重场合，用于下对上或平等尊敬权势关系中；后者则多用于比较随意的交际
场合，用于上对下或亲密平等的权势关系中。例如：
（7)因为他姓孔，别人便从描红纸上的“上大人孔乙己”这半懂不懂的话里，替他
取下一个绰号，叫作孔乙己。孔乙己一到店，所有喝酒的人便都看着他笑，有的叫
道，“孔乙己，你脸上又添上新伤疤了！”……这一回，是自己发昏，竟偷到丁举人
家里去了。他家的东西，偷得的么？”(<孔>p13,p15）

例(7)中“孔乙己”这个称呼的来历是因为孔乙己姓孔，别人就从练字本上
的“上大人孔乙己”这半懂不懂的话里替他取了一个绰号，叫作“孔乙己”，所以
连名字都算不上，显然“孔乙己”这一称呼的正式性程度是相当低的，短衣帮喝
酒时嘲讽孔乙己的话语中反复出现。相反，对打断孔乙己的腿使他终身残疾
的丁举人，人们却总是用“姓+社会尊称”来称呼的，它的正式性自然要比“孔乙
己”这一称呼高出很多，也多用于酒店老板和顾客的谈话中。从“孔乙己”和“丁
举人”这两个称呼中体现出的庄重程度差异就是正式性差异，不同的称呼反映
了与被称呼人间的不同的权势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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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特定专业有关的话语在一定场合也能显示出其权势特征，使用专业性
强的词汇的一方在权势关系上容易处在有利地位。例如：
(8)穿的虽然是长衫，可是又脏又破，似乎十多年没有补，也没有洗。他对人说
话，总是满口之乎者也，教人半懂不懂的。(<孔>p13）

(9)孔乙己显出极高兴的样子，将两个指头的长指甲敲着柜台，点头说，“对呀对
呀！……回字有四样写法，你知道么？”(<孔>p14）

孔乙己经常使用“之乎者也”、“君子固穷”等这类让人半懂不懂的文言文来
炫耀自己是个读书人，以此来显示自己跟这些短衣帮的不同。例(9)中就是想
用“回”字的四种用法在专业性方面来压制酒店伙计，从而想在权势关系占据上
风。
这些具体的具有相同或者相近的经验特征的成分集合为不同语用情境提
供了大致或完全匹配的备选语义特征 ，这些成分之间的差异就是正式性差
异。权势语义系统网络图如下7)：

正式性
权势性

专业性
距离性
庄重性
连续性

级差
离散性

上图中正式性是一个人际性的语义范畴，具体表现在庄重性、距离性、
专业性三个方面。由于权势性具有级差特征，因此具有级差意义的正式性就
是权势性。权势性人际意义具有可选择的语义特征，可以满足不同正式程度
的场合、不同社会人的社会等级地位和身份以及不同的亲疏关系。如“窃”和
7) 该网络图引自彭宣维,『语言与语言学概论』,北京大学出版社, 2011.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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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偷”，两者经验意义相当，所不同的是权势性人际意义，即前者一般在正式场
合使用，后者一般在普通场合使用。这两个词构成一种同义变体，体现不同的
正式性价值。还有，对长者说话，所选词汇的正式性意义就会高一些，而长辈
对晚辈，就会低一些。又如，如果彼此之间关系亲近，私下交谈中的用词可能
会显得随便些。对于绝大多数词汇来说，都会在同义性的基础上形成等级特
征。总之，社会等级距离、人际心理距离、语用场合的正式程度以及话题的专
业化程度等情景权势因素是诱发和产生权势性人际意义的前提和根源。

3. 小说话语中的权势性人际意义
韩礼德把人在社会中所扮演的角色分为“社会角色”和“交际角色”。在言语
交际中，权势大的一方由于其所扮演的社会角色具有一定的主导性，所以在
一些场合，特别是在需要显示其威望和权力的语境下，他们在交谈的语势、语
态上常表现出傲慢、自信、专横和不容辩驳的姿态，并多用指示、命令、甚至
斥责和教训的口吻说话。但是在日常生活中，人们扮演的角色作用并不是恒
定不变的，所使用的语言往往也会随语境的变化而变化。有时社会角色不再
占主导地位，相反交际角色会成为某一特定场合的主要特征，这种角色之间
的转变常常由交际的性质决定，并通过各种语言形式来体现8)。
在交际中，我们不可能只使用单个句子，通常是使用几个、几十个甚至
更多的一些句子。这些句子不是杂乱无章地堆砌在一起的，而是句与句之间
存在着功能、形式上的延续性。我们要把这些大量的看似散乱的句子联系起
来，形成一个整体来考察。上一节我们所考察的各种表示权势意义的语言形
式在话语中也都不是杂乱无序地罗列出来的，而是在话语中出现的一部分词
汇、短语、小句等话语单位以或重复、或由其他词语替代、或共同出现等方式
在语义上有机联系起来的，使全文形成了话语的权势意义关系。这些语言形
式在词性或结构上可能略有不同，但是基本语义不变，相互之间存在语义上
8) 管淑红·王雅丽,「小说话语的人际意义--试析“Blackmail”中人物的权势关系」,『外语
与外语教学』,第4期.200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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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联系形成了话语的衔接力。下面我们从社会角色和交际角色角度对权势性
人际意义做进一步考察。

1）交际参与者的社会角色
小说<孔乙己>中涉及到了鲁镇上形形色色的人物，除了孔乙己外，还有
做工的人(短衣帮 )、酒店伙计(我 )、丁举人、酒店掌柜等 。做工的人穿着短
衣，所以叫作“短衣帮”，他们是靠出苦力挣得几个小钱的社会地位低下、生活
贫困的社会底层群体。以丁举人、酒店掌柜为代表的长衫客则属于生活富裕
在鲁镇享有很高社会地位的头面人物。对于以上这些人物，小说中是这样描
述的：
（10）做工的人，傍午傍晚散了工，每每花四文铜钱，买一碗酒，……靠柜外站
着，热热的喝了休息；倘肯多花一文，便可以买一碟盐煮笋，或者茴香豆，做
下酒物了 ，如果出到十几文，那就能买一样荤菜，但这些顾客 ，多是短衣
帮，大抵没有这样阔绰。只有穿长衫的，才踱进店面隔壁的房子里，要酒要
菜，慢慢地坐喝。(<孔>p12）

例(10)中描述“短衣帮”和“长衫客”所用的语言表述截然不同。构成短衣帮
的话题链为“做工的人……短衣帮……靠柜外……站着……买一碗酒”；长衫客
的话语链为“穿长衫的……踱进房子里……坐喝……要酒要菜”。在咸亨酒店，
做工的人穿短衣，散了工后，花四文铜钱，买一碗酒，靠柜台外站着喝，也舍
不得多出一文钱去买一碟盐煮笋或者茴香豆作下酒菜。而穿长衫的长衫客，
才踱进店面隔壁的房子里，要酒要菜，慢慢地坐喝。二者的权势关系的差异在
衣着、动作、座位、点的菜等一系列的比较中明显分化出来，尤其是这里的

“踱进”除了“走进”的概念意义外，还用表现特有步态这一体态语表现了“长衫
客”因有钱有闲而生的悠游和自信，以此来炫耀自己的优越身份和地位。
在咸亨酒店的客人中，孔乙己的身份则比较特殊，他是唯一一个“站着喝
酒而穿长衫”的人，又是所谓读过书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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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孔乙己是站着喝酒而穿长衫的唯一的人。……穿的虽然是长衫，可是又脏又
破，似乎十多年没有补，也没有洗。他对人说话，总是满口之乎者也，教人半
懂不懂的。…… 他不回答，对柜里说，“温两碗酒，要一碟茴香豆。”便排出九
文大钱。(<孔>p13）

以上话语中孔乙己的人物形象话题链为“穿长衫……又脏又破……满口之
乎者也……站着喝酒……两碗酒……一碟茴香豆……排出”。长衫是当时社会
身份的一种象征性符号，指向的是社会上流阶层人物和这一类人理想的生活
方式。孔乙己是个乞丐一样的人，却固执地穿着长衫，就是渴望跻身于这一社
会阶层的具体表现。他穿的虽然是长衫，可是却又脏又破，根本不是长衫客应
有的体面形象，因读过圣贤书又自觉高短衣帮一等，一心认为自己理应列于
长衫客阶层。而孔乙己在经济上穷困潦倒，以至于在酒店伙计眼中也是乞丐
一样的人物，但却从内心里不屑与短衣帮为伍。在点菜、掏钱的一系列场景
中，孔乙己在众人面前要了两碗酒，再要一碟茴香豆下酒，并“排出”九文大
钱，是想通过这些行为来显示自己的“阔绰”，以说明自己跟这些短衣帮是不一
样的。事实上，人物间真实的权势关系是，穿长衫的人不管在社会地位、经济
地位等方面都与孔乙己形成上对下的权势关系；短衣邦和孔乙己则同属于一
无所有的社会弱势阶层，是处于互相轻视的平等权势关系；相对于年方十二
岁的酒店伙计，孔乙己则在年龄和学识上都处于上位，应属于下对上的权势
关系。但孔乙己的这些语言和行为都是他在主观上对这些现实权势关系不认
可和不接受的，当然这种他的挣扎也是无力而徒劳的。

2) 权势性交际策略的使用和失败
在咸亨酒店，孔乙己的特殊身份、经济状况、性格品行等因素导致交际
过程中他处处受挫。本节我们将分析在不同的交际角色关系中，作者如何表
现孔乙己是怎样一次又一次地被否定的，其中权势性人际意义又是怎样体现
出来的。
我们先看短衣帮和孔乙己之间的权势意义。短衣帮和孔乙己在经济上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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属赤贫阶层，又同样受着社会强势阶层的压榨，本应是同命相连的关系。但孔
乙己却总以高人一等的读书人身份自居，却不但生计难以为继反而染上偷窃
恶习，落得个被短衣帮都不齿的境地。所以，每当孔乙己一到店，所有喝酒的
人都看着他笑，又叫又嚷，拿他取乐，而此时的孔乙己却更加极力要凸显自己
读书人的身份来维持可怜的自尊。例如：
（12）孔乙己一到店，所有喝酒的人便都看着他笑，有的叫道，“孔乙己，你脸
上又添上新伤疤了！”他不回答，对柜里说，“温两碗酒，要一碟茴香豆。”便排出
九文大钱。他们又故意的高声嚷道，“你一定又偷了人家的东西了！”孔乙己睁大眼
睛说，“你怎么这样凭空污人清白……”“ 什么清白？我前天亲眼见你偷了何家的
书，吊着打。”孔乙己便涨红了脸，额上的青筋条条绽出，争辩道，“窃书不能算
偷 ……窃书 ！……读书人的事 ，能算偷么 ？” 接连便是难懂的话，什么 “ 君子固
穷 ”，什么 “ 者乎 ” 之类 ，引得众人都哄笑起来：店内外充满了快活的空气 。(

<孔>p13）

以上话语中短衣帮对孔乙己的用词都是“叫 ”、“嚷 ”、“孔乙己”、“又偷
了”、“吊着打”等正式性很低的语言形式。其中“嚷”跟“故意”、“高声”等词汇一
起使用，凸现其负面意味形容这些短衣帮声音很大、喧哗吵闹打扰别人，又表
现出对受话人孔乙己的极不尊重。又用“一定”、“又”、“了”等词来确认孔乙己
的偷窃行为，对何家把孔乙己“吊着打”的事情也直截了当地揭露出来，从而把
孔乙己的地位降至最低点，坐实了他是一个懒惰的、一无是处的可鄙之人。当
孔乙己说他们“污人清白”为自己辩解时，作者用“什么清白”反问、嘲讽，直接
否定了孔乙己自认为的“清白”，也否定了他所剩无几的自尊。
这时候，孔乙己还涨红脸，额上的青筋条条绽出极力地为自己争辩，不
甘与短衣邦同流合污。他为自己辩解时用了“污人清白”、“窃书”、“读书人”等
正式性高的词汇，试图提高庄重度，拉开与短衣帮的距离。话语中的“窃”和

“偷”为例，二者是一对同义词，“窃”为正式语，“偷”为一般用语。孔乙己用“窃
书不能算偷”为自己辩白，一是表现了他的迂腐，咬文嚼字；二则表现了他的
等级观念，连偷东西都分等级，读书人偷书不能算偷，不读书的人或短衣帮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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书才算偷。“窃”和“偷”两者经验意义相当，所不同的是两者的权势性人际意义
不同，即此二词构成一种同义变体，体现不同的正式性价值。最后孔乙己使用

“君子固穷”，“者乎”之类让人一些听不懂的文言，试图用这种专业性高的词汇
来提高正式性，反而适得其反，引来的众人进一步的哄笑。其他类似的还有几
处，如：
(13)孔乙己立刻显出颓唐不安模样，脸上笼上了一层灰色，嘴里说些话；这回可
是全是之乎者也之类，一些不懂了。在这时候，众人也都哄笑起来：店内外充满了
快活的空气。(<孔>p）

(14)直起身又看一看豆，自己摇头说，“不多不多！多乎哉？不多也。”于是这一
群孩子都在笑声里走散了。(<孔>p15）

例(13)中孔乙己被众人说中了心里的伤痛后，为自己辩解用了这些短衣帮
们肯定听不懂的文言文，借此来提高语言的正式性。然而受话人却当玩笑
听，众人都哄笑起来，孔乙己的交际策略也随之失败。例(14)，当把很难懂的
古文用到跟孩子的对话中时，已经不是提高权势了，而是显得极为不当，甚至
是滑稽了。
还有，下面的话语是小说中孔乙己被短衣帮顾客嘲笑一番后跟一个在咸
亨酒店当伙计的“我”搭话的情景，并描述了“我”对孔乙己的态度。
(15)孔乙己等了许久，很恳切的说道，“不能写罢？……我教给你，记着！这些
字应该记着。将来做掌柜的时候，写账要用。”……孔乙己显出极高兴的样子，将
两个指头的长指甲敲着柜台，点头说，“对呀对呀！……回字有四样写法，你知道
么？”(<孔>p14）

孔乙己在受到短衣帮们的围攻和嘲讽后，迫于无奈，转向和比自己年龄
和学识低得多的孩子对话，谈论的是与自己专业有关的话题，这明显有利于
提高自己的权威。例(15)是所谓知识分子孔乙己教无知的酒店伙计“我”认字的
场面。学识方面孔乙己处于绝对优势的地位，这时的话语具有了专业性的权
势特征。这种权势性意义具体体现在“怎样写的？”、“不能写罢？”、“记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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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应该记着”、“写账要用”等语言上，构成了孔乙己对“我”的专业性权势语义
链。虽然孔乙己在话题的专业性方面都明显处于权势地位，但他想卖弄文墨
的话语每次都被酒店伙计以无动于衷的口吻否定掉了。例如：
(16)我想，讨饭一样的人，也配考我么？便回过脸去，不再理会。……又好笑，
又不耐烦，懒懒的答他道。(<孔>p14）

上例中“讨饭一样的人”、“配……么”、“便”、“不再理会”、“好笑”、“不耐
烦”、“懒懒的”等正式性低的语言形式体现“我”对孔乙己的蔑视和反感。
同时，以掌柜和丁举人为代表的长衫人物并不因为孔乙己穿了长衫就将
其视为同类，也并不把他当作一个真正的读书人看待。这些人不仅不尊重孔
乙己，反而竭要力摧毁他的理想，想从精神上和肉体上对他进行双重迫害。掌
柜不仅从孔乙己身上赚取钱财，还对孔乙己实施精神上的打压。掌柜平时是
一副凶脸孔，而每次孔乙己到店，掌柜就这样问他，引人发笑，拿孔乙己取
乐。
（17) 掌柜仍然同平常一样，笑着对他说，“ 孔乙己，你又偷了东西了 ！”(
<孔>p15）

这里掌柜使用语气副词“又”，助动词“了”以及句末的语气助词“了”。助动
词“了”只能附着在动词或某些形容词的后边，表示动作行为或性状变化已经完
成，经常出现在句子的中间，不能去掉。语气助词“了”用在感叹句句末，以加
强对作为一种新情况的现象的感叹。这些语言言词刻薄，语气直截了当，认为
孔乙己的钱来路不清不白，把“偷”当常态，做既成事实。并且当孔乙己来店
时，也允许其他人附和着笑，参与到嘲笑孔乙己的队伍中去，因为在掌柜眼
里，孔乙己本来就是一个可笑之物。
孔乙己因偷窃而不幸被人打断了腿，身体残疾、精神萎靡。那之前孔乙
己还跟短衣帮争论不休，为自己辩解，而如今他的举止、动作跟以前完全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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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例如：
（18）见他满手是泥，原来他便用这手走来的。……见了我，又说道，“温一碗
酒。” …… 他从破衣袋里摸出四文大钱，放在我手里。(<孔>p15）

例(18)的“走来”本来只是表示概念意义的普通动词，而小说中跟“用手”一
起使用增添了不同的人际意义。“摸出”是孔乙己为了享受的最后一次喝酒的机
会到咸亨酒店掏钱付款的动作。“用手走来”、“摸出”这些词也表达了作者对孔
乙己悲惨命运的最后同情。

4. 结语
这篇论文基于系统功能语言学理论，并以鲁迅小说<孔乙己>作为语料考
察分析了权势性的人际意义。社会等级距离、人际心理距离、语用场合的正式
程度以及话题的专业化程度等情景权势因素，是诱发和产生权势性人际意义
的前提和根源。这种权势关系又是通过词、词组、短语以及小句等层面体现出
来的。本文主要从词汇层面分析处于各种权势关系中的语言使用情况，并举
例说明了小说<孔乙己>中交际参与者之间的社会角色关系以及权势性交际策
略的有效使用和失败的案例。这是对汉语权势性人际意义研究的一种新的尝
试，也期待对汉语敬语系统的研究起到积极建设性的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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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unctions of Hierarchial and Interpersonal Meanings Shown in
Discourse in the Novel, <Kong Yiji>
Piao, Chengri
Categories of hierarchial and interpersonal meanings are universal
characteristics shown in most of language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human social activities. The problem that there is little discussion on these
parts has been raised in studies on modern Chinese language. This thesis
analyzed participants in conversations reflected in 『Kong Yiji』, a novel by Lu
Hsun who is a Chinese writer and described and analyzed linguistic realization
methods which carry out hierarchial and interpersonal metafunctions in
discussion in the novel. This study could be found the hierarchial and
interpersonal meanings are generally realized by lexical methods in Chinese
language and are being carried out as lexical formality and its differences create
the hierarchial relationship in the thes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development of linguistic understanding of the literary works, the study on
hierarchy in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the study on honorification
expressions of Chinese language.

Keyword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Discourse in the novel, Hierarchy,

Formality, Class, Correlation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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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代呼伦贝尔八旗副都统品级总管盐菜银研究

白慧贤*

국문요약

옹정(雍正)10년에 설립된 후룬베이얼(呼伦贝尔) 팔기의 장병들은 출정 시 규정된 액수의
염채은(盐菜银)을 받았다. 이는 헤이룽장장군(黑龙江将军) 산하 치치하얼(齐齐哈尔),헤이룽
장성(黑龙江), 머르건(墨尔根) 등의 성에 주둔한 팔기 장병과 같았다. 이후 후룬베이얼 팔기
의 총지휘관인 통령(统领)은 부도통함총관(副都统衔总管, 1743)과 부도통(副都统,1881)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들은 전투에 출정하지 않아도 염채은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다.그들의 수행
원 역시 매월 염채은과 식량의 절반을 생활 보조금으로 받았다. 함풍 연간 이후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각종 지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재정 정책이 변화했다. 이때 후룬베이얼 팔기에 지
급하는 염채은도 감축되었다. 염채은 축소 정책으로 인해 군비의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
지만, 후룬베이얼 팔기 장병의 생계는 점차 악화되어갔다.
주제어

청대, 후룬베이얼팔기, 부도통총괄, 염채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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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所谓盐菜银，是指清廷按月发给出征或出差官兵的生活补贴，既例支月饷外的副
食津贴，又称“盐菜银两”，满语曰“dabsun sogi menggun”,泛指日常最基本的生活消
费。呼伦贝尔地方主官因多系自内地调用，除按月领取盐菜银外，按例在本任之上也
支领自身及随从“口粮”，满语曰“anggala i bele”。学界对呼伦贝尔八旗的设立及其
历史沿革较为关注1)，而对呼伦贝尔盐菜银制度的研究较为薄弱。有关清代盐菜银制
度，从仅有的研究成果中，以陈锋和黄惠贤两位学者的研究最具代表性。陈锋在뺷清
代军费研究뺸2)中，探讨了清代在京官兵、驻防官兵与蒙古官兵的出征盐菜银及其演
变轨迹。黄惠贤、陈锋뺷中国俸禄制度史뺸探讨了清代八旗及绿营官兵出征盐菜银，并
论及俸禄制度与吏治军政及与财政经济之关系。3)学界大都从宏观层面上进行探讨，
对雍正以降呼伦贝尔八旗副都统衔总管等官的盐菜银关注不足，档案资料也未能得到
充分地利用。
本文在前人研究的基础上，以清代呼伦贝尔八旗副都统衔总管等官盐菜银制度为
视角，以相关满、汉文档案资料为依据，结合官书史志，具体阐述清初呼伦贝尔八旗
副都统品级总管半分盐菜银的发放规制，咸丰以降盐菜银制度变革以及探讨盐菜银减
扣政策背后的原因，期以对学界的既有研究有所补正。

2. 呼伦贝尔八旗副都统衔总管及随从人员设置概况
呼伦贝尔处于边防重地，“北控俄罗斯，南抚喀尔喀，山河险阻，并重龙江”。4)
出于控制蒙古和防御沙俄的需要，雍正十年（1732），清廷在该处设置了八旗驻军，
1) 奇文瑛：｢略论清初呼伦贝尔历史地位的变化及其影响｣，见蔡美彪主编：뺷庆祝王鍾翰先生八
十寿辰学术论文集뺸，沈阳：辽宁大学出版社，1993年；柳泽明：｢关于呼伦贝尔八旗的设立
｣，见蔡美彪主编：뺷庆祝王鍾翰先生八十寿辰学术论文集뺸，沈阳：辽宁大学出版社，1993
年;包梅花：｢雍正乾隆时期呼伦贝尔八旗历史研究｣,内蒙古大学博士学位论文,2012年.
2) 陈锋，『清代军费研究뺸，武汉：武汉大学出版社，1992.
3) 黄惠贤·陈锋，『中国俸禄制度史뺸修订版，武汉：武汉大学出版社，2012.
4) 曹廷杰，｢东北边防辑要｣，陈浏撰·李兴盛等主编，『陈浏集뺸，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
社，2001，p.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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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京简派大臣一员加副都统衔，以三年为任期，坐镇其地资统率焉”。5)自雍正年间
派设统领以后，由京派员管理呼伦贝尔八旗一度成为惯例。

1) 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设置情况
雍正十年（1732），呼伦贝尔八旗初建之时，仅设有索伦左右两翼总管作为最高
长官。是年底，因管辖左翼巴尔虎籍总管达巴哈与右翼索伦籍总管博尔本察之间有矛
盾，“并不和衷共事”，雍正帝以为“不可不派大臣总统”，遂派护军统领博第前往总辖
各部，以资震慑。6)雍正十年（1732），新设的这一呼伦贝尔八旗主官，其官职尚为

“统领”7)，并未定为副都统衔总管或副都统。自雍正年间派设统领以后，由京城派员
管理呼伦贝尔八旗一度成为惯例，并且定有三年一换8)之明确任期，三年期满后送京
引见。乾隆八年（1743），呼伦贝尔统领改为副都统衔总管，仍由京城调来的满洲旗
员充任，十六年（1751），铸发关防。9)光绪六年（1880），黑龙江将军定安以副都
统衔总管实任与索伦、额鲁特、巴尔虎部各总管品秩相当，分位难资表率，奏请改设
副都统10)实缺，在其上疏的奏疏中称“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所辖地面不但辽阔，
而与藩夷接界，实属紧要之区，非品级较崇，通晓政体大员，遇事恐难震慑······近
来地方公务日益增剧，兼有中外交涉事件络绎不休，凡事皆需临时开道，权宜办理，
奴才等时有鞭长莫及之虞，若如副都统衔总管未敢擅专，必须禀请将军衙门，然后办
理，不惟耽延时日，且亦落夷人诋诮。”11)应黑龙江将军定安所请，光绪七年（188

1），清廷奏准将“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改为副都统”12)并以“萨克慎为呼伦贝尔第一
5) 程廷恒·张家璠，『呼伦贝尔志略뺸，海拉尔：内蒙古文化出版社，2003，p.108.
6)『清实录·清世宗实录뺸卷126，雍正十年十二月辛酉，北京：中华书局，1985.
7) 光绪朝『钦定大清会典事例뺸卷544｢兵部·官制｣，见『续修四库全书뺸第806册，上海：上海古
籍出版社，2002，p.529.
8) 呼伦贝尔副都统衙门编，『呼伦贝尔副都统衙门册报志稿뺸，边长顺·徐占江译，呼伦贝尔：
呼伦贝尔盟历史研究会，1986，p.36.
9) 张伯英，『黑龙江志稿뺸，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1992，p.1780.
10) 副都统，满语曰meiren i janggin，正二品.
11) ｢奏为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员缺请改为实任副都统事｣，光绪六年十二月初九日，『宫中朱
批奏折뺸，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档案号：04-01-16-021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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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副都统”13)，受黑龙江将军节制，驻海拉尔，仍旧管辖游牧于此地的索伦、巴尔
虎、额鲁特等五翼五总管旗兵马。光绪三十三年（1907），拟改民制，宋小濂初任呼
伦贝尔护理副都统。宣统元年（1909），实行民治，东三省总督徐世昌、黑龙江巡抚
周树模奏请裁撤墨尔根、呼伦贝尔、爱珲副都统，呼伦贝尔改设兵备道加参领衔兼辖
旗务。14)民国元年（1912），道职复废。民国四年（1915），以中俄会定条件,蒙旗
取消独立，定为特别区域，复设副都统原职。下面将档案资料中记载的旗属时期历任
呼伦贝尔统领、副都统衔总管和副都统任期情况制表如下：
<表一> 清代历任呼伦贝尔八旗统领、副都统衔总管和副都统年表15)

职务

姓名

任职时间

离职时间

博第

雍正十年十二月

雍正十二年四月

永福

雍正十二年四月

雍正十三年二月

哈达哈

雍正十三年二月

乾隆元年九月

塞楞额

乾隆元年九月

乾隆三年七月

都依讷

乾隆三年七月

乾隆四年七月

玛尔拜

乾隆四年七月

乾隆七年三月

统领

任期
一年四个
月
十个月
一年七个
月
一年十个
月
一年
二年七个
月

离职原因
回京供职
回京供职
回京供职
回京供职
回京供职
回京供职

12) 光绪朝『钦定大清会典事例뺸卷977｢理藩院·设官·黑龙江打牲处官制｣，见『续修四库全书뺸第
811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p.688.
13)『清实录·清德宗实录뺸卷130，光绪七年五月丁卯，北京：中华书局，1987.
14)『清实录·清德宗实录뺸卷592，光绪三十四年五月甲辰.
15) 呼伦贝尔统领乾隆八年（1743）改称副都统衔总管，光绪七年（1881）改为副都统，宣统元
年裁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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职
务

任职时间

离职时间

任期

般图
波罗克
瑚尔起
卓哩雅

乾隆八年十一月
乾隆十四年五月
乾隆十九年十一月
乾隆二十四年三月
乾隆二十五年十一

乾隆十四年五月
乾隆十九年十一月
乾隆二十四年三月
乾隆二十五年八月

五年六个月
五年六个月
四年四个月
一年五个月

原因
休致
休致
征剿
休致

乾隆二十九年正月

三年二个月

升任

乾隆三十一年七月
乾隆三十八年二月
乾隆四十四年二月
乾隆五十一年十二

二年六个月
六年七个月
五年十一月

病故
革职
降级

七年四个月

病故

二年五个月

患病

二年四个月

病故

八个月
二年十一月

病故
剿匪

嘉庆十一年九月

七年八个月

病故

嘉庆十四年三月

一年五个月

休致

嘉庆十九年二月

四年九个月

补放

四年四个月

休致

嘉庆二十五年四月

一年

休致

道光七年十月
道光九年三月
道光十四年四月
道光十八年十月
道光二十年七月
道光二十三年正月

七年六个月
一年三个月
五年
四年三个月
一年三个月
二年六个月

休致
调任
回京
调任
调任
休致

瑚尔起
由屯
萨垒
通阿岱

月
乾隆二十九年正月
乾隆三十一年七月
乾隆三十八年三月

三保

乾隆四十四年八月

赓音苏

乾隆五十二年三月

伊兰保

乾隆五十四年八月

噶塔布
岱森保
衔 托尔托

乾隆五十七年正月
嘉庆元年二月

副
都
统

离职

姓名

嘉庆四年正月
总 保
管 色玉慎 嘉庆十二年十月
达思呼
嘉庆十四年五月
勒岱
舒尔哈
嘉庆十九年八月
善
精奇木
嘉庆二十四年四月
保
色尔滚 嘉庆二十五年四月
西郎阿 道光七年十二月
博多欢 道光九年四月
巴雅尔 道光十四年七月
华山泰 道光十九年四月
丰伸
道光二十年七月

月
乾隆五十四年八月
乾隆五十六年十二
月
乾隆五十七年九月
嘉庆四年正月

嘉庆二十三年十二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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职

姓名

务

额勒恒

副
都
统
衔
总
管

额
德昌
魁福
依成额
吉拉明
阿
珠勒格
讷
明通
布 尔和

离职

任职时间

离职时间

任期

道光二十三年三月

道光二十五年正月

一年十个月

病故

道光二十五年六月
咸丰二年十一月
咸丰四年四月

咸丰二年六月
咸丰三年十二月
咸丰六年二月

七年
一年一个月
一年十个月

革职
调任
休致

咸丰六年三月

咸丰七年七月

一年四个月

调任

咸丰七年十月

同治元年正月

四年两个月

革职

同治二年十二月

同治八年四月

五年四个月

患病

原因

德
萨克慎
萨克慎
双龄
乌善

同治九年三月

同治十二年二月

二年十一月

回京

同治十三年正月
光绪七年五月
光绪十四年八月
光绪二十一年八月

七年四个月
七年三个月
七年
二年九个月

升任
病退
病退
病故

都

依星阿

光绪二十四年五月

光绪七年五月
光绪十四年八月
光绪二十一年八月
光绪二十四年五月
光绪三十一年十一

七年六个月

患病

统

苏那穆

光绪三十一年十一

策麟
宋小濂

月
光绪三十三年八月

光绪三十三年八月

一年九个月

休致

光绪三十四年八月

一年

调任

副

月

呼伦贝尔统领、副都统衔总管以及后来的实职副都统，均为清王朝委派的八旗

“流官”，有一定任期限制，前文曾提及三年为一任。实际上，在具体执行中，并非严
格按照三年一换之政策。由表可知，有因休致、升迁、调任，任期不满三年即离职的
官员，亦有期满连任的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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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呼伦贝尔八旗副都统衔总管随从人员配置情况
由京城派驻的满洲籍统领出任呼伦贝尔地方时，清廷为其配置一套随从人员，供
其差遣，这包括随甲、跟役、笔帖式、间带跟役等人员。呼伦贝尔八旗初建之时，该
城主官随从人数几经调整，至乾隆三十一年（1766）形成定额，此后照例办理。
呼伦贝尔地方“索伦土著，巴尔虎、兀鲁特，则皆自蒙古喀尔喀移驻，均以采捕
游猎为生。西南皆与喀尔喀车臣罕接境，交涉文件则以满蒙文字相附而行，翻译之
役，视各城为重。”16)因处理公务的需要，首先需配置的是该城主官的亲随文吏——
满、蒙文翻译笔帖式。呼伦贝尔八旗初建之时，该处并未设立笔帖式，时任呼伦贝尔
统领玛尔拜奏称“呼伦贝尔地方，向无办事传递文报之员，嗣由理藩院派笔帖式一
员、领催一名，前往轮班办事。”17)由理藩院拣派的这员笔帖式，至乾隆七年（174

2）被调回京城后，由呼伦贝尔统领从本地领催、披甲内拣用两名蒙文翻译笔帖式。
同年，大学士鄂尔泰等议覆：“今呼伦贝尔地方，已添设蒙古笔帖式二员，若仍由京
理藩院派往笔帖式更换，未免徒劳驿站，请嗣后停止派往，其现在办事之笔帖式等，
如果行走勤慎，五年期满，咨送该将军处，遇有应升缺出，准与彼处人等归并拣选以
示鼓励等语。应如所请，从之。”18)乾隆三十一年（1766）五月十五日，黑龙江将军
福僧阿为呼伦贝尔地方再添无品级笔帖式二员事奏称“呼伦贝尔地方原有无品级清字
笔帖式二员，蒙古字笔帖式二员，于乾隆二年因达古尔官兵驳回打牲地方，时将笔帖
式二员一并驳回，只存笔帖式二员。此处现有额兵二千名连尚未减完者共有索伦、巴
尔虎、厄鲁特兵两千八百余名，俱于有水草处游牧居住，而照看与鄂罗斯对放十二卡
伦游牧处及喀尔喀地方驻劄卡伦三十三处。所有交传事件并将军衙门咨查缮写，本处
呈请支领俸饷奏销，一切事务咨行喀尔喀蒙古等咨文记档等项。现有无品级笔帖式二
员常在衙门办理，当属不敷，若有患病事故更觉不敷，恳请具奏本处仍添放无品级笔
帖式二员，以资办理公务等情。查得呼伦贝尔地方，原有笔帖式四员，于乾隆七年将
达古尔官兵驳回打牲地方，时裁汰笔帖式二缺。再查得打牲地方二千名兵丁于乾隆二

16)（清）徐宗亮，『黑龙江述略뺸，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1985，p.46.
17)『清实录·清高宗实录뺸卷159，乾隆七年正月戊寅. 北京：中华书局，1985.
18)『清实录·清高宗实录뺸卷159，乾隆七年正月戊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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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年蒙皇上施恩赏给钱粮时因旧有无品级笔帖式二员，不敷办理，曾经具奏添设笔
帖式二员，奴才看得呼伦贝尔地方在鄂罗斯喀尔喀边境设放卡伦数多，而官兵各自游
牧居住，凡有记写交传咨行蒙古等各项事件，笔帖式二员实在不敷，再添设无品级笔
帖式二员于公务伊等生计似有裨益，恳请乞皇上睿鉴，若准呼伦贝尔地方添赏无品级
笔帖式二员，即照现在无品级笔帖式之例办理。”19)应黑龙江将军福僧阿所请，吏部
议准“呼伦贝尔地方，在鄂尔多斯喀尔喀边境，卡座甚多，凡记写档册移咨各处，甚
属繁冗，请添设无品级笔帖式二员，于本处应用人员内挑补，从之。"20)自此，呼伦
贝尔地方又添设满文翻译笔帖式两员，拣放与蒙文翻译笔帖式相同。呼伦贝尔八旗额
设满、蒙文翻译笔帖式四员，均由领催和披甲中拣选，作为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的
亲随文吏。
随甲亦称“亲随兵”，满语曰“dahalara untuhun cilyanliyang jetere uksin”，即
办事、差使人员。自顺治年间，八旗官员各按官爵、品级给予一定名额的亲随甲兵，
至乾隆元年（1736），给予官员随甲数目形成定制：“查八旗满洲都统，每员随甲八
名。护军前锋统领、蒙古汉军都统，随甲六名。其满洲副都统随甲仅三名，蒙古汉军
副都统随甲仅二名，今拟各添一名。护军前锋骁骑参领随甲一名，今拟各添一名。副
护军副骁骑参领、前锋侍卫随甲一保，今拟各添半名。”21)从乾隆元年（1736）的定
制来看，呼伦贝尔副都统品级应给随甲四名，但呼伦贝尔八旗初建时，该官职尚为统
领，故乾隆三年（1738）以后亦循旧制，支给随甲2人。
跟役，满语曰“kutule cooha”，即使唤人、仆从人员。清制，将军、副都统、笔
帖式等官员出征或出差时均配有一定数量的跟役。副都统品级总管跟役人数为二十四
名，乾隆三年（1738）以后，呼伦贝尔地方减半拨给，跟役减为十二名。另外，笔帖
式们共同使用的仆从人员，称“间带跟役”或“合用跟役”。

19) ｢题为遵议准以黑龙江呼伦贝尔地方再添无品级笔帖式二员事｣，乾隆三十一年五月十五日，
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3-06080-003.
20)『清实录·清高宗实录뺸卷761，乾隆三十一年五月丁酉. 北京：中华书局，1986.
21)『清实录·清高宗实录뺸卷25，乾隆元年八月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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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清前期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等员盐菜银及口粮发放情况
自雍正十年（1732）呼伦贝尔八旗组建，相应地形成了一套针对八旗游牧官兵的
半分俸饷支付体制，即与正规的驻防八旗官兵俸饷相比，该处官兵常规俸饷多为半
额。与正项俸饷减半支放不同，呼伦贝尔八旗官兵出征时的盐菜银两，均是按定制全
份发放，其具体数额，据《军需则列》载：“各处驻防将军都统各月支盐菜银十二
两，副都统月支盐菜银十二两，总管城守尉每员月支盐菜银九两，协领参领各月支盐
菜银四两二钱，佐领防御各月支盐菜银四两，骁骑校恩骑尉各月支盐菜银二两，甲兵
月支盐菜银一两五钱，官兵之跟役每名月支盐菜银五钱”。22)这说明呼伦贝尔八旗官
兵出征时的盐菜银两与齐齐哈尔、黑龙江、墨尔根等城正规驻防无异，均执行驻防八
旗官兵出征盐菜银发放标准。但需值得注意的是，该处的主官统领、副都统衔总管，
以及后来的实职副都统，即便不用出征，在呼伦贝尔本任之上，也可以享有盐菜银。
这部分盐菜银两，是按公差之例支给，有关盐菜银数额，뺷黑龙江外记뺸称：“呼伦贝
尔副都统衔总管俸银，视副都统，无养廉，月支盐菜银十余两。"23)而뺷呼伦贝尔志略

뺸则明确记载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盐菜银为“十二两”。24)其随从人员亦支领一定数
额盐菜银及口粮，其具体数额，以档案中记载的乾隆元年支给领侍卫内大臣哈达哈及
其随从人员盐菜口粮数为例，“自雍正十三年七月十九日起至乾隆丁巳年四月十八日
止，应支盐菜银两，领侍卫内大臣哈达哈每月计银十二两，随甲八名，每名一两五
钱，跟役二十四名，每名五钱，共支二十一个月盐菜银七百五十六两。内大臣哈达哈
本身并随甲跟役共三十三名口，每口每月支米二仓斗四升九合，共二十一个月口粮米
一百七十二仓石五斗五升七合。”25)
与同属黑龙江将军管辖的齐齐哈尔、墨尔根等城主官相比，为何呼伦贝尔八旗主
官即便不出征，在本任之上也可领取盐菜银及口粮，享有特殊优待呢？

22)（清）阿桂，『乾隆朝钦定户部军需则例뺸，清乾隆刻本.
23) 张伯英，『黑龙江志稿뺸卷26｢武备志｣，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1992，p.1175.
24) 程廷恒·张家璠，『呼伦贝尔志略뺸，海拉尔：内蒙古文化出版社，2003，p.108.
25) ｢题为核议统领呼伦贝尔等处领侍卫内大臣哈达哈等支过盐菜车脚银两事｣，乾隆元年八月二
十日，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4-129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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笔者认为最初呼伦贝尔地方的统领，都是从京城派遣来的官员，虽有副都统衔之
名，但毕竟不是实职副都统。俸禄待遇上除一百五十两年俸银外，并无副都统品级职
官应有的七百两养廉银。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既无养廉银，再加之不是黑龙江本籍
官员，因此就要比其他诸城的主官多领“十二两盐菜银”及“二斗四升九合口米”来作为
生活补贴。此后，这一惯例被保留下来，即便后来本籍人员出任副都统，仍可继续支
领盐菜银及口粮。
乾隆以降，呼伦贝尔主官随从人员配置及盐菜银数额的拨给标准发生了变化，实
行减半支放体制。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等官半分盐菜银的拨给标准是在乾隆三年

（1738）七月议定的，时黑龙江将军为派往管理呼伦贝尔兵丁副都统都依讷26)应得各
项照北路鄂尔坤军营之例，奏请按鄂尔坤军营标准为呼伦贝尔主官发放行粮，“查鄂
尔坤军营官员定例，副都统每月给盐菜银十二两，随甲每名每月给盐菜银一两五钱。
跟役二十四名，每名每月给盐菜银五钱。笔帖式每员每月给盐菜银一两二钱五分。官
员跟役每名每月给口米二斗四升九合。”但户部议复的结果却是“呼伦贝尔地方不比鄂
尔坤军营，其应给各项俱减半给予。”27)雍正年间，鄂尔坤驻防之兵，原为保护喀尔
喀游牧而设，处于战争前线。而呼伦贝尔并非身处战争前线，因此，呼伦贝尔主官及
其亲随的盐菜银均是减半支放，档案中谓之“半分盐菜银”或“减半盐菜银”。从档案记
载来看，自乾隆三年（1738）至咸丰年间，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扈从人员配置额数
及盐菜银两口粮确实是在减半支放。为便于说明，可列嘉庆朝至咸丰年间呼伦贝尔八
旗副都统衔总管及其随从人员盐菜银及口米支领情况表（见表二）。

26) 都依讷，满洲正白旗人，乾隆三年七月由京城派驻呼伦贝尔地方任统领一职.
27) ｢题为遵察黑龙江省乾隆四十二年九月起一年给过呼伦贝尔副都统品级总管等盐菜口粮数目事
｣ ， 乾 隆 四 十 五 年 二 月 初 一 日 ， 中 国 第 一 历 史 档 案 馆 藏， 内 阁 满 文 题 本 ：
02-01-04-17163-007.

清代呼伦贝尔八旗副都统品级总管盐菜银研究 409

<表二>嘉庆至咸丰朝呼伦贝尔八旗盐菜银及口米支领情况28)

时间

职务

人数

月支盐菜银

月支口米

嘉庆十年

副都统衔总管

1名

6两

1.245斗

九月十二

随甲

2名

0.75两

1.245斗

日至嘉庆

跟役

12名

0.5两

2.49斗

十一年九

笔帖式

4名

0.625两

0.6225斗

月十九日

间带跟役29)

3名

0.5两

2.49斗

副都统衔总管

1名

6两

1.245斗

此一年13个

随甲

2名

0.75两

1.245斗

月，共支给盐

跟役

12名

0.5两

2.49斗

菜银2 2 7 . 5

笔帖式

4名

0.625两

0.6225斗

两 ， 口 米

间带跟役

3名

0.5两

2.49斗

55.776石

副都统衔总管

1名

6两

1.245斗

此一年13个

随甲

2名

0.75两

1.245斗

月，共支给盐

跟役

12名

0.5两

2.49斗

菜银2 2 7 . 5

笔帖式

4名

0.625两

0.6225斗

两 ， 口 米

间带跟役

3名

0.5两

2.49斗

55.776石

道光三年
九月二十
日至道光
四年九月
十九日 ，
连闰月
咸丰六年
九月二十
日至咸丰
七年九月
十九日 ，
连闰月

总计
扣除小建五
日30)，此一年

12个月，共支
给盐菜银210
两 ， 口 米

51.56375石

28) ｢题为遵察黑龙江省嘉庆十年九月至十一年九月给过呼伦贝尔副都统品级总管等盐菜银两事
｣，嘉庆十二年二月二十日，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4-18742-025；｢
题为遵察黑龙江给过呼伦贝尔副都统等道光三年盐菜钱粮事｣，道光五年三月初一日，中国第
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4-20214-023；｢题报六年呼伦贝尔副都统笔帖式等官
供给盐菜口粮银两数目事｣，咸丰七年十一月十五日，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满文题
本：02-02-024-001636-0050.
29) 间带跟役，即合用跟役，笔帖式们共同使用的仆从人员.
30) 小建五日：农历大月30天，小月29天，5个小月就叫小建五日。因为比大月少一天，所以相
应扣发一天盐菜银和口粮。故宫博物院编：乾隆朝『钦定户部则例뺸规定：“各省驻防官兵口
粮，如遇闰月不增给者，不扣小建，其遇闰，已增给小建日期，按日扣除。”海口：海南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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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图中所列盐菜银、口米数额，均为副都统衔总管、随甲、跟役、笔帖式等每
员/每月支领数额。如，随甲2名，每名月支盐菜银0.75两，口米1.245斗。
由上表可知，自乾隆三年（1738）呼伦贝尔八旗“半分盐菜银”成定例以来，至咸
丰年间，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盐菜银发给标准及随从人员配置额数基本没有太大变
化。稍有不同的是，笔者通过查阅档案，发现“盐菜银减半”政策并不适用于跟役。在
顺治、康熙两朝的文献里还未见到支给跟役盐菜银的记载，黄惠贤、陈锋的뺷中国俸
禄制度史뺸在谈到盐菜银时，引用雍正十二年刘于义为奏销西路军需所上题本，其中
记载了“官兵跟役月支盐菜银为0.5两”，31)这一定例为乾隆朝所沿袭。此后，跟役每
人每月支盐菜银五钱，这一数额标准直至咸丰年间未有变动。另外，还应注意到，呼
伦贝尔副都统品级总管及随从人员的盐菜银发放过程中有发12个月盐菜银与发13个月
盐菜银之区别。32)由于出征盐菜银是按月支领，而且与常额俸饷定例相比所差无几，
如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月俸为12.5两，盐菜银减半支放后，其数额为6两，约占月
俸的一半。再如呼伦贝尔八旗披甲月饷为1两，月支盐菜银为0.75两33)，盐菜银则与
月饷数额接近，所以说盐菜银的支出一般能够维持出差官兵的生活用度。34)
对于呼伦贝尔八旗官兵而言，其常规俸饷里并不包括口粮一项，口粮是出征时才
可领取的战时补贴，是为了供给官兵在外的日食所需。而呼伦贝尔地方主官因多系自
内地调用，按例在本任之上也可以支领自身及随从口粮。笔者详阅相关档案，发现乾
隆三年（1738）以前，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本身并随甲、笔帖式、跟役，每口每月
支米二斗四升九合，为同等规格。而自乾隆三年（1738）议拨时起，呼伦贝尔主官及
其随从人员的口粮拨给标准有了等级之分，其具体数额自此形成定制以后，历朝呼伦
贝尔地方口粮发放标准基本没有变化，故此不再赘述。
支给呼伦贝尔副都统等员盐菜银及口米的核算日期，按呼伦贝尔新、旧任副都统
版社，p.127.

31) 黄惠贤·陈锋，『中国俸禄制度史뺸修订版，앞의 책，p.60.
32) 在中国的农历表上，有闰年和闰月两种说法，闰月是因为每一个闰年都会多出一天，而当积
累到多出一个月的时候，这一年就有十三个月，我们就称这一年为闰月年。农历闰年有十三
个月，有“四年一闰，百年不闰，四百年再闰”的说法.
33) 小数点以后的单位为钱、分、厘.
34) 陈锋，『清代军费研究뺸，앞의 책，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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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级总管、笔帖式等各自离任接任之日扣算。所领盐菜银的计算方法为，自其接任之
日起至本年的九月十九日止为本年度所领盐菜银数额，接下来由本年的九月二十日起
至来年的九月十九日止为一整年，若在此期间离职，需扣除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并
随甲跟役及笔帖式等员的空日35)盐菜银及口米。如“副都统衔总管达思呼勒岱，笔帖
式等自嘉庆十八年九月二十日起至嘉庆十九年九月十九日止连闰月，此一年十三个
月，共应给盐菜银二百二十七两五钱。”但“达思呼勒岱于嘉庆十九年二月二十八日离
职，奉旨補放宁古塔副都统一缺，”36)自其离职之日至九月十九日，中间则出现了近
七个月的空档期，相应则出现了七个月的空日盐菜银，又称“旷日盐菜银”，至新任副
都统品级总管接任以前，扣除达思呼勒岱及随甲跟役空日盐菜银及口米，存贮于呼伦
贝尔，入于次年支给新任副都统衔总管及随从人员数内动用。新任副都统衔总管及扈
从人员所领盐菜银，除将上一年存贮空日盐菜银抵用外，不足之数于齐齐哈尔库存备
用银两内先行支给，再由黑龙江将军派员赴盛京户部照数领回。其口米亦在齐齐哈尔
备仓粮内支给，核算出应领口米总额后，自齐齐哈尔城雇车运送至呼伦贝尔副都统衔
总管驻劄之地，搭放给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及其扈从人员，造入粮仓报销案内，以
备户部查核。

4. 晚清呼伦贝尔八旗盐菜银制度的变革
咸丰三年（1853），呼伦贝尔八旗官兵常规俸饷制度发生了变革，在减半支放的
基础上实行减成、减平之法。所谓俸饷“减成减平”，是清中央政府在发放官兵俸饷的
过程中，对应发的款项予以缩减、克扣的政策。并且分两次克扣，一为减成，一为减
平。自中央政令下达后，呼伦贝尔地方八旗官兵俸饷，适用的就是减成、减平的克扣
办法，뺷呼伦贝尔副都统衙门册报志稿뺸称该处的官兵俸饷，是按“每两扣回二钱六分
核发兵饷”37)。其核减方法，以单个兵丁为例，呼伦贝尔八旗甲兵钱粮本身即为微薄
35) 空日，又称旷日，即空缺的时候.
36) ｢题为遵察黑龙江嘉庆十八年给过呼伦贝尔副都统品级总管等盐菜口粮米石事｣，嘉庆二十年
三月十三日，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4-19570-012.
37) 呼伦贝尔副都统衙门编，『呼伦贝尔副都统衙门册报志稿뺸，边长顺·徐占江译，呼伦贝尔盟
历史研究会，1986，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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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半饷，前锋、领催每月二两、披甲每月一两，减成以后，前锋、领催全年饷银仅为

17.76两，披甲更是只有8.88两，俸饷减成之法造成了呼伦贝尔八旗官兵实际收入的严
重缩水。
因驻防八旗官兵常规俸饷实行减成、减平之法，从而也影响到了盐菜银的发放标
准。咸丰九年（1859），呼伦贝尔八旗盐菜银发放标准亦出现了新的变化，副都统衔
总管等员盐菜银在减半支放的基础上减成发给，档案里不再称“减半盐菜银”，取而代
之的是“折半盐菜银”。
咸丰九年（1859）九月二十日，黑龙江将军特普钦汇报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珠
尔格讷所领盐菜银数额时疏称：
咸丰九年九月二十日起至咸丰十年九月十九日止，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珠尔
格讷每月折半给盐菜银各六两，口米各一斗二升四合五勺，随甲二名，每名每月给
盐菜银各七钱五分，口米各一斗二升四合五勺。跟役十二名，每名每月给盐菜银各
五钱，口米各六升三合二勺五撮。跟役三名，每名月给盐菜银各五钱，口米各二斗
四升九合。除小建六日，此一年十三个月共应给盐菜银二百二十七两五钱，口米五
十五石七斗七升六合。内委笔帖式岳兴阿于九年十一月二十七日补放笔帖式，其补
放以前，连跟役余剩空旷银二两二钱三分四厘，口米五斗五升六合一勺不给外。仍
应给银二百二十五两二钱六分六厘，遵奉部咨，每两按八钱给银一百八十两二钱一
分二厘八毫，口米五十五石二斗一升九合九勺。38)

档案中提及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珠尔格讷“应给盐菜银二百二十五两二钱六分
六厘，遵奉部咨，每两按“八钱给银一百八十两二钱一分二厘八毫”，即实行“每两按
八钱折给”的制度定例办理。盐菜银减成发给以前，副都统衔总管每月所领盐菜银为
六两，随甲每名每月所领盐菜银为七钱五分，而“每两按八钱折扣”，实际上也就是按
盐菜银原额的80%进行折扣后，副都统衔总管月领四两八钱，折扣掉一两二钱，随甲
每月仅领六钱，流失掉一钱五分。经折扣后，笔帖式每人每月所领盐菜银由原来的六
钱二分五厘变为五钱，跟役盐菜银由原来月领五钱缩水为四钱。
再以同治朝半分盐菜银的变化为例，黑龙江将军特普钦在汇报同治元年（1862）
38) ｢题为遵核黑龙江将军题销给过呼伦贝尔总管笔帖式等咸丰九年份盐粮银米复核无异事｣，咸
丰十一年十一月二十三日，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4-2169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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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二十日起至同治二年（1863）九月十九日的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盐菜银发放情
形时就说：“应给笔帖式及跟役等减半盐菜银四十八两，遵奉部咨，每两按八钱折给
实银三十八两四钱。”39)可见，同治朝亦遵循前朝盐菜银“折半制度”定例来发放呼伦
贝尔副都统衔总管盐菜银两数目。
以上则为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盐菜银发放情况，那么自光绪七年（1881），呼
伦贝尔副都统衔总管改为实任副都统以后，盐菜银的支给标准是否发生变化？折扣、
缩减情况是否有所好转？下面以呼伦贝尔第一任副都统萨克慎所领盐菜银米数目为例
来说明这一情况：
萨克慎每月按半给盐菜银六两，口米一斗二升四合五勺。随甲两名，每名每月
给盐菜银七钱五分，口米一斗二升四合五勺。跟役十二名，每名每月给盐菜银五
钱，口米二斗四升九合。扣除小建五日应给八个月盐菜银一百十七两，口米二十八
石五斗七升二合七勺五抄。再光绪六年九月二十日起至七年九月十九日止，给过笔
帖式四员，每员每月给盐菜银六钱二分五厘，口米六升二合二勺五抄。跟役三名，
每员每月给盐菜银五钱，口米二斗四升九合。扣除小建六日，此一年十三个月共应
给盐菜银五十二两，口米十二石七斗四升八合八勺。其银一百六十九两，遵照部
文，每两按八钱给银一百三十五两二钱，口米四十一石三斗二升一合五勺。40)

从档案资料的记载来看，并没有因为萨克慎改为实职副都统，其所领盐菜银而免
受盘剥、折扣，户部仍照“每两按八钱”折给的制度定例办理。通过对盐菜银沿革的梳
理，可以看出一种主要的趋势，即咸丰以降，盐菜银的折给标准只是照“八钱”折给，
并不像常规俸饷一样受八折六扣的双重盘剥，亦无须再折作制钱41)支发。同时也应注
意到的是，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改为实任副都统后，俸饷方面，稍有变化的是，在
常规俸饷及盐菜银的基础上多了一项七百两的养廉银，例于“三月、十月朔支领”。42)
39) ｢题为遵旨察核黑龙江将军给过呼伦贝尔副都统衔总管笔帖式等同治元年盐菜口粮银米事｣，
同治三年十一月二十七日，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4-21768-038.
40) ｢题为遵旨察核黑龙江光绪六年九月至七年九月给过呼伦贝尔副都统等员银米数目事｣，光绪
十九年八月初四日，中国第一历史档案馆藏，内阁题本：02-01-04-22567-009.
41) 咸同年间，清廷大量鼓铸铜铁制钱，对既往俸饷的货币支付形式进行了调整，由以往单纯支
给银两，转变为银两与钱文并重，搭放之时，按每一两饷银折制钱一串二百五十文的官定换
算比例付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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晚清盐菜银的减成拨给，是社会历史发展到一定阶段的产物，其根源在于当时严
重的社会危机。内忧外患的国情及日益严重的财政困难，逼迫着晚清统治者对其旧有
的俸饷制度进行更革，以筹措应对危机的资本。清廷库款日渐消耗，各项财政支出都
以缩减、折扣为策略，这一策略在俸饷上的表现即为减扣官兵俸饷，非但呼伦贝尔八
旗如此，整个黑龙江省，乃至全国八旗、绿营官兵都不能逃离俸饷被减扣的命运。

5. 结论
最初呼伦贝尔地方的统领，都是从京城派遣来的官员，除一百五十两年俸银外，
并不支给养廉银，而是按月支给十二两盐菜银，作为生活补贴。呼伦贝尔八旗官兵出
征时的盐菜银两，均是按定制全份发放，而呼伦贝尔地方并不处于战争前线，按公差
之例支给的这部分盐菜银，只能是出征盐菜银的一半。因此，在清前期统治秩序稳
固，财政状况良好的情况下，呼伦贝尔八旗副都统衔总管及其扈从人员的盐菜银奉行

“减半”支放标准。“减半盐菜银”至咸同年间的“折半盐菜银”，是清代俸饷制度改革的
一个重大转变，与当时的社会历史背景密切相关。
咸丰时期，清政府内外交困，军费开支浩繁，不得已，各地官兵俸饷由以往单纯
地支给银两变为折钱发给。主要是将银两折合成当地的制钱，再与银两搭放使用，发
给官兵。银钱搭放本就造成了官兵实际俸饷收入的大打折扣，在银钱搭放之外，清政
府又对官兵俸饷实行减扣政策，主要的形式就是减成、减平。实际上，咸同年间，呼
伦贝尔八旗官兵盐菜银减扣政策只是整个俸饷制度改革的一个缩影，官兵常规俸饷蒂
欠都已成为常态，况折扣出差盐菜银。不仅呼伦贝尔如此，国家减扣和欠发八旗、绿
营俸饷成为咸丰、同治年间的基本军费政策和普遍现象，此政策在国家财政困难的情
况下也是一种无奈之举。八旗和绿营等传统世兵制，装备陈旧落后，亦缺乏专业化训
练，在近代枪炮面前，已黯然失色。而承担国防重任的是地方督抚招募的勇营队伍，
在国家军费有限的前提下，首先要保障勇营饷需，经制军队既成冗兵，待遇自然下
降。减扣、欠发官兵俸饷，在一定程度上缓解了军费拮据的困境，但这种做法却引发

42)（清）西清，『黑龙江外记뺸，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1984，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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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日益严重的八旗生计问题。
通过对呼伦贝尔八旗常规俸饷及盐菜银制度变革的研究。可知，除晚清中央政府
的财政困难外，光绪一朝黑龙江地方兵制的不断更革以及随带而来的八旗旧有正兵军
事价值的逐步丧失，是咸同年间暂时形成的减成、折钱等法，由权宜之计而变为定
制，并进而致使呼伦贝尔等城驻防官兵旧支俸饷走向消亡的主要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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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Officials Yancaiyin of Hulun Buir Eight Banners in the Qing
Dynasty
Bai, Huixian
In the tenth year of YongZheng, the hulun buir eight banners was
established. The yancaiyin(盐菜银) of the eight banners officials and soldiers on
the expedition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regular garrisoned officers and
soldiers of Cicihar(齐齐哈尔), Aihūn(瑷珲), Mergen(墨尔根)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Heilongjiang general, the yancaiyin are paid in full according to
regulation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ef officer, the Fudutong
xian Zongguan, and the Fudutong, even if they did not have to go to war, can
still get half yancaiyin. His entourages are also receives halve yancaiyin per
month as living allowance. To the late Xianfeng reign, the country encountered
financial difficulties, all the financial expenditure were reduced and discounted
as a strategy. Meanwhile, the hulun buir eight banners yancaiyin system
changed, and yancaiyin were discounted on the basis of halving expenditures,
in order to reduce expenditures.The yancaiyin deduction policy has alleviated
the difficulty of military expenditure to some extent, but this practice has
caused the livelihood of the hulun buir eight banners officers and soldiers
increasingly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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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朝音贊詩研究

李豔軍

*

국문요약

음찬시(音讚詩)는 고려왕조 시기 왕권 주도하의 불사(佛事) 행사에서 문신(文臣)이 응제
(應製)한 사운공문시(四韻公文詩)를 일컫는다. 음찬시의 창작과 활용은 몇 세기에 거쳐 그 명

맥을 이어오다가, 고려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현존하고 있는
음찬시들을 수집․정리한 뒤, 시에서 반영한 역사 사건과 저자 관련 정보를 결합해 살펴보면
음찬시는 독자적인 풍격을 띄고 있고 시종일관의 예술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가
의 공문으로써 음찬시는 고정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이런 틀은 당시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
고 나아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 사상과 내용에 있어, 부처를 찬미하고 왕을 칭송하며(讚佛頌
王)〮․나라를 지키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며(護國禦敵)〮․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빎(禳災祈福)

이 주를 이루고, 미학적 특징에 있어서는 장엄하고 굉대한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주제어

음찬시, 고려왕조, 공문, 찬불송왕, 장엄하고 굉대한(莊嚴宏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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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高丽音讚詩即崔滋『補閑集』中所指的高麗朝“每歲春秋，轉『大藏經』
及與消災道場 ，皆命誥院詞臣作四韻音讚詩”1)；亦即李仁老所指“乃讃佛德
也。大抵賦道塲莊嚴，觀覽精致，或歸美君主。叙事說情，皆非也”2)的音讃
詩。關於音讚詩的研究主要集中在韓中學者間。
韓國學者中，鄭垣杓在「李奎報佛敎詩의樣相」3)中，對李奎報音讚詩的
內容和思想進行了簡述；金昌慶在「高麗文人對王維詩的接受」中提及了陳澕

〈轉大藏經消災道場音贊詩〉的“禪朝桉上香堆燼，講夜簷頭月減稜”句，認爲
其具有超越物象世界的禪的境界4)；林貞玉認爲 “李奎報的諸多祈文中，以

〈大藏刻板君臣祈告文〉（丁酉年行）與〈大藏經道場音贊詩〉最能代表李奎
報爲國爲民祈福求安的願望”5)。
中國學者中，熬英認爲“(李奎报)曾經寫作〈大藏經道場音贊詩〉和〈消
災道場同前詩〉等詩……但相當部分的作品是高麗君王下令寫的，是命題作
文”6)；趙丹妮認爲，李奎報的〈大藏經道場音贊詩〉7)反映出“詩人爲博學大
儒，深明事理，又兼通佛法”8)；趙春豔認爲，金良鏡的〈宣慶殿道場·音贊詩
應制〉是當時高麗社會佛、儒兩種文化得以和諧相融的一個縮影9)；江夏、師
存勳、王玉姝、章宏偉、樸忠祿等在研究李奎報及其作品時，提及了李奎報音
讚詩借助佛力實現抵禦外敵、禳災祈福的思想。
統而觀之，目前學界提及音讚詩的研究，均集中在证明作者的宗教信仰
1) http://db.history.go.kr/id/mubh_002_0310
2) http://db.history.go.kr/id/mubh_002_0310
3)（韓）鄭垣杓, 「李奎報 佛敎詩의 樣相｣, 『東西文化硏究』 第5期, 1997年，p.145-147.
4)（韓）金昌慶, 「高麗文人對王維詩的接受｣,.『徐州工程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15, p.57.
5)（韓）林貞玉, 「李奎報之文學與宗教｣,『岱宗學刊』 第1期，1997年， p.68.
6) 敖 英, 「高丽文人诗中的佛教观:以三位诗人作品为例｣, 『原道』 第1期, 2018，p.180.
7) 笔者注: 此处作者指首联“残寇虚张菜色军”那首音讚詩.
8) 赵丹妮, 「韩国古代诗歌的生命意识研究｣, 延边大学博士论文, 2015. p.123-124.
9) 赵春艳, 「韩国古代宫词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论文, 201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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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忧国爱民思想方面，其他方面涉及较少，而要全面、客觀地認知高麗朝音讚
詩，首先要將其作爲一個整體、獨立的對象，與其他類型詩歌建立起較爲清晰
的邊界；其次要結合高麗朝爲佛教設定的政教功用及音讚詩持續幾百年的創
作曆程來審視。

2. 存世的音赞诗
为了能将高丽朝音讚詩作为一个独立的对象来研究，并从整体上考察它
的属性和特点，我们通过对“韩国古典综合DB”（网络版）10)、『韩国诗话全
编校注』11)等文献的检索，整理出了音赞诗的存世情况。目前存世的音赞诗
有崔奭1首、李奎報19首、陳澕仅存1首中的两句、金良鏡1首、崔滋2首、金坵

3首、李崇仁1首，其中李奎報的作品最多。此外，在崔滋『补闲集』中还提到
有李仁老1句、金良鏡两联和1句、蔡寳文1句、趙文拔1句，因不能查找到题
目，也没有其他资料互为印证，不能确定其是否为音讚詩。就现存的、可确定
的音讚詩来看创作最早的是崔奭，创作最晚的是李崇仁。李崇仁卒于1392年，
即高丽朝结束、朝鲜朝建立那一年，其存世的唯一一首音赞诗创作于1375年。
据此推算，音赞诗的创作时期大概起于十一世纪中晚期止于十四世纪的高丽
朝末期。当然，起点有可能更早，目前我们还没有确切的史料来证明。

1) 崔奭的音赞诗
『东文选』中收录了崔奭的〈興王寺慶讚道場音讚詩〉，是目前能检索
到的最早、最完整的一首音赞诗。作者崔奭的生卒年皆不详，但有记录显示

1051年左右他正处在青年时期。据金宗瑞『高麗史節要』记载，“（1075年）
夏四月，遣刑部侍郞崔奭，如辽，贺天安节”12)；“（1086年）三月，以李靖

10) https://db.itkc.or.kr
11) 蔡美花․赵季 主编，『韩国诗话全编校注뺸， 北京：人民文学出版社, 2012,
1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94A_V001_0131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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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 ，爲门下侍中，判尙书吏部事 ，崔奭 ，金良鉴 ，并爲门下侍郞 ，平章事

”13)。崔奭在文宗、宣宗时期受到重用，1088年前后仍健在。其音讚詩中的兴
王寺，是高丽时期创建的一所重要佛寺。据『高麗史節要』记载：
（1067年）春正月，興王寺成，凡二千八百間，十二年而功畢，王欲設齋，以落
之，諸方緇流，坌集，命擇有戒行者，一千赴會，仍令常住，特設燃燈大會五晝
夜，……是日，王備鹵簿，率百官，行香，施納財襯佛事之盛，曠古未有。14)

兴王寺的重要性不仅在于其规模宏大，而更在于其一度成为高丽朝管理
佛教的重要机构。文宗第四子王煦于1067年受王命出家，法号“义天”，被封为
祐世僧统，赐号大觉国师。1085年，义天入宋求法后回国，奏请将兴王寺设为

“教藏都监”，负责整理、编撰和印刷佛经。从文宗开始，佛教的国教地位进一
步巩固，并且通过义天和兴王寺强化了王室对佛教的主导权。崔奭这首〈興王
寺慶讚道場音讚詩〉，就是受王命为在兴王寺举行的道场所作的音赞诗。
衆宝城中创梵宫，岿然规范出宸衷。
经探海底分龙藏，塔耸云涯挂雁空。
钟吼远醒三界梦，殿严全写五天功。
虽将大地硏爲墨，难尽高王志愿洪。15)

首联“创梵宫”，指的是兴王寺创建，“出宸衷”与尾联“难尽高王志愿洪”的
前后呼应，赞颂君王创建兴王寺的伟绩和魄力。全诗用事近于唐代沈佺期的

〈乐城白鹤寺〉“碧海开龙藏，青云起雁堂。潮声迎法鼓，雨气湿天香。树接
前山暗，溪承瀑水凉。无言谪居远，清净得空王”，尾联“虽将大地硏爲墨，难
尽高王志愿洪”的宏大气势，一扫沈诗“无言谪居远，清净得空王”16)的落寞空
虚之意，激情盛赞君王。这首音讚詩赞的是道场的雄伟庄严和君王崇佛的伟
13)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94A_V001_0132_IMG
14)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94A_V001_0123_IMG
15)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V002_005A_IMG
16) 李云逸, 「沈佺期“流配岭表”考辨｣, 『学术论坛』 第4期, 1983,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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绩。

2) 李奎报的音赞诗
李奎报（1169—1241）是音讚詩作品存世最多的作家，共有19首。这些音
讚詩是李奎报“自正言至三品所製摠附”17)，收录在『東國李相國全集』（卷十
八）中。李奎报生活在高丽朝内有武臣专权、外有强敌侵扰的时期。当时高丽
朝王权旁落，崇佛重教是平衡各方怨怒，维持王权神化、合法化的重要手
段，因此即使在战火频仍的形势下，各种佛事活动仍然持续不断。李奎报在此
期间负责制诰，主笔音赞诗。李奎報的音赞诗不仅是在赞佛、赞君王，也与那
段时间高丽朝的历史互为印证。“（1215年）夏四月，（高宗）幸外帝釋院，
自是，屢幸寺院。設消災道場于宣慶殿五日”18)，李奎报受王命作〈大藏經道
場音讚詩〉：
残寇虚张菜色军，吾皇专倚玉毫尊。
若敎梵唱如龙吼，宁有胡儿不鹿奔。
藏海微言融乳酪，丛林深旨辨风幡。
法筵未罢狼烟散，万户安眠亦佛恩。19)

第一首20)音讚詩，首联“残寇”是指被高丽朝军队打败的入侵之敌，与李
奎報在〈聞胡種入江東城自保，在省中作〉中，“殘胡猒竄逃，已入圈牢內。
得肉幸平分，萬人甘共膾”21)的“残胡”意义相同。“玉毫”即『华严经』中佛的

“眉间白毫”，威力广大，“从其眉间白毫相中，出无数百千亿帝释，……光照
一切诸天宫殿，震动一切须弥山王，觉悟一切诸天大众。……令绝世染，止修
罗战，断烦恼诤，灭怖死心，发降魔愿，兴立正法须弥山王，成办众生一切事
17)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H_IMG
18)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94A_V001_0083_IMG
19)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H_IMG
20) 为论述方便，将李奎报的音讚詩按照引文的顺序，称为第一首、第二首……
21)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0160_010_0520_2003_A001_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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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 ”22)。尾联表面是赞佛 ，实则重点还是在颂王 ，君王诚心设的法筵祈得佛
恩，战胜外敌，万户安眠。
李奎报的音赞诗中，关于君王主持佛事，凭借佛力治理国家的音赞诗占
比较高。
胡虏磨牙剧吠庬，余涎还欲播南江。
休烦铁甲千军御，须仗金身十力降。
竺域三乘如鎭辗，周家九鼎孰能扛。
梵筵今日方心祷，战鼓何人更手摐。23)

第二首音讚詩，首联 “磨牙剧吠庬 ”、“余涎 ”展现的是胡虏的凶残和贪
婪；颔联“须仗金身十力降”中的“十力”，指佛所具有的十种能力，在高丽朝被
尊为护国三经之一的『金光明最胜王经』中“此金光明最胜经，无上十力之所
说。……若人听受此经王，欲求尊贵及财利。国土丰乐无违诤，随心所愿悉皆
从。能令他方贼退散，于自国界常安隐。由此最胜经王力，离诸苦恼无忧怖。
如宝树王在宅内，能生一切诸乐具。最胜经王亦复然，能与人王胜功德”24)，
从这里我们可以看出，崇佛诵经有“十力”相助，几乎能解决治理国家的全部难
题。颔联“休烦”与“须仗”展示了高丽朝在敌强我弱的形势下，自保的一种美好
愿望，即不动刀兵、依赖佛力战胜顽敌。颈联中“周家九鼎”，取典于『左传·
宣公三年』中的“问鼎”，“楚子问鼎之大小、轻重焉。（王孙满）对曰：“在德
不在鼎。……德之休明，虽小，重也。其奸回昏乱，虽大，轻也。天祚明德，
有所底止。成王定鼎于郏鄏，卜世三十，卜年七百，天所命也。周德虽衰，天
命未改 ，鼎之轻重 ，未可问也 ”25)，此处用典在武臣当政时期用意颇深，对
外，期冀依靠佛力攘除外患；对内，又借“九鼎”之事，警醒拥重自恃的武臣势
22)『大方广佛华严经』
https://kns.cnki.net/kcms/Detail/frame/GxdbSectton.aspx?BH=1681204
23)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H_IMG
24) 昙无谶 译, 『最胜王金光明经』, 出自『佛光大藏经』（第16册）, 台湾: 佛光出版社，
2003， p.432.
25) 杨伯峻, 『春秋左传注뺸， 北京：中华书局, 1990年， p.66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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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认清历史的形势。这也是李奎报作为文臣隐忍而发的心声。
才喜残胡折翼东，雁门还有犯关戎。
玉霄负扆劳宸虑，金殿拈香礼梵雄。
觉月净涵三藏海，禅源弥畅一搥风。
六天环绕森兵卫，蹴踏毡裘定扫空。26)

第三首音讚詩，首联分析抵御外敌的形势，颔联“梵雄”一词，在『高麗史
節要』中记载，“（宣宗）王，不豫，命內醫，進養性方藥，忽作詩，其末有

‘藥效得否何敢慮 ，浮生有始豈無終 。唯應愿切修諸善 ，淨域超昇禮梵雄 ’之
句，見者驚怪”27)，李奎报的相关佛教诗文中，多次使用这个词，一方面引用
君王的佳话，弘扬君王神性、才气；另一方面将佛教的功用政治化、工具化，
求雄强以御外侮之意。
拒轍胡雛不足鞭，神兵八部拥檀筵。
如来藏里无非宝，衲子琴中勿用弦。
大地震传龙象吼，洪溟倾洗犬羊羶。
官军奏凯朝天后，千载升平第一年。28)

第四首音讚詩，首联 “拒轍胡雛不足鞭 ”一句 ，将事实上十分强大的外
敌，藐视为“螂臂挡车”；颈联借佛力“龙象吼”实现“倾洗犬羊羶”；尾联“千载升
平第一年”祈求国家千载升平。
费尽谋筹计国肥，不如凭仗梵雄慈。
暂劳玉体千千拜，行作萝图万万期。
佛与舌长宣海藏，祖传心密寄风槌。
太平在眼谁先见，已倚功山正筑基。29)

26)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H_IMG
27)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94A_V001_0140_IMG
28)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L_IMG
29)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L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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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首音讚詩，首联肯定了在治理国家中“费尽谋筹”不如“樊雄”之力；颔
联“玉体”指君王，“萝图”指江山社稷，用君王的“千千拜”赢得高丽朝的“万万
期”，赞君王精勤礼佛；颈联“舌长”指佛教的广长舌相，『大方广佛华严经』
中有“以广长舌出妙音声，充满十方一切世界，随其根性，悉令满足，心得欢
喜 ，灭除一切烦恼缠垢 。” 30)“以广长舌相而为演说，其声无碍 ，遍十方土

”31)，通过“舌长宣海藏”，赞扬君王诚心弘佛；尾联“倚功山正筑基”赞扬并祈
求当世君王开创的伟业，并祈愿后继更加辉煌伟大。
象步绳绳尽竺卿，赭袍亲降凤墀迎。
空王藏密金龙啓，老衲歌高石女赓。
照水月爲千佛鉴，满天霞是一人诚。
须知国祚山难转，已倚熏功办太平。32)

第六首音讚詩，首联“凤墀”指宫殿前的台阶，“降凤墀”借指君王降尊迎
佛；颔联的“空王藏密金龙啓”和颈联的“满天霞是一人诚”，均是赞君王崇佛之
诚；尾联“倚熏功”是君王崇佛、开设道场，才得以实现天下太平。
吾皇覬沐觉皇慈，黄屋亲临讲梵仪。
千指翻经殊胜力，万家高枕太平期。
云随匝步浮龙衮，风入谈筵鼓尘麾。
不用金城横百雉，人天竞集筑邦基。33)

第七首音讚詩，首联中“觉皇”为佛陀的别称，“吾皇”尊奉佛陀，亲自参与
佛事活动；颔联肯定了佛力护佑“万家高枕太平期”；尾联肯定了凭借佛力，可
实现不战而屈人之兵的效果，胜过穷兵黩武的“金城”“百雉”，强调崇佛礼佛，
国家社稷可以得到天佛共佑。

30) https://kns.cnki.net/kcms/Detail/frame/GxdbSectton.aspx?BH=1680082
31) https://kns.cnki.net/kcms/Detail/frame/GxdbSectton.aspx?BH=1680665
3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L_IMG
33)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L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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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仗前头象步腾，菊裳禅子椹袍僧。
舌根覆地翻三藏，鼻孔辽天揭一灯。
导去宸诚香穗直，含来瑞景日华升。
梵音似有神交唱，兵已深苞国大兴。34)

第八首音讚詩，首联写君王参与佛事的盛况；颔联用“舌根覆地”的佛教
典故来表明君王礼佛的诚心，改变了国人“鼻孔辽天”的傲慢；颈联用“香穗直”
来表现“宸诚”，指君王礼佛的诚心。尾联“梵音”诵经声音，指代佛事活动。颈
联和尾联都是赞颂君王崇佛的诚心和行动，得到佛的护佑，才有了“日华升”

“国大兴”的结果。
八部交参御仗排，千函新自海宫来。
龙颜稽颡三归切，佛鉴临头一念廻。
道韵直生无孔笛，梵音连震不云雷。
灵台夜奏胡星落，谍骑朝传虏气摧。35)

第九首音讚詩，首联写佛事活动，颔联“龙颜稽颡三归切”表明君王诚心
礼拜；颈联写君王礼佛的精诚；尾联“胡星落”“虏气摧”，表明君王弘佛确保了
国家免受外族入侵。
筵用檀成贲殿堂，鉢从云掷萃缁黄。
经翻藏海探龙宝，谈揭禅林嚼祖香。
统国一人亲稽首，等空千佛揔廻光。
旋敎四境风尘静，办作三韩日月长。36)

第十首音讚詩，首联言佛事气势恢宏、规模盛大 ；颈联 “统国一人亲稽
首”赞君王亲自礼佛；尾联以君王之崇佛诚心，祈求“四境风尘静”“三韩日月
长”，护佑国家长治久安。

34)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L_IMG
35)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H_IMG
36)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H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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净筵才展鉢飞来，龙象丛中振法雷。
敎海波从今日畅，祖林花胜去年开。
愿轮已与天同转，觉鉴何忧月不廻。
朝种善根堪暮获，三韩庆算可涯哉。37)

第十一首音讚詩，首联中“法雷”指“法音雄猛犹如震雷”38)；颈联“愿轮”指

“菩萨之弘誓，以其愿求坚固，能摧破一切魔障敌众，如轮王之轮宝，故喻称
为愿轮39)；尾联写弘佛结善果，能够让“三韩”社稷长久无虞。
香幢宝盖挟阶陈，熏范今年斗顿新。
自是一人亲屈体，端知八部露呈身。
法音雷作连空震，御步天旋遶佛巡。
愿毂辗廻无碍鉴，眞风吹作太平春。40)

第十二首音讚詩，首联写佛事之盛况；颔联“一人亲屈体”、颈联“御步天
旋”赞君王礼佛；颈联“法音雷作连空震”极言佛事盛大，以此来祈求尾联的“太
平春”。
王殿年年佛事精，吾君今日痛轮诚。
琅函雾湿龙擎到，檀席风生象踏行。
敎海珠探如意宝，祖家灯续自心明。
一声梵㖵千灾散，倭寇区区不足平。41)

第十三首音讚詩，尾联中出现了“倭寇”。1223年，倭寇侵犯金州（今韩国
庆尚南道金海市），这是高丽史上第一次出现日本海盗侵犯的记录，此后倭寇
频频入侵，崔瑀在1227年派朴寅出使日本，请求镰仓幕府禁绝倭寇，得到允

37)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H_IMG
38)『佛学大辞典』电子版：
http://www.4qx.net/FoXue_ZhiShi.php?id=11051&fo=1181221184
39)『佛学大辞典』电子版：
http://www.4qx.net/FoXue_ZhiShi.php?id=22130&fo=1196994084
40)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H_IMG
41)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H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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诺，倭患平息。李奎报在此诗首联、颔联、颈联中写君王勤于弘法；尾联祈求

“一声梵㖵千灾散”，并且赖佛力而藐视“倭寇區區不足平”。
形勝新開白玉京，江山王氣擁明堂。
更憑佛力金城固，寧畏胡雛鐵騎強。
龍手捧來三藏寶，祖心傳續百燈光。
頑戒自却蒼生活，都在吾皇一瓣香。此一首，移都年所著。42)

第十四首音讚詩，诗末有注“移都年所著”，这是1232年崔瑀为抵抗蒙古军
进攻，胁迫高丽高宗迁都江华岛那一年，首联是赞美新宫殿。尾联赞的是“吾
皇”弘佛，得到佛力相助，故而“頑戒”来犯就是在自寻死路。
干象频愆帝虑兢，香泥涂地演眞乘。
神通杵下灵风袭，敎令轮中怒电腾。
若借光明寻放焰，有何灾沴不消氷。
六天鉴照无罗隔，四海悎安似镜澄。43)

第十五首音讚詩，首联写君王礼佛之诚；颔联、颈联借“神通杵”“敎令轮”
的力量，展现佛力强大；尾联写通过诚心弘佛，实现“四海悎安似鏡澄”。
虏吻流涎已足惩，干文见谪又何征。
天心似水虽难测，佛力如山信可凭。
神呪光明增炽盛，胡兵气势旋摧崩。
太平自古先多难，感变吾君道复兴。44)

第十六首音讚詩，首联写胡虏不讲信义来犯；颔联颂扬佛力是值得信赖
的治国之力；颈联“胡兵气势旋摧崩”强调佛力在抵御外敌中摧枯拉朽的威力；
尾联赞“吾君”在乱世弘佛。

4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H_IMG
43)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L_IMG
44)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L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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谪见珠躔喻象频，忧形玉色砺精新。
梵筵未放拈香手，御眼亲瞻遶火身。
铁捧金拳挥似电，毡裘鐻耳碎爲尘。
楡关按堵连千里，松麓深根跨万春。45)

第十七首音讚詩，首联“忧形玉色”展现君王忧国忧民之态；颔联赞君王
亲自参加佛事活动的虔诚；颈联写依靠佛力的“鐵捧金拳”击溃顽敌；尾联祈愿
国家富强、国祚永存。
爲压星祅便却戎，梵筵移自净居宫。
香泥结界熏仪盛，苍海凌波怒像雄。
释虎咆咻声正厉，胡雏瑟缩气先穷。
欲知顷刻灾消去，烈火光中片雪融。46)

第十八首音讚詩，首联写为了抵抗侵略，君王在王宫举办道场；颔联表
现仪式之盛大；颔联“苍海凌波怒像雄”、颈联“释虎咆咻声正厉”形象生动地展
现了佛力之强，希望依靠无边的佛力，实现“胡雛瑟縮氣先窮”；尾联祈求外患
能如“烈火光中片雪融”一般结束得彻底、迅速。
沙羅密藏足威光，一粒靈丹勝萬兵。
火焰像前宣梵呪，金剛拳下眼魔精。
高山共峙熏功就，朗月同懸慧鑑明。
彈指未終災旋散，羶戎掃地立澄淸。47)

第十九首音讚詩与第十八首用意相同，希望凭借佛力实现“彈指未終災旋
散，羶戎掃地立澄淸”的结果，解除外敌入侵的国难。
李奎报存世的音讚詩数量最多，顺序较为清晰，与高丽朝历史事件的对
应关系也较为明确，李奎报的音讚詩为高丽朝的音讚詩研究提供了全面、重
45)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L_IMG
46)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7L_IMG
47)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8H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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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可靠的信息。

3) 金良鏡的音赞诗
金良鏡（1168-1235），后改名金仁镜，早李奎报一年出生 。在闵仁钧

〈除宰臣崔宗峻、金仲龟、金良镜麻制〉中记载，“具官金良镜，命世之贤，
絶伦之识。胷中旧学，呑古今而有餘。意外新词，非翰墨之所到。听一篇则朝
列拱手而休嘆，出一句则士林交口而喧腾。司小諫於西垣，转淸班於右史。事
有不便於时者不故默，议有不合於道者不苟从。顾朝廷岂曰无人，凡制誥皆係
於汝”48)，在这授官的麻制中，肯定了金良鏡的学识文采，并且提到“凡制誥皆
係於汝”。从中可以看出，高丽朝对制诰之臣的要求之高。
在『東文選』（卷之十四）收录了其一首音赞诗〈宣慶殿道塲音讚詩應
製〉：
仙仗红云拥法林，玉炉香穂袭檀沉。
四筵山水肩肩衲，万轴风雷口口音。
晓殿日高惊觉照，夜龛灯彻讶禅心。
大平应享千龄庆，归佛精勤少似今。49)

首联“仙仗”指皇帝的仪仗，“红云”指大臣们，此句与岑参〈奉和中书舍人
贾至早朝大明宫〉中“玉阶仙仗拥千官”50)造境相近；“玉炉香穂袭檀沉”句，以

“香穂”“檀沉”极言佛事之盛，与王安石〈次韵张子野竹林寺二首〉中“凉烟一
穗起檀沈”51)用语有相似，但意境不同。该诗首联、颔联生动地描写了道场的
盛况；尾联是一个倒序的因果句，此时虔诚的奉佛，日后才能获得千秋太平的
福报。

48)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V003_048B_IMG
49)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V002_020A_IMG
50) 廖立, 『岑嘉州诗笺注뺸卷 5, 北京: 中华书局, 2004 , p.711.
51) [宋]『临川先生文集뺸， 北京: 中华书局，1959，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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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陳澕的音赞诗
陳澕生卒年不详，但与李奎报相去不远。『麗史ㆍ參政公傳』中记载“澕
選直翰林院，以右司諫知制誥，出知公州以卒。善爲詩，詞語淸麗，少與李奎
報齊名，時號李正言、陳翰林”52)；李睟光『芝峯類說』中有“麗朝學士陳澕，
洪州人。詩甚淸麗，與李奎報同時，『翰林別曲』所謂李正言、陳翰林雙韻走
筆者也”53)。陳澕与李奎报的诗歌唱和较多，可见二人交往甚密。
陳澕『梅湖遺稿』中的〈轉大藏經消災道場音讚詩〉，只残存四句，引
自崔滋的『補閑集』。音赞诗要求四韵，显然这只是其中两联。
兩手蕉心經卷卷，半肩山色衲層層。
禪朝按上香堆燼，講夜簷頭月減稜。54)

崔滋『補閑集』中从创作角度提及此诗，肯定了前句“讚僧寶”符合音讚
詩规范，后句“雖語格淸爽，賦景致非也”55)，不符合音赞诗规范。

5) 崔滋的音赞诗
崔滋（1188-1260）也是武臣政权崔怡拉拢的文人之一。初期崔滋并未受
到足够重视。李奎报晚年将崔滋推荐给崔怡，“怡謂李奎報曰，誰可繼公秉文
者 ，對曰 ：‘有學諭崔安者 ，及第金坵 ，其次也 ’……遂超擢 ，代奎報，掌文
柄。”56)在现存高丽四家诗话中，崔滋是唯一对音赞诗的创作做过专门论述的
作者。『東文選』中收录了崔滋的〈宣慶殿行大藏經道塲音讚詩〉：
花山新闕卽靈山，佛會如今尙未闌。
金色頭陀煩一笑，肉身菩薩費三觀。
5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5A_A002_285L_IMG
53)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5A_A002_270H_IMG
54)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5A_A002_279L_IMG
55)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5A_A002_279L_IMG
56)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94A_V003_0397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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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紅覺苑春長暖，栢翠禪庭月獨寒。
九法已迴甘露火，莫言西笁隔東韓。57)

首联“新闕”江华岛；尾联“甘露火”指1232年蒙古入侵高丽时，焚毁『高丽
大藏经』初版的那场大火，“九法已迴”指历经16年终于完工的再版『高丽大藏
经』。崔滋赞颂的是这项伟业。
佛土人寰兩杳冥，問從何處覓丁寧。
十身遍滿塵塵剎，六合皆爲祖祖庭。
石女木兒猶轉法，夏鶯春燕亦談經。
眞功已効天難老，坐見春風度楚榠。58)

颈联“石女木兒猶轉法，夏鶯春燕亦談經”极言高丽朝举国向佛的情形；
尾联用“楚榠”的长寿，来祈求国家的千秋太平。

6) 金坵的音赞诗
金坵(1211-1278)可谓年少成名，受到李奎报的赏识和推荐。金坵晚年建
议朝廷设置通文馆，对高丽朝的翻译及文学做出了重要贡献。金坵的作品
中，章表之类公文占比最大，且好评较多，“坵，善屬文，掌國文翰，時，上
國徵詰，殆無虛歲，坵，撰章表，遇事措辭，皆中於理”59)。其存世的音赞诗
有三首，第一首是『止浦先生文集』中的〈中例消災道場音讚詩〉：
遊空宿耀偶相干，世眼無端作怪看。
若是祓萌將醞造，當緣呪力旋消殘。
壽山更疊千年翠，神杵纔舂一粒丹。
熾盛光中添瑞氣，臘前春色滿三韓。60)

57)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V002_023A_IMG
58)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V002_023A_IMG
59)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94A_V003_0448_IMG
60)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V002_027B_IMG

434 한중인문학연구 69

此处，消灾音赞诗与赞佛音赞诗有所不同，赞佛事、佛宝之类音赞诗，
结尾处通常会记录事功或成就，而消灾类音赞诗以祈福纳祥为主。
其他两首是 『止浦先生文集』中的〈宣政殿行大藏經道場音讚詩（二
首）〉：
一藏全勝百萬師，故應魔外不容窺。
揀來龍象渾無畏，掃去豺狼更莫疑。
晝講杵頭舂玉屑，夜談梭腹吐金絲。
願王已輦千祥至，社稷昇平自可知。61)
一會藏嚴是鷲峯，百爐香動瑞煙濃。
講唇走玉翻三藏，譚舌飛珠演五宗。
端信覺皇分著力，定敎兵騎不留蹤。
龍天亦感宸誠切，導灑眞泠靧國容。62)

金坵的音赞诗，第一首首联霸气十足 ，“一藏全勝百萬師 ”极言佛力威
猛，将王维〈老将行〉中“一剑曾当百万师”63)的意境化用到佛力上；尾联“愿
王 ”语带双关，兼指君王与佛陀 ，表达了音讚詩赞王赞佛的宗旨。第二首首
联、颔联写道场，颈联、尾联祈求借佛力，驱除敌人，还高丽朝天下太平。

7) 李崇仁的音赞诗
李崇仁（1347-1392）是高丽末期的重要文臣。『壄隱逸稿』中记载“李崇
仁字子安，號陶隱，星州人。恭愍壬寅科，魁征東鄕試，以年少不赴。乙卯，
以典理摠郞，與先生同見忤被流。又與先生，同稱隱淪。壬申，以鄭圃隱黨遠
流，尋卒。”64)
李崇仁的音赞诗目前仅存一首，而且是距今最近的一首。高丽末期佛教

61)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7A_A002_328L_IMG
6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7A_A002_328L_IMG
63)（清）彭定求等编, 『全唐诗뺸（卷一二五）, 北京: 中华书局, 1960, p.1257.
64)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19A_A003_431H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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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政治生活中的负面影响越来越大，对待佛教的态度也发生了很大的变化。
李崇仁『陶隱先生詩集』（卷之二） 的〈藏經音讚詩〉（1375年）：
崧阳宫殿彩云边，龙象潮音振法筵。
海藏传将开大宝，琅函繙阅结良缘。
光明普照三千界，历数相承五百年。
初政冀蒙方便力，更敎朝野得安眠。65)

这首音讚詩创作于1375年 ，即高丽朝王禑元年 ，此时高丽王朝颓势日
重。在李崇仁的音赞诗中，首联、颔联写高丽朝宫殿、佛事之盛况，颈联写崇
佛与国祚绵延相伴，尾联写新王初登大宝，祈求国泰民安。本诗赞佛事不是重
点，祈求佛佑朝野安定长久是重点。这也反映出高丽末期政治混乱，前途未卜
的迷茫。

8) 存疑的音赞诗66)
佛教与高丽王朝相伴始终，音讚詩作品应不仅仅止于上述提及的这些作
品，其他作品可能因种种原因未能存留下来。崔滋在『补闲集』中讨论音讚詩
作品时，常常摘取一句、两句例说，这些例句的原诗及题目均未检索到，因而
无法定论，故将其作为疑似作品记录：
李仁老的一句：
靈山當日鵲巢肩，濯濯還如出水蓮。

金良鏡的两联及一句：
一

千古金仙事杳茫，海東今日更張皇。
扶蘇蒼翠真靈鷲，宣慶荘嚴是普光。

二

穿花玉漏曹溪滴，映日珠簾帝網重。

65)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34A_A006_560L_IMG
66) 本节例举的存疑詩句，出自『补闲集뺸，来自http://db.history.go.kr/id/mubh_002_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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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寳文的一句：
性空月滿乾坤曉，覺樹花開世界春。

趙文拔的一句：
金章進勸宸躬拜，繡衲趍迎御步巡。

从高丽朝国祚存续几百年、佛事活动频繁的程度来看，音讚詩应该远远
超过目前存世的数量。

3. 音赞诗的公文属性67)
关于古代公文汪桂海总结为“官府在创达命令、请示、答复以及处理其他
日常事务中形成和使用的书面文字材料，具有成文性，有一定的程式要求，且
经过一定的处理程序”68)；杨树森将古代公文定义为“公务往来中使用的有规范
名称和格式的文书”69)。我们从中可以看出，古代公文应该满足三个要素：有
特定的处理程序、处理的是官方事务、有固定的范式。
从处理程序上及处理事务的性质来看，音讚詩的创作行为是“应制”，由
专职文臣创作，用在指定的场合。李奎报〈大藏經及消災道場音讚詩〉后注有

“應制 。自正言至三品所製摠附”70)；李崇仁的〈藏經音讚詩〉后注有 “乙卯
春，奉敎製”71)。崔滋『補閑集』中“每歲春秋，轉大藏經及與消災道場，皆命
誥院詞臣作四韻音讚詩”，明确了“誥院词臣”奉命而作“四韵音讚詩”。此外，
李穑的〈藏經法席罷日〉中“奉勅當年製音讚，至今猶愧僅成章”72)，也印证音
讚詩是“应制”的官方作品，用于君王指定的佛事活动中。这符合了公文有特定
的处理程序、处理官方事务的两个要素。
67) 本节未注出处的引文，均出自http://db.history.go.kr/id/mubh_002_0310
68) 汪桂海, 『汉代官文书制度뺸， 南宁: 广西教育出版社, 1999, p.1.
69) 杨树森․张树文, 『中国秘书史뺸， 合肥: 安徽大学出版社, 2003, p.97.
70)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4A_A001_476H_IMG
71)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34A_A006_560L_IMG
7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20A_A004_245H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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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固定的范式上来看，音讚詩具有稳定的“四韵七律”，题目都带有“音讚
詩”字样。除了这些外显的范式外，内部也具有自身的规约性，其中在内容的
限定、不同内容与四联的对应关系方面表现最为突出。崔滋在『补闲集』中通
过摘句，分析了这些规约性。
李公仁老初登誥院，以謂：“音讃詩乃讃佛德也。大抵賦道塲莊嚴，觀覽精致，
或歸美君主，叙事說情，皆非也。”及製呈云：“靈山當日鵲巢肩，濯濯還如出水
蓮。”此雖句語有力，鵲巢肩是苦行時事，非讃萬德莊嚴也。金貞肅公仁鏡云：“千
古金仙事杳茫 ，海東今日更張皇。扶蘇蒼翠真靈鷲 ，宣慶荘嚴是普光 。”此用古
事，即今事可警。

李仁老在誥院时，提出了自己对音讚詩内容上的要求，即“讃佛德”，而
写作的落脚点放在其他方面则“皆非也”。崔滋也补充了自己的观点，在用事原
则上，崔滋以李仁老的诗句为例，阐述了虽然用事与佛有关，但不是赞佛德的
也不适宜音赞诗；崔滋以金良鏡的诗为例，阐明了与佛有关的、借古警今的用
事适宜音讚詩。
蔡拾遺寳文云：“性空月滿乾坤曉，覺樹花開世界春。”此真讃佛也，亦可云讃
法，然非出新意。音讃之法，若不能專讃佛寳，通讃三寳亦得。如陳補闕云：“兩
手蕉心經卷卷，半肩山色衲層層。”此讃僧寳也。文順公云：“琅函霧濕龍擎到，紺
席風生象踏行。”此通讃法寳僧寶也。金貞肅公云：“穿花玉漏曹溪滴，映日珠簾帝
網重。”此即禁中事讃法寳也。趙直講文拔云：“改‘穿花’為‘風傳’則尤佳”。

崔滋对音讚詩“赞佛”做了细致而扩大化的解释，从“專讃佛寳”扩大到“通
讃三寳”，拓宽了音讚詩的书写对象。
崔平章奭在綸院時云：“鐘吼遠醒三界夢，殿嚴高壓五天空。雖將大地研為墨，
難盡吾皇志願洪。”此詩當文廟創立興王寺三層大殿，特開慶讃道塲，故雖叙事可
也。
文順公云：“形勝新開白玉京，江山王氣擁明堂。更憑佛力金城固，寧畏胡雛鐵
騎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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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學士云：“譆譆出出如鳴社，戰戰兢兢若履冰。”
文順公：“當遷新都日禳狄兵。”李學士：“當廩災后招梗。”宜叙事如此。

关于音讚詩的叙事說情，李仁老限定的范围很有限，崔滋在此基础上进
行了扩充。诸如“創立興王寺三層大殿”、“遷新都日禳狄兵”、“廩災后招梗”之
类的叙事，是可以作为音讚詩内容的，这类事件恰如其分地表达了佛功、佛
德。
陳補闕云：“禪朝案上香堆燼，講夜簷頭月减稜。”雖語格清爽，賦景致非也。

崔滋在限定音讚詩中景物描写时认为，景物描写若不服务于赞佛，即使

“語格清爽”也不适宜音讚詩。如果单从文学作品的审美角度来看，“語格清爽”
是难得的艺术效果之一，但对应音讚詩的公文属性来说，就是华而不实的，因
为这句写景没有表现出赞佛或者赞王的内容。在音讚詩中景物描写必须让位
于内容指向的确定性和公文的规约性。
第一聯言設席，頷聯、景聯皆讃三寳，落句言福利，此音讃詩之範也。雖鴻儒
巨筆，猶局其前範，未免換骨。而文順公〈天變消災〉云：“虜吻流涎已足徴，乾
文見謫又何懲。天心似水雖難測，佛力如山信可憑。”〈禳狄兵〉云：“殘寇虛張菜
色軍，吾皇專倚玉毫尊。若教梵唱如龍吼，寧有胡兒不鹿奔。”其語豪放不局。故
拘凡滯俗者或議其偃蹇。

崔滋在此处首先介绍了音讚詩的一个标准，即音讚詩四联每联对应的内
容和功用。与此同时，他也肯定了李奎报的音赞诗在这方面的突破与创新。
通过考察分析来看，音讚詩作为高丽朝几百年来，在国家重要佛事场合
使用的、文臣应制而作的礼仪性诗歌，它具有典型的公文属性。如果明确了音
讚詩的公文属性，将有利于认清音讚詩的客观历史价值，有利于理清音赞诗
与作家个人思想、信仰间的关联，进而明确音讚詩的创作并非是作者个人的

“诗言志”，而是国家和君王的“诗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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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音讚詩庄严宏大的美学特征
在我们整理音讚詩的过程中，发现音讚詩表现出了一种鲜明的美学特
征 。这种美学特征与崔滋在『补闲集 』中探讨的音讚詩创作的三个原则有
关。
“靈山當日鵲巢肩，濯濯還如出水蓮。”此雖句語有力，鵲巢肩是苦行時事，非讃
萬德莊嚴也。

“性空月滿乾坤曉，覺樹花開世界春。”此真讃佛也，亦可云讃法，然非出新意。
“穿花玉漏曹溪滴，映日珠簾帝網重。”……趙直講文拔云：“改‘穿花’為‘風傳’則
尤佳。73)

“万德庄严”是对用事、用典上的美学要求；“新意”是在符合音讚詩范式的
前提下，立意求新，不落俗套，道前人之未道，而例诗中“乾坤晓”、“世界春”
在崔滋看来，显然落入窠臼；“宏大”气象，是从“改‘穿花’為‘風傳’則尤佳”中体
现出来的，“穿花”一词过于幽微、轻佻，造境浮靡，而“风传”则有短时间内遍
满天下之意，将“穿花”改为“風傳”体现的是将崇佛之心，由富丽堂皇的宫廷扩
展至天下苍生，意境陡然提升。“万德庄严”、“新意”、“宏大”，这三个原则在
创作中又对应不同的层面，“万德庄严”与“宏大”的气象体现在遣词造境上，而
求“新意”的遣词造境又令音讚詩的“庄严宏大”有了耳目一新的观赏性。三者天
衣无缝地融合在音讚詩中，形成了音讚詩独特的庄严宏大之美。这种美学特
征从音赞诗的遣词造境中俯拾即是。
在涉及君王、佛事及其相关的殿堂楼宇时，使用了气势恢宏、庄严雄伟
的意象。如：
金殿、王殿、贲殿、金城、黄屋、白玉京、衆宝城、靈山、玉霄、海宫

在涉及君王和佛陀二者的身体部位、行为等时，使用了神圣、威武、庄
73) http://db.history.go.kr/id/mubh_002_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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严的意象。如：
梵雄、象步、象步腾、金龙、龙颜、龙象、龙擎、龍手、龍天、玉仗

在展现佛教、佛藏、佛法的浩繁、精深、圆融遍满时，使用了总括、夸
张的称呼和意象。如：
三藏海、藏海、海藏、敎海、八部、三藏寶、三乘、龙宝、千佛、法林、塵塵
剎、祖祖庭、十身遍滿、舌根覆地、鼻孔辽天

在涉及君王参加佛事活动的阵仗及道场现场时，使用了富丽堂皇、规模
宏大的意象。如：
御仗排、仙仗红云、香幢宝盖、四筵山水、玉炉香穂、千指繙经、經卷卷、衲層
層、千千拜、肩肩衲、口口音

在展现佛力、法器等的强大力量时，使用了无坚不摧的意象。如：
金身十力、神兵八部、佛力如山、万轴风雷、铁捧金拳、金剛拳、象踏行、神通
杵、神杵、敎令轮、烈火、怒电、鎭辗

在展现法音、佛怒时，使用了惊天动地的意象。如：
钟吼、龙吼、龙象吼、云雷、振法雷、法音雷、连空震、释虎咆咻、潮音

在展现高丽朝御敌的军队时，使用了数量庞大、威武雄壮的意象。如：
铁甲千军、百萬師、萬兵、森兵、百雉

在涉及宇宙、地域时，使用了兼容并包的统合意象。如：
三界、三千界、六合、洪溟、四境、四海、三韓

在涉及景物、祥瑞等时，使用了旷辽雄伟、超然恒久的意象。如：
岿然、塔耸、云涯、彩云、鴈空、满天霞、瑞氣、遊空、宿耀、高山共峙、朗月
同懸、苍海凌波

音讚詩这种庄严宏大的美学特征，贯穿了存世的全部音讚詩，构成了音
讚詩自成体系的美学特征。这种庄严宏大的美学特征根植于王朝和佛教的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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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地位，依托重大的政治生活事件，满足了王朝的宣传需要，是王权与教权的
权威性、神圣性在音讚詩中的美学投影。

5. 结论
关于音讚詩产生的时间和原因，史料中并没有明确记载，但从其发展、
传续及内容上来看，高丽朝王权与佛教间的相辅相成是其根本原因。高丽朝
统一初期王权面临着地方贵族势力的挑战，此后在频繁的外敌侵扰和长期的
武臣专权下，王权处于风雨飘摇中。为了强化中央集权、巩固王权，高丽历代
国王极力借助佛教的影响来神化自身、凝聚各方面力量来延续国祚；而佛教
也需要借助王权的支持来发展壮大自己。在二者的合力作用下，诞生了以颂
王赞佛、护国御敌、禳灾祈福为主要内容的音赞诗。
通过对现存音讚詩的梳理，将音讚詩与高丽朝的历史事件联系起来，能
够看出音讚詩具有一定程度的记史功用，这个功能使音讚詩具有了鲜明的时
代特色。在崔奭所处的时代，高丽朝朝野内外相对太平，这时音讚詩展现的是
一种歌舞升平的盛世之美；发展到李奎报时代，高丽朝外患频仍，国祚社稷面
临威胁，内部武臣政权把持朝政，王权被削弱，这期间的音讚詩表现出了国家
命运的忧患，充满了灭胡御敌的诉求；时至李崇仁时代，高丽朝处于岌岌可危
的境地，李崇仁音讚詩中“光明普照三千界，历数相承五百年”，以恢弘的笔触
记述高丽朝的国祚绵长，但从历史的视角审视，更像是对王朝命数做出的总
结。李崇仁的音赞诗是目前能够查到的最晚的一首音赞诗，此后不久高丽朝
被朝鲜朝取代，朝鲜朝对佛教的态度没有高丽朝那么友好，佛教丧失了国教
的地位，朱子学逐渐成为朝鲜朝主导的政治思想。音讚詩作为高丽朝佛教与
政权融合的产物，是王权与宗教在国家治理中的合作共生。在朝鲜朝建立
后，以颂佛、颂扬君主，祈求消灾避祸的音赞诗也从此退出了历史舞台。
音讚詩作为在王权主导下的佛事活动中使用的公文，有其自成一体的范
式要求。“四韵七律”的传统范式一直没有变化；内容的展开形式上基本维持了

“第一聯言設席，頷聯、景聯皆讃三寳，落句言福利”的范式，虽偶有违制但整

442 한중인문학연구 69

体趋于稳定；在语言及意象塑造上，表现出了庄严宏大的美学特征，展现出了
自成体系的文学风貌。
音讚詩落墨最多处通常是在描写佛事的盛大场面和佛的雄强伟力上，但
用力最深处却常是在赞王和表达愿求上。在铺陈佛事、佛力的同时，从逻辑层
面引导人们体悟：开创、开展如此盛大佛事、获得佛力的是君王。为了形象化
这种意象，音讚詩中常用“龙象”、“樊王”等意象来神化、凸显君王。这种一以
贯之的音讚詩表现手法，契合了“命誥院制音讚”的创作活动以及服务于统治教
化的目的，也符合王权与教权在高丽朝的分配，即王权高于教权的事实。从这
种治理模式来看，更符合儒家入世的治世理念，而非佛家出世的夙旨。高丽王
朝虽然视佛教为国教，佛教被作为国家治理的手段之一，但其始终置于王权
的驯服之下，并未完全上升为国家治理的指导思想，并未深入到治理国家的
各个环节。事实上，高丽朝时期除了这类佛教的禳灾祈福活动外，还有很多道
教的活动，也会命文臣作清词。而且遍寻音讚詩，基本上未涉及任何成佛的个
人修养、未体现佛的平等慈悲等思想，反而在抵御外族侵略的过程中，充斥着
祈求佛力以暴制暴的事功思想。总而观之，音讚詩反映的仅是君王将崇佛作
为一种治世手段，来实现国家、君主的愿景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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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Eum-chan Poem in the Goryeo Dynasty
Li, Yanjun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Eum-chan Poem is a four-rhyme poem
written by a civil official, which has the attribute of official document. They
were used in important Buddhist activities hosted by the king. The creation
and use of the Eum-chan Poem continued for centuries, until the fall of the
Goryeo Dynasty. Through our collection and sorting of the Eum-chan Poem
currently in existence, combined with the historical events reflected in the
poems and related information of the author, we believe that the Eum-chan
Poem is unique. This type of poetry has always adhered to its own artistic style
and has not changed for a long time. As an official document of the government,
Eum-chan Poem has a fixed paradigm. In terms of content and thought, the
Eum-chan Poem is mainly based on praising the Buddha, praising the king,
protecting the country and defending the enemy, and eliminating disasters and
praying for good luck. In the pursuit of artistic aesthetics, Eum-chan Poem
embodies the beauty of solemn and grand.
Keyword

the Eum-chan Poem（音讚詩），the Goryeo Dynasty， official

document， Praising Buddha and King， solemn and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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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级水平中文写作课的网络教学设计研究
钱兢*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2020년 1학기는 물론 현재 2학

기까지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의 모 대학
중문과도 마찬가지고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2학년의 중국어 작문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되었다.
다년 간 강의실 대면 수업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신 기존의 강점을 어떻게 온라인 강
의에서 발휘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이런 계기로 ‘플립 러닝’과 같은 새로운 교육 이념과 교
수법을 적용하고 컴퓨터 과학 기술을 접목시켜 초급 수준 중국어작문의 인터넷 강의를 설계
했다.
‘플립 러닝’은 지식 전수와 지식 내실화의 순서를 맞바꾸었다. ‘플립 러닝’식 온라인 수업에

서 교수는 지식을 전수한 사람에서 학습의 지도자와 촉진자로, 가상대학에 사전 탑재한 온라
인 강의 자료는 지식 전수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질이 지식 전수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교육 대상은 모국어가 한국어인 초급 중국어 수준의 대학생이다. 작문 온라인
강의는 아래 세 단계로 설계했다. 1) 가상대학에 미리 탑재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작문에 사
용할 어휘, 문법 구조, 중국어 작문 형식 등을 예습하는 사전 학습 단계. 2) 개인 별로 중국어
작문 과제를 발표한 후에 팀 별로 토론하고 단어와 문법 오류를 서로 지적하고 수정해주는
본 수업 단계. 3) 교수님의 첨삭 피드백과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국어 작문을 수정 및
보완하는 사후 학습 단계.
본 논문에서는 초급 중국어 작문 온라인 강의에서 발견한 문제점,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플립 러닝’ 적용 사례를 통해 중국어 작문 수업에서 ‘플립 러닝’
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온라인 강의의 참여도를 높였고 학생들이 학습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ReadyStream Producer, Everlec, ZOOM 등 현대화된 교육 수
단에 관한 사용 제안을 하였으며, 중국어 작문 온라인 강의의 수업 설계와 운영 전략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바란다.

*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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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초급 수준, 중국어 교육, 글쓰기, 온라인 강의, 플립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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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2020年是不寻常 、不安定的一年 。新年伊始就爆发了新型冠状病毒疫
情，使我们的春节和寒假都在紧张和不安的气氛中度过。疫情逐渐在全世界
范围蔓延和肆虐，新型冠状病毒疫情波及范围之广、拖延时间之长、对各行各
业的经济打击之大，都远远超出了我们的预期。它不仅影响了各国的生产和
生活，而且颠覆了我们教育和学习的方式，导致2020年的第一学期乃至当前的
第二学期都不得不取消课堂面授，而采取网络授课的方式，笔者所在的韩国
一所大学的中文系也是如此。
在疫情突发的情况下，各个大、中、小学的老师们都在摸索和研究如何
做好线上教学。其实网络授课并不是一个新生事物，而是随着因特网的迅猛
发展已然出现的教学方式，只不过在新冠疫情期间更凸显了普及的必需性。
笔者接到了初级中文写作课的教学任务之后，深入思考了如何利用多年
来的课堂教学经验发挥既有的优势，最终决定运用‘翻转课堂’这种先进的教学
理念和方法，结合ReadyStream Producer, Everlec, ZOOM 等电脑科技手段进
行网络课程的教学设计。这篇论文的初衷就是将初级中文写作网络教学中发
现问题、分析并解决问题等一系列过程呈现出来，为汉语相关网络课程的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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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设计研究提供参考和借鉴。
我们首先对翻转课堂的起源、教学模式的形成和兴起作一个整理。翻转
课堂（Flipped Learning）起源于2007年美国科罗拉多州落基山的林地公园高
中。该校的学生经常因为天气差或路途遥远等原因不能按时到校上课而落下
了很多课程，以致于影响了上课的进度。因此该校的两位化学教师乔纳森·伯
尔曼和亚伦·萨姆斯开始使用录屏软件录制PowerPoint演示文稿的操作过程以
及教师讲课的声音，并将视频上传到网络，借此帮助不能按时上课的学生。1)
翻转课堂教学模式的形成和发展则是2011年之后的事。可汗学院的发起
人萨尔曼·可汗在TED上作了一个题为“用视频重塑教育”的演讲，其中提到了
他上传到Youtube上的很多免费教学视频深受学生和家长的喜爱，在几个实验
学校使用后的教学效果也很好。受到他的启发许多教师尝试改变以前的课堂
教学模式，要求学生在家看视频以代替教师的课堂讲解，然后在课堂上，把精
力集中在完成练习以及与教师和同伴的互动交流上。这种做法颠倒了传统学
校“课上教师讲授、课后学生完成作业”的教学安排，由此翻转课堂教学模式兴
起并引起了世界各国教育研究者的关注。2)
近几年特别是今年新型冠状病毒疫情爆发之后，有关网络课程教学和翻
转课堂的研究逐渐增多。其中赵兴龙（2014）认为，翻转课堂主要是通过教学
流程的翻转来分解知识的难度、增加知识内化的次数，从而促进学习者的知
识获得。而且他强调在对翻转课堂教学模式进行设计时，要根据渐进式知识
内化的特质和翻转课堂的三个构成要素，从宏观、中观和微观三个层面综合
考虑。既保证不给教师和学生增加额外负担，又使教学媒体、教师培训、教学
环境满足需求。教师在具体实施翻转课堂的过程中，要遵循知识内化基本原
理，根据课型、学情分析，选择恰当的教学策略。3)柏茁（2018）认为，在网
1) 翻转课堂的起源参照卢海燕｢基于微课的翻转课堂模式在大学英语教学中应用的可行性
分析｣，뺷外语电化教学뺸第158期，2014，pp.33-36.
2) 翻转课堂教学模式的形成参照张跃国，张渝江｢透视翻转课堂｣，뺷科技信息和科学教研
뺸第3期，2012，pp.8-10．
3) 具体内容参见赵兴龙，｢翻转课堂中知识内化过程及教学模式设计｣，뺷现代远程教育研
究뺸，第2期，2014，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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络信息化时代，各式各样新兴的现代化技术和软件应该被广泛应用于教学
中。对外汉语作为近几年来大力发展的学科，同传统课堂教学模式相比，更加
要求推陈出新。他分析了翻转课堂理论和当前现代网络化教学手段，以及在
对外汉语课堂教学中的应用。4)刘海兰等（2020）在论文中介绍了教学团队应
用翻转课堂理论在大学物理课程在线混合式教学方面的改革方案和具体做
法，教学方案实施和案例介绍非常详细，并在课程结束后对1320名学生进行了
问卷调查活动，其调查结果很有参考价值。5)莫永谊等（2017）以SPOC教学
模式和翻转课堂理念为指导，提出了英语口语翻转课堂教学设计模式，有效
开展了翻转课堂教学活动，提高了学生英语口语教学质量。6)
以上都是不同领域、不同科目在网络课程教学中利用翻转课堂模式的研
究论文，这些研究成果有利于拓宽我们的研究思路，可以相互启发、共同提
高。尽管没能找到中文写作课应用翻转课堂理论的相关论文，但这也正说明
了此类研究还不完善，在当前的特殊形势下我们的研究课题更具紧迫性和必
要性。

2. 初级中文写作网络课程的教学设计
由于疫情期间不能去学校进行面对面的教学活动，在韩国互联网高度发
达的网络背景下，笔者力求突破时间、空间等方面的限制，为初级中文写作的
网络课程进行教学设计，为对韩汉语的写作教学科目提供新的发展思路和教
学方式的参考。
崔希亮(2020)在年初全球突发公共卫生事件的第一时间，就很敏锐地谈到
了网络背景下的汉语教学。他认为网络教学是一个复杂的系统，绝不是只有
4) 具体内容参见柏茁，｢对外汉语中翻转课堂理论的应用问题｣，뺷文教资料뺸，第13期，
2018，pp.50-51.
5) 具体内容参见刘海兰，顾牡，吴天刚等，｢大学物理课程在线混合式教学的改革与实践
｣，뺷物理与工程뺸，第30期，2020，pp.3-11.
6) 具体内容参见莫永谊，常枫，｢基于SPOC 教学模式的口语翻转课堂探索｣，뺷学位与研
究生教育뺸，第9期，2017,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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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字环境和技术支持系统那么简单。文章精辟独到地归纳出了网络环境下的
语言教学涉及到的八个方面的要素，在各相关要素之间也要建立有机的联
系。第一要素为语言，第二要素为学习者，第三个是教师，第四个是教学法，
这四个要素属于第二语言教学的内在要素。第五要素是第二语言学习过程，
第六要素是技术支持，第七要素是教学环境，第八要素是教学管理，这四大要
素属于语言教学的外在要素。

7)

本文的教学设计以翻转课堂理念为指导，结合上文这八个方面的要素，
基于教学对象为大学中文系二年级的韩国学生，把初级中文写作网络课程的
教学过程构建为课前部分、课上部分和课后部分这三个阶段的模型，以期达
到提高初级学生的中文写作水平之教学目的。下面将分三个小节来分别阐述
这几个阶段。

1) 课前部分-自主学习
课前部分是我们基于信息化环境构建的这个翻转课堂三阶段模型中的第
一阶段，它包括教师组织教学资源、录制视频教学内容的部分；也包括学生观
看视频自主学习、模仿范文写作时思考并记录疑点和难点的过程。
首先从语言教学的外在要素来看，课前部分需要相应的技术保障和设备
资源支持。在电脑的运营体制支持系统为OS X 10.10以上的条件下，并安装有

Chrome浏览器或者Internet Explorer10版本以上的浏览器，具备摄像头、耳麦
和隔音效果好的安静的空间，就可以借助ReadyStream Producer或者 Everlec,

PowerPoint等应用程序来制作教学视频。
其次从语言教学的内在要素来看，要达到用中文来构思并书写一篇作文
的目的，学习者在课前要预习和作文主题有关的词汇和语法结构，教师在课
前要制作教学课件，录制网课视频。下面我们就以ReadyStream Producer应用
程序为例来具体说明课前录制教学视频的方法和步骤，这也是翻转课堂重要

7) 崔希亮，｢全球突发公共卫生事件背景下的汉语教学｣，뺷世界汉语教学뺸，第34卷，第3
期，2020，pp.2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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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一步。

图一

图二

上文中图一是ReadyStream Producer应用程序的初始界面，打开后有两
种选项，Rich是高级专家使用的，功能更强大更复杂； Rapid是一般教育者使
用的，我们平时录制网课使用这个选项功能就很充分了。
参考图一可以看到有幻灯片式显示、屏幕显示、白板显示、影像显示等
若干个背景设置，我们通常选择左边第一项幻灯片式显示，再使用右下角的

PPT选择按键把教师提前制作好的作文课教学PPT课件上载，设置录制的方式
为音频（PPT课件上只录教师讲解的声音）或是视频（PPT课件上同时录教师
讲解的声音和影像）。
接下来点击右上角‘添加内容’的按键，根据PPT课件的大小经过一定的时
间，生成幻灯片式的视频图像之后，就会出现图二的画面。如图二所示，左上
角是分页的教学PPT图像，下方的条带状按键依次为显示录音声量的大小、录
制开始键、暂停键和录制完成键。如果将录制的方式设置为视频，调整好摄像
头和耳麦，左下方的空白处就会显示教师的头像。利用右下角的翻页键，则可
以看着PPT讲义边讲边录。图二的最右侧还有荧光笔、橡皮擦、贴纸、光标等
功能键，讲课时可以针对教学PPT的内容标出重点和难点，以示强调。

初级水平中文写作课的网络教学设计研究 451

图三

图四

上文中的图三展示的是Everlec应用程序，它是一个轻快的录屏工具，能
弥补ReadyStream Producer的某些不足之处。ReadyStream Producer应用程序
利用的是多层叠加的原理，在同一个屏幕上分层分区，使得讲义信息的显示
最大化。但缺点是如果PPT课件的页数较多时，生成幻灯片式的视频图像耗时
较长；录制结束后是RSZ形式的文件，转换成MP4形式的过程缓慢。要注意的
是录制视频时PPT课件中不能穿插动画效果，否则在登录上传到虚拟大学时
中途就会系统出错，导致上传失败。
图三中的Everlec应用程序，它既可以录制音频，也可以录制视频，同时
展示教师讲解的声音和影像。录屏的背景可以有PPT课件画面、全部电脑桌
面、局部电脑桌面这三种选择。最大的优点是录制完成后可直接生成MP4形
式的文件，省略了转换的环节，上传到虚拟大学或YouTube时速度快。
上文中的图四展示的是PowerPoint应用程序。在电脑桌面上直接打开教
师制作好的作文课教学PPT课件，找到右上角菜单中最后一个‘录制画面’的按
键就可以了。这个应用程序的优点是操作简单、便捷实用；但缺点是只能录制
音频，不能录制视频，不适合用来制作功能多样化的教学视频。
学生们在教师将录制好的网课视频上传到虚拟大学之后，按照设定的学
习期间和进度进行预习 。笔者担任的初级中文写作课为每周一次 ，两个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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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和面授不同，我进行网课的教学设计时把第一课时放在课前部分，要求学
生们通过观看30分钟教学视频来预习与作文主题有关的词汇和语法结构、了
解中文写作的格式规范、记录本人学习中的疑问和难点，然后再用30分钟来构
思并模仿范文写作，限时提交。教学设计把第二课时放在课上部分，老师用网
络直播课的方式先解答学生们预习中的疑难问题，随后让学生宣读自己写的
作文，展示后由同学们共同探讨。
通过两个学期作文课的实践，证实了课前部分的视频教学可以培养学生
们开放式的、主动的学习习惯。翻转课堂的第一阶段尤其重要，教师精心录制
视频 ，学生认真预习并完成写作任务 ，都是实现先学后教的教学模式的关
键，通过翻转过程中的知识内化，才能使翻转课堂真正发挥功效。

2）课上部分-展示探讨
课上部分是我们构建的这个翻转课堂三阶段模型中的第二阶段，它包括
学生针对观看视频时记录的疑点提出问题，教师答疑解惑、讲解作文中词汇
语法等难点的过程；也包括学生朗读和展示自己的作文，同学们探讨交流的
过程。
课上部分需要的技术保障和资源支持为：教师在电脑Windows环境下，
最好安装Microsoft Edge或者Chrome浏览器，这二者比Internet Explorer浏览
器更流畅。再设置好摄像头、耳麦，就可以借助ZOOM平台开展实时在线授
课。学生们使用手机或者平板电脑，只要在IOS或者Android环境下提前下载

Zoom在线会议系统的应用程序，就可以参与老师及其他同学一起的实时视
频、语音交流的直播课了。但Zoom在线会议系统是一个商业软件，有付费会
员和免费会员的区分。加入付费会员才能在每周固定的时间段预约，上直播
课没有时间长短的限制，听课人员可以达到300人，可使用的功能也更加丰富
多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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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五

图六

上文中的图五和图六是使用ZOOM平台开展初级中文写作直播课学习｢季
节和天气变化｣这一课的实例。具体的教学设计与操作步骤如下：我提前在虚
拟大学的网站上预约了每周四15点的Zoom在线会议，学生们按时点击会议链
接或者输入参会ID，就可以进入直播课的大会议室。正如图五中所示，学生
们能看到老师电脑共享的讲义资料的同时，还可以看到老师直播的影像，并
能和老师及其他同学进行实时问答、相互交流。
直播课程的第一步（10分钟），教师点名后，为了防止噪音干扰，先使
用会议系统主持者的权限关闭全体参会者的话筒，再让课前预习时有疑问的
学生使用‘举手功能’或‘聊天室功能’申请后依次有序地提问，教师给予解答并强
调这一课的知识难点。
第二步（10分钟），在全体的大会议室中，指定个别学生观察讲义资料
中的图片说出若干个与季节和天气变化有关的词语，例如‘夏天、热、下雨’等
等，并运用‘越来越……’、‘变……了’造句，目的是检查并巩固课前预习的词汇
知识和语法结构。
第三步（10分钟），如图六展示的那样，使用ZOOM菜单中的‘小会议室
功能’，按‘手动’或‘自动’键把学生们分成5人一组，请他们用这一课新学的生词
和语法谈谈当前的季节和近来的天气变化。教师可以按‘加入’键轮流进各个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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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议室观察学生们的分组讨论情况，记录他们的课堂表现和参与态度。学生
也可以按‘请求帮助’键让老师瞬间移动到自己的组给予指导和帮助。
第四步（30分钟），教师使用ZOOM菜单中的‘关闭小会议室功能’，全体
学生都自动回到了大会议室中。指定某几位学生朗读自己在第一课时课前预
习后写的命题作文，其他同学看着电脑画面共享的作文，边听边思考，然后根
据自己的知识提出修改建议。我在讲义中列出了有针对性的项目表，包括是
否符合中文写作的格式、是否有汉字和标点符号的错误、是否有语法错误、内
容是否充实等等 ，这使得同学们的修改建议更加具体可行 。学生讨论结束
后，我也展示对这篇作文的整体修改意见和评语，作出总结。
经过了两个学期写作课的实践，证明这种角色翻转策略颇有成效。翻转
课堂的策略不仅是先学后教这种授课顺序的翻转，也可以是实际教学中师生
角色的互换。学生充当小老师的角色，用自己所掌握的知识给别的同学的作
文指出错误并修改，直播课上细致又精彩的发言迭出，让我欣喜不已。

‘停课不停学’是指学生不到学校上课，但仍旧要按照一定的计划来学习。
疫情期间无论是韩国还是中国的教育者都要进行规划组织，完成教学任务，
尽量减少停课期间造成的损失。8)
笔者在 ZOOM平台上开展初级中文写作直播课，按照实际课时预约规
划，使用实时语音交流和分组讨论等互动手段完成写作教学任务，尽管是远
程，但最大限度地接近课堂面授，取得了学生参与度高、师生互动沟通良好的
教学效果。

3）课后部分-反馈总结
课后部分是我们设计的翻转课堂三阶段模型中的最后一个阶段，它包括
教师对学生们上载到虚拟大学网的作文进行批改、校正、登成绩的部分；还包
括学生下载批改后的作文，根据老师和同学们的建议和反馈进行修改、整理
8) 参见蔡磊的｢利用Zoom在线会议系统创新教学的实践探索｣，뺷创新人才教育뺸，第1期，
2016，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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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再创作的过程。我们对初级中文作文的长度要求为前8周写100字以上，后8
周练习写满200字以上，也就是说期中考试之后的作文对词汇量、语法结构和
篇章布局都提高了要求、增加了难度。课后部分的修改和整理由学生自行进
行，并不占用有限的课时。
课前和课上部分我们运用‘翻转课堂’这种先进的教学理念实践了‘先学后
教’，课后部分还需要借助虚拟大学网、K-push校内公告网、kakaotalk聊天软
件等电脑科技手段提供技术保障，以支持为学生答疑解惑时的实时无障碍交
流、出勤记录、作文批改、考试、作业打分、成绩管理等一系列功能。
下文中的图七是一张虚拟大学网上初级中文写作课的学习进度表。利用
左侧的菜单，我们不仅可以看到选修初级中文写作课的学生姓名和学号，还
可以看到他们当前看视频讲义的进度如何。做教学设计时如果每周四上直播
课，就规定学生在周二前看完视频讲义。他们是否能在规定的日期内完成预
习并提交作文，直接关系到作文直播课的教学效果。课后部分教师根据进度
表来作出勤记录并给预习情况打分。
图八是作业、考试打分及成绩管理表。做教学设计时使用图的左半部菜
单中的‘成绩项目管理’键，提前规划每次作业和考试的满分值在整个学期总成
绩中所占的比例。图的右半部显示了我布置的各种作业，有生词填空、特指疑
问句和存现句造句、命题作文和期中期末考试等等。每次直播课之后的第三
阶段即课后部分，教师都要在网上输入成绩，到了期末时使用菜单中的‘个人
成绩表’功能和‘全体成绩簿’功能，就可以轻松便捷地总结出整个学期作文课学
生个人以及全班的成绩单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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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七

图八

另外，我们作文的命题尽量接近大学生的生活，让他们将自己值得写的
事情通过中文写作输出这种方式表达出来，这对于初级水平的韩国学生而
言，是具有挑战性的。他们在一年级学过汉语发音课、初级会话、初级听力等
课程，升到二年级才第一次接触中文写作课。他们在作文命题的引导下，先模
仿范文一次次地将自己的生活体验和感受用中文写进作文中，然后在接受老
师和同学们的修改建议后，对上一次写作内容中出现的错误进行纠正，并逐
渐适应作文长度和难度的增加。这种渐进式的反馈总结和修改，使他们的中
文写作知识不断反复内化。由此经过初级中文写作网络课程的课前部分、课
上部分和课后部分这三个阶段，我们运用翻转课堂理念翻转了教学流程，分
解了初级学生对中文写作知识内化的难度。

3. 结语
翻转课堂是源自于美国的教学理念，在当前韩国的汉语教学中还是一个
全新领域。疫情突发在实施网络教学的过程中，师生们都遇到了很多复杂的
问题，因此我们更需要通过教学实例来研究和验证翻转课堂的教育理论。
本文通过初级中文写作课的教学设计和实践，对翻转课堂教学模式进行
了反思，研究了如何提高汉语网络教学的有效性。实践证明张萍（2017）的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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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很有道理：学生中心、自主学习和合作学习在翻转课堂教学模式中有着重
要的意义，是其构建之本。依赖信息技术--观看视频本身并不能带来良好的
学习效果，而信息化可以为翻转课堂提供更丰富的教学资源和更多的交互形
式。9)
通过教学设计和实践我们也意识到，如果仅停留在颠倒教与学的顺序流
程的层面上 ，忽视了其理论背后隐藏的知识内化 ，就会造成翻转课堂的失
败。这样运用翻转课堂不仅不能给教学带来积极意义，反而会产生课前部分
设计的知识难度失当、课上部分教师的职责无法充分地发挥，导致课后部分
学生对知识的理解和消化不到位。更体会到在运用翻转课堂模式进行知识内
化的时候，不能生搬硬套，进行教学设计时要更加灵活、实用，循序渐进地不
断完善教与学的流程翻转。本文只进行了初步的尝试和探索，如何更好地运
用翻转课堂来提高学生们的中文写作水平，是我今后要继续研究和努力的方
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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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nline Lecture on Chinese Writing Class of Elementary Level
Chun, Keung
With the outbreak of a new coronavirus around the world in 2020, online
lectures have become inevitable for the first semester as well as the current
second semester. Given this situation, I was assigned to take on-line lectures
in Chinese writing on my second year, just like the Chinese language that I
am teaching in a Korean university. I have been deeply contemplating on how
to use my face-to-face classroom experience efficiently and how to demonstrate
my existing strengths in online lectures. With this opportunity, we started
applying new educational ideologies and teaching methods such as ‘flip learning’
and applied computer science technology to design internet lectures for Chinese
writing classes.
‘Flip Learning’ changed the order of knowledge transfer and knowledge
improvement. In the flip learning-type of online class, the professor is the
person who has transferred knowledge to a leader and facilitator of learning,
and the online lecture data pre-loaded in a virtual university. He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its qual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ity of the said transfer.
My education targets are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se chinese level is
elementary. Writing online lectures are designed in three stages. 1)
Pre-learning step to prepare for vocabulary usage, grammar structure, Chinese
writing format, etc. to be used in writing through the video data previously
loaded in the virtual university. 2) This class step is to facilitate a debate
within each team and correct grammatical errors using intellectual points after
each individual has announced a Chinese writing task. 3) Post-learning step
to correct and supplement up Chinese writing by reflecting on the professor's
correction feedback and the opinions of the students.
In this pape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beginner's Chinese-writing
online lecture and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solving the problem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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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lip learning’, It’s importance in Chinese
writing classes was recognized and has increase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online lectures. moreover, students were highly satisfied with it’s learning
effect on then.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the use of modern educational tools such
as ReadyStream Producer, Everlec, ZOOM, etc. We hope that the said tools can
be used as references for the study of class design and operational strategy for
online lectures in Chinese writing.
Keyword

Elementary Level, Chinese education, writing, online lecture,

Flipp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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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
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

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65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의 심의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④ 회칙 개정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사항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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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
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
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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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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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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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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8. 한중인문학연구 69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0. 12. 09. 한중인문학연구 69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0. 12. 12. 한중인문학연구 69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0. 12. 17. 한중인문학연구 69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0. 12. 30. 한중인문학연구 6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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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
8) 제46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0년 11월 28일 (토),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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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평가 (한국연구재단, 2021년 0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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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06월 말, 중국 광서성사범대
학 예정)
6) 한중인문학연구 71집 발행 (2021년 06월 30일)
7) 한중인문학연구 72집 투고 마감 (2020년 07월 30일)
8) 한중인문학연구 72집 발행 (2020년 09월 30일)
9) 한중인문학연구 73집 투고 마감 (2021년 10월 30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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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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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01월 30일
- 발행 예정 : 2021년 03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55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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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6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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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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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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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