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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코퍼스 기반 중한 문학번역문의 언어적 특징 연구
이가흔*

국문요약
본 연구는 비교 코퍼스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한 문학번역문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문학 텍스트 유형은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에 나
타난 단순화 양상은 중한 번역문에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중한 번역문에만 나타나는 언
어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약 23만 어절의 중한 문학번역문 코퍼스를 직접 구축하였다.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워드 스미스 툴즈 8.0을 통해 비슷한 크기의 순수 한국어 문학 텍스
트 코퍼스와 비교하면서 중한 문학번역문의 단순화 양상과 어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한 문학번역문은 영한 문학번역문과 마찬가지로 평균문장길이의 단순화를 보였
다. 그러나 영한 문학번역문과 불한 문학번역문에 모두 나타난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는 중한
번역문에 보이지 않았다. 또한, 중한 문학번역문에서 관찰된 어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빈도 어휘의 전체 빈도 비율이 비번역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칭대명사의 쓰임에
있어서 3인칭 대명사 ‘그’와 ‘그녀’가 많이 쓰였다. 셋째, 중한 번역문에는 ‘말했다’와 매개하여
등장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표현과 ‘~ 것 같았다’와 같은 상투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 관형어 표현의 비율이 비번역문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한 번역문에는
접속부사가 다양하게 쓰이긴 했지만, 비번역문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역접
관계를 표현할 때 중한 번역문에는 접속부사‘그러나’보다 ‘하지만’을 더 선호한다.
주제어

중한 번역, 코퍼스 기반 번역연구, 번역언어 특징, 단순화, 어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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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중한 문학번역 텍스트와 순수 한국어 문학 텍스트로 구성된 비교
코퍼스를 구축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한 문학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는 실증적 연구로서 자료 및 결과의 객관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설로 논의되어 온 번역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를 비롯하여 번역
문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언어의 특성
연구에 있어서, Laviosa(1998), Baker(2001), Olohan(2003) 등을 비롯하여 번
역 영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胡显耀(2007, 2010), 王克非·
秦洪武(2009), Xiao(2010), 肖忠华(2012) 등을 비롯하여 번역 중국어를 대상으

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번역언어의 특성 연구의 한 부분으로 번역 한국어에 관한 연
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에서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한국어 연구는 김
혜영(2009)으로 시작하여 이영훈 외(2010), 김정우(2011), 이창수(2013), 최희경
(201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원문으로 한 번역 한국어 연구가 대부

분이므로 연구결과가 영-한 특정 언어 쌍에 국한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번역 한국어의 특성을 밝혀내는 연구의 일환으로써 영어와 다른
어족에 속한 중국어를 원문으로 한 번역 한국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혜영(2009)은 영한번역 비교 코퍼스에서 국어 번역문의 특성으로 ‘단순화’
와 ‘수렴화’의 번역 보편소를 밝혔고 이영훈 외(2010)는 불한 문학번역 텍스트와
순수 한국어 텍스로 구성된 비교 코퍼스에서 불한 번역문의 언어적 특징으로
‘단순화’의 번역 보편소를 밝혀냈다. 본 연구는 영한 문학번역문과 불한 문학번

역문에 모두 나타나는 단순화 양상은 중한 문학번역문에도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본 연구는 중한 문학번역 텍스트 가운데서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중한 번역문
과 한국어 비번역문으로 구성된 비교 코퍼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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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코퍼스(Chinese-Korean Translation Corpus, 이하 CKTC)는 본 연구자가
2000년 이후에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 문학 작품 중 소설 장르의 한국어 번역본

을 수집하여 총 23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로 직접 구축한 것이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비번역 한국어 코퍼스(Non-Translated Korean Corpus, 이하 NTKC)는
세종 문어 말뭉치(국립국어원, 2010) 중 2000년 이후에 구축된 소설 장르의 텍
스트에 한하여 약 23만 어절을 발췌해 사용한 것이다.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워드 스미스 툴즈 8.0(Wordsmith Tools 8.0)에 의해 얻어진 기술적 통계 자료
를 바탕으로 중한 문학번역문에 단순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평균 문장길이와
어휘적 다양성을 분석한 후, 고빈도 어휘목록 비교를 통해 중한 번역문의 어휘
적 특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코퍼스 기반 번역학은 번역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밝히는 연구 방향이 가장 대
표적이다. 이러한 번역언어의 고유한 특성이 특정 언어에만 나타나지 않고 대부
분 언어에 공통적 나타난다면 이것은 번역언어의 보편적 특성이 될 것이다.1) 번
역 텍스트의 고유한 특징을 연구하는 데 제시되는 특징이 번역 보편소 가설이
다. 번역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란 원문 텍스트보다 번역 텍스트에 전형
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이다2). 즉, 한 언어의 다른 언어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두 언어 간의 중재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부산물로 간
주되는 언어적 특성3)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소에는 명시화(explicitation), 단
순화(simplification), 규범화(normalization) 또한 보수화(conservatism), 균일
화(leveling-out) 등의 특징이 있다.
1) 서정목, 번역학 연구와 코퍼스 문체론 , 보고사, 2017, p.89.
2) Baker, M. ,“Corpus Linguistic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M. Baker, G. Francis & E. Tognini-Bonelli(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1993, p.243.
3) Laviosa, S., 코퍼스 기반 번역학: 이론, 연구결과, 응용 , 안동환 역, 도서출판 동인,
2008,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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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소의 언어적 특징 중 단순화는 번역과정에서 번역자들이 언어나 전달 내
용, 또는 양자 모두를 무의식적으로 단순화한다는 것4)을 말한다. 번역문이 비번
역문에 비해 평균 문장길이가 짧아진다거나, 어휘 밀집도나 어휘 다양성이 줄어
드는 현상이 단순화의 대표적인 예로 분석되고 있다5). 해외에서 대규모 코퍼스
를 활용한 단순화 연구로는 Laviosa(1998a, b), Laviosa-Braithwaite(1996,
1997), Xiao & Yue(2009), Xiao(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번역 영어, 번역

중국어에서 총 단어 수에서 내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인 어휘 밀집도와 고빈도 단
어 비율, 평균문장길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에
서는 고빈도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어휘가 단순화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평균문장길이의 경우 언어 대상에 따라 번역문에서는 단순화되
거나 단순화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였다.
국내에서 코퍼스를 활용하여 번역 한국어의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로는 김혜
영(2009), 이영훈 외(2010), 김혜영 외(2010), 김정우(2011), 이창수(2011, 2013,
2014), 최희경(2016), 김혜림(2021) 등이 있다. 김혜영(2009), 김정우(2011), 이

창수(2011, 2013, 2014), 최희경(2016)은 영어를 원문으로 한 번역 한국어를 대
상으로 연구를 이루어했고, 이영훈 외(2010)와 김혜영 외(2010)에서는 비교 코
퍼스를 활용하여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김혜림(2021)에
서는 법령 번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코퍼스를 구축하여 중국 법령의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김혜영(2009)은 국내 최초로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하여 국어 번역문의 특징
을 연구하였다. 영어에서 번역된 한국어 텍스트로 구성된 번역 코퍼스와 순수
한국어 텍스트로 구성된 비번역 코퍼스 각각 100만 어절을 사용하여 형태소 분
석을 통해 한국어 번역문의 특징을 어휘, 구문, 담화 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영한 번역문 전체가 수렴화 특성을 띠며 정보량과 어휘 사용, 문
4) 위의 책, p.82.
5) Baker, M.,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 Somers(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studies in language engineering
in honour of Iuan C. Sager, Amsterdam: John Benjamins, 1996,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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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이 측면에서 단순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출발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번역문에 ‘만일, 만약, -에도 불구하고’ 등의 상투적 구문이 많이 발견되
었다.
이영훈 외(2010)에서는 30만 어절 규모의 불한 번역문 코퍼스를 구축하여 비
슷한 크기의 비번역문 및 영한 번역문 코퍼스와 비교하면서 불한 문학번역문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불한 번역문은 정보량과 어휘적
다양성 측면에서 비번역문에 비해 단순화의 특성을 띠며 영한 번역문과 유사하
다. 그러나 출발어의 간섭으로 번역문에서 의존명사 ‘씨’, 시간 표현 관련 일부
부사와 접속부사 ‘그러자’가 많이 사용했다는 점은 불한 번역문의 개별적 특성으
로 나타났다.
이렇듯 출발언어가 달라짐에 따라 한국어 번역문에 공통된 특징과 특정 언어
쌍의 개별적 특징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공통된 특징들을 한국어 번역문의 보편적 특징으로 보
려면, 다른 계통의 언어를 원문으로 한 한국어 번역문에도 나타나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중국어를 원문으로 한 한국어 번역문 코퍼스를 구축하여 비번역문
과 비교하면서 중한 문학번역문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불한 문학번역문이나 영한 문학번역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중국어를 원문으로 한 번역 텍스트와 순수 한국어 텍스트로 구성된
비교 코퍼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중한 번역문의 경우, 영한이나 불한 번역
문처럼 공공기관에 의하여 구축된 코퍼스6)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대상인
6) 불한 번역문 코퍼스의 경우, 국립국어원이나 고려대학교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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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번역문 코퍼스는 개인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한 번역문 가운
데서 문학 텍스트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CKTC는 본 연구자가 2000년
이후에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 문학 작품 중 소설 장르의 한국어 번역본을 수집
하여 총 23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로 직접 구축하였다(표 1). 자체 구축한 코퍼스
는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모두 전자 텍스트 파일7)로 제작
하였다.
<표 1> 중한 번역문 코퍼스(CKTC) 구성 목록
역자

출판연도

출판사

1

위화_황혼 속의 소년

파일명

이보경

2000

푸른숲

1,863

2

류진운_닭털 같은 나날

김영철

2004

소나무

15,030

3

장아이링_머나먼 여정

김은신

2008

랜덤하우스

8,913

4

위화_여자의 승리

조성웅

2009

문학동네

3,785

5

아성_장기왕

김태성

2010

물레

16,832

6

샤오홍_생사의 장

이현정

2011

(주)시공사

15,084

7

장아이링_적지지련

임우경

2012

(주)시공사

14,322

8

위화_제7일

문현선

2013

푸른숲

19,807

9

샤오홍_호란하 이야기

원종례

2014

글누림

16,292

10

모옌_백구와 그네

심규호, 유소영

2016

민음사

6,403

11

모옌_투명한 빨간 무

심규호, 유소영

2016

민음사

15,457

12

장지_출가

차혜정

2017

살림

24,059

13

치우산산_쉬는 시간

강초아

2017

예담

5,206

14

장웨란_집

문현선

2017

예담

5,596

15

쟝이탄_투명

조영현

2017

예담

5,262

16

황베이쟈_완가 친우단

조홍선

2017

예담

3,499

17

쑤통_참새 이야기

양성희

2018

더봄

17,031

18

옌거링_(꽃보다

문현선

2019

더봄

13,397

아름다

어절 수

단에 의하여 구축한 불한 문학번역문 원시 코퍼스와 프랑스 명작 단편소설의 한국어 번
역문 원시 코퍼스가 있다. 반면, 중한 번역문 코퍼스는 기구축한 코퍼스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한 번역문 코퍼스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된 것이다.
7) 파일형식은 *.txt, 인코딩 방식은 UTF-8으로 저장한다.

비교 코퍼스 기반 중한 문학번역문의 언어적 특징 연구 7

운)청춘
19

쑤통_하안

문현선

2019

문학동네

16,256

20

하오징팡_영생 병원

강영희

2020

(주)은행나무

12,648

코퍼스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 코퍼스는 공통된 기준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출판 시기, 텍스트의 영향력, 저자 또는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성별, 영향력 등을 포함한 언어 외적 기준과 코퍼스의 크기, 주제, 장르
등이 포함된 언어 내적 기준이 존재한다8).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NTKC는 세종 문어 말뭉치(국립국어원, 2010) 중 2000년
이후에 구축된 소설 장르의 텍스트에 한하여 약 23만 어절을 추출하였다.
(2) 분석 방법

코퍼스 분석은 대량의 텍스트를 전자 파일로 구축하여 언어 사용의 특징을 객관
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ke Scott(2021)
의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워드 스미스 툴즈 8.0의 어휘목록(Word list), 어휘맥
락색인(Concord) 기능을 활용하여 중한 문학번역문에 단순화 가설이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문장길이와 어휘적 다양성을 분석하고, 어휘목록 중 고빈도
어휘항목을 바탕으로 중한 번역문의 어휘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영훈 외(2010)는 비교 코퍼스를 사용해 Laviosa(2002)에서 제시한 단순화
의 세 가지 요소, 즉 정보량, 어휘적 다양성, 문장길이가 불한 문학번역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창수(2013)는 영한 문학번역 코퍼스와 순
수 한국어 문학 코퍼스를 비교 코퍼스를 구축하여 어휘 다양도와 평균 문장길이
를 비교·분석하여 번역 한국어에서 단순화 보편소 가설이 유용한지를 검증하
였다. 그러나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공통된 특성은
한국어 번역문의 보편적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출발언어가 같은 계통이 언어라
는 점에서 기인한 특성도 존재할 것이다9).
8) Hu, K., Introducing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Berlin & Heidelberg:
Springer, 2016,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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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를 원문으로 한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번역-비번역 한국어 텍스트 간 평균 문장길이와 어휘적 다양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한 번역문의 단순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타입 대 토큰 비율
(type/token ratio: TTR)을 조사하는 것이다10). 타입은 전체 코퍼스에서 중복

된 단어를 제외한 총 단어의 수이며, 토큰은 중복된 단어도 모두 합산한 단어
수를 의미하는데11), 타입 대 토큰 비율은 전체 코퍼스에서 얼마나 다양한 어휘
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토큰 대 타입 비율을 비교할 때 비슷한
크기를 가진 두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여야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12).
TTR은 텍스트가 길수록 같은 단어가 반복될 확률이 높아 타입 대 토큰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를 1000단어 단위로
나누어 TTR을 계산하고 전체 평균을 낸 값인 표준 타입 대 토큰 비율
(Standardized Type/token ratio: STTR)13)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2) 분석 결과
이영훈 외(2010)에서는 불한 문학번역문에 정보량과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
의 양상이 나타났고, 문장길이의 단순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창
수(2013)에서는 영한 문학번역 텍스트가 순수 한국어 문학 텍스트에 비해 어휘
다양성과 문장길이 측면에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9) 이영훈 외,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 번역학연
구 제11권 제1호, 한국어번역학회, 2010, p.183.
10) 김혜영, 앞의 논문, p.32.
11) Olohan, M. ,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4, p.80.
12) 이영훈 외, 앞의 논문, p.171.
13) Xiao, R. , “How different is translated Chinese From native Chinese? a
corpus-based study of translation universa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5(1), 2010,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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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번역의 문학 텍스트 유형은 어떠할까? 평균문장길이와 어휘적 다양성을
통해 중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는 단순화 양상과 어휘적 특징에 대해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중한 번역문의 단순화 양상 분석

평균문장길이의 단순화는 중한 번역문에도 관찰되었다.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문학 텍스트 유형은 비번역문보다 문장당 평균 어절 수가 더 적어 문장길
이가 더 짧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검증하기 위해 모수 검정 통계 방식인 T-test로도 비교해봤다. 검증 결과,
두 변수 간 p-value가 0.0063777로 기준값 0.05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즉, 영한 문학번역문과 마찬가지로 중한 번역문 역시 문장길이
측면에서 단순화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 평균 문장길이 비교
비번역문

중한 번역문

전체 어절 수

237,109

236,742

문장 수

27,161

29,323

문장당 평균 어절 수

8.71

8.07

그러나 영한 문학번역문과 불한 문학번역문에 공통된 특징인 어휘적 다양성
의 단순화는 중한 문학번역 텍스트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3> 어휘적 다양성 비교
비번역문

중한 번역문

토큰

237,109

236,742

타입

68,946

56,966

TTR(%)

29.16

24.16

STTR(%)

76.63

73.93

STTR 표준편차

21.68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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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토큰값은 코퍼스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중한 번역문과 비번역문

코퍼스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한 번역문의 경우 비번역문
에 비해 STTR 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STTR 표준편차는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T-test를 통해 번역-비번역의 STTR를 통계적으로 검정해본 결과,
p-value가 0.528667713으로 기본값 0.05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 결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
화는 중한 번역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김혜영(2009), 이영훈 외(2010), 그리고 이창수(2013)에서 밝힌 영한 번
역문과 불한 번역문에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 특징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비
교해보면,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는 출발언어의 특
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번역 한국어의 보편적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중한 번역문의 어휘적 특성 분석

문학 텍스트 유형에서 중한 번역문은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에서 영한 번역
문이나 불한 번역문과 다르게 나타나므로, 중한 번역문의 개별적 특성을 알아내
기 위해서 다음은 CKTC와 NTKC의 어휘목록과 접속부사 빈도를 비교하면서
중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워드 스미스 툴
즈의 어휘목록(Word list) 기능을 활용하여 CKTC와 NTKC의 어휘목록을 추출
했고 그중 상위 30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CKTC와 NTKC의 어휘목록(상위 30개 고빈도 어휘)
CKTC

NTKC

번호

어휘항목

출현횟수

상대빈도

어휘항목

출현횟수

상대빈도

1

그

1,604

0.678

그

1,877

0.792

2

있었다

1,538

0.650

나는

1,810

0.763

3

나는

1,458

0.616

수

1,168

0.493

4

한

1,395

0.589

있는

1,0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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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

1,172

0.495

한

981

0.414

6

말했다

1,100

0.465

내가

869

0.366

7

#

971

0.410

있었다

841

0.355

8

그는

927

0.392

내

808

0.341

9

했다

855

0.361

그런

726

0.306

10

있는

815

0.344

이

675

0.285

11

두

812

0.343

것

672

0.283

12

내

802

0.339

#

638

0.269

13

그녀는

789

0.333

하고

625

0.264

14

이

786

0.332

그러나

593

0.250

15

내가

766

0.324

것이다

553

0.233

16

않았다

696

0.294

같은

530

0.224

17

없었다

662

0.280

두

519

0.219

18

것

624

0.264

저는

517

0.218

19

더

554

0.234

없는

515

0.217

20

안

553

0.234

했다

494

0.208

21

다시

541

0.229

게

473

0.199

22

때

492

0.208

하는

448

0.189

23

것이다

465

0.196

것은

442

0.186

24

것을

461

0.195

않았다

441

0.186

25

사람이

459

0.194

안

421

0.178

26

우리

439

0.185

그는

404

0.170

27

다

431

0.182

다시

399

0.168

28

같았다

426

0.180

그의

398

0.168

29

게

423

0.179

그렇게

395

0.167

30

그가

422

0.178

있다

37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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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코퍼스에서 상위 30개 고빈도 어휘목록에는 몇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 어휘목록 상위 30개 고빈도 어휘의 전체 비율은
NTKC는 8.703%이고, CKTC는 좀 더 높은 9.903%로 나타났다. 이는 중한 번역

문에 상위 30개 고빈도 어휘가 반복 사용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항목의 기능별로 두 코퍼스의 어휘목록을 비교해보면 비번역문에 비해
중한 번역문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인칭대명사의 쓰임에 있
어서, 중한 번역문은 비번역문에 비해 인칭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
한다는 점과 3인칭 대명사 ‘그’와 ‘그녀’가 유난히 많이 사용된다 점이다(그림
3-1). 주어 형태로 쓰인 인칭대명사의 전체 비율을 보면 NTKC는 1,858%이고,
CKTC는 2.367%로 CKTC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번역문에 비해

중한 번역문에 인칭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한 번역문에 인칭대명사 쓰임의 특징으로는 3인칭 대명사의 비율은
0.903%로 비번역문에 비해 5배나 높다.

<그림 1> CKTC와 NTKC에서 인칭대명사의 쓰임 비교

그 외에도 두 코퍼스에서 주어 형태로 나타난 인칭대명사는 모두 1인칭과 3인
칭이다. 이 현상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텍스트가 모두 소설 장르라는 특수
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설 장르의 문학 작품에는 대화와 서술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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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며 서술 표현은 1인칭과 3인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14) 때문이다.
또한, 2인칭의 쓰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15)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의 규모
가 작다는 의미로 보고, 향후 더 큰 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분석한다면 유의
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문장 종결 관련 서술어 표현이 반복 사용되는 점을 중한 번역문의 어휘
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CKTC의 어휘목록에는 ‘있었다’, ‘말했다’, ‘했다’, ‘않았
다’, ‘없었다’, ‘것이다’, ‘같았다’ 등 문장 종결 관련 서술어로 쓰임 어휘의 전체
비율(2.426%)이 NTKC에 비해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주어 형태로
쓰인 인칭대명사의 비율이 번역 텍스트에 더 많다는 점과 연계해 보면, 비슷한
크기의 번역 텍스트에서 주어와 문장 종결 관련 서술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비번역문에 비해 문장 수가 더 많고 문장길이가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번역 텍스트의 이러한 어휘적 특징은 앞서 언급했던 비번역문에 비해 중한
번역문에 평균문장길이의 단순화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말했다”, “같았다” 두 어휘가 NTKC의 고빈도 어휘목록
에 출현하지 않고 CKTC의 고빈도 어휘목록의 상위 6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이다. 중한 번역 텍스트에서 “말했다”와 “같았다”에 관한 쓰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KTC에서 두 어휘에 대한 어휘맥락색인을 생성해봤다.

14) 胡显耀, ｢汉语文学翻译中人称代词的显化和变异｣, 中国外语 第7卷 第4期, 2010,
p.17.
15) 여기 2인칭의 쓰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빈도 어휘목록에서 2인칭을 관찰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두 코퍼스에서 사용된 전체 어휘목록을 살펴보면 2인칭 주어의 경
우 CKTC는 0.0793%이고, NTKC는 0.04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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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KTC의 “말했다” 어휘맥락색인

<그림 2>는 중한 문학번역문 코퍼스인 CKTC에서 “말했다” 어휘맥락색인을

생성한 것인데, 1,110개의 “말했다” 용례가 맥락과 함께 검출되었다. 한국어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말하다, 묻다’와 같은 실제 말하는 행위와 관련된
서술어가 쓰이며, 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하거나 따옴표 없이 인용의 부사
격조사 ‘고’와 결합해 간접 인용한다16).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중한 문학번역문
에서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 ‘말했다’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이 한
말을 따옴표 안에 인용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과정에서 번역
자가 도착어의 표층구조에 따라 어순 변경을 하지 않고 출발언어의 어순을 그대
로 모방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16)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 도서출판 집문당, 2008, pp.5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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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KTC의 “같았다” 어휘맥락색인

<그림 3>은 중한 문학번역문 코퍼스에서 “같았다” 어휘맥락색인을 생성한 것

으로, 426개의 “같았다” 용례가 맥락과 함께 검출되었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
이 중한 번역문에서는 ‘같았다’가 의존명사인 ‘것’과 결합해 ‘~ 것 같았다’라는
관용표현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한 번역문의 문체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수식어 역할을 하는 관형어의 쓰임에 있어서 비번역문만큼 다양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중한 번역문의 특징이다. NTKC의 어휘목록 상위 30개 고빈도
어휘 유형을 관찰해보면, ‘있는’, ‘같은’, ‘없는’, ‘하는’ 등 관형어 표현의 전체 비
율은 1.063%로 CKTC에 비해 3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났
다.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두 코퍼스에서 ‘있는’, ‘같은’, ‘없
는’, ‘하는’를 검색어로 어휘묶음(Cluster) 목록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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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TKC

(b) CKTC

<그림 4> ‘있는’, ‘같은’, ‘없는’, ‘하는’의 어휘묶음 비교

<그림 4>를 보면 NTKC와 CKTC에서 ‘있는’, ‘같은’, ‘없는’, ‘하는’가 포함된

어휘묶음의 발생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중한 번역문에
는 비번역문에 비해 관형어와 매개하여 정형화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문의 특징을 반영할 결과라는 할 수 있으므로 원문이 포함된 병렬 코퍼
스를 통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기능어에 분류된 접속부사의 쓰임에 있어, 중한 번역문에는 비번역문만큼 그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중한 번역문의 또 하나의 어휘적 특징이다. 두 코퍼스
에서 쓰인 고빈도 접속부사의 출현횟수와 상대빈도를 비교하여 <그림 5>와 같
이 제시했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접속부사 전체의 빈도는 살펴보면, 중한
번역문은 각 형태의 접속부사가 쓰이긴 했지만, 비번역문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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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는 이영훈 외(2010)에서 불한 문학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접속부
사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접속부사의 쓰임이 많지 않다는
것은 중한 번역문의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접속부사의 빈도 비교

또한, 의미 관계별로 봤을 때 중한 번역문은 비번역문과 마찬가지로 역접 관
계의 접속부사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번역문
과 달리 중한 번역문에는 역접 관계의 접속부사 ‘그러나’보다 ‘하지만’을 더 선호
한다는 양상을 보였다. 영한 번역문은 역접 접속부사의 쓰임에 있어 ‘하지만’ 등
에 비해 ‘그러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불한 번역문은 ‘그러나’, ‘하지만’
의 여러 형태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비춰 볼 때, 중
한 번역문의 경우 접속부사의 쓰임에 있어서 출발언어가 다른 영한 번역문이나
불한 번역문과 변별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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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으로 번역-비번역 비교 코퍼스를 통해서 중한 문학번역문에 나타난 언
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평균문장길이와 어휘적 다양성을 지표로 삼아 중한 번
역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단순화 실현 양상을 살펴본 결과, 중한 문학번역문
은 불한 문학번역문과 평균 문장길이의 단순화에서 상반된 결과가 관찰되었으
나, 영한 문학번역문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문학 텍스트 유형에서는 불한
번역문의 경우 평균 문장길이에서 단순화 특성을 보이지 않지만, 영한 번역문과
중한 번역문에서는 단순화 특성이 나타났다.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에서 중한
번역문은 불한 문학번역문이나 영한 문학번역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즉, 영
한 문학번역문과 불한 문학번역문과 다르게 중한 문학번역문에는 어휘적 다양
성의 단순화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번역문에서 사용된 어휘적 다양성은 원문
텍스트 자체에 어휘의 쓰임과 연관이 있으므로17), 이 부분에 대해 추후 ST와
TT로 구성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어휘목록을 분석하면서 중한 번역문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
휘목록 상위 30개 고빈도 어휘의 전체 빈도 비율이 비번역문에 비해 높게 나타
난다. 둘째, 인칭대명사의 쓰임에서 나타나는 중한 번역문의 특징은 3인칭 대명
사 ‘그’와 ‘그녀’가 많이 쓰인다. 셋째, 중한 번역문에는 ‘말했다’와 결합하여 사용
된 인용표현과 ‘~ 것 같았다’와 같은 상투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넷째, 중
한 번역문에는 비번역문만큼 관형어 표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한 번역문에는 비번역문처럼 관형어와 매개하여 정형화된 표현을 많이 쓰이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한 번역문에는 접속부사가 다양하게
쓰이긴 했지만, 비번역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지 못했고 역접 관계를 나타낸 접
속부사의 사용에 있어서 비번역문과 차이를 보였다. 비번역문과 달리 중한 번역
문에는 역접 관계의 접속부사 ‘그러나’보다 ‘하지만’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특징
은 출발언어가 다른 영한 번역문이나 불한 번역문과 변별되는 중한 번역문의 특
17) 胡显耀, ｢基于语料库的汉语翻译小說词語特征研究｣, 外语教学与研究 第39卷 第3
期, 2007,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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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출발언어와 관계없이 중한 번역문과 영한 번역문이나 불한 번역문에 공통된
특징은 번역 한국어의 보편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출발언어 자체
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이를 원문으로 한 한국어 번역문에는 개별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나는 단순화 현상
은 출발언어의 특성에 기안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번역 한국어의 보편적 특성
이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다소 미흡하지만 비교 코퍼스를 활용하
여 중한 번역문의 특성을 분석해보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한 번역에서 어떤 부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코퍼스
기반 중한 번역문의 어휘적 특성을 통해, 인칭대명사의 쓰임에 관한 대조언어학
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역접 관계를 나타난 접속부사의 선택에 대해 담
화적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축된 중한 번역문 코퍼스는
문학번역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에 분류된 소설 장르에 한하여 중한 번역문의 특징을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전체 중한 번역문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대상으로 중한 번역문의 특징을 분석하
여 그 연구결과를 모인다면 전체 중한 번역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 코퍼스만 사용해서 중한 문학번역문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계량
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쳤으며 번역과정에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를 포착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원문이 포함된 병렬코
퍼스와 함께 중한 번역문의 특정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
적으로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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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ble corpus-based study on the linguistic features of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Li, Jiaxi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inguistic features of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in a quantitative way by using the Korean comparable corpus. In this
study, Korean-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 corpus with about 230,000 words was
constructed by the author, and comparing it with Korean non-translated literary
corpus, to analyze the simplification and lexical features in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
Mean sentence length and standardized type/token ration are calculated the by
using the Wordsmith Tools program, to see if the simplification appears in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The word lists of two corpus are compared,
to analyze the lexical features in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implification of mean sentence length appeared in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but the simplification of lexical diversity did
not appear in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The overall frequency ratio
of high-frequency vocabulary in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was higher
than non-translated literary texts. The third-person pronoun was used a lot, the ratio
of adnominal phrases was not as high as non-translated literary texts, and the frequency
of conjunctive adverbs in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was lower. These
features can be regarded as the individual features of Chinese-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Keyword

Chinese-Korean translation,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linguistic features of translation, simplification, lexic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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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번역전략 ‘협력(co-creation)’의
한중번역 적용을 위한 소고(小考)
－여성주의 기반 작품에서 ‘창조적 변형’을 위한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최 지 영 *· 이 정 순 **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의 여성주의 기반 소설인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도가니>,
그리고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의 중역본을 대상으로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을 적용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번역가인 쉬래드(Shread)는 에팅거
(Ettinger)의 ‘경계에서 분출되는 변신(Metramorphosis)’개념을 번역연구에 도입하여 젠더의
식을 공유한 작가와 번역가의 협력전략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일방적인 변형(Metamorphosis)’
이 아닌, 제 3의 공간에서 페미니스트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TT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
였다.
이 글은 ‘메트라모포시스’에 대한 쉬래드의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
역전략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작가와 번역가의 젠더의식 공유’, ‘젠더정체성에 기반한 차이의
번역’, 그리고 ‘합의된 개조와 변형’으로 구분하고 사례분석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메타담론적
내용이 강한 페미니스트 번역이론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아울러 작가와의
‘공유’와 ‘합의’를 거쳐 생성되는 TT 텍스트의 ‘창조적 변형’을 통해 페미니스트 번역이 ST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조와 조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번역 윤리에도 반(反)하지 않을 가능
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주제어

페미니스트 번역전략, 한중번역, 협력, 창조적 변형, 젠더, 메트라모포시스

* 주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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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페미니스트 번역(feminist translation)’이란 일반적으로 ‘젠더(gender)’1)적

시각에서 다양한 번역전략을 구사하여 ‘번역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와 혼
용)’에 여성주의적 목적으로 실현하는 번역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여성주의적
목적이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언어에 갇혀 왜곡되어 있던 ‘원문텍스트
(Source Text, 이하 ST와 혼용)’ 내 여성 주체를 드러내고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현된 TT를 젠더적으로 적절한 번역텍스트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ST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전제하기에2) ST에 대한 충실성을 기반으로 하
는 전통적 시각과는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에서 일정하게 충돌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ST에 젠더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ST를 뛰
어넘어 ‘다시쓰기(여성주의적 글쓰기)’3)를 허용하는 페미니스트 번역 방법은 텍

1)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남성/여성을 가리키는 ‘성(sex)’은 사회문화적 구
성물로서 ‘여성적인 것/남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젠더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왔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여성(female)’과 ‘여성적인 것(feminine)’또한 가부장적 담
론에 의해 규정되는 한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발전함에 따라, 젠더 역시 계급
이나 인종, 문화와 퀴어(queer)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파악되고, 젠더 주체 또한 해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여성을 남성에 대비되
는 동질성 집단으로 가정하나, 젠더정체성에 대해서는 젠더를 생물학적 성과 구별하지
않고 관계적/구체적/개별적 자아에 따라 보도록 하겠다.
2) 루이즈 폰 플로토우, 번역과 젠더: 페미니즘 시대의 번역 , 김세현 역, 동인, 2017,
pp.49-50.
3) Sherry Simon,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mis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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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대한 변형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기에, 그 시초라 할 수 있는 캐나다
등 서구 지역 외에서는 이론의 적용에 소극적이었다. 무엇보다 전통적 번역이론
에서 전제하는 ST에 대한 충실성은 번역의 윤리와 관계되어 있기에, 텍스트의
변형에 대해 누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
이다.4) 중국의 경우에도 번역에 대한 페미니스트 개입이 소극적인 이유를 원저
에 대한 뿌리 깊은 충실성 의식에서 찾고 있다.5)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의식을 가진 작가에 의해 창작된 여성주의 기반 작품은
그 번역에서 작가의 여성주의적 의식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가? 이 글은 번역
가가 작가의 ‘젠더의식’을 공유하지 못할 경우 ST에 매우 불충실한 번역이 생산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예문(1)
ST: 여자들은 말이야. 이 사회에서 멸시당해도 싸다구! 딸을 낳는다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구박을 하는 사람의 부당함과 싸워야지 아부를 하다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01)
TT: 女人这东西，是被整个社会唾弃的便宜货!既然自己因生不出儿子而遭人唾
弃,那就应该和他们的偏见斗争到底！可她们居然还去阿谀奉承...... (중역본 235)
예문(2)
ST: 어차피 돈도 없고 지위도 없으면 그 여자의 꺾인 콧대만 허망해질 텐데……이
왕 그럴려면 콧대 높은 여자가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스토리가
낫잖아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52)
TT: “如果男人没有钱也没有地位,那么眼光颇高的老处女又怎么会接受呢？……
既然如此,我看倒不如这么改, 老处女最终得偿所愿地找了一个有钱有权的人, 您觉
得不好么…”
(중역본 195)

예문(1)과 예문(2)는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4) 이상빈, ｢문화번역과 젠더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제16집 3호, 한국
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p.38.
5) 김진아, ｢중국에서의 번역의 지위 및 페미니즘 번역이론의 발전｣, 통번역학연구 제16
집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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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가라> 중역본에서 발췌한 사례이다. 혜완이 자신의 오
랜 여자친구들과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여성의 태도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여
자들이 말이야’에는 그러한 여성의 처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동정과 연민이 성
토와 함께 녹아있다. 그러나 TT1은 이를 ‘女人这东西(여자라는 물건은 말이야)’,
‘… 是被整个社会唾弃的便宜货(사회에서 버려진 싸구려 물건)’으로 번역하고

있다. 예문(2) TT1 또한 ‘콧대 높은 여자’를 ‘老处女(노처녀)’로 번역함으로써 암
암리에 퍼져 있는 젠더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고에 기반한 은유의
개념적 토대를 주장하는 인지언어학자들의 주장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6) 여
성을 물건에 비유하는 젠더은유는 가부장제의 성 차별적 인식과 사회구조에 이
데올로기적 토대를 두고 있다.7) 이 점에서 TT1은 젠더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자의 젠더의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ST에 대한 전통적 의미
에서의 충실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주의 기반 소설인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도가니>, 그리고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의 중국어
번역본8)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주의적으로 적절한 번역텍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저자와 번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창조적 변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
6) G. 레이코프·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 노양진·나익주 역, 박이정, 2011, pp. 21-25.
7)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남성의 ‘타자(otherness)’로서 남성적 규범이나 가치와의 차이를 통
해 규정되며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가부장적 권력은 ‘남성은 보는 주
체, 여성은 보이는 대상’이라는 ‘남성 응시(the male gaze)’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볼 수
있는 이는 주체로서 사물을 명명하고 세계를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남성들 간의 관계에서 교환되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로이스
타이슨, 비평이론의 모든 것 , 윤동구 역, 앨피, 2006. p. 230). 이는 문학성과는 별개
로, 대문호의 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대문호인 鲁迅이나 矛盾, 莫言의 작품
에서 드러난 젠더화된 은유에 관해서는 周玉芳의 ｢巴赫金符号学理论对性别隐喻的批评
认知分析｣( 俄罗斯文艺 第2期, 2015)를 참고할 수 있다.
8) 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孔枝泳, 像犀牛独角样只身前行 , 周一峰 译, 二十一世纪出版
社, 2010; 孔枝泳, 熔炉 , 李牧春 译, 江苏文艺出版社, 2009; 赵南柱, 82年生的金智
英 , 尹嘉玄 译, 贵州人民出版社，2019. 그 중 <82년생 김지영> 중역본(2019)은 전자책
으로 페이지 인용 시 출판물과는 차이가 다소 있다. 또한 <도가니> 중역본(2009)의 경우
원저와 달리 총119개의 장(章)으로 나눠 구성하고 있기에 인용부분 또한 동일하게 표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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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번역가인 쉬래드(Shread)는 페미니스트 이론가이자
예술가인 에팅거(Ettinger)의 ‘경계에서 분출되는 변신(metramorphosis)’개념
을 번역연구에 도입하여, ST에 대한 ‘일방적 변형(metamorphosis)’이나 ‘환유
(metonymy)’가 아니라 젠더의식을 공유한 작가와 번역가의 협력 전략을 통해

제3의 공간에서 페미니스트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TT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9)
이에 따라 이 글 2장에서는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과 페미니스트 번역전
략에 관해 고찰하고 3장에서는 ‘창조적 변형(metramorphosis)’에 대한 쉬래드
의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작가와 번역가의 젠더의식 공유’, ‘젠더정체성에 기반한 차이의 번역’,
그리고‘합의된 개조와 변형’을 제안하고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
에서는 ‘문학번역이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의 사유와 함께, 저자와의 ‘협력’ 전략을 통한 창조적 변형이

페미니스트 번역에서 윤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다.

2. 번역의 문화적 전환과 페미니스트 번역
1)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과 페미니스트 번역의 목적
‘젠더’와 ‘번역’의 만남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번역’은 해체주의
(decomstruction)’를 근간으로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지적 패러다임의 영향 하

에, 1970~80년대 번역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구조주
의에 의한 근대 담론의 해체를 목도하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 서구 담론에서
전제해왔던 이른바 객관성과 보편성의 신화는 깨졌다.10) 이는 번역에서도 기존
의 객관성/보편성 개념이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번역에 대한 전통
9) Carolyn Shread, Metamorphosis or Metramorphosis? Towards a Feminist Ethics of
Difference in Translation, TTR vol. 20, 2007, pp.213-214.
10) 노성숙, ｢포스트모더니티와 여성주의에서 본 젠더와 정체성｣, 인간연구 제8호, 가톨릭
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5,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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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 원전과 번역문 간의 위계적 서열과 그로 인해 구성되는 언어·문화적
구조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번역연구에서 타자로
규정되어 침묵을 강요받았거나 은폐되었던 주체, 즉 여성/도착어권 문화/피식
민지 등이 각자의 소리를 내고 개별 주체성을 드러내며 남성중심적/원전중심적
/제국주의적(서구중심적)이라는 기존의 언어·문화적 권력 체계에 도전과 저항

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11) 이 점에서 페미니스트 번역은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탈식민주의 번역(post-colonial translation)’과 함께 오늘날 번

역연구에서 ‘패러다임적 전환(paradigm shift)’을 이끌고 있다고 하겠다.12)
한편 페미니스트 번역에 이르러 원전도 ‘가부장적 언어(partriarchal language)’
를 통해 남성 중심적 사고와 지배담론을 고착시키고, 그 속에서 여성 인물의 주체성
을 왜곡하고 은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인식이
ST에 대한 기존의 충실성 개념에 따라 TT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음을 직시하

게 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번역은 이와 같이 ‘젠더화된 원전’뿐 아니라 그러한
원전을 젠더적으로 고스란히 재현하는 번역 방식 모두에 도전하고 저항한다. ST의
객관적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의 전제 하에, 가부장적 언어
와 문화에 갇혀 있는 ST의 여성성(Feminine)을 드러내고 TT에 독립적 위상과
더불어 여성적 시각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번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폐된 여성을 텍스트에서 가시
화하는 것, 마사르디에-케니(Massardier-Kenney)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
세계에서 여성이 보이고 들리도록”만드는 것이다.13) 그리고 이때 여성을 드러
낸다는 것은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1) 박선주, ｢(부)적절한 만남: 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안과 밖 제32호, 영미문학연구
회, 2012, pp.290-297; 태혜숙,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
젠더와 문화 제6집 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3, pp.84-85.
12) 수잔 바스넷, 번역 , 윤선경 역, 동인, 2014, pp.46-48; 정혜욱, 번역과 문화연구-합
일을 거부하는 반복 ,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4, pp.96-140.
13) Doris Kadish & Massardier-Kenney (eds). Translating Slavery: Gender and Race
in Franch Women’s Writing, 1783-1823,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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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3)
ST: “근데 왜 선생님 안 했어?”
“돈 벌어서 오빠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 다 그랬어, 그때 여자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
(<82년생 김지영> 36)
TT: 那你为什么没当老师? 因为要赚钱供两个哥哥读书啊，那时候每个家庭都
这样，当时的女孩子都是这样过日子的。
(중역본(電子版) 17)
예문(4)
ST: 어머니의 계획대로 자매는 자매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매의 방
을 꾸며주려고 아버지 몰래 돈을 따로 모아 두었다고 했다.(<82년생 김지영> 49)
TT: 最后也如母亲所愿，姐妹俩拥有了属于她们的房间。据说母亲为了布置女
儿的房间，另外偷存了一笔私房钱。

(중역본(電子版) 24)

예문(5)
ST: 어머니는 가게 맞은편 신축 건물에 입원실을 갖춘 소아과 병원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다시는 프랜차이즈에 돈 퍼다 주는 짓은 안 하다던 아버지를 설득
(<82년생 김지영>, 87)
해 프랜차이즈 죽집을 열었고, …
TT:
母亲听说面包店对面新盖的大楼即将进驻一家附设住院病房的小儿科医
院，于是说服了再也不愿加盟任何连锁店的父亲，重新开了家连锁粥品专卖店。
(중역본(電子版) 42)

예문(3)~(5)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인 김지영 씨의 어머니 관련 내용
이다. 여성학자 김고연주는 작품 속 아버지와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어머니의
젠더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죽집도 내가 하자고 했고, 아파트도 내가 샀어. 애들은 알아서 잘 큰거고. 당
신 인생 이 정도면 성공한 건 맞는데, 그거 다 당신 공 아니니까 나랑 애들한테 잘하
셔. … 절반 좋아하네, 못해도 7대 3이거든? 내가 7, 당신이 3!
(<82년생 김지영>, 89)
…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마치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다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서
울로 올라왔다. 10대였던 어머니와 이모가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번 돈으로 큰외
삼촌은 의사, 작은 외삼촌은 경찰, 막내 외삼촌은 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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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를 지원해 주는 가족은 없었다. 결국 어머니와 이모는 주경야독으로 중학교, 고
등학교 졸업장을 땄다. 이렇게 원 가족을, 나아가 한국 경제를 일으킨 어머니는 결
혼 후에 집안마저 일으켰다.”

(<82년생 김지영> 작품해설 181-182)

한평생 성실하였으나 박봉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힘만으로는 당시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식 셋 다 대학까지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
었음을 <82년생 김지영>은 내용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퇴직금으로 중국 사
업을 하겠다는 아버지를 주저앉히고, 주상복합 1층의 미분양 상가를 매입하겠다
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이는 어머니였다. 그 매입금에 어머니가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 두었던 아파트를 팔아 남긴 이익이 들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조기 퇴직 후 찜닭과 치킨집, 빵집 등을 열었지만 사실상 손해만 본 아버지를
설득해 죽집을 열고 또 그 죽집이 상당 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가 개점을 위해 수집한 정보는 단순히 길 가다 얻어들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어머니의 경제적 기여도와 노력은 TT에서 ‘쌈지돈을 몰래
모으다(偷存了…私房钱)’로, 죽집 개점을 결심하게 된 정보는 ‘우연히 들은(听
说)’으로, 그리고 오빠와 두 남동생을 공부시켰던 노력은 ‘상하 관계에서 자발적

으로’라는 뉘앙스인 ‘供'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 결과 TT에서 재현된 김지영 씨
어머니 오미숙 씨는 ST에서만큼 주체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다. 아버지도 반박
하지 못했던 최소 70%에 이르는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는 ‘쌈지돈(私房钱)’ 정
도의 수준이며, 그것도 ‘따로(另外)’가 아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몰래(偷)’모았
다. 또한 오빠와 두 남동생의 학업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자발성과 그 뒤 자신에
게 돌아올 것은 없다는 자조(自嘲) 속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
던 악착같은 근성 또한 ‘供(养)’이라는 헌신성으로 단일화되어 재현된다. 다시
말해 ‘여성의 젠더적 정체성과 주체성이 제대로 드러났는가’에 있어 위 예문의
TT들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TT에서 제대로 재현되지 못

한 여성의 젠더적 정체성과 주체성을 드러내고 적절한 위상을 부여하는데, 페미
니스트 번역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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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미니스트 번역전략과 번역가의 역할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은 필히 방법론적 전환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 번역은 여성주의적 목적의 실현이 가장 중
요하다는 ‘목적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14) 페미니스트 번역의 목적 지
향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젠더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ST에 대해 여
성주의적 시각에 부합하는 재생산, 즉 텍스트에 대한 ‘변형’이 이론의 실천 방법
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15) 즉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번역의 방법은 실천 전략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플로토우는 페미니스트 번역에 대한 기존의 실험적 시도들을 정리하여 역자
서문을 통한 번역자의 정체성과 책임감 드러내기, 번역의 수사법에 대한 수정,
ST에 대한 근원적 다시쓰기에 관한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을 소개하였고,16) 이는

오늘날 ‘서문과 각주(prefacing and footnoting)’의 활용, 수사법의 ‘보충
(supplementing)’, ‘하이재킹(hijacking)’이라는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개입 전략

으로 사용되고 있다.17) 또한 마사르디어-케니에 의해서도 ‘해설(commentary)’
과 ‘저항(resistancy)’, ‘복원(recovery)’, ‘병렬텍스트(parallel texts)’, 그리고
‘협력(collaboration)’이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으로 소개된 바 있다.18)

서문과 각주의 활용 혹은 해설은 번역가에게 주어진 고유의 공간을 사용하여
원저에 은폐된 가부장적 색채를 드러내거나 작가의 페미니스트적인 사상과 이
력을 소개하는 등 원저에 대한 비평까지 포함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전략이다.
<82년생 김지영> 중역본에서는 각 장(chapter)의 도입부에 그 장에서 작가가 표
14) 또한 태생적으로 여성 지위 향상이라는 여성주의 운동과 궤를 같이하기에, ‘행동주의
(activism)’적이며 일정하게 ‘(정치적) 당파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페미니스트 번역의 특
징이다.
15) 루이즈 폰 플로토우, 앞의 책, pp.49-50.
16) 위의 책, pp.68-90.
17) 정선혜·박윤희, ｢위대한 개츠비 영한번역과 페미니스트 번역전략 연구｣, 영어권문화연
구 10권 1호,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17, pp.152-154.
18) 정선혜·박윤희, 앞의 논문, pp.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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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탤릭체로 따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이나 전세
금, 병역제도 등과 같은 한국 고유의 문화 제도뿐 아니라, 호주제, 가족등록부,
여사무원의 퇴사 통계 등과 같은 여성주의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꼼
꼼하게 각주 처리를 함으로써, 원저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독립된 별개의 공간
에서 텍스트에 대한 젠더적 이해를 돕고 있다.
하이재킹이나 보충하기, 그리고 저항은 번역가의 개입을 통해 은폐된 여성
주체를 드러내고 주류적인 ST에 도전하는 번역 방법이다.19) 사실상 여성적 글
쓰기를 포함한 ‘다시쓰기’를 지향하는 번역 연구의 모든 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전략이라 하겠다. ‘복원’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여성 번역가들의 기여와 공헌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전략이다.20) 이와 관련하여, 번역가로서 전혜린의 삶에 대
한 조망이나 근대 번역가인 김명순, 김자혜에 대한 소환을 통해 젠더적 차이가
드러나는 여성적 글쓰기를 보여주거나,21) 유럽의 낭만주의 시기 아버지와 함께
셰익스피어 번역작업에 참여했으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도로테아 티그의 사
례에 대한 연구가 있다.22) 모두 부당한 내적/외적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던
여성 번역가들의 삶에 대한 조망을 통해 번역사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내어줘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은 젠더적 시각에서 ST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전제로 하기에, 번역가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페미니
19)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전략이 하이재킹이다. 번역전략으로서 하이재킹이 가지는 역사
성과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가희, ｢문학번역 텍스트의 전용: 하이재
킹, 토니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집 4호, 명지대학
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pp.154-156.
20) 루이즈 폰 플루토우, 앞의 책, pp.121-138.
21)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여성문
학학회, 2004; 테레사 현, 번역과 창작-한국 근대 여성작가를 중심으로 , 김혜동 역,
이화여대출판부, 2004; 박지영, ｢위태로운 정체성, 횡단하는 경계인-여성 번역가/번역
연구를 위하여｣, 한국여성문학학회 젠더와 번역연구회 편, 젠더와 번역: 여성지의 형성
과 변천 , 소명출판사, 2013; 양시내, ｢‘번역문학가’전혜린｣, 독일언어문학 제94집, 한
국독일언어문학회, 2021.
22) 안미현,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번역과 젠더-셰익스피어 번역을 중심으로｣, 외국어로
서의 독일어 제33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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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번역에서 번역가는 ST에 충실한 전달자라는 전통적 관점을 뛰어넘어 능동
적인 참여자이자 ‘조종자(manipulator)’,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해석을 반영
한 번역을 재생산하는 또 다른 저자로까지 여겨진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번역이론은 아직까지 메타 담론적인 속성이 많고, 번역연
구에 도입된 역사가 짧아 사례분석을 통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협력’전략의 경우에도, 작가와의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원저와 동
등한 위치에서 협력적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읽히고 있는 정도
이다.23)
젠더번역의 담론들은 저자와 번역자는 별개의 쓰기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
고 이 두 주체는 협동의 글쓰기라는 긴밀한 협력(closelaboration)을 통해 동일한
목표의 글쓰기를 완성하는 생산적 관계에 있다, 저자는 세계를 번역하고, 그 후 번
역자는 다층적이고 전복적인 언어로 구현된 저자의 의도를 도착어로 전달하기 위해
저자를 번역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번역자는 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창조
적인 번역(transcreation)을 진행한다.24)

번역전략에 대한 메타담론적 서술은 전략을 수행하는 번역가의 역할 측면에
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
에 다음 장에서는 쉬래드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
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중번역에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번역자의 역할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의 한중번역에의 적용
번역가가 작가를 깊이 이해하고 같은 방식의 글쓰기를 지향할 때, ST와 TT의
경계에서 텍스트에 대한 왜곡된 변형이 아닌 ‘창조적이며 놀라운, 그리고 합의
된 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쉬래드(Shread)의 실제 번역 경험에 근거한 통
23) Sherry Simon, 앞의 책, p.12.
24) 이상빈, 앞의 논문,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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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력은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쉬래드는 이스라엘 출신의 프랑스 페미니스트이자 예술가인 에팅거(Bracha
L. Ettinger)의 ‘메트라모포시스’ 개념을 본인의 경험과 함께 번역전략에 적용하

고 있다. ‘메트라모포시스’는 ‘어머니’ 혹은 ‘자궁(womb)’을 의미하는 ‘metra’와
그리스어로 형태(form) 혹은 꿈의 신인 모르페우스(morpheus)의 ‘morphe’가
결합된 합성신조어로, ‘생성되는 의미들의 스펙트럼(matrix)’을 이론적으로 보
여주기 위해 에팅거에 의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는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경계
의 ‘결(혹은 층차)’에서 접근 가능한 의미로 일어나는 ‘변형’이라 읽을 수 있는데,
이때 그 변형은 원문에 대한 퇴색(deterioration)이나 유기(dereliction), 혹은
단순한 대체(replacement)가 아닌 번역에 ‘창조적인(generative)’시각을 불어
넣는다고 보고 있다.25) 이 글은 쉬래드의 경험적 통찰을 협력의 페미니스트 전
략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작가와 번역가 간의) 젠더의식 공유’, ‘다양한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이의 번역’, ‘합의된 개조와 변용’의 3가지로 읽어 보았다.

1) 작가와 번역가의 젠더의식 공유
‘메트라모포시스’에 대한 쉬래드의 경험적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우선, ST 내

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를 읽어 내기 위해 ST와 저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저자와의 인터뷰나 메일, 서신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소통 방
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저자의 가치관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의 출신 배
경과 성별, 삶의 이력을 추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26) 이 점에서 여성주의
기반 소설을 번역함에 있어 번역가가 작가와 젠더적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
은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의 출발이라 하겠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예문(6)
ST: 둘은 잠시 손을 잡고 웃었다. 그녀는 그의 대학 한 해 선배였다.
(<도가니> 22)
25) Carolyn Shread, 앞의 논문, pp 223-224.
26) 위의 논문,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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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两人握着手相视而笑。她是他大学上一届的学姐。

(중역본 11)

예문(7)
ST: … 전작이 조금 있었는지 후배의 눈가가 발그스레했다. 혜완이 웃으면서 자
세를 약간 여유 있게 비켜주었다. “언니 무슨 일 있죠? 그쵸?” 후배는 제가 가지고
온 맥주 잔을 혜완 앞에 밀어 놓고 두 손으로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4)
TT: 也许是喝了酒的缘故，女诗人的脸颊微微泛着红光。慧婉微笑着挪了挪座
位，腾出了空。“姐姐一定是有了心事，对吧?” 女诗人把拿来的空啤酒杯摆在慧婉
面前，双手握瓶把酒斟得满满的。
(중역본 147)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은 자신을 주체로 드러내기
위해 남성보다 더 많은 수식이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언어에서
남성 지칭 명사는 ‘무표적(unmarked)’인 반면, 여성 지칭 명사는 ‘유표적
(marked)’이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27) 예문(6)과 (7) ST의 선배/후배라는 무

표적 지칭 명사는 TT에서 ‘学姐(여자선배)’와 ‘女诗人(여류시인)’과 같이 유표적
으로 번역되고 있다.
여성 지칭 명사에서 유표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여
의사, 여기자, 여성장관, 여직공 등과 같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
칭 명사에서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진다. 직업에서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즉 타자로 규정되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라 하겠다.28) 직업
과 지위에 대한 유표적 번역은 중역본 3편 모두 유독 여성을 지칭할 때 두드러
진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27) 의사/여의사, 시인/여류시인 등과 같이 남성은 무표적, 여성은 유표적으로 표현되는 경
우, 즉 지칭어가 비(非)대칭성을 이루는 경우, 여(성), 여류 등과 같이 여성을 지칭하는
유표적 표현은 남성을 기준으로 구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언어학적으로 차별적
표현이 된다. 반면 여중/남중, 여아/남아와 같이 유표적 표현이 대칭을 이룰 경우, 이는
생물학적 차이를 드러내는 동등한 개념이라고 본다. 마리나야겔로, 언어와 여성: 여성
의 조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 강주헌 역, 서울: 여성사, 1994 참조.
28) 이혜영, 앞의 책,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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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8)
ST: 맹수에게 새끼를 잃은 동물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의사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미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할머니 의사의 그 한 마디
덕분이었다.
(<82년생 김지영> 29)
TT: 医生婆婆紧紧握住母亲的手，频频向她道歉，她则像个失去孩子的猛兽般
号啕大哭。幸亏有医生婆婆对她说的那句对不起，她才不至于哭到伤心欲绝、失去
理智。
(중역본(電子版) 13)
예문(9)
ST: 김지영 씨보다 조금 더 배가 부른 산부인과 의사는 다정하게 웃으며 핑크색
옷을 준비하라고 했다.
(<82년생 김지영> 141)
TT: 肚子比金智英的还要大的妇产科女医生，亲切地笑着，叫金智英可以开始
(중역본(電子版) 70)
准备粉红色的小衣服了。
예문(10)
ST: 김지영 씨가 푸념하듯 낮게 말하자 할아버지 의사는 피식 웃었다.
(<82년생 김지영> 148)
TT: 金智英语带无奈地低声说着，老医生不禁笑了。
(중역본(電子版) 74)
예문(11)
ST: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긴 할아버지 기사님은 룸미러로 김지영 씨를 한번
흘끔 보더니 면접 가시나 보네, 했다.
(<82년생 김지영> 100)
TT: 年长的司机流着整齐油头，通过后视镜看了金智英一眼，说道: “姑娘，你
是去面试啊。”
(중역본(電子版) 49)
예문(12)
ST: …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머니에게 문풍지 아저씨의 말은 꽤 인상 깊게 남은
듯 했다.
(<82년생 김지영> 33)
TT: 虽然她嘴上这么说，但司机先生的这番话，似乎也在她心理埋下了种子。
(중역본(電子版) 15)
예문(13)
ST: … 손님을 빼앗긴 미용실 아줌마에게 머리채를 한 번 붙잡히긴 했지만, 나름
동네 토박이인 데다가 평판을 잘 다져 놓은 덕에 민심은 어머니 편이었다
(<82년생 김지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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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虽然她曾若来同行的阿姨嫉妒 ，觉得客人都被她抢走，两人甚至互扯头
发，吵得不可开交，但是多亏她平日待客有方，客人都站在她这边。

(중역본(電子版) 15)

예문(8)과 (9) 의사라는 직업의 번역에서는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할머니
/여성이 반복되는 반면, 예문(10)의 할아버지는 의사뿐 아니라 (11)의 택시 기사

에도 ‘연배가 있는(老/年长)’과 같이 무표적으로 수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
문 (10)의 손님이라는 무표적 호칭도 ‘아가씨’로 유표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에 대한 번역에서는 어떠한가? 예문(12)와 (13)은 사회
적 지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문풍지 일감을 가져오는 아저씨와 미용
실 아줌마에 대한 번역이다. 트럭 아저씨가 김지영 씨의 어머니에게 높임말을
쓴다는 점에서 추측할 때, 트럭 아저씨의 사회적 지위가 미용실 아주머니에 비
해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아저씨는 ‘司机先生’, 아줌마는 ‘阿姨’라
고 번역함으로써 미용실 아줌마가 트럭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하되어 재현
된다.
마찬가지로 다음 사례 역시 번역자의 젠더의식 부재가 여성주의 기반 작품인
ST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문(14)
ST: 정대현 씨는 아내의 말투가 왠지 젊은 사람 같지 않아 웃었다. “당신 뭐야,
꼭 장모님 같아.”
(<82년생 김지영> 10)
TT: 郑代贤觉得妻子的口吻像个大婶，扑哧笑了出来。 “你在说什么啊，怎么口
气跟你妈一模一样!”
(중역본(電子版) 3)

예문(14)의 TT는 ‘젊은 사람 같지 않다’는 ST를 ‘아줌마 같다’라고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닮은 아줌마는 장모님(ST)이 아닌 ‘당신 엄마(TT)’라고 지칭된
다.29) 다음의 비속어 번역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29) 여성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아줌마가 가지는 차별적 속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
남민, ｢여성어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33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pp.1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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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5)
ST: “젠장, 젠장, 듣지 못한다게,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젠장!” 그는 자신
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도가니> 59)
TT1: “他妈的！他妈的！听不见,听不懂话，真是他妈的！”他不知不觉自言自语
起来。
(중역본 25)
예문(16)
ST: 뙤약별을 행군하며 저 새끼를 죽여, 말아, 죽여, 말아……그렇게 자신과 싸우
(<도가니> 259)
던 그 여름날, 얼마 후에 도착한 명희의 편지는 암울했다.
TT1: 在酷日下行军时,他总要和自己来一番唇枪舌剑―你这狗娘养的, 去死吧！
杀了你！去死吧。不久后他收到明熙寄来的充满忧郁情绪的信。 (중역본 100)

비속어 중에서 유달리 여성비하적 근원을 가진 욕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
나, 위 예문들의 ST는 여성비하를 담은 욕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가의
젠더적 선택은 TT에서 각각 여성비하적 욕인 ‘他妈的’와 ‘狗娘’으로 번역됨으로
써 사실상 ST를 왜곡시키고 있다.
물론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위 예문들의 TT 역시 의미는 전달
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만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과연 번역의 전
부인가? 라는 발터 벤야민의 지적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예문들
의 TT에서 놓친 것들 중의 하나는 작가의 젠더의식일 것이다.

2) 젠더정체성에 기반한 차이의 번역
쉬래드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통찰은 다양한 젠더정체성에 기반한
차이의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0) 쉬래드 뿐 아니라 젠더정체성에 관한 주
디스버틀러(Judith Bulter)의 연구는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닌 수행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31) 이때 젠더는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양가적 개념이 된다.
한편 남성/여성 언어에 관한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30) Carolyn Shread, 앞의 논문, pp.227-231.
31) 사라살리, 주디스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 김정경 역, 앨피, 2004, pp.112-116; 조현준,
주디스버틀러의 젠더정체성 이론 , 한국학술정보(주), 2007,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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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 언어가 남성 언어보다 보수적이며 표준적
이고, 욕설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욕이나 비속어를 회피거
나 완곡하게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32) 그렇다면 남성적 정체성향의 (생물
학적)여성의 발화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예문(17)
ST: “아, 씨발, 벗은 새끼가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이야 변태 새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반성을 하래. 뭘 반성하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벗었어?”
(<82년생 김지영> 57-58)
TT: (생략) 有错的人应该是那爱脱、爱露的家伙吧，我们到底哪里做错了? 居
然不是去抓那死变态，而是叫我们悔过反省，反省个屁! 今天又不是老娘我站在那
里脱光给人看。
(중역본(電子版) 27)

예문(17)의 발화자는 평상시에도 거친 언행을 일삼는 김지영의 같은 반 일진
으로 학교 앞에 자주 출몰하는 바바리맨을 동아줄로 묶어 경찰에 넘겼다가 학교
에서 주의를 받았다. TT에서는 욕이 삭제되었다.
<도가니>에서 발췌한 아래 예문(18) 역시 발화자가 여성으로, 장애아들에 대

한 성폭력을 덮으려는 장경사와의 날 선 대화의 일부이다.
예문(18)
ST: “그럼 당신이지 너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줌마? 왜그러는데 아저씨? 당신
이라고 하니까 내가 까페 ‘야화’에서 왔는지 아니보지?”
(<도가니> 72)
TT1: 我这样说已经很客气了。你说什么? 你怎么这样啊? 大叔? 我这样叫你，
是不是让你误以为我来自野花咖啡馆呢?
(중역본 38)
TT2: 那叫你有什么不对! 难道叫您吗? 什么? 你叫我大妈? 那我叫你大爷 怎么
样? 老大爷! 你看，我是从野花咖啡馆来伺候你呀?

32) 민현식,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34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
연구소, 1995, pp.7-64; 이혜영, 한국어와 일본어의 젠더표현 연구 , 한국학술정보
(주), 2009,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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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9)
ST: “죄송한데 …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공손했다. …
“휴대폰이라 …글쎄 무슨 일이신지…”
“시내에 거는 거예요. 국제전화도 아니고 시외전화도 아니라고요. 사사건건 참…
그것도 검사가 지휘를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도가니> 73)
TT1: "不好意思… 手机可以借我用一下吗? 她恭恭敬敬地说道。…
“手机 … 可是 … 有什么事吗”
“我要打市内电话。不是国际电话，也不是长途电话。我得告诉你细节吗? 别跟
我说你连这事都需要检查官下令批准 …”
(중역본 39)
TT2: "不好意思… 可以借手机吗? 她只好客气地说。
“手机呀 … 可是 … 有什么事吗”
“我打市内电话。又不是什么国际电话长途电话，你这个人，真抠……借个电话
也要得到检查官批准!”

<도가니>에서 서유진은 강인호와 함께 자애학원의 오랜 성폭력 문제를 밝혀

내는 등장인물의 한 축이다. 낯선 무진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인권센터 상
근 간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작가 공지영의 페르소나와 같은 인물로, 남자 주
인공 강인호보다 훨씬 과단성 있고 주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TT1에서 재현된 서유진은 그렇지 못하다. 자애학원을 비호하는 장경
사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你怎么这样啊? 大叔? 是不是让你误以为…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설마하니 나를 ~로 오해한 것은 아니겠죠?”로 재현되면서,
예문(18) 담화 중간의 “왜 그런데 아저씨?(大叔?)”마저도 상대에 대한 비하가 아
닌 단순한 지칭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서유진의 젠더정체성은 부탁을 함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재현된다. 예문(19)에서 싸움 도중 휴대폰을 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손하게 말하는 서유진에게 ‘恭恭敬敬地’과 같이 겸양의 수
식어를 과하게 붙임으로써, 뒷 문장의 “别跟我说…(~라고는 말하지 마세요)”과
함께 서유진의 젠더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수정번역인 TT2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두드러진다.
권오숙은 문화번역의 탈성화를 우려하며 지나친 남성주의적 번역도, 또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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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원전을 해석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적 번역도 모두 지양해야 함을 주장하는
데,33) 이는 문학에서 페미니스트 번역이 단순히 여성을 미화시키거나 젠더 중
립적인 표현을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여성언어/남
성언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여성/남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과 상관없
이 젠더정체성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번역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인종적/언어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쉬래드의 번역에
대한 수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 점에서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이란 여
성적/남성적임을 젠더적으로 열등/우월의 대립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젠더정체성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는 번역이라고 하겠다.

3) 합의된 개조와 변형
번역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은 번역가의 역할을 원전에 종속시키기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을 띠게 하고 있다. ST와 TT 간 언어·문화 사
이에 설정된 관계를 좀 더 평등하고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번역가
는 텍스트에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덧붙일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 것이
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 번역가들에게 있어 번역이란 단
순한 원문의 재생산물이 아닌, 새로운(여성주의적인) 읽기와 쓰기 방식을 통해
원문과 더불어 공동 창작(co-creation)된 작품이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동 창작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탄생하는가? 그러한 공동 창
작이 ST에 대한 단순한 변형이나 개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쉬래드는 아이티계 작가 마리 비외쇼베(Marie Vieux-Chauvet)의 표준 불어
로 써진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ST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아이티어
(Kreyol)를 가시화시켜 맥락과 근저에서 ST의 이해를 도왔음을 밝히고 있다. 그

리고 그것이 작가의 의도와 공유될 수 있다면, 이는 텍스트에 대한 목적주의적
인 변형이 아닌, 창조적 변형으로 생성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34) 이와 같은

33) 권오숙, ｢성차에 따른 성담론 번역 양상 비교-셰익스피어의 오셀로 번역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 제2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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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래드의 세 번째 경험에 대한 진술이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에 던지는
통찰력은 텍스트에 대한 변형이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와 합의된 개조여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창조적 변형(metramophosis)’은 페미
니스트 번역이 ST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조도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 번
역의 윤리에도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문(20)에
서 그러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다.
예문(20)
ST: 아이가 죽고 나서 1년 쯤 되었을 때 그는 다짜고짜 혜완을 때렸던 것이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비디오를 보면서 혼자 웃고 있던 참이었다. … 구타
는 10분쯤 계속 되었다. …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모욕감이 왔고 그
다음에는 아팠다. 아파서 혜완은 그를 떠밀어 버렸다. 하지만 남편의 힘은 밀어내는
그녀보다 훨씬 셌다. 그는 혜완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앞으로 가서 거기에 그녀의
머리를 박았다. 말린 꽃을 넣어두곤 했던 냉장고 위의 꽃 바구니 속에서 오색 빛깔
꽃들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혜완이 흩어진 머리카락을 수습했을 때 남
편은 말했다. -애를 죽이고서 그렇게 웃고 있는 너를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3-24)
TT1: 在孩子去世一年之后，暴力却不由分说地降临在她的身上。当时慧婉看着
电视独自发笑，等着晚归的丈夫。… 暴力持续了近十分钟。… 起初慧婉只是有些
惊恐，紧接着她感觉自己受到了丈夫的羞辱。直到第三次暴力的开始，慧婉才注意
到身体的疼痛。由于剧烈的疼痛，慧婉用力反抗着丈夫，想把他从身边推开，然而
自己的那点力气始终都抵不过丈夫。他一把抓住慧婉的长发，连拉带扯地把她拖到
冰箱前，将她的额头狠狠撞上去。冰箱上花蓝里的五色干花撒落到她的发间。慧婉
整理起自己凌乱的头发，这时丈夫说道:
我实在是无法忍受这样的你!”

“把孩子害死，居然还能像那样笑出来，
(중역본 11)

TT2: 孩子死了之后，大概过了一年左右的时间，有一天他回家看了她莫名其妙
地就打了她。当时慧婉只看着电视傻笑，等着晚归的丈夫而已。…丈夫的殴打竟持
续了十分钟。刹那间她第一感受的是惊恐，然后扑而来之的却是羞辱感，最后觉得
很疼。剧烈的疼痛，使她条件反射地用力推了丈夫，想把他推开，然而即使自己使

34) Carolyn Shread, 앞의 논문,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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劲了浑身的力气，但始终还是没能抵得过丈夫。他一把抓住慧婉的头发，硬把用力
抵抗的她拉扯到冰箱前，将她的头狠狠地往冰箱上撞。那一刻，冰箱上花蓝里装着
的、形形色色的干花飘落至她的发间，而她的四肢软软地瘫倒了在地上。那时慧婉
才慌忙地收拾自己凌乱的头发，丈夫却埋怨说: “贱女人! 把孩子害死，你居然还能
那样傻笑得出来，我实在受不了你了!”

예문(20)은 아이가 죽은 뒤 남편에게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한 혜완이
처음 남편에게서 맞는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공지영은 <무소의 뿔처럼 가라>를
통해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과 달리 남자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졌던 중산층
여성들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언제든지 가정 폭력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릴 수 있
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TT1(일부 오역 제외)에 비해 TT2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그 폭

력에 희생되는 혜완의 무기력한 모습을 동시에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가
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였고(有一天他回家看了她莫名
其妙地就打了她)’, ‘쉴새 없이 때렸으며(殴打竟持续了十分钟)’, 그리고 ‘냉장고

로 끌고 가 머리를 박고(将她的头狠狠地往冰箱上撞)’, ‘혐오를 드러낸다(贱女
人)’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아이를 잃은 혜완의 공허

한 웃음(傻笑)’과, ‘구타를 당하는 순간 느낀 감정(刹那间她第一感受的是惊
恐，然后扑而来之的却是羞辱感，最后觉得很疼)’,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항했

으나 남편의 무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냉장고에 머리를 박히게 되는 상황(然而即
使自己使劲了浑身的力气/硬把用力抵抗的她拉扯到冰箱前)’, 그 순간 충격의

반동으로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꽃 바구니의 마른 잎들이 흩어지면서 냉장고 아
래 맞아 ‘널부러져 있는’ 혜완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장면(那一刻，冰箱上花蓝
里装着的、形形色色的干花飘落至她的发间，而她的四肢软软地瘫倒了在地
上)과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의 감정과 느낌, 처참하게 맞았음을 부각시켜 번역

하였다.
ST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실 TT1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TT1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다면, 혹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언어·문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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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작가의 문학적 장치의 드러남이 미진하다고 (번역가에 의해) 판단된다
면, 작가와의 합의라는 전제 하에, TT2와 같은 번역도 페미니스트적으로 시도
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을 통한 창조
적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번역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발터 벤야민은 문학번역의 본질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벤야민에 따르면 번역가
에게 주어진 과제는 본질적인 것을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이란 원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있는 것일까? … 시(문학)는 무
엇을 전달하는가? … 시(문학)에서 본질적인 것은 전달이나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
서 매개(전달)하고자 하는 번역은 전달 이외의 아무것도 매개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만 전달할지 모른다.”35)

그렇다면 여성주의 기반 작품에서 번역가가 번역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
가? 대부분의 여성주의 기반 이론이나 비평들이 그러하듯 여성주의에 기반한
작품 또한 가부장적 언어·문화적 담론(텍스트)에 의해 은폐된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그러한 여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가시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작가의 젠더의식이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 도서 시장에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82년생 김지영>의 영화와 소설의 성공 이후 인기 소설 1~5위까지가 모두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다.36) 물론 여성 작가들이 쓴 작품이 반드시 페미니즘을 기반
으로 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듯이, 여성주의 문학과 여성작가가 쓴 문학은 별개
35) 발터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발터 벤야민 선집 ,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21,
pp.121-122.
36) 文丽华, ｢韩国现代小说在中国-翻译出版现状、问题及解决方案｣, 北京大学外国语学
院, 当代韩国 第4期, 2018,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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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로 봐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르테아 티크의 개인적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은 일정하게 여성의 의식에도 영향을 끼쳐
최소한 남성적, 속어적, 외설적, 여성비하적 특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안하
게 하는 종속되면서도 분열된 ‘사이(between)’의 자아를 보여준다.37) 즉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는 최소한 가부장제의 특정 언어와 담론에 저항하는, 더 나아가
그러한 부당함을 폭로하는 문학적 장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을 번역함에 있어 최소한 작가와의 젠더의식 공유를 통한 ‘협력’의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이 실행되어야 하며, 그때 ST의 본질도 함께 번역될 수 있
다고 본다.
젠더라는 개념은 마치 ‘렌즈’와 같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제공
한다.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특정 언어와 표현방식에 의
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ST/TT에서 어떻게 은폐/재현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젠더의 렌즈를 낀 페미니즘 번역이 ST에 충실하지 못하
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최소한 여성주의 기반 작품의 번역에서 번역
가가 작가와 젠더의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작가와 젠더적 협력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TT 역시 ST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도
리어 작품의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가와의 ‘합
의’를 기반으로 창조적으로 생성되는 TT 텍스트는 ‘누가 번역에 대한 개조와 조
정을 가능하게 하였는가’라는 번역의 윤리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향후 젠더와 번역의 만남 하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범주, 젠더번역가들에게 그
동안 번역연구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주변에서 끌어올리는 ‘인정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하겠다.38)

37) 안미현, 앞의 논문, p.185.
38) 박선주, 앞의 논문,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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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ying Feminist Translation Strategy of “Co-creation” to
Korean-Chinese Translation
－with Focus on Practical Methods on “Metramophosis” of Feminism-based Works－

Choi, Jiyoung·Lee, Jungsoon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feminist translation strategy of “co-creation” on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feminism-based novels,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Ji-young Gong), The Crucible (Ji-young Gong) and Ji-young Kim,
Born 1982 (Nam-ju Cho). Feminist writer and translator Carolyn Shread, introducing
Bracha Ettinger's idea of metramosphosis (transformation that emerges at the border)
on translation studies, argues that a “co-creation” strategy between the author and
translator sharing gender sensitivities can newly create the TT, turning it into a
feminist text in a third space, going beyond unilateral metamorphosis.
Based on Shread's empirical research on metramorphosis, this paper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n practice the theories on feminist translation which tend
to be metadiscursive. It will do so by defining the practical approaches of applying
feminist translation strategy of co-creation as follows: “shared gender sensitivities
between the author and translator,” “translation of differences based on gender
identity,” and “mutually agreed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These approaches are
also reviewed through case analyses. In addition, it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rough “generative transformation (metramosphosis)” in the TT, feminist translation
can allow for more active reconstruction and adjustment of the ST while staying true
to translation ethics.
Keyword

Feminist translation strategy, gender, Korean-Chinese translation,

co-creation, creative transformation, metramorp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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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서 麻衣相法 의 번역 난점과 번역문 분석

백수진*

국문요약
마의상법 은 중국에서 편찬한 관상서이다. 이 책은 실용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에 필사본과 영인본이 많이 나돌았고, 지금은 국내에 번역본이 7종이나 출간되어 있다.
이 책이 많이 알려진 이유는 다른 관상서와 달리 오관(귀, 눈썹, 눈, 코, 입)의 형태별 특징에
대해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상 실전에 필요한 실용성으로
서의 가치가 높았다. 관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의상법 이 필독서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마의상법 의 번역문을 검토해보면 유독 ‘오관’ 설명 부분에서 오역이 많이 나타난다.
중국, 대만의 백화 번역서도 마찬가지로 오역이 많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번역문
을 분석하여 관상서 번역의 특수성과 번역 난점을 알아보고, 오류 분석 방법을 통해 올바른
번역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의상법 의 ‘오관’ 부분은 대부분 동물의 형상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칠언절구
시의 형식으로 표현하였고 압운법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역자는 문맥 의미에 의존한
번역조차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오관’ 부분의 설명과 그림이 있는 관상
고서는 마의상법 과 상리형진 두 권뿐이라는 점이다. 번역에 참고할 다른 관상서가 없다.
현대 관상서도 이 두 권의 고전 해석을 벗어나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역자의 오역 원인을 분
석한 결과, ① 문장에서 설명의 대상이 되는 단어, 즉 주어를 찾지 못해서 생긴 오역, ② 동물
의 형상 특징을 묘사한 관상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생긴 오역, ③ 문맥 의미와 관상 지식이
아닌 어휘나 통사구조에 얽매여 생긴 오역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오역 원인과 번역과정 분석은
신상전편 , 상리형진 등 다른 관상 고서의 번역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관상, 번역, 오역, 오관, 호안

* 계명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50 한중인문학연구 74

<목차>
1. 서론
2. 마의상법 번역 현황과 번역의 난점
3. 마의상법 번역문 분석과 관상학적 해석
4. 결론

1. 서론
麻衣相法 은 중국에서 편찬한 관상서이다. 이 책은 실용성이 높아 우리나라

에서도 조선시대에 필사본과 영인본이 많이 나돌았고, 지금도 많은 번역본이 출
간되어 있다. 이 책은 麻衣道者가 陳摶에게 전수해주고, 진단이 이 내용을 정리
하고 후인들이 또 이것을 보충해서 완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마의상법 은 청대
에 이미 널리 퍼져 여러 판본이 나왔다. 흔히 마의상법의 저자는 마의도자로 알
려져 있지만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론이 없다. 일부 관상서
에서는 마의상법 을 北宋 초 민간에 널리 알려진 책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마의도자를 후인이 가탁한 인물로 보기도 한다. 청대의 관상서
神相全編 에는 “마의도자는 宋 초의 관상가 진단의 스승으로, 華山의 石室에

서 도를 닦았는데 그 이름을 몰라 (삼베옷을 입고 있어서) ‘麻衣’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명ㆍ청대에는 많은 관상서가 있었다. 人倫大統賦 , 月波洞中記
, 玉管照神局 , 太淸神鑑 등의 관상서는 永樂大典 과 四庫全書 에 모

두 수록되었다. 마의상법 은 수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는 다른 관상서와 달리 五官(귀, 눈썹, 눈, 코, 입)을 여러 형태별로
분류하여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4가지 눈썹 그
림을 나열하고 각각의 형태적 특징과 길흉화복을 설명하였다. 강호의 관상가들
에게는 그 실용적 가치가 높아 필독서나 마찬가지였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책
의 저자가 널리 알려진 ‘마의도자’란 이름으로 회자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뿐
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 이름이 알려졌다.
일본 에도시대 오사카의 관상가 新山退甫가 조선통신사 일행의 관상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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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필담집 韓客人相筆話 (1764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1) 관
상술에 뛰어난 사람을 ‘마의도자’라 호칭하였다.
퇴석이 말했다.
“마의도자께서 어찌 모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메미쓰가 말했다.
“제 학술이 미숙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의상법 의 번역서로는 국내에는 총 7권이 출간되었다. 완역은 아닐지라도
그 외 여러 관상서에서도 자신들의 관상 저서에 마의상법 의 내용 일부분을 번
역하여 실었다. 그만큼 마의상법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최근에야 중국의 관상 고서가 몇 권 번역되어 출간되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중국의 관상 고서로는 마의상법 과 신상전편 ,
相理衡眞 이 세 권뿐이었다.2) 이 세 권의 공통점은 모두가 오관 해석과 그림

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의상법 보다 늦게 나온 신상전편 에서는 마
의상법 의 오관 해석과 그림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상리형진 에서는 마의상
법 의 오관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림은 대부분 동일하였다. 그런데 마의상
법 의 번역문을 읽다 보면 유독 이 오관 해석에서 오역이 많이 나타난다. 중국
에서도 2권의 백화 번역서가 있고, 대만에 1권의 백화 번역서가 있지만, 유독
이 오관 부분에서 오역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번역은 국내ㆍ외 할 것 없이
전문 관상가가 번역을 했을 수도 있고, 관상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한학이나 중
국어를 익힌 자가 번역을 했을 수도 있다. 중국인들은 굳이 백화 번역서가 반드
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은 무시하고 독서를 했
1)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 허경진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p.11.
2) 정민현 역, 增廣 神相全編 , 삼원문화사, 1998. 하현욱 외 역, 상리형진 , 무진미래연
구원, 2007. 신상전편 은 명ㆍ청대에 가장 많이 알려진 관상서의 하나로 古今圖書集
成 에도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저술에서는 아직까지도 ‘陳摶’을 ‘陳搏’으로 잘못 표기
한 것이 많다. 상리형진 은 민간에서 기존의 관상서를 수집하여 정리한 책으로 1833년
에 간행되었다. 신상전편 과 상리형진 역시 국내에서는 오역이 너무 많아 출판사에서
재출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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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고, 국내는 오역이 많지만 원서와 번역서를 함께 두고 나름대로의 방식
으로 독서를 하였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상서라는 특수한 분
야의 번역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관상서
번역의 난점이 무엇인지를 원문과 번역문을 통해 알아보고, 기존의 번역문 분석
을 통해 오역의 원인을 알아보고 번역 분석 방법을 제시해보려 한다.

2. 마의상법 번역 현황과 번역의 난점
국내에서 출판한 번역서와 중국, 대만, 일본에서 출판한 번역서를 출판 연도
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曺誠佑, 完譯 麻衣相法(全) (초판1쇄), 明文堂, 1989.

신성은,
전용원,
최인영,
韓重洙,
이대환,
정한구,

거울로 보는 관상(원제: 麻衣相法) (초판1쇄), 자유문고, 1998.
마의상법 역주 ( 월간역학 2005~2009)3). [원문 실림]
麻衣相法 (1판1쇄), 상원문화사, 2010. [원문 실림]
正統 麻衣相法 , 법문북스, 2014.
麻衣相法 , 여산서숙, 2016. [원문 실림]
마의상법 新解 , 부크크, 2019.

[중국ㆍ대만]
白話麻衣神相 (第一版), 文國書局, 2009. [원문 실림]
金志文, 圖解麻衣神相 (第一版), 世界知識出版社, 2010. [원문 실림]
徐陽, 麻衣神相白話圖解本 (第一版), 2011. [원문 실림]

[일본]
山道歸一, 完全定本 人相學大全(麻衣版) , 河出書房新社, 2018.

국내에서는 덕흥서림에서 원본에 토를 단 懸吐註解 麻衣相法 을 1956년에
3) 2005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월간역학 에 실은 번역문이다. 이 번역 연재분을 책
으로 만든 것이 마의상법 역주 이다. 출판 연도가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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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간하였고, 1962년에 다시 재판을 내었다. 이후 1989년에 가서야 처음으
로 완전한 번역서(조성우, 完譯 麻衣相法(全) )가 나왔다. 총 7종의 번역서 가
운데 원문을 실은 번역서로는 전용원의 마의상법 역주 , 최인영의 마의상법 ,
이대환의 마의상법 이 있다. 전용원의 마의상법 역주 는 2004~2009년까지
월간역학에 연재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완역은 아니지만 오현리는 전통
관상대백과 (동학사, 2001)에서 마의상법 텍스트 대부분을 번역하여 수록하
였다. 그러나 오관 번역에서는 원문의 내용 외에도 다른 관상서의 내용을 부분
적으로 첨가하여 번역이 아닌 해석의 방식으로 서술하여서 번역서로 보기는 어
렵다. 대만에서 출판한 번역서로는 白話麻衣神相 (2009)이 있고, 중국에서 출
판한 번역서로는 圖解麻衣神相 (2010)과 麻衣神相白話圖解本 (2011)이 있
다. 국내에 비해 번역서가 아주 뒤늦게 연달아 출간되었다.4) 일본에서 출판한
번역서로는 完全定本 人相學大全(麻衣版) (2018)이 있다. 이 번역서는 완역
이 아닌 마의상법 의 오관과 手相 부분만을 번역하였다. 원문은 싣지 않았고,
번역에서 원문의 난해한 구절은 빼고 번역한 부분도 많다. 이들 번역문을 검토
해본 결과,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전의 번역보다 더 못하거나 기존의 오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자가 이전의 번역서를 모두 참고하여 번역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국내나 중국, 대만 할 것 없이 번역서에서는 번역대상 텍스트의 저본을 서문
에서 밝히지 않았다. 陸位崇이 교정한 것으로 출간된 판본만도 增補麻衣相法
全編 (校經山房, 1887), 增補麻衣相法全編 (掃葉山房, 1897), 增釋麻衣相
法全編 (成文信記書坊, 1901) 등 그 종류가 많다. 어떤 판본을 사용했는지 일일

이 대조 작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아래 원문은 ‘牛眼’에 관한 내용이다. 번역서에서 사용한 원문의 판본이 각각
4) 중국인들에게는 굳이 백화 번역문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번역서가 우리보다 많이 늦게 출간되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관상 번역서 출판이 쉽지 않았다. 번역서는 관상을 배운 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간했을 것이다.

54 한중인문학연구 74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1) 牛眼-栗陳貫朽
眼大睛圓視見風, 見之遠近不分明, 興財巨萬無差趺, 壽算綿長福祿終。
(전용원)
(2) 牛眼-巨富 栗陳貫朽
眼大睛圓視若風, 見之遠近不相同, 興財巨萬無差趺, 壽算綿長福祿增。
(이대환)
(3) 牛眼-巨富 栗陳貫朽
眼大睛圓視若風, 見之遠近不相同。興財巨萬無差缺, 壽算綿長福祿終。

( 白話麻衣神相 )
(4) 牛眼-巨富 栗陳貫朽
眼大睛圓視若風, 見之遠近不相同。興財巨萬無差缺, 壽數綿長福祿終。
( 圖解麻衣神相 )
(5) 牛眼-巨富
眼大睛圓視若風, 見之遠近不相同。興財巨萬無差缺, 壽數綿長福祿終。
( 麻衣神相白話圖解本 )

밑줄 표시한 글자가 각각의 원문마다 다르게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어휘가
다름으로 인해 텍스트에서 의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도해마의신상 과
마의신상백화도해본 은 ‘우안’ 설명에서만 원문의 글자가 모두 동일하지만 텍
스트의 다른 내용에서는 원문 글자가 서로 다른 것이 많이 있다. 번역대상 텍스
트의 판본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청대 이전부터 세월이 누적되면서 수정
에 수정을 거친 판본이 많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청대의 목판본 인쇄에서 교
정자가 교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역자가 번역과정에서 번역의 정확도나 번
역의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원문의 글자를 바꾼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판
단하기가 어렵다. 이들 번역서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텍스트의 표제어 부분의

관상서 麻衣相法 의 번역 난점과 번역문 분석 55

번역은 생략함).
(6)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글며 시력이 바람이 이는 것 같으니 봄에 멀고 가까운 것
이 서로 같지 않다. 이러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이 흥하여 거만(巨萬)의 재화를 일으
키게 되는데 차질이 없고, 수명이 면면히 길며 일생 복록을 누린다.(조성우 역,
1989)
(7)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글며 보는 것이 바람과 같다. 또 보는데 멀고 가까운 곳이

서로 같지 않다. 재물을 일으키는 것이 수백억대이고 차질이 없으며 수명도 솜이 늘
어나는 것처럼 길어서 종신토록 복과 녹을 누린다.(신성은 역, 1998)
(8)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글며 마치 바람을 바라보는 듯하여 멀리 바라보는지 가까
이 것을 보는지 분명치 않다. 재물이 흥해 차질이 없다. 수명은 면면히 이어지고 복
록이 끝까지 간다.(전용원 역, 2004~2009)
(9) 눈이 둥글고 눈동자가 크며 기세가 약한 듯 보는 것이 먼 것을 보나 가까운 것을
보나 다르지 않다. 일에 실패가 없으니 재물이 일어나 막대한 부를 이루고 수명이

마칠 때까지 복록이 끊이지 않는다.(최인영 역, 2010)5)
(10)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근데 소눈처럼 순해 보이며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모

양이 다르게 보인다. 이러한 눈을 가진 이는 거부(巨富)의 상인데 ,재곡(財穀)이 진
진하여 쓰고 먹고 남으며 수명이 길고 종신토록 복록을 누린다.(한중수 역, 2014)
(11) 눈이 크고 동자가 둥글어 바람을 보는 것 같고 원과 근이 분명하지 않다. 재산
이 일어나 거만금에도 실패가 없고, 수명이 길고 복록으로 일생을 마친다.(이대환
역, 2016)
(12)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글며 시선을 멀리 바람을 보듯이 멀고 가까운 것을 보는
지 불분명한 듯하다. 재물이 巨萬金으로 일어나서 잘못됨이 없고, 수명과 복록이 종

신토록 이어진다.(정한구 역, 2019)

동일한 원어텍스트의 번역서가 서로 다른 역자에 의해 계속해서 새롭게 출판
5) 역자는 인용한 원문에서 ‘朽’를 ‘杇’로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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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오역을 수정하고 번역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각각의
마의상법 번역서 전체를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牛眼’의 텍스트
내용만 보더라도 ‘역자가 이전의 번역서를 참고로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
을 수 없다. 번역서에 따라서는 원문에 ‘若’자 대신에 ‘見’자가 들어갔고 ‘相同’
대신에 ‘分明’이 들어갔다. 이 번역에서 가장 난해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眼
大睛圓視若風, 見之遠近不相同”의 번역이다.

이번에는 중국, 대만, 일본에서 출판된 번역서의 번역은 어떠한지 보자.
(13) 大而圓, 黑眼瞳, 魚尾向上, 看上去虎虎生威。而且遠觀和近看都不一樣。( 白
話麻衣神相 )

눈의 형태가 크고 둥글고 검은 눈동자에 눈꼬리가 위로 향해있고 보기에 호랑
이 같은 위엄이 있다. 또한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다르다.
(14) 牛眼, 睛大, 眼珠圓, 眼神很威風。遠看和近看眼睛彷佛不一樣。( 圖解麻衣神
相 )

우안은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글고 안신이 위엄이 있어 보인다. 눈을 멀리서 보
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다른 것 같다.
(15) 牛眼是指眼睛長得大, 眼珠很圓, 看上去很有精神, 而且從遠處看和從近處看
都不一樣。( 麻衣神相白話圖解本 )

우안은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글어, 보면은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그리고 멀리
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다르다.
(16) 眼は大いに晴（瞳）は円く、視は風を見る。これに遠近分明せず。( 完
全定本 人相學大全(麻衣版) )

눈은 매우 맑으며(눈동자) 둥글고, 시야는 바람을 본다. 이로써 원근은 분명하
지 않다.

(13)에서는 원문에 없는 우안의 형태 특징 중 하나인 ‘눈꼬리가 위로 향하다
(魚尾向上)’를 첨가하였고 ‘視若風’을 ‘위엄이 있는’ 눈으로 번역하고 있다. 관상

에서는 눈꼬리가 위로 향하면 적극성과 외향성을 의미하고 눈꼬리가 아래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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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소극성과 내향성을 의미한다. (14)에서는 ‘視若風’을 “눈의 안신이 위엄이
있다”로 번역하였다. (15)에서는 ‘視若風’을 ‘의기양양하다’로 번역하였다. 3종의
백화 번역문 모두 ‘視若風’을 ‘위엄이 있다’ 류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13-16) 모
두 “見之遠近不相同”을 字意 그대로 직역하여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
는 것이 다르다”로 번역하여 무엇이 다른지를 번역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역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추론하기가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16)의 일본어 번
역에서는 字意대로 ‘시야는 바람을 보기에 원근이 분명치 않다’로 직역하였다.
‘시야는 바람을 본다’, ‘분명치 않다’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인용한 원문이 “眼大睛
圓視見風, 見之遠近不分明” 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관상가들은 ‘視若風’을 동물 소의 순함에 비유하여 ‘자애롭다’로 해
석하기도 하고 눈의 형태와 순한 성격에 비유하여 둥근 ‘風鈴’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앞 문장의 ‘視若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뒤 문장의 ‘見之遠近
不相同’도 각각 그 해석을 달리하였다. 인터넷 자료의 한 예를 보자.
“크고 둥글고 누렇다. 평소 눈을 거의 깜빡거리지 않는다. 보면 기운이 있다. 멀
리보든 가까이 보든 안신이 큰 변화가 없다…….”6)

실제 소의 눈의 움직임을 묘사한 것을 ‘우안’의 특징 설명에 반영하였다. ‘視
若風’과 “見之遠近不相同”의 번역이 어려운 것은 텍스트 안에서 이 표현을 이

해하기 위한 문맥 의미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관상 고서에
서는 이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현대의 관상서 해석은 원문의 내용
과는 다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거만금의 재물
운에 장수하는 눈”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할 수밖에 없다.
관상에서 눈의 좋고 나쁨은 재물과도 관련이 있다. 안신이 맑아야 재물을 모
을 수 있다. 관상에서 눈이 크고 둥글면서 약간 안구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눈은 반응이 빠르고, 관찰력이 뛰어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눈은 멀리서
6) 大, 圓, 帶黃, 平時很少眨眼, 看上去很有精神, 無論近看遠看, 眼神都不會有多大變化,
不過牛眼者看事物迷迷糊糊。(百度：https://kknews.cc/astrology/9z6qv2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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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眼神을 볼 수 없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의 안신이 탁한지 맑은지 혹은 위엄
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우안의 ‘視若風’을 “(반응이 빨라) 보는
것이 바람 같다”로 해석하고 이와 연관지어 뒤 문장 ‘見之遠近不相同’을 “멀리
서 보면 자애롭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위엄이 있다.”로 해석한다. 이 해석
방식은 論語‧子張第十九 에 나오는 "君子有三變, 望之儼然, 卽之也溫, … (군
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고, …)”에서 착안하였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은 도해마의신상
에서 인용한 것을 선택하였음)
“눈이 크고 둥글고 보는 것이 바람처럼 빠르다. 멀리서 보면 자애롭지만 가까이서

보면 위엄이 있다. 거만금의 재산을 일구고 모자람이 없다. 정해진 수명이 오래가고
복록을 누리다 생을 마친다.”

3. 마의상법 번역문 분석과 관상학적 해석
오관에 관한 설명은 마의상법 총 4권 중 권2에 포함되어 있다. 이 오관 부
분 번역이 어려운 것은 동물의 형상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번
역문 분석을 위해 아래에서 제시한 번역문(국내외 총 11종의 번역서)은 모두 오
역이 있거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번역문 분석에서 편폭의 제
한으로 모든 번역문을 실을 수는 없다. 이들 번역서 중에서 원문의 자구 번역에
가장 충실했고, 원문을 번역문에 실은 번역텍스트 2종을 선택하여 번역문을 분
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번역텍스트는 전용원이 번역한 마의상법 역주 와 이
대환이 번역한 마의상법 이다(이하 마의상법 역주 를 A라 하고, 마의상법
을 B라 한다).7) 번역문 분석과 관상학적 해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국과 대만
의 백화 번역문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오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오
역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번역의 난점이 어디에 있으며,
7) 전용원은 관상 전문가이자 중문학 박사이고, 이대환은 한학자로 柳莊相法 (여산서숙,
2013), 相法精華 (여산서숙, 2014), 神相全編 (상)(여산서숙, 2016) 등 일련의 관상 고
서를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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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역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고 올바른 번역과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과정과 분석결과는 마의상법 을 포함한 다른 관상 고서의 번역에도 도움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문 제시에서 표제어 원문은 싣지만 표제어
번역문은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 없기에 싣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번
역문을 실었다. 표제어 원문을 실은 것은 두 번역서에서 인용한 원문의 표제어
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7) 黃薄眉主破敗客死, 刑兄弟, 主死在他鄉。
眉短疏散目且長, 早年財帛有虛張。部位雖好發不久, 神昏氣濁喪他鄉。
A : 눈썹이 짧고 숱이 적어 드문드문하여 눈보다 짧으면 젊어서 재물이 있어

도 허장성세이다. 다른 부위가 좋아 운이 오는 듯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신
이 혼미하고 기가 탁하면 타향에서 죽게 된다.
[원문 동일]
B : 눈썹이 짧고 성글고 흩어지고 눈이 또 길면 일찍이 재물은 허장성세이다.
다른 부위가 비록 좋아도 발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신이 어둡고 기가 탁하면
객사한다.

이 문장을 얼핏 보면 ‘且’의 의미와 용법상 그 뒤에는 ‘長’이 아닌 ‘短’이나 다
른 글자가 오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長’은 ‘短’의 오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눈썹이 짧은데다 듬성듬성하여 흉한 눈썹이
지만, 눈이 좋을 경우 눈썹의 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눈이 좋을 경우
‘파산하고 객사한다(破敗客死)’는 ‘黃薄眉’의 표제어 설명과는 맞지 않게 된다.

번역 A에서 역자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 “눈썹이 짧고 숱이 적
어 드문드문하여 눈보다 짧으면”으로 번역하였다.8)
‘눈이 짧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눈이 길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역자가 번역의 어려움을 느꼈음을 엿볼 수 있다. 여러 출판된 이본을
찾아보았지만 원문이 ‘短’으로 적혀있는 책은 없었다. 원문에는 오자가 없었다.

8) 圖解麻衣神相 에서도 “眉短鬆散目且長”을 “눈썹이 짧고 거칠면서 흩어지고 눈보다 짧
다(毛短粗鬆比眼睛短)”로 번역하였다. 이 원문에서는 ‘疏’자 대신에 ‘鬆’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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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相秘笈 에서는 오관 해석에서 눈썹 따로 눈 따로 해석하지 않고, 눈썹과

눈을 같이 묶어서 그 길흉을 해석하였다. ‘新月眉’의 예를 보자.
“新月眉(보름달 눈썹)는 雁眼(기러기 눈)과 결합해야 한다. 길흉:(갑) 이 눈썹은
형제가 많고 화목하다. 심성이 착하다. 雁眼과 결합할 경우 부귀를 누리고 삼대가
덕을 쌓고 평생 흉한 일이 없다. …… . (을) 형태가 나쁜 눈과 결합할 경우 심성이
극악하고 비록 고귀하나 오래가지 못하고 …….”9)

황박미 자체는 흉한 눈썹에 속한다. 하지만 이 흉한 눈썹을 뒤 문장의 ‘早年
財帛…’이란 문장과의 연결에서 ‘초년에는 재물복이 많은 좋은 눈썹’으로 해석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함을 의미하는 ‘긴 눈’을 같이 묶어서 황박미의 특징으로
해석해야 한다. ‘眉短疏散目且長’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짧고 듬성듬성 흩어진 눈썹에 긴 눈을 가진 자는 초년에 재물이 있어도 허장성세
이다.”

(B)에서도 자구에 맞추어 번역했지만 역자가 황박미의 관상 특징을 이해하고

번역한 것은 아니다. 원문에 대한 관상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눈썹이 짧으면서 듬성하고 눈이 수려하고 길면 눈의 수려함 때문에 약간의 기질
과 운기가 있을 수 있으나 눈썹의 영향으로 운이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정신이
혼미하고 기가 탁하여 타향에서 객사한다.”

문장 ‘部位雖好發不久’에서 번역 (A), (B) 모두 ‘部位’를 ‘다른 부위’라고 번역
하였다. ‘部位’가 ‘황박미’ 눈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눈썹이 비록 좋아도 발
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로 번역할 경우 흉함을 나타내는 ‘황박미’ 눈썹과는 그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A), (B) 모두 ‘다른 부위’로 의미 전환을 하여
9) 新月眉 ，宜配雁眼 。休咎 ：（甲 ）此種眉主兄弟衆多而和順 ，心性善慈 。若配雁眼
者，富贵雙全，三代有德终身少凶險之事 ，必遇有力貴人，妻賢子貴。(乙）若配其型
惡之眼者，心性极惡，雖貴而不久，鼻再不端者，更爲招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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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였다. 도해마의신상 에서는 ‘部位’를 ‘眉相’으로 번역하였다.
상리형진 의 황박미에 대한 설명을 보자.
“眉短黃疏有若無, 生來世上聽人呼。豊隆他部堪工藝, 氣濁神昏死喪路途。”
(눈썹이 짧고 색이 누런 데다 듬성듬성하여 있어도 없는 것 같다. 세상에 태어나
남에게 부림을 당한다. 다른 부위가 풍만하면 공예 쪽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기운이 탁하고 정신이 혼미함에 길에서 죽는다.)10)

여기서는 황박미를 눈과 같이 결합하여 설명하지 않고 눈썹만 설명했다. 황
박미를 흉한 눈썹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황박미는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니기에
‘部位’는‘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部位雖好發不久”는 “눈이 좋아도
(눈썹이 안 좋기에) 발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李英才의 황박미에 대한 해석 일부를 보자.11)
• 황박미의 사람 대부분은 기혈이 안 좋은데다 스스로 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단
명한다.
• 황박미의 눈썹에 불안정한 眼神과 혼탁한 기색이 있으면 30, 40세 때 흉험한 일을
여러 번 만나 타향에서 객사할 수도 있다.
(18-1) 虎眼非常富貴。
眼大睛黃淡金色, 瞳人或短有時長。性剛沉重而無患, 富貴終年子有傷。

A: 눈이 크고 동자가 황금색이 난다. 사람을 바라볼 때 때로는 잠깐 보기도 하지만

가만히 오래 바라볼 때도 있다. 성정이 강강하고 신중하고 근심하는 것이 별로 없다.
부귀하기는 해도 마침내 자식이 상하게 된다.
(18-2) 虎眼有威, 非常富貴。
眼大睛黃淡金色, 瞳人或短有時圓。性剛沉重而無患, 富貴終年子有傷。
B: 눈이 크고 눈동자가 노랗고 엷은 금색이다. 사람을 볼 때 짧고 때론 빈틈이 없다.

성질이 강하고 무거우며 근심이 없다. 부귀하나 마침내 자식을 손상한다.
10) 당시의 공예 쪽 일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직업이다.
11) 李英才, 千眉譜 , 圓方出版社, 2013,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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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모두 “瞳人或短有時長[圓]”와 “富貴終年子有傷”에서 오역을 하였

다. (A)의 원본에서는 ‘長’자을 사용하였고 (B)의 원본에서는 ‘圓’자를 사용하였
다. 도해마의신상 에서는 ‘瞳人’을 ‘瞳孔’으로 적었다. ‘瞳人’은 ‘瞳孔’과 동의어
이다. 조용할 땐 눈의 형태가 둥글고 작으면서 검은 동공 또한 작아지고 화가
날 땐 눈의 형태와 동공이 크게 확대되는 호랑이눈을 묘사한 것이다.12) 호랑이
의 동공은 본래 아주 작다. 동공이 커질 때는 범접하기 힘든 위엄이 있다. ‘無患
(근심이 없다)’는 본래 낙천적인 호랑이눈의 성격을 말한 것이다. ‘終年’는 ‘평생

동안’이란 뜻이다. “富貴終年子有傷”에서 ‘富貴終年’은 ‘終年富貴’로 그 어휘를
바꾸어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평생 부귀하나 자식의 刑剋이 있다”로 번역해
야 한다. ‘長’과 ‘圓’의 사용에서 어느 것이 초기 판본의 글자이고, 어느 것이 이
후의 판본에서 수정한 글자인지는 여러 판본들을 비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어휘 의미 대조나 압운(‘長’과 ‘傷’)으로 봤을 때는 번역 (A)의 원문처
럼 ‘短’과 ‘長’의 결합이 맞다. 하지만 동공이 크고 둥글게 확대되는 것을 묘사할
적에는 ‘長’보다는 ‘圓’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눈이 크고 눈동자가 연한 金黃色이다. 동공이 때론 작지만 때론 커질 때도 있다
(때론 조용하면서도 때론 범접하기 힘든 위엄을 보인다). 성격이 강하고 진중하면서
도 낙천적이다. 평생 부귀하나 자식의 刑剋이 있다.”
(19-1) 獅鼻全形達擢。
山根年壽略低平, 準上豐大稱蘭廷。若合獅形真富貴, 不然財帛有虛盈。
산근ㆍ연상ㆍ수상은 약간 낮고 평평하다. 준두가 풍성하고 크며 난대ㆍ정위가 균형

이 있다. 사자의 모습에 완전하다면 진정 부귀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실속이
없다.
(19-2) 獅鼻富貴, 全形達耀。
[본문은 동일함]
산근ㆍ연상ㆍ수상이 대략 낮고 평평하고, 준두가 풍대하고 난대ㆍ정위와 알맞고, 사

12) 고양이의 눈을 예로 들면, 평소 편안한 상태에서는 검은 동공이 칼눈 모양의 작은 모양이
나 심리적 자극을 받거나 사냥놀이를 할 때는 동공이 최대로 확장되어 아주 크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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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과 합치하면 참으로 부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속 빈 깡통이다.

‘蘭臺’와 ‘廷蔚’는 관상 용어로 남자의 경우 난대는 좌측 콧방울을 지칭하고,

정위는 우측 콧방울을 지칭한다. A에서는 “난대ㆍ정위가 균형이 있다”로 번역
하였다. ‘稱: 균형이 잡히다’의 사전 어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B)는 “준
두가 풍대하고, 난대ㆍ정위와 알맞고”로 번역하여 난대ㆍ정위가 구체적으로 어
떠한 형태인지를 독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글자의 중국어 발음은 [chèn]으
로 ‘~에 부합하다(相當: 符合)’의 의미에 해당한다. 일반 관상서에서는 사자코
의 특징을 “산근은 넓지 않고 연상ㆍ수상은 좀 낮고 준두는 풍만하고 난대ㆍ정
위는 옆으로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1912년 이후에 출간된
面相秘笈 에서는 사자코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산근은 좁고 낮으면서 들어갔다. 형태는 짧거나 길고 코의 아래 부분은 크다. 연

상ㆍ수상은 휘면서 돌출되었거나 혹은 약간 평평하다. 난대ㆍ정위는 특히 크고 콧구
멍이 보이지 않는다.”13)

면상비급 의 사자코

도해마의신상 에서는 “若合獅形真富貴”에서 ‘獅形’을 ‘사자코(獅鼻)’로 보고
“사자코처럼 생긴 사람은 … (長有獅鼻的人天生富貴, …)”으로 번역하였다. 텍

스트 전체를 사자코에 대한 설명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코만 사자코
의 모양을 닮아서는 안 되고 얼굴 전체가 사자의 기세를 갖추어야 함을 나타낸
다. 마의상법 ‘獅子眉(사자 눈썹)’에 대한 설명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13) 山根細小低凹, 型短或長而下大, 年壽弓凸, 或略平, 蘭臺廷尉特大而不露孔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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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眉毫粗濁喜高眼, 此相須當發達遲。得配獅形像富貴, 榮華到老更光輝。”(번역
서 B의 원문)
(눈썹털이 거칠고 탁하고 높이 떠 있으면 좋으나 이 상은 반드시 발달이 늦다.
사자 형상을 짝하면 부귀영화로 노년에 다시 아름답게 빛난다.)

“得配獅形像富貴”를 “사자 형상을 짝하면”으로 번역해 ‘무엇이’ 사자의 형상

을 짝하는지 그 주체를 번역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14) 도해마의신상 에서 인용
한 원문에서는 그 주체가 나온다.
“眉毫粗濁喜高眼, 此相須當發達遲。三停得配獅形像, 富貴榮華到老更輝。”

원문에는 “三停得配獅形像(얼굴의 삼정이 사자의 형상에 적합하면)”으로 적
혀 있다. 주체 ‘三停’이란 단어를 첨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15)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산근ㆍ연상ㆍ수상은 약간 낮으면서 평평하다. 준두가 둥글고 크며 난대와 정위도
이에 맞게 크다. 얼굴 또한 사자의 형상에 부합하면 참으로 부귀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곤 한다.”
(20-1) 虎鼻富碩馳名。
虎鼻圓融不露孔, 蘭臺廷蔚亦須無。不偏不曲山根大, 富貴名褒世罕匹。

A: 호랑이코는 둥글고 콧구멍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난대 정위 또한 차이가 없고
기울지도 굽지도 않고 산근이 큼직하다. 부귀함으로 명성이 나고 이런 코를 지니면

평범한 사람 가운데는 드물다.
(20-2) 虎鼻-大富, 富碩馳名。
虎鼻圓融不露孔, 蘭臺廷蔚亦須無。不偏不曲山根大, 富貴名褒世罕夫。

B: 호랑이코는 원륭하여 콧구멍이 드러나지 않고, 양 콧방울 역시 차이가 없다. 치
14) “榮華到老更光輝”에서도 오역을 하였다. “늙어서도 영화를 누리며 더욱 빛난다.”로 번역
해야 한다.
15) ‘三停’이란 얼굴을 3등분 하여 上停, 中停, 下停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관상에서는 三停
이 균등하면 초년, 중년, 말년의 삶이 모두 평탄하여 굴곡이 없음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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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지도 굽지도 않아 산근이 크고, 부귀하여 이름을 기리는 드문 사람이다.

(A)와 (B) 번역 모두 “蘭臺廷蔚亦須無”를 “난대ㆍ정위 또한 차이가 없다”로

번역하였다. 관상에서는 코가 잘 생겨 재물복이 있어도 좌우 콧방울의 크기나
위치가 불균형을 이루면 재물에 손실이 있음을 나타낸다. 역자는 이러한 관상
지식을 염두에 두고 번역하다 보니 그 뒤 문장을 ‘(난대ㆍ정위가) 기울지도 굽지
도 않고’로 번역하여 이것의 주체를 콧방울로 보았다. 이는 오역이다. 백화마의
신상 에서도 같은 오역을 하였다. “蘭臺、廷蔚沒有偏曲, 山根也不偏不斜, 但
略低。(난대ㆍ정위가 바르고 산근 또한 기울지 않았다.)”로 번역하였다. 도해

마의신상 에서도 “蘭臺廷蔚無偏曲, 山根大, 不偏不斜。(난대ㆍ정위가 바르고
산근이 크고 비뚤지 않았다.)”로 오역하였다. “蘭臺廷蔚亦須無”를 직역하면
“(준두가 크고 둥글어) 난대ㆍ정위 또한 없어보여야 한다”이다. 호랑이코의 형

태는 콧방울이 옆으로 퍼지듯 풍만한 사자코와는 다르다. 마의상법 의 그림을
연상해보면 된다. 마의상법 의 오관 그림이 설명과는 맞지 않게 잘못 그려진
것이 많지만 이 호랑이코 그림은 관상가들이 정확한 것으로 평가한다.16)

난대ㆍ정위가 둥글고 큰 준두와 둥글게 일체가 되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난대ㆍ정위가 (상대적으로) 작다”로 번역할 수밖에 없
다. “不偏不曲山根大”에서는 ‘不偏不曲’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휘가 나타나지
않아 오역하기가 쉽다. 그 주체는 산근과 연수를 포함하는 콧대의 상반부를 지
칭할 수도 있고, 콧대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 다만 산근만을 지칭하는 것은
16) 그림은 대만 正海出版社(2001)에서 출간한 麻衣相法 에서 사용한 그림으로 청대 목각
본의 그림과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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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보다도 작은 산근 폭이 휘어지지는 않는다. 즉, ‘不
偏不曲’는 산근이 아닌 콧대의 상반부가 아주 기울거나 휘지 않고 아주 대나무

를 쪼갠 듯 곧음을 나타낸다. ‘山根大’에서 ‘大’는 단순히 ‘크다’가 아닌 ‘넓다(寬)’
혹은 ‘넓고 높다(高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호랑이코는 (준두가) 둥글고 콧구멍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난대ㆍ정위는 준
두와 일체형이 되어 작게 보인다. 콧대는 기울지도 굽지도 않고 산근은 넓다. 부귀

하여 이름을 기리는 드문 사람이다.”
(21-1) 火耳老無安逸。
高眉輪尖廓且反, 縱有垂珠不足誇。山根臥蚕若相應, 末年無子壽彌加。

A: 눈썹보다 높지만 윤곽이 뾰족하고 뒤집혔다. 설령 수주가 있다 해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산근과 와잠이 응해준다면 말년에 자식이 없더라도 수명은 길다.17)
(21-2) 火耳孤壽, 老無安逸。
[원문 동일]
B: 귀가 눈썹보다 높고 이륜이 뾰족하고 이곽이 뒤집어지면, 비록 수주가 있으나 자
랑하기에 부족하다. 산근과 와잠이 적절하면 말년에 자식이 없이 수명을 더한다.

관상에서 귓불은 60세 이후의 노년의 복을 말한다. 귓불이 두터우면 턱이 부
족해도 말년 운을 도와준다.18) (A)의 “高眉輪尖廓且反”에서는 이륜과 이곽을
같이 묶어서 ‘뾰족하고 뒤집혔다’로 번역하였다. 귀의 윗부분이 바람에 날린 듯
뾰족하고 귀 안바퀴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바깥 테두리가 안 보이게 되는 화형
귀의 형상을 전혀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B)에서는 ‘산근과 와잠이 적절하면’
으로 표현했다. 적당해서는 안 되고 산근과 와잠이 좋아야 한다. 진정한 화형의
귀는 귓불이 없어야 하고 대부분 귓불이 사선으로 뾰족하다. 귓불이 있어도 좋
17) 耳輪은 귀의 바깥 테두리를 말하고 耳廓은 귀의 안쪽 테두리를 말한다. 안쪽의 테두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을 ‘廓反’이라고 한다. 垂珠는 귓불을 말하고, 臥蚕은 눈 아래 애교
살을 말한다.
18) 麻衣相法ㆍ神異賦 편에는 “귓불이 입을 향하면 강태공이 나이 팔순에 문왕을 만난다
(明珠朝海, 太公八十偶文王)”라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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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水剋火의 양상이기 때문이다. 귓불은
그 모양이 둥글기에 수에 속한다. 면상에서 화형의 부위에 목형의 부위가 호응
할 경우에는 상생 관계이지만 금형, 수형, 토형의 부위가 호응할 경우에는 상극
관계이다.
도해마의신상 과 백화마의신상 의 원문에서는 “末年無子壽彌加”에서 ‘子’
자 대신에 ‘災’자를 사용하였다. 마의상법 보다 늦게 나온 신상전편 또한 마
찬가지다. 다른 판본에서는 왜 이렇게 수정했을까? 관상에서 臥蠶은 자식운을
나타낸다. 그래서 臥蠶ㆍ淚堂을 관상 12궁에서는 ‘자녀궁’ 혹은 ‘남녀궁’이라 지
칭한다. 자녀 출산과 생식 능력 등을 본다. 그래서 판본 인쇄에서 교정자가 ‘산
근ㆍ와잠이 튼실한데 왜 자식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子’자를 ‘災’자로 수
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관상 해석에서는 산근 부위가 넓으
면서 높고 와잠이 두툼하면 몸이 튼실함을 나타낸다.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귀의 상부가 눈썹보다 높고 이륜이 뾰족하고 이곽이 튀어나왔다. 귓불이 있어도
좋은 귀로 보기 어렵다. 산근과 와잠이 좋으면 말년에 자식은 없으나 수명은 늘어난
다.”
(22-1) 虎耳威嚴莫犯險富。 위엄이 있으나 음험함이 많다.
耳小輪廓又缺破, 對面不見始為奇。此耳之人多奸險, 亦能有貴有威儀。
A: 귀가 작고 윤곽에 결함이 있고 앞에서 귀가 보이지 않아 기묘하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간교하고 음험하긴 하지만 귀하고 위엄이 있다.
(23-2) 虎耳主奸, 威嚴莫犯。 호랑이 귀는 주로 간사하다. 위엄이 있으니 범하지
마라.
耳小輪廓又皆破, 對面不見始為奇。此耳之人多好險, 亦能有貴有威儀。
B: 호랑이 귀는 작고 윤곽도 모두 까지고 대면시 보이지 않으니 비로소 기이하다.
이 귀의 사람은 위험을 좋아하고 또 귀하여 엄숙한 용모와 장중한 태도가 있다.

(A)에서는 오역이 없지만 (B)에서는 ‘始’를 ‘비로소’로 잘못 번역하였다. (A)의

원문에서는 ‘奸險’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B)의 원문에서는 ‘好險’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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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위험을 좋아하다’로 번역했다. 국내 다른 번역서의 원문을 확인해보니
모두가 ‘奸險’을 사용했는데 (B)의 원문에서만 ‘好險’을 사용하였다. 이것 때문인
지는 모르겠지만 역자는 예외적으로 원문 옆에 괄호를 치고 ‘名-무릉본’이라고
적어 두었다.19) 대만에서 출간한 몇 권의 원전 마의상법 출판본에서도 ‘好險’
이란 표현은 없었는데 유독 백화 번역서인 도해신상전편 에서 인용한 원문에
서도 동일하게 “此耳之人多好險”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대조해본 결과 이 번역
서의 원본은 (B)의 원본과는 또 달랐다. 백화 번역에서도 (B) 번역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평생 모험을 즐긴다(其人生平樂於冒險)”로 번역하였다. 백화마의

신상 에서도 인용한 원문은 “此耳之人多奸險”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에서는
“……한 사람은 간사하고 사기성이 있다. 그 사람은 모험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 (……的人奸險狡詐, 其人喜好冒險, 不過也……)”으로 번역하고 있다. 원문
에 없는 “모험을 좋아하다”란 표현을 첨가하였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모험을 좋
아하다’로 번역한 원인은 전후 문장의 의미 연결에서 ‘간교한 사람이 어떻게 귀
하고 위엄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奸險’과
‘富貴’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큰 장사꾼의 경우 간사하고 탐욕스러움

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明哲保身해야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기에 “此耳之人多奸險”과 “亦能有貴有威儀”는 서로 의미논리 관
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번역해야 한다. 百度의 漢典 에서는 ‘險’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명사로 ‘안위나 성패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의 뜻으로 ‘冒險’, ‘風險’과 같은 단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형용사로도 사용된다. ‘사악하고 독하고 음험하여 예측이 어
렵다’의 뜻으로, ‘陰險’, ‘奸險’ 등의 단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險’이 ‘冒險’, ‘風險’처럼 ‘冒~’, ‘風~’과 같은 글자와 단어결합을 했을

19) ‘무릉본’이란 말은 대만의 역학서 전문 출판사인 武陵出版社를 말한다. 역자가 어떤 저본
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출판사의 책(2011)에서는 원문을 확
인해보니 ‘好險’아닌 ‘奸險’으로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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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위험’이란 의미의 용법이 가능하다. 또한 의미구조분석(‘好’부사+형용
사)으로도 ‘險’을 ‘위험’이나 ‘모험’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상리형진 의 호랑이귀에 대한 설명을 보자.
“虎耳小輪郭不成。若能貼腦得身榮。奸貪之類威嚴猛。無職無官險處行。”
(귀가 작고 윤곽이 가지런하지 않다. 귀가 머리 뒤쪽(뇌두개골)으로 바짝 붙어 있
을 경우 몸이 영화를 누린다.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나 위엄이 있고 용맹하여 관직이
없어도 험지로 간다.)

상리형진 에서도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나 위엄이 있고 용맹하다”라고 표현
하고 있다. 마의상법 의 해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원문이 “此耳之
人多好險”으로 표현되었어도 ‘險’을 ‘간사하다’의 의미로 보고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 많다”로 번역해야 한다. 당시의 판본 인쇄 과정에서
설령 교정자가 ‘奸險’을 ‘好險’으로 수정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아주 간사하다’의
의미로 여기고 수정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원ㆍ청대에도 ‘好+형용사’의
구조에서 ‘好’가 ‘아주’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這
先生好喬也。我二十一歲，可怎生是你二十年前的故交，……. (아주 이상하군

요. 제가 이제 21살인데 어떻게 어르신의 20년 전 옛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
까?)”20)
(A)의 표제어 “虎耳威嚴莫犯險富”의 번역은 “위엄이 있으니 범하지 마라. 음

험하나 부유하다.”이다. 텍스트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귀가 작고 윤곽이 이지러졌다. 마주 보면 귀가 보이지 않아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인다. 이런 귀를 가진 자는 간교하고 음험한 자가 많지만 그러나 또한 귀함과 위
엄을 갖출 수도 있다.”

20) 예문은 百度, 漢典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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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5권의 번역서에서는 번역대상 텍스트의 판본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만큼 세월이 누적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친 이본이 많이 출간되었음을 말해준
다. 그렇지만 마의상법 의 이본에서 글자가 다른 것을 오기나 틀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번역 분석에서도 확인했지만 오관 부분에서만은 다른 글자도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虎眼’ 텍스트에서의 ‘長圓’, ‘瞳人-瞳孔’, 그리고 ‘虎耳’ 텍스트에서의 ‘奸險-好險’ 등이 그 예이다.

마의상법 오관 부분의 원문을 보면 대부분 동물의 형상에 비유하여 설명하
였다. 설명 방식은 첫째 문장 혹은 첫째, 둘째 문장에서 형상 특징을 설명하고
둘째, 혹은 셋째 문장부터 그러한 형태를 가진 자의 길흉화복을 설명하였다. 또
한 관상가를 위해 암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칠언절구 시의 형식으로 표현하였
고 압운법까지 사용하였다(예를 들면, ‘牛眼’의 風, 同, 終). 동물의 형상에 빗대
어 설명하면서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어휘나 의미의 압축이 많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번역에서는 문맥적 의미에 의존해서조차 번역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牛眼’, ‘黃薄眉’, ‘獅眼’ 등의 텍스트 번역이 여기에 해당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오관 부분의 설명과 그림이 있는 관상 고서는 마의상
법 과 상리형진 두 권뿐이라는 점이다. 현대 관상서도 이 두 권의 고전 해석
을 벗어나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관 부분 번역의 난점과 특수성은 바로 여기
에 기인했다. 그리고 역자 개인의 문제로 인한 오역의 원인을 보면, ① 문장에서
설명의 대상이 되는 단어, 즉 주어를 찾지 못해서 생긴 오역(‘虎鼻’, ‘獅鼻’, ‘獅
子眉’), ② 동물의 형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역(‘虎眼’), ③

관상 지식보다 어휘나 통사구조에 얽매여 생긴 오역(‘黃薄眉’ 텍스트의 ‘且’) 등
이 있었다. 이러한 오역의 원인 분석과 번역 과정 설명은 마의상법 텍스트 전
체의 번역뿐만 아니라 신상전편 , 상리형진 등 다른 관상 고서의 번역 방법
에도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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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iculty of translation and Analysis of the translated text of
the book MaUiSangBeob(麻衣相法)
Baek, Sujin
MaUiSangBeob(麻衣相法) is the book of physiognomy which was compiled in
China. For the book is very practical, many handwriting copies and photoprint copies
were circulated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our history. Now, seven kinds of
Korean translated versions of MaUiSangBeob ere publish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close examination of many translations of the book especially
to the explanation part of 'the five sensory organs(五官)' shows many mistranslation.
The Chinese colloquial translation book also shows many mistranslation.
'The five sensory organs' are explained by analogy the form of animals, and
described them in a type of system of chinese poems by four lines‒each line has seven
words(七言絶句)–and rhymes. As a result, translators have difficulties to understand
the original fully. Another reason to misunderstand the orignal text is that there are
only two old books to explain the five sensory organs in detail with pictures, which
is‒ MaUiSangBeob and SangRiHyungJin(相理衡眞) . There are no other books about
the physiognomy except them. And even in modern books of the physiognomy, it is
hard to explain without the classic interpretation of this two old books‒ MaUiSangBeob
and SangRiHyungJin .
Looking at the cause of the wrong translation of the translator, first, it is a
misinterpretation caused by not finding the word or subject to be explained in the
sentence. Second, it is a misinterpretation caused by a lack of physiognomic
knowledges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animal shapes, and third, it is a
misinterpretation caused by vocabulary or syntactic structure, not contextual meaning
and physiognomic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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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정상성의 회복*

이 세 진 **

국문요약
2019년 12월 이후 세계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
는 물론이고 특히 정신적으로 인류는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 덕분에 지
난 2년 동안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파괴된 일상의 회복을 점차 입에 올리고 있다. 이른바
‘정상성’ 회복이 그것이다.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치고 난 뒤에 작은 일상은 어렵지 않게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회복을 통해 코로나가 발병하기 2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 그런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 돌이켜보
면 2년 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강풍에 휩쓸렸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중산층을 와해시켜버렸다. 그럼
에도 이와 같은 2년 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 우리가 겨냥하는 목표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2년 전에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반발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20세기 중후반에 이룩했던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풍
요로운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 우리 경제는 무한팽창, 이윤 창출, 경제성장
률에 목을 매는 경제가 되어버렸다. 특히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경제팽창주의는 우리
의 죽음을 대가로 경제가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와 경제팽
창주의는 이 시대의 사탄의 맷돌이 되어 우리 사회를 무참히 갈아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겨냥해야 할 정상성은 2년 전의 과거와는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적으
로 우리 모두가 물질적으로 덜 풍요롭지만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겨냥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의료 서비스와 영양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는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 각자는 능력에 맞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더 평등하고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정상성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인적, 물적, 정보적으로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연결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 이 글은 2021년 12월 18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제 48회 한중인문학 국제학술대회 [포스
트휴머니즘과 한중인문학]에서 주제발표했던 글임을 밝힙니다.
** 호서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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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종사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공동체에 대한 좀
더 고양된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글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의 체계에
저항하고자 하면서,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저서의 출간한 지젝과 아감벤의 사유로부터 코로
나 이후의 새로운 정상성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소중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 19, 포스트 코로나, 정상 회복, 저항정치, 불평등, 신자유주의, 분배,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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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삼 새롭게 다가온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고립된 생활
은 사람들에게 무료함을 넘어 불안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폭력적인 코로나 상
황을 계기로 사람들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절
감하게 되었다. 코로나는 그동안 사소하게 여겨졌던 ‘너와 나’, ‘우리’라는 의식
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 현재 코로나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전 지구
적인 문명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전염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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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에 따르면 인간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모듬살이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아 인류와 전염병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수많은 전염병은 인간들의 모듬살이를 여지없이 파괴해버렸다. 역사시
대에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한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명을 파괴하
기도 했고, 또 새로운 문명을 생성하기도 했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
이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를 새롭게 열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대륙의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고, 그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
하기 위해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근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이렇듯 인류의 문명은 인류와 전염병 간 싸움의 산물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도 현대 문명의 예측할 수
없는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코로나 이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무너진 ‘정상(正常)’을 되찾기 위해 또는 ‘정상
성(正常性)’을 회복하기 위해 전 세계는 백신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현재 개발된 백신의 도움으로 ‘포스트 코로
나’, ‘일상의 회복’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의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들이 정상성의 회복에 대한 열렬한 기대감을 가지
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은 여전하다. 코로나 변이종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퇴치와 정상성의 회복을 위한 희망의
싹은 계속 자라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 이것은 인류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언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곧이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신년
사에서 올해를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
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업무보고서에서도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을 다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
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들도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계획하면서 예외 없이 코
로나 이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미 브루킹스연구
소(Brookings Institution)와 공동으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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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정상성’ 회복이란 과연 어떤 양태를
띠어야 하는가와 그것의 실천의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방금 언급한 것
처럼 우리나라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들 모두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청사진과 의미를 여러 보고서에 담고 있다. 정부는 일상의
회복,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모델로 한국판 뉴딜, 디지털 경제 등을 정상화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도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심
으로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 ‘정상화’라는 주제에 관련
하여 우리가 주목해볼 점은 바로 코로나 이전의 세계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였
는가 하는 문제이다. 코로나 발병 이전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상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인가
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2년 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의 사회였는가? 거칠게 말하자면 2년 전 세계의 모습과 우리 사회의
모습은 신자유주의의 팽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불평등이 지배하는 모습
이었다.
만약 2년 전의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 그런 사회로의 회귀가 참
된 의미에서 정상성 회복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가 장차 겨냥하는 정상성은 어
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작업은 지금 우리가 직면
한 여러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해결이 요청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인간에게 있
어서 과거는 항상 미화될 공산이 크다. 인간들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대로 돌아가려는 환각의 축제를 즐기려는 경향, 다시 말해 과거를
화려하게 되살리려는(revitalization)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
은 시간적 존재, 필멸적 존재이며,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회귀
적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거는 되살리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완
전히 무화(無化)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환각의 축제, 즉 과거
를 되살리려는 욕구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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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되살릴 만한 메리트(merit)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도 마
찬가지다. 우리가 2년 전의 사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그만한 메리
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코로나 발병 이전의 우리 사회는
결코 우리가 기꺼이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 가령, 지젝과 같
은 학자는 2년 전의 세계의 모습을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억압 기계의 모습으
로 그려내고 있다.1) 또한 아감벤과 같은 학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구를 ‘예
외상태(the state of exception)’를 통치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는 지구, 이른
바 “전(全) 지구적 내전”2)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으로 소묘하고 있기도 하다. 코
로나 발병 전에 우리 사회도 이미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상성 문제와 관련하
여 과연 그 정상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것의 실천 방향에 대
해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장차 건
설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공동체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표리를 이
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다양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 기업양극화, 디지털 양극화, 지역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와 같은 기존의 연
구 성과를 토대로 코로나 이후에 도래하게 될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실현
을 위해 특히 디지털 기술의 이용 가능성에도 주목해볼 것이다.

1) Slavoj Zizek, PANI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Polity Press, 2020.
chapter 8, 10; Slavoj Zizek, PANIDEMIC! 2: CHRONICLES OF A TIME LOST,
Polity Press, 2020, chapter 9; Slavoj Zizek, PANIC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Polity Press, 2020. chapter 8, 9, 10; 슬라보에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
가 ,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1, pp.35-72.
2)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 김항 역, 새물결, 200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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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
‘정상(正常)’의 사전적 의미는 ‘상태가 바르고 변동이 없고 일정한 것’을 말한

다. 영어의 ‘normalization’도 ‘정상화’, ‘표준화’의 의미를 갖는다. 정상이란 말
의 의미는 이처럼 간단하지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반영되면 그 의미
가 복잡해진다. 어떤 상태가 정상인가의 문제는 다양성과 차이를 만들기도 하지
만 대립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근대의 역사 속에서는 유교 성리학이 정상성의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에 서구로부터 유입된 기준에 의해 마련된
정상성이 전근대의 정상성을 밀어내고 새로운 정상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한 근대화 과정을 통해 서구적 계목(啓目)의 자취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
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전근대적인 전통을 대신해 서구에서
태동되고 선택적으로 도입된 근대적 자아, 근대적 사유, 근대적 삶이 우리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을 지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회적 삶은
계산적,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주로 지배되게 되었고, 서구의 근대화의 모방과
동화는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왔다.3)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그것의
이면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또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놓여 있다.
문제는 2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 유행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도래할 사회에서의 정상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시각을 우리나라에만 국한시켜볼 경우, 이와 같은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에 대해 국가의 수반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자치단체, 개인, 시민단체 등
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실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화에 대한 전략을 신년사와 해외순방의 기자
회담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를 다음과 같이
3) 권용혁, ｢정상성으로서의 귀환 서구이론 편향의 극복을 위한 성찰｣, 사회와 철학 제16
호, 사회철학연구회, 2008,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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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 불평등
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
니다.”4)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해를 이처럼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
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
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
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5)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2022년 새해에는 새로운 국가 전략
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였
다.6)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뉴딜로 나뉜다. 디지털 뉴딜은 메타버스(metaverse) 등 신산업육성
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구축이다. 휴먼뉴딜은 청년대책과 각종 격
차해소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뉴딜 1.0)에서 220조원(뉴딜 2.0)수준으로 확
대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2021년 12월 22일 ‘2022년 정부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
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채택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삼았다. 2022년 핵심 추진과제는 ① 소상공인, 피해업종의 위기 극복 및 신속한
회복 지원 ② 농축산물ㆍ공공요금 등 민생물가의 정적 관리 ③ 완전한 고용회복
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 안전망 확충 ④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⑤ 농가경영 여건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농촌경제 안정
4)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22년 신년사｣, 청와대, 2022년 1월 3일.
5) 위의 글.
6)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이집트 최대 공영신문 '알 아흐람(Al Ahram)'지 인터뷰｣, 2022
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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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⑥ 예술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일상회복 추진이다.7)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핵
심 추진과제는 모두 코로나로 인한 폐해와 그것의 회복,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
사회의 정상화 방안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와 공동으로 연구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
등(Shifting Paradigms: Growth, Finance, Jobs, and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술 진보가 생산성,

금융, 노동시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분석되고 있으며,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동연구진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기
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러다이
트 운동과 같은 기술 반감이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에 있어서 기술 진보는 경제력 집중, 경쟁력 저하를 통해 기업 간 생산
성 격차 확대, 기술 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는데, 그 배경으로 경쟁정책의 실패를
지목, 특히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 정책 적응 실패가 해당 부문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8)
네 번째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일상회복과 재도
약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에 예산 880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활역을 제고
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이후 줄어든 시민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일상 회복을
실현하고자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제고와 시민 문화 체험․향유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75억 원(28% 증) 증액한 340억 원을 투입해 민간 문화예술계 행사사
업, 예술인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
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27억 원(32% 증) 증액한 111억 원을 투입해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등에 대한 체육복지 등을 지원하고 ▲ 지역 관광업계
7) 정부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2021년
12월 22일.
8) KDI 보도자료, ｢KDI-브루킹스연구소,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2년 1월 20일.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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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억 원(19% 증) 증액한 71억
원을 투입해 지역 관광사업체 대상 온라인플랫폼(라이브커머스) 활용 관광상품
판로 개척, 국내․외 관광 마케팅사업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 지역 재도약
을 위한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 조성에 전년 대비 249억 원(228% 증) 증액한
358억 원을 투입해 대구스타디움몰 일대에 미디어 시설을 집적화한 대구영상미

디어파크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랜드마크가 될 간송미술관과 국채보상운동기념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9)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응도 개인에서부터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이후
의 정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보
건대학의 조영태 교수는 정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마치 코로
나 이전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이뤄
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뼛속 깊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2년
간 이뤄낸 혁신을 바탕으로 인구절벽과 저성장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보
면 어떨까. 불가능했던 재택근무가 코로나로 가능해졌던 것처럼 말이다. 특히
수용성이 높은 MZ세대가 변화의 중심에 설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선진국을 따
라 좋은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면 앞으로는 반도체처럼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
는 기술을 늘릴 필요가 있다.”10)
또한 지방의 한 시민단체는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코로나 19도 끝나겠지 장담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정상생활로 돌아가
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게 무엇인지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이후의 일상에 대
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19가 처음이라 막막했지만, 온라인이라는 실
험을 통해 얻은 경험과 오프라인에서의 노하우(know-how)를 접목해 새로운
9) 프라임 경북뉴스 , ｢대구시, 문화, 체육, 관관을 통한 시민일상회복, 880억 원 투입｣,
2022년 1월 4일.
10) 중앙일보 , ｢중앙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 2년간 성과 활용해 미래 준비해야
｣, 2022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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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11)
이렇듯 우리 사회는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개인과 지방의 시민단체에 이르기
까지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를 열렬히 기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모색해야 할
정상화를 위한 전략은 일상의 회복과 재도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
령의 신년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개선이 주된 과
제이고,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로의 대전환, 즉 디지털 뉴딜, 그
린 뉴딜, 휴면 뉴딜을 통해 신산업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
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온라인이라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경
험과 오프라인에서의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발병 이전에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년간 우리가
고통을 겪음과 동시에 막대한 사회 비용을 치르면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든 문제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길 중 하나라는 것이
다.

3. 2년 전 우리 사회는 정상이었는가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정되어
있었던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통계를 통해 본 2년 전 우리 사회의 모습은 과
연 정상적인 모습이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

발협력기구, 이하 OECD)의 조사에서 각국의 자살률(suicide)을 보면 한국이 회
원국 중에 2위의 위치에 있다.12)
11)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원주투데이 , 2020년 5월 11일.
12) OECD, “How’s Life in 2020”, p.7.

포스트 코로나와 정상성의 회복 83

또한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비연대사회로 나타나고 있
다. OECD의 <2020 삶의 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관계지수’는 OECD
37개국 중 최하위이다. “필요할 때 의지할 가족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

의 19%로, OECD 평균인 9%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장
년층에서는 그 숫자가 34.7%나 된다. 이는 한국 중장년층 인구의 10명 중 3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5년마다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
통합지수를 조사해 발표한다. 그런데 2016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
사대상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 포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 빈부, 고용, 성별 등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그로 인
한 불평등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13) 물론 이러한 자료에 나타난 수
치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
에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의 배경
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코로나 발병 이전의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
을 찾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해방, 6.25전쟁, 군사정변,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광주민주
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문민정부로 정권교체, 야당의 재집권, 신자유주의와

13) 김누리 외,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 인플루엔셜, 2021,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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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젠더 갈등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경제
와 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한 경험은 세대마다 큰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세대 간 격차와 갈등은 다른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1960-70년대 개발연대의 산업 시대에 한국은 형평성을 동반한 성장 모델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14)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주화를 이룸과 동
시에 경제적 신자유주의 세계의 경험은 한국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비극적은 결
과로 이어졌다. 1997년 이후 IMF관리 체제에서 실시된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이
일시적인 위기관리 정책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버렸다. 그 과정에서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특징지어
지는 고용체계의 변화와 전통적 빈곤층 이외에도 노동 빈곤층의 급증에 따른 불
평등 심화와 빈곤층 확대가 두드러졌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의 양
극화라고 하는 위기를 그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게 경험하고 있다.15)
한국 현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목표를
향한 전진만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가치에는
‘나’만 있었지, ‘너, 우리’는 없었다. 너라는 타자의 배제와 주변화는 200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한층 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항쟁 이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
다. 김영삼 정부로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
주의적 성격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으며, 이들 정부에서는 세금은 줄
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정책이 입안되었다.16) 그렇게 도입된 신
자유주의는 지금 현재에도 그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건 신자유주의는 단일이념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인류는 그 어느

14) 임혁백, ｢우리시대의 공정: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정｣, 철학과 현실 제128호,
철학문화연구소, 2021, p.102.
15) 신광영, ｢현대 한국의 사회변동-고도 산업화 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경제와 사회
제69집, 비판사회학회, 2006, p.11.
16) 임혁백, 앞의 논문,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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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경제적, 정치적 억압 앞에 놓여 있으며, 그런 만큼 우리는 다시 자유와
해방을 호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17)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자유의 의미가 타자의 간섭과 강제로부
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즉 부정적 자유로 이해되었다.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타자 특히 국가의 개입을 없애고자 한다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에 이런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신자유주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행복이나 선과 충돌
할 때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였으며, 심지어 국가는 선 혹은 행복에 대해 중립
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국가가 특정한 선이나 도덕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지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선은 개인이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체제란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체제이어야 하지, 특정한
선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최소국가를 주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의 가치로 구성
원 전체를 묶으려고 하는 전통적 세계관에 대한 극단적 반작용에서 기인했다.18)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이러한 가치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이
어졌다. 우선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졌다. 형평성을 동반한 성장을 통해 중산층
이 두텁게 형성되었던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쪼그
라든 모래시계형 또는 눈사람형 인구 구조로 변화하였다. OECD가 발표한 한국
의 인구증가율은 2019년 0.2%, 2020년 0.1%이다.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15
세 이하는 12.2%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15.7%이다.19)
17) 지젝은 간극을 인간다움과 그 자체의 비인적 과잉 사이의 간극으로서 인류사회에 내재적
인 것이라고 하였다. 일자(One)는 그 내부의 간극을 제거하여 온전한 하나로 복귀하려
하였다. 즉 일자가 전부(All)를 지배한 셈이다. 지젝은 일자가 전체(All)라는 환상을 끊임
없이 전복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라는 일자는 우리의 부정성 즉
정상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무(無)화시켜 버리고 있다(정진만,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
여!: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나는 부정성｣,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
대회 프로시딩 ,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2, pp.11-12 참고).
18) 정대성, ｢자유의 빈곤과 빈곤한 자유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자유-헤겔의 시민사회와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철학현구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철학연구회, 2016, p.37.
19)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 Korea 2021”, p.44. (Last updated: 14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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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
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글에서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목표는 삶의 질을 보장이 되는 사회
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양극화의 해소 방안은 첫째 사회에 대한 개인의
역할 및 기여에 따른 분배라기보다는 경쟁을 하면서도 착취가 없는 분배이어야
한다. 둘째, 나쁜 규칙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게임
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고, 중, 하위층의 생활안
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넷째, 사회 모든 계층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계층간, 계급간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자 간의 격차도 벌어져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격차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도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
을 저해하는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을 막론하고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
의 32.6%이다. 비정규직이라도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보면 공공부문 총인원 217만 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6만 명이다. 이 가운데 24.6만 명은 기간제이고 파견 및 용역은 17.0만 명이

다.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로 했을 때 중소기업 정
규직은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4%이다.20) 아래의 OECD 보고서에 나
타난 15-24세 고용, 55-64세 고용, part-time 고용은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2021)
20)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전화계획｣, 2017,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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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고용> (단위: %)21)
2019년

2020년

Employment rate in population aged 15-24

26.5

25.2

Employment rate in population aged 25-54

76.4

74.9

Employment rate in population aged 55-64

66,9

66.6

Incidence of part-time employment

14.0

15.4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 간의 교육비가 소득이나 재산 격차의 수십 배에
달하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좋고 비싼 사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명문 로스쿨이나 의과대학에 들어가 변호사와 의사가 되
어 자신의 부모의 계급과 계층을 대물림하고 재생산하게 되었다. 그러자 젊은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출산 사회를 더욱 가속
화하여 3포 세대라는 말이 생겨났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만 포기하지 않았
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스펙 사회의 등장으로 젊은 세대는 3포에 더하여 집
과 경력 쌓기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로 발전했다.22)
이렇듯 1990년대 세계화,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
유주의는 능력을 갖춘 강자와 전문가, 즉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에게는 이익과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반면, 강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각종 불
평등,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신자유주의의 기득권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브렉시트 등과 같은 반
발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의 촛불혁명도 그 한 예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미국에서도 그 폐해가 노정되
기 시작했다. 실제로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2년 전까지 세계 최고의 강대
국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
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나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 19에 대
한 대응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그동안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21)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 Korea 2021”, p.44.
22) 임혁백, 앞의 논문,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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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미국의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 특히 트럼프의 등장
과 미국정치의 조직적 변화, 보건부문의 만성적 저투자, 구조적 인종주의 등이
극적이고 복합적 방식으로 증폭되었다. 코로나를 겪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의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대응에 크게 실패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부강한
국가이면서도 세계 전체 확진자의 22%, 사망자의 2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23)
코로나는 미국에서 건강상태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75% 정도가 고협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 일종의 호
흡기 질환 등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한 노년층과 빈곤층을 덮치고 있
다. 건강이 좋지 않은 취약한 환경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방식으로 사는 사
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상위 1%의 건강
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뿐이었다.24) 2002-2007
년 사이 새천년의 첫 경기침체로 부의 불평등은 엄청난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했
다. 미국의 상위 1%는 전체 국민 수입(national incom)의 65% 이상을 거머쥐었
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면, 중산층과 하위층은 그 반대의 길을 갔다. 금
융위기 이전 30년 동안 중산층의 수입은 근근이 버틸 정도(barely budged)였다.
중산층 계급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었다. 금융위기는 높은 실업, 주택의 상실, 월급은 정체되어 중하위층의 사
람들에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25)
건강과 질병,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지만 우리 모두의 일
상 속에서는 비교적 정상의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들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의 범주를 넘어 비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코
로나 현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
23) 정웅기, ｢미국은 왜 코로나19위기 대응에 실패했나-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비판사회정책 제69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p.161.
24) 말콤 글래드웰 외, The World After Covid 코로나 이후의 세상 , 이승연 역, 모던아카
이브, 2021, pp.27-28.
25) Joseph E. Stiglitz, The PRICEN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Inc,
201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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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들의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
어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참고로 자국의 역사상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2차
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을 맞아 공공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
복해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공공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를 새로이 이끌어냈다.26)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와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기존 공중보건체계로는 효과적인 방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인종주의가 문제였다. 코로나의 유행은 미국 사회에
내재한 인종적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27) 코로나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 피해자들은 백인
들보다는 흑인들에게서 더 많았다. 밀레니엄 세대의 백인들에게서 인종주의는
완화되었지만, 코로나는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미국의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
다. 이렇듯 코로나는 미국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26) 말콤 글래드웰 외, 앞의 책, p.32. 루즈벨트는 협력적 연방주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사회정책, 경제정책, 규제정책 등에서 새로운 책임을 자임하면서 종전에 주정부가 배타
적으로 독점했던 영역에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고속도로, 고령자 부조, 부양아동
원조, 고용안전 분야가 대표적이다. 2차대전 당시 루즈벨트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였
다. 전시상황이라는 시대적 환경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의회의 위원회가
너무 많은점, 회의절차도 복잡하여 건설적인 전시 국가결정을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대
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원인이었다. 특히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책 의도를 담
은 특별메시지를 의회에 보내 법률거부권을 교화적으로 행사했으며, 현대적 홍보기법을
활용해 국민과 직접대화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극복
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전례 없는 권을 위임받아 사회경제정책을 실시하여 기존 민주당의
핵심세력인 전통적 남부와 천주교 도시거주자에 노조, 흑인, 유대인을 연합시켰다. 저소
득층을 위한 입법들로 인해 흑인들이 링컨의 정당인 공화당을 떠나 민주당에 귀속감을
가지게 되었고, 복지국가와 경제규제가 국가적 화두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김선혁, ｢미
국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오시영, 미국행정과 공공정책 , 법문사, 2009,
pp.93-104 참고.)
27) 정웅기, 앞의 논문,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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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시대에도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없다. 각 시대마다 크고 작은
불평등과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차원의 우려 가운
데 하나가 신자유주의이다. 21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은 단연 신자유주
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가디언(guardian)의 역할도 무시하고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 금융, 주식 시장과 양극화를 위시해
인간 능력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전 시
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빠른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
회의 문제점들은 더 크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젝과 같은 학자는 최근에 출간된 페닉2 에서 다음
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기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
연 2년 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The obverse of the incessant capitalist drive to produce ever
increasing, newer, and different object are the growing piles of useless
waste-from mountains of used cars and computers to the famous airplane
“resting place” in the Mojave desert. […] Is it really worth returning to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save system?”
“겉보기에 자본주의적 운동은 더 새롭고, 다양한 물품들을 계속하여 증산하기 위
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증산에 몰두한 자본주의의 운동은 산
더미 같이 쌓아 올린 폐기된 차와 컴퓨터에서부터 모하비 사막의 유명한 비행기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더미만 증가시키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기능하
는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28)

지젝이 이 인용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의 정상성을 이야
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코로나 직전의
28) Slavoj Zizek, PANDEMIC! 2: CHRONICLES OF A TIME LOST, Polity Press, 2020,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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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의미에서 ‘정상성’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와 같은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상태로의 회귀
가 정상성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성을 정상화라고 우기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지나친 경제팽창주의, 미국에 대한 신화가 살아
있는 시대를 정상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도저히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 이후
에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2년 전의 우리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

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냥해야 할 정상인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4. 우리가 겨냥해야 할 정상성
위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코로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을 백일하에 들추어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를 두고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가령 아감벤과 같은 학자는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를 막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자, 이러한 국가의 과도한 반응의 주된 이유를 예외상태
(the state of exception)를 정상적인 통치 패러다임으로 굳히려는 경향이라고

보았다.29) 대안우파(Alt-Right, 미국 신우파로 유럽계 백인중심의 보수주의)와
유사 좌파(fake left) 양쪽은 코로나의 실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
측 각각은 전염병을 사회구성주의적 환원(social-constructivist reduction)으
로 희석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양측은 전염병의 사회적 의미를 폄훼하기에 여
념이 없다. 대안우파의 일부는 코로나를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하기 위
해 민주당과 중국이 꾸민 음모(plot)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의 좌파는 국

29) Giorgio Agamben, “The State of exception provoked by an unmotivated
emergency”, positionswebsite. org, 26 Feb, 2020 : “First and foremost, what is
once again manifest here is the growing tendency to use the state of exception
as a normal governing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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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보건기구의 조치가 외국인 혐오로 손상되었다고 맹비난하면서 우리는 계
속해서 악수로 상징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0)
코로나 자체에 대한 이와 같은 분분한 의견 대립은 우리가 정상성을 회복하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를 상상 가능케 한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정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2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전제로 한다
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바꿔 말해 우리가 겨냥해야 할 정상성
회복의 궁극 목표는 다양한 개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사회의 구현이 되어
야 할 것이다. 가령, 네그리와 하트는 그들의 공저인 제국 에서 새로운 사회체
를 “새로운 삶의 양식과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며 인간인간(homohomo), 즉
집합적 지성과 공동체의 사랑에 의해 알맞게 되고 풍부해진 인간성으로 향”하는
사회체로 보도 있다.31)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일
수 있을까? 크게 보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는 경제적, 위로적 분
배 문제이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나’의 안전만으로는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너’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나도 역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적 분배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 코로나에 집
중 노출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건강과 안전에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
운 수단이다. 우리가 2년 동안 직접 경험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untact)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어가고 있다. 그로부터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는 인간과 사물의 이와
30) Slavoj Zizek,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Polity Press, 2020,
pp.73-74.
31)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제국(Empire) 윤수종 역, 이학사, 2001,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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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새로운 형태의 동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간과 사물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부
르노 라투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물체의 매개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도 섹스밖에 없

을 것이다. […]ANT(actor-network theory,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는 인간과 물
체가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이 물체에 비해
꼭 특별한 존재라고 생가하지 않는다. ANT는 기존 인본주의의 윤리와 존재론에 경
고음을 울린다. […]인간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
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물체들과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 물질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질서라 부르는 것들도 사라
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인간과 물체 사이에 근본적 차이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
회학의 분석론적 입장이지 윤리적 입장이 아니다. 또한 인간이 기계처럼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다. 우리가 인간에게만 부여하는 고유의 권리, 의무, 책임감 등
의 가치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의 놀라운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등과 가이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정교화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2)

여기에 더해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의 정상성 회복의 기초라고 보는 입장에서
는 특히 ‘연대’와 ‘우정’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아감벤과 같은 학자는 ‘친구’를 “어떤 것(출생, 법, 장소, 취향)을 함께 나
누지 않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친구들은 우정에 대한 경험에 의
해 항상 이미 함께-나눠져 있다. 우정은 모든 다른 함께 나눔에 앞서는 함께 나
눔이다. 왜냐하면 나눠지는 것은 존재한다는 사실,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 대상 없는 나눔, 이 근원적인 함께-지각함이 정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어
떻게 이 근원적이고 정치적인 함께-지각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합의가 극단적이
며 탈진한 국면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송두리째 내맡겨버린 바로 그 합의 말
이다.”33)
32) 부르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 홍성욱 역, 이음, 2021, pp.44-45.
33) 조르조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 양창렬 역, 난장, 2010,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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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아감벤에 따르면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정’을 통한 ‘연
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연대와 우정의 수단은 디지털 기술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아감벤의 시각에서 보면 AI나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국가의 관리,
감독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생명관리정치의 측면에서 다시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긴 글이 필요로 할 것
이다. 다만 여기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정’과 ‘연대’
가 필요하고, 특히 이와 같은 ‘우정’과 ‘연대’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욱 용이하
게 실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하고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로 소비 생산 유통의 언택트(비
대면)화, 언택트 경제, 둘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new normal), 셋째
로 높은 스마트 보유율과 5G 통신, IoT 등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 디지털 경
제”34)에 대한 전망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디지털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
된 현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상화의 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이미 디지털 기술이 거의 혁명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진흥원에서 발표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35)

34) 특허청 보고서, ｢언택트 경제 지식재산으로 주도한다｣, 2020년 6월 26일.
35) 한국지능정보진흥원에 따르면, ①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디지털정보 접근 수준+디지
털 정보 역량 수준+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다. ②접근수준=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상시접속가능 여부이다. ③역량수준=PC이용능역+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이다.
④ 활용수준=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인터넷 심화
활용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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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일반국민

전문직/
사무직

학생

서비시/판
매직

생산관리
직

가정주부

농어
민

무직/
기타

100

120.7

115.5

102.2

100.1

76.0

65.5

62.1

자료: 한국지능정보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0, 42쪽.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00.0

111.9

122.3

120.8

111.6

99.2

78.8

38.8

자료: 한국지능정보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0, 42쪽.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정보화 사
회로 진입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후 디
지털 베이스의 세상을 구축하는 시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런 만큼 우
리는 이와 같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우리 사
회 구성원들 전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코
로나 이후에 정상화를 회복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상성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들만이 나
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백신 접종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모든 정보
가 국가에 의해 독점될 수 있고, 또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4차산업혁
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발전한 기술과 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
게 되더라도,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위협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
리가 4차산업혁명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장점을 살리는 한편, 코로나 사태를 겪
으면서 도움과 필요성을 절감했던 가사, 교육, 의료, 식자재 생산, 배달 등과 같
은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관계적 합의를 잘 도출해
낸다면, 우리는 향후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정
으로 새로운 정상성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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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상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곧이어 자세히 살피겠지만
간단히 언급해보기로 한다. 새로운 정상성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약자에 대한
배려 있는 분배’,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연대’와 ‘우정’을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정립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정상성 회복은 단지 ‘우정’과 ‘연대’ 차원과 디지털 기술
을 통한 소통의 원활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
상화에는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폐해의 치료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시적인 세상이 무너진 것은 엄연한 사
실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공포와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백신 개발 덕분으로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
고,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히 정상성 회복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이와 같은 정상화 회복의 속
도가 가속화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이
다.
코로나 자체로 인해 발생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불균형도 엄청나다. 가령, 미
국 비영리 공중보건 단체 웰빙 트러스트가 수행한 분석은 유의미하다. 이 분석
에 의하면 무려 7만 5000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약물
이나 알콜 남용과 자살 시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현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우울증에 빠져있다.37)
코로나로 인한 단계적 우울증의 심화를 보여주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 레드(Corona Red)’, ‘코로나 블랙(Corona Black)’ 등과 같은 신조어 등

이 그 좋은 예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정상성 회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

36) 김누리 외, 앞의 책, pp.54-56.
37) Slavoj Zizek, PANIC! COVID-19 SHAKES THE WORLD, Polity Press, 2020. 인용한
부문은 원문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지젝이 이 책을 번역한 강우성 선생님에게 개인적으
로 보낸 감사의 편지부분이다. 슬라보예 지젝, 펜데믹 패닉 ,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0, 11-15쪽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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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배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해 ‘연대’와 ‘우정’을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런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가속화 등
의 기저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평한 분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코로나의 예를 통해서 직접 체험했지만,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간에 경제구조 사다리의 맨 아래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되기 마련
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우리의 모든 노력, 시간, 관
심, 예산 등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이 의미를 갖는다. 그
렇다고 해서 그런 조치들이 시혜적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코로나
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일시적으로 위무하기 위한 단발적인 지원금 형태는 바
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의료시스템에서 많은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38)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예
외 없이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또 창조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달리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정상적인 세상은, 모두가
보건의료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충분한 음식을 제공 받으며,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곡물 수확 같은 작업에 동원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사회에 기
여할 수 있어야 하는 훨씬 더 온전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39)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코로나 이후의 ‘정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가령, 경제 팽창, 성장, 이윤 가
능성보다는 덜 부유하지만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에 대한 구상으로 말이다. 또
한 사회적 관계의 정상성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당연히 요청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은 코로나 이후

38) 말콤 그래드웰 외, 앞의 책, pp.36-37.
39) Slavoj Zizek,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Polity Press, 2020.
인용한 부문은 원문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지젝이 이 책을 번역한 강우성에게 개인적으
로 보낸 감사의 편지부분이다. 슬라보예 지젝, 펜데믹 패닉 ,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0, 11-15쪽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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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와 효율적인 경제는 더 경쟁적이고 덜
착취적인 시장의 작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임의 규칙은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분배의 효율성은 더 중요하다. 잘못된 게임의 규칙
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더욱 분열시킨다.”40) 스티글리츠는 부
의 불평등이 인간을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기는 했지만, 지나치면 사회는 분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 스티글리츠는 공평한 분배와 마찬가지로 효율적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하
지만 코로나 이후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이와 같은 논의들은 예외 없이 이론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추상적이라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논의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가를 하나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택배 배달업자의 예가 그것
이다.
코로나 발병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들의 행동 양상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었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너가 괜찮아야 내가 괜찮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다시 말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모두 합심해서 불을 함께 꺼야 할 상황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
서 느낄 수 있는 정상성에는 분명히 너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이 포
함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남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 만
큼 사람들은 직접인 대면을 가능하면 피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가장 좋은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역으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인적, 물적, 정보적으로 서로 뗄
수 없게 엉켜 있는 연결망이라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41) 코로나 상황

40) Joseph E. Stiglitz, 앞의 책, p.334.
41) 김재인, 뉴노멀의 철학 , 동아시아, 202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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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도움이 없다면 고립되거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 정보, 물적 운송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새삼 자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이러한 연결망 시스템 속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직업이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정상성 개념에는 이러한 시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 보기로 하자. 코로나로 인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가시
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감염에 취
한 직종 및 근로조건으로서 코로나 19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곧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직종이 많다. 둘째, 육체노동 종사자, 군방, 운송 및 물류업 종
사자 등과 같은 필수노동자의 문제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
가 대두된 것이다. 셋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2020년도 세계 전체의 총 근
로시간이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20여만 개의 일자리
가 감소했다. 이 수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 감소이다. 넷
째, 불평등의 심화로써, 코로나 19 이후 저임금 및 저숙련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회복이 더딘 추세이다. ILO는 이를 ‘흉터효과’(scarring effect)라는 용어
로 묘사하고 있다. 마치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도 흉터는 남아 있듯이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취약집단은 계속해서 불평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다

는 것이다.42)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그 수효가 대폭 증가한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예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택배업 종사
자들은 제대로 노동자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배달 업무
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나 노동 현실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택배 운송 거부
는 어쩌면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택배업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의 합
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42) 이다혜, ｢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법과 사회 6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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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좀 더 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한
다. 바꿔 말해 택배업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는 법제적으로 고용보험 개선 및 근로자 개념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택
배 및 돌봄노동의 재정비와 공정한 분배 등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소
득의 측면에서는 대안적, 보편적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43)이 사례는 코로
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겨냥해야 할 정상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
여준다고 하겠다.
이렇듯 코로나 이후 정상성의 회복은 공동체에 대한 좀 더 고양된 의식을 필
요로 한다. ‘연대’와 ‘우정’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의 정립이 그것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정신적 차원에서의 고통과 불안의 극복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효율적인 수단들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
다. 돌이켜보면 근대 서양은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
숙한 공동체를 구성해 왔다. 정부는 처음에는 왕권신수설에 따라 왕의 것이었
고, 따라서 거기에서 도망치고 벗어나야 할 대상이었다. 그 이후에 형성된 민주
사회에서 모든 가치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발현한다. 자유, 평등, 박
애, 소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권리는 오늘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와 권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다시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제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
났다. 역사상 처음으로 닥친 문제 상황, 즉 전 지구적 감염병, 인공지능, 기후
위기의 결합은 전 지구적인 협력과 연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이 판명되
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합심해서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하
며, 그 속에서 제 가치와 권리 재편되어야 한다.44)

43) 위의 논문,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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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더욱더 가까운 현실이 되
었다. 코로나 이후 정상성은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한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이
다. 그 방향에 4차산업혁명이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는 능력자가 독식하는 사회
이다. 소수의 능력자가 독식하고, 절대다수는 도태되는 압정형 사회의 출현이
그것이다. 1%의 사람들이 바라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이다. 자신들이 모든 플
랫폼을 통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 없이 그때그때 나와 일하면서 적
당히 먹고사는 그런 사회이다. 소설가 커트 보니것이 자동 피아노 라는 소설에
서 바로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걱정은 없다. 기본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영자,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만 직장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은 걱정 없는 대신에 행복
하지 않다.
또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사회 속에서는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기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이 발전하는 틀 내
에서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예전에는 가사,
교육, 의료, 식자재 생산, 배달 등과 같은 돌봄노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
이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이런 노동자들이 없으면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중요성을 새삼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모두 코로나 이후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배 문제가 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다. 한 공동체
의 내부에서도 그렇고, 전 지구적 공동체의 내부에서도 그렇다.

5. 맺음말
우리는 코로나로 2년 동안 파괴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움직임들을 열어가

44) 김재인, 앞의 책,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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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새로운 움직임들은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곤 한
다.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화상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정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
의 작은 일상은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큰 의미의 정
상 회복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년 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에 노출되어 각종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중산
층을 와해시켜버렸다. 이러한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이다. 이미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
한국 사회가 견지하고 있었던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 풍
요를 가져다주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무한팽창, 이윤 창출,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는 경제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팽창주의는 우리의 죽음을 마다 않고 경제가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와 경제팽창주의는 이 시대의 사
탄의 맷돌이 되어 우리 사회를 무참히 갈아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겨냥해야 할 정상성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겨냥해야 할 정상성은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 물질적으로 덜 풍요롭지
만 모두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의료 서비스와 사람들의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제
공받을 수 있고, 국민 각자는 능력에 맞게 기여할 수 있는 훨씬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의 형성에 기여를 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정상성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인적, 물
적, 정보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연결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택배업 종사자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상대방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공동체에 대한 좀 더 고양된 의식이 필요하다. 아감
벤, 네그리와 하트, 지젝 등과 같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저항의 정치인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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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체, 시차적 간극 등이 암시하는 정상 회복은 새로운 공동체의 구현
이다. 자유, 평등, 박애, 소유 등 오늘까지도 중요한 가치와 권리의 의미를 갖는
다. 이러한 가치와 권리들은 디지털 산업의 발전된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
변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물론 소수자들이 독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수자의
독식하는 사회를 막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구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상적
가치를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인문학은 우리가 겨냥
해야 할 정상성의 가치를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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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Coronavirus and recovery of normalcy
Lee, Sejin
Since December 2019, the world has been fighting the corona virus. In addition to
huge human casualties and economic damage, mankind is experiencing great suffering,
especially mentally. However,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a vaccine, the recovery
of daily life, which has been destroyed in the fear of Corona over the past two years,
is gradually being talked about. This is the so-called “normality” restoration. After
defeating Corona, we will be able to recover our small daily life without difficulty.
However, it can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desirable to go back to the past
two years before the onset of Corona through this recovery. No, you have to ask that
question. In retrospect, two years ago, not only Korean society but the whole world
was swept away by the strong winds of neoliberalism, which resulted in various
inequalities in the process. Above all, neoliberal values have disintegrated the middle
class. Still, is going back to the world like this two years ago the goal we are aiming
for after Corona? Never will. Even two years ago, resistance and backlash against
neoliberalism were alread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In our society, the sustained
economic growth achieved in the mid to late 20th century also resulted in abundant
results. But since then, our economy has become an economy that is tied to infinite
expansion, profit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In particular, in the context of
the Corona epidemic, economic expansionism is trying to create a world where the
economy prospers at the cost of our deaths. As such, neoliberalism and economic
expansionism have become the millstones of Satan in this age and are mercilessly
grinding our society. In this situation, I think the normality we should aim for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past two years ago. Economically, we should aim to build a
society where we can all enjoy even a small amount of happiness even though we are
less materially affluent. In addition, all of us will be provided with medical services
and sufficient food to avoid malnutrition, and each citizen should be guaranteed a more
equal and secure posi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ccording
to his/her ability. Changes are also being requested in terms of the normality of social

포스트 코로나와 정상성의 회복 107

relations. We live in an interconnected network of people, material and information.
As we can see from the case of the courier business, we cannot receive proper human,
material, and information services without the help of others.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not been noticed until now are also an important axis of social relationships
that are indispensable in our lives. Finally, after Corona, we need a more uplifting
awareness of the community. In this article, we intend to establish a new system of
freedom from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o the present. In particular, from
the thoughts of Žižek and Agamben who have published books related to Corona, we
will get valuable inspiration for restoring normality and building a new community
after Corona.

Keyword

Corona 19, post-coronavirus, normalization, resistance politics,

inequality, neoliberalism, distribution,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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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의 의미 분석으로 살펴본 중국의 道德 교육
－의무 교육 과정의 도덕과 법치 를 중심으로－

이 서 이 *· 한 용 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德의 의미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중국 의무교육과정 가운데 도덕과
법치 에서 德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그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德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자신에게 요구되는 규칙과 규범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람
의 감정, 마음과 관련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며, 끝으로 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
고 있다. 중국의 도덕 교육은 첫째, 학교와 가정 그 밖의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모범적인 생활
규범을 교육한다. 둘째, 학생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내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셋째, 국가와 법률 수호의 중요성 등 법치 지식을 교육한다. 德이 가지고 있는 의
미는 중국의 도덕 교육에 대체로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윤리, 올바른 미디어
생활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실용적인 도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
다. 하지만 중국의 도덕 교육에서 법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자칫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
락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주제어

중국 교육과정, 덕(德), 품덕 교육, 도덕과 법치, 도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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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德’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중국
의무 교육 과정 가운데 德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연구 목적
이 있다. 德은 智, 體, 美, 勞와 더불어 중국의 교육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사상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 고도화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덕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덕을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오늘날까지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
신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기술, 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고도화된 현대 중국에
서 도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미래 교육에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재 중국에서는 도덕
과 법치(道德与法治) 교과를 통해 德의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고 있다. 중국의
도덕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지준호(2012)1)는 중국의 초등학교 도덕 교육의 특징으로 첫째, 유학(儒學)을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둘째, 교과서
출판에 있어 각 지역의 특징과 수요에 따라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점을 제시했
다. 본고에서 하고자 하는 현 중국의 도덕 교육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의 첫
번째 특징과는 공통점이 있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의 도덕과 법치 가 인민교
육출판사의 국정교과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번째 특징과 차이점
이 있다.
서강식(2014)2)은 2001년 개정된 중국 초등 도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도덕 교육은 첫째, 실용성 강조, 둘째, 전통성 강조, 셋째, 현대 사
회 변화 적극 반영, 넷째, 지역의 특징과 학생의 수요에 따른 자율적이고 탄력적

1) 지준호, ｢중국의 초등학교 도덕 교육 현황과 전망｣, 한국철학논집 , 제34집, 한국철학사
연구회, 2012, pp.89-114.
2) 서강식, ｢중국 초등 도덕 교육과정 및 도덕 교과서 분석｣, 초등도덕교육 , 제46집, 한국
초등도덕교육학회, 201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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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16년 도덕과의 교
과가 도덕과 법치 로 개정되기 전의 품덕과 생활(品德与生活) , 품덕과 사
회(品德与社会) 도덕과 교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
는 현재 중국의 도덕 교육과 차이가 있다.
Jin Chunran 외 3인(2020)3)은 2016년 개정된 중국 초등 도덕과 법치 교

육과정 및 교과서를 이전 품덕 교과와 비교 및 대조했을 때, 첫째, 교과목 명칭
이 구체화 되었고, 둘째, 소학교 6학년, 초급중학교 8학년 각 1학기에 법치 교육
을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법치 교육이 보완적인 형
태로 나타났으며,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자 친화적 교육을 실천하
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본 연구는 德의 의미 분석을 통한 중국의 도덕
교육을 연구하는 것으로 언어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도덕 교육을 분석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지닌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德의 자형 분석, 의미 변천
과정, 그리고 기본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德의 의미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중국
의 의무교육과정 가운데 소학교 1학년, 소학교 3학년, 초급중학교 7학년의 도
덕과 법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의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德
이 가진 의미와 도덕 교육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본다. 끝으로 중국 도덕 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
리한다.

2. 德의 의미 분석
1) ‘德’의 의미 변천 과정
德의 부수는 彳이며, 直과 心자가 결합한 회의 겸 형성자이다. 이때 直은 독

음을 나타내는 역할도 한다. 부수인 彳는 ‘걷다’(道路)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른

3) Jin Chunran 외 3인, ｢중국 초등 도덕과 법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초등도덕교
육 , 제69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0,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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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편방의 直자는 눈 모양 위에 하나의 직선이 있어 눈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4) 따라서 좌우 편방을 종합해보면 德은 바르게 가되 곧게 보
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德자는 초기 德자와 차이가 있다. 德자는
商代 갑골문에서 ‘

’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때는 心의 형

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혁(2021)은 卜辭文例를 바탕으로 갑골문에서 德의 의미를 ‘정벌(征伐), 제
사(祭祀), 긍정적 의미, 얻음(得)’ 총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5)

이 가운데 정벌,

제사, 그리고 정보 등을 얻는 것은 모두 국가 지도자가 어딘가를 향해 갈 때 중
요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라는 것이 다소 포괄적이고
위 네 가지의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직 德의
의미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心을 포함한 德자는 周代 금문(金文)에서 ‘

’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

다. 周代에 사람들은 道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
각까지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德자의 초기 형태를 발
전시켜 자형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6) 다시 말해, 德이 바르게 걷고, 똑바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까지 그 의미가 한 단계 확장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허신의 說文解字 에서는 德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德은 올
라간다는 것이다. (德, 升也。) 彳은 의미 부분, 惪는 발음 부분이다. (从彳㥁
声。)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하고 안으로 나에게 획득된 것이다. (惪，外
得於人，内得於己也。从直从心。)”7) 따라서 德이란 인간이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 즉, 다른 사람이 혜택
4) 汉典，https://www.zdic.net/hans/%E5%BE%B7 (검색일: 2021.12.30.)
5) 김혁, ｢甲骨文 (直) 과 (德) 에 대한 小考｣, 중국어문학지 , 제75집, 중국어문학회,
2021, pp.123-147.
6) 姜海军, ｢“德”字的内涵及其演变历程浅述｣, 华夏文化 , 第3期, 陕西省轩辕黄帝研究
会, 2016, pp.39-42.
7) 许慎 原著, 汤可敬 撰, 说文解字今释 , 长沙：岳麓书社, 1997,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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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도록 행동하고, 안으로 나에게 획득된 것, 즉, 자신의 몸과 마음에 체득하
는 행위인 것이다.
論語 에 따르면 공자는 德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하였다. 공자는 德

을 통해 궁극적으로 道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德을 특별히 정치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는데 지도자가 德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德治를 행해야 한다
고 하였다. 여기서 德治란 타인의 실수는 너그럽게 이해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엄격하게 따지고, 백성들에게는 베풀지만, 자신은 검소하게 지내는 것으로 강함
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통치를 말한다.8)
德자가 이렇게 정치와 연계된 것은 春秋 이전 殷商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신을 중시하던 제정일치 사회에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왕의
권위를 신보다 높이 세우기 위해 지도자는 백성들이 본받을 수 있는 점이 있어
야 했다. 그리고 德이 그러한 지향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9)
이때부터 德의 본뜻이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고 위대한 인물의 모범행위를 가리
킴으로써 점차 도덕(道德)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德’의 기본 의미
现代汉语词典 (第7版)에서 제공하고 있는 德의 기본 의미에는 총 4가지가

있다. 첫째, 도덕, 품행, 정치 품질 즉 사람들 간의 공동생활 및 행위의 준칙과
규범으로서의 품행이다. 관련 어휘로는 品德, 公德, 德才兼备 등이 있다. 이때
德의 의미는 心자가 더해지기 전 德의 초기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마음(心意)의 뜻을 가진다. 예시로는 一心一德, 离心离德가 있다. 이것은 앞의
의미 변천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德이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 규범만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은혜(恩惠)의 뜻
을 가진다. 예시로는 感恩戴德, 以怨报德가 있다. 이 예시를 통해 德의 의미가
8) 안성재, ｢德(덕)의 함의 및 그 구성요소 고찰 - 老子(노자)와 孔子(공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 수사학 제26집, 한국수사학회, 2016, pp.107-142.
9) 刘子嘉, ｢“德”到德行之控制论模式探析——基于《说文解字》的视角｣, 漯河职业技术
学院学报 , 2021,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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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마음 가운데에도 긍정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름의 姓으로 쓰인다. 이밖에 德을 포함하는 단어의 쓰임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德을 포함한 단어 예시10)
단어

의미

활용 예시

德昂族

윈난성 지역의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

예문 없음.

德比

본래 영국의 경마회 명칭(derby)이었으
나 오늘날 같은 도시 또는 지역 내의 대표
적인 두 팀 사이에 스포츠 경기를 가리킨
다.

珠海队挑战广州队，是一场南奥德比大
战。

德才兼备

우수한 품덕과 높은 재능을 갖춤.

예문 없음.

德高望重

품덕이 고상하고 명망이 높음.

예문 없음.

德望

품덕과 명망

德望过人

德行

도덕과 품행

先生的文章、德行都为世人所推重。

德行

<구어체> 사람을 풍자할 때 그 사람의
풍채, 행위, 태도 등을 비판함을 나타냄.

看他那德行, 不会有什么出息。

德性

덕행과 같음.

예문 없음.

德艺

품덕과 기예

德艺双馨

德育

정치사상과 도덕 품질의 교육

예문 없음.

德政

고대 유가(儒家)의 정치사상. 좋은 도덕
성과 행동 규범을 제창하여 국가와 사회
를 통치함.

예문 없음.

앞서 德의 의미 변천 과정과 기본 의미를 종합하여 볼 때 德의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타인과 자신에게 요구되는 규칙과 규범이다.
둘째,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관련된 긍정적인 가치이다. 셋째, 정치와 밀접한 연
관성을 지닌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의 의무 교육 과정에서 德이 어떻게 교육되
고 있는지, 앞서 살펴본 德의 의미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0)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2016, p.272

现代汉语词典 (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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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道德 교육
德育이란 일정한 사회적 요구로 사상적, 정치적, 도덕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

이다. 중국에서 德育을 시행하는 교과는 도덕과 법치(道德与法治) 로 본래 아
래 <표 2>와 같이 품덕과 생활(品德与生活) , 품덕과 사회(品德与社会) ,
사상품덕(思想品德) 으로 학년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여 교육되었다. 중국교육
부가 2011년 공시한 ‘教育部关于印发义务教育语文等学科课程标准（2011年
版）的通知’11)에 따르면 의무교육과정 9년 기간 가운데 소학교(小学) 1∼2학년

은 품덕과 생활 , 3∼6학년은 품덕과 사회 , 그리고 초급중학(初中) 7∼9학년
은 사상품덕 을 교육했다.
<표 2> 의무 교육 단계에서의 品德 교육과정
학년

1

2

3

4

5

6

7

8

9

品德与生活

2

2

-

-

-

-

-

-

-

品德与社会

-

-

2

2

2

2

-

-

-

思想品德

-

-

-

-

-

-

2

2

2

과목명

총 시수

626

도덕과 법치 는 중국교육부의 ‘教育部办公厅关于2016年中小学教学用书有
关事项的通知’12) 발표 이후 2016년 9월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적

용되었다. 교과목 명칭에 ‘법치(法治)’가 추가되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도덕 교육에서 소학교 6학년 上, 그리고 초급중학교 8학년 下, 총 1년의 법치
지식 교육과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전 品德 교육 교과서에는 人教版，苏教
版，北师大版 등 지역별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있었지만 도덕과 법치 로 과목

이 개정되며 人教版에서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11)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http://www.moe.gov.cn/srcsite/A26/s8001/201112/t20111228
_167340.html (검색일: 2021.11.12.)
12)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教育部办公厅关于 2016年中小学教学用书有关事项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1604/t20160428_241261.html
(검색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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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치 교과서의 주편(主编)이었던 난징 사범대의 鲁洁 교수와 중앙
교육과학연구소 소장 朱小蔓 교수는 개정된 과목과 관련한 기자 회견13)에서 새
로운 도덕과 법치 교과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이후에 살펴볼 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
기에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과 법치 는 첫째, 학생들의 심리,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주의 핵
심가치관을 단계적으로 교육한다. 둘째, 학생들의 생활과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순환, 반복, 나선의 방식을 채택하
여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대한 공감대를 층층이 유도한
다. 넷째,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문과 사상을 병행하고(学思并举), 아는 것과 행
동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知行合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여러 각도에서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여 내면과 외면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内化于
心，外化于行). 이밖에 교육 관계자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바로 중국의 전통문

화다. 전통문화를 통해 현대 중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도
덕 교육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도덕과 법치 의 대표 학년(1,
3, 7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에서 德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1) 1학년 도덕과 법치 교육과정
소학교(小学)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도덕과 법치 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
과 같다. 이전에는 품덕과 생활 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되었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 가정, 친구 등과 관련된
학습 주제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13)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新编义务教育道德与法治教材总主编就有关问题答记者
问’, http://www.moe.gov. cn/jyb_xwfb/moe_2082/zl_2016n/2016_zl43/201608/
t20160831_277242.html (검색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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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학년 道德与法治 교과서 목차
상14)
목차
대주제

소주제
1.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요.(开开心心上学去)

1. 소학교 학생이 되었어요.(我
是小学生啦)

2. 손잡고, 친구를 사귀어요.(拉拉手，交朋友)
3.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我认识您了)
4. 학교 가는 길(上学路上)
5. 우리의 학교(我们的校园)

2. 학교생활은 너무 재미있어
요.(校园生活真快乐)

6. 학교 안에서의 호령(校园里的号令)
7. 수업 사이 10분(课间十分钟)
8. 수업을 시작해요.(上课了)
9. 즐겁게 놀아요.(玩得真开心)

3. 집 안에서의 안전과 건강(家
中的安全与健康)

10. 식사예절을 지켜요.(吃饭有讲究)
11. 스스로 다치지 않게 해요.(别伤着自己)
12.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早睡早起)
13. 아름다운 겨울(美丽的冬天)

4. 날씨는 춥지만, 온기가 있어
요.(天气虽冷有温暖)

14.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요.(健康过冬天)
15. 새해를 즐겨요.(快乐过新年)
16. 새해 선물(新年的礼物)
하15)
목차

대주제

소주제
1. 우리는 정리정돈을 사랑해요.(我们爱整洁)

1. 나의 좋은 습관(我的好习惯)

2. 우리는 씩씩해요.(我们有精神)
3. 나는 미루지 않아요.(我不拖拉)
4. 꼼꼼히 챙겨요.(不做"小马虎")
5.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风儿轻轻吹)

2. 나와 대자연(我和大自然)

6. 꽃과 풀이 정말 예뻐요.(花儿草儿真美丽)
7. 귀여운 동물들(可爱的动物)
8. 자연아, 고마워.(大自然，谢谢您)

3. 나는 우리 집을 사랑해요.(我
爱我家)

9. 나와 우리 집(我和我的家)
10. 가족의 사랑(家人的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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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스로 정리하게 해주세요.(让我自己来整理)
12. 집안일을 해요.(干点家务活)
13. 나는 너희랑 같이 놀고 싶어. (我想和你们一起玩)
4. 우리는 함께해요. (我们在一
起)

14.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请帮我一下吧)
15. 나눔은 즐거워요. (分享真快乐)
16. 다 같이 협동해요. (大家一起来合作)

먼저, 학생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소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춘절에 대해 학습한다. 이는
앞서 개정 교과에서 교과서 주편(主編)이 강조한 중국의 전통문화 강조 교육과
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끝으로, 학교와 국가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생활에 대해 학습한다. 주변을 정리하고, 밥을 잘 먹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 등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돌아본다. 또 나
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 이것
은 앞서 살펴보았던 德자가 가진 의미적 특성과도 부합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소학 1학년의 도덕과 법치 에서 사상이나 법치와 관련된 교육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습 대상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점
에서 소학 1학년의 개정 전 품덕과 생활 이라는 교과목 명칭이 현재의 교육 내
용의 성격을 더욱 적절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

2) 3학년 도덕과 법치 교육과정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도덕과 법치 는 이전에 품덕과 사회 라는 이름으로

교육되었다. 소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배웠다면 3∼6
학년 학생들은 그보다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3학년 교육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14) 教育部组织编写, 道德与法治- 一年级 上册 ,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16, pp.2-66.
15) 教育部组织编写, 道德与法治- 一年级 下册 ,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16, p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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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학년 道德与法治 교과서 목차
상16)
목차
대주제

소주제
1. 공부와 함께 성장해요.(学习伴我成长)

1. 즐겁게 공부해요.(快乐学习)

2. 공부는 즐거워요.(我学习，我快乐)
3. 공부의 주인이 되자.(做学习的主人)
4. 우리 학교에 대해 말해봐요.(说说我们的学校)

2. 우리의 학교(我们的学校)

5. 선생님께 더 다가가요.(走近我们的老师)
6. 우리 학교를 더욱 아름답게 해요.(让我们的学校更美好)

3. 안전하게 성장해요.(安全护
我成长)

4. 집은 가장 따뜻한 곳(家是最
温暖的地方)

7.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生命最宝贵)
8. 안전을 명심해라.(安全记心上)
9. 기억해요, 110!(心中的"110")
10.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요.(父母多爱我)
11. 부모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爸爸妈妈在我心中)
12. 가정의 추억(家庭的记忆)
하17)
목차

대주제
1. 자아 완성과 건강한 성장(完
善自我 健康成长)

2. 아름다운 생활은 어디에서
오는가?(美好生活哪里来)

소주제
1. 존중을 배워요.(学会尊重)
2. 관용을 배워요.(学会宽容)
3. 반성을 배워요.(学会反思)
4. 우리 의식의 근원(我们的衣食之源)
5. 이 물건들은 어디서 오는가?(这些东西哪里来)
6. 이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生活离不开他们)
7. 건강하게 TV 시청하기(健康看电视)

3. 정보 만화경(信息万花筒)

8. 인터넷 신세계(网络新世界)
9. 광고 정확하게 이해하기(正确认识广告)

4. 똑똑한 소비자 되기(做聪明
的消费者)

5. 생활에서의 녹색환경(让生活
多一些绿色)

10. 물건 사는 방법(买东西的学问)
11.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我想要 我能要)
12. 피할 수 있었던 많은 낭비(有多少浪费本可以避免)
13. 우리가 아는 환경오염(我们所了解的环境污染)
1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좋은 방법(变废为宝有妙招)
15. 매일매일 저탄소 생활(低碳生活每一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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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의 국토, 우리의 집(我们
的国土 我们的家园)

16. 우리의 신성한 국토(我们神圣的国土)
17. 중화민족은 하나의 가족(中华民族一家亲)

개정된 3학년 도덕과 법치 의 학습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의 중요성이 두드
러진다. 이것은 이전 품덕과 사회 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주제이지만 교과
서 개정 시기인 2016년도에 중국의 교육 수준과 교육열이 전보다 많이 향상되었
고 정부 또한 양질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존중, 관용과 같은 도덕적 가치 학습뿐만 아니
라 건강한 인터넷 생활, 현명한 소비자 등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도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이 중국의 사회적 변화,
현대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매우
실용적인 도덕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끝으로 환경문제와 중국의
국토, 민족 문제를 다룬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다수의 한족(漢族)과 소
수민족 간의 갈등을 민족주의 사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학습 주제는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학년
도덕과 법치 는 앞서 소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 자신
의 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요구 조건을 학습한 것에 비해 3학년 학생들에게는 도
덕적 측면에서 확실히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이 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3학년 교육과정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나 법치 지식과 같은
주제의 교육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3) 7학년 도덕과 법치 교육과정
초급중학(初中)의 도덕과 법치 는 이전에 사상품덕 이라는 교과목 명칭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 사회적인 측면보다도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사상 교육
이 강조되었다. 7학년 도덕과 법치 의 교육과정은 다음 <표 5>와 같다.
16) 教育部组织编写, 道德与法治- 三年级 上册 ,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16, pp.2-78.
17) 教育部组织编写, 道德与法治- 三年级 下册 ,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16, p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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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7학년 道德与法治 교과서 목차
상18)
목차
대주제

소주제
제1과 중학 시대(中学时代)

1단원
성장의 리듬(成长的节拍)

제2과 배움의 신천지(学习新天
地)
제3과 자기를 발견해요.(发现自
己)

제4과 우정은 성장과 함께(友谊
与成长同行)
2단원
우정의 세계(友谊的天空)

중학의 서곡(中学序曲)
소년의 꿈(少年有梦)
배움과 함께 성장해요.(学习伴
成长)
즐기며 공부해요.(享受学习)
자기를 발견해요.(发现自己)
더 나은 사람이 되요.(做更好的
自己)
친구와
起)

함께해요.(和朋友在一

깊고 가볍게 말하는 우정(深深
浅浅话友谊)
우정이라는 나무를 항상 푸르게
(让友谊之树常青)

제5과 교우의 지혜(交友的智慧)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어요.(网上交友新
时空)
선생님께 다가가요.(走近老师)

제6과 사제지간(师生之间)
3단원
스승, 어른과의 정(师长情谊)

선생님과 학생의 교류(师生交
往)
가족의 의미(家的意味)

제7과 가족간의 사랑(亲情之爱)

가족 간의 사랑(爱在家人间)
집을 더 아름답게(让家更美好)

제8과 생명에 대한 탐문(探问生
命)
4단원
생명에 대한 사고(生命的思考)

제9과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珍视生命)
제10과 생명이라는 꽃을 피워
요.(绽放生命之花)

생명은 영원할까?(生命可以永
恒吗)
생명을 경외해요.(敬畏生命)
생명을 수호해요.(守护生命)
생명의 근성을 강화해요.(增强
生命的韧性)
생명의 의의를 느껴요.(感受生
命的意义)
생명의 멋을 나타내요.(活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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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的精彩)
하19)
목차
대주제

소주제

제1과 청춘의 초대(青春的邀约)
1단원
청춘의 시간(青春时光)

제2과 청춘의 심금(青春的心弦)
제3과 청춘의 증명(青春的证明)

2단원
정서와 감정의 주인이 되요.(做
情绪情感的主人)

제4과 정서를 알아봐요.(揭开情
绪的面纱)
제5과 감정을 맛봐요.(品出情感
的韵味)

제6과 ‘나’와 ‘우리’(“我”和“我
们”)
3단원
공동체에서의 성장(在集体中成
长)

제7과 악장을 조화롭게 협주해
요.(共奏和谐乐章)
제8과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 가
운데 ‘나’(美好集体有我)

4단원
법치의 세계로 들어가요.(走进
法治天地)

제9과 법은 늘 우리 주변에 있
어요.(法律在我们身边)

제10과 우리는 법과 함께 성장
해요.(法律伴我们成长)

조금씩 변화하는 나(悄悄变化的
我)
성장하는 것은 몸 만이 아니예
요.(成长的不仅仅是身体)
남자와 여자(男生女生)
청춘이 싹터요.(青春萌动)
청춘의 비상(青春飞扬)
청춘의 품격(青春有格)
청춘의 정서(青春的情绪)
정서를 관리해요.(情绪的管理)
우리의 감정 세계(我们的情感世
界)
감정을 느끼며 성장해요.(在品
味情感中成长)
공동체 생활로부터의 초대(集体
生活邀请我)
공동체 생활에서 나의 성취(集
体生活成就我)
단음과 화음(单音与和声)
리듬과 멜로디(节奏与旋律)
아름다운 공동체를 동경해요.
(憧憬美好集体)
나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요.
(我与集体共成长)
생활 속에서 법이 필요해요.(生
活需要法律)
법이 생활을 보장해요.(法律保
障生活)
법이 우리를 보호해요.(法律为
我们护航)
우리는 법과 함께 해요.(我们与
法律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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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먼저, 학생으로서의 자신,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

과의 관계, 가족의 사랑 등 학생 개인과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가 광범위
하게 분포되어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생명과 청춘을 소중히 생각하도
록 배운다. 이는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급중
학(初中)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예측되는 심리적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공동체 생활에서의 규칙, 그리고 법치를 주제로 한 내용이 교육되고 있
다. 특히 하(下)권 4단원의 ‘법이 생활을 보호해요.’ 또는 ‘우리는 법과 함께해
요.’ 등과 같은 단원명에서 법을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3개 학년의 도덕과 법치 교과목의 교육과정 일부를 살펴본 결과 중국
도덕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생활 규범과 학습, 심리적인 측
면에서의 도덕을 중요시한다. 둘째, 학교, 가족, 사회 등 공동체 활동에서의 도
덕을 중요시한다. 셋째, 민족, 자연환경,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가치를 중요시한
다. 이러한 중국의 도덕 교육의 특징과 앞서 2장에서 살펴본 德의 의미를 비교
해보았을 때, 먼저, 첫 번째 특징과 德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
는 규칙과 규범의 의미가 서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과
德이 가지고 있는 내면 심리의 의미가 서로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세 번째 특징의 경우 德의 언어적 의미보다 德에서 파생된 德治 개념과 더욱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德자의 기원, 자형 변화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고, 3장
에서 중국 의무교육과정 가운데 도덕과 법치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일부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의 도덕 교육에는 德이 가지고 의미가 적절히 반영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德이 공동체 안에게 타인을 위해 요구되
18) 教育部组织编写, 道德与法治-七年级 上册 ,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16, pp.1-115.
19) 教育部组织编写, 道德与法治-七年级 下册 , 北京:人民教育出版社, 2016, pp.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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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범적인 생활 규범이라고 보았을 때, 학교 안팎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은 무엇인지, 가족과 친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德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양심, 기준이
라고 보았을 때, 학생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믿고, 사랑하도록 일깨워주는 교
육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도덕 문제, 올바
른 미디어 생활 등 현실 사회 문제를 반영한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이고 실천
적인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셋째, 도덕과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법치 교육에 관해서는 德에서 파생된 德治主義와 같은 정치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적 성격과 최근 시진핑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 애국주의 등과 같은
사상 교육 강조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도덕과 법치 교과의 교육 내용이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
달, 인공지능의 출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도덕 교육과 같
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국이 도덕을 규범과 규칙 준수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 법치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학생들의 유연한 사고를 저해하
고 중국 사회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도덕과 법치 교육의 특징과 교육과정 일부를 살펴본 것
으로 중국 전체 도덕 교육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고려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 역시 적어도 앞의 3가지 특징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을 것이며 첨가되는 내용이 일부 있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 김철
호(2007)는 한국의 전통 도덕 교육론과 현대 도덕 교육론의 비교 연구에서 각
시대의 도덕 교육론은 현실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실존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았다.20) 따라서 향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마주할 현실
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그 시
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德育이 이루어져야 한
다.
20) 김철호, ｢전통 도덕교육론과 현대 도덕교육론의 구도 비교｣, 윤리연구 , 제1집 66호,
한국윤리학회, 2007, pp.2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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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Moral Education in China Examined through Analysis of
the Meaning of Virtue(德)
－Focused on the “Moral and the Rule of Law” of the compulsory curriculum－

Lee, Seoyi·Han, Yong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virtue(德)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and to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how virtue is
being educated in the subject of “Moral and the Rule of Law” among Chinese
compulsory curriculum. The meaning of virtue is first the rules and norms required
of others and themselves in the community. Next, it is a positive value that related
to a person’s emotions and mind. Finally, it is closed related to politics. According to
the Chinese moral education they first educate exemplary living norms required by
schools, famillies, and other communities. Second, they educate them to respect
themselves and form positive values internally. Third, it educates knowledge of rule
of law, such a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state and law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eaning of virtue is generally properly reflected in moral education in
china. In particular, it it noteworthy that practical moral education reflecting social
poblems such as Internet ethics and proper media life etc is provided. However, it is
also worried that excessive emphasis on constitutional education in Chinese moral
education can become a political tool related to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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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규범에 대한 고찰
－새로 나온 2016년 조선말규범집 의 변화를 중심으로*－

姜 丽 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에서 2016년에 새롭게 개정된 조선말규범집 중 띄어쓰기 규범의 10년간
변화를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중국 조선어 띄어쓰
기 규범의 특징과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특징 및 기타 영향
요소가 된 남북한 각 언어 규범과 남북한에서 협의한 겨레말큰사전 단일규범내용과의 공통
점을 정리할 것이다. 2016년에 새롭게 개정된 띄어쓰기는 남북한 언어 규범에서의 협의에 따
른 첫 개정 시도를 보여준 것으로 단일어문규범의 통일을 이루는 데에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
다고 본다. 특히 남북한의 어문규범을 자유롭게 참고하여 각 언어의 사용과 특성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 중간지대로 현행 중국의 어문규범으로부터 단일규범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 나
아가 중국 조선어의 특징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통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 조선어, 조선말규범집 , 띄어쓰기 규범,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한국의 띄

어쓰기, 북한의 띄어쓰기

<목차>
1. 들어가기
2.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거시적 변화
3.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미시적 변화
4.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과 남북한 관련 띄어쓰기 규범 비교
5. 맺음말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띄어쓰기 규범을 포함한 용어 및 논문의 내용은 한국의 맞춤법에 따
른다. 다만 띄어쓰기 규범에 관한 인용 내용은 중국 조선어 및 남북한의 규범 내용을 그대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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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 즉 언어의 문자는 띄어쓰기 문화권
과 붙여쓰기 문화권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1)그중 띄어쓰기 문화권의 가장
대표적인 문자는 서구의 로마자이며, 현재 한글은 띄어쓰기 문화권에 속한다.
띄어쓰기와 대응되는 붙여쓰기 문화를 살펴보면, 동양 한자와 일본어가 대표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띄어쓰기 문화권에 속하는 한글의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어문규범에 따라 어떤 말을 앞말과 띄어 쓰는 일2)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문에 띄어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글
을 읽는 사람에게는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매우 필요한 서사 규범의 하나3)로서 언어생활에서도 떼어낼 수 없는 중요
하고 필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한글의 띄어쓰기가 변화하면서 띄어쓰기 문화권에 들어서기까지 한글 띄어쓰
기 규범의 수정과 보완 작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한글 띄어
쓰기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 실제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 문제 그리고 언어의 변
이 등이 있다. 그중 중국 조선어는 남북한과 같은 언어적 뿌리인 한글을 사용하
는 언어이지만 중국 조선어에서 사용하는 한글은 남북한과 같이 나라의 통용어
가 아닌 중국 소수민족 언어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의 발전과 규범화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조선어는 해방 후에 한글맞춤법통일
안 (1946)의 띄어쓰기 규범과 북한의 조선어철자법 (1954) 중의 띄어쓰기 규범
그리고 북한의 조선말규범집 (1966)에 준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1977년부터
는 정부 차원에서의 규범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규범과 일치시키는 방향
으로 중국 조선족 자체의 <조선말 띄여쓰기>를 제정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규범
적 전통과 실제적 사용을 많이 고려하고 허용 범위를 가급적 줄이며 북한과 남
1) 민현식, ｢남북한 띄어쓰기 규범 문제의 현안-새로 나온 <조선말 띄여쓰기 규범>과 비교
하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3호, 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 2002, p.10.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3) 김철준, ｢새로 편찬된 《조선말규범집》의 일부 내용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제3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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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많이 늘이고 서로 다른 부분은 합리한 쪽으로
따르는 총체적 원칙에서 2016년 새 조선말규범집 이 출판되었다.4) 최근에 개
정된 2016년 조선말규범집 은 2007년 조선말규범집 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
한 언어 규범이고 그중에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개정
되었다. 특히 10년간의 시간을 두어 새롭게 규정된 띄어쓰기 규범 총칙의 두 번
째 조항에서 “한국과 조선이 이미 합의를 본 것을 그대로 쓴다.”5)라고 기술한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즉 중국 조선어는 처음에는 북한의 규범을 따르다가
자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어문규범이 개정되었다. 또한 지금은 남북한 자체 규
범, 남북한에서 협의한 겨레말큰사전 단일규범내용 그리고 중국 조선어의 현
실을 모두 고려하면서 규범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은 중국 조선어의 언어 특징
에 따라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및 겨레말큰사전 합의안의 영향을 받
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조선어와 남북한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점
뿐 아니라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2016년 조선말규범집 이 출판된 이후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들
을 보면 중국 조선어 자체 규범과 남북한 언어 규범 차이에 관한 연구가 주가
되었다. 그중 문영희·조일영(2017), 김해영(2021), 전경(2019)가 가장 대표적
이다. 문영희·조일영(2017)은 2016년에 새로 개정된 조선말규범집 의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과 2007년의 어문규범에 수록된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을 비교한
후, 중국 조선어와 남북한 띄어쓰기 규범의 차이를 구성 형식상의 변화와 내용
상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는 2016년 새 조선말규범집 이 발
표된 후,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에 관한 첫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해영
(2021)에서는 중국조선어신문, 잡지에서 자주 나타난 오류와 도서 편집, 교정

과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중국 조선어와 남한 한국어의 차이를 띄어쓰기, 철자,
문장부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경(2019)는 한글맞춤법 과 새
4) 김철준, ｢새로 편찬된 《조선말규범집》의 일부 내용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제3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7, p.6.
5)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남북한에서 협의한 겨레말큰사전 단일규범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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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판된 조선말규범집 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남
한과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규범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기반으로 띄어쓰기 규
범에 존재하는 한계점을 밝히면서 몇 가지 규범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중국 조선어와 남북한의 띄어쓰기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 조선어 자체 규범에 대한 실용성을 밝히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범이 나온 이후 변화하는 중국 조선
어 자체의 띄어쓰기 규범의 특징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
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띄어쓰기 규범에서 겨레말큰사전 단일규범내용에 대
하여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규범에 얽
힌 10년간의 변화와 이의 남북한 및 겨레말큰사전 단일규범내용과의 공통점
으로부터 중국 조선어의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중국 조선어6) 및 남북한7) 띄어쓰기 규범을 살펴보면서 그 상호 영향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의 10년간 변
화를 총칙, 규범의 규정 구성 및 조항에 따른 내용으로 살펴보는데, 이 과정을
통해 10년 전 중국 조선어의 언어 규범과 새로운 규범에서의 띄어쓰기 규범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연구할 것이다. 3장에서는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
기와 남북한 자체 규범과 겨레말큰사전 합의안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볼 것이
다. 본고에서 해당 공통점에 착안점을 두는 원인은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총
칙 제2항의 내용에 따라 단일어문규범의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시범을 보
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현행 중국 조선어 자체
의 띄어쓰기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중국 조선어 규범이 처한 상
황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6) 본 연구에서의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을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 연변교육출판사, 2007.
②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 연변교육출판사, 2016.
7) 본 연구에서의 남북한 띄어쓰기 규범을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 2010.
② 국립국어원, 한국어어문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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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거시적 변화
1) 띄어쓰기 규범 총칙의 변화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규범에서는 원래의 하나의 조항으로부터 두 개의

조항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총칙의 내용에 따라 띄어쓰기 규범이 제정되었다.
<예시 1>
｢조선말 띄여쓰기｣(2007)8):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일부 경우에는 리해하기 쉽게 붙여쓸수 있다.

｢조선말 띄여쓰기｣(2016)9): 첫째,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한국과 조선이 이미 합의를 본 것은 그대로 쓴다.

위와 같이 새로운 띄어쓰기 총칙은 조항 외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변화가 있
다. 첫째 조항에서는 기존의 규범대로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는 원칙을 그대로
따랐고 예전의 규범에서 제시한 예외 사항을 삭제하였다. 둘째 조항은 새로 추
가된 내용이며 그중에서 “한국과 조선이 이미 합의를 본 것을 그대로 쓴다.”라
고 밝힌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는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는 남북한
에서 합의한 겨레말큰사전 을 따르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록 남
북한이 합의한 부분이지만 현행 중국 조선어가 첫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조선어 학자들이 단일어문규범에 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어문규범에
서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띄어쓰기 규범 구성의 변화
위의 총칙에 따라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형식상에
서 큰 변화가 없지만 조항에 따른 세부 규정이 추가되었다. 특히 ‘기타 띄어쓰기’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8) 중국 조선규범집 (2007)중의 ｢조선말 띄여쓰기｣ 이하 ｢중 2007｣로 약칭함.
9) 중국 조선규범집 (2016)중의 ｢조선말 띄여쓰기｣ 이하 ｢중 2016｣으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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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띄어쓰기 규범 구성의 차이
2007년
<조선말 띄
여쓰기>

제1장 명사,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1~10항)

제2장 동사, 형용
사와 관련한 띄어
쓰기
(제11~14항)

제3장 관형사, 부
사, 감동사와 관련
한 띄여쓰기
(제15~19항)

2016년
<조선말 띄
여쓰기>

제1장 명사,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1~24항)

제2장 동사, 형용
사와 관련한 띄여
쓰기
(제25~29항)

제3장 관형사, 부
사, 감탐사와 관련
한 띄여쓰기
(제30~32항)

-

제4장 기타 띄여
쓰기
(제33~34항)

우선,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규범 구성은 형식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예전의 구조에 따라서 품사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8 품사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규범화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제4장의 내용은 문장부호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규범을 포
함되어서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조항 내용을 보면, 제1장 명사,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
어쓰기는 예전의 10개 조항이 24개로 추가되었고, 제2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는 예전의 3개 조항이 4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제3장 관형사, 부사,
감탐사와 관련한 띄어쓰기는 예전의 4개 조항이 2개 조항으로 축소되었다. 예전
의 띄어쓰기 규범은 3장 19항으로 구성되었던 데로부터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
쓰기는 4장 34항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며 조항 항목 구성을 보았을 때 명
사, 수사, 대명사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항 내용에 사용한 문법용어의 변화다. 그중 제3장에서 ‘감동사’
는 ‘감탄사’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겨레말큰사전 에서 합의한 문법용어를 그대
로 따른 것이다. 현행 남북한에서는 공동으로 ‘감탄사’가 사용되었으나 중국 조
선어는 2016년 전까지만 해도 ‘감동사’로 표현하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 조선어가 자체의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서 품사별로
나누어서 조항을 구성하였으나 문법용어의 사용을 보면 단일화규범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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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미시적 변화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의 총칙과 규범 구성의 변화는 조항의 내용에도 영
향을 가져다준다. 이에 본고는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가 2007년부터 2016
년까지 규범에서 어떤 미시적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체언, 용
언, 수식언과 감탄사 등 품사적 측면에 입각하여 조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구체적으로 띄어쓰기 규범 구성에 따라 조항 내용이 추가된 것과 수정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체언 관련 띄어쓰기 규범의 변화
체언에 속하는 명사, 수사, 대명사에 관한 띄어쓰기를 살펴보면 ｢중 2007｣의
조항은 총 10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중 2016｣은 총 24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적
으로 보았을 때 14개 조항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변화와 차이
점을 알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에서는 명사, 수사, 대명사를 각각 나누어서 추가
된 조항과 수정된 조항을 <표 2>부터 <표 5>로 제시하였다.
(1) 추가된 조항
<표 2> 추가된 명사 띄어쓰기 조항 내용

인명,
호칭어,
관직명

2007년
<조선말 띄여쓰기>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제2항 명사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리는 경우
에는 의미상으로나 발음상으로 하나의 덩
이를 이루는것을 단위로 하여 띄여쓴다. (수
사가 섞이여도 단일한 사물의 명칭으로 되는
것은 여기에 준한다.)
붙여쓰는 경우
2) 김철호, 박철, 독고길룡
4) 장○○동지, 지○○동무, 김○○주임,
권○○국장, 박○○선생, 전○○아주머니

제2항 인명에서 이름과 호는 성에 붙여쓴
다.
례: 김철수, 서화담
제3항 호칭어는 붙여쓴다.
례: 리영철씨, 최국권아나운서, 장○○동무
제4항 관직명은 띄여쓴다.
례: 김○○ 주임, 권○○ 국장
[붙임] 그러나 성씨 바로 뒤에 올 때에는 붙
여쓴다. 례: 김주임, 리처장, 장과장

제2항
붙여쓰는 경우

제6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쓴다.
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연변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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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명사

합성어

2) 중국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인민정부, 할빈시조선족제2중학교

-

족자치주인민정부, 연길시제3중학교

제5항 지명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앞말
에 붙여쓴다.
례: 연길시, 공원가제
18항 명사 결합체에서 붙여쓰면 다른 뜻이
생길 경우 의미 단위별로 뜻이 통하게 띄여
쓴다.
례: 중세 언어연구(중세에 진행된 언어연
구) 중세언어 연구(중세의 언어 연구)
제19항 명사끼리 토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대상, 현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붙여쓴
다.
례: 가야금병창, 소학교원

한자어
불완전
명사
(의존명
사)

제4항 다음과 같은 한자어도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 (밑줄은 필자, 이하 동일함)
례: 상-사상상, 정치상…, 중-회의중, 학습
중… * “등, 대, 겸”은 띄여쓴다.
례: 극, 음악, 무용 등 각종 예술형식 복무
원 겸 선전원. (“ㄹ겸-볼겸, 할겸…”은 붙여
쓴다.) 2중 대 3중 축구시합. (“2대1”은 붙
여쓴다.)

제21항 한자어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에 붙
여쓰고 뒤의 단어와는 띄여쓴다.
례: 사상상, 식물성, 중국식, 회의중
[붙임] 그러나 ‘등’, ‘대’, ‘겸’만은 앞의 단어
와도 띄여쓴다.
례: 교원, 학생, 직원 등 3반 대 5반 원장 겸
서기

단위
명사

제8항 수사가 완전명사와 어울리는 경우에
는 띄여쓴다.
그러나 단위명사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
여쓴다.
례: 한개, 1개, 세 마리, 3마리

제22항 단위명사는 앞의 단어와 붙여쓴다.
례: 한개, 세마리, 열장, 일년

명사 띄어쓰기 조항 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은 총 9개 항이며 ｢중 2007｣ 조항
에 제시된 세칙 내용을 현행 띄어쓰기에서 독립적인 조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 2016｣의 제2~4항 및 제6항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서 제2항 세칙에서의 붙임 내용을 명문화하는 예이다. 즉 인명, 호칭
어, 관직명 부분을 조항 내용으로 명문화하여 띄어쓰기를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는 예전의 띄어쓰기 규범에 없었으나 ｢중 2016｣에서 새롭게 제시된 부분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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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며 이것은 지명의 단위에 관한 띄어쓰기 조항이 있다. 끝으로는 ｢중 2016｣
의 불완전명사(의존명사)에 관한 띄어쓰기는 ｢중 2007｣의 제4항의 부분 내용을
보완시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 예전과 다르게 현행 중국 조선어는 불완
전명사를 고유어 불완전명사와 한자어 불완전명사로 나누어 보며, 한자어 불완
전명사의 띄어쓰기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 2007｣의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의
내용을 덧붙어 “앞의 단어와 붙여 쓰지만 뒤의 단어와 띄어 써야 한다.”로 규정
하였다. 이는 한자어 불완전명사에서 뒤 단어 결합 관계에 대한 ｢중 2016｣의 문
제 인식을 보여 준다. 하지만 세칙 내용에서 “뒤의 단어와 띄어 쓰는 것”에 관한
용례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남는다.
<표 3> 추가된 수사 띄어쓰기 조항 내용

수사

2007년
<조선말 띄여쓰기>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제7항 수사는 아라비아수자로 적는것을 원
칙으로 하되 조선문자로 단위를 달아줄 경
우거나 순 조선문자로 적을 경우에는 “만,
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여쓴다.
례: 9억 8,765만 4,321 구억 팔천칠백륙십
오만 사천삼백스물하나

제23항 수사는 아라비아수자로 적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정수인 경우 왼쪽으로 가면서 세개
단위씩 쉼표를 찍어주고 소수인 경우 오른쪽으
로 가면서 다 붙여쓴다. 조선문자로 단위를 달
아줄 경우거나 순 조선문자로 적을 경우에는
‘만,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여쓴다.
례: 987,654,321 0.00232178 9억 8,765만
4,321 구억 팔천칠백륙십오만 사천삼백이십일

수사 조항은 예전의 2개 항으로부터 지금의 1개 항으로 되고 ｢중 2007｣ 세칙
내용10)인 단위 명사에 관한 띄어쓰기를 명사로 분류하여 수사에 관한 띄어쓰기
에서 삭제되었다. ｢중 2016｣에서 제시된 수사에 관한 띄어쓰기에서는 예전의
내용을 보완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적을 경우에 쉼표 찍는 규칙이 추가하였다. 이
처럼 수사에 관한 띄어쓰기 내용이 더욱 세부화되었다.

10) 제8항 수사가 완전명사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띄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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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조항
<표 4> 수정된 명사 띄어쓰기 조항 내용

관직명

학술
용어

고유어
불완전명
사(의존명
사)

2007년
<조선말 띄여쓰기>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제2항
붙여쓰는 경우
4) 장○○동지, 지○○동무, 김○○주임,
권○○국장, 박○○선생, 전○○아주머니

제4항 관직명은 띄여쓴다.
례: 김○○ 주임, 권○○ 국장
[붙임] 그러나 성씨 바로 뒤에 올 때에는
붙여쓴다.
례: 김주임, 리처장, 장과장

제3항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붙여쓴다.
례: 염알칼리성토양, 고속도전자계산기, 거
센소리

제17항 전문용어는 붙여쓴다.
례: 염알칼리성토양, 고속도전자계산기,
거센소리
[붙임] 너무 길어 읽고 리해하기 힘들 때
에는 뜻 단위로 띄여쓴다.
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제4항 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쓴다.
례: 것-아는것이 힘이다. 나위-더 말할나위
가 없다. 따위-사과배따위의 과실.

제20항 고유어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
와 띄여쓴다.
례: 아는 것이 힘이다.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과배 따위의 과실

｢중 2016｣에서 새로 수정된 명사 띄어쓰기에서는 관직명, 학술용어 그리고
고유어 불완전명사가 있다. 관직명에 관한 띄어쓰기 규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2007｣ 제2항의 ‘붙여쓰는 경우’의 네 번째 용례를 명문화하여 새로운 조항으
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관직명은 원래의 붙여쓰는 데로부터 띄어쓰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용어 사용에서 변화가 있다. 원래의 ‘학술용
어’가 ‘전문용어’로 바뀌는 것은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11)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 불완전명사에 관한 띄어쓰기에서 큰 변화가 있다. 기존의 띄어쓰기 규범에서
는 불완전명사에서 ‘등, 대, 겸’의 예외 사항 외 모두 붙여쓴다고 규정하였다. 하
지만 새로운 띄어쓰기 규범에서는 불완전명사를 고유어 불완전명사와 한자어
불완전명사로 나누어 2개 항목으로 보았으며 고유어 불완전명사는 기존의 규범
11) 중국조선말사전(1995)에 수록된 ‘학술용어’는 과학적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이며 ‘전문용
어’의 의미는 전문분야에서 통용되는 단어나 단어결합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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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게 띄어쓰기를 써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표 5> 수정된 대명사 띄어쓰기 조항 내용

대명사

2007년
<조선말 띄여쓰기>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제9항 대명사는 아래 단어와 원칙적으로 띄
여쓴다.
례: 우리 나라, 내 나라, 이 책, 그 사람, 누구
모자, 여기 있다.
그러나 명사 또는 부사와 어울려 하나의 단어
로 굳어진것은 붙여쓴다.
례: 제노릇, 제몸, 내남, 제아무리…

제24항 대명사는 아래 단어와 띄여쓴다.
례: 우리 나라, 내 나라, 이 책, 그 사람, 누구
모자, 여기 있다.
[붙임] 다만 ‘이것’, ‘그것’, ‘저것’만은 붙여쓴
다.

｢중 2007｣의 대명사 조항은 제9~10항으로 총 2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중
2016｣의 띄어쓰기에서는 1개 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붙임에 예외 사항을 제시하

였다. 조항의 내용을 보면, 예전의 조항에서 제시된 ‘원칙적으로’라는 내용을 삭
제하여 대명사에 관한 띄어쓰기에서는 예외 없이 띄어쓴다고 명시하였다. 그리
고 일부 붙여써야 할 단어는 붙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2) 용언 관련 띄어쓰기 규범의 변화
용언에 속하는 동사, 형용사에 관한 띄어쓰기를 살펴보면 ｢중 2007｣의 조항
은 제11~14항 총 4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중국 조선어는 제25~27항으로
서 총 3개 조항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예전의 규범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3개
의 조항은 모두 새롭게 수정되었다. 그 수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용언, 보조
용언 그리고 용언과 불완전명사(의존명사)의 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
<표 6>은 해당 변화 내용이다.
<표 6> 수정된 용언 띄어쓰기 조항 내용
2007년
<조선말 띄여쓰기>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제11항 자립적인 동사나 형용사는 앞뒤의

제25항 동사나 형용사는 앞뒤의 단어와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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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

보조
용언

용언
+
불완
명사(의
존명사)

단어와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배우며 일한다. 겸손하여 일하다. 읽고
쓰기가 좋다.

여쓴다.
례: 배우며 일한다. 겸손하고 근신하다. 지
원하여 일하다.

제12항 2) “-고, -ㄴ가(-는가), -다가, ㄴ상, -고야…”형의 동사뒤에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 “있다, 보다, 나다, 버리다, 싶
다, 말다” 등이 오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례: 발전하고 있다, 읽고있다, 보고싶다, 읽
는가싶다 * “-아야, -어야, -여야, -게, -도
록, -지, -군”형 뒤에 오는 보조적 동사는
띄여쓴다.
례: 돌아야 한다, 읽어야 한다, 하여야 한
다, 하게 하다.

제26항 보조용언은 앞의 단어와 띄여쓴다.
례: 견지하고야 말다. 발전하고 있다. 보
고 싶다.
[붙임] 그러나 토 ‘-아, 어, 여’ 바로 다음
에 오는 보조용언은 앞말에 붙여쓴다.
례: 남아있다, 밝아오다, 넘어서다, 깊어
지다, 붙여쓰다, 띄여쓰다.

제12항 3) “듯, 만, 번, 법, 사, 척, 체…”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하다”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례: 옳은듯하다, 쓸만하다, 만날번하다, 이
길법하다.

제27항 동사나 형용사의 규정형 뒤에 오는
‘듯, 만, 번, 법, 사, 척, 체…’ 등과 같은 불
완전명사는 앞 단어와는 띄여쓰고 ‘하다’와
는 붙여쓴다.
례: 옳은 듯하다, 쓸 만하다, 만날 번하다,
이길 법하다.

우선 용언에 관한 띄어쓰기에서 ｢중 2016｣에서는 기존 규범에서 제시된 ‘자
립적’이라는 말을 삭제하여 띄어쓰기 부분에서 용언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 모
든 동사나 형용사가 앞뒤의 단어와 띄어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용언 띄
어쓰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혼동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본
다.
다음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보면, 보조 용언은 예전의 붙여쓰기에서 지금
의 띄어쓰기로 바뀌었다. 이를 붙여썼던 원인은 ｢중 2007｣에서는 보조 용언 대
신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보조적 동사)와 보조적으로 쓰인 형용사(보조적 형용
사)”로 지칭하면서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다. 하지만 새로운 띄어쓰기 규범에서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단어
로 인정하여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붙임’에서 “그러나 토
‘-아, 어, 여’ 바로 다음에 오는 보조용언은 앞말에 붙여쓴다.”라고 규범을 새롭

게 추가하였는데 이는 보조 용언에서 예외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 범위를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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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언과 불완전명사(의존명사)가 결합할 경우, 예전의 규범과 비
교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불완전명사는 앞 단어와는 띄어쓰고 ‘하다’와 결합하는
불완전명사는 붙여쓴다고 명시적으로 규범했다. 이를 띄어쓰는 원인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 조선어는 고유어 불완전명사의 명사적 기능을 인정하고
한 단어로 보았기에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불완전명사를 고유어 불완전명
사나 한자어 불완전명사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보인다.

3) 수식언과 감탄사 관련 띄어쓰기 규범의 변화
｢중 2007｣의 관형사, 부사, 감동사12)에 관한 띄어쓰기는 제15~19항으로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지금은 관형사에 관한 띄어쓰기가 제30항 조항으로,

부사에 관한 띄어쓰기가 제31~32항으로 총 3항으로 구성되었다. 예전의 규범
과 비교했을 때 다만 관형사에 대한 조항에서 용어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이는 아래 <표 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7> 수정된 관형사 띄어쓰기 조항 내용

관형사

2007년
<조선말 띄여쓰기>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제11항 관형사가 단어조성요소로 쓰이여 다
른 단어를 이룰 경우에는 붙여쓴다.

제31항 관형사가 접두사적으로 쓰일 때는
아래의 단어와 붙여쓴다.

관형사의 내용은 예전 조항 내용에 있는 세칙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단지 제11
항 규범에서 용어 묘사에서의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 2016｣에서는 “관
형사가 단어조성요소로 쓰이여 다른 단어를 이룰 경우에는 붙여쓴다.”가 “관형
사가 접두사적으로 쓰일 때는 아래의 단어와 붙여쓴다.”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현행 중국 조선어는 단어조성요소를 세분하여 보며 구체적인 문법에 주목하였

12) 현행 남북한에서는 공동으로 ‘감탐사’가 사용되었으나 중국 조선어는 2016년 전까지만
해도 ‘감동사’로 표현하고 명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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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부사에 관한 띄어쓰기는 예전 규범을 그대로 따랐으며 일부 세칙
의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새 규범에서 나타난 부사의 띄어쓰기는 이미 삭제
한 조항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 2016｣의 조항 구성의 제목에는 명시적으로 “관형사, 부사, 감
탄사와 관련된 띄어쓰기”라고 제시하였지만 그 조항 세칙을 보면 감탄사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다. 따라서 조항과 대응 규범 내용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감탄
사에 관한 띄어쓰기 규범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항 내용을 “관형사, 부사와 관련
된 띄어쓰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기타 띄어쓰기 규범의 변화
｢중 2016｣의 조항 구성에서 새롭게 추가된 제4장 ‘기타 띄어쓰기’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예전 규범에서 언급하지 않은 들여쓰기와 문장부호에 대한 규정
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8> 추가된 기타 띄어쓰기 조항 내용
2016년
<조선말 띄여쓰기>
제33항 문장의 첫머리와 단락을 바꿀 때 두칸을 띄여쓴다.
동 산 에[[

기타
띄어
쓰기

해 가

솟 는 다 .

동 산 에
해 가
솟 는 다
새 들 의
지 저 귐 소 리
정
답 게
들 려 온 다 .

제34항 문장부호 띄여쓰기
1) 마침표는 달과 날의 수자를
합쳐서 이룬 명사를 적을 때를
제외하고 그 뒤를 띄여쓴다.
2) 쉼표, 물음표, 느낌표의 뒤
는 띄여쓴다.
3) 가운데 점은 제목에서 렬거
를 나타낼 때 그 앞뒤를 띄여쓴
다.
4) 두점은 내포되는 종류를 들
때거나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
명을 붙일 때에 그 뒤를 띄여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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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어에서 들여쓰기의 규정은 예전부터 두 칸을 들여쓰는 것이 관행이
었지만 ｢중 2016｣에서는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문장부호에 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된 원인은 언어 전산화의 발전에 따라 조선말의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대
한 체계성13)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과 남북한 관련 띄어쓰기 규범의 비교
1) 남북한 한국어 띄어쓰기 규범과의 공통점
｢중 2016｣에서는 명시적으로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 앞뒤의 단어와 결합할
때 띄어쓰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달리 남북한에서는 용언과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북한의 띄어쓰기 규범 제6항에서 “단어들 사이의 맞물림 관계를 고려하
여 쉽게 띄여쓰기를 할수 있다.”라는 조항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모든 품사를 다 포함해서 한 규정으로서 용언에서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에서
｢중 2016｣과 공통점을 가진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띄어쓰기 규범에서는
보조 용언에 관한 띄어쓰기만 있으나 세 나라의 띄어쓰기의 원칙은 모두 “문장
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규범은 세 나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용언과 불완전명사의 결합에서 ｢중 2016｣의 규범은 예전에는 북한의 규범14)
을 따랐으나 지금은 남한의 규범15)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는 새 규범에서 고유
어 불완전명사를 명사적 기능이 있는 한 단어로 보았기 때문에 띄어쓰게 된 것
으로 본다.
｢중 2016｣문장부호 중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가운뎃점, 두점 등에
13) 언어규범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며, 그중 ‘객관적(objective)규범’은 대상의 관찰에서
추론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학에서는 주로 ‘체계’, ‘구조’, ‘문법’, ‘용법’ 등의
용어와 함께 발달해 왔다. (조태린, ｢언어 규범과 언어 변이의 문제｣, 사회언어학 , 제
18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193 재인용.)
14) 조선말규범집 (2010): 제2항.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들은 토가
끼이였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15) 한국어어문규범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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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띄어쓰기에서는 남한 규범의 구성을 참고하였다. 비록 남한에는 명시적으
로 띄어쓰기 규범에 문장부호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문장부호에 관한 띄어쓰기 내용이 있어 중국 조선어가 규범과 완전히

같지 않지만 내용적인 구성을 보았을 때 비슷한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겨레말큰사전 합의안 띄어쓰기 규범과의 공통점
｢중 2007｣에는 인명, 호칭어, 관직명에 관한 세칙이 없었으며 새로운 규범에
서는 각각 조항으로 나누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조항의 세칙 규정은 예전의
북한의 규범16)을 따르다가 2016년부터 겨레말큰사전 합의안에 따라 붙여쓰
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 조선어가 이름과 호칭어를 하나의 단어로 보기 시작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붙임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띄어쓴다고
규정하였다. 즉 현행 중국 조선어는 겨레말큰사전 의 내용에 따라 띄어쓰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대체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명사 합성어 관련 규정에서는 각각 제5항 지명과 제18항, 제19항 명사 연결체
에 관한 내용이 있다. 제5항과 제19항은 예전에 띄어쓰기 규범에 없었던 내용을
새로 추가한 내용으로 겨레말큰사전 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17) 그중 지명에 관
하여서는 남북한에서도 붙여쓴다는 점에서 중국 조선어와 남북한 그리고 겨레
말큰사전 의 규정은 이미 단일어문규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명사의 경우에도 겨레말큰사전 합의안에 따라서 “‘우리말, 우리글’은 합
성어로 보고 붙여쓰고 ‘우리 나라’는 구로 보아 띄어쓴다.”의 규정을 따라 세칙

16) 조선말규범집 (2010): 제3항.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쓰되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
는 것은 매 마디마디 띄여쓴다. 례: 리철호실장선생, 김영남군당책임비서, 리남순과학지
도국장, 교수 ○○○선생, 박사 ○○○선생
17) 겨레말큰사전 에서는 “지명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에 붙여쓴다.”고 하였고 명
사결합체에서는 “붙여쓰면 두가지 뜻으로 리해 될 수 있는 경우 붙여쓴다”하였다.( 조선
말규범집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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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제시되었다. 비록 현행 중국 조선어와 남한의 대명사 띄어쓰기 규범은
완전히 같지는 않으나 ‘우리말, 우리글, 우리 나라’에서의 띄어쓰기 규범은 같다
는 점에서 북한의 규범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띄어쓰기 규범 중 보조 용언은 예전의 붙여쓰기로부터 지금은 띄어쓰
기로 바뀌었다. ｢중 2007｣에서는 북한18)의 규범을 따르다가 현재 ｢중 2016｣의
세칙은 겨레말큰사전

19)

합의안에 따라 보조 용언은 앞의 단어와 띄어 써야 한

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는 조선어 규범에서 보조 용언을 단어로 인정하고 단일
어문규범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 규범의 조선말 띄어쓰기 제3장에서는 ‘관형사, 부사, 감탄사와 관련한 띄
여쓰기’라고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조항에서는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
어 있다. 하지만 예전의 ‘감동사’를 ‘감탄사’로 수정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겨레
말큰사전 에서 합의한 용어20)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3)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특징
지금까지는 예전의 규범과 비교했을 때 현행 띄어쓰기에서 새롭게 추가되었
거나 수정된 내용에서 어떤 부분에서 남북한의 규범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을
따랐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 외의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제
시하면서 어떤 점에서 자체 규범의 특징에 따라 새로운 규범이 제정되었는지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명사에서는 고유명사와 불완전명사에서 그 자체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

18) 조선말규범집 (2016): 제2항. 하나의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마디들은 토가
끼이였거나 품사가 달라도 붙여쓴다. 2) 토를 가지고 이루어져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
를 나타내는 경우 례: 놀고먹다, 가고말다, 먹고싶다, 짜고들다, 가르쳐주다, 돌아보다,
들었다놓다.
19) 겨레말큰사전 : 보조용언은 띄어쓰되 ‘아/ -어’ 바로 다음에 오는 보조용언은 앞말에
붙여쓴다. 예: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버렸다. ( ≪겨레말큰사전≫보
고회(2009), P.162.)
20) 겨레말큰사전 문법용어중 감탄사는 단일용어로 통일되며 감탄사의 하위 범주는 사전
뜻풀이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 ≪겨레말큰사전≫보고회(2009),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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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고유명사에 관한 띄어쓰기에서 ｢중 2016｣에서는 “고유한 대상의 이름
은 붙여쓴다.”고 규정되며 남북한 규범의 예외 사항과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
범과 다르게 일관되게 붙여써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남한의 경우에 명사는 단어
별로 띄어쓰거나 붙여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큰 혼동
을 가져다줄 수 있다.21) 이로부터 중국 조선어는 언중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새롭게 규범 된 조항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 2016｣에
서는 불완전명사를 한자어 불완전명사와 고유어 불완전명사로 나누어 보고 서
로 다른 띄어쓰기 규범을 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조선어에서 불완전명사의
명사적 기능을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유어 불완전명사
의 명사적 기능을 인정하면서 띄어쓰고 한자어 불완전명사는 명사로서의 일반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의 단어와 붙여쓰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명사로 된 전문용어의 규정은 겨레말큰사전 의 규정에 따랐다. 즉
“의미 단위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22) 없이 결합된 단어가 너무 길

어 읽고 이해하기 힘들 때에는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용어를 의미 단위로 보아 붙여쓰게 된 것이다. 다만 용어 면에서는 남한의
규범을 따라 ‘학술용어’ 대신 ‘전문용어’로 바꾼 것이다. 또한 합의한 내용은 북
한의 제6항23) 내용과 일치하여 전문용어에 관한 띄어쓰기에서는 중국 조선어와
북한의 규범이 모두 겨레말큰사전 따라 붙여쓰기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수사에 관한 규정에서도 중국 조선어 고유의 특징이 나타난다. 수사에 관한
띄어쓰기에서는 남북한 규범과 겨레말큰사전 과 같이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쓴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 외 쉼표에 대한 규정도 명문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아라비아숫자의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1) 전경, ｢우리말 띄여쓰기에 대한 소견｣, 중국조선어문 , 제4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9, p.85.
22) 한국어에서는 조사로 명하고 있다.
23) 조선말규범집 (2010): 제6항. 단어들사이의 맞물림관계를 고려하여 뜻을 리해하기 쉽게
띄어쓰기를 할수 있다. 3) 토없이 결합된 단위가 너무 길어 읽고 리해하기 힘들 때에는
뜻 단위로 띄여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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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어가 전산화의 발전에 따라 체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전 규범에 없는 새로 추가된 기타 띄어쓰기, 즉 들여쓰기와 문
장부호에서 규정의 명문화 관련 사항이 있다. 이는 남북한 규범과 다르게 띄어
쓰기에서 제시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어만의 체계성을 추구하는 시도
로 보인다. 하지만 들여쓰기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시행되는 두 칸을 들여쓰는
관행을 따랐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를 명문화하여 제시한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2016년 새롭게 개정된 중국 ｢조선말 띄여쓰기｣를 주요 연구 대상
으로 하여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의 10년간 변화를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최근에 개정된 2016년 조선말규범집 에서는 2007년 조선말규범
집 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데, 총칙의 조항에서 “한국과 조선이 이미 합
의를 본 것을 그대로 쓴다.”라고 기술한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총칙
의 변화에 따라 구성과 내용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0년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구성에서는 제4장 ‘기타 띄어쓰기’ 내용을 추가하여 들여
쓰기와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명문화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 조선
어가 언어 전산화의 발전에 따라 띄어쓰기에서의 체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불완전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와 형용사 및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등의 변화이다. 특히 명사의 띄어쓰기 수정은 붙여쓰는
것으로부터 띄어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현행 중국 조
선어에서는 불완전명사를 명사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를 고유어 불완전명사와
한자어 불완전명사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띄어쓰기 규범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동사, 형용사에서의 수정이 가장 많았는데 예전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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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허용 범위를 넓혔는데 이는 사용에서의 헷갈림을 덜어주
어 사용에서의 효용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현행 띄어쓰기의 개정된 조항 내용은 외부적 요소가 된 남북한 언어 규
범과 겨레말큰사전 과의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현행 띄어쓰기의 새로운 변
화 조항에서 북한의 띄어쓰기와 더불어 남한과 겨레말큰사전 의 띄어쓰기 규
범, 문법용어 및 구성 내용을 따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띄어쓰기
규범과 현행 중국 조선어 사이의 공통점은 용언과 문장부호의 띄어쓰기이다. 비
록 규정의 내용은 완전히 같지 않지만 내용적인 구성을 보았을 때 비슷한 양상
으로 나타난다. 예전의 규범과 비교하였을 때 현행 중국 조선어는 인명, 호칭어,
관직명, 보조 용언 등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 그 규정은 모두 겨레말큰사
전 에서 규정한 단일어문규범을 따른 것이며 이를 통해 현행 중국 조선어가 단
일어문규범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 합성어에서는 중국
조선어, 남북한 모두 단일어문규범대로 통일되었다. 다만 대명사에 관한 띄어쓰
기에서 ‘우리말, 우리글, 우리 나라’를 합성어를 볼지 구로 볼지에 대하여 남한
에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모두 단일어문규범을 제안
대로 통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행 중국 조선어는 단일어문규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조선어 학자들이 단일어문규범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며 어문규범에서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행 중국 조선어는 내부적 요소가 된 자체의 언어와 실제 사용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이는 주로 불완전명사, 전문용어, 수사, 들여쓰기
와 문장부호의 띄어쓰기에 대한 현행 중국 조선어의 특징에서 나타난다. 현행
중국 조선어는 문법적 문제 외에도 실제 기능성, 대중적 사용성 외 전산화의 발
전에 따라 체계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 규범은 내부적으로 중국
조선어 언어 특성에 따르면서 남북한의 협의 내용을 우선으로 시범적으로 사용
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10년간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규범의 변화를 살펴보고, 띄어쓰기에 대
한 현행 중국 조선어와 남북한 및 단일어문규범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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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국 조선어 띄어쓰기의 실제 사용과 효과에 대하여
깊이 논의를 하지 못하였고 띄어쓰기 외 새로운 규범집의 ‘표준발음법’, ‘맞춤
법’, ‘문장부호법’에 관한 변화까지 미처 살피지 보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
다. 앞으로 해당 규범들이 통일한국어문규범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는 바,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겨레말큰사전남북한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 보고회, 200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규정 https://kornorms.korean.go.kr/main/main.do
2. 단행본
조선민주주의공화국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07.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16.
3. 논문
김철준, ｢새로 편찬된 《조선말규범집》의 일부 내용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제5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7, pp.5-10.
김해영, ｢중국조선어규범과 한국 어문 규정 차이에 대한 약간의 고찰-띄여쓰기, 철자, 문
장부호 등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어문 제1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1,
pp.80-89.
문영희·조일영, ｢중국 2016년 개정 ｢조선말 띄여쓰기｣의 변화 내용과 남북한 현행 띄어
쓰기 규정비교｣, 어문논집 제81권 0호, 민족어문학회, 2017, pp.187-222.
민현식, ｢남북한 띄어쓰기 규범문제의 현안-새로 나온 <조선말 띄여쓰기 규범>과 비교하
여-｣, 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 제3호, 2002, pp.9-49.
전경, ｢우리말 띄여쓰기에 대한 소견｣, 중국조선어문 제4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9, pp.78-86.
조태린, ｢언어 규범과 언어 변이의 문제｣, 사회언어학 제18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50 한중인문학연구 74

2010, pp.189-214.

논문접수일

2022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2년 03월 03일

게재확정일

2022년 03월 14일

중국 조선어의 띄어쓰기 규범에 대한 고찰 151

Abstract

Study about word spacing rules of China's Joseonmal
－Conducting in 2016, it focus on the change of word spacing rules reported in
the “Joseonmal Gyubeomjip”－

Jiang, Lina
The study will examine the 10 years changes of the writing norms in the “China's
Joseonmal Gyubeomjip”, which was revised in 2016, from both macro and microscopic
perspectives.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he “China's Joseonmal Ttuieosseugi”, we will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a's Joseonmal Ttuieosseugi” and the common features of the language standards
between South Korean Ttuieosseugi and North Korean Ttuieosseugi, which have
become other influencing factors, and the content of the single standard content of
“Gyeoremal Keunsajeon”, which has been agreed by the two Koreas. The new 2016
revision shows the first attempt to revise the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anguage
standard rules, and it is considered to have a great significance in achieving the
unification of a single language standard. In particular, it will be possible to freely
refer to the language norm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present the possibility of
a way to guess the effectiven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single standard norms from
the current Chinese language norm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Keyword

China's Joseoneo, China's Joseonmal Gyubeomjip, Ttuieosseugi

Gyubeomjip, China's Joseonmal Ttuieosseugi, South korean Ttuieosseugi,
North korean Ttuieosse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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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돎에 드러난 그리움의 함의
－윤대녕의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를 중심으로－

이계열*

국문요약
윤대녕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여행이나 노마드적 삶은 대체로 주인공의 내적 상황
을 고려하면 ‘떠돎’이라고 할 만하다. 이 떠돎은 ‘사랑’과 ‘죽음’의 사건 혹은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 그리움의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윤대녕 소설에서 ‘사랑’과 ‘죽음’의 사건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상상력이 근원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반영된 게 ‘나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윤대녕의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를 대상으로 하여 나무의 상상력에 주목
하여 주인공들의 ‘떠돎’에 드러난 그리움의 함의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윤대녕의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 등장하는 나무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실제 소설에서 등장하는 나무(木)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에서 불교 용어인 정화(淨化/
늙은 중의 발화)·대정(大定)과 불교 상징인 연꽃이 드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나무(南無)인
데, 서로 성격을 달리한다. 전자는 주로 사랑과 후자는 주로 죽음과 관련이 있다.
<탱자>에서의 탱자나무와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의 편백나무(숲)는, 미망에 들리고 회
한·상실·허무를 맛보게 한 이별을 전제로 한 사랑의 의미를 지닌 기호이다. 그리고 주인공
들이 처한 죽음(의 사태) 앞에서, <탱자>에서는 탱자나무와 연꽃을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
는 편백나무숲과 연꽃을 병치하였는데, 이는 연꽃이 청정을 뜻하는 점에서 갈애(渴愛)·무명
(無明)에서 벗어나 본연청정(本然淸淨)한 참생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명(歸命)-나무(南
無)와 상통한다.
불안이 내재해 있는 떠도는 자들인 <탱자>에서의 고모와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의 아버
지가 정화나 대정의 세계와 마주하면서 주체적으로 삶을 마무리하며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
이는 자세에는 얼마간 자신들의 갈등·상처를 해소·치유·극복하는 초월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윤대녕이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출가를 꿈꾼 적이 있는바 작품에 드러난 사랑은
부성 결핍과 죽음은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
주제어

떠돎, 그리움, 사랑, 죽음, 나무, 정화(淨化), 대정(大定),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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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떠돎의 서사
윤대녕은 1990년 <어머니의 숲>으로 등단한 이후 삶의 비의(悲意)가 드러나
는 소설세계를 보여 왔다. 자기정체성 탐색과 무관하지 않은 이러한 소설세계는
그의 네 번째 소설집인 제비를 기르다 에 오면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
그동안 윤대녕의 소설은 ‘존재의 시원 회귀’나 ‘존재의 근원 탐구’라는 주제의
식을 독특한 미학적 문체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비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나 ‘리얼리즘 전망의 부재’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1) 하지만 제비
를 기르다 에 수록된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는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여로형 구조를 지닌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는 이
전 작품들과 달리 길 위의 여성을 성적(性的)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주인공들이
처한 죽음의 사태를 주체적이고도 자율적으로 현실감 있게 해결하려는 국면을
보여준다. 즉 주인공들을 통해 길 위에서 죽음의 양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혹
은 삶의 양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분명
하게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로형 소설의 형태나 삶의 진실을 향한 깨달음이 여전하지
1) 곽동준,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위한 서사적 탐색-윤대녕론｣, 오늘의 문예비평 , 1995
겨울, pp.220-234; 남진우, ｢존재의 시원으로의 회귀 - 윤대녕의 소설 세계｣,『은어낚
시통신 , 문학동네, 1995, pp.301-313; 김소원, ｢영원회귀 속에 숨겨진 존재론적 음성보르헤스를 통해 본 윤대녕｣, 세계문학비교연구 , 세계문학비교학회, 2002,
pp.168-172; 유영미,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불교적 상상력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
술대학원 석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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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편안하게 체념”2)하는 태도로서의 동양적 사유방식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평화”3)를 모색하려는 작가의식의 발로로 여겨진다. “불완전함

이 곧 삶을 뜻하는 것”4)임을 “방랑하는 인생”5)에서 이미 체득한 작가에게 있어
서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윤대녕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여행이나 노마드적 삶은 대체로 주인공
의 내적 상황을 고려하면 ‘떠돎’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여행을 떠나거나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정황은 작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떠돎’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윤대녕의 소설에서 이 떠돎은 그리움의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주인공에게 내재한 절실한 그리움이 그를 떠돎의 길 위에 서 있게
한다.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는 떠돎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그리움의 정서

가 2개의 축6)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그리움이 ‘사랑’과 ‘죽음’
의 사건 혹은 의미를 동반하고 있다. 그리움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추

2) 윤대녕, 제비를 기르다 , 창비, 2009, p.214.
3) 윤대녕,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푸르메, 2010, p.25.
4) 윤대녕, 칼과 입술: 우리를 살게 하는 맛의 기억 사전 , 마음산책, 2016, p.290.
5) 고백하건대 당시 백부의 모습이 실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격만을 놓고 볼 때는 백부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 적어도 마흔 살까
지는 답습이라도 하듯 백부처럼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다./나는 비상등을 켠 채
5초쯤 생각하다, 차를 돌려 고향 근처에서부터 서둘러 멀어지기 시작했다. 유년의 상처
와 고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고향집은 조부만이 군림하던 절
대 고요의 사원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 쓰디쓰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을 알고 떠나야 하는 집./유독 어머니의 속을 썩인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그중에
하나는 바로 나였다(초등학교 때 이미 가출을 시도했으며 이후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
다)(윤대녕,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 현대문학, 2014, p.13, pp.18-19, p.27.)
6) 이 ‘축’을 ‘시뮬라크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뮬라크르는 이 우주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지속성과 자기 동일성을 가지
지 못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김정자, ｢윤대녕론-흩어지는 존재들과 다원적 자아-｣, 한
국문학이론과 비평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 p.8.)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사건이다. 이 말은 상당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시뮬라크르’라고 쓰는데, 감성적
언표(言表), 이마주 등등의 말들도 쓸 수 있다.(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 거름,
200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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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을 뜻한다. 노년에 이른 작중 인물은, 자신의 전(全)
생애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한 사랑과 죽음의 사건 혹은 의미 앞에서, 실
재하지만 자신에게 부재하는 타자로 인해 고통스럽고, 그 타자를 간절히 원한
다. 그리움은 여기에서 유발한다. <탱자>의 고모나 <편백나무숲 쪽으로>의 아
버지는 이 그리움에 들려 있다.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 사랑은 서사적 과거의 시간 속에서, 죽음
(의 사태)7)은 서사적 현재의 시간 속에서 전개된다. 여기서 과거가 상실의 시간

이라면, 현재는 성찰의 시간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는 얼마간 ‘환상
적 공간이자 근원적 공간의 상징적 성격’8)을 지니는 사물이 등장한다. 그것은
나무인데, 이는 작가의 상상력이 근원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반영된 듯하
다.9)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들 작품에서 탱자(나무)와 편백나무(숲)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우선 범박하게 말하면 이 나무는 사랑과 죽음
의 사건 혹은 의미를 지니는 성소로서 자리한다. 이와 동시에 불교적 세계관이
담긴 이 작품에서 나무는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 즉 작품에서는 작중 인물이 맞
닥뜨린 과거가 나무(木)의 상상력으로, 현재는 나무(南無)의 상상력으로 펼쳐진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탱자>에서는 고모가,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는 아버지가 주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탱자>에서의 고모는 떠
나간 절름발이 선생을 향한 연모로 평생을 떠돌았고,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
의 아버지는 가출한 아내를 향한 연모로 평생을 떠돌았다. 그리움에 들린 이 둘
의 떠돎은 한 생을 바치고서야 끝이 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윤대녕의 <탱
자>·<편백나무숲 쪽으로>를 대상으로 하여 나무의 상상력에 주목하여 주인공
7)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의 사태’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
다’라는 사실과의 직면이다.(최성환, ｢죽음의 해석학:사태(Tatsache, Matter of fact)로
서의 죽음｣, 철학탐구 제16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4, p.43.)
8) 한상훈, ｢윤대녕의 단편 ‘편백나무숲 쪽으로’｣, https://blog.naver.com/hansan53/221694664758
2019. 11. 1.
9) 바슐라르에 의하면 시인은 자신이 애호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상상력의 근원
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반영된다.(방민화, ｢윤대녕의 ‘탱자’에 나타난 정화의식(淨
火儀式)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4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년 가을호,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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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떠돎’에 드러난 그리움의 함의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작가의 세계관을 짚어봄으로써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문학적 가능성과 한
계도 짚어보고자 한다. 그동안 윤대녕의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 대한
작품 분석이 얼마간 단편적으로 혹은 추상적10)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윤
대녕의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 대한 정치한 작품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2. 나무(木)/나무(南無)의 상상력
윤대녕의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는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돋보
인다.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실제 소설에
서 등장하는 나무(木)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에서 불교 용어나 불교 상징이 드러
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나무(南無)인데, 그리움의 정서와 관련 있는 이 나무는 서
로 성격을 달리한다.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삶을 염두에 둘 때, 전자가 주로 사랑
과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
우선 나무(木)를 살펴보면, 생태문학적 상상력에 의하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11) 특히 우주목과 세계수로서의 나무는 생명체로 인식
되어 성스러움을 현현하는 성물로 나타난다. 불타(佛陀)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
수나 한국 단군신화의 신단수가 그러하다.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 등
장하는 나무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물론 이 나무는 일차적으로 주인공
들의 전(全) 생애를 지배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징으로 읽히지
만, 노년에 이른 주인공들에게서 보이는 의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그 사랑의 바
10) 고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쭈글쭈글 누런빛을 띠면서 곰팡이 핀” 탱자를 재의 이미지로
보고 이는 제법무아(諸法無我)-열반(涅槃)-공(空)을 의미한다고 본 견해(방민화, ｢윤대
녕의 ‘탱자’에 나타난 정화의식(淨火儀式)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4집, 세계문학
비교학회, 2018년 가을호, pp.137-138.)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비약적인 논리로 여겨진
다.
11) 김재웅, ｢‘삼국유사’와 생태문학적 상상력｣, 국학연구론총 제18집, 택민국학연구원,
2016,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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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더리가 확장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인간사에서 사랑에는 ‘상실과 좌절’12)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별이 그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는 이별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 엿보인다. 집을 나가는 사람들로 그려진 주인공들은 이러한 국면에
처하여 평생 고통스런 삶을 살고 상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나
무라는 기표 속에는 돌아갈 수 없는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라는 기의가 숨어 있다. 사랑의 흔적-욕망의 징표로서의 나무와 주인공은 하나
이다. 이때 나무는 생명력의 표상이 된다.
다음으로 나무(南無)13)를 살펴보면, 불교 용어인 나무는 범어(梵語)인
Namass를 음사(音寫)한 말로 귀명(歸命)·귀의(歸依)라 번역한다. 글자 그대로
‘내 생명을 바쳐서 돌아간다.’는 뜻을 지닌 이 귀명은 참생명으로 돌아간다는 말

이다. 즉 모든 생명은 무명(無明)과 갈애(渴愛)에 의해 본연청정(本然淸淨)한
진여(眞如)의 근원을 스스로 배반하고 거짓의 허상에 사로잡혀 번뇌와 속진(俗
塵)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과 잘못을 던져버리고 본래의 진실, 옮음으로

돌아가고자 함이 귀명인 것이다. 결국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南無)이
기도 하다.
12) 상실은 하락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소유물’을 잃은 주체의 심정을 보여주며, 이것은 일종
의 ‘잃어버린 보물’과 같은 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 좌절의 경우에는 일종의 ‘시간
여행’ 은유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행위자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장벽을 만난 상태,
곧 인과적 원인과 결과라는 구조를 갖는 감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경호, ｢슬픔은 어디
에서 오는가-신체화된 마음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31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
구소, 2012, p.139.)
사랑에 슬픔이 동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의 ‘슬픔 경험에 따른 일반화’는 인간의
온전한 실존의 지평을 열기 위하여서 눈여겨볼 만하다. “(G1) x는 y의 사망, 이별 또는
어려움을 슬퍼한다 ↔ / (G2) x는 y에 연대하여 y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 (G3)
y가 사망, 이별, 또는 어려워져 x는 그의 중요한 부분 상실을 경험한다. & / (G4) x는
이 공허감이 부과하는 아픔을 겪는다.”(정대현, ｢슬픔:또 하나의 실존 범주｣, 철학 제
100집, 한국철학회, 2009, p.50.)
13) 용어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참조. 여기서 무명(無明)은 진리에 대한 무
지를 뜻하고, 갈애(渴愛)는 오욕을 탐하는 애착을 뜻한다.(곽철환 편저, 불교사전 , 시
공사, 2010, p.21, p.97, p.177; 운허 용하, 불교사전 , 동국대학교부설 역경원, 1997,
p.218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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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는 불교 용어인 정화(淨化/늙은 중의 발

화)·대정(大定)과 불교 상징인 연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두는
나무(南無)로 수렴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중심에 두
고 한 생을 회고하고 성찰하고 마무리하는 노년의 삶을 보여준다. 다만 <탱자>
가 여성버전이라면 <편백나무숲 쪽으로>는 남성버전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
을 드러낸다. 죽음의 방식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
이다.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이 보여주는 죽음의 방식에는 그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다.14) 작가는 떠돎으로 삶을 이어간 주인공들을 통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얼마간 자신만의 답을 던지고 있다.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는 죽음을 앞둔 주인공들이 자신의 삶의

존재론적 결핍을 직시하고 종국적으로 스스로 자유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죽음으로의 선구(先驅, Vorlaufen)”15)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은 우
주 질서·우주 섭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작품은 노년으
로서 “인간 성장의 마지막 기회”16)에 놓인 이들을 통해 “내면적 죽음의 평등”17)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윤대녕의 소설에서 ‘길
찾기’는 선명하고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미궁으로 빠져 든다18)는 평가는 이들 작품에서는 일정 정도 재고되어
야 하리라고 본다. 요컨대 작가에게 있어서 ‘존재의 시원’ 혹은 ‘영원 회귀’는 종
14) 오진탁,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3-12차시 강의｣, 동양철학의 죽음이해 , 한림대학교 공
개강의, 2011, p.9.
15) 하이데거는 죽음은 가장 확실한 가능성인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인수하면서 일상적인 가능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적인 가능성
을 선택하는 것을 ‘죽음을 향해 자각적으로 앞서 달려감’ 즉 ‘죽음으로의 선구(先驅,
Vorlaufen)’라고 불렀다.(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 동녘, 2004, p.101.)
16) 정재걸, ｢죽음교육에 대한 일 연구-화엄의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제13집, 동양사회 사상학회, 2006, p.209.
17) 육체적, 심리적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평화롭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교육은 바로 이러한 내면적 ‘죽음의 평등’을 위한 교육이다.
(위의 논문, p.206.)
18) 정현숙, ｢윤대녕 소설의 공간과 토포필리아(Topophilia)｣, 강원문화연구 제24집, 강원
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5,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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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는바 소설적 형상화에 있어서 그 세계에 대
한 가능성과 한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 정화(淨化)의 세계 - <탱자>
<탱자>는 한 여인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작품에서 화자인 ‘나’의 경자 고모로

칭해지는 그녀는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한 맺힌 삶을 풀어낸다. 이 작품
에서 고모를 둘러싼 중요한 사건은 사랑과 죽음인데, 그 매개물로 작용하는 것
이 탱자나무와 연꽃이다.
먼저 탱자나무는 고모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해온 사랑의 이야기-의미가 담
긴 물상이다.
“(…)열여섯에 절름발이 선생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 돌아온 뒤부터는 형제자매
들까지 외면하더구나. 그래도 원망 따위는 하지 않았다. 숯덩이처럼 부엌에 숨어살
며 십 년을 견딘 건 그 절름발이 선생과의 약속 때문이었단다. (…) 그 양반은 학교
울타리에서 퍼런 탱자를 몇개 따주더니 이것이 노랗게 익을 때 한번 찾아가마 하더
라. 그 말을 믿고 한산을 떠나오는데 내 팔자가 정말 기가 막히더구나. (…)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던가요? 다시 합쳐 살자는 얘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내가 싫더라. 차부까지 걸어서 갔는데 뒤를 쫓아오지도 않더구나.
조금 기다려보다 차 시간이 남아 택시를 타고 그 양반이 다니던 학교에 가봤더니라.

아직도 탱자나무 울타리가 그대로 있나 싶어서 말이다.”
“……있었군요.”
“있더구나.”
“그럼 그게 그거군요.”
“그래, 그게 그거다. 괜히 옛생각이 나서 한보따리나 따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
고 다음날 바로 설악산으로 떠난 거지.”19)

고모는 열여섯에 절름발이 선생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 선생 노모의 반대
로 고모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양가부모의 허락 하에 혼례를 올리자는 선생과의
19) 윤대녕, <탱자>, 제비를 기르다 , 창비, 2009,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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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기약하며 10년을 견디었다. 고모가 5년을 기다리다 찾아가 보니 선생은
다른 처자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날 선생은 학교 울타리에서 퍼런 탱자를 몇
개 따주며 이것이 익을 때 찾아가겠노라 다시 기약할 뿐이었다. 한참 후 고모가
시집을 가기 전에 선생이 찾아와 자신의 둘째 아이가 태어날 거라며 “가슴에 못
이 박히는 소리를 내뱉고” 잘 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실은 고모는 타고난 박색에다 마르고 키까지 작아 어려서부터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녀는 늘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 있는 ‘부엌데기’였다. 그
녀가 선생과 야반도주한 데는 ‘연민’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고 본다. “병신처럼
계속 절룩거리며 걷지 말고 차라리 내 등에 업혀 함께 어디든 가자”는 말을 선생
에게 한 후 둘은 “가슴이 미어”졌고 “흐느”꼈다. 둘 사이에는 사람대접을 못 받
은 동병상린의 아픔이 존재한다.
고모에게 있어서 얼마간 고통의 원천은 타인에게서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따른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없음’에서 비롯한다. 열여섯 이전에는 식
구들에게서, 그 이후에는 선생에게서 야기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없음’이 그
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으리라고 보아도 무
리가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탱자가 익을 때 찾아오겠다는 선생과의 사랑의
언약 즉 ‘기다림’이 끝내 무산되었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없음이나 무력감
은 극에 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사랑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기다리는 삶보다
더 힘든 삶은 없다는 것”20)을 고모의 일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75세에 이른
고모가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에, 열여섯에 선생과 100일 동안 함께했던 한산의
옛집 근처에 있는 학교 울타리의 탱자나무를 보고 오거나 그 탱자를 따온 것은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행위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오래도
록 품었던 선생에 대한 애착에서 얼마간 놓여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탱자나무는 쓰라린 사랑의 의미를 지닌 기호이다. 그 사랑은, 연
민에서 촉발하였으나 기대·배신으로 나아간 이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했던 고모의 바람은 끝내 ‘귤화위지’21)가 되지는 못한

20) 윤대녕,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푸르메, 2010,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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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연꽃은 고모의 죽음의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물상이다. 실은 고모의 제주도 여행은 자신의 죽음을 마무리하려는 데 있다. 고
모는 5월에 폐암 진단을 받고, 7월에 제주도 여행을 하고, 10월에 사망한다. “죽
음의 방식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반영”22)이다. 고모는 선생과 헤어진 후
두 남자를 거치면서 대단히 신산한 삶을 홀로 헤쳐 왔는데, 이를 제주도에 사는
조카인 ‘나’에게 풀어놓음으로써 몰래 스스로 자신의 죽음 준비를 적극적으로 시
도한 셈이다. 고모의 과거가 사랑으로 점철된 괴롭고 덧없는 삶이었다면 현재는
죽음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올봄에 통영에서 제주로 오는 배 안에서 마주친 어떤 늙은 중이, 사람은 가끔 정
화(淨化) 되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 수 없으리라 내게 말하였다. 그래서 굳이 갈 곳이
없음에도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때 나는 진해에 가서 벚꽃을 보고 돌아
오는 길이었다. 정화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내 손에 들려 있는 빨갛게 타들어가
는 담뱃불과 옆에 놓인 소주병을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덧붙이기를, 죽음이 들기
전에도 아마 다시 이러리라 멋쩍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23)
고모가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여객선 터미널 창을 통해 바다를 내다보
았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콘솔박스를 열어보니 보름새 탱자는 쭈글쭈글 누런빛을 띠
면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새 썩어가는지 고약한 냄새마저 풍기고 있었다. 그러
나 버리지 않고 콘솔박스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
떠밀어 보낸다는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목원
연못에 들러보았다. 연꽃은 그날도 물위에 흐드러지게 떠 있었다.24)
21) “글쎄…… 귤이 어디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마침 그 말이 생각나 몇
개 따왔다.”/아까 가방 안을 훔쳐보니 스무 개 남짓이나 돼 보였다. 아무려나 고모의 말
을 듣고 나는 언뜻 놀랐다. 귤화위지(橘化爲枳). 곧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
다는 고사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음이었다./“내 부질없는 마음엔 탱자를 갖고 물을 건
너면 혹시 귤이 되지 않을까 싶어 들고 왔더니라.”(윤대녕, <탱자>, 제비를 기르다 , 창
비, 2009, pp.112-113.)
22) 오진탁, 앞의 논문, p.1.
23) 윤대녕, <탱자>, 제비를 기르다 , 창비, 2009, p.98.
24) 위의 책,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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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연꽃 장면은 세 번 이어진다. 고모가 방파제에서 식사하며 연꽃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과 수목원에서 연꽃을 보고 절름발이 선생과의 사랑 이
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제주도를 떠나는 고모를 마지막으로 배웅한 후에 ‘나’
가 연꽃을 보는 장면이 그것이다. 고모에게 있어서 연꽃은 제주도에 오기 전에
거쳐 온 경주 불국사의 석굴암을 보고난 뒤부터 줄곧 떠나지 않는 감응으로 자
리하고, ‘나’에게 있어서 연꽃은 “떠밀어 보낸다는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리
는 그 무엇에 해당한다. 앞의 두 장면은 고모와 관련이 있고 뒤의 한 장면은 ‘나’
와 관련이 있지만, 작품의 3분의 2지점에서부터 작품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연
꽃은 모두 작품 초입에 나오는 ‘정화(淨化)’와 유사한 맥락으로 읽힌다. 즉 추상
적인 언어인 ‘정화’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작가의 서술 전략이 깔려 있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올봄에 ‘나’는 늙은 중에게서 “사람은 가끔 정
화(淨化) 되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 수 없으리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정화가
무엇이냐고 ‘나’가 물었을 때 그는 담뱃불과 소주병을 가리키며 덧붙이기를 “죽
음에 들기 전에도 아마 다시 이러리라” 말하였다. 정화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전적 뜻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불교의 상징인 연
꽃은 ‘청정(淸淨)’을 뜻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꽃은 비록 진흙 속에 몸을 담
고 있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자신의 청정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와 마찬가
지로 사람의 마음은 본시 청정하여 나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성
(自性)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경우 인간은 어떠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청정한 것이다. 범박하게 말해 정화-청정-자
성-부처(覺)-연꽃은 다 한 계열체에 속한다.
고모가 석굴암의 부처를 본 후 연꽃 생각을 지우지 못하거나, 고모가 수목원
연꽃을 본 다음 절름발이 선생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얼마 전에 합쳐 살자는
선생의 제의를 거절하거나, 또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나’가 고모를 배
웅한 후에 연꽃 앞에 서성인 것에는 모두 이와 같은 정화-청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혹은 정화-청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모는 20년 동안 술을 마시며 “기나긴 밤”을 보내왔고 10
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다. 몇 달 전에 다 끊었지만 지금은 “사람과 어울리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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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가면 담배도 가끔 생각이 나”는 상태이다. 고모는 ‘나’에게 술·담배가
“참 좋”다고 연꽃이 보고 싶다고 “간절한 표정”으로 말한 바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없음-연민-사랑의 연쇄 작용 혹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한 고통이
술·담배 없이는 ‘시름’을 지울 수 없었던 게 고모이다. 하지만 고모가 죽음의
사태 앞에서 끝내 연꽃25)을 되새기고, ‘나’가 고모를 보내고 나서 다시 연꽃을
보는 행위는 오욕(慾)을 탐하는 애착을 뜻하는 ‘갈애(無明)’·사물에 대한 도리
를 밝게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무명(無明)’에서 비롯한 자기 존재에 대한 가
치 없음-연민-사랑의 연쇄 작용 혹은 사랑의 결핍 등을 정화-청정으로 전환시
키려는 작가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즉 석굴암의 부처를 본 후 죽음을 앞둔 고
모가 연꽃을 되새기는 행위는 진흙과도 같았던 자신의 삶을 청산·전환시키고
자 하는 정화 의지의 발현인 셈이다. 이때 정화는 앞서 말한, 무명(無明)과 갈애
(渴愛)에서 벗어나 본연청정(本然淸淨)한 참생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명(歸
命)-나무(南無)와 같다. 따라서 청정·정화의 상징인 연꽃으로써 노년에 이른

고모를 통해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한 죽음(의 사태)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
계·인간적 차원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소멸이 아니라 한 생명체로서 우주계·
우주적 차원에서의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 혹은 깨어남”26)이라 할 만하다.

2) 대정(大定)의 세계 - <편백나무숲 쪽으로>
<편백나무숲 쪽으로>는 한 남자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작품에서 찬영의 ‘아

버지’로 불리는 그는 3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 이 작품
에서 아버지를 둘러싼 중요한 사건은 사랑과 죽음인데, 그 매개물로 작용하는
25) 방민화는 “술과 담배는 힘든 시기마다 시름을 덜었던 고모에게 기호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물과 불이라는 물질적 상상력으로 정화의 의미를 생성한다.”고 보았다.(방민화,
｢윤대녕의 ‘탱자’에 나타난 정화의식(淨火儀式)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4집, 세
계문학비교학회, 2018년 가을호, p.133.) 여기서 정화의 의미를 논하면서 작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연꽃’ 장면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점은 아쉬
운 부분이 있다. 즉 고모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작품에 등장하는 술-담배-연꽃을 유기
적으로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6) 오진탁, 앞의 논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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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편백나무(숲)와 연꽃이다.
고향 옛집에 있는 편백나무숲은 아버지의 젊은 날과 노년을 사로잡은 (수수
께끼를 품은) 물상이다. 즉 이 작품에는 편백나무숲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죽
음의 이야기-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니 아비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아느냐?”
“외가에 갔던 어미가 돌아오지 않자 찾아나갔는데, 그후 소식이 두절되었다고 들
었습니다. 누가 바람이 났던가요? 자세한 건 모릅니다.”
끙, 하고 돌아앉으며 백부가 다시 혀를 찾다. 그래봤자 찬영이 사춘기 때 백모를
조르고 졸라 겨우 얻어들은 이야기였다. 본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었을지 모르
나 찬영으로서는 실감나지도 않는 신파 따위의 얘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다음 일은 여태 나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 집 나간 니 어미를 찾아 나갔더니
라. 속히 며칠 다녀오마 하더니만 끝내 돌아오지 않더구나. 그저 찰나를 못 버텨 미
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또한 사람의 일이지 싶다. 비렁뱅이꼴로 떠돌다 이년 후에나
속초 근처에서 겨우 찾아냈는데, 짐작대로 남의 여자가 되어 병든 채 살고 있다고
하더니라.”27)

아버지는 찬영이가 5살 때 집을 나갔다. 찬영은 백부에게 키워졌고 그에게서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소
식이 두절된다. 실은 아버지는 “비렁뱅이꼴로 떠돌다” 2년 후에 속초에서 아내
를 찾아냈지만, 그녀는 남의 여자가 되어 사내아이를 낳고 골수암으로 사망한
다. 아내가 죽던 날, 아이 아버지가 사라지자 아버지는 그 아이를 주문진 식당
여자에게 맡겨 키우다 그녀와 살림을 차리고 딸을 두게 된다. 아버지의 젊은 날
은 아내를 쫓다가 거기서 비롯된 고통스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찬
영이가 그러하듯 아버지도 아내가 “그리워 방황한 날들”을 보냈다. 아버지의 삶
은 “한 여인 속에 이 세상의 모든 비의가 깃들어 있”28)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편백나무숲은 아버지의 욕망의 기호로 읽힌다. 아버지는
27) 윤대녕, <편백나무숲 쪽으로>, 제비를 기르다 , 창비, 2009, pp.146-147.
28) 윤대녕,『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푸르메, 2010,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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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와 함께 20살 무렵 편백나무숲 산막에서 토굴에 숨어 있는 수백 년 된 대정
(大定)에 든 뱀을 찾겠다고 1년을 머문 적이 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이러한

행동은 반복되었다. 뱀은 예전부터 성(性)-본능의 세계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혈기왕성한 아버지가 ‘지극히 고요한 상태’인 대정에 든 뱀을 찾으려고 편백나무
숲을 헤맨 행위는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지 못한 반사행위 혹은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고자 한 무의식적인 발로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할 경우 젊은 날, 아
버지에게 있어서 대정에 든 뱀이 깃든 편백나무숲은 일정 정도 자신의 욕망-내
적 갈등-사랑을 다스리고자 한 성소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
에서 이 사랑은 종내, 아버지가 아내를 찾으러 “며칠 다녀오마” 하고 집을 나갔
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은 것과 같이 “찰나를 못 버텨 미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읍내 고등학교 교사였으나 집
을 나간 후 반평생을 부두 하역장 일을 하며 “생의 회한과 허무를 이겨내”고자
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즉 그 사랑은, 미망에 들리고 회한과 상실과 허무를
맛보게 한 이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찾고자 한 아버지의 바람
은, 젊은 날 대정에 든 뱀이 깃든 편백나무숲을 보지 못한 것과 동궤에 놓인다.
사실 아버지가 3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마
무리하기 위해서이다. 아버지는 간암에 걸렸는데, 백부에게 자신의 신산한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은 다음에 얼마 후 병실에서 사라진다. 아버지는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동물들이 죽듯이 아버지는
편백나무숲 속으로 들어 “내 의지로 나를 떠난다”29)는 방식으로 육신의 옷을 벗
고자 하였다.
“니 아비가 돌아온 밤이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곧 대정
(大靜)에 들고 싶다 하더니라.”
29) 스코트 니어링은 평온하고도 위엄을 갖춘 품격 높은 죽음의 한 전형으로 언급되는데,
그는 죽기 한 달 전,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맑은 의식을 지니고 죽
음을 맞이하기 위해 신중하게 여행 떠날 시간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했다. 그는 이 무렵
“기쁘게 살았으니 기쁘게 죽으리라.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떠난다.”라는 말을 즐겨했다.
(오진탁, 앞의 논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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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이 무엇입니까?”
“절집 사람들은 대정(大定)이라고도 하더구나. 이윽고, 큰 고요함에 든다는 뜻이

겠지.”
큰 고요함,이라고 찬영은 속으로 천천히 되뇌어보았다.
“너도 알겠지만, 뒷산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삼백만평의 편백나무숲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느니라. 나도 오래전부터 그저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더니라. 거기 깊은
숲속 어딘가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수백년 된 뱀이 한마리 산다고 들었다.
집채만한 아주 큰 뱀 말이다.”30)

아버지는 병실에서 사라지기 전에, 백부에게 “곧 대정에 들고 싶다”고 말하였
고, “이제 편백나무숲으로 가서 대정에 들리라”고 말한 바 있다. 대정은 대선정
(大禪定)을 뜻한다. 대선정은 붓다가 수행하여 도달한 한 경지로서 이를 통해

삼라만상과 우주를 깨닫는다고 한다. 즉 선정31)은 마음의 고요한 집중 상태인
데, 이때는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맑아서 만물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욕심을
벗어나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에 이르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죽음을 대선정에 들었다고 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지향점은 여기에 있다. 젊은 시절부터 떠돌던 편백나
무숲이 노년에 이르러 더 절실한 것은 죽음의 사태에 직면해서일 터이다. 아버
지가 백부에게 남긴 말로 미루어, 아버지는 (대정에 든 뱀이 있는) 편백나무숲으
로 들었으리라 추정된다. 아버지가 고통스런 병든 몸을 의탁할 곳, 바꾸어 말하
면 고통스런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도로 마련된 게 대정(大定)이
다.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가치로움의 최대치
의 발현이기도 하다. 대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상태는 고통의 근원인 욕망이 쉬어버린 참자기(Self)참생명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죽음의 사태에서 이와 같은 의도·의지를
지니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용기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할 뿐만 아

30) 윤대녕, <편백나무숲 쪽으로>, 제비를 기르다 , 창비, 2009, pp.148-149.
31) 선정에 대해서는 Bhikkhu Bodhi, 팔정도 , 전병재 역, 고요한 소리, 2017, pp.182-204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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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참으로 존엄스런 것이기도 하다.
실은 아버지는 편백나무숲에 들기 전에 이미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자 하였다.
병원 입원 시,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아버지는 의사의 말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를 범박하게 본다면, 대정
에 든 죽은 듯 움직임이 없는 ‘뱀’과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의 의도·의지에 따라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는 동질적이다. 아버지가 죽음의 사태에서
취한 (대정에 든 뱀이 있는) 편백나무숲-대정-참생명-자유-평화의 세계는 같
다. 따라서 편백나무숲으로써 아버지를 통해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한 죽음
(의 사태)의 의미는 육체적 정신적인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 ‘호모 오이다이모니

아’(Homo eudaimonia)32)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호모 오이다이모니아
란 자신의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삶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자기 완성적 상태’를
뜻한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차후엔 그 숲이 네 아비의 무덤이라고 생각하
거라”라는 백부의 말이나 곧바로 찬영이가 편백나무숲 쪽으로 향하기 전에 마당
연못에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참’인 ‘연꽃 봉오리들’을 보는 장면은 모두 이를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청정을 뜻하는 불교 상징인 ‘연꽃 봉오리들’을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배치한 것과 이 작품의 제목을 ‘편백나무숲’이 아니라
‘편백나무숲 쪽으로’라고 한 것은 무명(無明)과 갈애(渴愛)에서 벗어나 본연청정
(本然淸淨)한 참생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의-귀명-나무(南無)와 상통하고

이에 대한 확호한 작가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는 작가의 세계관의 지향점
이기도 하다.
윤대녕의 <탱자>와 <편백나무숲 쪽으로>는 인간에 내재한 정화나 대정의 세
계를 지향하고자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두 소설에서 불교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이것이 얼마간 인물의 말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
러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정화나 정화를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
서 말할 수 있는 불교 수행의 한 상태인 대정의 세계는, 한 인간이 고요함에 이
32) 김종엽, ｢우울은 왜 불행의 언어가 되었을까?｣,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74집, 한국현상
학회, 2017,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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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있는 그대로 알고 봄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나는 정신적 경지이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모종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인데, 이것이 고모와 아버지의 다
단한 행위 속에서 밀도 있게 온전히 구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윤대녕의 <탱자>와 <편백나무숲 쪽으로>에 등장하는 고모와 아버지가 가출
을 하며 얼마간 안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직면해서도 길을 나섰던
데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과 초월에 대한 염원이 있어서이다. 이는 가출-출가에
관한 작가의 성장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3. 나오며 - 초월의 가능성
윤대녕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떠도는 자들이다. 미망·허무를 내포
한 사랑과 참생명으로의 귀의를 내포한 죽음(의 사태)으로서의 그리움을 간직하
고 있는 주인공들의 이 떠돎에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자각하면서 그것에 책
임을 지도록 몰아가는 기분’33)인 불안이 내재해 있다. <탱자>의 고모나 <편백나
무숲 쪽으로>의 아버지의 생애는 이 불안을 돌보려는 고투의 기록처럼 보인다.
불안을 제대로 다룰 줄 알 때 그리움의 정서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 즉 이 지점
에서 초월의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다.
초월(transcendence)은 ‘무엇인가를 지나가는 것’이며 ‘무엇인가로부터 벗어
나 있거나,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것(beyond)’이다.34) 여기서 넘어선다는 것은,
위의 작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주인공들이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극복하
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작품에 드러난 사랑과 죽음의 사건·의미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나무(木/南無)의 상상력은 이를 방증한다.
특히 <탱자>·<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 나무(南無)의 상상력에 해당하는 정
화나 대정의 세계는 ‘징후를 제공하는 대화’35)로 처리되어 있다. 그것은 의문을
33) 홍용희, 앞의 논문, p.315. <탱자>의 고모나 <편백나무숲 쪽으로>의 아버지는 모두 홀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전자가 절름발이 선생이나 조카
인 ‘나’에게 후자가 아들인 찬영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 의탁하지 않는 얼마간 의연한 삶의 자세를 보인다.
34) Joseph Campbell, 네가 바로 그것이다 , 박경미 역, 해바라기, 2004, pp.218-219.

170 한중인문학연구 74

유발하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의문과 사유는 우리들이 경험했던 불
확실성의 느낌들을 확실성의 상태로 바꾸기를 열망’36)하게 한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작품에서 <탱자>에서의 ‘나’나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의 ‘찬영’
이라는 관찰자를 내세워 비판적 성찰-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실마리를 열어두
고 있다.
<탱자>에서의 고모의 삶-죽음의 행로나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의 아버지

의 삶-죽음의 행로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시선에서 혹은 작품의 구조에서 사문
유관37)을 떠올리게 된다. 노인(늙음)-병자(질병)-죽은 이(죽음)-수행자(해탈)
는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드러나는 바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사태에 이른 <탱자>에서의 고모와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의 아버지를 지켜보
는 관찰자들은 30년(<탱자>)·35년(<편백나무숲 쪽으로>) 만에 그들과 재회를
하고 있는, 이미 세상의 풍파를 견뎌온 중년의 사내들이다. 즉 주인공들이 바라
는 ‘쉼-인생의 미해결의 과제를 완성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 것
이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두 작품에서의 고모와 아버지의 마지막 여
행·여정은 다소 ‘영적 죽음’38)의 측면에서 접근된 감이 있는데, 이는 불교의 해
35) 김미정·신형철·정여울·복도훈, ｢상처의 승화에서 욕망의 잔혹극까지-2005년 가을의
한국소설｣, 문학동네 제12권 4호, 문학동네출판부, 2005, p.8. 앞에서 언급했듯이,
<탱자>에서는 늙은 중과 ‘나’가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는 백부와 아버지(‘나’)가 이를
담당한다.
36) 최성환, 앞의 논문, p.37.
37) 석가모니는 출가하기 전 태자시절에 동문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백발에 허리 굽은 노
인을 보고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고, 남문 밖에서는 병자를 보고 질병
의 괴로움을 알았고, 서문 밖에서 장례행렬을 만나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 후 북문에서 출가 수행자를 만난 후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후 태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였고, 마침내 출가 수
행하였던 것이다.-사문유관 [四門遊觀] (김영미, ｢불교의 죽음관｣, 종교와 한국인의 죽
음관 ,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1999, p.92.)
38) WHO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4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말한다. 그렇다면 죽음도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바람직한데 우리 사회는 육
체의 죽음, 연명 치료 중단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다.(오진탁, ｢국내외 웰다잉 논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1차시 강의｣, 동양철학의 죽음이해 , 한림대학교 201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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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자유를 지향한 작가의 세계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의 한가운데를 어두운 숲처럼 더듬더듬 관통하면서 나는 ‘그 모든 어찌
할 수 없음’에 대한 억누룰 수 없는 그리움을 자주 체험했다. 삶의 정체는 결국 그리
움이었을까?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겠으나, 몇해 동안 여러 죽음의 소식을 접해야만 했다.
그중 한 죽음은 내게 너무도 뼈아픈 것이어서 그것을 덜컥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긴
세월 함께 몸부림쳤다. (중략) 나는 문학이 왜 내게 문학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새삼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리움들을 밖으로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나
는 또한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중략) 삶이 계속되는 한 그리움은 계속되고 또한 누군가 조용히 숨어 글을 바라
고 쓰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39)

윤대녕은 삶의 정체가 ‘그리움’이라고 말한다. ‘그 모든 어찌할 수 없음’에 대
한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이 있다고 한다. 윤대녕 소설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사
랑과 죽음(의 사태, 이별)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대체로 어찌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주의 질서로써 존재한다. 윤대녕에
게 있어서 사랑은 부성 결핍40)과, 죽음은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공개강의, 2011, p.5.)
작품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앞둔 <탱자>에서의 고모가 석굴암을 둘러보고 부처-연꽃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의 아버지가 대정에 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생사근본(生死根本)에 대한 영적 탐색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죽
음’에 대해서는 오진탁,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7차시 강의｣, 동양철학의 죽음
이해 , 한림대학교 2011년 2학기 공개강의, pp.1-10 참조할 것.
39) 윤대녕, ｢작가의 말｣, 제비를 기르다 , 창비, 2009, pp.315-316.
40) 윤대녕,『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 현대문학, 2014, p.23. p.27.
부모가 도시로 분가한 뒤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나는 항상 그리움에 사무쳐 지
냈다. 봄부터 가을까지 나는 햇살이 어른거리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담장 위에 떠있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목욕탕 냄새란 싸구려 비누와 스킨로션,
그리고 공용으로 쓰는 수건 냄새를 뜻하는 것일 터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아버지의
냄새로 각인되었다.(...) 내게 부성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
다.(...)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무려 50이 가까운 나이
에 말이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 콤플렉스가 있다.(윤대녕,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푸
르메, 2010, p.16,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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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녕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려 네 살 무
렵부터 아홉 살이 될 때까지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 이미
가출을 시도했고 이후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들이 현실의 삶을 견디다 못해, 절름발이 선생과 함께 집을 나가거나(<탱자>에
서의 고모) 혹은 집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하여 집을 나가거나(<편백나무숲 쪽으
로>에서의 아버지) 혹은 작중 관찰자들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워하는
것은 모두 얼마간 부성 결핍(아버지 콤플렉스)에서 비롯한 사랑을 갈망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의 산물이다. 윤대녕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가족이라는 제도
는 이미 깨어진 제도41)로 그려진 것이 이에 말미암는다.
다른 한편으로 윤대녕은 대학시절 출가를 꿈꾼 적이 있고42), 그로부터 20년
이 지난 아직도 출가를 꿈꾼다43)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로부터 2년 후 차생에
는 출가 귀의하여 말로써 삶을 부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요한 명상의 세계에
서 ‘법(法)으로 등을 밝히고 스스로 등을 밝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44)고 피력
한 바가 있다. 즉 그는 ‘나라는 존재의 진면목(眞面目)을 참구’하고자 하는 바 우
리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영원한 질문45)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던 셈이다. 이는 존재의 시원에 대한 물음이다. 그의 작품에서 죽음이 심도
41) 장석주, ｢도망가는 <나>와 <나>를 부르는 산란중인 <그녀>들-윤대녕론｣, 작가세계 ,
2001, p.103.
42) 윤대녕,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 현대문학, 2014, p.110.
43) 윤대녕,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푸르메, 2010, pp.136-138.
44) 윤대녕은 대여섯 살 때 덕숭산 수덕사에 자주 다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의 세계로 일찌감치 귀의하게 된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한다. 고등학생
때는 문학동인회 ‘보리수’에 가입하여 대전시 성남동 사거리에 있는 ‘불교병원’ 2층 공간
에서 김대현 법사에게 지도를 받았고, 군대에서 제대한 직후에 공주에 있는 암자에서 일
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비로소 조금씩 불교에 눈을 뜨게 되어 나라는 존재의 진면목眞面
目을 참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한다. 그 후 한 달 간의 사찰 순례
길에서 불교를 이미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돌아온 뒤에도 효봉·만
공·서옹 등 큰스님들의 행적을 따라 읽으며 존재의 거친 숨을 달래며 그 법륜法輪의 거
대한 숲속을 그리워하며 여태까지 숨을 부지하고 있다고 본다.(윤대녕, ｢‘법등명 자등명’
의 세계에서 숨을 부지하다｣, 불교문예 제18권 3호, 2012, pp.274-275. p.281.)
45) 윤대녕,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푸르메, 2010,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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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다루어지고, 죽음의 사태에서 정화(淨化, <탱자>)·대정(大定, <편백나무
숲 쪽으로>) 등의 불교 용어들이 눈에 띄는 것은 이를 참구하고자 하는 그의 불
교 지향적인 삶의 자세에 기인한다.
불교에서 죽음은 ‘초월의 여행’46)이다. 주지하다시피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죽
음은 다른 세계로의 에너지의 전환일 뿐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인간의 관점에
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주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인간의 관점
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성립하는 것이지 우주의 차원에서 생명
그 자체에는 삶과 죽음이 있을 수 없다. 에너지의 흐름·전환인 것이다.47) <탱
자>에서 그리고자 한 정화(淨化)의 세계나 <편백나무숲 쪽으로>에서 펼쳐 보인
대정(大定)의 세계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만 <탱자>에서의 고모와 <편
백나무숲 쪽으로>에서의 아버지가 주체적으로 삶을 마무리하는-죽음을 인정하
고 받아들이는 자세에는 얼마간 자신들의 갈등·상처를 해소·치유·극복하는
초월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그것은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부조화에서 조화로움으로 이행하는 ‘인연의 회복’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함께한
관찰자인 ‘나’(<탱자>)나 찬영이(<편백나무숲 쪽으로>)에게 현현한다. 그들의 죽
음 앞에서 ‘나’는 ‘차별 없’는48), 찬영이는 ‘나/남 구분이 없는’49) 평등의 세계를
비판적인 성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작가는 주인공과 관찰자를 겹쳐 놓으면
46) 최성환, 앞의 논문, p.47.
47) 삶과 죽음이란 비인격적[無我] 의식의 흐름일 뿐이고 그것이 무지와 갈애에 떠밀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흐르는 것이다.(죽음에 대해서는 M.O'C. Walshe,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 우철환 역, 고요한소리, 2019, p.13 등을 참조할 것)
48) “그리고 말이다. 이 고모가 너를 찾아온 건, 내가 부엌데기 노릇을 할 때 그래도 너만은
나를 차별없이 대해주었기 때문이란다. 어린 마음에도 내가 안돼 보였는지 저녁참이면
늘 부엌을 기웃거리며 몇마디 말을 건네고 방으로 걸어 들어가더구나. 그게 이 고모한테
는 큰 위안이었어. 그러니 먼데서 불쑥 찾아와 마음쓰게 했다고 너무 탓하지는 마라.”(윤
대녕, <탱자>, 제비를 기르다 , 창비, 2009, pp.133-134.)
49) 어머니의 유해는 화장을 하여 낙산사가 있는 양양 앞바다에 뿌렸다고 했다. 또한 작은어
머니는 평생 어부들을 상대로 하는 코딱지만한 술집을 꾸려가며 아버지와의 사이에 낳은
딸과 어머니가 낳은 남의 자식을 함께 키워냈다고 한다. 찬영은 줄곧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남이던가? 이제는 남이 아니던가.(위의 책,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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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층적으로 주제를 구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환언하면 사랑·죽음의 지
난한 사건 속에서 끝내 주인공들은 자신들에게 내재한 불안을 가로지르는 정신
적 결기를 보이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돌본 관찰자들은 그러한 에네르기의 원천
이 자기 안에 살아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윤대녕은 소설이 대체로 ‘마음을 찾아다니는 속세의 이야기’50)라고 하였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본성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또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51) 있는 그대로의 순수의식인 마음의
본성에서 자유와 구원이 가능하다. <탱자>와 <편백나무숲 쪽으로>는 그러한 자
유와 구원(이 실현되었다기보다는)에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탱자>와 <편백
나무숲 쪽으로>는 종국적으로 사랑과 죽음의 사태에 들려 떠돌 수밖에 없이 불
안한 인간이 자유와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슬픔의 파도타기’52)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작가가 <탱자>와 <편백나무숲 쪽으로>를 통해 사랑과 죽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이라는 아직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물음에서 벗

어나고자 정화(淨化)·대정(大定)으로 종교의 세계에서 그 방도를 찾고자 한 점
은 눈여겨 볼만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작품에서 드러난 정
화나 대정의 세계가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서 보다 밀도 있게 그려지지 못한 측
면이 있다. 불교 용어나 불교 상징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이를 지양하고
50) 윤대녕, ｢‘법등명 자등명’의 세계에서 숨을 부지하다」, 불교문예 제18권 3호, 불교문
예출판부, 2012, p.278.
51) 오진탁,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7차시 강의」, 동양철학의 죽음이해 , 한림대
학교 2011년 2학기 공개 강의, 2011, p.2.
52) 슬픔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상실과 좌절의 감정으로 인하여 나락에 빠진 듯하고, 그와
더불어 분노와 적개심으로 감정이 솟구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구적이지 않
다.(...) 수동적인 감정인 슬픔은 코나투스(Conatus)의 자발성(homeostasis)에 의해 마
치 잃었던 항상성을 회복하는 과정처럼 새로운 단계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
단계, 곧 슬픔의 파도타기는 슬픔을 넘어서는 단계이다. 그 단계는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구성된 신체적·정서적 평형상태이다. 이러한 감정적 균형을 유도하는 과정을 필자는
‘슬픔의 파도타기’라 지칭하는 것이다. ‘슬픔의 파도타기’는 ‘슬픔의 상징화’라는 의지적
과정을 통해 조율될 수 있다(...) 슬픔의 상징화는 의례의 과정이나 서사를 통한 문학작
품, 그림이나 공예와 같은 예술작품, 혹은 음악작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김경호, 앞의
논문,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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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한 인물의 행위 속에서 그 세계를 보여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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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longing revealed in wandering
－The center of Yun Daenyeong's <trifoliate orange>
and <Towards the cypress forest>－

Lee, Kyeyeol
Travel and nomadic life, which appear frequently in Yun Daenyeong's novels, are
generally ‘wandering’ considering the main character's internal situation. This
wandering is based on the feeling of longing accompanied by events or meanings of
‘love’ and ‘death.’ In Yun Daenyeong's novel, Tree reflects the artist's imagination in
developing events of Love and Death.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longing revealed in the ‘wandering’ of the main characters by paying
attention to the imagination of the tree, targeting Yun Daenyeong's <trifoliate orange>
and <Towards the cypress forest>
The trees appearing in Yun Daenyeong's <trifoliate orange> and <Towards the
cypress forest> have a dual meaning. One is a tree and the other is a tree(Namas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While the former is primarily related to love, the
latter is related to death.
The trifoliate orange tree in <trifoliate orange> and cypress tree (forest) in <Towards
the cypress forest> are symbols of love and are also symbols of true life.
Aunt in <trifoliate orange> and father in <Towards the cypress forest> are wandering
people with inherent anxiety. They face the world of Purification and Quiet. Thus, in
the attitude of acknowledging and accepting death independently, there is an inherent
possibility of transcendence in resolving, healing, and overcoming their conflicts and
wounds. Yun Daenyeong grew up under his grandparents and dreamed of becoming
a monk , so love is deeply related to his father's love deficiency and death is deeply
related to Buddhism.

Keyword

wandering, longing, love, death, tree, purification, quiet,

transc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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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동동사 ‘오르다’ 및 ‘上(shàng)’의
다의관계 대조 연구
文亚东*

국문요약
본고는 인지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이동동사 ‘오르다’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上’의 다의적 의미 관계를 대조 분석하였다.
먼저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들의 원형의미를 설정했다. 다
음 두 동사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크게 ‘수직이동’, ‘상승과 높아짐’, ‘도달’, ‘존재’, ‘출현¹’, ‘출
현²’,‘첨가’, ‘제출’ 8가지 도식을 추출하면서 영상도식 이론을 사용하여 도식적 특성을 살펴보
고, 각 도식에 따라 그 특성이 보이는 의미들의 확장양상 및 인지과정을 대조 분석하였다.
그중 ‘수직이동’은 원형의미로부터 도식화된 것으로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과정의 특정 일부로서 ‘상승’과 ‘도달’이 있는데 ‘상승’에서는 한국어의 의미 확
장만 보이고 ‘도달’에서는 중국어의 확장만 보인다. 이동 과정의 결과 상태로서 ‘존재’와 ‘출현
¹’이 있는데 ‘출현¹’에서는 공통적인 확장이 보이는 반면 ‘존재’에서는 한국어의 의미 확장양상
을 보여주었다. ‘출현²’에서는 모두 ‘(무대, 식탁)꼭대기→표면→몸, 신체부위→화제→기록,
출판물’의 은유적 확장양상으로 나타났다. ‘첨가’와 ‘제출’에서 중국어의 확장이 훨씬 발달하여
다양한 타동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 동기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첨가’는 환유와 은
유에 의한 확장이며 ‘제출’은 특정 사태 구조에 대한 해석적 차이로 인한 확장이다.
본고의 다의관계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다의적 확
장양상 및 인지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한·중 언어 교육, 특히 다의어의 습득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주제어

이동동사, ‘오르다’, ‘상(上)’, 다의관계, 한·중 대조, 영상도식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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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에 어휘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 이동동사 ‘오르다’와 이에 대응되는 ‘上’은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기초
어휘로서 상황과 맥락이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한·중 양국의 문화 차이에 따라 두
동사의 확장 및 사용 양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국어나 중국어 학습자
들에게는 이러한 다의적 어휘를 습득하는 데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의어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범주를 이루며
다양한 의미들도 각각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의미부터 확장의
미까지의 확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의어를 학습할 때 이러한 의미들
간의 확장관계를 파악하면 다의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
선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에 관한 대조 연구에서는 주로 의미 대조에 한정되어
있는데 의미 확장 대조를 살펴본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1) 본고의 목적은 인지언
어학적 분석을 통해 다의 현상을 보이는 ‘오르다’와 ‘上’의 의미들이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의미의 확장양상을 비교하여 밝히는 데 있다.
어휘 의미 확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논의하였
다. 하나는 먼저 중심적인 도식(schema)을 상정하고 도식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것인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Dewell(1994), 홍달오(2010), 이정심
1)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대조 연구로는 염철(2012, 2014), 최해만·한용수(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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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등이 있다. Dewell(1994)은 over의 중심적 도식과 여러 가지 변이체들

사이의 관련성을 영상도식 변환(image schema transformation)을 통해 설명
하고 그 다양한 인지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홍달오(2010)는 동사 ‘들다/나다’
의 다의 파생을 분류하여 그들의 파생관계와 인지과정, 영상도식(image
schema)의 구조적 특성, 구성원들의 유사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정심(2014)은 먼저 동사 ‘看’의 ‘목격’이라는 ‘범주원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서로 다른 활성역(active zone)2)에 윤곽(profile)이 부여되면서 다양한 인
자과정을 통해 ‘지각’, ‘판단’, ‘수행’, ‘체험’의 의미 범주로 확장이 진행된다고 하
였다.
다른 하나는 먼저 원형의미를 설정하고 다른 의미들과의 확장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논의한 연구로는 임지룡(2001), 이종열(2005), 박화염(2021) 등이
있다. 임지룡(2001)은 ‘상거래 모형’을 원용하여 ‘사는이’, ‘파는이’, ‘돈’, ‘상품’
등 구성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동사 ‘사다’와 ‘팔다’의 원형적 의미를 이들의 관계
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두 동사의 확장의미들을 동기부여 방식에 따라 상거래
모형 안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는 경우와 상거래 모형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가
은유적으로 확장되는 경우로 나누었고 각 분류의 의미 확장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종열(2005)은 낱말 자체의 개념 구조와 정보 구조를 밝힘으로써 동사 ‘먹다’의
원형의미를 설정하고 그의 이미지도식도 설명했다. 또한 ‘먹다’의 의미들을 ‘타
동성’, ‘자동성’, ‘수동성’ 세 가지로 나누고 각 특성에 따라 의미확장 원리와 동
기화 양상을 논의하고 그 다의적인 의미망을 제시하였다. 박화염(2021)은 시맨
틱 익스트랙션(semantic extraction)3)을 이용하여 한·중 ‘다리’ 지칭어의 다양
한 의미들을 ‘구조·모양면’과 ‘기능면’으로 나누어 이들의 의미 확장 방향과 인
2) ‘활성역’은 특정한 관계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관여하는 탄도체나 지표의 부
분이다. 이정심, ｢다차원 척도 분석으로 해석한 ‘看’의 다의적 의미관계｣, 中國文學硏究
제57집, 한국중문학회, 2014, p.217.
3) 시맨틱 익스트랙션이란 사람들이 사물에 대한 전반전인 인지 결과를 말하는데, ‘이미지
(意象)’를 바탕으로 의미를 추출하는 경험적이며 추상적인 심리적 도식이다. 박화염, ｢
한·중 ‘다리’ 지칭어의 의미 확장 대조｣, 한중인문학연구 제71집, 한중인문학회, 2021,
p.6.

182 한중인문학연구 74

지과정에 대하여 대조 분석을 하였다.
본고는 한·중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다의관계를 밝힘에 있어 후자의 처
리 방식을 취하였다. 우선 두 동사의 사전적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원형의미를
설정하고 ‘수직이동’, ‘상승과 높아짐’, ‘도달’, ‘존재’, ‘출현¹’, ‘출현²’, ‘첨가’, ‘제
출’ 8가지 도식을 추출하면서 그 도식적 특성도 논의할 것이다. 각 도식에 따라
그 특성이 보이는 의미들의 확장 방향과 동기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심적인 원형의미와 비중심적 확장의미들로 구
성되어 있는 ‘방사상 범주(radial category)4)’를 제시할 것이다.

2. 사전적 의미 분석 및 이론적 배경
본고는 ‘오르다’와 ‘上’에 대한 의미 확장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대표적인 사전을 참고하고자 한다. ‘오르다’는 표준국어대사전 을 , ‘上’은 现
代汉语词典 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우리말 큰사전 , 연세 한국어사전 ,
现代汉语八百词 , 现代汉语辞海 등 사전도 참고하려고 한다.5)

우선 한국어 사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준 에 기재되어 있는 ‘오르다’의 의
미를 살펴보면 중복된 기술이 있다. ‘물에서 육지로 옮다’의 의미는 표준 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 와 연세 에서는 모두 취하지 않고 있다. 이의 예문을
분석하면 원형적 의미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를
드러내고 있기에 별도의 의미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탈것에 타다’는 세 사전에서 모두 하나 의미항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상기의 이

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표준 와 연세 에서는 ‘길을 떠나다’와 ‘어떤 정도에 달하다’를 별개의
의미항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 는 ‘어떠한 과정이나 길에 접어들다’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였는데 이는 원형의미와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6) 이러한 의
4) 임지룡, 인지의미론 , 탑출판사, 1997, pp.112.
5) 상기 사전을 순서대로 이하 각각 표준 , 现汉 , 우리 , 연세 , 八百詞 , 辞海 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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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을 따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표준 에서 ‘높은 등수에 들게 되거나 높은 등수를 차지하다’를 기술하지 않
으나 이는 연세 에 나올 뿐만 아니라 말뭉치에서도 그 용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 의미항을 더 추가하기로 한다. 또한 표준 에서는 ‘입/구설에 오르
다’와 ‘화제에 오르다’를 같은 의미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확장 양상이 다르
므로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세 사전에서는 의미의 기술은 대부분 비슷한데 우리 의 ‘높은 지위에 있게
되다’와 ‘어떤 기운이 돌거나 생기다’, 그리고 연세 의 ‘귀신의 기운이 돌다’는
의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에 본고는 이런 기술을 따르기로 한다.
现汉 에서 ‘上’은 대부분 자동사로 쓰이지만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 세 사전에서 모두 ‘到; 去(某个地方)(가다)’과 ‘向前
进(앞으로 나가다)’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지만 ‘上’의 원형의미와 서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다의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7) 张华(2004)에서 ‘上班(출근하다)’나
‘上课(수업하다)’에 나타나는 ‘上’은 “到; 去”가 특정 문맥에서 굳어진 의미임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到; 去’에서 확장된 관용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 세가지 의미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现汉 에서 ‘登载’와 ‘出现(在电视上)’을 하나 의미항목으로 설정하였지만 용

법상 크게 다르므로 다음 <표 1>처럼 나눠서 처리하였다. 또한 상기 ‘出现’의 의
미는 八百词 와 辞海 에서 취하지 않지만 원형의미와 관련성이 있기에 그러
한 설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现汉 과 辞海 에서 ‘向上级呈递’의 의미를
모두 취하고 있지만 八百詞 에서는 이런 의미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원형
의미와의 현저한 확장 관계를 보이므로 그런 분류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동동사 ‘上’의 다양한 의미들을 세 사전에서 모두 충분히 기술하지 않는데

6) 중국어 ‘上’은 이에 대응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기본 의미와 서로 관계 없는 “到; 去(某
个地方)(가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7) ‘上’의 “由低处到高处”, “到; 去(某个地方)”, “向前进” 세 가지 의미는 모두 방향과 이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辛承姬, ｢趋向动词教学的前提工
程:趋向动词“上”的语义特征考察｣, 对外汉语研究 第00期, 2006,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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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鬼上身’이나 ‘上膘’ 등에서처럼 쓰이는 의미들이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오르다’와 ‘上’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
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오르다’와 ‘上’의 사전적 의미
오르다

上

①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② 높은 지위에 있게 되다.
③ 높은 등수에 들게 되거나 높은 등수를 차지하다.
④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⑤ 식탁, 도마 따위에 놓여 지다.
⑥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다.
⑦ 무엇이 화제가 되거나 거론되다.
⑧ 기록에 적히다.
⑨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
거나 높아지다.
⑩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여지다.
⑪ 실적이나 능률 따위가 높아지다.
⑫ 어떤 기운이 돌거나 생기다.
⑬ 병균이나 독 따위가 옮다.
⑭ 귀신의 기운이 돌다.
⑮ 때가 거죽에 묻다.
⑯ 물질이나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이다.

① 由低处到高处(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② 出场(등장하다.)
③ 登载(등재되다.)
④ 出现(在电视上)((텔레비전에)나타나다.)
⑤ 到；够(一定数量或程度)((상당한 수량이
나 정도에)이르다.)
⑥ 向上级呈递(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에 제
출하다.)
⑦ 把饭菜等端上桌子(요리 따위를 내놓다.)
⑧ 涂；搽(칠하다; 바르다.)
⑨ 添补；增加(첨가하다.)
⑩ 把一件东西安装在另一件东西上；把一件
东西的两部分安装在一起(한 물건을 다른 물
건에 설치하다; 한 물건의 두 부분을 하나로
조립하다.)
⑪ 拧紧(조이다.)

한편 본고에서 ‘오르다’와 ‘上’의 다의과계를 분석하는 데 인지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임지룡(1997)에서 선개념적 경험을 정의하는 구조로서
‘영상도식’이 있다고 말했는데 Johnson은 영상도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임

지룡·김동환 2006: 58-59)
① ‘영상도식’의 정의
우리의 경험에 응집성과 구조를 제공하는 우리의 지각적 상호작용과 운동근육
프로그램의 반복적인 동적인 패턴… 이런 패턴은 신체화되어 있고 선개념적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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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응집적이고 의미 있는 구조를 부여한다.

Johnson의 정의에 따르면 영상도식은 신체화되어 있는 신체성, 선개념성, 추

상성, 구조성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따라서 영상도
식은 신체적 경험에 입각하여 선개념적 층위에서 되풀이되는 추상적이고 구조
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제시한 내용은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공
통적인 ‘수직이동’ 영상도식을 통하여 살펴보자.9)

<그림 1> '수직이동' 영상도식 표상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표 lm1과 lm2는 각각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표시한다. 탄도체 tr은 매우 굵은 선으로 그려진 원으로 표시하며 이는 ‘수직이
동’이 나타내는 의미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탄
도체와 지표의 관계에서 신간과 관련하기 때문에 탄도체는 이동 과정이 생길 것
이다. 원은 ‘T1→T2→T3’의 시간순으로 세 번 나타난 것은 탄도체의 이동 과정
을 상징하고 화살표는 탄도체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경로이다.
‘오르다’와 ‘上’의 다의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미연쇄(meaning chain)’ 구조

를 적용하고자 한다. ‘의미연쇄 구조’란 다의어의 의미는 원형의미를 기준점으로
‘확장’을 통해 ‘의미연쇄’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구조를 다음 ②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10)

8) 영상도식의 특징에 대하여 임지룡·김동환 역, 은유와 영상도식 , 한국문화사, 2006,
pp.60-62 참조하였다.
9) ‘수직이동’ 도식에 대하서는 제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임지룡, 앞의 책,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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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미연쇄 구조
A(abc)→B(bcd)→C(cde)→D(def) …

(2)에서 원형의미A를 중심으로 인접요소끼리는 ‘의미연쇄’에 의해 이루어진

다. 임지룡(2009)에서는 의미 연쇄에 따른 다의적 확장의 기제로는 인접성, 곧
환유의 게제에 의한 연쇄와 유사성, 곧 은유 기제에 의한 영쇄가 있다고 언급하
였다.
이러한 의미 확장은 경험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
서 참고하고 활용하려는 의미 확장의 양상은 Heine(1991)과 임지룡(1997)의 것
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Heine(1991)의 일반적인 개념화 방향과 이런 경향성을
구체화한 임지룡(1997)의 전형적인 확장 경로를 다음 ④-⑤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11)
④ PERSON > OBJECT > ACTIVITY > SPACE > TIME > QUALITY
(사람 > 사물 > 활동 > 공간 > 시간> 질)
⑤ ㄱ. 사람→짐승→생물→무생물
ㄴ. 구체성→추상성
ㄷ. 공간→시간→추상
ㄹ. 물리적→사회적→심리적
ㅁ. 일반적→비유적→관용적

④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의 일반적인 확장 방향은 ‘사람’을 기준점으로 하여
‘사물’, ‘활동’, ‘공간’, ‘시간’, ‘질’의 차례로 확장된다. 본고는 이에 따른 ‘신체화’

와 ‘단일 방향성’의 의미확장 특징과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확보한 ⑤의 다섯 가
지 확장 경로를 활용하고자 한다.12) 상기 두 동사의 사전적 의미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당양한 의미가 어떠한 확장양상을 이루고 있는지를 대조 분석
11) ‘오르다’는 자동사로만 쓰일 수 있고 ‘上’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사용되므로 임지룡(1997)의
‘내용어→기능어’ 확장 경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임지룡,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제28집, 한국어의미
학회, 2009,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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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오르다’와 ‘上’의 원형의미
다의어는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의미 확장을 통해 결국 방사형 구조를 이루
게 된다. 따라서 ‘오르다’와 ‘上’의 다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원형의미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원형의미를 살펴
보면 이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13)
<표 2> ‘오르다’와 ‘上’의 사전적 원형의미
언어
구분
오르다

上

사전

원형의미 기술

표준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우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다.

연세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다. 이동하다.

现汉

由低处到高处(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八百詞
辞海

由低处到高处(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由低处到高处(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표 2>와 같이 두 동사의 사전적 원형의미는 동작 주체가 사람인지 아닌지,

이동의 장소가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를 언급하지 않아 모두 비교적 추상적 층
위에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형의미’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말

하며, 일반적 확장 방향에 따라 의미확장은 ‘사람·구체성·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미에서 이루게 된다(임지룡 1997: 238-242). 따라서 이동동사 ‘오르

13) 기본의미는 어느 문맥이나 상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의미로서 거의 모든 사전에서 첫
번째에 배열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전적 원형의미는 ‘오르다’와 ‘上’의 다양한 사전적
의미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한 것이다. 민영란 , ｢{높다/낮다}와 {高/低}의 다의 구조 비교
대조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31집, 한중
인문학회, 2010, 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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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上’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 이동 장소의 구체성을 보이면서 사람을 이동
주체로 삼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며 이들의 원형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된 관계 구조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오르다'와 ‘上'의 원형 구조

<그림 2>에서 탄도체 tr은 사람을 나타내며 지표 lm1과 lm2는 구체적인 공간

이다. 이때 탄도체는 위치 변화를 수반하는 [+이동성]과 ‘낮은 곳→높은 곳’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특성이 보이는 의미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⑥ ‘오르다’와 ‘上’의 원형의미 대응 양상
가. 호랑이를 만나면 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안전하다. ⇔
遇到老虎只要上树就安全
나. 부대장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에 오르고 있다. ⇔ 部队首长在爬梯子上楼
다.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 上房顶看天空
라. 승객들이 매우 급히 기차에 올랐다. ⇔ 乘客们急忙地上了火车
마.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랐다. ⇔ 坐飞机上天了

위 예문 ⑥을 분석해 보면 ‘오르다’와 ‘上’의 의미는 모두 이동 주체인 사람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⑥가-나는 ‘나무’와 ‘건물’
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며, ⑥다는 건물의 아래에서 꼭대기로 움
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⑥라는 땅에서 찻간의 밑바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나
타내고, ⑥마는 땅에서 하늘로 움직임을 말한다. 따라서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원형의미는 완전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모두 ‘사람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를 나타낸다. 다음 이런 같은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두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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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떠한 의미 확장양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대조 분석하겠다.

4. ‘오르다’와 ‘上’의 다의관계 대조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은유나 환유 등의 기제가 동
기부여하여 의미 확장이 일어나고, 그 다양한 의미들은 크게 ‘수직이동, 상승과
높아짐, 도달, 존재, 출현¹, 출현², 첨가, 제출’ 8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1) 수직이동
‘수직이동’은 원형의미로부터 도식화된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경로 양

상도식’은 동적인 탄도체, 근원지, 경로, 목적지 등 일련의 요소로 구조화되어
있다.14) 따라서 ‘수직이동’의 과정이란 탄도체가 근원지(낮은 곳)에서 출발하고
경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목적지(높은 곳)에 도달한다는 다양한 단계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탄도체가 위치 변화를 수반하므로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탄도체의 이동은 근원지와 목적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필
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 이런 특성이 보이는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확장을 살펴보자.
⑦ 가. 그는 지난 주일부터 거의 하루에 두 번씩 산에 오른 셈이었다.
나. 곰은 나무에 잘 오르기 때문에…
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하늘에 오르는 순간…
(가): 她以最快的速度上楼、开门，为自己找好座位。 严歌苓 《陆犯焉识》
(나): 爬楼速度赶上猴子上树
六六 《双面胶》
(다): 你飞机上天后，我就后悔了，太不值得!
王火 《战争和人》

14) 임지룡·김동환, 앞의 책, p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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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⑦에서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은 동물이나 무생물 따위가 낮은 데서 높
은 데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쓰이는 경우이다. 이는 인간의 ‘발’과의 기능적 유사
성에 따른 은유가 작용한 확장이다. ⑦가와 (가)에서는 사람이 산이나 건물의 낮
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⑦나와 (나)에서는 곰이나 원숭이와
같은 사지동물이 나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⑦다와 (다)에
서는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사지동물은 네 발로 이동
하며 ‘비행기’는 동력으로 이동한다면 두 발에 의한 인간의 이동과는 형태나 모
양이 다르지만 기능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오르다’와 ‘上’
의 의미 확장은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쳐 ‘사람→동물→무생물’의 양상으로 나타
난다.

2) 상승과 높아짐
‘상승’은 ‘수직이동’ 과정의 특정한 일부로서 전이되는 도식이다. 이때 탄도체

가 위로 올라가는 단계는 경로 전체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동성]을 보이지
만 경로의 근원지와 목적지가 이미 약화되어 있어 [-필수성]을 가지고 있다.
⑧ 가(a).
가(b).
나(a).
나(b).

불이 이미 붙어서 연기가 모락모락 위로 오르다.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다.
강 건너에 불길이 오르고 있었다.
삽시간에 불길이 올라 옆집까지 옮겨 붙었다.

예문 ⑧에서 쓰이는 ‘오르다’는 어떤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인데, 이는 은유와 ‘전체는 부분을 대표한다’의 환유가 함께 상호
작용하여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15) 예문 ⑧가(a-b)는 연기와 김이 계속 조금씩
올라감을 나타내고, ⑧나(a-b)는 불길이 위로 움직임을 말한다. 이 경우 이동의
15)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종열(2005) 3.2.1 ‘먹다’의 타동성을 보이는 의미들에 대한 확장
양상 부분에서는 ‘먹다’의 의미 확장은 은유적 동기화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양상을 미루어 볼 때 환유적 확장의 결과로 파악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종열, ｢'먹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국어학 제27집, 한국어학회, 2005,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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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귀착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이동동사의 의미 특성과
는 대비된다. ‘오르다’의 원형적 의미는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
해할 경우,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동동사 ‘오르다’의 의미 확장은 은유와 환유 상호작용적 인지과정을 거쳐 원형의
미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 ‘上’에서는 이러한 확장양상을 볼
수 없었다.
⑨ 가.
나.
다.
⑩ 가.
나.
⑪ 가.
나.

체온이 오르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다.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회원 등급이 오르다.
국제적 지위가 오르면서…
상품의 인기가 오르다.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다.

예문 ⑨-⑪에서 이동동사 ‘오르다’는 수치나 등급, 기운 따위가 이전보다 높
아진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경우인데, 이는 은유와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
의 환유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물체가 ‘상승’의 동작을 통해 그의 위치가 이전
위치보다 위에 있게 되며 우리는 그 물체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공간적 상승을 표시하는 ‘오르다’는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추상
적 의미로 전이되었다. 따라서 이때 ‘오르다’의 의미 확장은 은유적 인지과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과관계에 따른 환유적 과정을 거쳐 ‘물체(상승하다)→수
치, 등급, 기운(높아지다)’로 파생된 것이다.
예문 ⑨의 ‘오르다’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온도나 값, 성적 따위가 이전보
다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⑩의 ‘오르다’는 등급이나 지위 따위가 높아진다
는 것을 가리키며, ⑪의 ‘오르다’는 어떤 기운이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
다. 중국어 ‘上’에서 이러한 의미 확장양상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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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달
이 경우 ‘수직이동’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초점이 놓이고 탄도체가 목적지에
도달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탄도체는 [-이동성]을 보이며, 지표 lm1은
높은 곳일 뿐만 아니라 경로의 목적지로서 탄도체가 의도한 곳이기 때문에 [+높
음]과 [+목적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⑫ (가): 我虽上了年纪，游山玩水，倒还欢喜。
《文明小史》
(나): 人数已上了一万
(다): 企业要上规模、上档次、上水平，必须依靠科技进步。 (北大말뭉치)
⑬ {年龄/数量/程度}{高/低}。

예문 ⑫에서 쓰이는 ‘上’은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에 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
는 경우인데 이는 ‘전체는 부분을 대표한다’의 환유가 작용한 확장이다. ⑫(가)
의 ‘上年纪’는 ‘많은 나이에 이르다’는 것이 아니라 ‘年纪’와 결합하여 하나의 관
용구로 ‘연로하다’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⑫(나)는 ‘사람의 수가 이미 만 명에
이르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의 ‘만 명’은 목적한 수량이므로 [+목적성]
을 보여주고 있다. ⑫(다)의 ‘上规模、上档次、上水平’은 큰 규모와 높은 등급,
높은 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동사 ‘上’의 원형적 의미는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높은 곳에 도달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⑬은 중국어에서 나이나 수량, 정도와 같은 범주는 모두 높이를 가진
대상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적 유사성에 따른 은유에 의해
먼저 ‘나이’의 영역으로 확장되며, 나아가 ‘수량’, ‘정도’ 등 ‘사람’에게 비교적 먼
영역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때 이동동사 ‘上’의 의미 확장은 은유와 환유적 인
지과정을 거쳐 ‘공간→나이→수량→정도’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오르다’에서는 이러한 의미 확장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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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재
이 경우 ‘수직이동’의 결과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존재’의 관계 구조
를 나타낸다. 이때 경로 전체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탄도체는 [-이동성]을 보이
며 지표 lm1은 [+목적성]이 사라지고 [+높음]의 의미만 남는다.
⑭ 가(a).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벗어나 황제의 자리에 다시 올랐다.
가(b). 부회장은 재무과장으로 입사한 지 27년 만에 CEO에 올랐다.
나(a). 현대는 9경기를 끝낸 17일 현재 6승3패로 2위에 올라 있다.
나(b). 한국은 이 시합에서 이길 경우 4강에 오르게 된다.
⑮ {지위/순위}가 {높다/낮다}.

예문 ⑭에서 이동동사 ‘오르다’는 높은 지위에 있게 되거나 높은 등수에 들게
된다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의 환유가 작용
한 확장이다. ⑭가의 ‘오르다’는 높은 지위에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⑭가
(a)는 황제의 자리에, ⑭가(b)는 CEO(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있게 됨을 말한다.

⑭나의 ‘오르다’는 높은 등수에 존재하는 경우인데 ⑭나(a)는 2위를 차지하고 있
음을 말하며, ⑭나(b)는 4강에 들게 되고 즉 4강에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여
기서의 ‘2위’와 ‘4강’은 각각의 문맥을 보면 비교적 높은 등수이며 동작 주체가
존재하는 곳이므로 [-목적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오르다’의 동작을 통해 사람이 높은 곳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⑮에서처럼 ‘지위’나 ‘순위’는 높이를 가진 대상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공간’ 영역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때 이동
동사 ‘오르다’는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적 인지과정을 거쳐 ‘공간→지위, 등수’
로 확장되었다.

5) 출현¹16)
이 경우 ‘수직이동’의 결과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 결국 높은 곳에 나
16) 6)에서 나타나는 도식 출현²와 구분하기 위하여 ‘출현¹’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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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때 탄도체는 [-이동성]을 보이며 높은 곳(lm1)에
원래 없었던 탄도체가 생겼다는 점에서 [+변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⑯ 가. 뮤지컬 무대에는 여러 종류의 배우가 무대에 오르거나 무대에 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a). 첫 음식으로 해바라기 약선죽이 상에 오르자 반응은 별로였다.
나(b). 고등어가 도마에 올라 칼질을 기다리고 있다.
(가): 我问她想不想去海边。她说会挨骂的, 因为一旦皮肤晒黑了, 上舞台时
就不好办了。
川端康成 《学校之花》
(나)(a): 我们都喜欢这种白水豆腐, 一上桌就眼巴巴望着那锅
朱自清 《冬天》
(나)(b): 她跳起来把已经起飞的鸡抓到屋里 。于是鸡毛上天而鸡肉上了案
板。
王蒙 《蝴蝶》

예문 ⑯가에서 이동동사 ‘오르다’는 배우가 무대에 나타난다는 ‘등장’의 의미
를 나타낸다. 이는 ‘원인은 결과를 대표한다’의 환유가 작용한 확장이다. 우리는
‘오르다’라는 동작을 통해 사람이 높은 곳에 출현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이

동동사 ‘오르다’는 환유적 인지과정을 거쳐 원형의미로부터 전이된 것이다.
예문 ⑯나에서 이동동사 ‘오르다’는 무슨 음식이 상이나 도마에 차려진 경우
로서 음식물이 상 꼭대기에 나타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⑯나(a)는 상(꼭대기)
에 차려진다는 것을 말하며, ⑯나(b)는 도마(꼭대기)에 놓여 진다는 것을 말한
다. 이때 의미 확장은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쳐 ‘사람→음식물’로 전이된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⑯(가)-(나)의 ‘上舞台’, ‘上桌’, ‘上案板’ 등
표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6) 출현²
예문 ⑯에서 살펴본 이동동사의 의미는 모두 꼭대기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상위층위의 도식인 ‘출현²’가 파생되며 이때 탄도
체는 [+변화성]을 니지고 있다. 이 경우의 의미 확장양상은 다음의 3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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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표면(2차원 영역)에 나타나는 경우

⑰ 가. 그는 까맣게 때가 오른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나. 이 오래된 목침에는 새까만 때가 올라 있다.
⑱ (가): 整个七十一公斤重的潜水服一上身, 看似威风, 但是最深只能下潜十五米。
(나): 一双新鞋，才上脚，就给踩脏了
张爱玲 《连环套》

예문 ⑰에서 이동동사 ‘오르다’는 ‘때’가 ‘와이셔츠’나 ‘목침’의 표면에 묻는 것
으로 쓰였는데 이는 곧 어떤 물건 표면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꼭대
기를 맨 위쪽의 표면으로 이해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꼭대기에 나타나는 경우와
표면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겠다. 이때 이동동사 ‘오르다’는 은유적 인지
과정을 거쳐 ‘(무대나 식탁의)꼭대기→표면’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확장양상이 두 언어에서 공통적이지만 완전 다
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문 ⑱에서 이동동사 ‘上’은 옷 따위가 몸에
착용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는 곧 옷이 몸(표면)에 나타남을 의미하
고 있다. ⑱(가)의 ‘上’은 잠수복이 몸에 착용됨을 말하며, ⑱(나)의 ‘上’은 새 신
발이 발에 착용됨을 말한다.

(2) 몸이나 신체 부위 등(3차원 영역)에 나타나는 경우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에서는 몸이나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표면’을 2차원적 영역이나 범위로 파악하고 ‘몸이나 신체
부위’를 3차원적 영역으로 파악할 경우 이들은 영역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오르다’와 ‘上’의 의미 확장은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쳐
‘표면(2차원 영역)→몸이나 신체 부위(3차원 영역)’으로 전이된 것이다.17) 다음
17) 진현(2014)에서는 중국어 방위사 ‘上’의 영역적 의미에 대해 2차원 공간의 표면 의미와
3차원 공간의 내부 의미를 언급하였지만 두 의미 간의 확장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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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⑲-㉓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⑲ 가. 얼굴에 살이 오르니 귀여워 보인다.
나. 4∼5월은 꽃게에 살이 오르고 알도 많아 꽃게탕과 찜을 즐기기에 적기다.
(가): 小孩子，总得多吃，糊吃闷睡好上膘吗，非多吃不可！ 老舍 《二马》
(나): 羊一年上不上膘，全看夏天吃草吃得好不好。 汪曾祺 《羊舍一夕》

예문 ⑲에서 이동동사 ‘오르다’는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는 ‘살’이라는 명사와 결합하여 굳어진 관용구로서 파생된 의미이
다. 몸 따위에 살이 생긴다면 살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런
유래를 잊어버리고 관용적 의미만 남게 된다. ⑲가(a)는 사람 얼굴에 살이 많아
진다는 것을 말하며 ⑲가(b)는 동물 꽃게의 몸에 살이 많아짐을 말한다. 중국어
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⑲(가)-(나)에서처럼 ‘上+膘’라는 관용표현으로
살이 많아짐을 나타낸다.
⑳ 가(a). 심한 분은 온몸에 옴이 오른 것처럼 물집이 잡혀요.
가(b). 손과 팔 등 온몸에 옻이 올라 군데군데 반점이 생기다보니 동료들을
일부러 피했다.
나. 무당인 그녀는 몸에 신이 오를 때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곤 한다.
(가)(a): 我们这一代人都把事业视为生命，重病上身，往往不知道。
(가)(b): 我为天气热，抬担架的上火¹18)，下了一升绿豆。绿豆是败火的。
柳青 《铜墙铁壁》
(나): 当初在赵三与我之间选中我, 你已经想得再清楚没有, 怎么会鬼上身往
回走？
亦舒 《香雪海》

예문 ⑳에서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은 병이나 귀신 따위가 몸에 나타난다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⑳가는 ‘옴’이나 ‘옻’이 온몸에 옮는다는 것을 말한다.

고의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에 보이는 ‘표면→몸이나 신체 부위’는 3차원 공간 내부 아닌
그 영역 자체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 예문 ㉒에서 나오는 上火²와 구분하기 위하여 ‘上火¹’로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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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⑳(가)의 ‘重病上身’은 몸에 큰 병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⑳(가)의
‘火(화)’는 체내의 어떤 열성(熱性)의 증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上火
¹’은 이러한 증상이 몸에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⑳나의 ‘오르다’는 ‘귀신

의 기운이 돌다’는 것을 말하며 ⑳(나)의 ‘鬼上身’도 같은 표현이다.
㉑ 가. 시인들 얼굴엔 벌겋게 포도주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나. 싱싱한 아이의 몸처럼 온몸에 생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
(가): 酒劲上了头，使他对眼前的处境有些头脑发热。 德莱塞 《嘉莉妹妹》
(나): 夏天智却浑身哆嗦了一下，感觉有一股冷气上身。 贾平凹 《秦腔》
(다): 那份工作，他愈做愈上劲！
㉒ 가. 친구가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약이 올랐다.
(가): ‘他不吱声，装迷糊！’人们越发上火²了。
周立波 《暴风骤雨》

예문 ㉑-㉒에서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은 어떤 기운이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㉑가는 얼굴에 취기가 나타남을 말하며 ㉑나는 온몸에 생기가
나타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㉑(가)의 ‘酒劲上头’는 술기운이 머리에 나타남을
말하고 ‘冷气上身’은 찬 기운이 몸에 나타남을 말하며 ‘上劲’은 기운이 난다는
것을 말한다. 예문 ㉒는 어떤 감정이 몸에 생기는 경우인데 ‘약이 오르다’와 ‘上
火²’는 모두 화가 난다는 것을 말한다.
㉓ 가. 남의 입/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a): 君少慧，年十二，诵《九经》、《史记》、《汉书》，皆上口¹19)。
章炳麟 《赠大将军邹君墓表》
(가)(b): 稿纸上字迹清楚，文字也不错，我一口气念了两遍，字字上口²。
巴金 《团圆》
(나): 上脸/ 上头/ 上眼

예문 ㉓은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이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관용표현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㉓가의 ‘입/구설에 오르다’는 입이나 구설이라
19) 예문 ㉓(가)(b)의 上口²와 구분하기 위하여 ‘上口¹’로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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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사와 결합하여 관용화된 표현이며 남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의미를 비유
적으로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은데 ㉓(가)의 ‘上口¹’은 입
에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시문(詩文) 따위가 입에 익어 거침없이 나온다는
비유적인 의미이다. ‘上口²’는 시문(詩文) 따위가 매끄럽게 쓰여져 읽기 좋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㉓(나)의 ‘上脸’은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진
다는 것을 말하며 ‘上头’는 술을 마신 후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픔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하고 ‘上眼’은 ‘看’이나 ‘瞧’라는 동사 뒤에 쓰여 마음에 들거나 좋아한다
는 것을 말한다.

(3) 화제나 기록, 출판물, 방송 등(추상적 3차원 영역)에 나타나는 경우

㉔ 가. 오늘 모임에서는 조기 유학이 화제에 올랐다.
(가): 这种破事儿都能上个热门话题来讨论
(北语말뭉치)
㉕ 가. 호적에 오르다.
나. 그런 단어는 사전에 올라 있지도 않다.
(가): 这一回我也瞧出点门道来了, 这种买卖都是在粮饷还没上账时, 暗地里
刘斯奋 《白门柳》
做的。
(나): 早晓得这些都要上报纸，一定要帮他们好好整理一下。
刘醒龙 《天行者》
㉖ (가): 上电视/ 上镜

예문 ㉔에서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은 화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화제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화제를 추상적인 3차원 영역으로 이
해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몸이나 신체 부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때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확장은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
쳐 ‘몸이나 신체 부위(3차원 영역)→화제(추상적 영역)’로 전이된 것이다.
예문 ㉕에서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은 기록에 적힌다는 것이나 어떤 출판물
에 나타난다는 ‘등재’의 의미로 쓰인다. ㉕가-나의 ‘호적’과 ‘사전’은 ‘그릇은 그
릇의 내용물이다’의 환유에 의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지칭하고 있다.20)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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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다’는 ‘호적’과 ‘사전’의 표면이나 그 자체에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거기에 있는 내용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㉕(가)의 ‘上账’은 장부
(帳簿)에 적힌다는 것을 말하며 ㉕(나)의 ‘上报纸’는 신문에 실린다는 것을 말한

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어에서만 보이는 확장양상도 있는데 ㉖(가)의 ‘电视’는
환유적 표현으로서 ‘上’은 텔레비전 그 기계 자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방송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上镜’은 촬영기 렌즈에 나타나는 것이 아
니고 어떤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오
르다’와 ‘上’이 화제에 나타나는 의미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첨가
이동동사 ‘上’의 의미에서 대부분 [+자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첨가’라는 타동
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동작의 대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핀 자동사의 의미 특성과는 대비된다. 이 경우의 의미 확장양상은 다
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꼭대기에 첨가하는 경우
㉗ (가): 侍书、素云早已抬过一张小饭桌来。平儿也忙着上菜。
《红楼梦》
(나): 百姗沮丧地垂下头时我招呼叫服务员上饭, 端起“野猪林”的浓汁浇在雪
白的米 饭上大口扒着。
王朔 《玩的就是心跳》
(다): 我赶忙让饭摊上的人上茶, 一边起来用指头将郗蓝衫面前桌面上的泪水
擦去
贾平凹 《真品》

예문 ㉗에서 이동동사 ‘上’은 음식 따위를 상에 차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인데 이는 ‘결과는 원인을 대표한다’의 환유가 작용한 확장이다. ㉗(가)-(나)의
20) 정현애(2018)의 2.2. 중국어 방위사 ‘上’의 ‘X上’ 구조가 추상적 위치의미를 표시하는 부
분에서는 중국어 ‘书上(책에서)’가 환유를 통해 사물 ‘표면’의 의미가 아닌 ‘내용’을 지시함
을 설명하였다. 정현애, ｢현대중국어 방위사 上과 한국어의 대응양상 대조｣, 中國語文論
叢 제9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8,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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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菜’와 ‘上饭’은 모두 요리를 상에 차리는 말이며 ㉗(다)의 ‘上茶’는 차(茶)를 상

에 차리는 말인데 이들은 어떤 음식물을 상 꼭대기에 첨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첨가’의 동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상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동동사 ‘上’의 의미 확장은 환유적 인지과정을 거쳐 예문 ⑯에
서 나온 꼭대기에 나타나는 의미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면에 첨가하는 경우

㉘ (가): 盆桶成型后，要用砂纸打一遍，然后上漆。 汪曾祺 《故里杂记》
(나): 马伯乐的胳膊虽然已摔青了，但是他是不上药膏的 萧红 《马伯乐》
(다): 你们二位去给菜蔬上肥。
老舍 《贫血集》

예문 ㉘에서 이동동사 ‘上’은 모두 어떤 표면에 첨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㉘(가)는 나무 대야와 통에 옻칠을 하는 말이며 ㉘(나)는 넘어져서 시퍼렇게 멍
이 든 팔에 약을 바르는 말이며 ㉘(다)는 채소에 비료를 첨가하는 말이다. 꼭대
기를 위쪽의 표면으로 이해할 경우 이들은 표면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이동동사 ‘上’은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쳐 ‘꼭대기(위쪽 표면)→표면’으로 확장
되었다.
(3) 어떤 물체에 첨가하는 경우
㉙ (가): 临时往开向广州的客车上，加挂了两节货车，上货上到十点。
刘震云 《一句顶一万句》
(나): 成了一名给拖拉机轮胎上螺丝的钳工。
(北大말뭉치)
(다): 来到火车站，他抬手看了看表，原来忘了上发条，表早就停了
莫应丰 《将军吟》

예문 ㉙에서 쓰이는 이동동사 ‘上’은 모두 어떤 물체에 첨가하는 경우이다. ㉙
(가)의 ‘上货’는 물건을 화물차에 첨가하는 말이며 ㉙(나)의 ‘上螺丝’는 부속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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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나사를 트랙터 타이어에 설치하는 말이며, ㉙(다)의 ‘上发条’는 느슨한
시계 태엽에 팽팽함을 첨가한다는 것, 즉 태엽을 조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
다. 표면을 2차원 영역으로 이해한다면 물체는 3차원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는
데 이는 이들의 영역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때 이동동사 ‘上’은 은유적 인지과
정을 거쳐 ‘표면(2차원 영역)→물체(3차원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8) 제출
이동동사 ‘上’의 의미에서 ‘제출’이라는 타동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
다. 이때 ‘上’의 의미 확장은 특정 사건(event) 구조에 대한 ‘해석(construal)’의
차이에 의해 원형의미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21)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동동사 ‘上’의 자동성 의미는 전형적으로 동

적인 탄도체(tr)와 근원지(lm2), 목적지(lm1)라는 세 가지 존재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 구조에 대해 개념화자가 어떤 부분을 더욱 두드러
진 젓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동동사 ‘上’의
타동성은 이러한 같은 상황을 파악하는 해석의 차이에 의해 어떤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대상의 초점에서 그 대상의 변화에 미치고 있는 동작의 주체의 초점으
로 변환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자동성으로부터 확장된다. 다음 예문 ㉚에서 나타
나는 확장양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㉚ (가): 在庐山会议上彭德怀给毛泽东上万言书。
(나): 有一个谏官不听李林甫的话，上奏本给唐玄宗提建议。
(다): ３０多家企业联名上书政府要求整治。
(北大말뭉치)

예문 ㉚에서 쓰이는 이동동사 ‘上’은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에 서류 따위를 제

21) 이종열(2005)에서 ‘먹다’의 자동성 의미에 대한 확장의 원리와 동기화 관계를 설명하며
이를 ‘해석의 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본고의 ‘上’에 보이는 ‘자동성→타동성’의 확장 양
상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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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함을 나타내고 있다. ㉚(가)는 정부 관원이 주석에게 편폭이 긴 의견서를 올리
는 말이고, ㉚(나)는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문을 올리는 말이며 ㉚(다)는 기업들
이 연명으로 정부에 글을 제출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동작 대상로서의 서류 따
위가 지위가 낮은 곳에서 지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의 위치 변화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러한 이동을 발생시키
는 동작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대상의 이동보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
의 주체를 더욱 두드러진 부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타동성의 의미로 확장되었
다. 한국어 ‘오르다’에서는 이와 같은 확장양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살핀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다의적 의미는 원형의미를 중심으
로 방사형 구조로 형성되는데 두 동사가 공통적 확장양상이 있는가 하면 이질적
인 확장양상도 많이 나타난다. 이들을 종합하면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크게 6
가지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오르다’와 ‘上’의 방사형 구조(확장양상 대응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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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다의어는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은유나 환유 등 기제의 동기부여를 통해 결국
다의적 방사형 구조를 이루게 된다. 본고는 한·중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을
연구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는 크게 ‘수직이동’, ‘상승과 높아짐’, ‘도달’, ‘존재’,
‘출현¹’, ‘출현²’, ‘첨가’, ‘제출’ 8가지 도식으로 분류되어 의미 확장양상을 대조

분석하였다. 각 도식에 따라 이러한 의미확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수직이동’은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도식화된 것이며 일련의 단계로 이
루어진 과정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경우에 두 동사는 모두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쳐 ‘사람→동물→무생물’까지 확장되었다.
둘째, ‘상승’과 ‘도달’은 ‘수직이동’ 과정의 특정 일부로서 전이된 것이다. ‘상
승’에서는 한국어의 의미 확장만 보이는데 이는 환유와 은유가 상호작용한 인지
과정을 통해 ‘사람→물체’로 전이하는 것이며, 나아가 ‘물체(상승하다)→수치, 등
급, 기운(높아지다)’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도달’에서는 중국어의 의미
확장만 보이는데 이는 ‘공간→나이→수량→정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
면 ‘上年纪’, ‘上规模’ 등 표현이 있다.
셋째, ‘존재’와 ‘출현¹’은 ‘수직이동’의 결과 상태로서 전이된 것이다. ‘출현¹’에
서는 공통적으로 환유와 은유적 인지과정을 통해 ‘사람(오르다)→사람(등장하
다)→음식(차려지다)’의 확장양상으로 나타났다. ‘존재’에서는 한국어의 의미 확
장만 나타나는데 이는 환유와 은유의 상호작용적인 인지과정을 거쳐 ‘공간→지
위, 등수’로 확장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CEO에 오르다’, ‘4강에 오르다’ 등 표
현이 있다.
넷째, ‘출현²’에서 보이는 공통점으로 두 동사의 의미 확장은 모두 은유적 인
지과정을 통해 ‘(무대, 식탁)꼭대기→표면→몸, 신체부위→화제→기록, 출판물’
로 전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차이점으로 중국어는 ‘방송’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上电视’, ‘上镜’과 같은 표현이 있다.
다섯째, ‘첨가’와 ‘제출’ 도식을 보면 중국어의 의미 확장이 훨씬 더 발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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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은 다양한 타동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오르다’는 이러한 용법을 보

이지 않는다. ‘첨가’에서는 환유와 은유가 작용하는 확장인데 이는 ‘(식탁)꼭대기
→표면→물체’로 전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上菜’, ‘上药’, ‘上螺丝’ 등 표현이
바로 그 예이다. ‘제출’에서는 특정 사태 구조에 대한 해석적 차이로 인한 의미
확장인데 ‘上书’, ‘上奏’ 등과 같은 표현이 그 예이다.
본고는 한·중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을 연구 대상으로 두 동사의 다의적 확
장양상을 대조하여 밝힌 것이다. 앞으로 다른 이동동사로 확대하고 이들의 의미
확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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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olysemy of Korean
and Chinese Movement Verb ‘oreuda’ and ‘shang’
Wen, Yadong
Based on the theory of cognitive linguistics, this paper compare and analyzed the
polysemy between the Korean movement verb ‘oreuda’ and the corresponding Chinese
‘shang’.
Firstly, we reviewed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movement verbs ‘oreuda’ and
‘shang’ and set their prototypical meaning. Then for the various meanings of the two
verbs, they roughly divided into eight types: ‘vertical movement’, ‘rise’, ‘arrival’,
‘existence’, ‘appearence¹’, ‘appearence²’, ‘addition’, ‘submiss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image schema,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schema,
and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tended form and cognitive process of the
meanings which possess the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schema. On the basis
of these schema we found out how the meanings which belong to those type are
extended from the prototypical meaning and contast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xtended form between ‘oreuda’ and ‘sha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lysemy and identifying the causes of expansion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in Korean-Chinese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acquiring the
various meanings of polysemous word.

Keyword

Movement verb, ‘오르다’, ‘上’, polysemy,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image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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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后期汉文长篇小说中的中国元素
－以<一乐亭记><三韩拾遗><汉唐遗事>为中心－

赵 治 成 *· 牛 林 杰 **

국문요약
조선 후기 때 소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 국문소설의 발전, 그리고 중국 소설의 대량 유입
에 따라 한문 소설도 마침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부 높은 한문학 소양을 가춘
작가가 한문으로 장편 소설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주와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중
국 문화 요소도 많이 수용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문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이순의 <일락정기>, 김소행의 <삼한습유>, 박태석의 <한당유사>를 대상으로 작가들이 중
국 문화 요소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어떤 작가의식을 표출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일락정기>에 있어서 이이순은 안빈낙도의 상징인 안락정(安樂亭)의 차용, 문천상, 악비,
육수부 등 중국 송나라 충효 인물의 재등장, 유교 명분론 하의 화이사상의 표출 등을 통해서
유교 이념을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삼한습유>에 있어서 김소행은 역사상 불우한 중국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또 그들에
게 출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분의 제한과 과거시험의 실패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는 자
신을 위로했다. 또 <삼국지>에 반영된 영웅사관을 차용함으로써 영웅, 즉 인재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한당유사>에 있어서 박태석은 중국 고전 평점(評點) 소설의 양식과 <삼국지><수호지>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자랑하는 방식과 구조 융합 등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문학 재주를 과시했다.

주제어

조선후기, 한문 소설, 중국 요소, 일락정기, 삼한습유, 한당유사

* 作者单位：枣庄学院外国语学院讲师，山东大学外国语学院访问学者
** 通讯作者：山东大学外国语学院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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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中韩两国，作为一衣带水的邻邦，自古以来就有着十分密切的文化交流
关系。得益于此，两国的文化相互借鉴、相互影响，最终形成了“你中有我，
我中有你”的文化亲缘关系。这种关系，不仅在现代，在古代文学当中也表现
的十分明显。由于朝鲜半岛有着长达千年的汉字借用史，因此包括汉诗、汉文
散文、汉文小说在内的各个汉文学体裁均在朝鲜半岛生根发芽，并成为了当
地文学的重要组成部分。
其中，汉文小说作为汉文学的重要分支，也在朝鲜半岛获得了一定的发
展。然而，由于朝鲜（1392-1910）在立国之后，一改前代（高丽王朝）崇尚
佛教的风气，从立国之初即确立了儒教的绝对统治地位，将来自中国的性理
学作为了治国的指导思想。也正因如此，儒家“述而不作”、“发乎情止乎于礼”
等主张带来的对小说轻视、排斥的态度1)也同样进入朝鲜，并被当地的文人所
接受。此外，由于在朝鲜，学习汉文的媒介多为儒家经典与论著，能够用汉文
创作小说的朝鲜作者，必须是具有较高文化程度和儒学修养的文人士子2)，而
普通民众对汉字的使用存在障碍 ，因此统治阶级对于小说的轻视和反对态
度，势必会给有志于出仕的文人士子带来很大压力，从而压制了朝鲜本国汉
文小说的发展，导致朝鲜前期鲜有汉文长篇小说的出现。
1) 张棣, ｢儒家思想保守性对中国古典小说的负面影响｣, 『韶关学院学报』第5期, 2012,
pp.28-29.
2) 孙逊，｢东亚儒学视域下的韩国汉文小说研究｣, 『文学评论』第2期, 202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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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到朝鲜后期，这种情况才逐渐发生了改变。随着韩文小说和明清小说
的盛行以及社会对于小说道德教化功能的认可3)，小说终于开始在朝鲜半岛流
行起来。其中，在<三国演义>等的影响下，<壬辰录><刘忠烈传><赵雄传>等
带有恢复民族自信作用的韩文军谈小说在中下层人民当中十分流行，而<玩月
会盟宴><刘氏三代录><林花郑延>等带有明显的宣扬儒家惩恶扬善理念的韩文
大长篇家门小说则受到了上层女性读者等的欢迎。在此背景之下，部分拥有
较高汉文学素养的文人也开始投入到了汉文小说的创作当中。其中，除了利
用<两班传>等汉文短篇小说的创作来讽刺现实的朴趾源等人之外，汉文长篇
小说也终于在朝鲜后期迎来了发展的高潮，并相继出现了<一乐亭记><三韩拾
遗><玉树记><玉楼梦><六美堂记><鸾鹤梦><汉唐遗事>等一批作者身份和创作
年代均较为明确的作品。这些作品的作者，大部分属于因为科举考试失败、家
道中落等原因无法实现理想的失意文人，同时也有在目睹社会乱象和儒家的
衰退之后，想要通过小说创作来教化世人、匡正社会风气的文人。由于汉文小
说，尤其是长篇小说的创作需要深厚的汉文学功底，因此作者对于中国的古
代文化十分熟悉，这也导致他们的作品普遍表现出了融合中韩两国古典文学
的特征。他们不仅在作品当中加入了大量中国元素，同时通过对这些元素进
行改造的方式，实现了展示才能、表达内心想法的目的。
在朝鲜后期的汉文长篇小说当中，李颐淳的<一乐亭记>、金绍行的<三韩
拾 遗 > 、朴 泰 锡 的 < 汉 唐 遗 事 > 是 三 部 值 得 关 注 的 作 品 。其 中 ，李 颐 淳

（1754-1832）作为一名曾历任多个官职的保守派儒者 ，其在退出官场之后
的 1809年创作了 <一乐亭记 >。金绍行 （1765-1859）作为一名虽然身怀出
仕之志 ，但最终未能实现人生理想的文人，其在尚未满50岁（1814年）之时
创作了 <三韩拾遗 >。而朴泰锡 （1835-？）则在人生刚起步的 18岁 （1852
年）之时创作了<汉唐遗事>。由此可以发现，李颐淳、金绍行 、朴泰锡三人
在创作各自的作品之时，其人生阶段和人生处境都各不相同 ，可以说分别代
表了入仕文人、未能入仕文人以及尚未入仕文人的立场。同时，与朴趾源等带
3) 李岩，俞成云，『朝鲜文学通史(下)』,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pp.112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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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实学思想的改革派文人不同，三人均属于保守阶层文人，其作品的讽刺性
也不明显。这种差异性与共性的存在，最终导致他们在借用中国元素方面，在
具有一定共同特点的同时，其侧重点也各不相同。因此，通过考察三人作品当
中的中国元素 ，可以一窥朝鲜后期处于不同人生境地的保守阶层文人对于中
国元素的利用与改造方式 。同时 ，相对于 <玉楼梦 >等其他汉文长篇小说作
品，目前学界对于三部作品当中中国元素的研究也存在着成果数量偏少，需
要进一步发掘的问题。4)因此，本文以这三部作品作为研究对象，分别从宣扬
儒家思想、呼吁重用人才、炫耀自身才能三个角度，考察朝鲜后期保守阶层文
人对于中国元素5)的利用方式。

2. <一乐亭记>：借用中国元素，宣扬儒家思想
<一乐亭记 >是由朝鲜后期文人李颐淳 （1754-1832）所作的一部汉文
长篇小说。虽然作品没有作者署名，但张孝铉6)、申东益 7)等人通过<一乐亭
记>金东旭所藏本当中的“乙巳冬阳復之月 晩窩翁识”与朝鲜后期文人李颐淳的
号“晩窩 ”一致、<一乐亭记>第1回当中柳英泛游西湖的场面与李颐淳诗集<后
溪集』卷1“汉上夜会”篇当中泛游汉江的场面十分相似等众多证据，基本确定

<一乐亭记>就是朝鲜后期文人李颐淳于1809年创作的作品。而笔者也在研究
的过程当中，发现了其他<一乐亭记>当中与李颐淳的个人作风、诗集等有关
联的内容 ，并将予以随文说明。因此，本文也将延续李颐淳为<一乐亭记>作
4) 目前关于三部作品当中中国元素的研究，主要有赵冬梅(2004)、韩梅(2006)关于<汉
唐遗事>对中国古代评点小说的吸收状况的研究，김문희(2021)对<一乐亭记>当中严
嵩形象的研究等。
5) 本文当中所说的中国元素，是一种广义上的概念。在两国长久以来的文化交流的影响
之下，朝鲜在立足本国国情的基础之上，已经将部分中国元素内化为了本民族的固有
文化，从而使得部分中国元素超越了国家的界限。因此，这里的中国元素，即包括朝
鲜文人直接借用的中国元素，也包括了已经内化为本民族固有文化的中国元素。
6) 장효현, ｢조선 후기의 소설론: 필사본 소설의 서(序), 발(跋)을 중심으로｣,『어문논집』
제2집, 안남어문학회, 1982, p.579.
7) 신동익, ｢일락정기 작자 소고｣,『국어국문학』제99집, 국어국문학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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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的观点，以此作为后续研究的基础。
李颐淳，号后溪、晩窩等，是朝鲜大儒李滉的九代孙。根据其后人整理
李颐淳的诗文并刊刻的诗文集<后溪集>当中的记载，李颐淳十分注重修身，
自小凝重有器度，专心于学业当中:
公自幼凝重，有器度。与羣儿游，不轻言笑。八岁学于三从大父积城公，同门
授学多材敏，公独沉静。积城公属望不浅，授小学书，诫之曰，此做人样子，幼而
学之，壮而欲行之。公惕然发悟，诵习不怠。每事循蹈规矩 ，在长者侧及与侪友
居，一毫不放过。于经书，亦专心听受，用积久之力，期于通透乃已。以此文义夙
达，词章不劳而成。8)

得益于发愤学业，李颐淳26岁那年在生员试当中合格，并于次年进入成
均馆。而在此后的人生当中，李颐淳也表现出了明显的想要将以李滉为代表
的先祖的家风、学业等继承下去的愿望，无论是在家中还是为官过程当中均
按照儒家的道德要求以及 “修齐治平”的原则行事。因此 ，在其创作的小说当
中，也不可避免的出现了大量弘扬儒学的内容。根据 <后溪集>的记载，李颐
淳在1806年任职恩津县监之时，因为与想要逃避兵役的儒生发生冲突而在上
任短短几个月之后辞职，同时在1807年又遭遇了父亲去世，而<一乐亭记>正
是在其守丧期间所作。从其此后再未为官来看，李颐淳或许看到了官场的腐
败以及部分儒家人士的堕落，因此决心通过小说的创作来劝诫世人。而在“一
乐亭记序”当中，李颐淳就明显表现出了这一点：
世之谓小说者，语皆鄙俚，事亦荒诞，尽归于奇谈诡谑，而其中所谓，南征感
义录数篇，令人说去，便有感发底意矣。余于是乎不思子云之僭，窃效西邻之嚬，
构成是篇，能不为具眼者一哂之资耶。盖一乐亭，苏州侯教育之所，而晋公事业亦
自一乐亭，窃有所义焉。噫！是书之作，虽出于架空构虚之说，便亦有福善祸淫底
理，则此岂非罪我知我者乎？但愿勿令人见之，使家庭间妇孺辈真谚读之，则庶几
有补于教诲之一道尔。9)
8) 이이순, 『한국문집총간·후계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p.290.
9)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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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文当中李颐淳说道，虽然小说存着在荒诞、虚构等问题，但是其中所
蕴含的有关福善祸淫的道理，对于教化世人是有作用的，因此在模仿<谢氏南
征记><彰善感义录>等作品的基础上创作出了<一乐亭记>。再结合李颐淳的家
系以及其保守派儒者身份，可以确定其创作<一乐亭记 >的最大目的，就是要
弘扬儒家式的道德规范，以此来纠正日益堕落的世风。也正因如此，整部作品
主要描述了宋朝民族英雄文天祥以徐梦祥的身份重新降生到到人间后 ，以徐
梦祥为中心发生的一系列惩恶扬善故事。除了模仿<谢氏南征记>等本国元素
来宣扬儒家思想、教化世人之外，李颐淳还通过大量中国元素的添加与改造
实现了这一目的。
第一，作品题目<一乐亭记>所蕴含的儒家意味。
在小说当中，以亭子的名字命名作品是比较罕见的。而在“一乐亭记序”当
中，作者指出一乐亭是苏州侯（徐弼）的教育之所，同时也是晋公（徐梦祥）
事业的起步之地。而从作品的内容上看，当徐弼主动辞职返回苏州后，不仅建
造了一乐亭，同时将其当做了讲论儒家经典、教育儿子徐梦祥的场所。而当徐
梦祥功成名就，荣华富贵达到顶峰后却毅然辞职，返回家乡之后同样在一乐
亭向后代传授儒学。因此可以说，一乐亭这个地点，其实就是一种不追求功名
富贵、安贫乐道的儒家精神的象征。
如果进一步追溯<一乐亭记>名字的由来，可以发现其与孔子的得意弟子
颜回有着很深的渊源。在<论语·雍也篇>当中，颜回因为安贫乐道受到了孔子
极大的称赞：
子曰：“贤哉，回也！一箪食，一瓢饮，在陋巷，人不堪其忧，回也不改其乐。
贤哉，回也！”10)

由此可见，<一乐亭记>当中徐弼、徐梦祥父子二人不贪恋权力、富贵，
辞职回乡后一心钻研、教授儒家学说的做法与颜回的安贫乐道有着异曲同工
之处。不仅如此，颜回居住的地方叫做陋巷，其处有一个井，孔宗翰在井上建
10) 张燕婴，『论语』, 北京: 中华书局, 2006,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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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一个亭子，起名叫“颜乐亭”。后世不少文人以“颜乐亭”作为主题写诗予以纪
念。其中，苏轼不仅作<颜乐亭诗>，同时作<颜乐亭记>作为了诗的并序，其原
文如下：
颜子之故居所谓陋巷者 ，有井存焉 。胶西太守孔君宗翰 ，始得其地 ，浚治其
井，作亭于其上，命之曰“颜乐亭”。昔孔子以箪瓢陋巷贤哉颜子，而韩子乃以为哲
人之细事，何哉？苏子曰：君子之于人也，必于小者观之，自其大者容有伪焉。人
能碎千金之璧，不能无声于破釜，能搏猛虎之暴，不能无变色于蜂虿。孰知箪食瓢
饮不改其乐为哲人之大事乎？乃作<颜乐亭记>，以遗孔君，正韩子之说，且以自警
云。11)

以上的内容当中 ，韩愈认为孔子因为“箪食瓢饮”而称赞颜回是哲人琐碎
的小事，不值得去宣扬。但是苏轼不同意韩愈的观点，认为这种小事反而体现
出了颜回安贫乐道的高尚品格，因此作<颜乐亭记>匡正韩愈的观点，并用来
自警。再加上李颐淳十分的敬佩苏轼，无论在汉诗还是小说作品当中，均有着
不少模仿苏轼的痕迹。由此看来，作者将作品定名为<一乐亭记>这种做法，
有模仿苏轼<颜乐亭记>的成分在其中。并且，<后溪集>卷一的汉诗“广岩瀑布”
当中如此写道：
吾乡素称山水之县 ，名区胜境何限 ，而至如城市不远之地 ，有此泉石特异之
境，尤可爱也已。余之晩卜在其下，欲于此筑亭，以为往来盘旋之所，而有力不及
之叹焉。仍窃伏念，先祖奉酬龙岩李先生灵芝精舍诗，有愿将美号输真隐之句，而
兹山是灵芝之西麓，则未知他日藏修，有如颜乐亭之为耶。12)

上文中，作者想要于广岩瀑布处筑亭，以此作为往来盘旋之所。同时在
诗的末尾也提到了颜乐亭，这成为了作者知道颜乐亭存在的直接证据。
综合以上内容，作者模仿苏轼的<颜乐亭记>为作品取名<一乐亭记>的做
法，实际上就是表达了对于颜回的安贫乐道的敬仰。同时在作品当中，通过徐
11) 苏轼 著，张志烈等 校注，『苏轼全集校注』, 石家庄: 河北人民出版社, 2010, p.1615.
12) 이이순, 『한국문집총간·후계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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弼、徐梦祥父子放弃荣华富贵，回到家乡建造一乐亭后，弘扬儒学、教育后人
这种行为，把这种对颜回的敬仰予以了实践。
第二，宋代忠孝人物的再登场。
作品第1回当中，作者安排了宋代两位爱国名将文天祥、陆秀夫重逢的场
景。历史上文天祥宁死不屈服于元朝，最终英勇就义。而陆秀夫则在与元军的
战斗失败后，背负幼帝投海自杀而死，自此以后两人的忠、孝、烈美名永传后
世。作品当中，作者让两人重逢并回顾往事之后，让已经成为仙人的文天祥重
新投胎人间，以徐阁老的儿子徐梦祥的身份重生，让徐梦祥代替文天祥实现
其未竟的儒家式“修齐治平”事业。而徐梦祥自年幼就表现出了这一点：
悬弧之二周，英眄流彩，慧语惊人。五岁诵孝经，八岁读论孟诗书，九岁讲究
易理，其阴阳奇偶之数，及否泰消长，进退祸福之机，若神教鬼授，无不炯然洞
透。每以修齐治平之道，自为己任，阁老亦以门户之望，期许于中矣。13)

以上内容表明，徐梦祥不仅从小就通读儒家经典，同时也以儒家的“修身
齐家治国平天下”作为了人生的奋斗目标。而在此后的人生历程当中，徐梦祥
也确实践行了这一点 。修身方面 ，徐梦祥无论身处何地 ，均能严格要求自
己。这一点，在其被贬谪到巴陵之后表现的十分明显。
翰林自送三人之后 ，遂废山水之游 ，闭门读易 ，巴陵之人 ，罕见其面 ，杜知
县，公退之暇，见之叹曰：“程先生，涪州注易之工，复见于吾兄矣。”14)

上文当中，徐梦祥在被贬谪到巴陵之后，仍旧严格要求自身，废山水之
游，闭门读书。巴陵杜知县也因此评价其有着当年理学大家程颐在被贬谪到
涪州之后 ，潜心点注<周易>的风采。徐梦祥的这种表现，与作者李颐淳在闲
暇之时，不喜追逐，终日静坐看书，因此被人称赞带有古家士大夫之风有着异
曲同工之处。15)
13)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29.
14)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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齐家方面，徐梦祥十分注重家风的培养以及后世的教育。当徐梦祥率军
击败南蛮董铁山，并与隐居在衡山的夫人重逢后如此嘱咐道：
王师在外 ，旋师隔日 ，区区情私 ，复安足道 ？夫人彩轿 ，不可与官军一时登
途。今通州使君郑光琰，即公献之从昆弟也。夫人须与之，从后启程可也。16)

由此可见，徐梦祥公私分明，严格区分家事与公事，甚至不让夫人跟随
官军一起返程。而当其功成名就隐退之后，则回到家乡苏州讲学于一乐亭，以
此教育后代。徐梦祥的这种齐家风格，也与作者李颐淳从官场隐退后严格管
理家事、尽心教育后代的作风十分相似，可以说带有作者的影子在其中。
最后，作者让徐梦祥接连击败黠律和董铁山，并成为了晋国公，实现了
治国平天下的愿望。在击败敌人的过程中，徐梦祥不以武力为主，而是采用了
类似诸葛亮七擒七纵孟获的方法，屡次抓获敌人而放之，意图使其心服，体现
出了鲜明的儒家仁爱之风。
通过以上内容，文天祥的化身徐梦祥最终实现了儒家式“修齐治平”的愿
望。换句话说，文天祥在历史当中的遗憾，通过徐梦祥得到了替代满足。除了
文天祥之外，岳飞和陆秀夫的登场也值得注意。某天徐梦祥在得到仙人柳英
的帮助掌握兵法之后，当夜岳飞在其梦中出现，并如此说道：
徐元帅，得非洪武初徐将军之后裔乎？僕乃南渡宋将军岳鹏举也。不幸金牌之
来，误了黄龙之饮，天荒地老，此恨曷已？所以先将军之北征，托酹于黄龙府矣？
今元帅之北征，亦且不远，能无忘前后之托，许令痛饮否？17)

在岳飞的嘱托下，徐梦祥率领大军北征，最终击败黠律，弥补了岳飞的
遗憾 。而当徐梦祥征讨南方的董铁山 ，并一路追击董铁山的同党龙城王之
15) 이이순, 『한국문집총간·후계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p.290. “僚友来见者，亦不
往谢。终日静坐看书，老泮人皆称之曰，古家士大夫也。”
16)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p.157-158.
17)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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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陆秀夫忽然从海中而出，在帮助徐梦祥杀掉龙城王之后对徐梦祥的部下
如此说道：
为我报徐元帅，元帅我夙世故人也，除一凶酋，岂费大元帅神刀？宋将军陆秀
夫，自海上而出，斩雷石之头，以雪古今之耻。18)

由此可见，作者在<一乐亭记>当中，让宋代的三位忠臣文天祥、岳飞、
陆秀夫登场，并为他们提供了发泄忧愤、弥补遗憾的渠道，从而间接宣扬了儒
家的忠孝等理念。
第三，儒家名分论下的华夷思想。
在古代，由于中国相对于邻国具有很大的文化、经济等优势，因此产生
了以中国为中心的华夷思想，即将中国作为“华”，把中国周边的邻国以及少数
民族等作为“夷”来对待。不仅如此，这种思想还被纳入到儒家的名分论当中，
将中国与邻国的关系定位为了君臣关系，并以此为基础展开对邻国的外交。
而在周边国家当中，朝鲜可以说是与中国关系最为密切的一个国家。朝鲜不
仅将来自中国的儒学（性理学）作为治国的指导方针、将科举作为人才的选拔
制度，同时也将汉字作为了主要的使用文字。在这种国家的各个层面都与中
国十分相似的情况下，朝鲜获得了“小中华”的称号，与中国周边的其他国家形
成了层次上的差异。这一点，在1512年大司宪南衮等人给中宗的上疏当中有着
明显的体现：
我国家邈处日域，自中国视之，与安南、交趾无异，而中国之人，不鄙夷之，至
称小中华。岂非以世修礼义，君君臣臣父父子子，民彝物则，犹足可观故耶?19)

由此可以看出，朝鲜的文人士大夫阶层也认为本国由于世修儒家礼义，
因此才被称为“小中华”，从而与安南、交趾等中国的其他邻国产生了区别。换

18)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137.
19) 中宗实录 17卷，7年12月26日(丙寅).

朝鲜后期汉文长篇小说中的中国元素 219

句话说，无论是朝鲜本国还是中国，都认为朝鲜比中国的其他邻国要高出一
个等级，不可一概而论 。也正因如此，<一乐亭记>的作者李颐淳作为一名保
守的儒者，也表现出了与中国文人类似的、基于儒家名分论的华夷思想。例
如，作者在作品当中，表现出了明显的尊重宋、明两朝，贬低由北方的少数民
族蒙古族建立的元朝的思想倾向。第1回作为作品的楔子部分，作者让钱塘进
士柳英出生在了元朝至正时期，然而，作品开头的气氛却十分的低沉：
至正中，有钱塘进士柳英，字隽卿，文章卓绝，风范奇伟，不以功名为意，逍遥
于吴越之间，自号逍遥子，尝慨然叹曰：“大丈夫，生于宇宙之间，读书击剑，所
遭何时？凌霄驾风，其将安归？不能追鲁仲连，蹈东海而死，则亦将学张子房，从
赤松子而游耳。”

柳英虽然文章卓绝 ，却不以功名为意 ，情愿逍遥于吴越之间的这种做
法，表明当下的时代并不能帮助柳英实现“修齐治平”的愿望。而当柳英夜游越
王城，偶遇已化为仙人的前朝（宋朝）忠烈之士文天祥、陆秀夫之后，却表现
出了十分敬仰的态度，与两人一同饮酒叙怀。而当三人即将分别之时，文天祥
对柳英如此说道：
噫！天厌秽德久矣，元胡百年之运，亦将几何？不出五十年，兵戈抢攘，衣冠奔
窜，惟愿吾子，择处福地，善保余年，亦勿忘越王城下此夜事也。20)

上文中，文天祥预言元朝即将灭亡。而三人分别之后，仙人文天祥返回
天庭，此后因为所做诗中含有戏谑之意被贬谪人间后，果然以徐梦祥的身份
降生在了新王朝-明朝嘉靖年间徐弼的家中。此后整部作品一改开头元朝至正
年间的低沉气氛，变成了文天祥的化身徐梦祥在明朝按照儒家的道德准则一
展宏图的局面。这种元明之间的反差，表明作者与中国古代文人一样带有明
显的华夷思想。而在徐梦祥建功立业的过程当中，当北虏黠律入侵明朝，企图
恢复元朝的事业时，皇帝听从权澈等人意见，下诏让正在贬谪地的徐梦祥率
20)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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军出征时如此说道：
黠彼北虏 ，一种铁木 ，鸱张北郡 ，虎噬上国 ，生缚叛臣 ，引为心腹 ，厥势遂
倍，如虎而翼 ，河北风靡 ，寂无劲草 ，惟一常山，蜡表间道，宫夜听鼙，朕心如
捣，历数文武，谁仗天讨？21)

这段内容当中，作者将黠律称为一种铁木（即蒙古族），同时将其入侵
明朝，企图恢复蒙古统治的行为，称之为虎噬上国，体现出了明显的名分等级
上的差别。在徐梦祥平定黠律入侵之后，南海贼董铁山又起兵入侵，徐梦祥再
次领命出征。在到达南海之后，徐梦祥为了刺激董铁山如此说道：
汝不读姜子牙丹书乎 ？敬胜怠则吉 ，吾方敬奉天讨 ，北贼服罪 ，汝何不敬天
威，怠慢官军乎？虞舜之世，有苗归化，夏禹之会，防风就戮，此亦吉凶祸福之明
验矣。汝若归顺，吾将奏汝天门，使不失赵佗南越王故事也。22)

上文当中，徐梦祥以苗、南越王赵佗等归顺中国的故事劝说董铁山。历
史上，赵佗在建立南越国之后，臣服于汉朝，成为了汉朝的附属国。因此徐梦
祥以赵佗的故事劝说董铁山 ，其实就是要让其按照儒家的名分论，以臣子侍
奉君王的方式来对待中国，这明显是以中国为中心的华夷思想的展现。
此外，作者在<一乐亭记>当中表现出的对待北虏黠律和南蛮董铁山的华
裔思想有着明显的程度上的差别。作品当中，黠律是北虏，最后的结局是全军
覆灭，自己也被斩首示众。董铁山与祝融夫人是南蛮，最后只是面缚投降并且
归化了天朝。这些不过是“丙子胡乱”后，作者对北方少数民族-隐指清人的满
腔仇恨而已。23)经过“丙子胡乱”之后，朝鲜最终臣服于了清朝。然而在华夷思
想的指导下，朝鲜的众多文人仍旧不愿放弃与明朝的君臣关系，视明朝为宗
主国，同时对于由北方少数民族建立的清朝仍旧充满蔑视和敌对态度。这种
21)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127.
22) 장효현 외, 『가정가문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145.
23) 汪燕岗，『韩国汉文小说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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态度反映到<一乐亭记>当中，最终成为了作者对待北虏黠律和南蛮董铁山的
不同处理方式的深层次原因。
以上可以看出，<一乐亭记>无论在题目还是内容上，均通过吸收并改造
中国文化元素的方式，展现出了十分浓厚的儒家思想。然而，李颐淳终究是一
位保守的儒者，因此其必定要明确指出创作<一乐亭记>的目的是为了宣扬儒
家道德准则，以维护自身的儒者身份。这也解释了作者为什么在“一乐亭记序”
当中即明确点明自己的创作目的是为了惩恶扬善。同时，也明确指出自己的
作品是模仿<谢氏南征记><彰善感义录>等得到上层认可、带有明显的教化民
众特点的作品而产生的。换句话说 ，李颐淳通过“一乐亭记序”，极力淡化了

<一乐亭记 >作为小说的独创性 ，从而在上层统治阶级仍旧反对小说的情况
下，为自身创作小说这种行为提供了一个合理的解释。此外，作者在作品开头
通过楔子指出男主人公的原来身份是宋朝的文臣文天祥，这种与中国的历史
演义小说类似的托于史实的创作手法，也是为了减弱<一乐亭记>的虚构性，
进而维护自己的儒者身份。
然而，作者以宣扬儒家思想为目的进行的创作，最终导致<一乐亭记>在
小说价值方面大打折扣。例如，为了使恶女形象的韦桂仙出场，作者安排主人
公徐梦祥在从苏州前往北京应试的路上，路过武昌状元桥与韦桂仙偶遇。然
而，此段内容的叙述不仅十分简短，而且在徐梦祥到达武昌的当晚，韦桂仙就
主动接近徐梦祥当场求婚，而徐梦祥也痛快的答应，让其守住贞洁，等待自己
禀告家人。不仅如此，徐梦祥在从苏州前往北京的路上，路过武昌也不符合地
理上的常理。这种情况表明作者只是想让韦桂仙快速登场，以便为以后的韦
桂仙与权彩云之间的妻妾矛盾做好铺垫，从而安排了一个无论在常理上还是
地理上都不具有说服力的结缘过程，并最终给作品的文学表现力带来了负面
影响 。类似此类的内容还有不少 ，例如徐梦祥在讨伐南蛮董铁山的过程当
中，董铁山仅仅因为自己派出的刺客卫八儿归顺徐梦祥就惊慌失色，主动投
降，这同样不符合战争的一般逻辑。由此表明，作者只是想借助战争这个手段
来宣扬儒家道德规范，并为徐梦祥提供建功立业的场合，但也因此影响了作
品的文学价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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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三韩拾遗>：借用中国元素，呼吁重用人才
<三韩拾遗>是朝鲜后期文人金绍行（1765-1859）于1814年创作的一部汉
文长篇小说，金绍行以本国历史上真实发生的烈女香娘的故事为基础创作了
此作品。作品中，香娘原本想与一位孝廉结婚，但在父母的要求下，不得不与
一位富家纨绔子弟结婚。然而，婚后香娘却受到了丈夫和婆婆的虐待，最终无
法忍受的香娘返回娘家。然而此后香娘又受到了其他男子的骚扰和逼婚，最
后香娘为了坚守贞洁投水自杀。香娘死后升天，并成为了后土夫人的侍女，最
后在后土夫人等人的帮助下，香娘获准重生，与孝廉重续前缘。此后，魔军前
来争抢香娘，天军则为保护香娘与魔军展开了战斗，最后在项羽等人的帮助
下，魔军最终被击败。最后香娘又协助新罗国王相继灭掉了百济和高句丽，统
一了朝鲜半岛上的三国。
根据记载，金绍行作为安东金氏出身，是朝鲜中期大臣金尚宪的玄孙，
高祖父金光灿官至中枢副史，曾祖父金粹澄作为进士，官至积城县监，文集行
于世。金绍行的父亲金轼谦号东坡，文集行于世，文章与学识号称可与苏东坡
媲美。因此，金绍行可以说出身于名门家族、书香门第。金绍行所结交的人物
当中，也不乏当时的著名文人。为<三韩拾遗 >写序文的人物当中，洪奭周、
金迈纯即为当时顶尖的古文大家。然而，虽然金绍行与洪奭周等在中央政府
担任官职的文人关系紧密，但这并不意味着金绍行也可以参与到中央政治当
中去。对于金绍行来说，无法实现出仕的原因主要有以下两点。
第一，金绍行有着生平都无法抹去的身份限制，即庶孽身份。金绍行的
曾祖父金粹澄属于庶孽身份，因此金绍行从一出生，就不幸属于庶孽，不得不
遭受到差别待遇。虽然到了朝鲜后期对于身份的限制已经大幅度缓和，出台
了不少缓和身份差别的政策。然而，在政策的实施过程当中，却因为既得利益
阶层的阻挠，遭遇到了不少的困难。即使庶孽阶层借助国家政策的缓和成功
地进入到中央政府，但也不可避免会遭受到排斥。因此，金绍行虽然出身名
门，但参与中央政治的道路实际上是堵死的。换句话说，金绍行虽然属于文化
界核心阶层的人物 ，但由于自身的出身问题 ，无法进入到政治界的核心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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层。
第二，导致金绍行无法出仕的直接原因，则是科举考试的失败。金绍行
虽然属于庶孽身份，但仍旧可以通过科举考试获取一定的官职。然而，根据之
前的研究结果，金绍行虽然才华横溢，但却屡次在科举考试当中失败，经过确
认的落榜次数就达到了5次之多。因此，金绍行的朋友洪奭周评价道：虽然金
绍行善于写大文章，但因为不熟悉科举考试的套式，因此屡屡在科举考试当
中落榜。24)
以上可以看出，金绍行作为一名杰出的文人，虽可以与洪奭周等朝中的
高层人士进行交往，但由于身份的限制以及不熟悉科举考试的套式而无法实
现出仕的愿望 。在这种无法发挥才能的处境之下，金绍行通过<三韩拾遗 >的
创作，表达了对于人才重要性的强调。除了借助本国的元素，例如金庾信凭借
一封信使得高丽退兵以外，他还利用大量中国元素达到了这一目的。
第一，带有忧愤的中国历史人物的再登场。在<三韩拾遗>当中，金绍行
不仅让大量中国历史人物登场，同时对众多未能充分发挥才能、心怀忧愤而
死的中国历史人物的命运进行了颠覆。其中，司马迁、诸葛亮、项羽、伍子胥
等人的登场值得注意。众所周知，司马迁虽然写下<史记>流芳后世，但在其
有生之前却因为替兵败投降的李陵辩解而遭受到了汉武帝的宫刑，并忍受屈
辱和忧愤最终完成了<史记>的创作。诸葛亮病死在五丈原，未能帮助蜀国完
成统一三国的大业。项羽则在与刘邦的斗争失败后最终在垓下自杀。而伍子
胥则因为受到小人的陷害而自杀。然而，金绍行却在<三韩拾遗>当中让这几
人重新登场，并未他们提供了发泄忧愤的渠道。
第一卷当中，香娘在面对逼婚之时，为了守住贞洁投水自杀而死。此后
在后土夫人等人的帮助下，香娘得到天帝的允许获准重生。此后香娘想要劝
说同样因为逼婚而自杀的贞义女一同返回人间 ，但却遭到了拒绝。此时一个
名为三尸的人物得知此事后 ，在天帝面前以心术不正为由告发了香娘 。此
时，正如当年为李陵辩解一样，司马迁再次勇敢地为香娘进行了辩解。但这一
24) 이기대, 『19세기 漢文長篇小說 硏究 : 創作 基盤과 作家意識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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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天帝不仅没有像汉武帝那样惩罚司马迁，反而将三尸处死，同时如此称赞
道：
有臣如此，汉帝可谓失刑矣，然不遭蚕室之祸，未必能发愤于文，而本诗书续
春秋，自成一家之言，光耀宇宙，与天地同其悠久，于尔亦云幸矣。25)

由此可以看出，金绍行在作品当中，为司马迁提供了洗刷当年所受屈辱
的渠道。而在第二卷当中，天军为了保护香娘与魔军进行战斗，当战斗呈现出
胶着状态、不分胜负之时，在虞美人的建议下，项羽登场，开始指挥天军与魔
军的战斗。然而，双方仍旧不分胜负，魔王甚至用诸葛亮五丈原呕血之言讽刺
了项羽。此时诸葛亮正在与北地王讨论战事，当听到五丈原呕血之言时大怒
而起，主动带领蜀国名将赶来，加入了项羽的阵营。此后，春秋时期的人物伍
子胥又前来投靠项羽，并如此说道：
“仆楚人，足下亦楚人，俱有千古不平之余愤，今日愿为公助一臂之力。”

26)

在众人的努力下，魔军最终被击败，项羽、诸葛亮、伍子胥等历史上的
良才将相则在金绍行的作品当中成功实现了人生的逆转，弥补了未能充分发
挥才能的遗憾。由此可以发现，金绍行在作品当中，让众多因为种种原因未能
充分发挥才能的中国历史人物登场，并为他们提供了实现理想的舞台。而在
现实当中 ，金绍行也是一位才华横溢的人物，但是由于不熟悉科举考试的套
式而屡屡失败，同时其庶孽的身份也阻碍了其充分发挥自身的才能。换句话
说，金绍行也与司马迁、项羽、诸葛亮、伍子胥等人一样，属于未能充分发挥
自身才能之人。因此，金绍行通过让这些因为种种原因无法充分发挥自身才
能，心怀忧愤而死的中国历史人物再登场 ，并为他们提供实现理想的舞台的
方式，表达了包括自身在内的人才未能得到重用的不满及忧愤之情。

25) 김소행 저,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p.161.
26) 김소행 저,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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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对于<三国演义>英雄史观的借用。<三国演义>能够流行至今的一
个重要因素，是其塑造的一大批性格特点鲜明的英雄人物。在战斗当中，士兵
往往扮演旁观者的角色，英雄之间的战斗，才是决定胜负的关键因素。主将手
起刀落，斩敌将于马下，士兵一拥而上，大破敌军，是<三国演义>典型的描写
战斗场面的手法之一。此外，刘备之所以能够和孙权、曹操分庭抗礼，建立蜀
国，与诸葛亮、关羽、张飞、赵云的存在密不可分，而诸葛亮的五丈原之死，
也被视为导致蜀国灭亡的重要原因之一 。这种特点 ，其实是“英雄史观 ”的体
现。所谓“英雄史观”，即是认为英雄是历史的创造者和推动者，将英雄视为人
类生活的中心，而把人民群众排斥在政治舞台的边缘，忽视他们对历史的创
造和推动作用。27)<三国演义>即是带有英雄史观的最典型作品。而在<三韩拾
遗>当中，也同样体现出了十分鲜明的英雄史观。当高句丽联合百济攻打新罗
之时 ，新罗将领金庾信给高句丽将领仓助利寄了一封书信 ，阐明了利害关
系，仓助利看后叹道：“国有人焉，不可争也”28)，随即命令撤兵。由此，金庾
信仅凭一封书信，即让高句丽撤回了大军。此后，当新罗联合唐朝灭掉百济之
后，香娘又建议攻打高句丽，当被问到原因之时，香娘答道：“今二人（渊盖
苏文 ，南生）已去，国无人矣。建产皆碌碌庸才，又被以不义之名，民不与
也。此天以高句丽授新罗也”。29)历史上，渊盖苏文与他的儿子南生，都是高
句丽的优秀将领，渊盖苏文死后，南生的弟弟南建，南产杀死了南生的儿子献
忠，南生也被迫归顺唐朝。此后，在唐朝得到官职的南生与罗唐联军联手，灭
掉了高句丽。而在<三韩拾遗>当中，新罗也按照香娘的预期，顺利灭掉了失
去渊盖苏文和南生的高句丽 ，统一了三国 。此外，<三国演义 >的人物诸葛亮
更是在<三韩拾遗>当中直接登场，并如此说道：“千军易得，一将难得。蛇无
头而不行，兵无将而不用。擒庞涓而梁兵太半不归，擒张郃而魏人不敢追。以
此言之，虽杀吾军半，而蹶上将，犹可为也。”30)这表明，<三韩拾遗>与<三国
27) 竺洪波, ｢再评<三国演义>中的英雄史观｣, 『上海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4期,
1996, p.104.
28) 김소행 저,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p.337
29) 김소행 저,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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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义>一样，把英雄的地位放在了能够决定战斗胜负，甚至国家兴亡的至高地
位，这毫无疑问是英雄史观的体现。同时，<三国演义>的人物诸葛亮在<三韩
拾遗>当中直接登场，并强调了将才的重要性，因此可以推测，<三韩拾遗>的
英雄史观是受到了<三国演义>的影响的。金绍行如此做的原因，与其自身空
有一身才华，却无法得到重用不无关系。因此作者在作品当中，通过各种事例
强调了人才的重要性，从而隐性表达了希望得到重用的渴望。

4. <汉唐遗事>：借用中国元素，炫耀自身才能
<汉唐遗事>是由朝鲜王朝后期作家朴泰锡（1835-？）创作的一部汉文长
篇小说。在李一九为<汉唐遗事>所作的序文当中 ，提到了有关朴泰锡生平的
内容：
朴君泰锡，年才十八，聪明强记，超出侪流，偶于壬子之春，欲作一小话，展轴
握笔，淋漓泻来，宛如宿构，不数日而文成，亲自誊出，经月而脱稿，合为八十四
回。文之工拙固所不论，而其才思或有可取焉。
岁在咸丰二年壬子 三月十一日辛酉31)

以上内容表明，朴泰锡大致出生于1835年，卒年不详，而<汉唐遗事>是
其18岁时，仅仅花费数日创作而成的作品，而在朴泰锡的自序（竹滩书屋自
序）当中同样提到：“坐以细想，作为小话一帙，数日而毕，四月而誉。”32)结
合作品当中出现的大量中国古典文化内容，因此可以判断，朴泰锡应该属于
才华出众、博览群书之人，在18岁的年龄即可利用数日时间写出一部汉文长篇
小说。而在这部作品当中，可以发现朴泰锡借助中国元素，表现出了十分强烈
的炫才倾向。
在中国古典小说史上，尤其是清代出现了以<镜花缘><野叟曝言>等为代
30) 김소행 저,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p.278.
31)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342.
32)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154.

朝鲜后期汉文长篇小说中的中国元素 227

表的小说 ，由于内容当中存在大量炫耀作者博学多才的成分 ，因此这类小说
的作者又被鲁迅称之为以小说见才学者。33)而在<汉唐遗事>当中，同样有着
浓烈的炫才意味在其中。首先，到了朝鲜王朝后期，虽然世宗大王发明韩文已
久，但是位居社会上层的多数文人士大夫仍然以使用汉字为主，而韩文主要
由中下层人民所使用，并由此形成了文字使用上的阶层差异。因此，朴泰锡使
用汉字创作长篇小说这种行为本身，就带有展示自身地位和才能的动机在其
中。其次 ，朴泰锡借助中国的评点小说形式和 <三国演义><水浒传>等中国古
典小说的构造，实现了炫才的目的。
第一，借用中国评点小说形式炫才。<汉唐遗事>是朝鲜半岛古典小说当
中，为数不多的具有评点小说形式的作品 。目前韩国国内已知的此类作品有

<汉唐遗事><折花奇谈><广寒楼记>3部，而<汉唐遗事>是其中最具代表性的一
部，其按照序（汉唐遗事序、梅鹤山人序、自序）、凡例（六条）、读方（十
三条 ）、正文、序（李一九序 ）的顺序组成。<汉唐遗事>的这种评点形式 ，
最早由金圣叹评点<水浒>所奠定，以后经毛氏父子、张竹坡等的进一步发展
而成为小说评点史上最为规整的形态类型 。34)在整部作品的顺序排列上 ，

< 汉唐遗事 > 受到毛氏父子评点本 <三国演义 >影响的痕迹十分明显 。毛本
<三国演义>以序、凡例 （十条）、读法（二十六条 ）、正文的顺序组成 ，而
<汉唐遗事>除了在书的末尾多了李一九的序之外，其他部分在顺序排列上与
毛本 <三国演义 >完全一致 。此外 ，每一回的具体评点形式上 ，<汉唐遗事 >
以回前总评+夹批的形式进行。这种评点形式，也与金圣叹评点本<水浒>、
毛本<三国演义>等的评点形式完全一致，这表明 ，作者模仿中国评点小说的
形式，完成了作品大框架的构建，使之具有了典型的中国评点小说的形式。然
而，评点类小说基本全部是由他人进行评点，极少出现由作者评点本人作品
的情况。但在<汉唐遗事>的第一篇序-“汉唐遗事序”当中作者如此写道：
夫人生此世 ，疾如石火 ，幻如泡花 ，而消遣无法 ，极可怜闷 ，故于无消遣之
33) 鲁迅, 『鲁迅全集（第9卷）』, 北京: 人民出版社，2005.
34) 谭帆, 『古代小说评点简论』, 太原: 山西人民出版社，200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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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强生消遣法，述此而校之评之耳。35)

以上的内容当中，“述此而校之评之耳”一句明确表明 ，朴泰锡在创作完

<汉唐遗事>之后，亲自进行了校对和评点。这种情况，在评点类小说当中是
不多见的。而在“读方”，即指导读者如何进行阅读的条目当中作者也写道：
此书 ，虽无足取 ，然想其作者之心 ，殆若手舞足蹈 ，不知天壤间何乐可以易
此。自笑自怡，自惊自叹，自言自答，一卷之中，有四时之气，片叶之上，有五行
之妙，此岂过装哉？实有不可穷之辨焉。36)

通过上文，一是再次确认了此书的评点属于作者的“自笑自怡”、“自惊自
叹”、“自言自答”，同时也看到作者认为自己的作品十分精妙，因此进行称赞
并不过分。而在“读方”的其他部分当中，作者更加露骨的展示出了这一点：
此书 ，随意所到 ，一笔挥下 ，不费经营 ，譬如一派之水 ，或东或西 ，止而为
渊，激而为湍，变化无定，而终归于海焉。有安排铺置之巧，只因其自然而已。
此书评语，有绝妙、奇妙、奇奇妙妙诸般等语，处似不然，而潜心思之，则所谓
绝妙者真绝妙也，奇妙者真奇妙也，奇奇者真奇奇也，妙妙者真妙妙也。只字片
语，咸经意匠，宛有别件物形跳，出于纸上，令人惊疑莫定也。
此书，何敢比于三国、东西汉、隋唐、南北宋演义及其他西游、封神、水浒、列
国志等书哉？然此书，虽以不可以传于天下而可传于一国，不可以传于一国而可传
于一乡，不可以传于一乡而可传于一家，览者，勿苟议焉。37)

由此可见，朴泰锡对自己的作品充满自信，认为安排十分精巧自然，同
时认为称赞该书的 “绝妙 ”、“奇妙”等评语不是妄评，最后认为此书虽比不过

<三国演义>等书，但仍旧希望能够流传下来，传于后世。
35)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153.
36) 신해진, ｢<한당유사(漢唐遺事)> 해제 및 고소설비평자료 역주 -서(序),범예(凡例),독방
(讀方)-｣. 『어문논총』제46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pp.227-228.
37) 신해진, ｢<한당유사(漢唐遺事)> 해제 및 고소설비평자료 역주 -서(序),범예(凡例),독방
(讀方)-｣. 『어문논총』제46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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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在具体的内容当中，作者也通过评点的形式进行了自夸：
吾闻逆天者亡，顺天者兴，公之所以见推于众者，乃以仁义之在也。（夹批：奇
又奇、妙又妙）38)
放兵大掠，出其不意。（夹批：使读者拍案而大笑大快也）39)
特大怒，口呪一声，即乘云与黄羊相敌，纷总总其离合，班陆离而上下。（夹
批：摘用离骚经句尤妙）40)

通过以上例子可以看到，作者实际上借助夹批的形式，对自己的文学才
能进行了自夸。不仅如此，作者还频繁通过人物之口、回前总评以及夹批向读
者直接明示内容的出处，例如，第2回当中，当全忠义释李明进之后，圣明大
喜曰 ：“昔张飞义释严颜 ，今日全忠亦义释李明进。”41)第19回当中，当穆宗
前去请求亮泌出山时，作者在夹批写道：“与孔明对玄德之言相似。”42)这种生
怕读者无法理解自己的作品 ，亲自指明出处的做法，同样是对自己才能的一
种自负的表现。
第二，借助中国古典小说构造炫才。正如<汉唐遗事>的题目一样，这是
一部讲述了虚构的汉和唐的故事的小说。<汉唐遗事>共分为88回，大体可分
为从第1回到第52回以南汉为中心展开叙述的三国统一部分，以及从第53回到
第88回讲述大唐与奇特斗争，最后由温圣灭掉大唐，改国号为大汉的部分。
通过分析内容可以发现，作者同时融合了<三国演义>和<水浒传>两部作品的
构造 ，体现出了其想要创作一部规模弘大的作品 ，从而展示自身才能的欲
望。
首先，前半部分以南汉的人物事件为中心，以南汉、青、东汉三国的矛
盾和斗争为主线进行叙述的结构方式，与<三国演义>当中，以蜀国的人物事

38)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156.
39)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194.
40)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254.
41)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160.
42)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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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为中心，讲述魏、蜀、吴三国之间的矛盾和斗争的创作手法如出一辙。<汉
唐遗事>当中青灭掉南汉、东汉，建国号为大唐的过程，也与<三国演义>当中
魏国灭掉蜀国和东吴，建国号为西晋的过程类似。因此可以说，作者在前半部
分明显模仿了 <三国演义 >的基本结构 ，创造了本国版的三国故事 。差别在
于，相比讲述了百年左右历史的<三国演义>，<汉唐遗事>的时间跨度更长，
帝王更替也更加的频繁。<汉唐遗事>带有编年体的特征，以南汉皇帝的先后
顺序展开了故事的叙述，在<汉唐遗事>第47回讲述南汉被青灭掉的内容当中
作者写道：“右南汉自天帝至于后帝，凡二十八帝，合五百七十余年”。43)换句
话说，作者用47回的空间，按顺序讲述了跨度长达570余年，共28代皇帝在位
期间发生的故事，而这也导致作品带有了一丝史书的意味。因此可以说，<汉
唐遗事>在模仿<三国演义>基本结构的基础上，同时结合了史书修订中常用的
编年体结构，从而带给了读者一种鸿篇巨著的感觉。
而在后半部分当中，作者主要讲述了妖贼奇特与朝廷的对抗，以及姜牛
子、夏小文等江湖好汉的单独故事。从作品第60回众好汉投靠奇特相聚在一
起之后，接下来所叙述的姜牛子、刘仁、夏小文等好汉的故事具有相当强的独
立性。尤其从第79回开始，基本按照每回叙述一个人的故事的方式进行。这
种形式与<水浒传 >有着异曲同工之处。<水浒传>通过先分后合的形式，首先
单独叙述各好汉的故事，最后让众好汉一起在梁山泊聚义。与之相反，<汉唐
遗事>则按照先合后分的形式，先聚义之后，再单独讲述了每个人的故事。并
且在第70回讲述夏小文营救姜牛子的章节当中，作者更是在回前总评直接写
道：“予偶览施耐庵书，百八之徒中，或有罹于困境，必得设计救出，此虽是
绿林之事 ，君子亦有取焉 。”44)这明确表明 ，作者读过 <水浒传 >，并将其运
用到了自身作品的创作当中。因此作者模仿<水浒传>的构造并进行改造，从
而完成<汉唐遗事>下半部分创作的可能性是很大的。
由此可见，作者试图通过<汉唐遗事>这一部作品，将<三国演义>和<水浒

43)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241.
44)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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传>这两部中国古典文学巨著同时纳入其中，这无疑体现了作者想要创作一部
规模弘大作品的欲望。
然而，作者过度的炫才欲望，最终给<汉唐遗事>带来了以下两个问题。
第一，部分章节内容过于简略，作者常常是一笔带过，呈现出“流水账”式的特
点。例如在第42回当中，作者如此写道：
且说元宗崩，在位二十年，寿四十九。太子立，是为贞宗。立四十八年崩，寿八
十九，太子武宗立，二十年崩，寿七十三，太子出帝立，三年。（夹批：已历四世
也，其间许多之说不载，何也？必无别事之故也。）东汉主引兵犯界。正是：纷纷
侵伐无闲岁，天下苍生不得安。毕竟犯界如何？且看下回分解。45)

在这一回中，作者单纯罗列了多达四代帝王的更替，这种情况在作品的
第45回等其他部分也可以看到。对于一部小说作品来说，这种“流水账”式罗列
的做法无疑会降低作品的文学价值。如果<汉唐遗事>是以真实的帝王更替历
史事实为基础而进行创作，那么这种做法尚可理解。问题在于这部作品本身
就属于虚构，完全不符合历史演义小说定义中所要求的要以尊重历史事实为
核心的文体规范，只是作者模仿<三国演义>等历史演义小说的架构所创作，
因此这种无意义的重复性添加帝王更替的做法，无疑体现出了作者想要完成
一部跨越历朝历代的鸿篇巨著的炫才欲望。第二，部分内容与作品人物的设
定不符。第57回当中，当姜牛子与金黑缚等10人结为兄弟后，竟然出现了11位
好汉各自赋诗一首的场景。然而，作品当中姜牛子等人的设定属于江湖绿林
好汉，因此，众好汉聚在一起吟诗作对的场景，显然与这些人物的身份不相匹
配。这表明，作者添加这些内容的主要目的，其实就是为了展示自己的诗赋能
力。但他的这种炫才行为导致作品中出现了一些与人物身份以及前后文不搭
配的内容，进行影响到了<汉唐遗事>作为小说的价值。

45) 林明德, 『韩国汉文小说全集（卷5）』, 台北: 中国文化学院出版部，1980,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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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结论
朝鲜后期出现的<一乐亭记><三韩拾遗><汉唐遗事>等汉文长篇小说，是
在社会对于小说的接纳度改善的情况之下 ，由部分保守文人或失意文人所创
作的作品 。他们不仅使用汉文创作了作品 ，同时以自身的汉文学功底作为基
础，通过对中国元素的吸收与改造，达到了宣扬儒家思想、呼吁重用人才、炫
耀自身才能等创作目的。
第一 ，李颐淳在其退出官场后所作的<一乐亭记>当中，通过对“安乐亭”
意象的借用、宋代忠孝人物的再登场、儒家名分论下的华夷思想，表现出了维
护儒学的保守文人士大夫的立场。
第二，金绍行在<三韩拾遗>当中，通过让众多怀才不遇的中国历史人物
登场，并为他们提供发泄忧愤的机会的方式，缓解了自身因为身份限制和科
举考试的失败而无法发挥才能的忧愤。同时，通过借用<三国演义>的英雄史
观，表达了对于人才重要性的强调，体现出了未能入仕的失意文人的立场。
第三，朴泰锡在其18岁创作的<汉唐遗事>当中，借助中国的评点小说形
式进行了自夸，同时通过在一部作品当中同时融合<三国演义>和<水浒传>结
构的方式，表现出了尚未入仕的青年人想要展现自身才能的欲望。
此外我们可以看到，创作汉文长篇小说的作者，大部分属于尚未进入官
场或已经退出官场的文人，这与朝鲜后期统治阶级仍旧对小说持反对态度有
关。正祖时期甚至实施了“文体反正”运动，妄图压制小说的发展。然而正祖的
这种做法，其实从反面证明了当时小说在社会上的受欢迎程度已经到了让统
治者警觉的地步。而本文的三位作者借助汉文长篇小说、借助大量中国元素
来表达观点的做法，也印证了小说在当时已经成为了非统治阶级、甚至曾经
身为统治阶级的部分人们表达观点的重要工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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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hinese Cultural Elements in the Long Korean Novels
Written in Chinese in the Late Chosun Dynasty
－Focusing on <illagjeonggi><Samhanseubyu><Handangyoosa>－

Zhao, Zhicheng·Niu, Linjie
The long korean novels written in Chinese such as Iillagjeonggi, Samhanseubyu,
Handangyoosa were created by some conservative or frustrated literati due to the
improvement in society’s acceptance of novels. Not only did they use Chinese to create
works, but also based on their knowledge of Chinese literature, they achieved the
creative purpose of promoting Confucianism, calling for the reuse of talents, and
showing off their own talents.
First, in the Iillagjeonggi written by Lee Yi-soon after he retired from officialdom,
through borrowing the image of "An Le Ting", the re-appearance of loyal and filial
figures in the Song Dynasty, and the thought of Sinocentrism, he showed the
conservative literati's position of defending Confucianism.
Second, in the Samhanseubyu written by Kim So-hyang， through allowing many
unsuccessful Chinese historical figures to appear in his work, and providing them with
an opportunity to vent their worries， Kim So-hyang also eased his worries about
being unable to exert his talents due to status restrictions and failure of the imperial
examination.
Third, in the Handangyoosa written by Park Tae-seok，he used the form of Chinese
critical novels to show off his talents, and at the same time, by integrating the
structure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nd Water Margin, he showed the desire
of young people who have not yet entered the officialdom to show off his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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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Chosun Dynasty, Chinese Novels, Chinese Cultur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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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语副词“可”字句的语义特征研究*

南 黎 明 **

국문요약
부사 ‘可’자문은 중국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로, 转折义의미의 접속사로 사용
하는 것이 가장 친숙하다. 그러나 부사 ‘可’의 문법적 형태와 의미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부사 ‘可’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매우 하나의 특징을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매우 제한적이다. 부사 ‘可’의 의미
와 구조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부사 ‘可’를 의미론과 문법적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부사 ‘可’를 강세가 있는 ‘可’와 강세가 없는 ‘可’로 나눠 부사 ‘可’가 문장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강세가 있는 ‘可’는 의미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부사 ‘很’, ‘绝对’, ‘一定’, ‘终于’ 등의 의미와 유사하다. 반면 강세가 없는 ‘可’는 주로 강조
기능을 하는데 문장에서 강하게 읽는 부분이 주어, 술어, 목적어인지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처럼 본 논문은 부사 ‘可’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중국어 초보 학습자가 부사 ‘可’의 문법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부사 ‘可’, ‘可’자문, 강조된 ‘可’, 가볍게 읽는 ‘可’, ‘可’자문의 의미자질

* ‘2021년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平泽大学 中国学系 助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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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可”在汉语当中是一个使用频率极高的词，且有多种用法。人们最熟悉的
用法就是“转折”义，这种用法作为最典型的句法形式，无论是对母语者还是对
外国学生来讲，都比较容易理解和使用。
然而，除了这种语义明确的“可”以外，“可”的其它用法还很多，且使用频
率相当高。如：

(1) 我妈炒菜可好吃了！
(2) 这可是个好机会！
(3) 我可真是个大傻瓜！
(4) 他这毛病可不是一天半会儿就能改得过来的。
(5) 韩国的物价可够贵哒。
(6) 你可算来了！等了你半天了。
(7) “男子汉一言出口驷马难追”，你可得说话算数啊！

以上这些“可”在句中都是副词，不是转折义的连词。每句话“可”的语义都
不同。如例1)“可”要重读，有“非常、很”的意思；例2)的“可”则要轻读，为强调
语义，强调的是主语“这”；例3)的“可”要轻读，强调的是“真”；例4)“可”强调的
是其后面的情况 ，即 “不是一天半会儿能改过来的”；例5)的 “可 ”也是一种强
调，强调的是谓语“贵”；例6)的“可”要重读，有 “终于”的意思；例7)的“可”跟

“得”一起使用，有“必须、一定”的意思。
综上所述，“可”在汉语当中，用法纷杂多样。母语是汉语的人，因为长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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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有丰富的经验，理解和使用上都没有太大的问题，功能多样的“可”反而
成为帮助他们准确生动表达的有利工具。然而，对于初次接触汉语的外国人
来说，复杂多样的“可”给他们带来了不小的困惑。据观察，大部分学生对“可”
的使用，还主要局限于“但是、可是”的转折义，对“可”的其它用法难以顺利使
用 。教学中，常有学生问到“她可亲切了”、“我可不想再被你骗 ”等句子中的

“可”的语义。
本文的研究目的是将“可”的复杂用法进行逻辑性梳理，帮助在对外汉语
教学一线上的老师及学生理解和使用汉语副词“可”。
对于副词“可”的语义，学界也展开了积极的探讨。主要观点大致有二，一
是认为“可 ”为语气副词 ，主要用来表示感叹的语气。吕叔湘在《中国文法要
略》一书中把“可”和“难道”一道归类于语气词 。王力(1957)指出, “岂 、可 、
难道 ”一类词 “完全缺乏实义, 是带着情绪的 ”, 因此应归类于语气副词。
另一种观点则认为“可”属于情态副词，表示“评估”等情态。黎锦熙《新著
国语文法》认为，“可”是情态副词，表示相反。如“现在我可就明白你的意思
了。”就是说“过去没明白”。赵元任的 《汉语口语语法》认为，“可”是估价副
词，如“我可不许”、“那可了不得”都表示评估。太田辰夫《中国历史文法》认
为，“可”可看成情态副词，表示“相反”，有“却、不过、但是”的意思。张谊生
的《现代汉语副词研究》认为“可”是“评注性副词”，充当对高层谓语进行主观
评注的角色。1)

《现代汉语八百词》、《现代汉语虚词例释》、《现代汉语虚词词典》以
及杨慧芬(1993)2)都对副词“可”都进行了语义分类，认为“可”字句的语义有：强
调、祈使、赞叹、申辩等多种类型。
我们认为，“强调”是“赞叹、申辩”的上层范畴，也就是说，“赞叹、申辩”
都可以被“强调”，把强调和“祈使、赞叹、申辩”放在同一范畴去分类的方法欠
1) 罗晓英·邵敬敏，｢副词“可”的语义分化及其语用解释｣, 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
2期，2006，p.106.
2) 杨慧芬, ｢副词“可”的语义及用法｣， 世界汉语教学 第3期，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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妥。罗晓英、邵静敏(2006)3)也指出，这种分类法有将句式本身的语义强加给

“可”的嫌疑。
对“可”字句的句式语义，张旺熹、李慧敏(2009)认为：副词“可”的核心语
义功能在于对【预期】的凸显。4)如“你可曾想过我的感受?”类的疑问句凸显

“你应该想过”的话者的预期；“你可要记住”类的祈使句更是凸显言者的预期，
而“这可好吃了”类的感叹句则凸显了言者的预期得到了高度的满足。
本文认为 ，副词“可”字句的语义复杂多样，将其语义框于 【预期】或者

【期望】，很难涵盖所有的“可”字句。如“你可知道此地是何方？”这句话并没
有【预期】或者【期望】的语义，言者只是想说“这地方很重要，你可能想不
到”，给自己的后续说明做个铺垫。
通过考察，“可”字句最明显的差异就是“可”字是否在句中被重读，根据这
一点，其语义也有很大的差异。“可”被重读时，往往被使用于程度副词，类似
于“很/非常”，如“可好吃了”。不被重读的“可”字句语义类型更多，我们将在下
文中分类陈述。我们还发现，“可”被重读时，按原声调读三声5)，而“可”不被
重读的句子，“可”几乎丧失声调读轻声。
就副词“可”的来源，张雪平(2005)6)认为，“可”最初的副词用法为程度副
词，萌芽于战国时期，发展于两汉六朝，成熟于唐宋，从表示客观的程度发展
到现代汉语的表达主观的程度，在语法化过程中使得“可”在逐渐虚化的同时，
保留了表达 “程度高 ”的语义 。可见 ，副词 “可”的发展经历了至少两千年的历
史，在这漫长的发展和演变过程中，无论是从句式还是语义上都会发生多样
而复杂的变化，不可一概而言。

3) 罗晓英·邵敬敏，｢副词“可”的语义分化及其语用解释｣， 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期，2006，p.102.
4) 张旺熹·李慧敏， ｢对话语境与副词“可”的交互主观性｣,
2009，p.4.

语言教学与研究 第2期，

5) 有时在三声字词之前时也读二声，如“可美了”中的“可”因“美”为三声须读二声。
6) 张雪平，｢“可”的程度意义及其来源和演变｣， 天中学刊 第20卷第6期，2005，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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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副词“可”字句的类型及语义特征
据研究考察，副词“可”主要被使用在日常口语当中，即便是文学作品，副
词“可”也主要出现在对话中，被看作是一个十分口语化的词。至今大部分语法
著作认为 ，“可 ”为语气副词 ，多表示强调的口气 。主要是针对分析其句式及

“可”在句中的语法位置进行了分析，并对“可”字的重读和轻读十分关注。本文
将结合语法结构（“可”在句中的位置）、语义以及“可”字句当中“可”以外重读
的成分进行分析和总结，找出副词“可”的使用规律，让汉语习得者有法可依。
我们考察了当代小说《历史的天空 》和剧本《编辑部的故事 》，来观察
其中“可 ”在句中的语义作用。发现剧本中的副词“可 ”所占的比例远远高于小
说。《历史的天空》是小说文体，语言主要是书面体的叙述加人物对话。“可”
字出现的频率是1051次，其中副词“可”只有59次，在“可”总数中所占的比例为

5.6%。
主要由人物对话而构成的剧本《编辑部的故事》中，“可”出现的频率总共
为561次，其中仅副词“可”出现频率为 204次，占比 36.4%。具体数据整理如
下：
表1 不同文献中“可”的使用状况
文献形式

书体

名称

“可”总数

副词“可”数、占比

小说

书面+口语

《历史的天空》

1051

59(5.6%)

剧本

口语

《编辑部的故事》

561

204(36.4%)

从上表当中可以看出，很明显，以口语为主的剧本《编辑部的故事》当
中副词“可”的使用频率远远高于以书面体为主的小说《历史的天空》可见，副
词“可”的主要使用范围是口语，且主要是在对话中。
通过对语料的考察我们发现，副词“可”的语义类型多样而复杂，以什么为
标准去整理是关键。大部分相关研究是按照“可”的重读和轻读为标准，将副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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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字句进行分类。而我们发现，副词“可”字句中，“可”的重读和轻读固然重
要 ，轻读的“可 ”字句中还必然伴随其它成分被重读的现象 。如 “这可不行”的

“这”要重读；“她可是我妈！”的“妈”要重读，这是因为说话人要通过这种方法
达到强调信息的效果 。因此 ，我们将以重读 “可”和轻读“可 ”为标准 ，将副词

“可”字句分为两大类，并对轻读“可”的语义进行更为细致的分类分析。

1、句中“可”被重读
汉语副词 “可 ”字句中 ，重读的 “可 ”很常见 ，其语义类似于 “很 /非常 /特
别”，相对来说比较容易被理解。
但重读的“可”也有多种语义，有表程度很高的程度副词“可”，也有表达时
间之久的时间副词“可”，还有表达意志之强的情态副词“可”。但这类副词“可”
与普通的程度副词 “很 /非常 /特别 ”以及时间副词 “终于 ”，以及情态副词 “一
定”，均有不同。普通程度副词表达的是对某一事物相对客观的评价(至少说话
人这么认为)。而“可+形容词+了/啦/呢”表达的是说话人的感叹，具有十分强
烈的主观义，感情色彩浓厚。下面将进行分类分析。

一、程度副词“可”
这类“可”与程度副词“很/非常/特别”类似常与形容词结合，并常在句尾粘
用语气词“了/啦/呢/哪”，构成“可A了”“可A啦”“可A呢”的句型，表达对程度的
感叹。例句如下：7)
（8）牛：那是你不会啃，这里学问可大哪。（编辑部）
（9）刘：这里的区别可大了啊。（编辑部）
（10）不知道。反正无所谓，我总得有事做吧？我偷的人可多啦，当官的，实业
家，阔佬，尤其是阔太太。（历史）

7) 下文中《编辑部的故事》将简称(编辑部)，《历史的天空》将简称(历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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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句中的“可”都是要重读的8)，有“非常/特别”的意思。句8)句尾附着了

“哪”，表达对“大”的程度的感叹；句9)句尾附着“了啊(啦)”，表达对“大”的感
叹；句10)句尾附着“哪”，表达对“多”的感叹。

二、时间副词“可”
这类副词“可”表达的是“盼望已久了”的语义，相当于“终于”、“好不容易”
的意思，常在句尾加叹词，有感叹义。例句如下：

（11）就是“金蛇”还有那个“白猫”、“黄乌”、“金丝猴”，可逮着你了。（编辑部）
（12）刘书友：这回可让你们捞着了。（编辑部）

例句 11)是 “终于逮着你了 ”的意思 ；例句 12)是 “终于让你们捞着了 ”的意
思，句中的“可”是“终于”的意思，属于时间副词。

三、表情态的副词“可”
这类副词“可”在句中表达一种坚信不疑的情态，类似于副词“一定要”“必
须得”的意思。例句如下：
（13）刘：好心的二位，你们可得给我做主啊。（编辑部）

例句13）的“可”是“一定/必须”的意思，即“一定得给我做主”的意思，属于
情态类副词9)。

重读的 “可”字句主要是感叹于 “可”后面的谓语，有时是程度 ，有时是时
8) 有的是“可”字句是歧义句，“可”即可轻读也可重读，但重读时和轻读时句子的语义不
同。本文之分析重读的情况。就此问题下文将进行专门分析。
9) 普遍认为，汉语没有情态副词，只有表达情态的副词。本文中为了描述便利，暂且使
用“情态副词”的表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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间，也有时是情态。这一点也是跟轻读的“可”字句最根本的区别。
由此可见，重读的副词“可”字句语义也很多样，既有先行研究当中所提到
的类似“很/非常”的程度副词用法，也有相当于“终于/好不容易”的时间副词用
法，以及类似于“一定/必须”的表情态的副词用法。

2、句中“可”被轻读
和重读的“可”相比，轻读的“可”字句语义类型更多。通过对语料的分析我
们发现，轻读的“可 ”字句中 ，定有其它成分被重读。说话人想强调的信息不
同，重读的部分也不同。有时候是主语，有时候是谓语，有时候是宾语或句中
谓语的修饰成分等。下文中我们将分别进行整理和分析。

一、主语重读
这类句子强调的是句子所叙述的事情其主体是“谁/什么”。鉴于重读的部
分和语义上想强调的部分都是主语 ，因此语义上主要有 ：对主语的特征说
明、总结或是评价，以及祈使，即主语应该怎么做。说话人的目的主要是要警
示和提醒对方注意什么或应该怎么做。例句如下：
（14）快，直说吧。她可坚持不了多一会儿。
（15）你说的这个人他真是《大众生活》的吗？现在骗子可多呀。
（16）我告诉你呀，我这人脾气可不好。
（17）李东宝，老陈不在家，你可别胡来呀。
（18）不行不行不行，这可不行啊！

以上例句重读的都是主语成分，用“提醒”、“警告”和“总结/评价”引起对方
的关注 ，有 “请注意了 ，我现在要说有关主语的特征了”的意思。例 14)重读“
她”，警示听话人“她”的特征是“坚持不了多一会儿”，属于评价；例15)重读“骗
子”，警示对方现在骗子的情况是 “很多”。也是提醒对方警惕。例16)重读 “脾
气”，是强调“我这人”的特点是“脾气不好”，希望达到打击对方士气的目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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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重读“你”，是警告“你”，“别胡来”。例18)重读“这”，表示说话人对“这”的评
估是“不行”。
以上这些句子，说话人通过对“主语”的重读，引起听话人的注意。“可”后
面的结构一般较为简洁，往往是简洁的评价或结论，这一点也很符合强调的
特性，想强调的语言就不能繁琐。

二、谓语重读
“可”字后面常常跟随“谓语+宾语”，是句子的主要陈述部分。这类句子主
要是用来强调某种情况。具体例句如下：
（19）哎唷，您可甭这么说，我们小的时候儿特喜欢您的作品，都看疯了。
（20）您那可真不是瞎拍。
（21）那可全是好酒，我也没有少喝。
（22）不懂法，今后可得吃大亏。

以上例句的重读部分都在“可”的后面，说话人欲强调的是“可”后面所叙述的内
容。如例句19)强调的是“这么”，重读音节是“这”；例20)强调的是“真不是瞎拍”，重
读音在“真”；例21)强调的是“全是好酒”，重读音在“全”；例句22)强调的是“得吃大
亏”，重音在“大”。
重音之所以只选一个音节，是因为重读的音节多了，就不容易凸显要强调的部
分。例20)重音在“真”上，是想申辩自己没有说谎；例21)重读音在“全”上，是想强调
场合之高档；例22)重音在“大”，是想强调后果的严重。

三、宾语重读
宾语被重读的句子主要强调的信息在宾语。如：
（23）您那片子可是教育了一代人。
（24）诶，这可是两码事儿啊，戈玲。
（25）王大爷，这可就怪您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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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23)重读的部分是“一代人”中的“代”字，强调教育的人数之多，不是“一
批”、“一群”而是整个“一代”；例24)重读的是“两码事儿”中的“两”，强调的是二
者不同；例25)重读的是“您”，强调的是谓语 “怪 ”的对象不是别人正是“您”本
人。重音放在某个字上，同样是为了凸显要强调的部分。

四、歧义句
很多情况下，只根据字面上的句子，我们很难分辨出重读的部分是主语
还是谓语或宾语。重读的部分不同，语义也不同。如：
（26）这么多萝卜要是糟践喽啊，那可真是极大的浪费。
（27）王大爷，这可就怪您了。

以上几个例句根据说话人想强调的部分不同，既可以主语重读，也可以
谓语、宾语或补语重读。例句26)如果将重音放在“那”上，是说话人欲对“那”进
行评估。若将重音放在“极大的”，则是强调“浪费”的程度。例27)重读音在“这”
上，强调的是主语的责任是什么，若重音在“您”上，强调的是责任的承担者是
谁。
副词“可”字句中有大量的歧义句，即重音既可以放在“可”上，也可以不放
在“可”上，而放在句中其它语义成分上面。如：
（28）以后可得慎重了。

以上例句都是既可以把重音放在“可”上，可以让重音脱离“可”，而放在其
它所要强调的句子成分上 ，句子重读的部分自然是说话人要强调的部分 。
如：句28)把重音放在“可”上时 ，有 “一定、必须 ”之意。而把重音放在 “慎重”
上，句子强调的是“慎重”。
按照语法化发展规律，语法化程度越高，虚化程度也越高，其读音也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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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逐渐变弱，也就是说，轻读的“可”虚化程度要高于重读的“可”。当“可”重读
时还多少存在着“非常、特别”等副词语义，而变成轻读的“可”字时，“可”在句
中便只是一种强调标记，用来强调“可”的前或后的成分。
因此，我们说，这种“可”既可轻读也可重读的句子的存在，正是“可”语法
化过渡阶段的一种表现。

3. 副词“可”字句的结构特征
副词“可”字句语义类型复杂多样，但是并不是无规律可循。对剧本《编辑
部的故事》的统计，副词“可”字句的粘合形式最常出现的主要有以下几种：可
不/没(60例)，可别/甭(18例)，可V结构(36例)，可是(24例)，可真/太(20例)，
可得/要(14例)，可Adj(8例)，可就(5例)，等。例句如下：

1）可+不/没（60例）
“可不/没”类的句子，“可”的主要作用是通过增强否定语气以达到某种强
烈的肯定，“可”有“的确”、“真的”、“千万”的语义。
（29）您可不是这人。您怎么也变成这样了呢？
（30）王师傅，你可不能瞎练。
（31）诶，这可不像您说的话。

例29)的“可不是”是“的确不是”的意思；例30）“可不能”是“千万不能”的意
思；例31)的“可不像”是“完全不像”的意思。
对这类句子考察结果发现，“可不/没”类的句子，粘合成“可不能”的比例
相当大，剧本《编辑部的故事》60例“可不/没”字句中出现了17例，可见，“可”
和“不能”的粘合力较强，表达一种“叮嘱”和“警告”。如：
（32）咱可不能手软。要不以后怎么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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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您可不能去招惹她。

此外，除了 “可不能”以外，“可不/没”句子当中 ，“可”的后面黏着短语为

“不敢”、“不怕”、“不想”、“不放心”、“不会”、“不同意”、“知道”等情态动词的
比例也很大，表达情态的程度很高。如：
（34）乡长说，那我可不知道怎么办了。
（35）诶，可不敢这么说，王师傅。
（36）我可不同意他们这么胡来。
（37）我可不怕不三不四的男人。

值得注意的是，如果把这类句子变成肯定句，如“可知道”、“可敢”、“可
同意”，句子便不成立。即“可+情态动词”的句子主要是用来强调否定，“可+能
愿动词 ”的情形亦是如此 ，只能说 “可不行 、可不能 ”，而不能说 “可行、可能

”10)。

2）可+别/甭
（38）哎唷，您可甭这么说，我们小的时候儿特喜欢您的作品。
（39）现在我们工作重心是稳定人心，可别跟着瞎起哄。

以上例句都是否定句的祈使句，“可”有“千万”之义。“可甭”“可别”都是“千
万别”的意思。

3）可+V结构
（40）诶，贾玉言同志，我可告诉你啊，咱国家这种稳定局面来之不易啊。
10) 这里的“能”是“可以”、“允许”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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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如果有人吃了这“水淹七军”有个好歹儿的，咱爷儿俩可手拉着手奔法场。

以上几个例句都是“可+VC(谓语结构)”的副词“可”字句。主要的语义是“警
告/提醒”对方某个对方不知道的事实，或即将发生的事件。例40)提醒对方“别
忘了”；例41)告对方“如果”的结果是“咱爷儿俩手拉着手奔法场”。

4）可+是(24例)
副词的“可”字句里的“可是”不是表示转折的“可是”，其最主要区别就是，
转折连词“可是”二字都要读出声调，而副词的“可是”则要轻读，而被重读的部
分往往在“可是”的后面，强调的是对主语的判断，即“Np是什么”。如：
（42）你这可是趁火打劫。
（43）我说，你这可是连着三期了。
（44）嘿，这人呢，绝了不少动植物的种子，这可是真的。

以上例句中的“可是”都须轻读。

5）可+真/太(20例)
“真”和“太”本身就是程度副词，跟副词“可”相结合表示的是这种程度的确
定性，即“确实是真/太……”的意思。如：
（45）诶，我可真服了。你没这么蹭过人饭吃吧？
（46）您说这话可太让人伤心了。

以上例句中 “可 ”在句中是对 “真 /太 ”语气的强化 ，因此重读部分是 “真 /
太”，不是“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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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可+得/要(14例)
“得/要”有“一定、必须”的意思，表达的是说话人的某种要求。“可”在句中
的作用是对说话人的这种要求的强调。有“必须”的语义。如：
（47）你不知？那我可得好好儿查查。
（48）就是再打我们必须在家里。对外咱可得一条心呢，啊。

7）可就……了(5例)
这类句子是“可”和结果标记“就……了”的粘合，主要用来强调“某种条件下
将产生的结果，或说话人对某种特定情况的判断结果”。如：
（49）再不吃可就什么都没了啊。

以上例句表达的是“如果……就 ……了”。“可”前面是条件，后面是结果。
即：如果“再不吃”，结果就是“什么都没了”。

8）可+Vp？
（50）你可知你闯下来多大的祸吗？

“可知……吗”是“是否知道”的意思，属于反诘句。这类句子在现代汉语口
语中相对来说使用较少，这是因为它来自于文言文，在普通话口语中逐渐淘
汰，但仍存在于南方的江淮地区和北方的河南地区等方言 11)以及书面语或较
为正式的口语中，如“老人家一向可好？”“你可曾想过？”等等。

11) 田永苹，｢近代汉语“可VP”型反复问句地域变化及其在现代汉语方言中的留存｣， 宁夏
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42卷第2期，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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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结论
在汉语中，“可”是常用词汇之一，且有着多重的语法意义。最常用的就是
转折义。但是，除了转折义以外，“可”还有副词用法，鉴于副词用法十分复杂
而多样，成为许多汉语初学者的难点。本文的研究目的就是将副词“可”在汉语
口语当中的主要用法进行分析和整理，为汉语的教学和习得提供一些基础资
料。
通过分析发现，副词“可”字句大体可分为“可”重读的句子和“可”轻读的句
子，无论是“可”重读与否，句子均有【+强调】语义，只是不同的句子，强调
的部分各异。

“可 ”重读的句子语义相对单纯 ，句子主要用来强调程度 、时间 ，有 “非
常”、“绝对”、“一定”、“终于”等语义。而“可”轻读的句子相对复杂，语义类型
较多，且依据重读的部分是主语、谓语还是宾语，凸显的内容也不同。
本文还对常用的“可”字结构进行了整理和分析，发现主要的“可”字句结构
有“可不/没”，“可别/甭”，“可+V结构”，“可是”，“可真/太”，“可得/要”，“可+
形容词结构”，“可就……了”，“可+V”等。
此外，现代汉语副词“可”字句中还存在着大量的歧义句，“可”在句中既可
重读也可轻读，我们说，这正是“可”语法化过渡阶段的一种表现，现代汉语当
中这些这些歧义句的存在，说明了副词“可”依然处在语法化的进程之中。就有
关副词“可”语法化的进行情况，将通过后续研究进行揭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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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Features of Chinese Adverb “可” Sentences
Nam, Ryomyong
The sentence with the adverb “可” is one of the commonly used expressions in
Chinese, and the usage of conjunctions in the transition meaning is the most familiar
usage. However, the usage of adverbs is complicated and diverse because of their
grammatical forms and semantic functions. For foreign students who are new to
Chinese, there are great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acquisition.
So far, many scholars have analyzed and researched the adverb “可” from various
angles, but most of the research has focused on the analysis of a certain aspect, and
lack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rrangement of the semantics and structure of
the adverb “可” sent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classify the adverb ‘可’ in terms of
semantics and grammatical structure. The various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adverb ‘可’ in sentences were studied by ‘可’ with stress and ‘可’ without stress
respectively. ‘可’ with stress has a relatively simple semantic function and is similar
to the meaning of adverbs ‘很’, ‘绝对’, ‘一定’, ‘终于’, and etc. On the other hand, ‘可’
without stress mainly functions as an emphasis, and the emphasized part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stressed part of the sentence is a subject, predicate, or
object.
It is hoped that this paper can provide more comprehensive basic knowledge for
Chinese beginners and help them understand the expressive function of the Chinese
“可” sentences.

Keyword

Adverb “可”, “可” sentence, stressed “可”, lightly pronounced “可”, semantic

features of “可”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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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态翻译学视域下 채식주의자 汉译研究
郭 长 誉 *· 刘 人 博 **

국문요약
2016년 한강의 소설인 채식주의자 는 한국인 최초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높
은 문학적 가치를 인증 받으면서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번역 이론 및 관점에 입각하여 채식주의자 와
그 번역본을 분석해 왔으나 아직까지 채식주의자 의 중국어 번역본을 살핀 학술적 담론이
부재한 실정이다. 동시에 기존의 번역 연구 이론들은 대부분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번역 텍스
트를 분석하였는데 비교적 지엽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출범하여 국제 학계에서 널리 알려
진 생태번역학(Eco-Translatology) 관련 이론을 활용하여 채식주의자 의 중국어 번역본을
분석한 후 다양한 관점이나 차원에서 번역 실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생태번역학의 ‘3차원’ 변환(three-dimensional transformations)을 이론적
바탕으로, 말뭉치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한강의 채식주의자 와 그의 두 개 중국어
번역본(‘천’ 버전과 ‘후’ 버전)을 병렬말뭉치로 구축한 후에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개의 중국어 번역본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모두 목표어 생태의 언어학적, 문화적, 의사소통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텍스트 이식(textual transplants)을 실현해 주는 것이었다. 즉, 목
표어인 중국어에서도 텍스트의 생명을 살리며 수명의 연속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개의 중국어 번역본에서 모두 생태를 훼손하는 오역 현상이 출현되었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학계 최초로 생태번역학을 도입·소개하여 번역학 연구
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 의 중국어 번역본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생태번역학, 채식주의자 , 중국어번역, ‘3차원’ 변환, 텍스트 이식

* 第一作者: 北京外国语大学 亚非语言文学专业(韩语翻译学) 博士生
제1 저자: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중한한중번역학과 박사과정
** 通讯作者: 延世大学 韩国语言文学系(韩语教育专业) 博士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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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绪论
채식주의자 1)是由韩国著名现代小说家韩江2)创作的系列小说,由 채식
주의자 , 몽고반점 , 나무불꽃 三部短篇构成,于2007年在韩国出版。该系列小
说以独特的视角和细腻流畅的笔触,成功塑造了英惠与仁惠姐妹的悲情女性形
象,反映出当下韩国深刻复杂的社会现象,引发读者无穷的思考和强烈的情感共
鸣。 몽고반점 这部短篇曾在2005年荣膺‘李箱文学奖’,之后 채식주의자 又在

2016年击败奥尔罕·帕穆克和大江健三郎等作家的作品,一举斩获‘布克国际文
学奖’。包括‘布克国际文学奖’主席博伊德·唐金等在内的众多文坛翘楚,都对 채

식주의자 给予了极高的美誉,由此奠定了其在韩国乃至全球的影响力。截至目
前, 채식주의자 畅销全球43个国家和地区,累计销量达600万册。
随着 채식주의자 在文学界获得认可,其国际化传播研究、翻译及译本研
究也随之得到了现实关照,足见其具有重要的研究价值。近年来,韩国翻译学界
对其译本进行了多语种、多角度、多范式的相关研究,主要成果如下:
根据目的语划分,韩国翻译学界的相关研究绝大部分着力于通用语,即英译
本(由Deborah Smith翻译的 The Vegetarian )的相关研究(如:이지민,2016; 이

인규,2017; 원종화,2017),除此之外散见其他语种的译文研究,如德文译本的相关
研究(如:오은교,2019; 권선형,2019),法文译本的相关研究(如:이혜원,2018)。然
1) 为便于读者理解,本文在指称韩语小说原著时,统一用 채식주의자 表述。
2) 韩江(1970~)毕业于延世大学韩国语言文学系。主要作品有短篇小说集 여수의 사랑 ,
내 여자의 열매 ,长篇小说 검은 사슴 , 그대의 차가운 손 ,以及散文集 사랑과,사랑을
둘러싼 것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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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包括汉语在内的其他语种的相关译介研究还未得到韩国学界的足够关注。
根据研究焦点和翻译理论,英译本相关先行研究可大致分类为:其一,译本
层面 ,基于对照语言学角度 ,对源语文本和目标语文本进行微观对照分析的研
究。如김천학.안혜정(2018)就体标记(aspectual marker)进行的对照研究,박미

정(2018)对第三人称代词‘그녀’的可译性进行深入探讨。其二,译者层面,基于翻
译策略与译者角色相关理论,对译文中的翻译策略进行分析的研究。如基于双
向视角(dual point of view)和隐含作者(implied author)观点进行研究的이지

민(2016),又如基于译者纲要(translator brief)对译者翻译观进行试论的박은숙.
박윤희(2019)。其三,读者层面,基于读者反应与读者接受理论,对源语文本读者
和目标语文本读者认知进行的实证研究。如원종화(2017)就色彩词等文化素的
读者反应进行的比较研究等。最后, 채식주의자 也常用于翻译教学实践研究
之中,최진실(2017)以 채식주의자 的翻译为例展开关于翻译专业学生同伴互评
教育学效果的相关探讨。从以上对 채식주의자 外译相关研究的梳理中,我们
可以得知,由于 채식주의자 作品本身具有高度的文学价值,其译本也被广泛应
用于译文、读者、译者及译员教育的研究之中,具有极高的研究价值和学术拓
展空间。但学界仍未就翻译层面对汉译本进行过探讨,先行研究均从单一维度
对 채식주의자 的译本进行片面解读,如何从多维角度对其进行全域式的剖析,
怎样选取适配的翻译学理论进行多指向的全方位考察,成为亟待解决的重要课
题。
基于以上学术动机,本文旨在选用生态翻译学理论,对 채식주의자 的两个
汉译本进行译例分析,通过对比研究总结出韩国文学作品汉译常用的翻译技巧,
并提出翻译策略,试图为韩国文学作品汉译做出新的贡献。

2. 理论背景
文丽华曾指出: “2000年至2018年期间,韩国每年在中国翻译出版的作品数
量平均约为20部,总体呈增长趋势,2011年达最高值29部,但2012年以后整体开
始下降,特别是2017年,减少到仅有4部”。并指出韩国文学进军中国市场遇冷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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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所在,“第一,两国人民之间缺乏相互了解,相互的文学认知度低;第二,韩国
文学翻译人才严重不足,作品翻译质量难以得到保障;第三,出版社缺乏系统而
缜密的营销策略”3)。可见,韩国文学在中国翻译出版‘受阻’是多重原因交织的结
果,而其中作品翻译质量占据重要的一环。
运用适恰的翻译学理论对译本进行科学研究,不仅可以从中寻找到翻译存
在的问题,还可以总结出科学的翻译策略。本文选用生态翻译学理论,通过对

채식주의자 和两个汉译本进行对比分析,旨在为韩国文学作品的汉译提供借
鉴。
将翻译聚焦在生态,并理论化为‘生态翻译学’这样一门独立的研究领域,是
学理呼应现实的必然结果。早自20世纪60年代,人类社会开始由工业文明实现
到生态文明的转向,在学界也随之出现了从‘以人类为中心的学科’到‘以生态为
中心的学科’这一观念转换,即,相较于人类的利益与福祉,更应权衡人类与自然
的和谐共生。由此,生态思潮在全球范围内席卷而来,并与多个学科发生化学反
应,催生出生态文艺学、生态美学、环境语言学等众多具有生态维度的学科。
国际翻译界从“生态”、“环境”、“生存”、“适应 ”、“选择”等生态视角或运用生
态学术语描述翻译活动的相关研究大有人在4),这些研究也为生态翻译学研究
铺平了道路,为进一步的相关研究奠定了基础5)。
其后,胡庚申6)于2001年首次提出的生态翻译学(Eco-Translatology)是在
整合生态学与翻译学两大领域的概念和理论的基础上,为翻译学的研究构建出
更具有包括性、更具有解释力的理论框架和解释工具,并经过多年的反复打磨
论证,于2013年系统发展为生态翻译研究范式。生态翻译学将翻译定义为“以译
者为主导、以文本为依托、以跨文化信息转换为宗旨,翻译是译者适应翻译生
态环境而对文本进行移植的选择活动”7),因此,在对译本进行研究中“文本移植”
3) 文丽华,「韩国现代小说在中国——翻译出版现状、问题及解决方案｣, 当代韩国 第4
期, 2018, pp.78-80.
4) 胡庚申, 生态翻译学: 建构与诠释 , 北京: 商务图书馆, 2013, p.32.
5) 同上书, p.34.
6) 香港浸会大学翻译研究哲学博士,英国剑桥大学英语及应用语言学博士后,清华大学二级
教授。在国内外开拓了“国际交流语用学”和“生态翻译学”两个新的研究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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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为了翻译研究的核心话题。文本移植在生态翻译学中有其特定的内涵:一是
移植行为具有普遍的生态性,它所指向的是文本移植行为所涉及两种语言生态
系统的和谐平衡;二是移植过程具有特定的生命性,其所指向的是文本在移植过
程中所呈现的生命形态,并能在翻译生态环境中“适者生存”与“生生不息”8)。其
核心思想是以生态视阈审视翻译,强调译者在翻译生态中能动的主体间性和灵
活的动态性,主张译者在翻译实践过程中,无时无刻不在统筹规划译本,使译本在
语言、文化、社会交际、审美等多个维度上进行‘多维度适应’,适应翻译的生态
环境,其中包括对翻译生态、文本生态、翻译群落生态的积极适应。同时,在适
应的过程中也在进行‘适应性选择’。因此,生态翻译学在学理上规避了以固定
的、单一的、静态的视角对译本进行局限的解读和对翻译实践进行片面的诠
释,使得译者的生存、生命和译本的生命存续得到了关照和更新的理解,更为我
们打开了解读译文、译者、作为研究的翻译学、作为学科的翻译学、作为专业
的翻译学、作为产业的翻译行业、作为社会现象的翻译活动等的全知视角。
此后,胡庚申于2019年进一步从‘生态维度’缺失、‘文化转向’局限、‘两极化’
理念弊端、东西方译论发展失衡、旧有理论解释乏力等五个方面,揭示和阐述
了20世纪末叶翻译理论研究已初现‘范式危机’的迹象;进而从全球性生态学术
思潮、泛文化倾向 、‘多元整合’思维 、东西方译论融合趋向 、生态学的 ‘元学
科’性质等五个方面,预示和促进了翻译研究‘生态范式’的兴起9)。该范式“借助
翻译生态与自然生态系统特征的同构隐喻,以生态整体主义为理念,以东方生态
智慧为依归,以 ‘翻译生态、文本生态、翻译群落 ’生态及其相互关系为研究对
象,以生态翻译学的叙事方式,从生态视角对翻译生态整体和翻译理论本体进行
综观和描述”10)。方梦之11)曾为 生态翻译学:建构与诠释 一书作序,高度赞扬

7) 同上书, p.359.
8) 胡庚申, ｢文本移植的生命存续——“生生之谓译”的生态翻译学新解｣, 中国翻译 第41
期, 2020, p.7.
9) 胡庚申, ｢翻译研究“生态范式”的理论建构｣, 中国翻译 第40期, 2019, p.24.
10) 同上书, pp.11-12.
11) 中国外语类核心期刊 上海科技翻译 主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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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生态翻译学的学术价值,指出该书“必将为我国、乃至国际翻译学学科建设做
出新的贡献 ”12)。中国翻译协会常务副会长许均也为此作序 ,称生态翻译学是

“开发本土学术资源的一面旗帜”。由此可知,生态翻译学研究的“译本生命、译
者生存、译境生态”这三生主题作为一个系统,包含翻译研究的多个层面,受到
一众学者的高度评价,足见生态翻译学强大的学术生命力。
自生态翻译学提出以来,诸多学者从文学翻译研究、应用翻译研究、翻译
教学研究、译学方法研究和翻译伦理研究等多个翻译领域运用生态翻译学进
行了研究,生态翻译学与文学作品相结合的主要学术成果如下:翟红梅.张德让

(2009)运用翻译适应选择论研究林语堂英译 浮生六记 ,旨在说明20世纪30年
代林语堂英译 浮生六记 是其对当时汉语世界对西方文学作品的需求,西方对
中国生活艺术的渴盼及其自我表达的内心需要的适应与选择的结果。蒋骁华

(2009)运用‘多维度适应与适应性选择’研究C.Birch、汪榕培、张光前的三个
牡丹亭 英译本,以‘翻译适应选择论’中的‘三维’转换为理论工具对其进行评析。
研究结果显示,Birch译文在文化维及交际维的第三层面较多适应原文,汪榕培
译文在语言维及交际维的第二层面较多适应原文,张光前译文处于二者之间。
可见,在研究文学作品的翻译时,生态翻译学无论是在理论层面还是在应用层面
都有广泛的解释力和极强的评价力。
本研究亦选用生态翻译学理论 ,基于语料库语言学的研究方法,自行构建
韩江 채식주의자 和两个汉译本的平行语料库13),由两位研究者14)分别独立对
译例进行编码后,经过多次协商探讨选取典型译例,通过对比分析总结出韩国文
学作品汉译常用的翻译技巧和翻译策略。

12) 同上书, p.viii.
13) 两个汉语译本分别为重庆出版社于2013年出版的 素食主义者 (以下简称‘译本一’)和四
川文艺出版社于2021年出版的 素食者 (以下简称‘译本二’)。
汉语语料库译本一规模为180千字,汉语语料库译本二规模为120千字。
14) 两位研究者均接受过系统的中韩翻译训练,获得韩语应用语言学相关学位,在独立分析语
料之前对生态翻译学理论及其术语体系有较为系统的学习,对编码的方式和标准进行协
商以提高译例判定的信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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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译例分析
关于翻译学的研究有语言学转向、文化转向、交际学转向等不同学科的
结合,生态翻译学是生态学与翻译学的结合,是围绕语言、文化、交际等多个维
度展开的系统的翻译研究。生态翻译学的翻译方法可谓之‘多维’转换,其中主要
落实在‘三维转换(three-dimensional transformations)’上,即在‘多维度适应与
适应性选择’的原则之下,相对地集中于语言维、文化维和交际维的适应性选择
转换。如果采用翻译即‘文本移植(textual

transplants)’的术语来说,即文本移

植所关注的是原语和译语系统中语言维、文化维和交际维‘三维’生态环境里文
本的移植15)。然而,这不仅是术语的简单替换,每一个术语使用的背后意味着对

‘翻译’概念理解的视角转换,即,在生态翻译学视域下,将翻译视为‘文本移植’,而
非传统视角下将翻译视为‘转换’,‘创作’等。

1) 语言维的文本移植
语言维的文本移植是指译者统筹整个翻译过程时,对语言形式在不同层面
展开的选择转换,如对文体风格、语言特点、选词炼句等的转换。汉语和韩语
两种语言在进行转换时 ,需根据小说的语言特点和整体风格进行形式上的转
换。
[ST1] 올해로 결혼 오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애초에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으니 특
별히 권태로울 것도 없었다. 지난해 가을 이 집을 분양받기까지 임신을 미뤄왔으니,

슬슬 아빠 소리를 들을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p.12)
[TT1-1] 今年,我们已经进入婚姻的第五年,因为从一开始我们就没有热恋过,所以
我想应该也不会有什么特别的倦怠期出现。在去年秋天开始供房之前,老婆一直推
迟怀孕的日程,我想现在终于也到了该当爸爸的时候了。(p.6)
[TT2-1] 今年,我们已步入婚姻生活的第五年,因为从一开始就没有热恋期,所以也
不会迎来什么特别的倦怠期。直到去年秋天贷款买下这套房子前,我们一直推迟怀
孕的计划,但我想现在是时候要个孩子了。(p.4)
15) 同上书,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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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语生态中没有主语“我们”,两译本运用增译的翻译技巧,在译文中添加了
主语“我们”,增强了小说文本的对话性,贴合汉语的表达习惯,从而增强了译本在
译语生态环境中的生命力。但是,译本一多次重复本可以省略的主语“我们”,失
去了文学作品的美感,过于偏重语言维度的构建,没有照顾到文学体裁的语境生
态,导致译文多维整合度降低,对译语生态造成了伤害。且译本一中“日程”这一
词语选择不适配文学作品的话语生态,译本二“计划”更贴合。“아빠 소리를 들을

때”直译即“到了听(孩子)叫爸爸的时候了”,译本一翻译成“到了该当爸爸的时候
了”,译本二处理为“是时候要个孩子了”,两译本均符合汉语的表达习惯,没有受
原语的干扰,语言流畅自然,关照了译文的语言生态。
[ST2] "어차피 당신은 주로 아침만 먹잖아. 점심, 저녁에 고기를 자주 먹을 텐
데……. 아침 한끼 고기를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 (p.21)
[TT1-2] “反正你在家也只吃早餐嘛,午饭和晚饭还是会经常吃肉的呀……早餐一
顿不吃肉就能死人吗？” (p.16)
[TT2-2] “反正你只在家吃早餐,中午和晚上都能吃到肉……一顿不吃肉死不了人
的。” (p.12)

译例2为小说女主人公英惠在拒绝为丈夫做肉菜后与丈夫之间展开的对
话,译本一中受原语生态干涉的原因,在翻译时前后文反复提及“早餐”,给人冗余
重复之感,且不符合日常口语对话的实际情况,破坏了译语的语言生态。译本二
通过汉语意合的优势,在前句交代仅在家吃“早餐”,后句“一顿不吃肉”中自然便
指早餐,完美地进行了语言维的转换。且,译本一中整体话语风格偏活泼轻快,颇
有年轻夫妻间挑逗撒娇之感,与小说塑造的悲情主人公的形象截然相反,没有兼
顾原语生态与译语生态的有机统一,也忽略了文学翻译中对文学形象的还原;
译本二通过平铺直述式的话语,以及程序式的对话模式,塑造了冷淡的夫妻关系,
间接表现了女主人公内心的压力与反抗,使得原作者想要呈现的文学形象跃然
纸上。
[ST3] 건강하게 오래 살 생각으로, 알레르기니 아토피니 하는 체질을 바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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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환경을 보호하려고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된다. (p.21)
[TT1-3] 这些素食主义者大都想着要健康长寿,或者想要改变过敏、异位性皮炎
体质,还有的声称为了环保。(p.16)

[TT2-3] 人们为了健康长寿、改善过敏体质,或是为了保护环境而成为素食主义
者。(p.12)

译例3“알레르기니 아토피니 하는 체질”中“알레르기”与“아토피”都是“过敏
反应”的意思,译本一的处理略显冗余,译本二简明扼要,得其精髓,依归于将小说
话语简明流畅的表达习惯处理为“过敏体质”,采用减译的翻译方法,使得整个句
子言简意赅 ,流畅自然,提高译文可读性 ,做到了读者友好 ,构筑了译文语言生
态。

2) 文化维的文本移植
在文化维的文本移植中,译者应关注两种语言在文化上的差异,力求真实
再现原语的文化内涵,其中文化负载词等特色话语的适应选择转换尤为重要。
[ST4] 시동을 걸어놓은 차에 먼저 올라타자마자 교통방송을 틀었다. 시장이 예약

해놓은 시내 한정식집 주변의 교통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렸다. (p.28)
[TT1-4] 我坐进车里发动引擎,打开了交通广播,以便能够收听到社长事先预定的
韩式饭店周边的交通状况。(p.24)
[TT2-4] 我上车发动引擎后,打开了交通广播,因为想确认一下社长预约的韩定食
餐厅周边的路况。我系好安全带,拉下侧闸。(p.19)

作品主人公英惠的丈夫受社长邀请参加聚会时出现了“한정식집”这个文化
负载词,“한정식”是由韩国传统菜肴构成的现代套餐,包括前菜、主食、副食和
餐后甜点。从这个意义上看,译本二翻译成“韩定食”更为准确,译本一宽泛处理
为“韩式”会淡化文化内涵,且考虑到前后文交代此次聚会的重要性以及用餐场
所的高端程度时,“餐厅”较“饭店”更为文雅,译本二的处理更能准确传达原语文
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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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5]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p.30)
[TT1-5] 面前摆放的第一道菜是荡平菜: 这是一道将绿豆粉丝和香菇、牛肉等凉
拌的清雅菜肴。(p.26)
[TT2-5] 摆在我们面前的第一道料理是荡平菜。这是一道用凉粉、香菇和牛肉凉
拌的清淡菜肴。(p.20)
[ST6] 요샌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p.31)
[TT1-6] 最近好像因为四象体质,出现了素食主义者…… (p.27)
[TT2-6] 听说是因为四像体质,所以最近才有很多人开始吃素…… (p.21)

在这两处译例中均出现了文化负载词,为便于读者理解,两个汉译本均采
用译者注的形式进行处理,译者注作为一种译者添加的副文本,不仅在文本层面
上,实现了译者注副文本和译文正文本之间的有效互动,可以视为译者与读者、
译者与原作者之间的互动,也是译者主体性的一种体现,可谓基于文化维的文本
移植衍生出的‘适应性创造’。
具体而言,译本一通过添加译者注的方式对“탕평채”进行了解释,交代了其
源于1725年左右朝鲜英祖时期,英祖屡次设宴召集各党派,并亲自设计出用4种
不同颜色的蔬菜所做的菜式,以显示团结的重要性,最终平息了党派纷争。而译
本二通过添加译者注的方式对“사상체질”进行了解释,指出其出自朝鲜王朝末
期的哲学家兼医学家李济马所著的 东医寿世保元 一书,人的体质可分为少阴
人、太阴人、少阳人、太阳人四种不同的类型。这样处理既可以保留原汁原味
的文化内涵,又可以使读者增进对原语文化的了解。需要注意的是,“사상체질”
对应的汉语是“四象体质”,而非“四像体质”。
[ST7] 기업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K그룹에서 본사건물 지하이층에 제공한 이
여덟 평의 공간에서는 네 명의 비디오작가들이 컴퓨터 하나씩을 붙들고 작업했다.
(p.72)
[TT1-7] 作为企业支援艺术运动的一环,K集团把位于集团大厦地下二层的八坪
(一坪=3.30378平方米)大小的办公室提供给了四名艺术家,他们每人自带一台电脑
完成着自己的工作。(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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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2-7] K集团作为赞助艺术活动的企业,专门为四名影像艺术家在总部大楼的
地下二楼准备了八坪大小的空间作为工作室。(p.56)

[ST8] 작업실이라기보다는 화랑 같은 백여평의 공간이었다. M의 그림들은 알맞
은 곳에 걸려 있었고, 화구들은 놀랄 만큼 정연하게 정돈돼 있었다. (p.97)
[TT1-8] 虽说是工作室,但却给人一种画廊的感觉。在100多坪的空间里,M的作
品挂在恰当的位置,各种绘画工具井然有序地摆在一旁。(pp.95-96)

[TT2-8] 与其说这是工作室,还不如说更像是一百多平方米的画廊。M的画挂在
醒目的地方,各种画具整理得井然有序。(p.79)

在这两处例句中,均涉及表示土地面积的单位——坪,在汉语语境下使用更
广的则是“平方米”这一单位。译本一在对例7的翻译中通过添加副文本的形式
保留了“坪”的单位,而在括号内以平方米为参照对象标注出二者之间的等量关
系,既向读者传达了两国计量土地等面积单位的不同,又较好地保留了原文文本
的文化特质。译本一在对例8进行翻译时,由于前文(例7)已经对“평”进行了翻译
处理,所以在此处没有重复标识,仍然沿用“坪”这一单位。译本二对例7和例8的
处理没有‘前后一致’,在例7中采用保留原语文化特质,使用 “坪”;在例 8中则用

“平”(即平方米),并且没有进行数量换算,显然是由于译者的疏忽大意导致文本
的话语生态受到了一定程度的损伤。
[ST9] 이번에는 푸른빛 계열을 택했다. (p.124)
[TT1-9] 这次他选择了蓝色系列。(p.122)
[TT2-9] 这次他选择的是青绿色系。(p.103)
[ST10] 검푸른 새벽빛 속에서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오랫동안 핥았다. (p.141)
[TT1-10] 在黑暗的凌晨里,他长时间舔舐着她的臀部。(p.140)
[TT2-10] 在墨蓝的晨光里,他长时间注视着她的臀部。(p.118)

在这两处例句中都涉及韩汉颜色词汇的翻译,两国对以白色、红色等颜色
词汇都赋予了各自独特的文化内涵,既有文化相通之处 ,也不乏文化各异的烙
印。例9选取自整部小说的第二部分,是英惠姐夫对她肉体变态式的迷恋才催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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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人体彩绘的情节,且后文交代了彩绘的花朵是紫色的绣球花,韩语中“푸르다”
可表示蓝色或绿色两种含义,因此在对例9中“푸른빛 계열”进行翻译时,译本一
主观臆断,处理为“蓝色系列”;译本二兼而有之,处理为“青绿色系”,效果更佳。
例10中“검푸르다”与汉语中黛蓝、墨蓝、墨绿、黑绿等色彩含义相同,译本一处
理为“黑暗”应是侧重于描绘晨光稀微之景象,但未尊重原语文本;译本二用“墨
蓝”描绘“晨光”,勾勒出天刚微亮前天际的墨蓝色彩,颇有美感。

3) 交际维的文本移植
交际维的文本移植是指译者在翻译过程中关注原语和译语两种语言之间
交际意图的实现,侧重点在于实现两种语言之间交际目的、语用效果的动态对
等。
[ST11]
"다들 평안한가?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지내느라구요. 장인어른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야 늘 똑같지. 정서방 하는 일은 잘되고?" (p.34)
[TT1-11]
“都还好吧？最近一点儿联系也没有……”
“十分抱歉,最近太忙了。岳父大人身体安康吗？”
“我们都还是老样子。你的工作还顺利吧？” (pp.30-31)
[TT2-11]
“你们都好吧？最近都没有你们的消息。”
“对不起,我工作太忙了。岳父身体怎么样？”
“我们还不是老样子。你工作都还顺利吧？” (p.24)

在译例11中,“다들 평안한가?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是丈母娘对女儿和
女婿近况的询问,译本一翻译为“都还好吧？最近一点儿联系也没有……”整体符
合原文语言,但译本二添加第二人称“你们”后,译文的对话感和交际性更强,照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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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了语篇的交际功能,翻译效果更佳。且,译本一将“장인어른은 건강하십니까?”
处理为“岳父大人身体安康吗？”,这在现代汉语的交际用语中非常少见,过于文
邹,译本二翻译为“岳父身体怎么样？”,略胜一筹,但考虑到现代中国人口语中也
称呼岳父为爸这一客观事实,翻译为“我爸身体怎么样？”则恰到好处,达到了交
际目的的文本移植。
[ST12] "저는 딴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채
식하는 줄은 몰랐지 뭐예요." (p.46)
[TT1-12] “我都认不出来了,虽然听说过她吃素,可是没想到她的身子成了这个样
子……” (p.42)
[TT2-12] “我都快认不出二姐了。虽然听说你在吃素,可没想到这素吃得都伤了
身子啊。” (p.35)

译例12是弟媳在看到小说女主人公因成为素食主义者而形销骨立后发出
感慨,“저는 딴사람인 줄 알았어요”,译本一的处理“我都认不出来了”仅在语言层
面传达了基础信息,译本二通过添加表示人物之间关系的名词“二姐”来点明弟
媳与英惠之间的亲属关系,交际目的得以实现。同时通过“快”字增强了译文的
感情色彩,可品味出弟媳对二姐英惠拒绝吃肉后的“惊讶和不解”等复杂感情,实
现了交际维的文本移植。
以上‘三维’并非各自独立,而是一个良性互动的系统,只不过在具体的译例
分析中,更侧重于某一维度,但绝不意味着对其它维的忽视 。统筹 、整合、协
调、平衡是生态翻译学的追求。

4) “损伤”生态的文本移植
翻译的陷阱无处不在,译者在翻译的过程中受主客观因素的多重影响,文本
移植的过程常常会对原文生态或译文生态造成损伤。在这些损伤中最为明显
的要属‘误译’,本文通过对两译本建立起来的语料库进行筛选,甄选了几处‘误译’
来进行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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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3] "뭐 하는 짓이냐,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 나이에 정서방은 어쩌란 말이
냐?"(p.38)
[TT1-13] “太不像话了,就算你可以不吃肉,你那年轻气盛的老公该怎么办？”
(p.34)
[TT2-13] “你这是闹什么,就算你不吃肉,可你那年轻气盛的老公怎么办？”
(p.27)

“한창

나이”表示“春秋正盛、正当壮年”之意,两译本处理为“年轻气盛”效

果欠佳,因为“年轻气盛”更适用于形容人物的脾气秉性,并非适用于形容身体强
健,考虑本小说语言风格朴素且尖锐的特点,译为“正当壮年”更为合适。
[ST14] 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게 맞았다. (p.49)
[TT1-14] 在老丈人的重重的一掌下,她的脸好像要流血了。(p.45)
[TT2-14] 妻子面红耳赤,可见岳父的一巴掌打得有多狠。(p.38)

“피가 비칠 만큼”极言老丈人下手之重,译本二翻译为“面红耳赤”,“面红耳
赤”多用来表达因急躁、害羞等而导致脸上发红,显然属于误译,故译本一的翻
译更准确。
[ST15] 6mm 테이프였다. (p.144)
[TT1-15] 是他的6mm录像带。(p.142)
[TT2-15] 那是六厘米录像带。(p.120)
[ST16] 그녀의 말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수초의 시간이 걸렸다. (p.146)
[TT1-16] 为理解这句话的含义,他静止了好几秒的时间。(p.144)
[TT2-16] 他用了几十秒的时间才搞清楚了这句话的真正含义。(p.122)

在译例15和译例16中,译本二未能忠实于原文,对“6mm”、“수초”的处理出
现了低级的错误,需要译者引以为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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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结论
本文从生态翻译学‘三维转换’的原则对 채식주의자 两个汉译本进行了对
比研究,分别从语言维、文化维和交际维选取了例句进行了分析,结果发现该小
说两个汉译本均有误译的现象,在一定程度上对话语‘生态’造成了损伤。然而,
两译本均不乏佳译,且佳译均是从多个维度对原语进行了转换,即考虑语言维、
又关照文化维和交际维,从而使得译文的文本移植更为成功。生态翻译学的标
志性特征之一 ,在于它以 ‘翻译即文本移植 ’的思维方式来把握 ‘文本生命 ’的诞
生、生长与存续、发展,并使‘文本移植’与‘文本生命’的内在关联形成了‘转生再
生、生生与共’的生态思维范式,从而呈现出翻译作为一种生命形态行为的本质
特征16)。在生态翻译学原理指导和‘多维整合’翻译原则的关照之下,译文可灵活
运用增译、减译、调整语序和添加注释等翻译方法和翻译技巧,从而使译本的
生命得以存续,力求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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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translations of The Vegetarian
－From the perspectives of Eco-Translatology－

Guo, Changyu·Liu, Renbo
In 2016, Han Kang’s novel, 『The Vegetarian』, became the first Korean novel to
win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and was recognized for its high literary value.
Accordingly, many researchers have analyzed 『The Vegetarian』 and its translations
based on various translation theories and viewpoints, but there is still no study
examining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At the same time, as most
of the existing translation research theories analyzed translated texts only in limited
aspect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relatively local research results can be deriv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by using the
theory related to Eco-Translatology, which was recently launched in China and widely
known in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to examine the actual aspects of
transl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dimensio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three-dimensional
transformations’ of ecological translation and utilizes the research method of corpus
linguistics to study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its two Chinese translations
(which are the Qian version and the Hu version) was constructed as a parallel corpus
and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est part of both Chinese
translations is to realize ‘textual transplants’,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 linguistic,
cultural and communicative dimensions of the target language ecology. In other words,
the text life is saved even in the target language, Chinese, and the continuation of
life is realized. However, both Chinese translations have a mistranslation phenomenon
that damages the ecology, so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and avoid this poi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analyzed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by introducing ecological transl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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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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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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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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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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표

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학자의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

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1차 심사절차와 똑같이 진행하고,

만약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인 경우와 1회 반려된 논문은 동일한
제목이나 그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
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공동저자인 경우 저
자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저자가 ‘논문투고신청서’를 작
성해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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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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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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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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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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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
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
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

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
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
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
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

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10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

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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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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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표시할 사항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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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미성년자

재학연도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

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153㎜
길이：225㎜

용지 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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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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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작품,

작품집, ｢ ｣ 논문,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글자모양
스타일 이름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양쪽

바탕글

10

90

-6

휴먼명조

0

0

10

170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4.5

95

-9

신명태명조

0

0

0

160

중앙

1
1)

12
10.6

90
90

-6
-7

신명태명조
신명중고딕

10
10

0
0

0
0

170
170

양쪽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138

양쪽

145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0

0

170

양쪽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8.7
90
-5 신명신명조
0
기입)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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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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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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

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
다.

부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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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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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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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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

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

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

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
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

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

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
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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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

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

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

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
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
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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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
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
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
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
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
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
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
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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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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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
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
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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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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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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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
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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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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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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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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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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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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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彙報
2022. 02. 17. 한중인문학연구 74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3. 07. 한중인문학연구 74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3. 14. 한중인문학연구 74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3. 24. 한중인문학연구 74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2. 03. 30. 한중인문학연구 74집 발간

2022年度 事業計劃
1) 한중인문학연구 74집 투고 마감(2022년 02월 10일)
2) 한중인문학연구 74집 발행(2022년 03월 30일)
3) 한중인문학연구 75집 투고 마감(2022년 04월 30일)
4) 한중인문학연구 75집 발행(2022년 06월 30일)
5) 제 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2년 07월 02일, 온라인(비대면))
- 주제: 연변조선족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6) 한중인문학연구 76집 투고 마감(2022년 07월 30일)
7) 한중인문학연구 76집 발행(2022년 09월 30일)
8) 한중인문학연구 77집 투고 마감(2022년 10월 30일)
9) 제 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2년 12월 17일, 가천대학교(예정))
- 주제: 한중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10) 한중인문학연구 77집 발행(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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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 한중인문학연구 증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한중인문학연구 75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
내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
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
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2년 04월 30일
- 발행 예정 : 2022년 06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55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6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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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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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6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

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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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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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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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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회 제13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2.1.1∼2023.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명예)

고

회

한계전(서울대명예)

송현호(아주대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박윤우(서경대)

한용수(동국대)

임경순(한국외대)

유성선(강원대)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종철(서울대명예)

김호웅(연변대명예)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명예)

민현식(서울대명예)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박일룡(홍익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이정숙(한성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장 : 김유중(서울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구재진(문학:세명대)

김원중(고전:단국대)

김 호(역사:서울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임대근(문화:한국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이은희(여성:한성대)

이해영(중국학:중국해양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풍기(강원:강원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혜영(전라:조선대)

지역 부회장 : 이명찬(서울:덕성여대)
윤의섭(충청:대전대)
송현정(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총무] 곽명숙(아주대)

김형규(아주대)

임대근(한국외대) 민재원(전북대)

정진석(강원대)

조명숙(경희대)

[기획] 김정우(이화여대) 최미숙(상명대)

윤선자(전남대)

박진(국민대)
박진호(서울대)
[연구] 김진규(가천대)

김근호(전남대)

김원중(단국대)

송윤미(강원대)

이미옥(서울대)

김명숙(중앙민족대)

[편집] 최호영(안동대)

우신영(인천대)

송재연(서원대)

조현일(원광대)

신정수(한중연)

최유학(중앙민족대)

[국제] 전긍(국민대)
신영덕(인니국립대)
[섭외] 조원일(전남대)
이정란(한중연)

이영남(광서사범대) 지수용(화중사범대)

[교육] 류수열(한양대)
김호정(서울대)

김은성(이화여대)
이명아(국민대)
엄홍화(회해공대)

박춘란(사천외대) 윤경애(대련민족대)
김환기(동국대)

박강(부산외대)

천춘화(숭실대)

홍순애(동덕여대) 유전전(운남사범대)

[홍보] 박성일(한국체대) 김상일(동국대)
최재선(산업대)

여호규(한국외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김현주(한국외대) 이영호(제주대)

선저이쿠마르(코리아헤럴드)

여수일(중국옥림대)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영주(대진대)
한창훈(전북대)

전영근(광동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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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송지언(홍익대)
장은영(조선대)

강남욱(경인교대) 이승준(항공대)

이희정(경북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대)

[출판] 조하연(아주대)

황혜진(건국대)

오영미(교통대)

정혜영(대구대)

유정은(강원대)

김경선(북경외대)

권유리야(부산외대)

감

사(2)

: 류순태(서울시립대), 차희정(명지대)

간

사(3)

: 행정학술-전세진(서울대), 편집정보-신문봉(서울대) 백지윤(경희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옥(남서울대명예)

김석회(인하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명예)

민현식(서울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손희하(전남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윤정룡(한남대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김호웅(연변대석좌)

심정창(북경대명예)

윤윤진(길림대)

김기석(상해외대)

허세립(길림대주해)

김종철(서울대명예)

김하림(조선대)

박일용(홍익대)

정호웅(홍익대)

유문선(한신대)

이후일(선문대)

공종구(군산대)

박경수(부산외대)

차성만(서경대)

문철영(단국대)

박현규(경북대명예)

편집위원장 : 이선이(경희대)
편집위원(13) : 이정란(어학(한),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중(문학(중),수도권:단국대)

이명아(어학(중),수도권:국민대)

오영미(문화,충청:한국교통대)

송현정(언어교육(한),제주:제주대)

김 호(역사,수도권:서울대)

박성일(언어교육(한·중),수도권:한국체대)

유정은(철학,강원:강원대)

민재원(문학교육,전라:전북대)

신정수(한국학,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호영(현대문학(한),경상:안동대)

이해영(중국학,해외:중국해양대)

김풍기(고전문학(한),강원:강원대)

<연구윤리위원회>
위
위

원

장

: 유성선(강원대)

원(14) : 김유중(서울대)

이선이(경희대)

정래필(영남대)

곽명숙(아주대)

김형규(아주대)

최호영(안동대)

김진규(가천대)

김정우(이화여대)

박성일(한국체대)

서혁(이화여대)

이은희(한성대)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긍(국민대)

조원일(전남대)
*밑줄 당연직: 학회장, 편집위원장, 행정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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