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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과 뉴한(牛漢) 시의 ‘저항성’ 비교*
- ‘자유’와 ‘불온’을 중심으로 -

김 민 정 **

국문요약
김수영과 뉴한(牛漢)은 한국과 중국의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두 시인의 차
이는 주로 현실과 자아의 힘의 관계로 말미암는다. 당정(黨政)의 압도 속에서 절대적인 소외
를 겪어야 했던 뉴한은 현실과의 단절 속에서 자기긍정의 불온(不穩)을 시로 빚어가게 된다.
시 창작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삶의 유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시가 현실
에 대한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나 연대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반면에 김수영은 불온에 기초한 파괴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을 창
조하고 자유를 위한 연대를 실천하면서 조롱이나 풍자, 심지어 사회관계 속의 자기 수치심까
지도 형상화 해 간다. 불온을 통한 파괴는 문화와 예술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김수영의
주장은 내면의 불온을 형상화한 뉴한에 의하여 그 접점이 확보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김수영과 뉴한을 ‘자유’ 지향에 입각하여 교차시키는 이 글은 김수영의 논의에 좀 더 의존
해 있다. 뉴한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유와 연대의 표출이 김수영에게는 가능하였기 때문이
다. 5·7간부학교 시절 뉴한 시의 자기긍정은 1980년, 그가 당적(黨籍)을 회복한 뒤에야 ‘문화
대혁명에 대한 불온’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현실과 역사에 대한 비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국 시는 아직도 김수영 식의 파괴
를 거쳐 창조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학이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
린 지금의 현실은 중국 시의 이 같은 도전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으
로 인하여 우리는 김수영에 의지한 자유와 불온의 개념으로 뉴한의 시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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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김수영(1921~1968)은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에 대한 수사(修
辭)의 하나인 ‘참여 시인’은 김수영 시의 현실 비판적 측면에 대한 중시가 강조

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 시인’의 시각에서 김수영 시를 읽다 보면, 그의 리얼리
즘 저편에 위치한 모더니티 지향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김수영
시에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경향 모두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김수영 문학은 “어
느 입장의 해석을 통해서도 다 해석되지 못하는 ‘잉여’ 상태에 있다”1)는 일부 연
구자의 주장 또한 그 시의 이 같은 특이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잉여
성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김수영 읽기가 멈춰지지 않
는 원인이 된다.
김수영 문학의 이 같은 잉여 상태는 그를 중국 시인과 비교 분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2) 그 중에서 “비슷한 시대적 배경 아래 시인이 역사적 주체로서 현
실에 대응하는 방식, 즉 시의 미학적 실천과 그 속에 내재된 하나의 경향적 특질
1) 김유중, ｢김수영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2005,
p.251 참조. 각주 10번 참조.
2) 김수영과 중국 시인을 비교한 연구 성과로는 이미옥의 ｢김수영과 베이다오의 ‘참여시’ 비
교 연구 - 주체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37집, 2013 ); ｢‘보기’감각을 통해 이루어진 김수영과 꾸청의 ‘참여 의식’ 비교｣(동북아 문화연구 제44집,
2015); 김수영과 베이다오의 참여의식 비교연구(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6); ｢김수영과 베이다오 산문에 나타난 참여의식 비교연구｣(동북아 문화연구 제61
집, 2019), 유중하의 ｢革命의 다이나미즘 혹은 이미지즘 (金洙暎과 魯迅 ― 마주 비추어
보는 거울｣(中國現代文學 제27집,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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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여의식에서 긴밀한 유사성”3)을 포착하여 김수영과 베이다오(北島)의 참여
정신을 비교 분석한 이미옥의 연구는 그 성과가 적지 않은 편이다. 김수영과 베
이다오는 작품의 내용이 비판적이고 창작 풍격 또한 모더니즘적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가능성을 발견한 그녀는 ‘참여의식’을 비교의 관문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러나 1949년생인 베이다오와 1921년생인 김수영 간의 세대 차는 두 시인을
비교하는 작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김수영을 시인 뉴한(牛漢,
1923-2013)4)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두 시인은 연배가 비슷하여 상술한 어려움
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긴밀히 결합된 국가주도의 개발시스
템 속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진영모순을 경험하였고, 체제저항적인 시
창작을 사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이 같은 공통점은 4·19 전후에
창작된 김수영 시와 문화대혁명 시기 뉴한의 창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
수영에게 4·19 정신은 자기 시의 중요한 화제였을 뿐 아니라 저항을 통해 쟁취
해야 하는 자유의 가치였다. 문화대혁명의 감시를 피해 비밀스런 글쓰기를 계속
해 간 뉴한의 시는 개혁개방 이후에야 그 시절에 대한 불온으로 읽혀지기 시작
하였다.5)
이에 본고는 김수영과 뉴한 시의 ‘저항성’을 비교의 포인트로 삼아, 두 시인에
게 시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들이 시를 통하여 얻으려 했던 ‘가치’의 내용
은 무엇이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살피고자 한다. 김수영과 뉴한에
대한 개별 연구 성과가 적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 성과들을 바탕
으로 두 시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저항과 지향의 문제를 새롭게 살피는
3) 이미옥, 김수영과 베이다오의 참여의식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6, p.1.
4) 뉴한(牛漢)은 중국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여겨진다. 그의 저항성은 그가
1955년의 후펑반혁명집단사건(胡風反革命集團案)에 연루되어 반당반혁명분자(反黨反
革命分子)가 된 뒤, 불굴의 의지와 생명의식을 시화(詩化)하여 자신의 계급적 불온성을
극복한 사실로 비롯한다.
5) 뉴한의 문혁 시기 창작을 “역경에 처한 인간이 불굴의 의지로 항쟁하며 강인하게 생존하
는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한 천쓰허(陳思和)는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자이다.
천쓰허(陳思和), 노정은·박난영 옮김, 중국당대문학사교정, 문학동네, 2008,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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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자유’, ‘불온성’ 등 김수영 시의 분
석에 사용된 언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글의 성격이
상이한 사회정치적인 환경에 처해 있던 김수영과 뉴한 시의 저항성에 대한 본격
적인 비교 고찰이라기보다는, 김수영 시를 기준으로 하는 대비를 통하여 뉴한
문학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작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김수
영와 뉴한 시를 살펴봄으로써 비교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유’의 동반자 - ‘비애’
4·19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에 전 국민이 참여한 한국현대사의 상징이
다. 그것의 역사적 의의는 1년 뒤에 일어난 5·16과 함께 사유되면서 확인되곤
한다. 4·19의 성패 여부가 5·16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의 언어로 세워진 4·19에서 자유가 급속도로 설득력
을 잃게 된 것을 5·16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유의 문제에 가려져 있던
경제성장과 번영에의 관심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유를 무조건적
으로 긍정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5·16은 이 같은
현실인식 위에서 일어난 것이었다.6)
김수영 창작에서 ‘자유’는 중요한 주제이다. 4·19가 김수영 시를 전기와 후기
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고, 전기와 후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7)은 이로 말미암는다. 일찍이 김현은 “김수영의 시작(詩作) 주제는
자유이다. 그것은 그의 초기시편에서부터 그가 죽기 직전에 발표한 시들에 이르
기까지 그의 끈질긴 탐구대상을 이룬다.”8)면서 김수영의 ‘자유’에 대한 중시를
6)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pp.47-48 참조.
7)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김수영의 시를 4·19를 기점으로 전기시와 후기시로 나누고 있
다(김현승, 백낙청, 김현 등).” “4·19가 김수영에게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송기한, ｢자유에의 영원한 회귀의지｣, 1960년대 시인 연구, 역락, 2007, p.231
각주 1번 재인.
8) 김현, ｢自由와 꿈-김수영의 시세계｣, 김수영, 金洙暎詩選 거대한 뿌리, 민음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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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 있다. 5·16 이후에 급격히 설득력을 잃은 ‘자유’가 김수영 시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창작 자원으로 작동한 점은 이를 확인시켜주는 지점이다.
김수영의 초기작 ｢헬리콥터｣(1955년 창작)를 보자. 4·19 이전에 창작된 이
작품에는 자유에 대한 그의 사유의 단초가 드러나 있다.
사람이란 사람이 모두 苦悶하고 있는/ 어두운 大地를 차고 離陸하는 것이/ 이다
지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愚昧한 나라의 어린 詩人들이었다
/ 헬리콥터가 風船보다도 가벼웁게 上昇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설움
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설움을 아는 사람일 것이
다9)
｢헬리콥터｣ 중에서

이륙 중인 헬리콥터와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화자 사이에 묘한 우울함이 도는
것은 헬리콥터의 비상을 그려내는 시인의 태도로 말미암는다. 그가 이 우울함을
‘설움’이란 말로 표현한 것은 “어두운 大地를 차고 離散”하는 것이 결코 희망적
이지 않음을 보여주려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헬리콥터의 움직임 자체가
어떤 희망적인 미래를 향한 도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사유의 근거는 아래
인용부분에서 밝혀진다.
｢헬리콥터여 너는 설운 動物이다｣// —自由/ —悲哀// 더 젊은 展望이 必要없는
이 無制限의 時空 우에서/ 山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未練도
없이// 앙상한 肉體의 透明한 細胞와 神經과 眼球까지/ 모조리 露出落下시켜가면
서/ 안개처럼 가벼웁게 날아가는 果敢한 너의 意思 속에는/ 남을 보기 전에 네 자신
을 먼저 보이는/ 矜持와 善意가 있다10)
｢헬리콥터｣ 중에서

헬리콥터의 비상을 본 화자가 자유(自由), 비애(悲哀)를 떠올린 것은, 그 “無

p.8.
9) 김수영, ｢헬리콥터｣, 김수영전집Ⅰ, 민음사, 1981, p.62.
10) 김수영, ｢헬리콥터｣, 김수영전집Ⅰ,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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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限의 時空”을 가르는 움직임이 자유추구의 과정 중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앙

상한 肉體와 細胞와 神經과 眼球”로 말미암는다. 그 움직임 자체는 무한의 시
공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헬리콥터가 이 자유 추구의 과정에서 겪
어야 할 고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시의 ‘자유’와 ‘비애’의 관계에 대하여,
김현은 “자유는 휴식과 달관을 거부하지만,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
위할 수 없는 곳에 비애가 있다”면서, 초창기 김수영이 “자유보다는 그것의 좌
절에서 생기는 비애를 더욱 절절하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주장
한다.11) 방인석은 이 문제를 더 깊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김수영의 ‘비애’
는 식민과 해방,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진 질곡의 한국적 현실”에서 생겨나는 감
정으로, 그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변혁에 대한 열망”은 한국적 후진성을 체감
하는 순간 “우울한 기록”12)이 되고 만다고 분석한다.
인용 부분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자유추구가 앙상한 육체를 드러낸다는
김수영의 시적 상상이다. 그리고 이 상상은 주로 그의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체
험으로 말미암는다. ｢헬리콥터｣보다 2년 전에 창작된 ｢祖國에 돌아오신 傷病捕
虜 同志들에게｣(1953.5.5. 창작)는 한국전쟁 당시 강제 납북되었다가 서울에 가

까스로 돌아온 김수영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 취급을 받았던 때를 떠올
리며 쓴 작품이다. 흥미로운 것은 김수영이 이 시에서 밤마다 아수라장13)이 되
곤 했던 그 시절의 경험을 ‘자유’의 문제로 살피려 한다는 사실이다. 김윤배는
김수영이 포로들의 희생과 자유를 연관지은 것을 그가 그들의 죽음을 자유를 위
한 영원한 여정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분석한다.14) 어떤 의미에서 김수영이 이

11) 김현, ｢自由와 꿈-김수영의 시세계｣, p.12.
12) 방인석, ｢김수영 시의 자유와 설움의 상관성 연구 –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 한민족문
화연구 제34집, 2010, p.96.
13) “밤이면 양 진영은 서로 적대막사의 철조망을 부수고 습격하였다. 하루에 15명의 포로들
이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처형되어 시체가 토막토막 잘려지는가 하면 미군 측이 15일 간
격으로 실시하여 온 포로들의 성향 선별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미군에 의해 친공포로들
이 77명 사살되고 140명이 부상당한 대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매일 타살자가 생겨나
고 자살자가 나타났다.”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 2001, p.173.
14) 김윤배, 온 몸의 시학, 김수영, 국학자료원, 2003, pp.5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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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달해야 할 가치로 생각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
다. 실제로 “自由의 길을 잊어버릴 것인가!”15)라는 김수영의 외침에는 자유는
이렇게 죽음을 끌어안고 전진해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취할 수 있게 되는 무
언가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김수영의 시 속에서 자유의 상(象)은 4·19 이후를 통하여 구체화하기 시작한
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1960.4.26. 草稿)를 보자. 시
인은 “民主主義는 인제는 常識으로 되었다/ 自由는 이제는 常識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군대, 奬學士의 집, 官公吏의 집, 경찰의 집, 군대 衛兵室, 師團長
室, 政訓監室, 교육가의 사무실, 경찰서, 파출소, 모든 驛에서 “그놈의 사진을

떼어 없애자.” 그리하더라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은 없다/ 아무도 붙들어갈 사
람은 없다”16)면서 4·19 이후에 도래할 한국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중이다.
그러나 김수영의 이 같은 기대 이면에는 자유에 대한 회의가 깊이 자리해 있
다.
旣成六法全書 基準으로 하고/ 革命을 바라는 者는 바보다/ 革命이란/ 方法부터

가 革命的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
한 것은 그대들 뿐이다/ 天國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 뿐이다/ 최소한도로 自
由黨이 감행한 정도의 不法을/ 革命政府가 舊六法全書를 떠나서/ 合法的으로 不法

을 해도 될까 말까한 革命을—17)
｢六法全書와 革命｣(1960.5.25. 창작) 중에서

4·19가 일어난 지 1달 뒤에 창작된 이 시에는 방법적인 면에서 4·19가 성공
한 혁명이 아니라는 김수영의 판단이 깃들어 있다. 4·19는 자유와 민주가치가
실현된 종착지가 아니며, 4·19의 전과 후는 “革命政府가 舊六法全書를 떠나서
/ 合法的으로 不法을 해도 될까 말까”할 만큼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4·19의 민주와 자유의 구호는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리는 일에는 성공
15) 김수영, ｢祖國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同志들에게｣, 김수영전집Ⅰ, p.35.
16) 김수영,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김수영전집Ⅰ, pp.140-141.
17) 김수영, ｢六法全書와 革命｣, 김수영전집Ⅰ,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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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국가 시스템에 침투하여 사회변화를 이끄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김수영의 회의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가 ｢우선 그놈의 사
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제목에 ‘우선’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 또한 “사진
을 떼어 없애”는 일이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수영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4·19 이후의 회의과정 속에서 그
모습이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시단(詩壇)이 시인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 또한 커다란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시단은 자고로 완전한 자유를 누려본 일이 없다. 자유가 없는 곳에
무슨 시가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 우리
나라의 시단을 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실은 개별적인 시인의 무력과
무재주와 심지어는 무성의까지도 탓하기 전에 먼저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 張一宇 씨는 한국의 시인들이 알지 못하는 시 대신에 알 수 있는 시를 쓰기를
기원하고 있지만, 나는 순서적으로 보아 역시 이곳의 시인이 알 수 있는 시를 쓰기
전에, 이곳의 시인이 알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이곳의 자유의 회복이 더 시급하다
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시단에 <자유의 회복>에 둔감한 시인이 너무나 많다
는 사실이다.18)
｢나의 信仰은 <自由의 회복>｣ 중에서

김수영은 “우리나라의 시단은 자고로 완전한 자유를 누려본 일이 없다”면서,
시 창작에 자유의 문제를 끌어들인다. 그는 장일우가 한국의 시인들에게 요구한
“알 수 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유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창작의 자유 ‘회복’에 무관심한 시인이 너무나 많아 이 조건의 확보도 요원한 상

18) 김수영, ｢나의 信仰은 <自由의 회복>｣, 김수영전집Ⅱ, 125쪽. 장일우는 일본에서 간행
된 잡지 한양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이 잡지는 “순수문학보다는 참여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필진으로는 장일우와 김순남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한양의 창간
(1962.3)부터 글을 발표하여 장일우는 20여편, 김순남은 40여편의 왕성한 필력을 발휘한
다. 그들은 1965년경 까지는 2~3달에 한 번씩 번갈아 글을 발표하면서 한양의 고정
필자처럼 활동을 하는데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글은 한국의 문예지인 현대
문학, 자유문학 등에 한 두 편씩 발표되기도 한다.” 상허학회, 희귀 잡지로 본 문학
사, 깊은샘, 2002,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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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그로 하여금 언론 자유의 선행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문제는 이 4월 이후다. 4월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언론자유다.……… 창작의 자유는 백퍼센트의 언론자유가 없이는 도저히 되
지 않는다. 창작에 있어서는 1퍼센테이지가 결한 언론자유는 언론자유가 없다는 말
과 마찬가지다. ……… 문제는 <만일>에의 고려가 끼치는 창작 과정상의 감정이나 꿈
의 위축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축현상이 우리나라의 현사회에서는 혁명 후도 여전히
그전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죄악이다.19)
｢創作自由의 조건｣ 중에서

4·19 이후 한국 사회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수준은 기대에 미칠 정
도가 아니었다. 김수영에 의하면, “창작의 자유는 백퍼센트의 언론자유가 없이
는” 보장될 수 없으며, “1퍼센테이지”라도 부족하다면 언론 자유의 부재를 의미
하게 된다. 창작의 자유는 이 같은 상태의 극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으며, 그
렇게 되지 못하면, 문학인은 ‘만일’을 대비한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
는 문학의 퇴보이자, 죄악과 다름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렇듯 김수영
은 언론과 창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100%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자유의
추구와 실현이 필연적으로 ‘비애’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 점은 이미
｢헬리콥터｣에서 예견된 바였다.

3. 형상의 저항성
1966년, 중국에는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발발한다. 일반적으로 문혁은
마오쩌둥(毛澤東)이 경제조정 국면에서 비롯된 권력의 우편향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으로 평가되어 오다가, 연구의 관점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논의의 결과 또한 두터워지게 되었다.20) 쳰리췬(錢理群)은 문혁
19) 김수영, ｢創作自由의 조건｣, 김수영전집Ⅱ, pp.130-131.
20) 문혁 연구는 문혁 40주년인 2006년을 전후로 다양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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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자 애쓴 연구자 중의 하나이다. 그는 마오
가 문혁을 일으킨 것이 새로운 일당전제 모델의 수립, 공상사회주의 유토피아
실험의 견지, 인민민주 주권 체현을 위한 코뮌식 국가체제의 창건에 있었다고
주장한다.21) 마오가 문혁을 통하여 ‘인민민주’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주장은 쳰
리췬 논의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마오의 의도가 그와 같았다 할지라도, 홍위
병이 우파(右派) 간부(幹部)에 가한 무자비한 폭행은 진정한 인민민주는 무엇인
지, 어떻게 실현되어야 옳은지 등을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22)
그러나 뉴한의 고난은 문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 건국 이전의 그는
국민당 통치구역(國統區)23)에서 지하공작 소조(地下工作小組)로 활동하다가,
건국 이후에는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學出版社)에 배치되어 편집 일을 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발표하게 된다.24) 이런 그의 삶은 1955년의
후펑(胡風) 사건25)으로 지속이 불가능해지고 만다. 그는 후펑 사건 이후 당으로
부터 제적되고 정치적으로 거세되어 돼지를 치고 우리를 청소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뉴한의 삶은 문혁 이전부터 부자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혁 연구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주제 및 관점 또한 다양해지게 된다. 문혁
연구 자료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안치영의 ｢문화대혁명 연구의 새로운 자료｣(현대중
국연구 18권 2호, 2016) 참조.
21) 쳰리췬(錢理群), 연광석 옮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下), 한울,
2012, p.21 참조.
22) 쳰리췬은 “문혁 중의 학살과 사망을 홍위병과 조반파의 폭민 행위”가 아닌, “국가장치,
군대, 그리고 정부의 행위”로 봐야 함을 강조한다. 쳰리췬, 위의 책, pp.37-38.
23) 건국 이전 국민당이 통치하던 지역을 뜻한다. 해방구(解放區)는 공산당 통치지구, 윤함
구(淪陷區)는 일본 점령지구를 가리킨다.
24) 이런 시로는 ｢기차는 언제쯤 이 산에 도착할까요(火車何時候開到這個山)｣(1950년 창
작), ｢북경 서쪽 교외를 찬미함(我贊美北京的西郊)｣(1954년 창작) 등을 들 수 있다.
25) 1954년 7월, 후펑(胡風, 1902～1985)은 당의 문예노선을 비판하는 ｢해방 이래의 문예실
천 상황에 관한 보고(關於解放以來文藝實踐情況的報告)｣(일명 ｢삼십만언서(三十萬言
書)｣를 당 중앙에 제출하였다. 마오의 문예노선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후펑의 보고
서 제출은 그와 친분이 있던 많은 지식인들을 당으로부터 제적당하게 하였다(김시준, 
중국 당대문학사 : 중화인민공화국 50년의 문학/1949-2000, 소명출판, 2005, p.4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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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뉴한은 문예계 간부의 노동개조 공간인 셴닝(咸寧) 5·7간부학교(五
七幹部學校)26)에 하방(下放)되고 만다.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성원에

게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뉴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발언의 자
유, 노동의 자유 등이 100% 결핍된 이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고, 참기
어려운 고독과 희망 없는 기다림”27)에 지쳐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뉴
한에게 시 쓰기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한 공간이었다. 간부학교에서의 시 쓰기
는 정식 간행물에 발표할 것을 고려하여 시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오직 뉴한 자신만을 위한 창작이었다.
중국의 당대문학사는 문혁 시기의 이 같은 창작을 ‘비공개적 글쓰기(潛在寫
作)’라 부른다.28) 사실 이것은 뉴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택

한 창작방식이었다. 하방된 노시인, 상산하향(上山下鄉)된 지청(知青) 시인 대
부분이 바로 이 ‘비공개적 글쓰기’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
다. 뉴한의 불온과 저항을 그의 시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메마른 거친 산,/ 달구어진 땅/ 돌처럼 딱딱한데,/ 잘려나간 죽순 뿌리는/ 맑은
26) 문혁 시기에 세워진 전국의 5·7 간부학교 수는 105개이다. 그 중에서 셴닝(咸寧) 5·7
간부학교는 규모가 가장 컸다고 알려져 있다. 6천명에 달하는 문화부(文化部) 고급 간부
와 유명 작가, 예술가, 출판인, 인문과학 전문가 등이 5개 대대, 26개 중대 조직에 배치
되어 노동개조를 받았다. 하방된 단위는 문화부(文化部), 중국작가협회(中國作家協會),
중국문련(中國文聯), 국가박물관(國家博物館), 고궁박물관(故宮博物館), 인민출판사(人
民出版社),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學出版社), 중국전영공사(中國電影公司) 등이 있었
다. 성원들은 지정된 중대(中隊)에 거주하면서 향양호(向陽湖) 간척 노동과 ‘네 가지 자
급(自給)(양식·기름·고기·알)’ 노동, 학습과 비판에 매진해야 했다. 李城外, ｢1968
年：中國“五七”幹校之濫觴｣, 湖北文史 제1기, 2008, pp.16-18 참조.
27) 張磊, 曆史在這裏沉思—湖北向陽湖“五七”幹校研究, 武漢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
p.101.
28) ‘비공개적 글쓰기’ 개념은 천쓰허(陳思和)와 류즈룽(劉志榮)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작품
의 게재가 불가능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미발표를 전제로 창작한 작품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천쓰허, 중국당대문학사교정, 22쪽 참조). 뉴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업 시
인들은 문혁 당시에 몰래 창작한 시를 기억해 두었다가 문혁이 끝나고 1978년 덩샤오핑
(鄧小平) 체제가 출범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다른 시인에 비해 뉴한의 작품 발표가
늦었던 것은 그의 당적(黨籍)이 1980년이 되어서야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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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액을 저며낸다.// 아, 죽순 뿌리에서 나는 물은,/ 어디로부터 빨아올린 것일까?//
죽순 뿌리는/ 깊은 땅 속,/ 딱딱한 황토를 뚫고,/ 엎드린 바위를 에 두르고,/ 그물처
럼 엉킨 풀뿌리를 넘어,/ 이리 구불 저리 구불, 줄곧/ 멀고 먼 산 아래를 탐색해갔으
니………29)
｢죽순 뿌리(毛竹的根)｣(1971년 창작, 1980년 발표) 중에서

위의 시는 뉴한이 간부학교 향양호(向陽湖) 주변의 자연 경물 ‘뿌리’, ‘나무’,
‘호수’ 등을 제재로 삼아 그것에 내재된 생명 발견의 기쁨을 시화(詩化)한 것이
다. 언뜻 보아서는 이 시에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어째서 저항적인지 알
길이 없다. 논의에 앞서, 문혁 시기 뉴한 시의 저항성에 주목한 천쓰허의 설명을
참조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천쓰허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뉴한 시의
저항성을 살핀다.
첫째, 뉴한은 극단적 변형 상태에 있는 형상에 이끌리고, 그 형상 자체에 저
항의 의미를 새겨 놓는다. 천쓰허는 ｢동강 난 나무(半棵樹)｣를 예로 들며, 뉴한
의 제재 취향을 살펴간다. 그는 “끝에서 뿌리까지/ 우지직 반으로 쪼개”30)진 ‘나
무’에 영혼이 사로잡힌 뉴한이 이 이미지를 “불굴의 생명과 지식인의 항쟁, 전투
전통”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31) ‘나무’를 쓰러뜨리고 반 토막 낸
‘벼락’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봄이 되자/ 꼿꼿이 남은 반엔/ 푸른 가지와 잎새
가득”하여 “온전한 나무처럼 높고/ 온전한 나무처럼 위풍당당”32)했다는 묘사를
저항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뉴한의 1971년 作 ｢기적｣에도 적
29) “幹涸的荒山上，/發燙的土地/硬得像石頭，/斫斷的毛竹根/ 卻沁出一絲淸淸的水//
哦，毛竹根的水，/ 是從哪裏吸吮來的? // 毛竹的根，/ 在深深的地下，/ 穿透堅硬的
黃土，/ 繞過潛伏的岩石，/ 越過糾結如網的草根的世界，/ 迂回曲折，一直探索到了/
遠遠的山崗下面” 牛漢, ｢毛竹的根｣, 溫泉, 上海：上海文藝出版社, 1984, 5쪽. 이하
시 번역문은 뉴한의 시를 번역 소개한 김용운·김소현의 몽유(夢遊)(시놀로지, 2000)
참조.
30) “從樹尖到樹根/ 齊楂楂劈掉了半邊” 牛漢, ｢半棵樹｣, 牛漢抒情詩選, 西寧：青海人
民文學出版社, 1989, pp.71-72.
31) 천쓰허, 중국당대문학교정, p.264.
32) “春天來到的時候/ 半棵樹仍然直直地挺立着/ 長滿了靑靑的枝葉// 半棵樹/ 還是一整
棵樹那樣高/ 還是一整棵樹那樣偉岸” 牛漢, ｢半棵樹｣, 牛漢抒情詩選,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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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해 보인다.
바위틈에 비스듬히 자라난/ 굳센 관목 몇 그루.// 아, 누구일까, 씨앗과 흙을,/
그 높은 바위 틈 오를 수도 없는 곳에 심어 놓은 이는?/ 그것은 가없는 들판으로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불어온 폭풍우33)
｢기적(奇跡)｣ 중에서

‘관목’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기적 같은 일을 도운 이는 누구일
까? 화자의 궁금증은 ‘과거’의 어느 날 ‘매’ 한 마리가 ‘폭풍우’를 헤치고 ‘씨앗’을
물고 와 ‘바위틈’에 넣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씨앗’(관목의 과거)에 위협을 가하는 ‘폭풍우’가 ‘관목’의 성장과 그 ‘굳센’
상태를 더 눈부시게 만든다는 점이다. ‘벼락’(｢동강 난 나무｣), ‘폭풍우’(｢기적｣)뿐
아니라, ‘뿌리 뽑힌 단풍나무’(｢단풍나무 한 그루를 애도하다(悼念一棵楓樹)｣),
‘부단히 찍힌 관목(｢거대한 뿌리(巨大的根塊)｣)’, ‘우리 속에서 반항하다 발톱이
뽑힌 화난 호랑이’(｢화남 호랑이(華南虎)｣), ‘지하의 어둠 속에서 묵묵히 생장하
는 뿌리’(｢뿌리(根)｣) 등도 “모욕당하고 훼손”당하였지만, 그 고난을 극복한 존재
들이다.34) 그런 의미에서 뉴한이 제재로 취한 이 기이한 형상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생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저항적인 이미지들로 인식되게 된다.
둘째, 뉴한의 창작을 그의 개인사와 관련지어 살펴본다. 천쓰허는 뉴한의 “역
경으로 가득한 생애는 도리어 그에게 더욱 강렬한 생명의식을 불러일으켰다”면
서, 시인 개인의 고난이 창작에 끼친 영향을 살피었다. 이런 시각은 뉴한의 고난
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그 시의 고아함, 나아가 저항성과 결부하여 분석하는 연
구 방식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천쓰허에 앞서 셰몐(謝冕)은 뉴한이 화려한 수
식을 거부하고 시를 거칠지만 질박하게 써냄으로써 자기 자신과 시를 일치시켰
다면서35), 뉴한과 시의 일치를 살핀 바 있다.
33) “從石縫中斜刺地長出了/ 幾株蒼勁的灌木。// 阿，是誰，能把種子和泥沙，/ 播進那
高不可攀的石縫?/ 是千次萬次漫天遍野的風暴” 牛漢, ｢奇跡｣, 牛漢詩文補編, 北
京：作家出版社, 2000, pp.90-91.
34) 천쓰허, 중국당대문학교정, pp.263-2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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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 셰몐으로 대표되는 이 같은 연구 경향은 뉴한이 “내 시는 나라
는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을 지녔다.” “시는 나를 구원했고, 그 자신의
진실한 자아(시는 적어도 천 개 정도의 자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를 찾아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시는 공동 운명체이다.”36)는 서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뉴한은 시 창작을 통하여 긍정이 불가능한 자신의 현실을 긍정적이고 가
치 있는 것으로 빚어간다. 그가 자신과 시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그릇된
현실에 저항해 가는 체험의 기제를 형성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시가 매개한
긍정이 현실에 대한 내면의 우위를 갖추어 가는 ‘특별한 저항’을 낳게 된 것이다.

4. 창작과 자유의 문제
셴닝 5·7간부학교에서 창작된 뉴한의 시는 문혁이 끝난 뒤에 복간된 정기간
행물에 발표되면서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 내게 된다. 이는 비단 뉴한뿐 아니라,
아이칭(艾青), 짱커쟈(臧克家), 뤼위안(綠原) 등 이른바 ‘돌아온 시인그룹(歸來者
詩群)’이 겪게 된 변화였다. 1978년 이후에야 시단에 소개되기 시작한 이들의

시는 지난 세월의 고초를 달라진 현실에 대한 수용과 감사로 드러냄으로써 지식
인 사회의 충격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에는 100%의
언론 자유가 필요하며, 자유가 결핍되거나 부재하게 되면 창작 과정상의 감정이
나 꿈 또한 위축되고 말 것이라는 김수영의 주장은 뉴한을 비롯한 이들 돌아온
시인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한 시 창작을 이해하
기 위해 김수영을 참조해야 하는 것은 김수영의 이른바 ‘불온(不穩)’ 때문이다.
‘불온’이 두 시인의 저항성을 이해하기 위한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수영과 이어령의 불온성 논쟁을 보자. 이어령의 ｢에비가 지배하는 문
화 : 한국 문화의 반문화성｣(1968)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대부분 참여문학과 순

35) 謝冕, ｢牛漢先生詩中的樹，頭發及骨頭｣, 文藝爭鳴 제6기, 2003, 38-39쪽 참조.
36) 김소현, ｢문혁 시기 牛漢 詩 研究｣, 중국현대문학 제25호, 2003, 58쪽. 뉴한의 ｢나라
는 사람과 내 시에 대하여(談我這個人，以及我的詩)｣, 夢遊人說詩, 北京：華文出版
社, 2001, p.1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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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 진영 간의 대립으로 설명되어 왔다.37)
지금 말한 것처럼 이어령씨는 내가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
기 때문에 <불온한> 작품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발표를 하
면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결코 불온한 작품이라고는 생
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 고발의 한계는 이런 불온하지도 않은 작
품을 불온하다고 오해를 받을까보아 무서워서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따져보자는 것이다.38)
｢<不穩>性에 대한 비과학적인 억측｣ 중에서

이어령과 김수영 간에 오간 여러 글 중에서 ｢<不穩>性에 대한 비과학적인 억측｣
을 인용한 것은 이 부분이 작품 발표의 문제를 불온성과 연관지어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온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김유중은 “김수영이 불온
하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단순히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즉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도에
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39)고 설명하면서 “불온이라는 표현에서 현행 체제
에 대한 비판의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였던 그(이어령)는 이 용어가 지닌
파괴적 측면만을 보았을 뿐 그것의 창조적인 측면을 읽어내지 못하였다.40)고 주
장한다. 불온을 통한 파괴를 거쳤을 때 비로소 문화와 예술의 창조가 가능해짐을
주장하고 있는 김수영의 주장을 이어령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김수영의 자유와 불온의 관계를 따져보면, 김수영이 요청한
자유란 이 불온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문학장의 형성과 맞닿아 있다. 이런 장이
형성되면, “발표를 하면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결코
불온한 작품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작품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발표할
37) 이어령과 김수영 간의 논쟁의 상세한 내용은 김유중의 ｢김수영 시의 모더니티-‘불온시’
논쟁의 일면 : 김수영을 위한 변명｣(정신문화연구 제28집, 2005) pp.147-173 참조.
38) 김수영, ｢<不穩>性에 대한 비과학적인 억측｣, 김수영전집Ⅱ, p.162.
39) 김유중, ｢김수영 시의 모더니티-‘불온시’ 논쟁의 일면 : 김수영을 위한 변명｣, 정신문화
연구 제28집, 2005, p.163.
40) 김유중, ｢김수영 시의 모더니티-‘불온시’ 논쟁의 일면 : 김수영을 위한 변명｣,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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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따라서 김수영은 이런 자유로운 문학장이 당위로 존재해야 한다
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자유는 지금은 부재하지만 회복
해야 하는 가치이며, 그 과정 속에 놓인 그를 비롯한 문학인들은 이런 자유부재
의 상황 속에서 불온을 통한 파괴와 창조를 이루어내야 하는 주체들이다.
뉴한의 시에 이 ‘볼온’의 개념을 대입해보기에 앞서, 중국 문단에서는 어떤 시가
불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이 건국된 뒤, 중국은 기존의 창작과 비평, 그리고 인쇄, 출판, 유통 방식을 폐기하
고, 문련(文聯)과 작협의 지도를 받아 간행물과 전서(專書)를 간행하고 유통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41) 이 전환의 과정은 ‘일체화(一體化)’로 불리기도 한다.
상업성의 제거와 정치의식의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 연안 문학에 기원한42) 이 일체
화는 건국 이후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위기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
다. 셰몐은 일체화가 5·4 시기의 개성에 입각한 자유로운 창작을 사라지게 하고,
현대시를 점점 좁고 험한 길로 향하게 하여43), 중국 시로 하여금 정치에 예속되
게44) 하였다면서, 그것이 중국 당대시에 끼친 해악을 논하기도 하였다.
건국 이전

1949년 건국

일체화(1950-70년대)

[그림] 중국 文學場의 볼륨 변화
41) 王本朝, 中國當代文學制度研究(1949-1976), 武漢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pp.3944 참조.
42) 위의 논문, pp.15-18 참조.
43) 謝冕, ｢一個世紀的背影——中國新詩1977—2000｣, 文藝爭鳴 제10기, 2007, p.62.
44) 셰몐(谢冕), 김소현 옮김, 시에멘의 당대시 강의, 학고방, 2008,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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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건국 이전에는 문학사단(文學社團)을 세우고 자유로운 창작과
비평 활동을 하던 중국의 문인들이 건국 이후의 일체화로 인하여 단일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모든 자유를 버리고 이 일체화의 자장 속
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들어서야 했으며, 중국작가협회(中國作家協會) 가
입, 사회주의 문예 노선에 부합하는 창작 등의 요건을 확보하여 이 문학장에 진
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인에게는 작품을 발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문단에서 불온한 시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작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조는 문혁
이 끝난 1970년대 말 몽롱시가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출현하기 이전까지 중국
문단을 지배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후펑 사건 이후에 반당반혁명분자가 된 뉴한
은 그 불온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950-7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
없고, 어떤 의미 있는 문학 활동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뉴한은 일체화 노선
밖에서 심각한 소외의 상태를 경험하던 시인이었다. 창작과 발표가 허용되지 않
는 뉴한과 같은 문학장 밖의 인물이 자기 시를 남몰래 창작한 행위는 지극히 ‘불
온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뉴한의 창작은 사회주의리얼리즘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뉴한과 함께 셴닝 5·7간부학교에서 생활하던 궈샤오촨(郭小
川, 1919-1976)45)을 보자. 이 시기의 그는 사회주의 중국의 발전방향을 지지하

고 그 노선에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보라-/ 마오 주석이/ 여전히 손을 흔드는 것을, 휘황한 한 줄기 길을/ 갈랐네/
강 속의 좌와 우를,/ 우리는 바싹 따라간다./서둘러 나아가자!/ ‘오칠’의 길을 걷는
것은/ 장강의 큰 바람과 큰 파도 속을 헤엄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사상의 열
매는/ 우리의 곡식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자라고 성숙해진다./ 실천론/ 모순
론/ 우리의 피와 육으로/ 바뀌고 있다./ 공산당선언/ 국가와혁명/ 달콤한 이슬
과 같이/ 우리의 생기발랄한 가슴 속에/ 스며들고 있다./ 바람 속에서 오고,/ 비 속
45) 궈샤오촨은 중국의 정치서정시 창작에 성취가 컸던 시인이다. 그는 건국 이후 당 선전부,
작협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문혁 이후 여러 문화인사들과 간부학교에 하방되어
노동개조를 받게 된다. 1976년 화재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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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는 것은,/ 전사의 향유이다.46)
｢창쟝 강변 ‘5·7’의 길(長江邊上‘五七’路)｣(1971) 중에서

강 속 좌우를 헤치며 마오쩌둥의 뒤를 바싹 쫓는 것은 화자뿐이 아니라, ‘오
칠’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이다. 실천론, 모순론, 공산당선언, 국가와
혁명을 학습하여 사상적 성숙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는 마오와 사회주의 중국을
향한 그의 충심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런 궈샤오촨에 비할 때, 뉴한의 시는
매우 불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간부학교 성원이라면 전사의 꿈을 키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의 시에는 이런 사상지향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정치성을 드러내는 어떤 시어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문혁 시기의 뉴한은 불온을 통한 파괴는 문화와 예술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김수영의 주장을 중국적인 맥락에서 실현하고 있었던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뉴한 시에는 자기 조롱이나 풍자, 그리고 수치
심이 부재하다는 것은 김수영과 구분되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이는 무
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
김수영이 자신의 비겁함을 풍자한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를 보자.47)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絶頂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46) “看-/ 毛主席/ 任然在揮手，/ 一條輝煌的路線/ 劃開了/ 江中的左右，/我們要緊緊地
跟哪/ 快快地走！/ 走在“五·七”路上/ 就象在/ 長江的大風大浪中暢遊// (…)// 我們的
思想果實，/ 同我們的穀粒一樣/ 一天天長熟/ 《實踐論》/ 《矛盾論》/ 正在化爲/ 我
們的血肉；/ 《共產黨宣言》/ 《國家與革命》/ 如同甘露/ 滋潤着/ 我們生氣勃勃的胸
口/ // (…)// 風裏來,/ 雨裏去,/ 正是戰士的享受；” 郭小川, ｢長江邊上‘五七’路｣, 郭小
川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7, pp.349-355.
47) 1965년, 남정현의 ｢분지｣가 현대문학 3월호에 발표되자, 그해 5월, 북한은 노동당 기
관지 조국통일에 이 작품을 전재하게 된다. 이 일로 인하여 저자 남정현이 중앙정보부
와 검찰의 조사를 받고, 현대문학 편집자이자 김수영의 여동생인 김수명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김건우는 김수영의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속 “붙잡혀간 소설가”가 남정현을 가리킨다고 보면서, 이 사건이 김수영 개인에게 영향
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흥미로운 점은 김수영과 불온시 논쟁을 벌인 이어령이 남정현
측 증인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김건우, ｢｢분지｣를 읽는 몇 가지 독법｣, 상허학보
제31집, 2011, pp.254-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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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
다!//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
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二十원 때문에 十
원 때문에 一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一원 때문에48)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중에서

화자는 “‘絶頂’ 위에는 서있지 않고” “옆으로 비켜”선 자신의 모습을 “우습지
않느냐”며 묻는다. 무엇이 우스운 것일까?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발장이’,
‘땅주인’, ‘구청직원’, ‘동회직원’에 맞서지 못하고, “옆에 비켜서있는” 자신이 부
끄러운 것이다. 이 수치심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는 “떳떳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목표에서 미끄러지고,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가도
좌절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이라 보면서, “명예의 상실과 회복, 자부심과
좌절감, 양자에 맞물려 있는 양가적인 감정이므로, 반성이나 성찰을 할 줄 모르
는 존재나 완전무결한 절대적 존재는 수치심을 느낄 수 없”으므로, 수치심을 느
끼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인 감정이라고 주장한다.49) 그런 의미에서 김수영
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을 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올바
름’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김수영이 1965년에 창작한 ｢이 韓國文學史｣(1965.12.6.)를 보자. 이
시에는 ‘우리’ 지식인의 비겁함을 향한 조롱이 넘쳐난다.
지극히 시시한 발견이 나를 즐겁게 하는 야밤이 있다/ 오늘밤 우리의 現代文學史
의 변명을 얻었다/ 이것은 위대한 힌트가 아니니만큼 좋다/ 또 내가 <시시한> 발견
의 偏執狂이라는 것도 안다/ 중요한 것은 야밤이다// 우리는 여지것 희생하지 않는
오늘의 문학자들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해왔다// (…)// 덤삥 出版社 일을 하
는 이 無意識大衆을 웃지 마라/ 지극히 시시한 이 발견을 웃지 마라/ 비로소 충만한
이 韓國文學史를 웃지 마라/ 저들의 고요한 숨길을 웃지 마라/ 저들의 무서운 放蕩
을 웃지 마라/ 이 무서운 浪費의 아들들을 웃지 마라50)

48) 김수영,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김수영전집Ⅰ, p.250.
49) 윤호경, ｢현대시를 통한 수치(羞恥)의 감정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56집 제4
호, 2021, p.2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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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韓國文學史｣ 중에서

발견 앞에 놓인 ‘시시한’이라는 형용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까닭은 ‘웃지
마라’는 경고 때문이 아니다. 발견 자체가 시시한 것이 아니어서이다. 김수영을
비롯한 문학인들의 고민이, 그리고 그런 고민의 돌파에 대한 욕망이 좌절과 반
성 속에서 이루어져왔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이 구절은 그의 발견이 자기반성과
우리의 양심수호라는 측면에서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양심은 반성과 수치
스러움을 관통하는 ‘우리’의 것이라서, 꿈과 미래가 사유되기 어려운 현실일수록
그것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윤호경은 김수영의 작품은 “타자의 존재를 의식함으로써 촉진되는 부끄러움
과, 타자와의 관계망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수치심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마 김수영은 타자와의 관계, 즉 자신을 둘러
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 속에서 여러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 중의 몇몇 선
택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의 “우습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시시하
게 느껴지지 않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 창작과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표출하고 있었던 김수영은 한국 문학장 내부에 속한 인물
로서,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수치심을 시로 표출하는 중이었다.
김수영의 이 같은 모습은 후펑 사건 이후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던 뉴
한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개된 문학의 장 안에서 자기 사명을 실천
하고자 한 김수영과 달리, 뉴한은 자신과의 대화만이 가능한 현실을 살아야 했
기 때문이다. 김수영과 달리, 뉴한에게서 수치심, 부끄러움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제약으로 말미암는다. 뿐만 아니라, 뉴한에게서는 ‘풀’, ‘뿌
리’, ‘꽃잎’ 등의 이미지를 현실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저항을 실현해 간 김수
영 식 시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자기 시에서 현실에 대한 불온이 느껴지기
만 해도, 다시 말해서 김수영 식 ‘연동’이 감지되기만 해도, 노동개조보다 더한

50) 김수영,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김수영전집Ⅰ,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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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추락을 경험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뉴한으로서는 이 ‘연동’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51)
뉴한이 김수영 식의 수치심을 자기 시에 드러내는 대신, 자신에 대한 긍정을
통하여 상처받은 나날들을 위로한 것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뉴한의
대표작인 ｢화남 호랑이(華南虎)｣에서 그가 “철창 속을 들여다보니/ 회빛 시멘트
벽에는/ 죽죽 피의 흔적들이/ 번개처럼 눈이 부시다52)고 표현한 것 또한 ‘호랑
이’의 ‘저항’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였지만, 존재했음이 분명한 저항의 시간들
의 유의미함을 그려냄으로써 자기 긍정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
서 뉴한의 불온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신의 역사를 아끼고 긍정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 같은 자기 긍정은 문혁 시기의 뉴한에게 허용된
단 하나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한·중 양국의 저항정신을 대표하는 김수영과 뉴한을 김수영 식 ‘자
유’에 기대어 교차시켜 보았다. 김수영의 논의에 좀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본고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1960-70년대 문학장은 상이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놓여
있었다. 김수영은 어렵사리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연대의 당위를 설파할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에, 뉴한은 자유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불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지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사회정치적 처단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 문혁 시기의 뉴한이 강제노역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접
하게 된 자연 경물을 비밀리에 시화(詩化)하여 자기 삶을 위로해 간 것은 이로
51) 그가 개혁개방 이후에야 이 시기에 창작된 자신의 시를 공개한 것 또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52) “我看见铁笼里/ 灰灰的水泥墙壁上/ 有一道一道的血淋淋的沟壑/ 像闪电那般耀眼刺
目” 牛漢, ｢華南虎｣(1973년 창작)
https://hanyu.baidu.com/shici/detail?pid=d02e8f51002476a5010a77a61ccffae9&fro
m=k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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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는다. 그의 이 같은 문학 지향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불온’과 ‘저항’의 맥
락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80년대 초였다. 1978년에 덩샤오핑 체
제가 출범하고 1980년에 뉴한의 당적이 회복되면서, 그의 1960-70년대 창작이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불온’한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김수영과 뉴한 시의 저항과 자유의 문제를 함께 논함으로써 본고는 양
국의 문학장에서 저항과 자유의 함의하는 바의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어떤 사회
도 100%의 언론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다. 김수영에 비할 때, 문혁 시기의 뉴한
은 비할 수 없는 부자유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자기 내면의 자유 추구를
남몰래 계속함으로써, 개혁개방 이후에는 문혁 시기에 대한 자신의 ‘불온’이 긍
정되는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현실과 역사에 대한 비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국 시는 아직도 김수
영 식의 파괴를 거쳐 창조로 나아가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문학이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린 오늘날의 상황은 중국 시의 이 같은 도전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문혁 시기 뉴한의 비밀스런 시 창작이 그러했던 것처럼, 김수
영 식 불온성이 중국 문학장에서 다시 출현할 수 있다면, 여전히 제한적인 창작
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중국 시의 재도약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
지점이 본고가 김수영의 자유와 불온의 개념으로 뉴한의 시를 읽어야 한다고 주
장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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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resistance between Kim Soo-young and Niuhan’s poetry
 Focusing on freedom and threatening Kim, Minjyung
Kim Soo-young and Niuhan are the representative poets from 1960s to 1970s in
Korea and China.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ets is mainly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the power of the ego. Niuhan had to experience
absolute alienation under the oppression of state power. This state of disconnection
made him write disturbing poetry. Due to this disconnection, he did not reveal any
possibility of freedom or solidarity in his works. On the other hand, Kim Soo-young
created culture and art through destruction, dreamed of solidarity for freedom, and
portrayed ridicule, satire, and even the shame of self in social relations in poetry. This
article tried to intersect Kim Soo-young and Niuhan on the basis of the ‘freedom’
orientation, but it relies more on Kim’s discussion. This is because the expression of
freedom and solidarity that was not possible for Niuhan was possible for Kim
Soo-young. In China, criticism of reality and history is very limited, so Chinese poetry
still has not progressed toward creation through the destruction of Kim Soo-young's
style. In particular, the current reality that literature has been pushed out of the public
interest is also the reason that makes this challenge of Chinese poetry even more
difficult. However, it is precisely at this point that we can read Niuhan's poetry with
the concept of freedom and uneasiness, which he relied on Kim Soo-young.
Keyword

Kim Soo-young, resistance, freedom, creation, disconnection,

threatening, Ni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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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宋洋州三十景组诗中的空间考察
侯美灵

*

국문요약
북송의 문인 문동은 지주로 부임한 양주에서 그곳의 대표적인 자연과 인문 환경을 소재로
30수에 달하는 연작시를 창작했다. 이에 문동과 교분이 있던 소식, 소철, 선우신도 각각 화답
시를 지으면서 북송 중기 문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원림창화 활동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들이 묘사한 양주의 모습이 장소화된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인문 지리
학적 관점에서 네 문인의 양주 30경 연작시의 공간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작시의 창작 시
점과 지점에 대한 고찰로부터 4인 연작시는 창작 시점이 유사하나 창작 지점이 각기 다르고
각자 노래한 순서가 실제 경관의 배치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필자는
서술자와 묘사 내용이라는 시각에서 양주 30경 연작시의 공간적 특징을 검토했다. 서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양주 30경의 직접 경험자인 문동은 이곳을 별천지로 간주한 반면, 간접 경험
자인 소식, 소철, 선우신은 문동의 양주 30경 연작시로부터 심상지리 공간을 추출하고 있다
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양주 30경 연작시의 주요 묘사 내용은 운당곡의 대나무에 대한 사랑,
자연 산수의 빼어남, 은거 생활의 추구, 문인 생활의 정취, 인문 경관의 정교함, 전원의 농사
일 등으로서 이로부터 북송 문인의 취향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어

북송, 사현, 양주 삼십경, 연작시, 공간특징, 인문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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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不管是在中國繪畫史上，亦或是北宋詩歌史上，文同都是一位不得不提
的重要人物。文同（1018-1079），字與可，梓州永泰人，自號笑笑先生，
人稱“石室先生”、“文洋州”、“文湖州”。文同首先是作為畫家為世人所知的，
他是著名的“湖州竹派”的創始者。他的“胸有成竹”的繪畫理論，“以墨深為面，
淡為背” 的畫技法，使得他成為宋代當之無愧的墨竹大師，在墨竹史上的地
位，猶如書法史上的王羲之。但實際上，除了“善畫竹”之外，文同亦是詩人、
書法家，善文、善琴，他“博學，雖星經、地理、方藥、音律，靡不究，古
篆、行、草，皆能精之” ，可以說是一個全才型文人，“以學名世……善詩、
文、篆、隸、行、草、飛白。” 蘇軾稱贊“文與可有四絕，詩一，楚辭二，草
書三，畫四”。 作為一個詩賦書畫全能型的大藝術家，文同在詩文方面的名
氣常常被畫名掩蓋。蘇軾對此曾說：“君詩與楚辭，識者當有取。但知愛墨
竹，此嘆吾已久。” 明人也說：“文湖州高文健筆，虎視西州，與眉山蘇氏並
轡聯鑣，接軫中原，若無能當其魚麗鸛鵝。而在當時，只知其長畫竹，于詩文
莫有好者。” 蘇軾和明人的這種感慨，一直持續到現代並沒有得到多大的改
1)

2)

3)

4)

5)

6)

以墨深為面，淡為背，自與可始也。”米芾，<畫史>，（宋）文同著，胡問濤、羅琴校註，
文同全集編年校註（下）成都: 巴蜀書社，1999，p.1169.
2)（宋）范百祿, <文公墓誌銘>， 同註1，p.1095.
3) (元)脫脫, <宋史·文同傳>, 同註1，p.1091.
4) 蘇軾，<書文與可墨竹（並敘）> , 同上，p.1116.
5) 蘇軾，<林子中以詩寄文與可及余，與可既歿，追和其韻>, 同註1，p.1115.
6)（明）錢允治，<吳郡重刊文湖州丹淵集序>， 同註1，pp.1218-121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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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 詩是文同四絕之首，他的傳世的丹淵集中收錄其詩八百六十多首，內
容豐富，體裁多樣。文同被評為“一個有獨創性的詩人”， 這種獨創性，具體
體現為 ：第一，他的 <一字至十字成章二首 >開創了 “古無此體，至宋始有
之” 的一字至十字宝塔詩; 第二, 他是宋代最早大量寫作六言詩者，<郡齋水
閣閑書六言二十六首>引發了宋代六言絕句唱和之風；第三，他是兩宋文壇較
早大規模寫作舊體樂府且獨樹一幟者； 最后，他亦是北宋着力創作園林組
詩的第一人 ， 如 <守居園池雜題三十首 >、<郡齋水閣閑書六言二十六
首>、<興元府園亭雜詠十四首>、<李堅甫凈居雜題一十三首>、<閬州東園
十詠>、<子駿運使八詠堂八首>。這其中最值得一提的是他任洋州知州期間
所作的<守居園池雜題三十首>，被看作是北宋貶謫園林組詩的代表。 文同
完成該組詩以后，分別寄與蘇軾、蘇轍、鮮于侁，三人各有和作。這是一場有
計劃、有組織的大型人文景觀唱和活動，是由文同發起、蘇軾、蘇轍、鮮于侁
追隨配合完成的文壇盛事。四贤 <洋州三十咏>共135首 ，大大提高了洋
州的名氣，“宋文同蒞此(洋州)，暇賦三十詠，以狀園池之勝，鮮于侁、蘇軾
兄弟皆屬和，郡望由是益高。” 時至今日，文同和蘇軾的<洋州園池三十
7)

8)

9)

10)

11)

12)

13)

14)

15)

卓敏敏，｢从诗歌看仕宦心态:文同知洋州对其文学创作的影响」，陕西理工大学学报(社会
科学版)，第4期，2017, p.46.
8) 同註1（上），前言, p.3.
9)（明）宋孟清辑, 诗学体要类编卷二“一字至十字体”条，续修四库全书, 第1695册，上
海：上海古籍出版社，2002，p.227.
10)  丹淵集 中收錄的< 殿前生桂樹>、< 臨高臺>、< 西門行>、< 塘上行>、< 釣竿>、< 野
田黃雀行>、<俠客行>、<大垂手>、<芳樹>、<起夜來>、<長安道>、<吳趨曲>等作
品皆為兩宋之僅見于文同創作的舊體樂府詩。它如<秦王卷衣>、<水仙操>、<走馬引>、
<驄馬>、<劉生>等皆南渡前后方見零星同題。劉妍，文同新論，南京大學碩士學位論
文，2015, p.21.
11) 劉妍，文同新論, 南京大學碩士學位論文，2015, p.24.
12) 吳增輝，北宋中后期貶謫與文學，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pp.87-90.
13) “四贤”一词出自<舆地纪胜·洋州·景物下>“四贤诗。谓文同、二苏、鲜于侁也。后溪刘光祖
诗曰：‘同登二乐榭,�拟续四贤诗’。” 同註1，p.1204.
14) 苏轼、苏辙、鲜于侁各30首，文同的与三十景有关的诗作共计45首，可参考<表1>。
15) 順治漢中府誌卷一，<府城>。同註1，p.12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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詠>詩碑仍保存在洋縣蔡侯祠內；2009年，洋縣在城北建設“朱鹮梨園”公園，
雕刻了“文同知洋州”浮雕；2015年，洋州將筼筜谷遺址作為旅遊景點開發，刻
石、植竹、建亭。文同及洋州三十詠, 引發持續的關註。
針對這百三十五首園林組詩，學術界多從文學角度着眼于個案研究，因
為文同是首創者，蘇軾的名氣又最大，所以文同、蘇軾的研究比較多，如｢文
同的文人情懷--基于<守居園池雜題三十首>的考察」， 着重論述了文同寄
意此君、寄情花鳥、寄興山水、寄身園池、寄心莊禪、寄跡翰墨的文人雅興；
｢蘇軾<洋州園池三十首>的藝術特點及影響」 從布局縝密、比擬精當、用典
博洽、風格清新、意境深邃五個方面論述了它的藝術特點以及對后世的影
響 ；｢雅適中見深醇——從<和文與可洋州園亭三十詠 >看蘇轍詩的藝術特
色」 認為蘇轍的和作沖淡平和、言近旨遠，具有雅、適、深醇的藝術特色，
並分析了形成這種特色的成因。鮮于侁由于名氣不大，所以未見有對他這組
詩的專門論文出現。也有論及比較研究的，以蘇軾文同二人的比較為多，如｢
論蘇軾、文同<洋州園池三十首>的異同」 等；｢俯仰不隨人，健筆開新境—
—讀蘇軾<和文與可洋川園池三十首>」 以讀書札记的形式對文同、蘇軾、蘇
轍三人的部分詩作作了比較。除了日本學者在詩人與造物：蘇軾論考 中
比較了四贤部分詩作以外，很少有人将四人组诗作为一个整体，从宏观的角
度加以深入具体的分析。中國古代因名人的詩文贊美而使某地成為文化景點
的例子很多，但像洋州那樣因四贤歌唱而產生文化景群的現象並不常見。
由于宋代文壇享有盛譽的二蘇和文同以及鮮于侁四人遙相唱和，他們的詩歌
16)

17)

18)

19)

20)

21)

22)

李宜蓬，文史知識，第5期, 2020，pp.26-34.
孫啟祥，陜西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期, 2015，pp.28-32.
18) 張曉傑, 安康學院學報，第1期, 2013，pp.69-72.
19) 喬雲峰，樂山師範學院學報，第1期, 2017, pp.14-18.
20) 陳長義, 名作欣賞，第5期, 1993，pp.93-97.
21)（日）山本和義著，張劍譯，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3，pp.146-180.在其中第一
部洋州園池詩、洋州吏隱詩兩個小節中，分別比較了四人的<湖橋>、<冰池>、<待月臺>、
<霜筠亭>、<吏隱亭>、<野人廬>、<北園>之詩。
22) 同註17，p.32.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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迅速傳播，這種名家效應使得洋州一時名聲大噪，成為人文景觀歷史名城。四
人筆下描繪的當時風景如畫、美不勝收的洋州城盛景，栩栩如生, 即使穿越千
年，依然能留給后人無盡的想象空間。對這片空間進行解讀，不僅可以擴展詩
歌鑒賞的角度；也可以了解當時洋州的地方盛況，北宋的地方官生活、北宋文
人普遍的吏隱追求趋向、處世哲學、園林文化。在本文中，笔者将四人组诗看
作一个整体，在查阅诸多文献资料和文本细读的基础上，从新兴的文学地理
学角度入手，还原四贤组诗创作的时空和洋州三十景的实际空间，然后从抒
写者、抒写内容两个方面对四人组诗的空间特征进行详细考察。
2.

洋州三十景的實際空間及三十景组诗的創作時空

北宋時的洋州，位于陜西南部漢中盆地東緣，北倚秦嶺，南俯巴山，漢
江橫貫其中。境內有儻駱道穿越秦嶺，是古代連接四川和關中的咽喉重鎮。據
載，廣義上的洋州轄興道、西鄉、真符三縣, 其所辖地域包括今陕西省的洋
县、佛坪、西乡、镇巴四县，狭义上只包括今陕西省的洋县。笔者这里采取狭
义之说。这里山奇水秀，物产丰饶，古有“汉上明珠”之美誉，今为鸟中“东方
宝石”朱鹮之故乡。據清代<洋縣誌序>載：“洋邑，古州治也，……其地陸界秦
蜀，水通襄漢，舟車之往來成集。其田上錯衍而沃，而粳稻、橘柚之產以饒。
其山自秦嶺而南，蜿蜒幽峭，為竹木叢生之藪。其水自漾流東下，出黃金峽衍
為澤國，而魚蛤荷蒲之利歸焉。其時閭裏之殷富，民俗之淳古，人文之秀發，
號稱樂土，著于寰區。迄今讀韓 、鮮、文、蘇諸君子賦贈之什，可想而知
也。” 洋州的交通之便、山川之美、物產之富、民俗之淳、人文之秀都反映
在北宋韓億 、鮮于侁、文同、蘇軾、蘇轍等人的关于洋州的诗作及唱和之
23)

24)

25)

宋 樂史撰 王文楚等點校，太平寰宇記卷一三八<山南西道六·洋州>，北京：中華書
局
24) 洋縣地方誌編纂委員會編，洋縣誌，西安：三秦出版社，1996，p.884.
25) 生卒年不详，宋真宗大中祥符二年(1009)知洋州，曾作<洋州>长诗吟咏洋州，诗中描绘了鱼
米之乡洋州的繁华富庶：“展开步障繁花地，画出棋枰早稻田。远寺经危攒迸笋，后园池冷漱
飞泉......杨柳影中沽酒市，芰荷香里钓鱼船。”另外，嘉祐四年（1059）韩亿之子韩缜又出
23)（ ）
，
，2007，p.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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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這其中功勞最大的是文同、二蘇、鮮于侁四賢对于洋州三十景的歌咏。三
十景具体是哪些景观，它们的实际空间布局是什么样的呢？
1)

三十景的實際空間布局

文學地理學常用的方法之一為“系地法”。所謂系地法，是與文學史研究的
“系年法”相對而言的，指的就是考證文學事象發生的地方，然后按照形式文學
區或功能文學區進行排列，考證清楚后，製成相關的表格或地圖。 我们根
据此方法对洋州三十景的实际空间进行调查、分析并试图进行景观復原。由于
三十景的命名来源于文同的<守居园池杂题>诗，而守居园池即洋州知州的公
署，所以我们有必要先从历史学、地理学角度了解一下北宋时的洋州古城及
公署。洋州古城的城池构建工作基本上是在文同担任洋州知州时完成的。据
载，“宋熙宁间，文与可守洋州，始筑土为城，高一丈五尺，凿池深五”。 洋
州古城有三部分组成：城北是湖台相映的公共园林，城中是亭楼荟萃的郡圃
园林，城南是宗教园林与湿地河景。 包含三十景在内的洋州公署的部署工
作也大多由文同完成。“（洋州）郡圃，在洋县治北，唐时创辟，宋文同知洋
州，乃饰其台榭。” 因此，考察三十景的实际空间布局，文同的诗作及相关
记载是最早也是最可靠的依据。根据文同的诗及相关文献资料，我们将洋州
三十景的位置整理成下表。
26)

27)

28)

29)

任洋州知州，他在<嘉祐己亥九月二十日游崇法、法水二院>诗中也有对洋州农村风光的描
述：“野沃稻田秀，丰茸沿沟畦。”
26) 曾大興著，文學地理學概論，北京：商務印書館，2017，p.306.
27)（清）严如熤主修，郭鹏校勘，嘉庆汉中府志校勘（上），西安：三秦出版社，2012,
p.210.
28) 谭立、钟誉嘉、林箐，｢洋州古城景观復原与特征研究｣, 建筑与文化, 第4期，2022,
p.234.
29) 清一统志卷二三八 <汉中府二·古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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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点
位置
横湖 洋州城西北
湖桥
在横湖上
书轩
在旧郡圃
冰池
在旧郡圃
竹坞
洋州城南
菡萏轩 在旧郡圃
荼蘼洞 在旧郡圃
筼筜谷
洋州城北十里
金橙径 在旧郡圃
荻浦
洋州城南
蓼屿
洋州城南
望云楼 洋州城北
待月台 在横湖
二乐榭 在横湖
天汉台 洋州城北五里
吏隐亭 在旧郡圃
霜筠亭 在旧郡圃
南园
洋州城南
无言亭 在旧郡圃
露香亭 在旧郡圃
涵虚亭 在旧郡圃
北园
洋州城北
过溪亭 在旧郡圃
溪光亭 在旧郡圃
禊亭
在旧郡圃
野人庐 在旧郡圃
寒芦港 洋州城南
披锦亭 洋州城北
此君庵 在旧郡圃
灙泉亭 在旧郡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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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洋州三十景的位置及文獻記錄
类型
文献記錄
湖池 <守居园池杂题·横湖>，<晚雪湖上>，<郡斋水阁闲书六言二
十六首·湖上>
建筑 <守居园池杂题·湖桥><郡斋水阁闲书六言二十六首·湖桥>
建筑 <守居园池杂题·书轩>
湖池 <守居园池杂题·冰池>
建筑 <守居园池杂题·竹坞>
建筑 <守居园池杂题·菡萏轩>，<菡萏亭>
山洞 <守居园池杂题·荼蘼洞>
山谷 <守居园池杂题·筼筜谷> <筼筜谷二首> <筼筜谷>
果园 <守居园池杂题·金橙径>
湿塘 <守居园池杂题· 荻浦>
湿塘 <守居园池杂题· 蓼屿>
建筑 <守居园池杂题· 望云楼 ><望云楼>
建筑 <守居园池杂题·待月台>
建筑 <守居园池杂题·二乐榭> <二乐榭>
建筑 <守居园池杂题·天汉台>
建筑 <守居园池杂题·吏隐亭>
建筑 <守居园池杂题·霜筠亭>
园林 <守居园池杂题·南园>，<夏日南园>
建筑 <守居园池杂题·无言亭>
建筑 <守居园池杂题·露香亭>
建筑 <守居园池杂题·涵虚亭><涵虚亭><独游>
园林 <守居园池杂题· 北园> <北园避热>
建筑 <守居园池杂题·过溪亭>
建筑 <守居园池杂题·溪光亭>
建筑 < 守居园池杂题· 禊亭>
建筑 <守居园池杂题·野人庐>
湿塘 <守居园池杂题·寒芦港>
建筑 <守居园池杂题· 披锦亭>
建筑 <守居园池杂题· 此君庵 > <此君庵>
建筑 <守居园池杂题· 灙泉亭 > <灙泉亭>

< 1>

30)

根据上表，洋州三十景的基本布局可復原如下图。

30)

此表参考了嘉庆汉中府志校勘 、文同全集編年校註（上下）、汉中史话、洋县志
等多种文献资料及注28提到的参考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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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洋州三十景景观復原图

31)

< 1>

非常遗憾的是，洋州三十景由于金兵、蒙古等的进攻以及岁月的变迁，
至清代已不復存在。 “宋熙宁间，文同知洋州，有题园池三十咏……至嘉定
己卯，边备不戒，公私庐舍悉遭焚毁。” “迨其季也，凶岁濒仍，寇氛接轸，
民之死徙者过半。继经滇逆之变，盘踞蹂躏且五、六载，而汉洋之元气尽
矣！……颓垣断堑，一望邱墟。” 后人欲研究洋州三十景，只能借助于文同
及二苏、鲜于侁的诗作以及其他文献记录。所以接下来，我们来看一下四贤洋
州三十景组诗的具体创作情况。
32)

33)

34)

同註28，p.235.
嘉定十二年
二月，金军破洋州……三月，金兵復入洋州，焚城而去……绍定四年
春 大饥 八月，蒙古皇子图垒（旧作拖雷）率骑兵3万入大散关，破凤州后分军
径趋华阳 屠洋州 同註24, 洋县大事记 pp.5-6.
33) (清) 康熙洋县志卷二 <建置志·公署> , p.5.
34) 同註24, p.884.
31)

32)“
（1219）
（12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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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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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州三十景组诗的創作時間和空間

四贤同为“素号多士，比比向学”的蜀中贤士，亦均为北宋中期四川士人学
术交流圈的核心， 而他们的三十景组诗正是其重要的学术交流活动之一。
发起人文同（1018-1079）是梓州永泰（今四川省绵阳市盐亭县）人，另外三
名唱和者，苏轼（1037-1101）和苏辙（1039-1112）是眉州眉山（今四川省眉
山市）人，鲜于侁（字子骏，1019-1087）是阆州（今四川阆中）人，从文学
区上划分的话，四人同属于巴蜀文学区，均为宋代如日中天的巴蜀文坛中的
佼佼者。这里的巴蜀文学区为广义，包括重庆、四川和陕南。他们四人关系密
切，志同道合。苏轼和苏辙为文同的从表弟，苏辙和文同又为姻亲关系（苏辙
长女嫁与文同四子文务光），二苏在很多作品中流露出对文同的赞赏。鲜于侁
年龄和文同相仿，亦为文同至交（这点从二人的诗作交往可知）。文同在熙寧
八年（1075）秋冬之間至十年（1077）秋知洋州， 知洋州后不久創作了洋
州三十景組詩。文同完成此组诗后，应该是最先把它们寄给了临近的鲜于
侁，然后把它赠送给苏辙（齐州）、苏轼（密州，距离洋州较齐州更远），
三人得到文同的赠诗后，以寄题形式唱和酬答。苏轼作此组诗是熙宁九年三
月任密州知州的东武西斋内，苏辙创作时间和苏轼相同，地点在他任掌书记
的齐州境内，鲜于侁作此组诗时间为熙宁九年（1076）至十年之间，他任洋州
所属的利州路转运副使期间。四贤组诗创作空间可参考下图。
35)

36)

37)

北宋中期四川士人学术交流圈的核心人物为华阳范氏（范镇）、眉山苏氏（苏轼、苏辙）、
梓州文同和成都吕陶。”邹重华, ｢士人学术交流圈：一个学术史研究的另类视角｣ , 邹重华、
粟品孝主编, 宋代四川家族与学术论集，成都：四川大学出版社，2005，p.402. 比较有意
思的是，此交流圈的核心人物，除了范镇，都有洋州三十景组诗。全宋诗第12册卷670中
收入吕陶的<寄题洋川与可学士公园十七首>和<北园>洋州三十景组诗共18首，因为残缺不到
30首，加上研究资料甚少，所以笔者未将此列入本文的考察对象，甚为遗憾。
36)（宋）家诚之<石室先生年譜>載：“先生赴洋州，在熙寧八年秋冬之間至是歲（十年丁巳）秋
滿還京師。”另外文同的<奏為乞差知洋州一次狀>, <洋州謝到任表>等文亦可参考。
37) 日本学者山本和义也指出上述四组作品存在“洋州一利州”、 “洋州一齐州一密州”两条寄送路
径。同註21, pp.146-18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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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四贤洋州三十景组诗的创作空间

< 2>

这样来看，文同、鲜于侁的创作隶属巴蜀文学区，苏轼、苏辙的创作隶
属齐鲁文学区。他们四人在相似的时间里于两个相距一千多公里的空间区域
内共同完成了洋州三十景的创作。那么他们这些景点在组诗中的排序是怎样
的呢？
3)

四賢組詩中的三十景排序

文同洋州三十景組詩題目為<守居園池雜題三十首>。 詩中三十景的排
序為：湖橋、橫湖、書軒、冰池、竹塢、菡萏軒、荼蘼洞、筼筜谷、金橙徑、
荻浦、蓼嶼、望雲樓、待月臺、二樂榭、天漢臺、吏隱亭、霜筠亭、灙泉亭、
無言亭、露香亭、涵虛亭、溪光亭、過溪亭、禊亭、南園、北園、寒蘆港、野
人廬、披錦亭、此君庵。據清一統誌卷二三八<漢中府二·古跡>載：“郡
圃，在洋縣治北，唐時創闢。宋文同知洋州，乃飾其臺榭，有橫湖、湖橋、冰
池、荻浦、蓼嶼、寒蘆港、二樂榭、金橙徑、待月臺、灙泉亭、吏隱亭、霜筠
38)

38)

傅璇宗等主编, 全宋诗 第8册, 北京：北京大学出版社, 1991. 卷445，pp.5416-5419. 以
下提及全宋诗的均为此版本，不再一一细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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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露香亭、涵虛亭、溪光亭、過溪亭、禊亭、菡萏亭、野人廬、此君庵、荼
蘼洞諸勝，政暇賦詩，蘇軾、蘇轍、鮮于侁皆遙和。”此處羅列了21處景點，
與文同詩中的排序不同。而蘇軾、蘇轍、鮮于侁的和作題目及景點排序也都和
文同不同。蘇軾的和詩題目為<和文與可洋川園池三十首>， 蘇轍的題目為
<和文與可洋州園亭三十詠 >， 二人排序完全一致 ，為 ：湖橋 、橫湖 、書
軒、冰池、竹塢、荻浦、蓼嶼、望雲樓、天漢臺、待月臺、二樂榭、灙泉亭、
吏隱亭、霜筠亭、無言亭、露香亭、涵虛亭、溪光亭、過溪亭、披錦亭、禊
亭、菡萏亭、荼蘼洞、筼筜谷、寒蘆港、野人廬、此君庵、金橙徑、南園、北
園。鮮于侁的題目為<洋州三十景>， 排序為：冰池、書軒、披錦亭、橫湖、
湖橋、望雲樓、待月臺、二樂榭、灙泉亭、吏隱亭、霜筠亭、無言亭、露香
亭、涵虛亭、過溪亭、禊亭、菡萏亭、野人廬、此君庵、金橙徑、荼蘼洞、南
園、北園、竹塢、荻浦、蓼嶼、寒蘆港、天漢臺、溪花亭、筼筜谷。
由以上表格及景观復原图可知，文同<守居园池杂题三十首>诗题中的景
物，并不在一个院落、一个方位，四人三十景的歌咏顺序也并不是按照景观的
实际顺序而依次排列的。如果说苏轼、苏辙、鲜于侁由于身处它地，并未亲临
三十景现场，属于景观诗的缺席写作，他们三人完全根据想象而进行的凭空
设置，这样的排序是可以理解的。但当事人文同，歌咏的是自己常常游览之
景，身处其中，这样的吟咏次序就有点让人费解了。比如对于在城北众多的亭
馆台榭中，诗人最先攀登的“天汉台”（北岸亭馆众，最先登此台），列在第15
首；对于非常喜爱、一过了溪桥就马不停蹄地直奔的地点——此君庵（谁识爱
君心，过桥先到此），诗人却放在了最后一首进行歌咏。可见文同的歌咏顺序
确是率性而为。相比较而言，尽管苏轼、蘇轍的歌咏也并不符合景观的实际顺
序，但确是经过诗人的一番深思熟虑后而进行布局谋篇的。他们的布局，按照
湖、楼、台、榭、亭、园等依次同类相归，“给人预设了一幅美丽的画卷：诗
人越过朱栏画柱的湖桥，走过湖边景色各异的池、坞、浦、屿，观赏罢鳞次栉
39)

40)

41)

全宋詩, 第14冊, 卷797，pp.9222-9225.
全宋詩, 第15冊, 卷854，pp.9890-9894.
41) 全宋詩, 第10冊, 卷513，pp.6234-6237.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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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的楼台亭榭，穿过幽僻的洞、谷、港、庐，迈上香橙夹道的小路，进入麦青
桑郁的南园北园。” 故纪昀对此评价为:“三十首各自写意，然<湖桥>一首确
是总起，此首（<北园>）确是总结, 而又各自还本位, 不着痕迹，此布局之
妙。” 那么四贤洋州诗具体都在歌咏什么呢？下一章我们从文本入手，进行
个案分析。
42)

43)

3.

洋州三十景组诗的空间特征

文學地理學認為，文學作品中的地理空間的構成要素包括情感、思想在
内的隱形要素和包括景觀（地景）、實物、人物、事件在內的顯性要素。
我們從兩大要素着眼，並結合文本的主要內容，對洋州三十景组诗中的空間
特征作一具體的考察。
44)

1)

從抒寫者的角度看

親歷者的壺中天地
文同于仁宗皇裕元年（1049）登第，开启仕宦生涯。他长期仕于地方，
熙宁三年（1070）被召回知太常礼院兼编修太宗正司条贯。此时恰是王安石
变法 开始不久，因议宗室袭封事受牵连，尚书祠部员外郎的官职被削去，
降为太常博士。这是一个不小的打击，“夺官遣去不自觉，晓梳脱发谁能收
”。 于是他变得更加谨小慎微，“同常自念性偏僻，凡取交游最精慎” (<送提
刑司勋>)，对变法避而不谈，“时执政欲兴事功，多所更釐创造，附丽者众，
根排异论。公独远之”。 采取“默无所云”、不偏不倚的态度，以避祸全身。
(1)

45)

46)

47)

喬雲峰，「論蘇軾、文同<洋州園池三十首>的異同｣，樂山師範學院學報，第1期，2017，
p.18.
43) 紀昀，蘇文忠公詩集卷十四 , 線裝書局, 宋集珍本叢刊(20) , (影印本) 2004.
44) 同注26, p.143.
45) 变法自熙宁二年（1069年）开始，至元丰八年（1085年）宋神宗去世结束。
46) （宋）苏轼, <送文与可出守陵州>, 同注1，p.110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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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后他再请乡郡，被外放到陵州，后又迁为兴元府。后不久，因家贫无力养活
众多家丁为借口，主动要求到号称“乐土”的富庶之地洋州上任。 文同在洋州
任知州期间，一方面经济压力解除，另一方面可以免除当时残酷的党争，身心
都获得了极大的放松。加上当地环境优美，民风淳朴，公事不多，文同对洋州
及洋州的生活都表现出极大的满意，他说：“惟洋号曰小州，在蜀最称善地，
所乐有江山之胜，其养得鱼稻之饶。疆界甚远而民人朴淳，牒诉不繁而狱犴希
少。比之前治，事不及于一分；在于愚臣，心实知其万幸。” 文同在做好自
己的本职工作的同时，更注重晚年自适的生活：“此心元自适，何处欲忘忧
（<忘忧堂>）。”他是画家，而洋州的筼筜谷又盛产佳竹，于是他在谷中建披
锦亭，闲暇之余在亭中画竹，于书轩中读书练字，于园池边吟诗作赋:“看畫亭
中默坐，吟詩岸上微行。人謂偷閑太守，自呼竊祿先生。”（<郡斋水阁闲书六
言二十六首·自咏>）他在三十咏中勾勒的完全是一片与世无争的世外桃源。
他的洋州三十咏，创作目的非常明确：记录在洋州的幸福生活，并把这种幸福
传播到更远的地方，因为要寄送给至交，有点汇报自身生活的性质，为了不让
朋友担心，于是他在诗中为自己构建了一片属于他自己独享的壶中天地：在
这片天地里，既不用担心家人的糊口问题，也不用担心受到党争的牵连。有他
与民同乐、治地有方为官的自豪，“当与郡人乐，满园桃李花”（文同<北园
>）；有归与不归的矛盾、徘徊，对为人处世尤其是为官之道的困惑和思考，
有对一年四季美景的感叹，亦有他看到的一幅幅自然美丽画面：“时有双鹭
鸶，飞来作佳景（文同<蓼屿>）。”
48)

49)

唱和者的心象地理空間
所謂心象地理(imagined geographies)是指主體對欲知或者想象的某個空
間的地理方面的認識，即心中或者觀念中規定的地理概念。這是分析西歐帝
(2)

宋 范百禄, <文公墓志铭>, 同注1，p.1094.
奏为乞差洋州知洋州一次状>：“实以家贫累重，食口稍众，分减寄寓，颇难区处。”同注1，
49)（宋）文同，<洋州谢到任表>, 同注1，p.949.
47)（ ）

48) <
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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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主義世界支配的過程中出現的后殖民主義理論之一，與愛德華·賽義德
(Edward W.Side)概念化的想象地理(imaginary geography)有關 。例如，賽
義德在東方主義中指出，西方把東方視為神秘、傳統、女性化、非科學的空
間，是基于心象地理的認識方法。構建心象地理空間時，最重要的手法是想象
和聯想。想象，是利用人們頭腦倉庫中所存儲的已有的信息構築新的形象的
心理活動，是一種有目的、創造性的思維活動。而聯想，從某一事物想到與之
有一定聯系的另一事物，是心理活動的一種，也是詩人構思方式的一種。二蘇
與鮮于侁由于都不在洋州現場，他們對洋州三十景的歌詠完全出于想象和聯
想進行的發揮。比如寫筼筜谷，蘇軾時在密州，眼前無景，不能像文同那樣
“千輿翠羽蓋，萬錡綠沈槍”對茂密修竹作真實記錄，不便杜撰，于是避實就
虛，寫想象中文同吃筍之情事。又如鮮于侁，描寫了心目中文同的洋州生
活：超然脫俗如“朱門謝俗客，幽齋敘友人。澄瀾鑒止水，高節看叢筠”（鮮于
侁<書軒>）; 悠然自得如“泉聲日琮琤，泉水深浩渺。可愛主人心，亭中狎鷗
鳥”（鮮于侁<灙泉亭>）;瀟灑快意如“深深惟使君，草草學田舍。持此歸與
心，隨時自瀟灑”（鮮于侁<野人廬>）。蘇軾眼中文同忙碌的樣子應該是這樣
的：“橋下龟魚晚無數，識君拄杖過橋聲”（蘇軾<湖橋>）。蘇轍想象中的橫湖
應該是：“湖裏種荷花，湖邊種楊柳。”（蘇轍<橫湖>）鮮于侁理解的天漢臺
是:“臺外繞佳山，臺中垂暇日。”洋州三十詠對他們來說，就像是命題作文，
他們根據文同的寫作內容對詩題進行解釋，以<露香亭>為例。
50)

文同原诗： 宿露蒙晓花，婀娜清香发。随风入怀袖，累日不消歇。
鲜于侁： 叶上花露泣，轩前红日长。游风復为谁，时送席间香。
50)심상지리는 주체가 인식하고 상상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인식, 이른바 마음이나
관념 속에서 규정된 지리적 개념이다. 서구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탈식민주의 이론 중의 하나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개념화한 상상지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 에서 서양은 동양을 신비하고, 전통적이고, 여성
적이며, 비과학적인 공간으로 간주했던 것은 심상 지리적 인식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김정례,「<오쿠로 가는 작은 길(おくのほそ )>의 심상지리—-시라카(
の )와 관문과 스카가와(
)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 제80집, 일본어문학회,
2018. p.314.

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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苏轼：亭下佳人锦绣衣，满身璎珞缀明玑。晚香消歇无寻处，花已飘零露已晞。
苏辙： 重露覆千花，繁香凝畦圃。不忍日将晞，散逐微风去。

文同诗中从早晨的鲜花上披着隔夜的露水，散发出浓香入手，从露珠的
晶莹与花香的持久来点明亭子的命名之意。鲜于侁紧跟文同的脚步，采用拟
人手法，将花露的滚动说成露珠在哭泣，流动的风为席间送去清香，从花露
泣、风送香解释露香亭。苏轼以“佳人”喻花，极力渲染露香亭姹紫嫣红，雨露
带香，并由花开联想到花谢，对比强烈，让人情感跌宕。苏辙以“重露覆盖众
花，浓香弥漫满园”来紧扣诗题。总之三人祖述文同并发挥想象，诗中都共同
出现“露”、“香”二字对亭子加以解读。
另外由于此时三十咏不仅仅是对景观的描述，还承担了以诗代信的人际
交流的中介功能，所以当寄信人文同以诗汇报近况，三位收信人对此做出的
回应是：在诗中对文同的性格、为人、政绩等加以评价，如“不嫌冰雪绕池
看，谁似诗人巧耐寒”（苏轼<冰池>），“官是劝农官，种桑亦其所”（苏辙<南
园>）。另外由于四人为同乡，有很多书信往来及诗歌唱和之作，关系非常亲
密，所以二苏、鲜于侁三人诗中反復用“使君”一词代指文同，对他评头论足。
如：
庭下已生书带草，使君疑是郑康成。 （苏轼<书轩>）
使君遗癖在，苦要读文书。
（苏辙<书轩>）
谁言使君贫，已用谷量竹。
（苏辙<筼筜谷>）
不种夭桃与绿杨，使君应欲候农桑。 (苏轼<南园>)
使君美且仁，遍地种桃李。
（苏辙<北园>）
深深惟使君，草草学田舍。
（鲜于侁<野人庐>）
远分穰下美，移植使君园。
（鲜于侁<金橙径>）
谁道使君贫且老，绣屏锦帐咽笙簧。 （苏轼<披锦亭>）

三人或者把自己代入进去加以想象。如苏轼的<北园>:“汉水巴山乐有
余，一麾从此首归途。北园草木凭君问，许我他年作主无。”看北园的草木答
应不答应苏轼日后来做这里的主人，也能享受这宜居之地的清山秀水。他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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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自己的想象，对原诗进行补充或者别的方面的解读，属于唱和者的心象
地理。
元代吴师道曾云：“作诗之妙，实与景遇，则语意自别。古人模写之真，
往往后人耳目所未历，故未知其妙耳。” 正因为文同与洋州三十景遇，他深
知洋州三十景之妙，语意自然有别于其他三贤；而二苏及鲜于侁由于“耳目所
未历”，所以他们的模写之作，是以想象的方式对文同所描写的洋州空间的一
种再现。
51)

2)

從抒寫內容的角度看

谷竹之爱
作为四君子之一的竹，是一种“不刚不柔，非草非木” 的特殊植物。它
有七德， 是華夏兒女風骨的象征，自古以来一直受到文人墨客的喜爱，频
频出现于诗词书画作品中。而与竹最具感情的，莫过于文同，他“朝与竹乎为
游，莫与竹乎为朋，饮食乎竹间，偃息乎竹阴”， 每天“诗在口，竹在手”，
画竹、咏竹。洋州三十景組詩，并非专咏竹，但其中涉及竹的一共有30首，如
竹坞、筼筜谷、霜筠亭、此君庵等，是其中最多的。或歌咏竹对景点的装饰作
用，或咏其生长之地，或描写竹之秋景，或咏其结构的建筑物，题目和侧重点
各异，但有一点是一致的，那就是都借咏竹表达了四贤爱竹之意。这其中最值
得一提的是他们对筼筜谷竹之爱。筼筜本来就是一种皮薄、节长、杆高的竹
子，筼筜谷意即长满筼筜佳竹的一条山谷，文同任洋州知州时发现并开发了
它。据康熙洋县志记载：“筼筜谷，县北十里土门内是也，产佳竹，文与可
(1) 筼筜

52)

53)

54)

元 吴师道, <吴礼部诗话>, 丁福保, 历代诗话续编（中），北京：中华书局，1983，
52)（宋）戴凯之, <花卉果木编·竹谱>，上海: 上海古籍出版社，1993，p.295.
53) 竹身形挺直，宁折不弯，是曰正直； 竹虽有竹节，却不止步，是曰奋进； 竹外直中空，襟
怀若谷，是曰虚怀；竹有花不开，素面朝天，是曰质朴；竹超然独立，顶天立地，是曰卓
尔； 竹虽曰卓尔，却不似松，是曰善群； 竹载文传世，任劳任怨，是曰担当。胡湛, 李斌斌
主编 , 中国名花20种, 郑州: 河南科学技术出版社, 2012, p.180.
54)（宋）苏辙, <墨竹赋>，同注1，p.1152.
51) ( )
p.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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甚赏，作披锦亭于谷中，夫妇常偕游，烧笋晚会。苏子瞻寄诗至有云：‘料得
清贫馋太守，渭滨千亩在胸中’，开函大笑喷饭满案。” 文同五言<筼筜谷>诗
曰：“千舆翠羽盖，万錡绿沈枪。定有葛陂种，不知何处藏。”七言<筼筜谷>诗
曰：“池通一谷波溶溶，竹合两岸烟蒙蒙。寻幽直去景渐野，宛尔不似在尘
中。”前者写出了筼筜谷茂竹的长势和自己临谷观竹的欣喜之情，后者同时借
竹寄寓他“如晴云秋月，尘埃不到” 的高雅襟韵。鲜于侁<筼筜谷>诗曰：“晖
晖蓝田山，山下多绿玉。安得结茅茨，林间许容足。”诗人把竹茂谷幽的筼筜
谷当作适合自己隐居的人间仙境。苏辙<筼筜谷>诗曰：“谁言使君贫，已用谷
量竹。盈谷万万竿，何曾一竿曲。”第一联以嬉戏之笔写出了筼筜谷竹之多以
及文同对筼筜谷的开发之功。后一联写竹之宁折不弯的品节，既流露出对竹
之爱，也表达出对文同的略带嬉戏的赞美。苏轼<筼筜谷>诗曰：“汉川修竹贱
如蓬，斤斧何曾赦箨龙。料得清贫馋太守，渭滨千亩在胸中。”这是苏轼洋州
三十咏和诗中最有名的一首，不写竹而写笋，写竹笋给文同生活带来的乐趣
和情味，其中也不乏以笋托人，从中流露出诗人对竹、竹笋、文同的喜爱。筼
筜谷对于文同和二苏、鲜于侁都有着特别的意义，筼筜谷多竹的自然风貌，为
四贤提供了丰富的素材，不仅成就了文同的偃竹、墨竹等名画、苏轼的<文與
可畫筼筜谷偃竹記>、苏辙的<墨竹赋>名文、家喻户晓的“胸有成竹”成语，而
且留下了具有洋州地域特色的杂咏之作。 同时，四贤的歌咏也反过来作用
于筼筜谷：四贤的唱和之举，远远超越了文人间酬和雅事。从现代传播学的角
度看，“名不见经传的”筼筜谷，经过文同的发现和推介以及远方的挚友的唱
和，完成空间性的传播，由于名家效应，经过四贤的诗意营造后，筼筜谷由自
然景观变成了艺术世界中的文学景观。
55)

56)

57)

58)

同注1（上），p.133.
元 脱脱，<宋史·文同傳>， 同注1，p.1091.
57) 侯美灵，「宋代代言体咏物诗研究｣, 한중인문학 연구, 제73집, 한중인문학회, 2021,
p.580.
58) 李剑清，「景观的文学化与文学的景观化深度开发——以“筼筜谷”与文与可“偃竹”精神的互动
为中心｣，孫啟祥、傅興林主編，文同與漢中，西安：陝西人民出版社，2017，
55)

56)（ ）

pp.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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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山水之勝
在地理位置上，洋州有着得天獨厚的依山臨水之優勢，“北恃興山之形
勝，東趨漢水之深長”, 群山連綿不絕，漢水一望無際，文同說它“在蜀最稱
善地，所樂有江山之勝”，蘇轍說：“益昌諸郡，莫若梁洋。地通蜀漢之饒，俗
兼秦隴之勁。” 文同熱愛自然山水、又喜旅遊、登覽，並且將自然山水之勝
通過作畫或作詩的方式記錄下來：“好水、石、松、竹，每佳賞幽趣，樂而忘
返，發于逸思，行于筆妙。” 所以他帶領着二蘇和鮮于侁，以橫湖、天漢
臺、望雲樓、待月臺、灙泉亭諸景為題，集中寫自然山水之勝，這種勝景有時
候打上了季節的烙印。在蘇軾眼中，被“翠蓋紅妝”掩映的橫湖如“卷卻天機雲
錦段，從教匹練寫秋光”，橫湖的秋天並不比江南的蘇杭遜色。織女在天機上
織就的夏日彩雲錦緞，重新讓山光水色印染上了秋天美麗的圖案。蘇轍筆
下，內有荷花外圍楊柳的夏日橫湖簡直是美若仙境：“湖裏種荷花，湖邊種楊
柳。何處度橋人，問是人間否。”（蘇轍<橫湖>）在文同筆下，天漢臺“臺高望
群峰，萬裏雲崔嵬”，詩人站在天漢臺上遠眺，周圍群峰層巒疊嶂，大朵的雲
相連形成雲海，景色美不勝收。又如在望雲樓上看山水，也是絢爛如畫: “巴
山樓之東，秦嶺樓之北。樓上卷簾時，滿樓雲一色。”(文同<望雲樓>)詩人在
樓上遠眺，遙見東面是巴山，北面是秦嶺，而望雲樓與它們並峙而立，自有一
種雄偉之氣。后一聯突寫一個“雲”字，襯托出樓的高峻。“臺高上霄漢，人遠
絕囂紛。”鮮于侁詩中的待月臺似是聳入雲霄、遠離喧囂的絕塵之境，正如鮮
于侁所詠“千峰起華陽，一水連天漢”。通過四賢之詩，洋州的山水之勝依然能
穿越千年留給后人無限的遐想。
(2)

59)

60)

61)

宋 王象之, 輿地紀勝，成都: 四川大學出版社，2005，p.5606.
李括知洋州 宋 蘇轍撰，曾棗莊、馬德富校點, 欒城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61)（宋）范百禄, <文公墓志铭>, 同注1，pp.1095-1096.
59)（ ）

60) <
>，（ ）
1987，p.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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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隱生活之求
对古代的士大夫文人来说，仕与隐、出与处、进与退一直是重要的人生
命题。传统的先秦儒家思想中，孔子主张“天下有道则见，无道则隐”，孟子提
倡“穷则独善其身，达则兼济天下”，吏与隐处于二元对立的地位。之后的魏晋
时代，吏与隐之间逐渐趋向于调和兼通，那种“身处朱门，而情游江海；形入
紫闼，而意在青云”的朝隐就是追求调和的一种方式。到了宋代，士大夫对传
统的处世方式进行了整合，承担社会责任和追求个人自由不再是互相排斥的
两极，积极入仕参政，又能拥有个人自由，注重自我人格修养的完善。 吏
隐形式就是达到这种目的的最好的方式，因而在文人士大夫之间蔚然成风。
所谓“吏隐”一般是指士大夫在外任地方官之时，既能避免朝廷的纷争、又能享
受闲适自由的生活, “虽居官而犹如隐者”的一种生活方式。这种吏隐心态的形
成，与当时园林艺术的发达密切相关。苏轼在<灵壁张氏园亭记>曾说：“古之
君子，不必仕，不必不仕。必仕则忘其身，必不仕则忘其君。……今张氏之先
君，所以为其子孙之计虑者远且周，是故筑室艺园于汴、泗之间……使其子孙
开门而出仕，则跬步市朝之上，闭门而归隐，则俯仰山林之下。” 文同在洋
州建造守居园也是基于苏轼之言--“开门而仕，闭门而隐”的考虑。文同将官
署的建筑名称命名为待月台、吏隐亭、无言亭、涵虚亭、野人庐等，无不寄托
着诗人吏中求隐之愿望，所以他说“每一过衡门，归心为之起”(<野人庐>)。他
在洋州城北修竹参天的筼筜 谷营建披锦亭，赋诗作画会友于其中，其乐融
融。筼筜谷就是文同心中的“桃花源”，与陶渊明的“避秦“不同，文同是为了体
味“吏隐”而在此构筑了世外竹园。作为地位均不高的地方小官，四贤对吏隐做
了探讨，普遍流露出对吏隐生活的一种追求。这些诗题有：<吏隐亭>、<野人
庐>、<北园>。以<吏隐亭>为例。文同在“竹篱如鸡栖，茅屋类蜗殻”的吏隐亭
里的形象是“静几默如禅，往来人不觉”。虽然只关注于写“隐”，而他自身是洋
州的“吏”。鲜于侁指出“心休忘物我，道胜一轩静”，说文同以道取胜隐居于此
(3)

62)

63)

袁行霈主编，中国文学史（第三版第三卷），北京：高等教育出版社，2014，pp.9-10.
63) (宋) 苏轼撰，孔凡礼点校，苏轼文集，北京：中华书局, 1986，p.36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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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会觉得一切都那么清静。然而又说“隐几度朝晡，可嗟人畏影”。此处活用
庄子中渔父劝喻孔子之语， 鲜于侁将自己比作渔父，批评文同拘泥于儒
家礼教。 苏辙认为隐居并非难事，只要清心寡欲，是容易实现的。他自己
为世间俗事所累，虽早有归隐之意，只是至今未曾办到。看到表兄文同笔下的
吏隐亭，那里环境清幽，远离凡尘，很适合人隐居，就想着姑且到吏隐亭去尝
试隐居吧。 对此，苏轼的看法是：“纵横忧患满人间，颇怪先生日日闲。昨
夜清风眠北牖，朝来爽气在西山。”苏轼首句言大宋江山看似歌舞升平，实则
内忧外患积弊成山，含有对执政的王安石等新党的怨恨，属于旧党的文同、二
苏与鲜于侁等人的确处于艰难之中，他们的吏隐都有被迫无奈的一面。后两
句借用陶渊明、王徽之的典故 以韬晦之语突出文同“日日闲”之形象。由此可
知，四贤生活在“纵横忧患满人间”的现实世界中，无可奈何地做着各种地方吏
之工作，吏隐成为这些士大夫自我觉醒，去享受更加丰富人生的一种方式。对
于文同来说，洋州园池是使这种自我觉醒成为可能的场所，而将这种场所构
建成闲适的境地，则要靠作为诗人的四人的经营。
64)

65)

66)

67)

68)

文人生活之雅
文同任洋州知州期间，以郡圃为中心，整修守居园池，形成一系列显示
风景特点的园林小景，从三十景的题目可知亭有10处（如苏轼将其归为一
类，依次歌咏灙泉亭、吏隐亭、霜筠亭、无言亭、露香亭、涵虚亭、溪光亭、
过溪亭、披锦亭、禊亭）、台、轩各两处，榭、楼、桥各1处，这些都是典型
的人造景观，是文同日常生活起居以及休闲的最佳去处，也是他政暇驻足、即
(4)

64)
65)

“人有畏影恶迹而去之走者。举足愈数而迹愈多；走愈疾而影不离身。自以为尚迟，疾走不
休，绝力而死。不知处阴以休影，处静以息迹，愚亦甚矣。”

同註21, p.169.

宋 苏辙<吏隐亭>原诗为： “隐居亦非难，欲少求易遂。有意未成归，聊就茅檐试。”
清风北窗活用陶渊明描述闲居之乐的“夏月虚闲，高卧北窗之下；清风飒至，自谓羲皇上
人。”（<晋书·陶潜传>）“西山爽气”语出<晋书·王徽之传>:“冲尝谓徽之曰：‘卿在府日久，
比当相料理。’ 徽之初不酬答，直高视，以手版拄颊云： ‘西山朝来致有爽气耳。’ ”

66)（ ）
67)

68)

同註21，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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兴吟咏的主要场所。四贤洋州园池诗，有很多描写内容涉及到宋代文人的风
流雅事，比如说读书练字、吟诗作画、游山玩水等，以<书轩>、<禊亭>、
<无言亭>为题的诗中，集中抒写了以文同为代表的宋代文人，于书斋中苦读
文书、舞弄铅椠，曲水流觞、静坐修身的雅兴。以前二者为例。书轩即文同为
自己设立的书斋。四贤的四首<书轩>主要围绕着文同的读书生活而展开，文
同在诗中不无炫耀地描写了自己的书轩：“清泉绕庭除，绿篠映轩槛。”如此清
幽雅静之地，该做点什么呢？他自问自答曰：“坐此何可为，惟宜弄铅椠。”此
处只适合从事读书、练字和校勘之类的著述活动，于是他写了<守居园池杂题
三十首 >，还写了<郡斋水阁闲书六言二十六首>，两者很多内容有重叠之
处，交互阅读能够更好地了解文同洋州的文人生活之雅，比如后者其一的<湖
上>也是描写了横湖、湖桥以及文同的读书生活：“湖上双禽泛泛，桥边细柳
垂垂。日午亭中无事，使君来此吟诗。”关于文同此雅，苏轼说“庭下已生书带
草，使君疑是郑康成”，赞美文同是一位像东汉大儒郑康成一样的大学问家。
苏辙说：“使君遗癖在，苦要读文书”，夸奖文同的读书癖。而鲜于侁则对文同
此处的文雅活动做了概括：“朱门谢俗客，幽斋叙友人。澄澜鉴止水，高节看
丛筠。”文同在书轩以文会友，由于书轩有清泉相绕、绿竹相映，所以文同还
可以在此处观水、看竹，利用文同特殊的身份和书轩这一话题，对文同高洁淡
泊的人格魅力给予了称赞。除此以外，四贤还在<禊亭>诗中记录了北宋时代
上巳之日的曲水流觞之雅事。文同云：“悬流效曲水，上巳娱嘉宾”，鲜于侁
云：“流水弯还来，羽觞酬酢竞。”苏轼云：“曲池流水细鳞鳞，高会传觞似洛
滨。”苏辙云：“觞流无定处，客醉醒还酌。”语句不同，意思大同小异，都写出
了北宋人上巳节这一天“应有兰亭篇，邦人起歌咏”，上巳日曲水流觞、赋诗酬
酢的方式，是对晋时风流雅韵的追赏。这一点可以从宋代吴自牧梦粱录中的
相关记载得到印证。
69)

三月三日上巳之辰 , 曲水流觞故事, 起于晋时。唐朝赐宴曲江, 倾都禊饮踏青, 亦是此意 ,
右军<兰亭序>云： ‘暮春之初, 修禊之事。’ 杜甫 <丽人行> 云 ： ‘三月三日天气新 , 长安水
边多丽人’ , 形容此景, 至今令人爱慕。” （宋）吴自牧 梦梁录, 北京： 商务印书馆，193

69) “

9，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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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文景觀之巧
中国古典园林发展至北宋，中晚唐时期就已开始追求的“壶中天地”的格
局不断强化和“壶中”各种艺术手段的不断完善，使园林凝聚成为高度成熟和完
美的艺术典范。具体表现为山水等自然景观构建得更加殚奇尽变，建筑造型
更加巧妙和富于艺术变化，追求内外檐装修的精美，以室内外盆景、匾额、池
栏为代表园林小品更加丰富多彩。 文同任洋州知州后，看到洋州城“缺漏颓
落，殆不可睹”，于是向朝廷上<奏为乞修洋州城并添兵状>，建议修护并加固
洋州州城，同时，也修整园林，美化洋州，每处景点的匾额命名包含了他对景
点独具匠心的体会。比如二乐榭取自论语中“知者乐水，仁者乐山”，文同想
成为既能乐水又能乐山的智者、仁者。为此苏轼说：“此间真趣岂容谈，二乐
并君已是三。”（苏轼<二乐榭>）这里有山、有水还有文同，其乐成三，山水
给人的乐趣之外还有文同给人的乐趣！守居园池三十景中，有很多为文同所
建，集中体现了宋人追求壶中世界精巧造奇的良苦用心，比如苏轼在<灙泉
亭>中就曾感叹说：“闻道池亭胜两川，应须烂醉答云烟。”洋州园池景观之精
巧胜于东川和西川，只有一醉方休才能答谢这无限的风光。而这方面最突出
的例子是披锦亭。何谓披锦？是展开着的精美鲜艳的丝织品。我们仅从匾额之
名就能够知道披锦亭是多么的雍容华贵、富丽堂皇！鲜于侁<披錦亭>诗曰：
“春归阆风家，功入天匠手。能将五色云，点缀当户牖。”他感叹昆仑山的神仙
将仙界的春景带到此处，又疑心此处的美景出自能工巧匠之手，因为这里的
门窗都是用五彩祥云做的。真可谓是“此景只应天上有，人间能有几回闻”。苏
轼曾致书于文同说“洋川园池乃尔佳绝，密（州）真陋邦也”，对文同所处的环
境及生活表示了极大的羡慕之情。苏轼在<披錦亭>中，对文同的羡慕更是溢
于言表。诗曰：“烟红露绿晓风香，燕舞莺啼春日长。谁道使君贫且老，绣屏
锦帐咽笙簧。”文同把人文景观修正得如此之巧，以至于即使被贬谪外放、尽
管年老体衰依然能够保持心态年轻，苏轼非常羡慕他能够在这美如锦帐绣屏
的披锦亭处观燕舞听莺啼，享受山川自然之乐。
(5)

70)

70)

王毅，园林与中国文化，上海: 上海人民出版社，1990，pp.16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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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园农桑之事
文同虽然有多种身份，但人们传颂最多的，是他主政各地时爱民、务
实、清廉的事迹。虽然文同自嘲说自己是“窃禄先生”，但是苏轼等人都称他为
“清贫太守”，文同仕宦生涯中的廉洁形象，即使到了现在依然发挥出积极的影
响力，被作为反腐倡廉的代表，2018年第五届“清廉中国·微视频”展播中就曾
播放了“清贫太守文同”的纪录片。文同常年驻守地方，每到一处，政绩斐然，
深受农民爱戴。正如文同所说: “况臣出于畎亩，粗谙民间细务。” 他本是农
民出身，再加上常年在地方做官，接触劳动人民，观察农业生产，他对农村生
活比较熟悉，写出了很多涉及田园农桑之事的诗歌，具有较强的人民性。他用
诗歌咏唱在他的治理下农民生活富足，农家田园之乐，“归来山中住，便作山
中人……乡里多旧游，不厌过从频。山肴与野酿，待我如佳宾。有招即走赴，
爱其爱我真。”(<夏日闲书墨君堂壁二首>)另外三人也都是地方官，治理地方
也不输于文同，他们也紧跟着文同在诗中频频抒写农家田桑。三十咏中涉及
到此类内容的有<金橙径>、<南园>、<北园>等。看到洋州的金橙，文同<金橙
径>诗曰：“金橙实佳果，不为土人重。上苑闻未多，谁能为移种。”他希望这
种佳果能够引起当地甚至朝廷更多的注意，流露出将其移栽而大面积种植的
愿望。文同<南园>诗曰：“农桑乘晓日，凌乱如碧油。紫椹熟未熟，但闻黄栗
留。”短短二十字写出了南园桑树的生意葱笼，一片预示着丰收的和平景象，
字里行间也透露出诗人作为劝农官的喜悦心情。苏轼<南园>诗曰：“不种夭桃
与绿杨，使君应欲候农桑。春畦雨过罗纨腻，夏垅风来饼饵香。”苏轼站在关
心人民生活的立场，首先赞扬了太守不是将土地用来栽种桃花，绿杨，而是在
南园种桑以带动农民发展农业。后两句运用贴切的比喻、丰富的想象，结合视
觉、听觉、嗅觉等感官词，简直把农村春夏之际的一派生机和丰收的喜悦写活
了。农家生活充满了如此的诱惑，以至于苏轼在<野人庐>中感叹说：“老觉华
堂无意味，却须时到野人庐。”居住着农人的野人庐才是他们心中的那片净
土！所以，必须时时到此处重温旧事，体会过去。
(6)

71)

宋 文同, <奏为乞差洋州知洋州一次状>, 同注1，p.940.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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诗由地佐，地以诗显，清人童颜舒<洋县古迹二十八绝>中写到：“梓潼贤
守据风流，山起楼台水泛舟。一自二苏题咏后，人间愈觉重洋州。”四贤诗作
是后人了解北宋时洋州三十景的第一手珍贵的资料，也增加了洋州古城景观
良好的历史底蕴。美国汉学家牟復礼说：“过去是文字的过去，而不是石头的
过去。中国保存了人类关于过去的文献中最大量和最长久的部分。它持续地
检查其用文字记录下来的过去，并使其在现实生活中发挥作用。” 这些记录
了洋州三十景的诗作，不能成为过去，而应该持续发挥更大的作用。
72)

4.

结论

世人多知文同為畫家，對他的四絕之首的詩關心不足。他是北宋詩歌史
上占有重要地位的有着多種獨創性的詩人，其獨創性的表現之一是他創作了
大量的園林組詩。任洋州知州期間所作的<守居園池雜題三十首>是他眾多園
林組詩中的代表作。由他發起，蘇軾、蘇轍、鮮于侁唱和，四賢齊心協力合著
了多达135首的洋州景觀大型組詩，這是一場發生在北宋中期文壇上的有組織
有規模的園林唱和盛事。由于名家效應，洋州成為人文景觀勝地。他們描寫的
洋州盛景得以穿越時空而給后人留下更多的想象空間。以往的研究者多從文
學研究的角度入手，要么關註于個人的組詩，要么只對其中的部分詩作進行
比較研究，缺乏宏觀角度的考察。筆者不再關註于個體和比較研究，而是把四
人組詩看作一個整體，從新興的文學地理學角度入手，對四賢三十景組詩中
的空間特征做了探讨。筆者首先利用系年、系地的方法對四賢組詩創作的時
間、地點进行了考察，同是蜀中士人的四人創作時間相似，隔着一千多公裏完
成了巴蜀文學區、齊魯文學區的跨空間共同創作。關于三十景在詩中排列的
順序，不管是亲历者文同，還是唱和者二蘇、鮮于侁都沒有按照景點的實際空
間順序進行排列，相比較來說，二蘇的排列比較合理化。紧接着，筆者按照地
理空間的兩大要素——抒寫者和抒寫內容對組詩中的空間進行了考察。詩中顯
美 牟復礼，「中国城市史一千年：苏州城的形态、时间和空间观念｣，常建华主编，中国
城市社会史名篇精读，上海：上海教育出版社，2020, p.153.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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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的空間因詩人而不同，對親歷者文同來說，由于詩作帶有與友書信交流的
性質，所以在詩中構建了一片只屬于他的壺中天地，顯現了他的自豪、自
足、自樂的幸福生活，告诉朋友们不用為自己擔心。而唱和者二蘇、鮮于侁則
從心象地理空間着眼，在詩中對文同進行評價，或者緊跟文同的詩作進行補
充和發揮。從抒寫內容看，四賢的組詩體現了他们对筼筜谷竹之爱，自然山水
之勝，吏隱生活之求，文人生活之雅，人文景觀之巧，田园农桑之事。對洋州
三十景組詩的空間進行解讀，不僅可以擴展詩歌鑒賞的視角，也能從中了解
宋代文人的雅趣、宋人普遍的吏隱追求心態、宋代園林文化。虽然洋州三十景
組诗描述的洋州景观已不復存在，但是四贤组诗文本化的名胜也可以反过来
改造名胜的物质世界。强烈建议洋县有关部门，充分利用现存的四贤关于洋
州的组诗，将文字、图画形态的文学艺术景观转换成现实的物质性的自然景
观，进行名胜空间的重建与再造，激活三十景观的文化底蕴，让詩作创造出更
大的经济价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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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ace in series of Poems about Yangzhou's Thirty
landscapes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Hou, Meiling
During his tenure as governor in Yangzhou, Wen Tong wrote 30 poems based on
the representative natural and humanistic environment there. According to this, Su
Shi, Su Zhe and Xian Yushen, who had friendship with Wen Tong, also created poems
respectively, which formed the most noteworthy grand event for garden responsory
poems in the literary sphere of the mid-Northern Song Dynasty. The appearance of
Yangzhou described by them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formation of spatial
landscap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geography, this paper examin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poems of the thirty landscapes in Yangzhou by four poets.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creation time and place of series of poems, it can be seen that
the creation time is similar, but the creation places are different, and the order of
their poems is different from the layout of landscapes. Then, according to the narrator
and the description content, the author studi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Yangzhou's 30 landscapes. From the narrator's point of view, Wen Tong, who
experienced the 30 Yangzhou landscapes regarded this place as an extraordinary world,
while the indirect experiencers Su Shi, Su Zhe, and Xian Yushen created imaginative
geographical place, this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main descriptions of the
poems are their love for Yundang Valley bamboo, the victory of natural landscape,
the demand for official seclusion life, the elegance of literators, the ingenuity of
humanistic landscape, and the matter of pastoral farming and mulberry etc. From
these, we can understand the hobbies of the literators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Keyword

the Northern Song Dynasty, Four sages, Thirty landscapes in

Yangzhou, Series of poems, Spatial characteristics, Human geography

https://doi.org/10.26528/kochih.2022.75.055

浪漫与风流：高丽汉诗中的江南意象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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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고전문학에서 중국의 강남 일대는 자고로 신비와 낭만, 그리고 풍류로 충만된 세계로,
문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흥
부전>과 같은 서사문학작품뿐만 아니라 한시에서도 보여지는데 고려 한시에는 강남을 제재로
한 시와 강남 이미지나 강남 역사 인물들을 빌어 작가 심경이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苏州)나 항

토로한 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들에서 고려 문인들은 중국 강남의 명소인 소주(

杭州), 또는 남경(南京), 양자강(扬子江), 서호(西湖), 회계(会稽) 등 낭만의 도시와 신비

주(

한 역사적인 유적들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강남 지역에서 이름을 남긴 풍류아

五湖)와 범려
(范蠡), 고소대(姑苏台)와 오자서(伍子胥), 감호(鉴湖)와 하지장(贺知章), 난정(兰亭)과 왕희
지(王羲之)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한국 고려 한시에 나타나는 강남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이다.
들도 적지 않게 묘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호(

고려 문인들은 이러한 전기적인 색채를 다분히 띠고 있는 신비스러운 강남의 유적과 인물들
은 원래 낭만으로 충만된 선계와 같은 강남 대지에 더욱 신비하고 풍류적이고 전설적인 색채
를 더해 주고 있다고 보았다. 고려 한시에서 한국 시인들이 이러한 강남 유적과 전설적인 인
물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은 강남이 자고로 한국 문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낭만으로 충만된 역사적인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려 문인들이 추구

美

하고 있는 미( ), 풍류를 숭상하는 고려 문인들의 미학사상과 최치원이 주장하는 한국 전통
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아한 풍류미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고려 한시, 강남이미지, 신비, 낭만, 풍류

中国山东大学韩国语系副教授，第一作者
** 中国山东大学韩国语系教授，通讯作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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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高丽是韩国汉文学以汉诗为中心在中国唐宋文学的影响下飞速发展的历
史时期。高丽诗人大都非常熟悉中国历史和文化，在诗歌创作中，熟练地利用
中国历史人物和典故等中国文化要素委婉、含蓄而形象地表现自己的情怀和
审美志向。
综观高丽汉诗借用的中国历史人物，借用江南形象的诗歌非常多。在韩
国古代文学中，中国的江南往往作为一个非常令人向往的仙界般的遥远而神
秘浪漫的空间得到文人的憧憬和敬仰。尤其是苏杭为中心的江浙一带在韩国
古典文学中，往往作为充满神奇的浪漫、风流的令人向往的历史空间加以描
绘。高丽诗歌中也是如此。综观高丽诗歌借用江南历史和历史人物的非常
多，在作品中这些江南意象和高丽诗人的审美志向结合在一起，构成一个充
满风流和浪漫的优雅的艺术世界。这在从一个侧面反映出高丽诗人对中国江
南的一种特殊的理解和认知。换言之，高丽诗人总是把中国的江南看作是一
个充满风流的非常神秘的、浪漫的，远远超出凡界的世界。其实这体现出他们
对中国江南这一文化空间的一种特殊的认识和理解。为了解读这个特殊的文
化认知和心态，本文以收录在东文选中的江南有关的诗歌分为五湖和范
蠡、姑苏台和伍子胥、鉴湖和贺知章、兰亭和王羲之，对他们诗歌中的江南意
象和他们对江南的独特理解进行分析，相信这对进一步深入探讨高丽汉诗中
的江南意象有一定的帮助。

浪漫与风流：高丽汉诗中的江南意象研究
2.

57

五湖与范蠡

在高丽汉诗中，“五湖”经常和范蠡联在一起，具有一个独特的意象。“五
湖”原来是指江浙一带的那些湖，但后来和范蠡等历史人物连在一起，其具体
的所指越来越淡薄，成为一个隐盾隐逸的代名词来使用。但在高丽诗歌中，其
意象与其说是隐逸，不如说是脱俗优雅的世界，和范蠡、西施等历史人物一
道，成为一种风流倜傥和浪漫美丽的代名词。范蠡（公元前526-公元前448）
是中国历史上的一个传奇式的人物，是春秋末年著名的政治家和军事家。他
原是楚国人，但不满于楚国的黑暗政治，到越国，帮助越国灭了吴国。功成名
就后他急流勇退，化名为鸱夷子皮，遨游于江南五湖七十二峰之间，自号陶朱
公。可以说范蠡是高丽汉诗中出现频率较高的中国历史人物之一，他的出现
频率虽然不及孔孟，但胜过一些著名诗人。 这种现象事实上就是追求风流的
高丽文人的一种特殊的文化心理和审美理想有密切的关系。先看一首李齐贤
的诗歌：
1)

功成亦欲试良图，月棹烟蓑向五湖。
捲却吴宫春色去，独留秋草满姑苏。

李齐贤是高丽著名的诗人，这是他的七言绝句<范蠡五湖> ，是高丽那几
首直接描写范蠡并以范蠡为题的诗歌之一。从诗歌看，李齐贤对范蠡的急流
1)

据统计：在东文选 收录的诗歌中，有关范蠡的诗歌有十二首，其中重要的有三首，
如李齐贤的七言绝句 <范蠡>、 <范蠡五湖>和李穑的七言古体诗 <鸱夷子歌>是直接描
写范蠡的。这种情况虽然不能和孔子72首、杜甫28首、汉武帝26首、陶渊明22首、唐
玄宗20首、李白20首相比，但和苏轼17首、孟子16首、白居易15首、秦始皇13首相差不
多；多于屈原8次、嵇康7次、阮籍6次等等其他中国文学家。借用范蠡的《东文选》诗
歌有崔匡裕的七律 <鹭鸶>、崔承佑的七律 <镜湖>、金富轼的七言绝句 <西湖和金史
馆黄苻>、李仁老的五言古体诗 <赠四友>、 <次张学士未开牡丹>、李齐贤的七律 <多
景楼陪权一齐用古人韵同赋>、七言绝句 <范蠡>、 <范蠡五湖>、权汉功的七言古诗
<姑苏台次韵>、崔恒的七言排律 <无尽亭>、李穑的七言古诗 <鸱夷子歌>、<天宝歌过
蓟门有感而作>等。这里没有包括陈澕的七言古体诗<宋迪八景图>之类的诗歌。因为这
里虽然有西子，但和范蠡无关，和范蠡关系不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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勇退的行为大加赞赏，把他看作是脱俗进入神仙般的世界，真正达到人间最
高境界--风流境界的值得敬仰的人物。这是李齐贤对范蠡的一贯看法。李齐
贤还有一首赞美范蠡的七言绝句<范蠡>，诗歌曰：“论功岂啼破强吴，最在扁
舟泛五湖。不解载将西子去，越宫还有一姑苏。”这首诗歌里作者把范蠡的功
绩不仅仅局限在雪会稽之耻上，而且把它扩展到他的勇退。在李齐贤看来，范
蠡帮助勾践打败吴国，建功立业固然伟大，但重要的是他的“月棹烟蓑向五
湖”，或者说是携西子“扁舟泛五湖”的急流勇退的潇洒风流颇具浪漫情志的行
为。在李齐贤眼里，范蠡是风流的代名词，是最终达到一个人生最高境界，实
现人生之梦想的历史人物。李齐贤是一个正统的儒学家，自幼深受孔孟思想
的教育和影响，加上他长期居住在中国，可谓是儒家思想的最忠实的践行
者。因此，作为一个真正的儒学家，他认为应有一个强烈的社会责任感，自然
以修身、齐家、治国、平天下，著书立说、建功立业放在第一位。但同样也不
能小视正心、儒雅、脱俗、超越，乃至风流的境界。在某种意义上，这些比修
身、齐家、治国、平天下还重要。尤其是在建功立业实现一个儒学家应尽的义
务后，要有格调，急流勇退，享受人间难以想象的风流倜傥的生活，也可谓是
达到了做人的一个最高境界。而范蠡就是不顾各种高官厚禄和荣华富贵，毅
然决然选择这种超乎人生境界的人。就范蠡来说，这是一个“利”和“义”的抉
择，是一种格调和品味的选择，经至善达到至美的道路。叹为观止的是他不拘
于这些小节，大胆舍弃眼前的无限的荣华富贵，急流勇退。很显然，这是一种
格调、一种品味，一种境界。在这里，范蠡把人生、荣誉、甚至是死亡看得很
透彻，已经达到了进退自如的境界，这可谓是一个大儒的品味和修养，也就是
一个境界。在李齐贤看来，所谓的风流潇洒就是一个境界，而范蠡就是用建功
立业达到了至善，用急流勇退达到了至美的境界。在高丽文人看来，这不是凡
人所能做到的，是超脱人界的一个最高境界。这里没有私，没有利，只有一个
超乎常人的一个境界。这也许反映了当时高丽武人统治下识者阶层的一种普
遍的文化心理。但可以说高丽人，尤其是那些有学识的人大都喜欢和崇敬中
国历史上那些超出凡界，显示出无限人格魅力和道德修养的，可谓达到至
善、至美境界的历史人物。比如，周商时期的伯夷和叔齐、秦汉时期的商山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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皓以及后来的严光、陶渊明等在高丽文人的心目中是个超人。他们都是仁人
志士，礼让守节的典范，具有高尚的人格品德和魅力的人物。因而他们和范蠡
一样是高丽汉诗中经常出现的中国历史人物。在高丽诗人看来，范蠡的所作
所为虽然和伯夷和叔齐有所不同，但在荣华富贵面前，大胆舍弃高官厚禄、功
成名就后急流勇退的行为非常潇洒自如，很有品味，已经达到了一定的人格
境界。加上西施的介入，这个故事充满风流，可谓是至善至美和风流的最高境
界。因此，李齐贤对范蠡的这种行为赞叹不已，认为是值得学习和仿效的。在
这首诗歌中，作者虽然表现出姑苏台的悲惨现状的一种淡淡的哀愁，但整体
上对范蠡的这种行为大加赞赏，赞美之情益于文外。
再看一首李穑的七言古体诗<鸱夷子歌> 。
汉家龙飞泗水阔，秦宫二月红焰烈。当时运筹身被疮，诸公一旦高阀阅。
砺山带河字未干，韩彭葅醢冤谁雪？当时子房美妇人，素书一篇三寸舌，
封留便与赤松游，羽翼储皇真一瞥。
乃知鸱夷子用心与人别，成功不退多祸机，先获黄石公秘诀。
五湖烟月天无边，千古遗风吹不绝。

李穑是高丽后期著名的性理学家，他写了很多汉诗，其中也不少取材于
中国历史的。这是他直接借用范蠡和汉朝的历史抒发自己情感的，是高丽汉
诗中为数不多的直接描写范蠡形象的诗歌之一。诗歌借用了大量的中国历史
故事作为铺垫，比如第一韵中的汉高祖刘邦的起义和秦始皇阿房宫的红焰；
第二韵中的张良、萧何等为汉建立丰功伟绩的将帅；第三韵叙述韩信和彭越
的“兔死狗烹、鸟尽弓藏”的故事，其中“砺山带河”指的是刘邦和功臣立下的山
盟海誓；第四韵借用的是张良封侯后跟随赤松子的故事和请“商山四皓”解救汉
惠帝刘盈的故事；在往后就引出范蠡，发出“成功不退多祸机”和“千古遗风吹
不绝”的慨叹。在诗歌中，作者借用汉朝的这种历史史实，用比兴的手法，强
调范蠡行为的正确性。在李穑看来，“成功不退多祸机”是一个血的教训，汉朝
的历史，尤其是韩信、彭越的遭遇，非常形象地说明这个道理。在权利面前
“砺山带河”山盟海誓只不过是废纸一张，往往带来一种血和泪的教训。和这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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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的教训和韩信们的无知相比，范蠡可谓先知，他早就谙知个中的奥秘，身体
力行“黄石公”的秘诀，功成名就后急流勇退，欣然离开荣华富贵和是非之地，
选择了超乎凡人世界的脱俗生活，在仙界般的五湖烟月中潇洒地享受着自
由、自在的神仙般的风流倜傥的生活。
除这些作品之外，崔承佑的七律<镜湖>、崔匡裕的七律<鹭鸶>、金富轼
的绝句<西湖和金史馆黄苻>、李仁老的五言古体诗<赠四友>、七律<次张学士
未开牡丹>、李齐贤的七律<多景楼陪权一斋用古人韵同赋> 、陈澕的七言古
体诗<宋迪八景图>、李穑的七言古体诗<天宝歌过蓟门有感而作>等作品中也
出现范蠡和范蠡有关的故事，足见范蠡的形象在高丽诗人心目中的地位。下
面再看一首李仁老的<赠四友>。
2)

陶朱虽相越，一舸泛溟渤。安石在晋朝，雅赏东山月。
今我与夫子，岂是爱簪绂。散尽东海金，行采西山蕨。

作为“竹林高会”的掌门人，李仁老喜欢范蠡，敬仰范蠡的急流勇退行为应
该说是顺理成章的事。他的这首诗歌共由四首五言古体诗组成，副题是“仿乐
天”。从这个副题看，这是仿白居易的赠友诗的。这是其中的第二首<右山水友
赵亦乐>。诗中的赵亦乐是高丽时期的文臣，姓赵名通，字亦乐，是“海左七贤
派”的成员之一，和李仁老、林椿等人关系密切，1197年曾作为员外郎来过金
朝，是韩国历史上最著名的隐逸诗人之一。在诗歌中，李仁老利用大量的中国
历史人物和故事，抒发了亲朋之间的友谊，同时以山水为友，过隐逸生活的赵
通表示了敬意。诗歌的主旨完全符合仿效以自然为友的“竹林七贤”，组织“竹
林高会”，过远离社会政治生活的李仁老和赵通等人的志向和爱好。作品的第
一句“陶朱虽相越，一舸泛溟渤”中的“陶朱”正是范蠡的别称。下一句“安石”是
东晋的谢安。谢安（320-385）是东晋时期著名的政治家，后来归隐于江南之
地会稽东山。可见这两人都是中国历史上急流勇退归隐的政治家，高丽文人
2)

这是李齐贤访中国江南时做的。试题中的“古人”就是南宋文学家刘过(1154--1206)，他
有一首诗歌叫<登多景楼>，李齐贤是借此韵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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眼中的中国历史上的风流人物。诗歌最后一句是比兴部分，是借用汉朝疏广
和殷商时期伯夷叔齐的故事，表现对赵通的隐逸生活的赞美之情，赞美赵通
远离权势，亲近自然的潇洒生活。这不禁令人回想起疏广的至理名言：“吾闻
‘知足不辱，知止不殆’，‘功遂身退，天之道’也。” 由此可见，李仁老借用这些
中国历史人物的意图非常明显，他是在这里用赞美赵通的方式，表现出归隐
生活的憧憬和以自然为友的风流潇洒生活的人格理想和美学态度。
李仁老的<次张学士未开牡丹>中也有范蠡和五湖。
3)

春寒勒却小园花，舞蝶游蜂欲恋何。楚雨未飘三峡暮，吴娃尙阻五湖波。
苦遮丹口晨粧嬾，深锁红房睡味多。自是含嫱呼不出，岂缘销瘦却羞他。

诗歌中的张学士是高丽时期的文人张自牧，他引退后和崔谠等人组织“耆
老会”，开始过整日饮酒做诗的自由自在的潇洒风流生活，被人们称为“地上
仙”。诗歌首联春寒而来的未开花园的情景，自远而近交代和描绘牡丹花周边
的自然变化；颔联借用中国的历史人物和故事比喻未开的牡丹；颈联用拟人
化的手法形象地描绘未开牡丹的美丽姿态；尾联借用想象推测花尚未绽开的
理由。其中“羞”字用的非常得体，花比作人，比兴手法运用得非常好，形象而
自然地表达未开牡丹的一种美姿，使未开牡丹的神态跃然纸上，非常形象。另
外，诗歌中的颔联借用的是中国历史人物楚怀王和范蠡。宋玉的<高唐赋>序
云，有一次，楚怀王到巫山游览， 因疲倦而入梦，梦中一女子对其言：“妾
本巫山之女，闻道大王在此游览，妾愿与王同床共枕。”于是怀王和这个女子
做了一段露水夫妻，女子临别时说：“妾在巫山之阳，高丘之阻，旦为朝云，
4)

许嘉璐主编，班固汉书卷七十一，列传 · 第四十一 · 疏广，上海：汉语大词典
出版社，2004，p.1466.
4) 这里也有这个楚王不一定就是楚怀王 ，而是楚国先王的观点 。但这里游玩的是楚襄
王，所以把这个先王看作是楚怀王，几乎没什么问题，况且大部分人认为，这个楚王
就是楚怀王，所以这里就用了这个观点。但其实解释先王也无妨，它不妨碍这个“朝云
暮雨”的故事内容。但韩国古典国译丛书东文选(2)，第80页注53的“楚襄王”，这是“楚
怀王”或者说是楚国先王之误。东文选，首尔：民族文化促进会，民文库，196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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暮为行雨，朝朝暮暮，阳台之下。”怀王于晨昏观巫山，果见云雨。为此，怀
王特于巫山修建名为“朝云”之庙宇。后来，怀王之子襄王亦到此一游，期望像
父亲那样风流好梦一番。但襄王有意，神女无心，神女只在襄王面前尽情地炫
耀了自己的美色，以至襄王神魂颠倒。所谓的“云雨”，男女之间的合欢就来自
这里。很显然，在这里作者认为牡丹花还没开，和没有下仙女的雨一样，尽在
五里雾中，充满神秘的色彩，是一个充满风流的故事映衬神秘的未开牡丹；下
一句中的五湖就是范蠡领着西施风流五湖的事情，在这里西施没能回来比作
花未开，可谓一语双关，耐人寻味。范蠡的故事和这种颇具浪漫色彩和充满风
流的爱情结合在一起，更有了值得向往的充满风流的脱俗般的魅力。这就是
高丽诗人眼中的五湖和范蠡形象所具有的代表性的文化意象。
3.

姑苏台与伍子胥

高丽诗歌中常见的江南和吴越文化形象中，除五湖和范蠡之外还有姑苏
台和伍子胥。姑苏台又名姑胥台，在苏州城外西南姑苏山上，始建于公元前
505年，最终吴王夫差续建历时五年完成。这本是一个很普通的台，但在这里
发生过江南吴越历史上的一个非常著名的千年传送的历史事件。伍子胥为吴
国大夫，帮助吴王夫差平定了江南一带。但建好那个姑苏台后，夫差不理朝
政，整日在那里过花天酒地的生活。伍子胥多次提醒夫差，要杀掉越王勾
践，以防死灰复燃，但吴王不听，反而听信谣言下旨赐死伍子胥，伍子胥含冤
而死。临死他嘱咐门客自己死后，把自己的眼睛挂在城东门上，他要亲眼看看
吴国的灭亡。吴王夫差与众多美女在姑苏台上尽情玩乐时，越国复兴，开始攻
打吴国，很快占领了吴国城池。吴王夫差带领亲信狼狈逃至姑苏山，但被追赶
的越兵团团围住，上天无路，入地无门，吴王夫差仰天叹息，后悔当初不听伍
子胥的忠告，最终自刎而死。吴王夫差用多年修建的姑苏台，被越兵付之一
炬，成了一片废墟。也许姑苏台的这个故事，很像是扶余扶苏山上的百济的血
泪史，因此高丽文人非常熟知和在乎这个故事，把它看作是一个充满风流色
彩的永远铭刻在心里的一个血的教训，对颇具浪漫和传奇色彩的伍子胥也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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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深深的敬慕之情。先看一首郑梦周的七言绝句<姑苏台>。
衰草斜阳欲暮秋，姑苏台上使人愁。
前车未必后车戒，今古几番麋鹿游。

大家知道，郑梦周（1337—1392）是高丽后期著名的政治家、性理学家，
是韩国性理学的开拓者。他生活在动荡不安的高丽后期，看到了高丽政治的
腐败，从而致力于政治改革，想用性理学挽救摇摇欲坠的高丽王朝。但因反对
“易姓革命”，始终是李成桂同党的眼中钉，最终成为李芳远的刀下鬼。1372年
和1386年他曾两次出使明朝，这首诗是作者在洪武五年秋第一次出使明朝时
做的。诗歌起句描写姑苏台的现实自然情景，草木枯萎，是一片晚秋的萧条景
象，为后来的“今古几番麋鹿游”做铺垫；承句作者在姑苏台这一历史的现场回
顾曾经发生在这里的各种历史事件，由此描写自己的悲惨心境；转句转而抒
写吴国灭亡的悲惨历史，提醒人们应该以史为鉴，不能重蹈覆辙的历史教
训；结句利用吴国灭亡后“鹿走姑苏”的历史回顾，对中国的这段深有传奇和浪
漫色彩的历史发出深深的慨叹。显然这首诗歌充分展现了作为儒学家郑梦周
的历史观，体现了一个正直的具有社会责任感的儒学家的文化胸怀。如果结
合当时的高丽社会现实读郑梦周的这首诗，更能体悟出作者的深思远虑。尤
其是诗歌的最后一句充分体现了作家的各种忧虑。大家知道，“姑苏台上游麋
鹿”是一个典故，出自《越绝书·请籴内传第六》，具有亡国之意，据传它根
源于上古以来的鹿崇拜及相关祭祀仪轨。但后来其原始的神圣意象和伍子胥
的故事结合起来，有了变化，也具有荒凉的意思。伍子胥曾谏吴王夫差不要帮
越国赈济饥荒，但不被采纳。随后，伍子胥断言越国对吴国的危害，曰：“君
王胡不览观夫武王之伐纣也？今不出数年，鹿豕游于姑胥之台矣。”伍子胥以
商纣王之属臣周武王推翻商朝作为前车之鉴，预见吴国即将为其降臣越国所
灭，致使鹿豕乱走于姑胥台上。《后汉书·济南安王康传》云：“吴兴姑苏而
灭。”此后，麋鹿游于姑苏台上就成为亡国的一种象征性的譬喻，广泛应用在
类似的场合。显然，诗歌结句中的“麋鹿游”由这个典故演化而来，也许这是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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梦周对高丽未来的淡淡的哀愁！崔致远也有一首<姑苏台>，诗歌曰：“荒台麋
鹿遊秋草，废院牛羊下夕阳”。显然，郑梦周的诗歌和崔致远的这首诗歌在姑
苏台的描写和其意境非常相似，有异曲同工之妙。不过在郑梦周看来，历史应
该重视前车之鉴，不应该重蹈覆辙，犯同样的错误。强大的吴国在花天酒地中
亡党亡国，这种历史的教训应该吸取。正是对历史的这种认识也许更加坚定
了他对高丽王朝的赤胆忠心和一片丹心。
权汉功(?--1349)也以姑苏台为题写了<姑苏台次韵>。权汉功是高丽时期
的文官，号一斋，忠烈王时期科举及第，1294年作为直史馆，以圣节使的名义
访问元朝，后来跟随忠宣王在元朝居住。忠宣王执政后，深受忠宣王的信
任，但忠肃王接替王位后，和李齐贤一道跟随忠宣王去过江浙一带和宝陀
山，留有文集『一斋遗稿』。『东文选』收有他的诗歌15篇，这是其中的一首
七言古体诗。<姑苏台次韵>是一首咏史诗。诗歌前半部分述说越国的卧薪尝
胆而来的吴国的失败，重温吴国的精兵强将也抵挡不住多年精心准备的越国
的那段历史的同时，对这个不可思议的历史事件发出无尽的慨叹；后一段利
用反语借西施论述吴国国王的糜烂生活和由此而来的国破人亡的历史必然
性。在这里这个充满风流和浪漫色彩的姑苏台成为一个充满传奇色彩的这段
历史的见证人，给人以无限的警示。作品中“君王枕戈志愿毕”的句子出自<晋
书·刘琨传>，曰：“吾枕戈待旦，志枭逆虏，常恐祖生先吾著鞭”。在这里，
“戈”指的是古代的一种兵器；“旦”是早晨，意思是立志杀敌，枕着武器睡觉到
天亮，形容时刻准备作战，明指越王勾践的“卧薪尝胆”，不忘会稽之耻，励精
图治以图复国的事情。下一句“子胥江上空涛波”的句子和伍子胥有关，指伍子
胥力谏吴王的事情，但吴王不听，反而赐死，将尸体抛在江水上。从权汉功的
经历来看，这是他在1314年忠宣王退位后，和李齐贤一道，随行忠宣王到江浙
一带游览时做的。诗歌整体上呈现出一种宿命的无可奈何的情调，但对这段
历史的惋惜之情溢于文外。
下面再看一首伍子胥有关的诗歌。
掛眼东门愤未消，碧江千古起波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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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人不识前贤志，但问潮头几尺高。

这是高丽前期朴寅亮的七言绝句<伍子胥庙>。朴寅亮（？--？）高丽文
臣，高丽文宗时期文科及第，后任右副承宣、礼部侍郎等职。1080年和户部尚
书柳洪、金觐等人一道出使宋朝。据传他在那里写了不少诗歌，这些诗歌收录
在『小华集』里。回国后任翰林学士承旨、同知中枢院事等职，著有『古今
录』十卷。诗歌首句是铺垫，交代伍子胥死后按他的要求把他的眼睛“置于东
门之上”的事情。伍子胥是含冤而死的，所以，他临死前要求门客将他的眼睛
置于东门之上，要亲眼看吴国的灭亡。果然不出伍子胥所料，他死后九年，吴
国为越国所灭。这里“掛眼东门愤未消”讲述的就是这个历史事件，其中“愤未
消”强化了伍子胥的深仇大恨；承句转写江水，这是比喻句，是用“千古起波
涛”的句子来抒写伍子胥的怨恨尚未消除，随着江水绵绵流淌在历史长河中的
事情。在这里作者用涛涛江水把历史和现实联系起来，不仅给人留下悠扬的
余味，而且为下面的起兴埋下伏笔；转句转而真正回到现实用“不识前贤志”来
显示先人和今人的反差，以此来凸显先贤的鸿浩之志；尾句是在历史的现
场，回忆着往事发出的一种慨叹。很显然，在这里作者为一代枭雄的传奇一生
和他的不幸遭遇发出深深的惋惜之情，也为后人的无知和愚昧表示深深的慨
叹。诗歌中的“千古涛”用比兴手法形象地表示伍子胥的深深怨恨；“前贤志”表
现出他对传奇性的人物伍子胥的深深的敬仰之情；“几尺高”含蓄意味深长。可
以说，这是高丽汉诗中写的非常好的为数不多的诗歌之一。
除此之外，金富轼的七言律诗<敬和王后挽词>、李齐贤的七言绝句<范
蠡>、郑枢的七言古诗<闻倭贼破江华郡且不寐做蛙夜鸣以叙怀>、赵浚的七言
律诗<夜泊金陵>等作品中也有姑苏台和伍子胥有关的故事。其倾向大致与上
述的内容相仿。总之，姑苏台和伍子胥的故事作为一个值得吸取的历史教训
和颇具一个浪漫色彩和风流情调的历史故事，成为中国江南的一个美好意象
反复出现在高丽汉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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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镜湖与贺知章

镜湖也叫鉴湖、长湖、庆湖、贺家湖、贺监湖，相传黄帝曾经在这里铸
过镜，所以叫镜湖。镜湖是位于浙江绍兴西南的一条狭长的湖，湖面宽阔，碧
波如镜，风景非常优美，犹如仙界，是充满传奇和神秘的地方。加上唐代的传
奇式的人物贺知章的充满风流的故事，在高丽文人心目中，镜湖也是一个诗
情画意，充满风流风情的、仙界般的别天地，经常出现在诗歌中。先看崔承佑
直接描写镜湖的一首诗〈镜湖〉。
採蕨山前越国中，麴尘秋水澹连空。芦花散扑沙头雪，菱菜吹生渡口风。
方朔绛囊游渺渺，鸱夷桂楫去忩忩。明皇乞与知章后，万顷恩波竟不穷。

崔承祐（？—935）韩国新罗时期著名的文学家，常和崔致远、崔彦伪一
道誉为“新罗后期的三崔”。他893年在中国考中宾贡科，十世纪初回国。回国
后，在甄萱的麾下，为后百济效力。据传他著有四六集『餬本集』五卷，但已
失传，『夹注名贤十抄诗』和『东文选』里收有他同样的十首七言律诗。 这
是其中的一首。诗题中的〈镜湖〉自古有“三百里”之说，是个充满诗情画意的
水乡。诗歌首联大笔着手描写镜湖秋水连天的美丽景色。诗中的“越国中”是因
为春秋战国时期这里是越国的都城，叫“越池”，所以在这里继续沿用这个称
呼；颌联承接首联，由远及近细写眼前的“芦花散扑”、“菱菜吹生”的镜湖自然
景象；颈联转而引出东方朔和范蠡这两个中国传奇般神秘的风流人物；尾联
出现中国皇帝中的风流男儿“明皇”唐玄宗，“知章”指的是唐代著名诗人贺知
章。贺知章（约659-约744）是唐代著名的文学家，是一个风流男儿，留下了
许多风流韵事。『新唐书』说：象先尝谓人曰：“季真清谈风流，吾一日不
见，则鄙吝生矣”。 这里的“象先”是贺知章的族人，“季真”是贺知章的字。“象
先”和贺知章关系很好，这是他评价贺知章的，可见一斑充满风流的贺知章的
5)

6)

有关崔承佑诗歌的评论参见尹允镇的〈崔承祐的汉诗与中国文化的关联〉，『长春师范
大学学报』2018年，第五期。
6) 欧阳修、宋祁撰, 『新唐书·列传一百二十一』，上海：中华书局，1975，p.5606.
5)

浪漫与风流：高丽汉诗中的江南意象研究

67

性情。唐玄宗时，贺知章曾任秘书监，后来告老返乡，想当道士，并请求唐玄
宗赏赐“镜湖剡川一曲”。 唐玄宗答应并诏赐镜湖剡川一曲，贺知章潇洒地休
官隐逸镜湖，过一个神仙般的晚年。在这里崔承佑借用的就是这个历史故
事。后来贺知章住在镜湖大香林附近，后来人们把那个地方叫“道士庄”，那一
带为“镜湖第一曲”。崔承祐在这里利用这个充满浪漫色彩的故事赞美皇恩的浩
大和万顷恩波的无穷无尽。
这首诗歌中出现的中国历史人物还有东方朔和范蠡。诗歌颈联说：“方朔
绛囊遊渺渺”，这里的“绛囊”中的“绛”，许慎『说文解字』说：“绛，大赤也”，
可见这是红色的袋子。而“绛囊”可以理解为医用或医生所用的袋子。清有『绛
囊撮要』就是医用书，可见这一句讲的是东方朔晚年背红色的袋子飘忽不定
的充满传奇神秘色彩的行迹。下一句“鸱夷桂楫去忩忩”中的“鸱夷”也可以作“鸱
夷子”，而这个“鸱夷子”就是范蠡。“桂楫”亦作“桂檝”，泛指船桨。晋朝王嘉
『拾遗记·前汉下』曰：“桂楫松舟，其犹重朴”，讲的就是船桨；大家知道，
范蠡经常扁舟遨游五湖，行踪飘摇不定，充满风流和充满神秘浪漫的传奇色
彩。
高丽文人也非常喜欢贺知章，显然这和他那旷达洒脱的个性和乐观豁达
和潇洒倜傥的气度有关，尤其是晚年的那种充满诗情画意的风流潇洒生活打
动了高丽文人。加上贺知章和明皇、杨贵妃，尤其是李白之间的各种充满风流
色彩的逸闻趣事，使他的一生充满传奇和风流色彩。因此，他也成为深得高丽
文人喜爱和崇敬的中国历史人物之一。
再看一首白文宝的七言律诗〈次镜浦台韵〉。
7)

何人诗接谢宣城，自觉高游不世情。美酒若罕瓶屡卧，澄江如练句还成。
得兼康乐登山兴，未必知章骑马行。月白鉴湖余一曲，休官明日负休明。

白文宝（1303—1374）是高丽后期文臣，忠肃王时期文科及第，经春秋检
阅，任右常侍，后任密直提学，官至政堂文学。他清廉正直，善诗文，最引人
7)

上文，p.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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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目的是他曾经提出引进宋朝的科举十课制度。这首诗题中的“镜浦台”位于韩
国江原道江陵市，是韩国关东八景之一，风景海水相连，非常优美。诗歌首联
“谢宜城”指的是南齐的谢眺，颈联“得兼康乐登山兴，未必知章骑马行”的前一
句说的是南朝宋的诗人谢灵运；下一句说的是贺知章。贺知章和李白一道是
中国有名的酒中八仙，据传他酒后骑马如乘船。有一次，他在长安“解金龟换
酒为乐”，（李白『对酒忆贺监序』），而骑马的姿态就像是乘船摇来晃去，
醉眼朦胧，眼花缭乱，跌进井里竟会在那里熟睡不醒。相传“阮咸尝醉，骑马
倾欹，人曰：‘个老子如乘船游波浪中’”（明王嗣奭『杜臆』卷一）。杜甫曾经
用这一故事，用夸张手法描摹贺知章酒后骑马的醉态与醉意，弥漫着一种谐
谑滑稽与欢快的情调，维妙维肖地表现了贺知章旷达纵逸、潇洒倜傥的性格
特征。尾联“月白鉴湖余一曲，休官明日负休明”的句子，也和贺知章有关。贺
知章年老要隐退，想回家乡会稽，唐玄宗就给他鉴湖的一部分，这就是上面提
到过的“鉴湖剡川一曲”。白文宝就是借用这个故事，说明镜浦台和鉴湖的相似
之处，暗示镜浦台也有和鉴湖媲美的美丽风景。诗歌中，作者把镜浦台比作鉴
湖，表现了和贺知章一样，远离社会，要过风流倜傥生活的志向。
再看一首林椿的〈追悼郑学士〉。
先生萧洒岀尘埃，忽叹风前玉树催。上帝已敎长吉去，海山曾待乐天来。
当年翰墨为人宝，高世声名造物猜。从此四明无贺监，谁能知我谪仙才。

这是林春悼念郑学士即郑叙的一首挽歌。林椿 （？―？），生年月不
详，高丽时期著名的诗人，字耆之，号西河，“竹林高会”的主要成员之一。他
本是高丽建国功臣的后代，但是，武臣之乱时，一落千丈，度过了七年的流浪
生活。他的许多作品就是在这一时期写的，所以，字里行间充满着对不合理社
会的愤懑和生活的痛苦以及怀才不遇、痛苦失望的情绪。但这部作品不然，是
主要赞美郑叙人品和美誉的。郑叙（？--？）号瓜亭，也是高丽时期的文
人、画家，官至内侍郎中，传有〈郑瓜亭曲〉。诗歌颔联中的“长吉”指的是李
贺，下一个“海山”句来自白居易的诗歌〈答客说〉。 尾联“从此四明无贺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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谁能知我谪仙才”中的“四明”是古代地名。这个四明山在浙江东部沿海余姚市
四明山镇，在贺知章家乡附近。贺知章是会稽永兴人，他性情放旷，善于言
谈，酷爱喝酒，他晚年自号四明狂客，又称秘书外监。天宝初，他还乡为道
士，不久即寿终。『旧唐书·文苑传中·贺知章』词条里详细记载了贺知章的
这一生活和他的豪放的性格。 下一句“谪仙”句也和贺知章有关，据传这个“谪
仙”也出自贺子章之口。话说当年在长安，李白有幸结识了任太子宾客的老诗
人贺知章。当时的贺知章年逾古稀，可是还有诗人应有的那种激情，李白的
〈蜀道难〉就激起了他那心如古井的情感狂澜，从此贺知章非常赞赏李白，称
他为“谪仙人”，说李白不是凡人。李白一生最在意的就是这个“谪仙”的称谓。
后来李白亲自前往贺知章墓前，表示了对故人的哀思。这也许就是对贺知章
一生情感的一种总结和回报吧。李白当时无限的感慨：真可谓成也知章，败也
知章啊！
除此之外，李仁老也有直接描写贺知章的〈四明狂客〉。诗歌和也其他
诗歌一样，述说贺知章和镜湖的旷达洒脱风流传奇性的神秘一生。
9)

5.

兰亭与王羲之

兰亭，位于浙江绍兴兰渚山下，传说越王勾践曾经在那里植过兰，汉朝
的时候还在那里设驿亭，故名曰兰亭。兰亭名扬四海和书圣王羲之和他的『兰
亭集序』有关。王羲之（303-361，一作321-379），东晋著名的书法家，原
籍琅琊（今山东临沂），后居会稽山阴（今浙江绍兴），官至右军将军。公元
353年，时任会稽内史的王羲之约谢安、孙绰等41个文人墨客在兰亭宴饮修
褉， 以流觞曲水做诗助兴。结果26人乘兴作了36首诗赋。王羲之很高兴，
10)

白居易的诗歌写道：“吾学空门非学仙，恐君此语是虚传，海山不足吾归处，归则应归
兜率天”。
9) 许嘉璐主编，『二十四史全译·旧唐书』，上海：汉语大词典出版社，2004，pp.4328
—4329.
10) “修褉”为上巳节举行的岁时民俗活动，一般去河边，洗涤拔除。中国民间有阴历三月三
日男女老幼都去河边洗涤的习俗。『后汉书·礼仪志』曰“是月（三月）上巳，官民皆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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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即把这些诗赋缉成一个集子，亲自作序，并且还亲自挥笔为这个集子书写
了序，这就是那著名的『兰亭集序』。
高丽文人非常熟悉这个序以及这个序的产生过程，而且认为这整个过程
充满风流儒雅，充满诗情画意，加上美丽的江南风情，都津津乐道这个故
事，并且以此为题写了不少诗歌。先看一首崔瀣的五言古体诗〈上巳益斋席上
得盛字〉。
忆在大得间，吾年方甚盛。亦在喜功名，爱喧不爱静。
奔驰竟无成，进退两交病。年今过半百，敢谓能知命。
晚契讬高人，月不负觞咏.。褉事讲今辰，想像兰亭令。
纵恠非诗仙，且乐中酒圣。

崔瀣(1287--1340)高丽时期的著名文人，曾在元朝科举及第，他性情刚
正不阿，以诗酒为友，是新罗著名的诗人崔致远的后裔。从这首诗歌的诗题
看，崔瀣在上巳节李齐贤的宴会上得到一个盛字，以此做韵脚做的诗。诗歌整
体描写的是上巳节褉事活动的，因此，诗歌很自然地引出了王羲之和兰亭。大
家知道，上巳节也就是阴历三月初三，中国的传统岁时民俗节，有沐浴来洁身
去病的习俗。从『周礼』中的这天巫女进行的春浴祭祀的记载和『论语·先
进』中的“暮春者，春服既成，浴乎沂，风乎舞雩，咏而归”的句子来看，中国
早就有了这种风俗。韩国很早开始使用中国历书， 有很多中国传统节日相同
的民俗节。 诗题中的“上巳”指的就是阴历三月初三上巳节；“益斋”是李齐贤
的号。诗歌反映崔瀣为人谦虚谨慎的一贯风格，同时结合李齐贤的盛宴联想
11)

12)

洁于东流水上，曰洗濯祓除，去宿垢，为大洁。”高丽时期韩国也有这个风俗，崔瀣的
五言古体诗〈上巳益斋席上得盛字〉就是上巳节写的。
11) 据『三国史记』记载，新罗文武王十四年（公元674年）新罗的大奈麻德福把中国汉代
的“四分历”传到了韩国。见金富轼『三国史记』，首尔：弘新文化社，1994，p.146.
12) 高丽时期韩国有这个风俗，除崔瀣的这首诗歌外，李穑也有晚年写的诗歌〈即事〉，这
首诗歌第二首全文如下：“病后东风日日狂，马蹄随处泛崇光。花心欲写天心巧，酒力
能扶笔力长。达士忘形如魏晋，可人携手喜参商。自怜春服犹成未，褉饮熊川趁夏
凉。”这里这个尾联“褉饮熊川”就是描写这个风俗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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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王羲之的修褉和流觞曲水，诗意明确，联想自然，也不乏饮酒做诗的优雅的
风趣。
此身念念异前身，俯仰人间迹已陈。
赖有银钩留蠒纸，山阴风月古今新。

这是李仁老的七言绝句〈山阴陈迹〉，这首诗歌的诗题来自王羲之的
『兰亭集序』，序里有“俯仰之间，已成陈迹”的句子，意思就是岁月似水，世
界上的一切事都是弹指一挥间，“转眼成过去”。李仁老的这个诗题和诗歌的承
句显然是这一王羲之句子的翻版和改用，借来也是表达岁月之流逝的；而下
面转句“赖有银鉤留蠒纸”也来自王羲之。据传王羲之作〈兰亭序〉之后，借酒
兴，用鼠须笔，在蠒纸上，即席挥洒，写下了二十八行，三百二十四个字，这
就是被后人誉为“天下第一行书”的『兰亭集序』。后来他多次重写这个序，但
都不如这第一次写的，从而他当年在兰亭写的那个序成为人们争相收藏的珍
品。据传后来唐太宗李世民也加入这个行列，给这个故事增添了不少传奇和
浪漫风流的色彩。
李奎报的七言绝句〈右军换鹅〉是从别的角度书写王羲之的诗歌。
费尽溪藤始扫残，满笼刚换白鹅还。
不知痴姥烹相待，破却山阴一段悭。

李奎报（1168—1241）是高丽时期最著名的诗人，据传他从14岁开始写
诗，一生写了8000多首诗歌，其中最有名的就是『东明王篇』，另外，他著
有文集『东国李相国集』。『东文选』收录李奎报的诗歌61题77首，是高丽诗
人中收录最多的一个，这是其中的一首。诗题中的“右军”就是王羲之，王羲之
曾任过右军将军。“换鹅”说的是王羲之拿自己书写的〈黄庭经〉换鹅的故事。
话说当年山阴有一个道士，想得到一副王羲之的书法珍品，他知道王羲之爱
鹅成癖，特地准备了一笼又肥又大的白鹅，作为王羲之写经的报酬。王羲之见
鹅欣然为道士写了半天的经文，高兴地“笼鹅而归”。下面“不如癡姥烹相待”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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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子中讲的也是王羲之的故事。有一次，王羲之听说会稽有个老妪养一鹅，而
且这个鹅的叫声非常动听。王羲之非常高兴，和朋友们一道去老太家看鹅。老
妪听说王羲之要来，想热心招待他，结果杀鹅烹饪，准备给王羲之吃。这令王
羲之哭笑不得，为之叹惜好几天。作者在这里借用这些和王羲之有关的逸闻
趣事抒发了对王羲之的敬仰之情。
除此之外，洪逸童也在七言古体诗〈壬子深邀我游汉江招刚中用洪武正
韵〉中借用兰亭和王羲之的故事，描写了宴会中的风流场景；除此之外，洪瀹
的〈谢送坡崔相国诚之惠茶纸〉、李仁复的〈送偰宝符还大明〉、朴元亨的
〈花山君无尽亭诗次崔宁城韵〉等诗歌也借用了王羲之和兰亭有关的故事。
6.

结论

以上我们以高丽汉诗中的充满风流和传奇浪漫色彩的几个江南有名的意
象和风流人物，集中考察了高丽文人对中国江南的独特认识和高丽汉诗中的
江南意象。崔致远曾经指出：“国有玄妙之道，曰风流。” 这就是说，韩国自
古有个玄妙的道，这个道就是“风流”，韩国人自古把“风流”看作是一个人要达
到的一个理想境界。 高丽文人也是这样，他们是根据这种标准看中国江南
历史人物的。其中我们在前面已经论述的那样，范蠡毫无眷恋抛弃荣华富
贵，畅游江南五湖以及他的风流潇洒故事和中国传说中的一大美人西施联系
在一起，给江南增添了风流、浪漫而优雅的神秘色彩；姑苏台以及伍子胥的故
事与勾践、夫差的充满传奇色彩的风云人物以及波澜壮阔的吴越历史连在一
起，给江南意象增添了浓郁的传奇和风流色彩；镜湖以及贺知章的故事和传
奇性的风流人物唐玄宗、杨贵妃以及李白相结合，有了无限的风流色彩；兰亭
以及王羲之充满风骚的历史故事和唐太宗李世民对〈兰亭序〉的传说般的故
13)

14)

金富轼著，李丙涛校勘，『三国史记』卷四，『新罗本纪·真兴王·37年』，首尔：乙
酉文化社，1996. 转引自HanHeung-Sub「对‘鸾郎碑序’中的风流道的一种解释」，釜
山大学韩国民族文化研究所『韩国民族文化』(26)，2005. p.186.
14) 有关“风流”的问题我们在另文专题进行探讨。
13)

浪漫与风流：高丽汉诗中的江南意象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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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结合在一起给兰亭和王羲之增添了更加神秘的传奇色彩。同时高丽文人的
心目中这些人和故事又给本来充满浪漫和神秘色彩的优美的江南大地增添了
更浪漫的传奇的风流色彩，而这些就和高丽诗人追求的、崔致远所说的“玄妙
之道”和“风流”倜傥的生活志向和审美理想相吻合，构成一幅美丽的江南历史
画卷。这是高丽诗人经常描写五湖与范蠡、姑苏台与伍子胥、鉴湖与贺知
章、兰亭与王羲之等江南意象的真正原因。另外，高丽诗歌中还经常出现西
湖、会稽、山阴等江南形象，至于这些我们在今后继续探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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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mance and Feng-liu(风流): The Study of Jiangnan Images
in Goryeo Chinese Poetry
- With a focus on Selected Chinese Poetry Zheng, Dongmei·Yin, Yunzhen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Jiang-nan of China has always been a fairy historical
space full of mystery, romance and Feng-liu(风流),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endless yearning and longing. This is also the case in Goryeo Chinese poetry. There
are many works which take Jiang-nan as the title, use Jiangnan images or describe
Jiangnan historical figures. Jiangnan in the poem is centered on Suzhou and
Hangzhou. There are not only famous historical sites such as the Yangtze River,
Nanjing, West Lake and Huiji, but also a many historical figures who once traveled
Jiangnan and left a good reputation. Among them are Wuhu and Fan Li, Gusutai and
Wu Zixu, Jian-hu and He Zhizhang, Lanting and Wang Xizhi. In the opinion of
Koreans, these legendary historical sites and figures add more mysterious, legendary
and romantic colors to the fairy-like land of Jian-nan, which was originally full of
feng-liu. Goryeo poetry concentrates on these historical monuments and these
legendary figures, firstly because they are places and figures to which Koreans aspire
and long for; but also because they embody an aesthetic closely linked to Goryeo
poetics, that is, the Goryeo aesthetic thought of feng-liu as beauty.
Keyword

Goryeo Chinese Poetry, Jiangnan Images, Mystery, Romance,

Feng-liu(风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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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환대의 윤리 고찰
- 서성란의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

방민화*

국문요약
오늘날 이주의 시대에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주 결혼은 사랑과 친밀성
그리고 경제적 필요가 상호 결합된 방식이지만 낭만적 관점을 배제하고 경제적 관점으로 보
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일정 정도 추인되고 있다.
본고는 서성란의 <파프리카>의 츄옌의 결혼을 낭만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츄옌은 이
주국의 교환가치에 포획당한 채 다중적 역할과 책무가 부과된 결혼생활이 녹록하지 않다. 한
국과 베트남 사이의 이중적 존재인 츄옌은 한글 사용만 가능하므로 자신의 언어는 박탈되고
입은 봉인된다. 가정 밖에서도 이주민으로서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가장자리에
있는 이주 여성은 말할 권리가 있지만 말할 수 없고 환대받을 권리가 있지만 환대받지 못하고
타자화된다.
레비나스는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얼굴로 접근하여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주체의 주체
성이 드러난다고 본다. 본고는 사회 안으로 편입되었지만 성원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가장자
리에 있는 이주 여성의 얼굴을 주목한다. 이주 여성의 얼굴과 목소리, 이름이 지워진다. 그것
을 복원하기 위해 이주 여성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는 윤리가 필요하다. 토착
민과 이주민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참된 인간성의 차원을 열어 서로를 환대하는 삶의 가능성
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플랫폼 물신주의 시대에 의미 있는 접근이기도 하다.
주제어

다문화 소설, 이주 여성, 사회적 성원권, 얼굴, 환대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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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2. 이방인 환대의 경계
3. 얼굴 없는 타자와 사회적 성원권
4. 침묵의 언어와 듣기의 윤리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오늘날을 ‘이주의 시대’1)라 규정한다면 세계는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Homo Migrans)’2)의 인류사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방인이
도래하면서 2000년대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된 이후에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남성의 경제적 지원과 교환된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
제결혼’3)은 인간관계가 상품 관계로 치환되면서 상대 여성을 ‘구매 가능한 대상
으로 표상’4)한다. 그래서 이주를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을 친밀성이 거래되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본다. 이주 결혼은 사랑과 친
밀성에 대한 개인의 욕망과 경제적 필요가 상호 결합 되는 방식이다.5) 그런데
국제결혼을 낭만적 관점을 배제하고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

1)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2013, pp.23-44.
2) 질 들뢰즈가 도입한 노마드(nomade)와는 다르다. 노마드가 정주에 연연하지 않는 기동
전인 반면 호모 미그란스는 정착지를 근거를 삼는 진지전 성격이 강하다.(조일준, 이주
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푸른역사, 2016, pp.8-10.)
3) 본고에서 국제결혼은 경제적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으로 한정
한다.
4)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제70호, 2006, p.13.
5) 이재경,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여성학논집 제 26집 1호, 2009,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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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런 흐름이 일반적으로 추인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서성란의 <파프리카>6)의 선행 연구7)는 다문화 소설 재현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본고는 이주 여성의 결혼을 사랑과 꿈을 가진 존재로서
선택한 낭만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고 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사회적 성원권’8)을 얻지 못한다. 이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지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회의
‘밑바닥’이 아니라 ‘가장자리’9)에 놓여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얼굴을 보고
자 한다. ‘얼굴은 개별적 존재자의 존엄성이며, 주체의 인격을 대신하는 말이다
.’10) ‘얼굴은 자신을 보여주면서 존재의 동일성 속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난다.’11) 그래서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
계를 얼굴의 현현(épiphaniedu visage)’12)으로 접근하여 주체의 주체성을 타인
과의 윤리적 관계에서 찾고,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환대(hospitalité)로서의 주
체성13)이 드러난다고 본다. 지구화 시대에 차별과 배제, 모멸과 혐오가 일상화

6) 서성란, <파프리카>, 한국문학, 2007년 겨울호 발표.
파프리카(화남출판사, 2009.) 본문 인용은 출처를 생략하고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7) 김지혜,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이중적 환대와 교육의 문제｣, 문학교육학 제44호,
2014.
송명희,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베트남 여성｣, 현대소설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연남경, ｢다문화 사회와 여성의 몸 구현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8집, 2010.
이경재, 이질적인 선율들이 넘치는 세계, 소명출판, 2021.
조민경,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호명과 주체｣,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 사회적 성원권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
는 것이다. 법적 지위권과는 다른 것으로 타인의 환대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환대란
장소를 내주는 행위이므로 사람, 장소, 그리고 환대, 이 세 개념은 맞물려서 서로를 지탱
한다.(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6. ‘2장 성원권과 인정 투쟁’ 참조.)
9) 밑바닥은 사회계층의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를 일컫는다. 이들은 사회구조 안으로 편입
된, 성원권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은 부분적으로건 전
적으로건 성원권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로 의미화된다.(안상원,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
는가｣, 이화어문논집 제40집, 2016, p.243.)
10) 박남희, 레비나스, 그는 누구인가, 세창출판사, 2009, p.92.
11)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18, p.148.
12) 위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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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실이다. 이 폭력적인 현실 앞에 가장자리에 선 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윤
리적 호소를 간청한다. 그 윤리적 호소에 환대하는 주체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존재론적 모험’14)이 따라야 한다.
본고는 이주 여성의 얼굴에 주목하여 환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플랫폼 물신주의’15) 시대에 ‘얼굴의 현현’을 고찰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며, 참된 인간성의 차원을 열어 서로를 환대하는 삶의
가능성을 살피는 길이다. 이는 이주 여성의 정체성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균열을 가해 인간성의 본질적 문제임을 고구(考究)하려는 데 있다.

2. 이방인 환대의 경계
대중매체가 이주 여성을 주로 자기희생으로 위기에 처한 가부장적 핵가족을
구원하는 영웅, 희생자, 성 상품으로 세 가지 범주로 전형화하고 있다. 그것은
이주 여성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의도
와 상관없이 대중매체가 만든 프레임대로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시각이
정부, 여성단체, 학계 연구에서 일정 정도 추인되는 경향이 있다.16) 대중매체가
만든 프레임은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츄옌의 베트남 가정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만큼 가난하지 않다. 그녀의 결혼
은 가난한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촉발된 희생적인 선택이 아
니다.

13) 위의 책, p.32.
14) 레비나스의 철학은 초월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관심이 있다. 초월은 존재에서 존재자(주
체)로의 이행이고 존재자에서 다시 타자(무한자)로의 이행, 넘어감이다.(강영안, 위의
책, p.86.)
15) 최종렬, ｢플랫폼 물신주의｣, 경향신문 2021. 8. 2.
16) 최종렬은 결혼이주여성을 정형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 연구의 긍정적인 성과도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주 여성의 행위를 문화사회학적 차원에서 설
명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최종렬, 지구화의 이방인들, 마음의 거울,
2015,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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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은 미용사라는 수연은 중일보다 스물한 살이나 어렸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과 산업연수생 비자를 얻어 한국으로 간 오빠가 있고 부모
는 호치민 광장 부근에서 기념품 가게를 하고 있어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 걱정은 없는 처녀였다.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수연은 인사말 정도는
할 줄 알았다.(p.50)

“부유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츄옌은 한국어
를 공부하며 더 나은 삶과 행복을 기대하며 낭만적 사랑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조건을 선택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결혼만 물질적·도구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매매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겨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는 츄옌은 목욕탕에 가서 몸을 녹이는 것을
좋아한다. 농장 일이 바빠 “문화센터에서 한글과 한국말을 배우지 못해도 선미
엄마 옷가게에 가서 놀 수 없어도 목욕탕만은 꼭 가고 싶”어한다. 잠시나마 힘겨
운 노동에서 벗어나 “온탕에 몸을 담그고 앉아 있을 때 츄옌은 고향에 있는 듯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츄옌에게 목욕탕은 위로의 공간이다. 온탕의 따뜻한
물은 추위에 떠는 몸을 녹여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알몸을 감싸는 따뜻한
물은 양수(羊水)이며, 그것은 존재의 근원지인 고향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온탕에 몸을 담그고 앉아 실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던 츄옌은 차가운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깜짝 놀라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물때가 번들거리는 벽에 걸려 있는 둥근
벽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츄옌은 온탕 밖 가장자리 아래쪽에 턱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발을 내딛었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다. 온탕에
앉아 있던 늙은 여자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츄옌은 대꾸하지 않았다.
“메끼옙!”
샴푸와 린스, 칫솔, 치약, 길쭉한 때타월 따위를 비닐가방 안에 쓸어 넣으면서 츄
옌은 낮은 목소리로 연거푸 욕설을 내뱉었다.(p.42)

탕 안은 고향과 같은 아늑한 공간이지만 목욕탕 바깥에는 아내와 며느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버거운 현실이 놓여 있다.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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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참을 준비해야 하는 츄옌은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라 탕 밖으로 나오다가
턱에 발목을 접질리고 만다. 그 ‘턱’은 “이방인이 다른 삶,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 경계”17)이다. 만남이 시작되는 곳,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 거기서 이방
인을 안으로 들일지, 밖으로 내칠지 결정하게 되는 문지방이다.18) 고향을 환기
하는 목욕탕과 그 바깥의 경계인 ‘턱’에 걸려 발목을 다친 것은 이방인 진입의
경계가 강경하여 이주 여성이 환대받지 못하게 될 현실을 암시한다.

3. 얼굴 없는 타자와 사회적 성원권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인적 자원이 되었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경
제적 환경이 동등하지 않은 이국민 간의 결혼이, 특히 남성 ‘토착민’과 여성 ‘이
주민’의 결합이 금전적인 거래의 형식을 띠고 이루어”19)졌다.
국제결혼 알선업체에서 마련한 단체 맞선 자리에서 중일은 아오자이를 입은
츄옌을 보게 된다.
수연은 몸에 꽉 끼는 병아리색 아오자이를 입고 있었다. 허벅지 아래 터진 틈 사
이로 흰색 바지가 보였지만 그는 미끈하고 탱탱한 종아리와 가느다란 발목을 엿보기
라도 한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일부러 옆자리에 앉은 처녀에게 눈길을 돌렸지만 이
미 마음을 정한 그의 눈에는 다른 처녀의 얼굴은 들어오지 않았다.(p.51)

아오자이 아래에 터진 틈 사이로 츄옌의 몸은 ‘허벅지’, ‘종아리’, ‘발목’으로
‘파편화되어(fragmented)’ 재현되고 그것은 ‘성적인(sexual)’ 여성을 환유적으로
나타낸다.20) 츄옌을 바라보는 중일의 시선 권력은 보는 대상을 소유하거나 소
17) 복도훈, ｢유머와 기적, 환대와 사랑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탈)주체성의 몇 가지 징표
들｣, 실천문학 5월호, 2006, p.183.
18) 김애령, 듣기의 윤리, 봄날의 박씨, 2020, p.157.
19)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2004, pp.207-208.
20) 수잔나 D. 월터스,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김현미 외 3인 역, 또 하나의 문화,
2001,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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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수 있는 권리21)이며 “이 시선은 권력, 접근, 통제 관계를 수반하며 ‘차이’를
만들어”22) 낸다. 남녀의 위계화된 권력관계는 결혼 이후에 지속된다.
<파프리카>는 정사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중일은 파프리카를 먹으면서 츄옌
의 육체를 연상하며 황홀경을 떠올린다.
가지에 매달려 있는 붉은 열매는 손끝으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진저리치며 떨
어진다. 중일은 제풀에 떨어진 과실 하나를 집어 굳은살 박인 손가락으로 쓰다듬고
코에 대고 향을 맡아본다. 파프리카는 수연의 속살처럼 탱탱하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른다. 수연이 처음 수줍게 제 몸을 열어주던 날 중일은 농익은 파프리카 열매를
욕심껏 베어 먹었고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입안에서 아삭하게 씹히는 파프리카의 육
질과 향기에 취해 황홀한 절정을 맛보았다. 중일은 틈만 나면 수연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 갔다. 그녀는 여전히 수줍어하면서도 중일이 요구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 주었
고 그때마다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다. 도톰한 껍질 안에 숨
어 있는 속살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웠다. 틈 없이 꽉 차 있을 것 같던 과실 안쪽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비밀스럽게 숨어 있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단물이 고였다. 씨
앗을 쏟아낼 때 그는 이를 악물고 행여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 나갈까 두려워 몸도
마음도 다급해졌다.(pp.37-38)

‘탱탱하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파프리카는 츄옌의 육체와 동일시된다.23)
중일은 “파프리카를 욕심껏 베어”, “아삭하게 씹히는 파프리카의 육질과 향기에
취해” 황홀경을 맛본다. 여성의 몸을 대상화한 파프리카를 ‘먹는’ 행위는 중일의
섹슈얼리티를 나타낸다. 츄옌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중일의 행위와 감각만
부각되어 있으며, 성적 대상인 츄옌은 몸만 있고 얼굴은 없다. 성적 대상을 일방
적으로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대화의 상대로서 말을 건넬 수 없는 존재이므
로 근원거리(Urdistanz) 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 근원거리 두기는 타자가 하나
21) 위의 책. p.79.
22) 위의 책, p.73.
23) 소설에 재현된 이주민의 모습은 순수하고 연약한 자연의 이미지로 비유되어 연민과 시혜
의 시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문명과 자연으로 대비되는 표상에는 위계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으며 하위제국의 시선이 잠재되어 있다.(김지혜, 앞의 논문,
pp.256-257.)

82 한중인문학연구 75

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물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인간의 원리로 기능한다.24)
근원거리 두기가 없는 츄옌은 얼굴 없는 타자이다.
이주 여성이 처한 상황은 디아스포라 현상 속에서 지속적인 타자로서의 적응
과 교섭 그리고 배제의 역학이라는 스팩트럼 위에 놓이게 된다. 이주 여성이 이
주한 사회의 문화와의 교섭(negotiation) 과정에서 타자성을 지속시키느냐 적극
적으로 수용되느냐를 결정하는 변수로 섹슈얼리티가 작용한다.25) “중일이 요구
대로 몸을 움직여 주”는 츄옌의 섹슈얼리티는 한국의 결혼생활에 안착하려는 의
지라고 할 수 있다.
츄옌은 가사와 농장일로 “얼굴에 로션 하나 찍어 바를 시간이 없”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과 “등을 보이고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지쳐 보”인다. ‘뒷모습’과 ‘등’은 ‘헐벗은 것’(nakedness)
은 아니다. 파프리카 수확을 도와야 하는 츄옌은 “중일의 트럭 뒤를 쫓아 농장으
로 가야 했”고, 중일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를 따라오는 그녀를 살”필 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서로 ‘뒤’를 쳐다보거나 쫓을 뿐이다. 츄옌의 고된 현실을
알기에 중일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외면한다.
“돈을 들여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처녀를 며느리로 들였”는데 츄옌이 출산을
하지 못하니 시모는 “밥값을 하지 못하는 년”이라고 욕한다. 시모가 쌜죽한 눈
으로 알아듣기 힘든 말을 “총알처럼” 빠르게 하면 츄옌의 얼굴에 놀라움과 무서
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츄옌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겁먹은 얼굴로 순종하겠
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절대적 경험
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 근거해 있다.26) 하지만 츄
옌의 가족은 츄옌의 얼굴을 마주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다중적 역할을
하는 기능적 인물로만 받아들일 뿐이다. 가정은 ‘유의미한 타자들(significant
24)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지성사, 2015, p.42.
부버에 따르면 근원거리는 “인간의 원리”로 기능하며 타자성Alterität이 성립할 수 있는
초월적 전제를 이룬다.(Martin Buber, Urdistanz und Beziebung, Heidelberg, 1978 참
조.(위의 책, 재인용)
25) 이수자, 앞의 논문, p.190.
26) 강영안, 앞의 책,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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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과의 인정의 호혜적 교환으로 실존적 차원의 자존감을 만들고 유지하는
공간이지만 츄옌에게는 문제적 상황으로 탈영토화된 공간이다.27) 이주국의 교
환 가치적 사고에 포획당한 츄옌은 다친 발목을 끌면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한
다.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결혼은 한국 남성을 위한 가족 내 무급 노동자, 성적
서비스 제공자, 가사노동자의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권력 장치로 작동
한다.28)
중일은 농장 뒷정리를 할 때에서야 츄옌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알게 된
다. 그날 밤 중일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자 츄옌이 “짧게 비명을
내지르며 얼굴을 찡그린다.” “얼굴은 순간이며 사건이다.”29) 그것은 나의 표상
과 인식, 얼굴 그 자체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는 타인의 존재 방식이다.30) 이 비
명에 놀란 중일이가 마주한 츄옌의 ‘얼굴은 현실 자체’31)이다.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마주함은 레비나스에 따르면 ‘윤리적 사건’이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
이 내리는 명령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감성이야말로 윤리
의 근원적 차원이다.”32)
중일은 뜨거운 물수건으로 츄옌의 발목을 찜찔하며 농장 일을 쉬게 하고 한의
원에 동행해서 치료를 돕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트럭 안에서 중일은 마음이 놓
인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중일이 츄옌의 상처를 치료하
는 것은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타자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질문을 괄호 안에 넣은
27) 최종렬,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이론 37, 2010, p.264.
28) 김현미, 앞의 논문, p 31.
29) 서규환, 정치적 모랄리아 1. 레비나스, 다이아트, 2017, p.143.
30) 강영안, 앞의 책, p.178.
31) “이웃의 얼굴은 (…) 생김새의 윤곽을 지칭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한 비유 또한 아니다.
(…) 얼굴이 내게 드러내는 것은 이웃의 순수한 인간성 속에 나타나는 그의 현실이다
(…).”(Stéphane Mosès, L'Idée de Justice dans la Philosophie d'Emmanuel Lévinas
in: Revista Portuguesa de Filosofia, T. 62, Fasc. 2/4, 2006, p.381.(김동훈, ｢무조건
적 존중의 대상인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인가? 레비나스와 지젝의 이웃 개념에
관한 변증법적 고찰｣, 철학논총 72, 새한철학학회, 2013, p.273 재인용.)
32) 김상록, ｢레비나스와 얼굴의 윤리학｣, 처음 읽는 윤리학, 동녘, 2013,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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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그를 환대하는 것을 말한다.”33)
집밖에서 츄옌은 외양으로 시선을 받는다. “젊은 병사들의 호기심 가득 찬 시
선이나 흘깃거리는 여자들의 눈빛”과 “공중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입을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시선”이 불편하다.
목욕탕 카운터에서는 젊은 병사가 표를 팔았다.
“한국사람 아니죠?”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에 시집왔어요.”
똑같은 물음에 대답할 때마다 츄옌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니까, 국제결혼? 베트남 신부네요.”
고개를 끄덕거리며 츄옌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행여 표를 주지 않으면 어쩌
나 하는 걱정을 매번 똑같이 하면서 젊은 병사가 어서 표를 내주기만 기다렸
다.(pp.52-53)

“얼굴은 그 사람의 겉과 속이 아니라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흐름에 두
루 퍼져 있”34)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예의 바른 무관심(civil inattention)’이 필
요하지만 젊은 병사는 신원을 되묻으며 ‘초점 없는 상호작용’으로 차이를 ‘사소
화(trivialize)’하지 못한다.35) 타자에 대한 인식은 일상에서 접촉하는 미디어 재
현에 의존해 있는데 그것은 실제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사회적·경제

33) 김현경, 앞의 책, pp.211-212.
34) 어빙 고프먼, 상호작용 의례, 진수미 옮김, 아카넷, 2014, p.19.
35) ‘예의 바른 무관심’은 공현전(co-presence)한 타자가 나를 봐도 괜찮으며 동시에 나도
그를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서로가 주고받아야 할 존중이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 일종의 권리 주장한다. 고프만은 이를
생물학을 빌어 ‘자아의 영토’(territory of the self)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인간도 자아의
영토라는 자신의 ‘전유영역’(perserve)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고프만은 자아의 영토를
호혜적으로 서로 보호하는 것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초점 있는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최종렬, 다문화주의의 사용, 한국문화사, 2017, pp.238-246.)
초점 없는 상호작용은 자신 앞에 현전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시 훑어보면서 그의 시선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발생한다. Erving Goffman,
Behavior in Public Paces: Not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Gatherings.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p.24.(위의 책, p.239 재인용.)

결혼이주여성의 환대의 윤리 고찰 85

적·정치적 약자의 삶을 함부로 다루는 ‘무례한 미디어’36)에 ‘재현의 윤리’37)가
필요하다.
병사의 되물음에 “츄옌은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끼면서 입장권을 받지 못할
까 봐 조바심을 낸다. “이주 여성은 공적 제도 영역에서 한국 사회라는 ‘일반화
된 타자’(generalized others)로부터도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적 상황
에 직면”38)하여 사회적 성원권을 얻지 못한다. 사회적 성원권은 생래적으로 부
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할 때 사회적 자아로서 ‘얼굴’을 얻게 되며, “타
인의 환대 속에서만 자신의 사회적 성원권을 확인할 수 있다.”39) 츄옌은 내국인
이면서 포함과 배제가 공존하는 모순된 현실에 놓여 있다.

4. 침묵의 언어와 듣기의 윤리
츄옌이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중일은 단지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
연’이라고 부른다.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름이다.
‘수연’, 중일은 그녀가 깎아놓은 몇 자루의 연필이 든 필통 속에서 연필심이 뾰족
한 연필을 꺼내 또박또박 노트에 썼다.
“내가 지은 당신 이름이야. 마음에 들어?”
그녀는 연필심을 입술 끝에 물고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일을 바라보았다.
“츄옌은 발음하기 어려워.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수연이야.”

36) 무례한 미디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타자의 삶이 함부로
다루어진다는 의미, 미디어 권력이 우리의 삶에 함부로 개입한다는 의미이다.(이희은, ｢
무례한 미디어: 매개된 경험과 타자의 삶｣, 한국방송학보 31(3), 2017, p.217.)
37) 미디어와 윤리의 관계를 고찰한 로저 실버스톤(Roger Silverstone)은 레비나스의 ‘타자
의 윤리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미디어 분야에서 ‘윤리적 전환’을 이끄는 데 선구적인 역할
을 했다.(채석진, ｢미디어, 일상, 환대: 매개된 타자와 적절한 거리 만들기｣, 문화와 정
치(3), 한양대 평화연구소, 2017.)
38) 최종렬, 앞의 논문, p.265.
39) 김현경, 앞의 책, p.65.
“성원권의 문제는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학의 문제이다.”(위의 책,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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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던 그녀는 중일의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p.40)

“타자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와 더불어 나를 어떻게 호명되게 만들 것인가
는 하나의 정치활동이다.”40) 베트남 이름을 버리고 한국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주체성을 지우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동화주
의’41) 태도이다. 중일의 호명(呼名) 권력은 츄옌이 개인적 주체가 되지 못하도
록 방해한다. “환대의 법들을 만드는 것은 가정의 폭군·아버지·남편, 그리고
어른인 집주인이다. 그는 환대의 법들을 표상한다.”42) 중일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 속으로 환대하기 위해 ‘수연’을 호명한다.43) 호명에 응답하는
츄옌은 가족 이데올로기 질서를 따르는 예속적 존재로서 아내와 며느리가 된다.
“이름은 언제나 사회적 실존을 확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방식이
세계 속의 나의 위치까지 결정하는 것이다.”44) 수연은 흙탕물에서 피는 수련(睡
蓮)을 환기시키며, 외국인 아내라는 외형적 조건에도 한국인의 아내와 며느리로

서 역할 완수를 요구하는 부름이다.
중일의 뜻에 반응할 언어 수단이 없는 츄옌은 ‘눈을 동그랗게 뜨거나 눈만 멀
뚱멀뚱 뜨고 쳐다보며’ 의아함과 놀라움을 나타낸다. 츄옌을 문화센터 한글 강
좌에 데리고 간 것은 중일이었지만 애초 한글을 익히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
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 한국 생활 적응이 수월할 것이라
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다 파프리카 수확기를 맞아 농사일로 바빠지자 츄옌은 목
욕탕과 한글 강좌 수업에 갈 수 없게 되자 공책에 모국어로 답답함을 풀어놓는
다. ‘이방인은 공통적으로 장소와 언어라는 두 가지 한(soupirs), 두 가지 향수를
가진다. 그것은 죽음과 언어이며, 모국어는 최후의 고향이자 보루이다.’45)
40) 이라영, 폭력의 진부함, 갈무리, 2020, p.272.
41) 동화주의는 용광로(melting pot) 모델로 불린다. 모든 차이를 용광로에 녹여서 단일의
국민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p.298.)
42)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4, p.150.
43) 조민경, 앞의 논문, pp.62-63.
44) 이라영, 앞의 책,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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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옌이 한글 강좌 수업에 갈 수 없게 되자 중일은 자기 전에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만 성적 욕망이 앞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츄옌이 “추위와 노동
과 고향으로 향한 그리움으로 단맛과 향기를 잃을까” 중일은 조바심을 냈고 츄
옌이 외출 후 생기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다급했다.
부어오른 오른쪽 발목 때문에 걸음을 떼기가 어렵다. 앞을 보아도 옆과 뒤를 보아
도 온통 진초록 잎사귀와 색색의 파프리카뿐이다. 열매 따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금
세 바구니가 찬다. 츄옌은 번번이 무거운 바구니를 든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두리
번거린다. 틈 없이 빽빽한 식물들 속에서 츄옌은 길을 잃고 허둥거린다.(pp.51-52)

다친 발목 부상에도 과중한 노동을 힘겹게 해내는 상황에서 길을 잃고 허둥거
리는 모습은 츄옌이 직면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츄옌은 보이지 않는
타자이며 사회적 불가시성 앞에서 “그녀의 몸은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
츄옌이 발목을 다쳤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집안일을 했다는 사실에 중일은 불
만스럽게 여기면서도 “입을 열면 터진 둑 사이로 물이 쏟아지듯 튀어나올 말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찜질 수건으로 그녀의 발목만 누를 뿐이었다. 츄옌이
한국어가 능숙해지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내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당분간 그녀의 외출을 금해야겠다
고 마음 먹”는다.
중일은 그녀가 영원히 한글을 깨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국말
이 서툴러도, 그래서 부부싸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
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하루,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온실 안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
주고 햇빛이 잘 들도록 온실 지붕을 손보듯이 평생 그녀를 아끼며 살고 싶었
다.(p.41)

45) 자크 데리다, 앞의 책, pp.110-111.
“강제 이주자들, 망명자들,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자들, 추방된 자들, 고향 상실자들, 유
목민들은 죽은 친지들이 최후의 거처(묘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 최소한 순례 차원에서
나마 돌아오기를 원한다.”(자크 데리다, 위의 책,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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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은 츄옌이 한글을 깨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와 관용의
소산이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에 기초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허용의 관점이
다.46) 데리다에 의하면 ‘조건적 환대’47)이다.
이방인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집주인·주인(접대인)·왕·영주·권
력·국민·국가·아버지 등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언어로 환대를 청해야 한다
.”48) “언어는 문화 전체요, 언어에 주재하는 가치들·규범들·의의들”49)이므로
츄옌에게 하나의 언어만 강요하는 것은 ‘폭력’50)이다.
한글 강좌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자 츄옌은 답답한 심정을 모국어로 깨알같이
풀어놓는다. 노트에 적힌 낯선 글자는 중일에게 해독할 수 없는 문자여서 그림
처럼 보인다. 이주민의 모국어는 타자의 언어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친밀한
타인인 여성의 언어는 “가르치지 않는, 침묵의 언어, 말 없는 이해, 비밀스러운
표현”51)일 뿐이다. 언어의 상호주관적 차원 없이 얼굴은 없으며 언어로 들어가
지 못하는 여성은 얼굴을 지니지 못한다.52) 츄옌에게 모국어란 제2의 피부이며
이동식 자기 집이다. 언어는 소속의 첫 조건이자 마지막 조건이기에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음은 소유 박탈의 경험, 환원 불가능한 자기 고유성의 소유 박탈이
다.53) 이 박탈감은 꿈으로 이어진다.
46)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39, 2008, pp.183-187.
47) 조건적 환대는 타자가 우리의 규칙과 삶의 규범, 우리의 언어, 문화, 정치체계 등을 성실
하게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타자에게 환대를 제의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영토에서 순
응을 조건으로 나의 공간에 이방인을 초대하는 것이다.(서윤호, ｢이주 사회에서의 환대
의 권리｣, 비교문화연구 제56집. 2019, p.79.)
48) 자크 데리다, 앞의 책, p.64.
49) 위의 책, p.140.
50) “주인은 이방인에게 자기 자신의 언어로의 번역을 강요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폭력이
다.”(자크 데리다, 위의 책, p.64.)
51)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p.155.(김애령, 앞의 논문, p.199 재인용.)
52) Brody, “Levinas’s Maternal Method from “Time and the Other” through “Otherwise
than Being”: No Woman’s Land?”, in: Feminist interpretations of Emmanuel
Levina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pp.63-64.(김애령, 위의 논문,
p.1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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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츄옌은 쌀로 만든 납작한 국수 위에 삶은 쇠고기를 얇게 저며 고명을 얹은
퍼보찐을 먹었다. 탁자 맞은편에 앉아 퍼보찐을 먹고 있는 동생 윙이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자꾸만 그녀의
그릇 속에 국수와 저민 쇠고기 살점을 집어넣어 주었다. 츄옌은 왜 내가 윙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지 그 까닭을 생각하느라 국수를 제대로 삼키지 못했
다.(pp.61-62)

베트남과 한국, 그 어디에도 귀속될 수 없는 츄옌은 ‘이중적 존재’54)이며, 꿈
에서 동생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이주 여성으로서 정체성 혼란의 은유
이며 그 불안감을 나타낸다.55)
경제적 상황에서 배제된 “츄옌은 돈이 없었다.” 수확한 판매금을 알지 못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때에 중일이 따라가지만 돈을 지불하고 가계부를 쓰는 것은 중
일이다. 일상생활에서 소외된 츄옌은 허기를 느낀다. “몇 공기의 밥을 먹어도 덜
어질 것 같지 않은 허기는 겹겹이 옷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세찬 바람처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심리적 허기는 꿈에서 퍼보찐을 먹는 것으로 보상받
지만 불안감에 눌러 먹지 못한다. 츄옌의 꿈은 주체의 실존적인 표현으로, 정체
성의 혼란을 인식하는 ‘정신적인 각성’56)의 의미가 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
른 것만 같”은 잠은 의사(疑似) 죽음이며, 죽음과 재생을 포함한 통과의례이다.
꿈을 깬 후에 츄옌은 변화를 보인다.

53) 자크 데리다, 앞의 책, pp.111-112.
54) ‘이중적 존재’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사회와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전적인 타
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주민은 하나의 객관적
이고 보편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이중 또는 다중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박흥순, ｢다문화와 새로운 정체성｣,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12, p.123.)
55) 송명희, 앞의 논문, p.60.
56) 미셸 푸코, 정신의학의 권력, 심세광·전혜리 옮김, 난장, 2014, p.522.
푸코는 프로이트가 꿈을 상징적 차원만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 꿈을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인식의 수단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미지는 꿈의 근간이 아니라 의식이 꿈에
입각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본다.(위의 책, pp.5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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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윗도리에 나상일이라고 실로 새긴 이름표를 달고 있더니 나 일병은 츄옌에
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호기심과 비웃음을 띤 얼굴로 묻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에
게 하듯 깍듯이 인사를 했고 츄옌이 돈을 내면 즉시 표를 내주었다.(p.54)

목욕탕 매표소의 나 일병만은 츄옌을 ‘보이지 않는 자’로 취급하지 않고 차별
없이 대한다. 그래서 츄옌은 목욕탕에 가면 나 일병을 입구에서부터 찾는다. 목
욕을 마치고 나와서도 매표소에 나 일병이 보이지 않으면 복도를 서성거리거나
근처를 기웃거린다.
츄옌은 이제 저물기 시작하는 해를 바라보고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파프리카를 입
으로 가져간다. 와삭 깨물어 입에 물고 천천히 씹는다. 달콤하고 새콤한 향이 입안
에서 천천히 퍼진다. 그녀는 초록색 파프리카 한 개를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전부
씹어 삼킨다. 남은 한 개는 돌아가는 길에 목욕탕에 들러 나 일병에게 줄 생각이다.
파프리카의 맛과 향은 츄옌의 입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다.(p.63)

낭만적 사랑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으나 버거운 책무만 맡겨진 현실에서 츄
옌은 “중일과 몸을 섞을 때 이따금 무심한 눈길로 표를 내주던 나 일병을 생각했
지만 죄책감은 없었다.” 부부간 친밀감과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츄옌은 나 일
병에게 은밀한 욕망을 품는다. 츄옌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작업”한 결실인
“초록색 파프리카를 한 개를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전부 씹어 삼”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삶을 살지 않으며 스스로의 욕망에도 충실하겠다는 그녀의 다
짐”57)이다. 과중한 책무에 힘겨움과 그로부터 일탈 욕망을 보인다. 파프리카를
씹어 삼키며 한 개 남은 파프리카를 은밀한 욕망의 대상인 나 일병에게 주겠다
는 것은 탈주의 기미이며 가정 해체의 위기를 암시한다.

5. 나오는 글
한국 국적 획득에도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

57) 이경재, 앞의 책, p.82.

결혼이주여성의 환대의 윤리 고찰 91

는 결혼이주여성에 주목하였다. 이주 여성을 “돈을 들여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처녀”를 들여왔다는 것은 인간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관점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했을 것이다.
츄옌은 낭만적 사랑으로 결혼했으나 이주국의 교환 가치적 사고에 포획당한
채 결혼생활에서 남녀관계는 권력관계로 위계화되어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녀는 전통적 성역할 수행자와 노동력 제공 그리고 성적 서비스 제공 등 기능
적 존재로서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중적 존재로서 츄옌은 표현할 언어가 없고
이주국의 언어를 배울 기회마저 중단된다. 츄옌이 한글을 깨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중일의 생각은 이해심의 발로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에 기
반한 허용이다. 츄옌이 발목을 다치고도 농장 일과 가사 노동을 해낸 것을 중일
은 불만스러워하며 “말을 했어야지”라고 하지만 중일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평등한 부부 관계로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되는 존재인 서발턴(subaltern)
은 말할 수 없다. 소통 통로가 차단된 채 과중한 책무에 시달리는 츄옌은 자신을
차별 없이 대하던 나 일병에게 은밀한 욕망을 품는다. 사회의 가장자리에 선 츄
옌은 말할 권리가 있지만 말할 수 없고 환대받을 권리가 있지만 환대받지 못한
다. 소외의 끝으로 내몰린 츄옌은 은밀한 욕망을 품고 탈주의 기미를 보인다.
그것은 가정 해체의 위기를 암시한다.
츄옌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다. 서발턴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들으려는 ‘듣기의 윤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타인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환대의 윤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청되는 덕목이다. 인간에게 무조건적(절대
적) 환대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데리다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실
천 불가능한 ‘무조건적 환대’58)를 제시한다. 그것은 존재하는 불가능(the
impossible that there is) 환대에서 환대의 가능성을 논의하여 실천 가능한 단
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59) 무조건적 환대가 불가능하더라도 인간

58)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의 특징은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복수하지 않는 환대이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리를 준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준
다/ 인정한다는 뜻이다.(김현경, 앞의 책, 6장 절대적 환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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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 중요한 ‘이념적 지향’60)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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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Ethics of Hospitalit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 the Close Reading of Seo Seong-ran’s Paprika Bang, Minhwa
Multiculturalism is already an established trend in South Korean society. Studying
immigrant marriage must involve an extensiv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desire and
economic demand.
This study does not rule out a romantic perspective in investigating the marriage
of Chuyen, the protagonist of Seo Seong-ran’s Paprika. Influenced by her romantic
motive, Chuyen comes to marry a Korean man but fails to settle herself in the country
of marriage. As a liminal being, caught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culture, she
explains her difficulties only through non-verbal communication because of her limited
linguistic capability, but her family immediately rejects it. No social membership is
allowed for Chuyen due to the insurmountable threshold of mainstream society. The
female immigrants in the boundary situation like Chuyen have a right to speak, but
their expressions are vulnerable to being muted. In the same way, they are given a
right to be welcomed but become othered instead.
According to Levinas, the notion of subjectivity depends on one’s ethical relation
with others, the relation he frames as “the face of the other.” In this regard, my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e” of female immigrants, systematically marginalized in
mainstream society without any legitimate membership. Specifically, it calls for the
necessity of appreciating their faces as a means of restoring their voice and identity,
vulnerable to oblivion. The ethics of hospitality attempts to cure the precariousness
of their subjectivity beyond the estimate of economic logic and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ves and the immigrants.
Keyword

multicultural novels, female immigrants, social membership, faces,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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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 영 순 *· 문 희 진 **

국문요약
본 논문은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경험의 의미를
성인학습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학습을 연계하여 이해하
고, 통번역 자조모임 및 통번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및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5명을 심층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의 의미는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유기
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
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사회 사이를 잇는 중간 다리 역할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
국 이주 후 변화된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관련 사업에서
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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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2021년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
인 외국인의 수는 133만 2천 명에 이르렀다. 국내 외국인의 수는 한국 전체 인
구의 약 3%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2021년 기준 12만 7천 명
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통계청·법무부, 2021). 2020년 국내 거주 외
국인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7.3%), 재택
근무·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산(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가 지속되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문제의
대안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자조모임은
비슷한 문제와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
류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
한 심리적 또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한국교
육개발원, 2011). 그리고 자조모임은 개인을 둘러싼 장애나 삶을 파괴하는 공통
의 문제를 상호 교류·상호 원조를 통해 해결하여 자신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조
절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자 자발적인 연합체이며(Zastrow, 1990), 특
정한 경험, 문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문제와 관심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효과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othman, 2013). 무
엇보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가진
문제를 공유하고 그들의 내면적 불안과 좌절을 풀어주는 데 자조모임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Leon et al., 1984).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조
모임의 순기능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
고, 그것이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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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박상옥 외, 2021).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은 2020년 기준 460여개의 자조모임이 운
영되고 있으며 3,959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건강가정진흥
원, 2020).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타자화되는 과정에 있기에 결
혼이주여성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
구되어 진다(박신규, 2008).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들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적 자원,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유연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적응해나가고 있다. 더욱이 스스로의 자
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 활동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조모
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선우·윤황,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자조모임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하여 사회통합 영역에서 선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의 유형에는 학술적 목적으로 형성된 자조모임, 종교적 배
경으로 형성된 자조모임, 친목 위주의 자조모임 등이 있다(정성미, 2010). 이러
한 자조모임의 참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외로
움과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소외감과 고립감을 최소화하여 소속감을 확보하
게 되고, 심리 정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박재규, 2011).
그중에서도 학술 목적으로 형성된 통번역 자조모임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번역 자조모임은 결혼이
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발
전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재사회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
문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자조모임 중 하나다.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선우·윤황
(2017)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이 능동적 사회통합을 위한 대
안적인 사회지지 자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델로 보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통번역 자조모임의 형성과정, 구성원 간 문제해결의 공통욕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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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 및 기반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 그 결과, 통번역 자조모
임은 문제해결을 위한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회활동의 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통번역 자조모임 내에서 상호 간 건강
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활동 목적을 위한 동향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0)은 친목 도모를 주
요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과 달리 통번역 자조모임은 구체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모임의 자생력을 불어넣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 내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연대의식
및 사명감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대한 자긍심도 커졌
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기술적 역량도 발전하여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다는 의식도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
한 선행연구를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의 특성, 참여경험 및 참여과정을 통한 변
화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참여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
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A 가족센터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
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통
번역 자조모임 및 통번역서비스 사업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통번역 자조모
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과 성인학습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 사회·문화 관습의 차이, 언어
장벽, 사회적 편견 등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
로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인학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인학
습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식 중심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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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로를 우리는 일상생할 속에
서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경험’이라고 한다. 성인들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경험
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하게 된다(최향석, 2001). 어떠한 유형의 경험일지라도 경험은 성인학습에
특별한 기능을 하며, 성인학습에서의 경험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
야 중 하나이다.
Knowles(1980)는 ‘경험의 저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험을 ‘학습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본다. 그는 “성인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자기 정체성
을 확립해 가며, 그들은 독특한 일련의 경험을 축적하는 존재로 자신을 정의하
면서 경험에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인학습에서의 경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들은 자신을 학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
용한다. 성인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학습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 자신을 타인의 학습을 장려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둘째, 다양한
인생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작업은 학습 활동의 첫 단계를 이끌어내며, 학
습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셋째, 학습과 경험의 실제적인 결합은 성인기
의 학습과 아동기의 학습에서 상이하게 이뤄진다. 아동은 경험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활용하지만, 성인들은 경험을 학습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를 전환하며 재통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경험은 새로운
학습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경험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낡은
습관, 편견 등을 없애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기영화 외, 2009).
결혼이주여성에게 학습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 경험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새로운 문화 및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학습경험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등 생활 전
반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심인선, 2007).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의 학습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학업 및 학습경험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박미숙·이미정, 2015; 원순옥·이화숙, 2015; 김가연, 2021; 석영미,
202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검정고시 학습경험을 연구한 서홍란 외
(2016)는 학습경험을 이해하고, 학습경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생애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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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고, 백은숙·한상길(2017)은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
미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또한, 히로세 준꼬(2020)는 한국
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갈등과 문화적응과정을 전환학습적인
접근으로 파악하여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며 삶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석영
미(2020)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제약과 구조 속에서 학습을
자원으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학습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학습경험을 탐색하고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학습 지원 및 관리 체계에 대해 제언하였으나, 학습 현장
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고, 이
를 토대로 정책 및 교육과정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 학술적 연구
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 결혼이주여성과 통번역 자조모임
국제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되었다(이지은 외, 2014). 이후 국내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통
역1)에 대한 관심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9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각 지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를 파견하고 있다(신윤경, 2018). 통번역지원사 활동
이 시작되면서 국제회의의 통역이나 동시통역으로만 인식되었던 통역의 의미가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김경희 외, 201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이 정착단계에서 경
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돕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여 한국사회에서의

1) ‘지역사회 통역’은 해당 지역 사회의 공식 언어에 서툴고, 주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이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언어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서비스를 말한
다(김경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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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 능력 및 주
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
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의 제공이며,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로 센터별로 1~4개의 언어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및 정서적 안정 등을 통한 사회 통합,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통한 언어 형평성
제공, 동일 국가 출신자 간 유대 관계의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의 성공
적인 정착 유도,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등이다(여성가족부, 2016).
2021년 8월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된 통번역지원사는 208개소에서
292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통번역지원사 자
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양성과정 교육을 들어야 하며, 이 양성과
정은 신규 양성교육과 통번역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인력의 업무 이해 및 기본
소양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양성 교육,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일상생활, 의료, 법률, 교육, 센터 지
원 등에서 약 43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통번역 지원을 통해 입
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조기 적응에
기여하였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인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는 2009년에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으나, 통번역서비스의 주요 자원이 언어 위계가 낮은 아시아 언어라는
점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점에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열악한 외국인 취업시장에서 보기 드문 사무직으로 결혼이주
여성 집단 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며, 통번역지원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직업이기도 하다(김경희·허영숙, 2014). 또한,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주여성
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전문 직종으로, 한국사회에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잡게 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능력 및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
는데 중요한 몫을 하게 되었다(김태린, 2021).
이에 본 연구는 통번역지원사를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통번역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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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녀들이 통번역 자조모임 경험 속에
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학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다양
한 학습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 등 성인학습 측면에서 경
험에 관한 의미를 발견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결혼이민자 통번
역 관련 모임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A
가족센터에 연구를 요청하여 진행하였고, 2021년 기준 A 가족센터의 통번역 자
조모임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1> A 가족센터의 통번역 자조모임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목적

·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함.
· 결혼이주여성에게 통번역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통번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
적 자립을 도모함.

모임 기간

· 매년 3월~12월(9개월)

참여 구성

참여 인원

· 10명

출신 국적

· 중국(5명), 베트남(4명), 우즈베키스탄(1명)

모임 횟수

· 주 1회(비대면, SNS 단체 대화방)

지원 내용

· 통번역서비스 관련 자원봉사 및 취업 연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교재 및 응시료 지원

활동 내용

· 가족센터 홍보지 번역
· 통번역서비스 자원봉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학습

A 가족센터 통번역 자조모임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통번역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통번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2021
년 기준 참여 인원수는 10명으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조모임 활동은 COVID-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주 1회 가족센터 홍보지를 모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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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교재를 학습한 후 SNS 단체 대화방에 인
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번역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현
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적용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중 하나인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풍부한 정보의 다양한 자원과 관련되어 자세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하며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한다. 특히 사례연
구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관찰, 인터뷰, 시청각 자료, 서류, 보고
서 등을 포함한다(김희주 외, 2013; Creswell, 1998). 또한, 사례연구는 사례가
경험한 현상의 중요한 속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과정에
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생성되는 경험의 개인적·주관적인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병영 외, 2011). 사례연구의 핵심은 그 사례 자체
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례 속에서의 관계 및 쟁점들을 파악하며, 수집된 자료
를 범주화하는 것이다(오보람·황경란, 2014; Stake, 1995). 따라서 동일한 상
황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고 판단하여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약 10개의 자조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A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방법
에 따라 추출되었는데, 이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전형적이라고 생각되
는’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연웅, 2012).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 중에
서도 기준 표본추출전략으로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Creswell, 2012).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2), A 가족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통번역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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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
권 지역에 위치한 A 가족센터장에 연구 동의를 요청하였고, 센터장으로부터 연
구참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주여성 5명을 소개받았다. 이를 통해 표집된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2>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이주
연도

출신
국가

현재
국적

학력

직업
(부업)

자조모임
참여년도

A

45살

2005
년

중국

중국
(F-5)

대졸

중국어
강사

2017년
(5년)

B

40살

2009
년

중국

중국
(F-5)

대졸

전업 주부
(통번역사)

2017년
(5년)

C

28살

2013년

베트남

한국

고졸

전업 주부
(주방보조)

2019년
(3년)

D

29살

2015년

베트남

한국

대학
중퇴

전업 주부
(통번역사)

2017년
(5년)

E

31살

2016년

베트남

한국

대졸

전업 주부

2021년
(1년)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 총 5명으로 베트남 3명, 중국 2명이다. 연령대는
20대 2명, 30대 1명, 40대 2명으로 평균연령은 34.6세이다. 본국에서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2명, 대졸 3명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3명이며, 영주권 비자
(F-5)는 2명이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3명, 10년 이상
2명이며, 직업은 통번역 프리랜서 2명, 주방 보조 1명, 전업 주부 1명이다. 통번
역 자조모임 참여기간은 5년 이상 3명, 1년 이상 3년 이하 1명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4개월 기간 동안 이루어졌
으며, 연구자가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한 후 심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 60,072명(35.6%), 베트
남 44,058명(26.1%), 일본 14,595명(8.7%), 필리핀 12,002명(7.1%), 기타 37,867명
(2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국·베트남 국적이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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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1인당 1~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당 90
분~120분 소요되었다. 면담 종료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비로 소정의 사례금
을 지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고급 수준(TOPIK 4-6급)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
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
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연구 종료 후 녹취록은
폐기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
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 전, 기본 인적사항 및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서면 면담을 통해 받았으며, 심층면담은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 동기, 참
여경험, 참여 후 변화, 앞으로의 계획 등의 큰 주제 안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맥락에 따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참여
경험을 자유롭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전 과정을 녹음기로 녹취하였으며, 녹취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을 필사하였다. 면담과정에서 관찰된 내용과 느낀 점을 연구노트
에 작성하였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한 연구자가 면담한 당일
전사록을 작성하였다. 1, 2차 심층면담에서 수집하지 못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화나 문자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
집하였다. 심층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의 집 근
처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나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면담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동시에 진행되었고, 자료의
분석 과정은 Braun과 Clarke(2006)의 중심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중심
주제 분석 방법은 귀납적 논리를 기반으로 심층면담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
고, 주제를 유형별·위계별로 범주화하여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 해석하는
방법이다(김기화 외, 2018). 먼저,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참
여자들의 참여경험과 관련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개방코
딩 작업을 했다. 연구참여자 5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사전면담 약 10매, 전
사자료 약 199매이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해 심층면담 당일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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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전사록을 작성하여 자료의 오류를 줄였고,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범주를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3명 및 고등교육 전
문가 1명과 범주에 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범주를 수정·보완하여 재검
토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통번역 자조모임의 참여경험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먼저, 범주 1은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이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험의 부족’과 ‘취약한 한국어 능
력’의 이유로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2는 ‘유기
적 네트워크를 형성’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가족 간의 친
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주 3은 ‘사회 참여3)를 통한
변화’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함으로써‘한국어에 대한 자
신감’을 얻었고, ‘통역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꼈으며, ‘구체적인 인생 목표
를 설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3>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경험 범주
범주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하위 범주

의미 단위

경험의 부족

· 육아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후회됨
· 젊은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함

취약한
한국어 능력

·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함
·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임

3) 사회참여란 한 인간이 개인의 삶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배경희, 2013;
Palmore,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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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

다양한
정보 공유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 한국어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 정보를 공유함
·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함
·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위로가 됨
· 자녀 교육 및 가족 관계 상담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됨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

·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남편이 응원해 줌
· 통번역 활동 참여경험이 남편과 자녀에게 자랑이 됨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 한국어능력시험 교재 및 응시료 지원으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됨
· 타국적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통역 자원봉사를
통한 보람

· 통역 자원봉사는 자조모임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임
·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낌

구체적인
인생 목표 설정

· TOPIK 5-6급 취득, 검정고시, 대학 진학 등 자기계발 목표 설정
· 무역 관련 통번역사, 간호조무사, 자녀 유학 등 미래 계획 수립

1)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1) 경험의 부족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출산 및 양육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
해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장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게 된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조모임에
도 참여하게 된다.
수도권 지역 A 가족센터에서는 10여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에서도 학술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조모임은 통번역 자조모임이다. 통번역 자
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궁극적 목표는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함
이지만 이주 초기에 다양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참여 동기 중 하
나이다.
자조모임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경험 쌓고 싶어요. 저 진짜 후회했어요. 아기 낳
고 오랫동안 센터도 다니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참여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고 지금 벌써 30살이 됐는데 모르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못 하고 그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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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했어요. (그래서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나중에 좋은 일 찾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그리고 꼭 좋은 일 아니더라도 그냥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할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E
젊은 나이에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물론
아기도 봐야 하지만. 도전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잖아요. -연구참여자 D

(2) 취약한 한국어 능력
통번역지원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수의
직종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직업 중 하나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서 사용되는 한국어 통번역 어휘를 배우고자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다. 그리
고 통번역 자조모임에서는 TOPIK 교재 및 응시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게 삶에 좀 더 의미가 있잖아요. 또, 한
국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돼서(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었
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말 중
에 모르는 거 사실 진짜 많아요. 외래어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계속 공부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한국어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목적으로 참석했어요. (자조
모임에) 참석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구참여자 A
토픽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좋았어
요. 책도 무료로 받고 토픽 시험도 지원해줘요. 그래서 시험도 볼 수 있게끔 기회도
만들어주고 다른 나라 사람도 만나야 한국말도 늘죠. 그래서 요즘은 **(타국적) 사
람들 많이 사귀어요. -연구참여자 C

2)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1) 다양한 정보 공유
통번역 자조모임은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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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조모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TOPIK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통번역
활동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경험이 없는 회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
다.
여기(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든지 다 지원해줘서 진짜 좋았어요. 모르는 거 다 알려주고 서로 도와줘요. 예를 들
면 한식 요리 같은 거 아니면 통번역양성 과정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못 찾는
거죠.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자조모임 하다가 이력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점이 들어가면 좀 들어도
되는데. 근데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그렇게 서로 알려줘요. -연구참여자 D
여러 명 같이 있어서 필요한 정보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통번역) 경험이 없는데
경험한 선배들이 저한테 좋은 정보나 자기 참여경험을 이야기 해주면 저는 그거 보
고 배워요. 공부해서 저한테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2)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모임에서 회원들 간의 사적 대
화를 통해 시댁 갈등, 육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삶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 놓
는다.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기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
이 겪는 어려움을 서로 공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자조모임에 친구 한 명 있어요. 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친구가 항상 저랑 통화해요. 그 친구 명절 때 집에서 제사해야 돼서 자기 집은 해마
다 집에서 제사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위로
해주고, 진짜 설 전날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연구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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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많이 물어보고 또 애들은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 보내면 뭐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애들 무슨 학습지 시키는지 얘기를 많이 해
요. (회원 중에) 자기 딸 어느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어 고
등학교 같은 학교에 우리도 관심 있어요. 그거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학비 얼마
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
오면 물어보고. 여러 명 같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어요. (하하) 우정. 그런 거니까. –연구참여자 B

(3) 가족 간의 친밀감 향상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며,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는다. 배우자 또한, 활발하게 사회 참여
를 하는 아내를 보며 외부 활동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 이처럼 통번역 자조
모임 활동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휴, 진짜 우리 아들한테도 (자조모임 참여하는 게)좋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엄마도 열심히 배우니까. 나도 열심히 배워야지요.”(라고 해요). -연구참여
자B
일단 남편이 저를 인정하고 지지해줬어요.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
주고 어디 가서 자랑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밖에 나가서도 마누라 자랑 많이
하고요. 응원해 줘요. -연구참여자 A

3)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
(1)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한국어다. 통번역 자조모임
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선생
님 및 타국가 회원들과 한국어로 소통을 하며,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
숙해진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면
서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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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자조모임하기 전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솔직히 자신없었어요. 그런데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한국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거나 다른 나라 친구한테 이야기
하면서 한국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어) 모자란
거 다 아니까. 저 옛날에는 한국말 했을 때 상대방이 “어?”(못알아듣는 말투)하면
그냥 말 안했어요. 옛날(자조모임 참여 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어요(웃음). –연구참여
자B
자조모임 참여하기 전에 계속 집에서 육아하고 나가지 않아요. 안 나가요. 계속
집에 있어요. 아니면 아기가 어디 데려가도 자신감 없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든지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그런 것도 못 했어요. 또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전화받
으면 제 말 못 알아들을까 일부러 피한 거예요. (자조모임 참여하면서) 몇 번을 직접
(한국어로 통화)해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 받는 거 무섭지
않고, 떨리는 거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참여하고 나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C

(2)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보람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통역 자원봉사 활동이 자조모임 활동에서 가장 의미있는 활동으로 꼽는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상담 통역하잖아요. 그 시기에는
갈등도 많이 있고 불만도 많이 있는데 상담하고 나서는 안정되니까 좋고. 그러고 나
면 (통역)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통역을 하고 나면) 나도 쓸 만한(사람이
구나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C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냥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면서 긍정적인
말 같은 걸 해주는데 (자조모임) 활동하면서 그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연
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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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인생 목표 설정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지원사의 현실적인 문제
(일자리 부족, 통번역 능력 부족)로 통번역지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대학
진학, 간호조무사 등)를 꿈꾸고 있다. 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직 외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사
실에 무기력함을 느꼈었지만,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되었
고, 각자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내에서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 국적이 있어서
일반 대학에 다니려면 수능을 봐야 된다고 해서 저는 사이버 대학교에 다니려고 해
요. 수능은 상관없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 명의 사람 앞에서 말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도 되고 싶고 지식 있는 여자도 되고 싶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D
통번역사에 되려면은 이것 저것 많이 따지니까 또 한국말만 잘하는 거 아니고 베
트남어도 논리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약해서 안 되니까 그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하면 그냥 간호조무사 배우려고요.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살
아야 겠다 생각해요(웃음). 최종 목표가 집사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C

5.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성인학습
측면에서 탐색함으로써 통번역 관련 모임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은 총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
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세 가지 상위 범주는 ‘이주 후 삶에 대한 성찰’,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참여를 통한 변화’이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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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젊은 시절을 육아로만 보낸 아쉬움 때문
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통번역 자조모임은 한
국사회에서의 경험이 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어 실력
을 쌓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번
역 활동을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고,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통번역 자조모임의 번역 활동은
전문가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번역 역량 향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주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역 봉사활동이 필요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조모임 활동 기간에 비해 통역 경험 부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단지 및 인터넷 등의 여러 통로를
통해 통번역 경험을 자발적으로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통번역
지원사 양성과정을 통해 수료증을 취득하더라도 실제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이
어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번역 자조모임의 비체
계적인 운영 및 불투명한 일자리 전망은 통번역 자조모임 회원들의 학습 동기를
감소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은 다
음과 같은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통
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여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
을 통해 타국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자
심감이 생겼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도 형성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통역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이 더 명확
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을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나
갔다. 그리고 통번역 자조모임의 활동은 더 다양한 경험 확장을 위한 통로로 사
용되었으며, 본국에 비해 낮아진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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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력으로써 자조모임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서술한
성인학습에서의 경험의 기능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통번역 자조모임 및 통번역지원서비스 사
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통번역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통번역 자조
모임에서는 발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문법을 적절
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
려울 정도의 발음인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전
나영, 2015) 의사소통이 중요한 통번역 자조모임에서는 발음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취업 정보망 활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
성이 스스로 취업 사이트를 검색하고 원하는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
로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능력을 한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번역지원사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통번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입국 초기 결
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사업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
착을 도움과 동시에 통번역지원사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통번역지원서
서비스 사업에 대한 내용을 SNS를 통해 여러 국가의 언어로 제공하거나, 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사업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 통번역 대학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 차원의 전문
적 통번역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1개의 대학기관에서 통번역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4) 통번역 관련 교육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
4) 현재 국내 통번역 대학원은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6개(고려대학교, 서울외국어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비수도권 지역 5
개(계명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선문대학교, 제주대학교,한동대학교) 총 11개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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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번역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
는 이미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져있는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초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
으로 한 통번역 교육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장
점도 존재한다.
넷째, 세 번째 제안을 바탕으로 생성된 전문적 인력을 모아 사회적 기업을 운
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
자가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2.8%, 기능‧기계조작 ‧조립종사자가 22.7%를 차지하였다(윤자호, 2022),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고강도·저임금이라는 노동 현실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5)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서 할 수 있는 일은 전공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주여
성들은 전문직을 꿈꾸며, ‘통번역지원사 수료증’ 취득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전문적 능력을 활
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6)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각 지방 정부와 연계
하여 실행한다면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통번역 관련 모임 및 사업 등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
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번역 관련 모임 방향이나 사업 형태에 대
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자조모임이 체
계적으로 운영되고,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에서 운영되고 있다.
5)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30.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윤자호, 2022).
6)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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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Married Migrant
Women in Self-help Groups for Translation
Kim, Youngsoon·Mun, Huijin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self-help group for interpretation and interprete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in terms of adult learning.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by linking
the life and learning of married migrant wome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self-help group and interpretation service project. To this end, five
Chinese and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were interviewed in-depth to collect
data and analyze the contents. As a result, the meaning of marriage migrant women's
participation in self-help meetings for interpretation was found to be 'reflection on
life after migration', 'organizational network formation', and 'change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self-help group for
interpretation helps marriage migrant women settle and live stably in Korean society
as a bridge between marriage migrant women and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domestic marriage migrant women recognized their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that changed after moving to Korea and made great efforts to overcome it.
In order to support these efforts, systematic operation and management in projects
related t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s required.
Keyword

a married immigrant woman, Self-help group for transl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Adult learning,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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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코퍼스를 통하여 ‘있다/없다’의 의미별 빈도, 사용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있다’와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상보적 반의 관계로 대칭되
는 사용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의 계량적 분석 결과 의미적‧화용적‧통사적
인 측면에서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있
다’와 ‘없다’의 기본의미가 상보적이기 때문이고,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한 부분적 표현에만 가능하고, ‘있다’는 ‘없다’를 포함한 전체적 표현, ‘없다’를 포함하
지 않은 부분적 표현 모두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있다/없다, 코퍼스, 의미, 빈도, 사용 양상, 부분적 표현, 전체적 표현

<목차>
1. 서론
2. ‘있다/없다’의 의미‧개념별 빈도
3. ‘있다/없다’ 구문의 출현 패턴 및 차이점 분석
4. ‘있다/없다’의 조사‧어미 공기관계 빈도
5. 결론

* 본고는 2022년도 지린성 교육청 인문사회과학연구사업 "코퍼스에 기반한 원형의미 및
의미 확장 기제 분석-한국어 반의어를 중심으로"(계약번호: JJKH20221332SK)의 단계
별 연구성과임.(
2022
“
-”(
：JJKH20221332SK)
)

本文系 年度吉林省教育厅人文社科研究项目 基于语料库的原型语
义及语义扩张机制分析 以朝鲜语反义词为例 合同编号
的阶段
性研究成果
** 장춘인문학원 한국어학과 부교수(长春人文学院 应用韩语系 副教授)

122 한중인문학연구 75

1. 서론
본 연구는 코퍼스를 통하여 ‘있다/없다’의 의미별 사용 빈도와 고빈도 사용 양
상을 밝혀 기본의미와 확장의미의 활성화 정도 차이 및 ‘있다/없다’의 구문의 유
형, 용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그 용법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다. 빈도는 다의적 용법의 활성화 정도를 드러내
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빈도를 추출하는 것은 의미적‧화용적‧통사적
측면에서 한 단어의 사용 양상을 통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를 위해 말뭉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코퍼스 분석
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미‧화용‧통사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있다/없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있다’ 혹은 ‘없다’ 중 하나만 택
하여 의미‧형태‧통사적 측면에서 연구‧분석한 논문으로 김상대(1991), 신선경
(1996), 황화상(2013), 고석주(2007), 이수련(2002), 송혜란(2011) 등이 있고,
‘있다/없다’를 비교하여 진행한 연구로는 정언학(1994), 이안구(2002), 정자훈
(2004)밖에 없으며 그 중 말뭉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준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반의어 쌍의 확장 방향은 대칭적
일 것으로 간주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유/무’에 대한 인지적 체험 관점으로 볼
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 의미와 화용, 통사적 면에서도 다른 점이 있을 것으
로 포착된다. 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단어
의 의미와 쓰임을 더 정확하게 습득하고 응용하는 데, 또한 인간의 인지적 양상
을 살펴보는 데도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대상 말뭉치는 다음 <표1>과 같다. 본 말뭉치는 인터
넷의 신문기사를 임의로 선정하여 구축한 것으로 ‘있다/없다’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여 ‘있다’는 기사 100편으로, ‘없다’는 기사 200편에서 추출하여 분석 자
료로 삼았다.1)
1) 본고의 중심은 ‘있다/없다’ 사용 빈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장 수에서 보여 지는
의미별 빈도수와 각각의 구문 출현 패턴, 그리고 ‘있다/없다’의 조사, 어미와의 공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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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대상 말뭉치의 구성
있다

없다

기사
수

전체 문장

어절

100

3425

45493

‘있다’ 문장

기사
수

전체 문장

어절

‘없다’
문장

1072
(640)2)

200

7391

91983

55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의 신문기사 100/20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Utagger을 이용하
여 형태소 분석한 뒤, 한마루 검색기를 이용하여 ‘있다/없다’ 문장을 추출한다.
둘째, 검색된 ‘있다/없다’의 문장에서 사전적 의미와 의미 개념에 기반한 빈도
를 각각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제일 활성화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분
석한다.
셋째, 한마루로 연어 검색을 진행하고 Excel로 정리하여 ‘있다/없다’ 구문의 출
현 패턴을 추출하여 비교한다.
넷째, ‘있다/없다’의 조사‧어미별 공기관계 빈도를 ‘한마루’ 어절 검색을 통해
추출하여 비교‧분석한다.
활성화된 의미, 출현 패턴, 공기관계 빈도는 모두 ‘있다/없다’의 쓰임과 긴밀
히 연계되어 있다. 한국어 초급 단어 ‘있다/없다’는 초급 수준의 외국인들이 그
다의미를 모두 이해하여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하여 가
장 많이 쓰이는 의미, 출현 패턴, 공기관계를 이해시켜 응용시키는 것이 배움의
지름길이다. 단어의 의미와 화용은 단어를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데
관건이다. 따라서 위의 분석 절차는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살펴보려는 것에 있기에 기사 수를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비슷한 문장 수에 초점을 맞추었
다. 하여 ‘있다’는 전체 640문장, ‘없다’는 전체 559문장을 추출하였지만 ‘있다’ 속의 ‘-수
있다’ 문장수가 302문장, ‘없다’속의 ‘-수 없다’ 문장수가 197문장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
슷한 문장수를 비교한 셈이다.
2) 보조동사 ‘-고 있다’, ‘-어 있다’ 및 동사의 ‘있다’를 포함하면 ‘있다’의 문장은 전체 1072
문장이고, 제외하면 640문장이다. ‘없다’는 동사 및 보조동사가 없으므로 본 말뭉치에서
는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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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있다/없다’의 의미‧개념별 빈도
‘있다/없다’는 서술어이기에 논항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완성된다. ‘있다
/없다’의 의미 또한 논항과 함께 분석하여야 비로소 정확하다. 따라서 그 논항을
분석하여 ‘있다/없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표2> ‘있다/없다’의 의미 개념
의미소

존재

논항과의 관계

의미 개념

공간적 존재

공간 개념

추상적 존재

추상 개념

행위적 존재

행위 개념

기능적 존재

기능 개념

위의 네 가지 양상에 해당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1) ㄱ. 방 안에 사람이 있다/없다. (공간 개념)
ㄴ. 멋은 있는데 맛도 있다/맛은 없다. (추상 개념)
ㄷ.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다./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결코 없다. (행위
개념)
ㄹ.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다/없다. (기능 개념)

(1ㄱ)는 ‘-에 …있다’ 구성으로 실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제한된 공간에 존재함
을 나타낸다. 즉 공간적 존재를 의미유형으로 갖는다. 따라서 공간성을 띄고 있
다. (1ㄴ)에서 ‘맛’은 실존하는 대상이 아닌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관찰자의 인지
적 추론 과정과 사고 체계를 거쳐 물질적인 대상으로부터 특성을 뽑아낸 것이
다. 따라서 추상성을 띄고 있다. (1ㄷ)에서 ‘-적이 있다/없다’는 인간의 인지적
인 행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적이 있다/없다’는 ‘행위가 이루어짐/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하는 바, ‘있다/없다’ 구문은 인지적 행위 단어와 결합하여 행위성을
띄고 있다. (1ㄹ)에서 ‘-수 있다/없다’는 가능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음절
화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여3)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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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없다’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고4), 공통된 의미를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그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있다/없다’ 사전적 의미의 빈도와 그 비율
사전적 의미
1-1
1-2
1-3
1-4
1-5
1-6
2-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강조ㆍ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
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상태.

의미 개념

빈도

기본의미
추상 개념
행위 개념
추상 개념

62
184
8
2

비율
(%)
9.7
28.7
1.2
0.3

302

47.2

0

0

58

9

3
1

0.5
0.2

2

0.3

1

0.2

1

0.2

3
0

0.5
0

2

0.3

추상 개념

1
10

0.2
1.5

기본의미

75

13.4

기능 개념

2-2
있다 2-3
2-4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

5
6

개인이나 물체의 일부분이 일정한 범위나 전체에 포함
된 상태.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
태.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상태.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
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된 상태.

1-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2-5
3-1
3-2
3-3
4

공간 개념

3) ‘-수 있다’는 사전적으로는 보조 형용사로 되어있지 않지만 김상대(1991), 김기혁(1999),
이수련(2003), 안주호(2004) 모두 ‘-수 있다’를 문법화로 보고 있다. 본고도 이를 받아들
이려고 한다.
4) ‘있다’의 사전적 의미에서 형용사로서의 의미만 정리하고 동사 및 보조 동사의 의미는 정
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있다’는 시간의 흐름이 작용하여 동사로 확장되지만 ‘없다’는 시
간의 흐름이 작용하지 않아 사물의 성질로만 부호화 되어 일치성을 이루지 않고, 이는
이미 알려진 의미 차이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연구에
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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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1-3
1-4
1-5
1-6
2-1
없다

2-2
2-3
2-4
3-1
3-2
3-3
4
5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은
상태.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상태
재물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난하다.
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
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살지 않는 상태.
매우 드물다
일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
어떤 물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
를 갖추지 않은 상태.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어떤 사람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상태.
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될 수 없는 상태.
상하, 좌우, 위계 따위가 구별될 수 없는 상태.

추상 개념

227

40.6

행위 개념

41

7.3

1
8
197

0.2
1.4
35.2

1

0.2

0
0
2

0
0
0.4

0

0

1
0
6
0

0.2
0
1.1
0

추상 개념
기능 개념

공간 개념

추상 개념

위의 도표에서 의미 개념 비율을 높은 순으로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있다/없다’ 의미 개념 빈도 순위
순위
1
2
3
4
5

있다
의미 개념
기능 개념
추상 개념
공간 개념
기본의미
행위 개념

없다
비율(%)
47.2
30.5
11.4
9.7
1.2

의미 개념
추상 개념
기능 개념
기본의미
행위 개념
공간 개념

비율(%)
43.3
35.2
13.4
7.3
0.8

그리고 <표4>의 ‘있다’와 ‘없다’ 의미 개념 비율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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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20
0

있다
없다
기능

추상

공간

기본의미

행위

<그림1> ‘있다/없다’ 의미 개념 비율 차이

‘있다/없다’의 사전적 의미에서 ‘1-1’은 기본의미5)이고 나머지는 확장의미이
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있다/없다’는 기본의미보다 확장의미가 더 활
성화되었다. 가장 많이 활성화된 의미 개념으로는 ‘있다’의 경우는 ‘-수 있다’ 구
성의 ‘기능 개념’이다. 이는 ‘있다’의 통사적 기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없다’의
경우도 ‘-수 없다’ 구성의 기능성이 비교적 활성화되었으나 ‘있다’에 비해 활성
화 정도가 약하다. ‘-고 있다’, ‘-어 있다’와 달리 ‘-수 있다/없다’는 대칭적이다.
모두 동사적 특징이 아닌 형용사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단어의 문법화로 취급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제3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어휘화 부분만 취급하겠다.

1) 기본의미
‘있다/없다’는 ‘기본의미’의 활성화 정도에서 그 비율이 9.7%와 13.4%로 ‘없다’
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람
혹은 물체의 존재와 비존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 인지적
체험 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단지 실체의 ‘존재’보다는 ‘비존재’를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 그 의미를 내세우려는 의도를 ‘없다’에서 엿볼 수 있다.
5) 이수련(2002)에서는 ‘있다’는 ‘사물의 존재’라는 원형의미로부터 ‘장소, 소유, 시간’ 등으
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고 했다. 김차균(1985), 김상대(1991), 정자훈(2004) 등도 마찬가
지로 ‘있다’의 기본적이고 중심적 의미를 ‘사물의 존재’로 보고 있다. 본고도 이를 받아들
여 ‘있다/없다’의 기본의미를 ‘사물의 존재/비존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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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리로 나와야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
도 있을 것이다.
ㄴ. 이 때문에 일행 중 누군가 “이곳은 모래 없는 사막”이라고 외쳤을 때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았다.

(2ㄱ)는 ‘사람의 존재’, (2ㄴ)는 ‘물체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는 ‘있다/없다’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이자 기본의미이다. 인간의 인지적 체험에서 가장 먼저 시작
된 개념으로, 여기서부터 기타 인간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확장의미들이 생겨난
것이다. ‘있다/없다’의 ‘실체의 존재/비존재’를 인지하고 은유적 패턴을 통해 ‘공
간 개념’, ‘행위 개념’, ‘추상 개념’, ‘기능 개념’ 등 개념들이 나타났다.

2) 공간 개념
‘있다/없다’는 ‘공간 개념’에서 좀 차이를 보인다. ‘있다’의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어 공간 개념으로 많이 쓰이지만 ‘없다’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없
다’는 그 존재를 물리‧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 강조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ㄱ.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추적하여 범행 당일 오후 2시 25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하였다. (2-1) (*없다)
ㄴ. A씨는 김 씨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을 향하여 빨래 건조대를 넘어뜨리자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김 씨는 격분하여 주방 식탁에 있던 부엌칼
을 집어 들었다. (2-1) (*없다)
ㄷ. 아무래도 한반도 육지에서는 가장 남쪽에 있는 해수욕장이라 여름 늦게까
지도 해수욕이 가능하다. (2-1) (*없다)

위의 예문(3)에서 밑줄 친 부분의 ‘있다’를 ‘없다’로 대체하면 비문이 된다. ‘에 없다’는 ‘-에 있다’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제할 때 인지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에 있다’에 비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있다’는 그 존재뿐만 아
니라 그의 존재의 공간도 주목을 받지만 ‘없다’는 비존재이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사물이나 현상이 없는 공간은 당연히 가치성이 떨어져 문장 속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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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6) 즉 공간 개념은 사물이나 현상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그 의미가 두
드러진다.

3) 추상 개념
추상 개념이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되는 속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있다/없다’의 추상 개념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지 않는 사실이나 현상의 ‘존재/비존재’를 가리킨다. ‘있다’는 추상 개
념 구문이 30.5%를 가지고 있고, ‘없다’는 추상 개념 구문이 43.3%를 가지고 있
는 바, 유의미한 결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7). 추상 개념 단어와의 결합
양상을 실례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4) ㄱ. 젊은 의사들은 이런 구조에서 혹사당하느니 덜 힘든 분야를 찾아 주저 없
이 떠난다. (1-2) (*있다)
ㄴ. 그는 웃으며 쉴 새 없이 에피소드를 쏟아냈다. (1-2) (*있다)
ㄷ. 들어오기로 한 고등학교는 취소되었고, 동탄으로 가는 도로도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다. (1-2) (*있다)

예문(4)의 밑줄 친 부분의 ‘없이’를 ‘있다’로 교체하면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이
‘없다’와만 결합 가능하고 ‘있다’와는 결합 불가능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8). 단어
6) ‘없다’가 공간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화자의 담화영역 안에 특정한 존재대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방안에 누군가가 있는데도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
네.’라는 발화를 사용하거나 듣는데 이는 바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존재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됨을 보인다.
7) 김미영(2020)년의 통계적 분석 수치에 의하면 ‘있다’의 추상 개념은 17.03%, ‘없다’의 추
상 개념은 44.2%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8) ‘없다’와 결합 가능하고 ‘있다’와 결합 불가능한 단어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낯없
다/*낯있다, 종없다/*종있다, 대중없다/*대중있다, 버릇없다/*버릇있다, 아랑곳없다/*
아랑공있다, 보잘것없다/*보잘것있다, 느닷없다/*느닷있다, 열없다/*열있다, 채신없다
/*채신있다, 꼼짝없다/*꼼짝있다, 어처구니없다/*어처구니있다, 쓸데없다/*쓸데있다,
변함없다/*변함있다, 어이없다/*어이있다, 염치없다/*염치있다, 힘없다/*힘있다, 맥없
다/*맥있다, 유감없다/*유감있다, 유례없다/*유례있다, 의지가지없다/*의지가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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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모두 그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없다’는 ‘존재’를 전
제로 한 ‘비존재’의 의미를 지녔는 바, 시간‧공간적 인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
라서 인지 영역 내에서‘없다’는 ‘있다’에 비해 추상 개념을 더 많이 가지기 마련이
다. 또한 실체 비존재의 추상 단어와 많이 결합하는 것은 이런 단어들도 실체 인지
가 불가능하여 단어들의 유유상종으로 보인다. ‘없다’가 인지 불가능의 추상 개념
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추상 영역으로 큰 확장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4) 행위 개념
‘있다/없다’는 ‘행위 개념’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있다’의 경우는 ‘없다’에
비해 조금 덜 활성화되었다. ‘행위 개념’은 주로 사건명사와 결합하여 그 행위
여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있다’는 ‘행위가 있다’보다는 ‘행위를 하다9)’의 쓰임
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사건 명사 ‘대화’와 ‘도움’을10) 실
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91983 어절 규모의 말뭉치에서 ‘대화*’를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대화*’의 출현 양상과 그 빈도
양상
대화가 진행…
대화하…
대화(비서술어)

빈도
2
7
7

턱없다/*턱있다, 그지없다/*그지있다, 까딱없다/*까딱있다. 끄떡없다/*끄떡있다, 끊임
없다/*끊임있다, 난데없다/*난데있다, 다름없다/*다름있다, 다시없다/*다시있다，무람
없다/*무람있다, 문제없다/*문제있다, 변함없다/*변함있다, 볼품없다/*볼품있다, 부질
없다/*부질있다, 세상없다/*세상있다, 소용없다/*소용있다, 싸가지없다/*싸가지있다,
쓸모없다/*쓸모있다, 어림없다/*어림있다, 변함없다/*변함있다, 하릴없다/*하릴있다,
형편없다/*형편있다, 싹수없다/*싹수있다, 쓸데없다/*쓸데있다, 올데갈데없다/*올데갈
데있다, 난데없다/*난데있다
9) 국립국어원(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하다’의 사용 빈도는 ‘있다’보다 높
았다.
10) ‘대화’와 ‘도움’은 ‘행위성’를 지니고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은 단어 중 임의로 선택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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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
대화가 없…

2
1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다시피 ‘대화가 없-’이 한 번 출현하고 ‘대화가 있-’은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 그 중 서술어로 쓰이면서 출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화를 하-’이다. 또한 사건명사 ‘도움*’을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도움*’의 출현 양상과 그 빈도
구성
도움이 필요…
도움을 요청…
도움(비서술어)
도움이 크…
도움을 주…
도움을 받…
도움이 되지 않…
도움이 되…
도움이 없…

출현 빈도
1
2
9
1
5
4
1
12
2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다시피 ‘도움이 있-’은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고 ‘도움이
없-’은 두 번 출현하였다.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도움이 되-’인데 긍정문에
서 ‘도움이 있-’은 선호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 ‘되다, 주다, 받다’로 실현되는 것으
로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긍정문에서 ‘사건명사+있다’는 실현도가 높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
건명사+하다, 되다, 주다’ 등의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사건명사+없다’의 실현도
도 마찬가지로 높지는 않았지만 드물게 구문에서 쓰였고, 또한 전체 문장에서
7.3%로 나타나 1.2%의 ‘있다’보다는 높은 것으로 감안할 때 ‘없다’는 사건명사의
부정문 구문에서 ‘-지 ’, ‘안-’, ‘못-’ 부정문 외에 특수 부정어로 일부 구문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있다/없다’는 행위 개념의 표현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행위 개념은 ‘있다/없다’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의 고빈도 단어 ‘-하다’와 결합되어 행위나 작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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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있다/없다’ 구문의 출현 패턴 및 차이점 분석
‘있다/없다’는 확장의미의 활성화 정도 차이로 화용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
리라 짐작된다. 고빈도로 알려진 ‘있다/없다’가 구체적으로 문장 속에서 어떤 화
용적 사용 양상을 보이는지 그 출현 빈도를 알아보고자 고빈도 패턴을 상위 10
위까지 추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있다/없다’ 구문의 사용 패턴11)

‘있다’
구문

‘없다’
구문

연어
...수__02/NNB 있__01 ...
...수__02/NNB있__01/VA+는/ETM....
...수__02/NNB있__01/VA+도록/EC...
...들__01/VV+어/EC 있__01 ...
...수__02/NNB있__01/VA+다는/ETM..
...수__02/NNB 있__01/VA+기/ETN...
...하__01/VV+고/EC 있__01 ...
...수__02/NNB 있__01 /VA+어/EC...
...수__02/NNB+도/JX 있__01 ....
...수__02/NNB 있__01/VA+을/ETM...
....수__02/NNB 없__01/VA+는/ETM...
...수__02/NNB 없__01 ...
...수__02/NNB+밖에/JX 없__01 ...
...차이/NNG+가/JKS 없__01 ...
...수__02/NNB 없__01/VA+을/ETM...
...수__02/NNB+가/JKS 없__01 ...
...수__02/NNB없__01/VA+다는/ETM...
...증상__01/NNG없__01/VA+는/ETM...
...필요/NNG+가/JKS 없__01 ...
...수__02/NNB 없__01/VA+다고/EC...

빈도수
71
37
17
16
15
11
10
8
7
7
29
24
14
6
5
5
5
4
4
4

비율
0.06623134
0.03451493
0.01585821
0.01492537
0.01399254
0.01026119
0.00932836
0.00746269
0.00652985
0.00652985
0.05225225
0.04324324
0.02522523
0.01081081
0.00900901
0.00900901
0.00900901
0.00720721
0.00720721
0.00720721

<표7>에서의 ‘있다/없다’의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있다’는 ‘없다’와 달리 종결
술어로 쓰일 때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종결술어로 쓰인 ‘있다’가 같은 경우
11) 추출된‘있다/없다’구문에서‘오른쪽1, 검색어, 왼쪽1’을 선택하여 연어 검색을 하고 그 빈도
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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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다’보다 3배 가까이 많다. <표7>에서 상위 1-2위는 모두 ‘-수 있다/없다’와
‘-수 있는/없는’이고, 3위는 ‘있다’는 ‘-수 있도록’이 되고, ‘없다’는 ‘-수밖에 없-’
이다. ‘있다/없다’의 확장의미에서의 ‘기능 개념’은 의미 빈도에서도 매우 큰 비율
로 나타나고 출현 패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있다/없다’의 화용을 습
득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있다/없다’는 어휘적으로 많이 쓰일 뿐
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아주 많이 쓰이는 어휘와 문법이 공존하는 단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있다’의 경우 어휘 개념과 기능 개념이 거의 반반의 비율을 차지
한다. 또한 <표7>에서 ‘-수 있-’가 ‘-수 없-’에 비하여 출현 빈도가 현저히 높은데
그 원인을 의미자질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자.
표준국어대사전의 ‘-수 있다/없다’의 의미는 ‘능력의 유무’와 ‘가능성의 유
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와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가 되는 바, [+능력], [±실현]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 없
다’는 ‘능력이 없다’와 ‘가능성이 없다’의 의미가 되는 바, [-능력], [-실현]의 의
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있다/없다’의 상위 3위까지의 패턴을 예문으
로 그 의미자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ㄱ. 이때 뛰거나 웃거나 재채기를 하여서 복압이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소
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 [±실현]
ㄴ. 반면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
었다. [+능력]
ㄷ. 복지부는 정신건강치료에 소극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약 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 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현]
(6) ㄱ. 그런데 왜 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 [-실현]
ㄴ.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을 존경할 수 없다. [-능력]
ㄷ. 시간이 지나갈수록 실종자의 흔적이 점차 희미하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실현]

위의 예문에서 (5ㄱ)의 ‘있다’만이 [±실현]의 두 가지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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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단정하여 말하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수 있다’는 ‘-수도 있고’, ‘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 없다’는 오직
‘가능성이 없다’ 혹은 ‘능력이 없다’의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다.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에서 불완전한 확신을 나타내고 ‘-수 없다’는 완전한 확신을 나
타낸다. 또한 ‘가능성’의 의미에서 ‘-수 있다’안에 ‘-수 없다’도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가능

불가능
-수 없다

<그림2> 가능성의 ‘-수 있다’ 의미 자질

따라서 <표4>의 의미자질 빈도가 보여주듯이 ‘-수 있다’는 ‘-수 없다’에 비해
생산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있다’와 ‘없다’가 생산성 면에서 비대칭적 결과가
초래되는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다.

4. ‘있다/없다’의 조사‧어미 공기관계 빈도
다음 ‘있다/없다’의 조사‧어미와의 공기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그 통사
적 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있다/없다’의 조사‧어미와의 공기관계 빈도를
추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있다/없다’의 조사‧어미 공기관계 빈도
조사‧어미
-가/이
-에
-도
-ㄴ/은/는

있다
빈도
185
39
63
3

없다
비율
28.9
6.1
9.8
0.5

빈도
164
3
43
53

비율
29.3
0.5
7.7
9.5

‘있다/없다’의 의미 빈도 및 사용 양상 연구 135

-만
-밖에
-조차
-게
-나
-야
생략12)

7
0
0
0
1
2
340

1.1
0
0
0
0.2
0.3
53.1

0
39
2
1
0
0
254

0
7
0.4
0.2
0
0
45.4

위의 도표 내용을 ‘있다/없다’를 서로 비교하여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60
50
40
있다
30
없다

20
10
0
-가 -에 -도 -은 -만-밖에-조차-게 -나 -야 생략
<그림3> ‘있다/없다’의 조사‧어미 공기관계 빈도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있다/없다’는 조사‧어미와의 결합보다는 생략
되는 경우가 빈도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수 있다/없다’의 공로가 크기 때
문이다. 다음 ‘-가/이’, ‘-도’, ‘-ㄴ/은/는’, ‘-밖에’, ‘-에’ 순으로 그 공기관계를
보여주는데 ‘-가/이’는 ‘있다’와 ‘없다’가 빈도수가 거의 비슷하고 ‘-밖에’는 ‘있
다’와는 결합 불가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하여 아래 비교 가능한 ‘-도’와
‘-ㄴ/은/는’만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13)
12) ‘있다/없다’가 조사 및 어미와의 결합보다는 생략된 경우를 가리킨다.
13) ‘-에’와 결합은 ‘있다’가 훨씬 높게 나왔는데 이는 ‘있다’는 공간 개념으로 많이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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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있다’와 ‘-도’의 공기관계에서 ‘-수’의 뒤에 ‘-도’가 붙는 경우가 20문장이다.
하지만 ‘없다’는 단 3번만 출현한다. 이를 제외하면 ‘-도’와의 공기관계가 ‘있다’
와 ‘없다’가 서로 비슷하다. ‘-수도’와 ‘있다/없다’의 결합을 실례로 보여주면 다
음과 같다.
(7) ㄱ. 자신들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어필하려고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다.
ㄴ. 차안이었기에 망정이지 지하철이나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쓰러질 수도 있
는 것이 아닌가?
ㄷ. 부당함과 부조리함의 궁극적인 실체가 나의 가족일 수도 있음을 이해하였
다.
(8) ㄱ. 이 씨는 청국장이 토종음식이지만 강한 냄새 때문에 공개된 곳에서는 먹
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드시는데 가
서 주문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하였다.
ㄴ. 용기를 내기는 하였지만 아이를 구하여 아파트 거실에 내려놓고 나자 몸
이 떨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다고 그는 회고하였다.
ㄷ. 이놈의 벌 때문에 나고 자란 마을을 떠날 수도 없고 이렇다 할 대책이 없
어 답답하다고 토로하였다.

예문 (7)의 ‘-도’는 사전적 의미14) 중에서 ‘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었음을 2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리고 ‘-밖에‘는 ‘없다’와만 공기관계를 보이고 이는
‘없다’의 특성과만 연관되는데 이를 분석하는 것은 본고의 중심이 아니므로 약하겠다. 그
외 조사‧어미는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분석 의미가 없다.
14) ‘-도’의 국립국어원 사전적 의미:
「1」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2」 ((주로 ‘…도 …도’ 구성으로 쓰여))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
내는 보조사.
「3」 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4」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5」 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6」 놀라움이나 감탄, 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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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의 경우에 속한다. 즉 여러 가
능성 중 한 가지에 속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문 (8)의 ‘-도’는 ‘극
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경우이다. ‘가능성’의 의미에서 ‘있다’는 ‘-수’와의 결합으로
‘불완전한 확신’을 나타내는 바, 여러 경우가 존재하여 그 중 한 가지 경우만 강
조하여 나타낼 경우, 역동(亦同）15)기능의 ‘-도’와 빈번하게 결합할 수 있다. 하
지만 ‘없다’는 ‘-수’와의 결합은 활성화되어도 ‘완전한 확신’으로 단언되어 여러 경
우로 분화될 수 없어 역동 기능의 ‘-도’와는 결합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도’와의 결합은 ‘-수 있다’와 ‘-수 없다’의 의미적 특성과 연관된다. 따라서
보조사 ‘-도’는 [-실현] 의미자질의 ‘-수 없다’보다는 [±실현] 의미자질의 ‘-수 있
다’와의 결합이 자유로운 것이다.

2) ‘-ㄴ/은/는’16)
‘-ㄴ/은/는’과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가 ‘있다’보다 훨씬 많다. ‘있다’와의 공기
관계는 단지 아래 3문장뿐이다.
(9) ㄱ. 돈을 돌려주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는 민법상 의무로 서 돌려주
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ㄴ. 불가능하여도 희망은 있다.
ㄷ. 우리가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줄 순 없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
로써 위안이 될 순 있는 것 같다.

15) 김정민(1991), 박명옥(2008)도 모두 ‘-도’의 중심의미를 ‘역동’으로, 제시된 사실의 내용
가치와 동류(동일, 유사)의 것이 더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타 파생
의미는 화용적인 상황에 의지하여 갖게 되는 것이며 중심의미 ‘역동’을 벗어나지 않는 것
으로 보고 있다.
16) ‘-ㄴ/은/는’의 국립국어원 사전적 의미:
「1」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2」 (체언 뒤에 붙어)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3」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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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무조건 돈을 많이 주고 검사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ㄴ. 주변 확산 지역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ㄷ. 난민들이 시비를 걸거나 혐오스럽게 행동한 적은 없다.

‘-ㄴ/는/은’는 화용론적으로 구정보를 나타내는 바, 정보의 초점을 서술어에
집중시킨다. ‘있다/없다’는 기본의미가 ‘존재/비존재’로서 ‘-는 있다’는 ‘구정보’
즉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그 ‘존재’를 강조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예문
(9)의 ‘-는 있다’는 세 문장 모두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화용적
층위보다는 의미적 층위가 상위 층위17)이기에 조사 선택에서 ‘-ㄴ/는/은’가 선택
된 것으로 보인다. 예문 (10)의 ‘-는 없다’는 ‘이미 알고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되
는 사실’의 ‘비존재’를 강조함으로써 문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사용 양상
이 ‘-는 있다’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는 있다’는 대조하는 데 주로
쓰이고, ‘-는 없다’는 ‘비존재’를 강조하는 데 많이 쓰인다. <표8>과 예문(9)에서
대조하는 문맥보다는 강조하는 문맥이 더 많이 출현됨을 알 수 있고, 대조하는
문맥에서는 예문(9ㄷ)처럼 ‘있다’와 ‘없다’가 공동 출현의 경우도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당연히 ‘-ㄴ/은/는’과의 결합은 ‘없다’가 ‘있다’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있다’와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은 의미적‧화용적‧통사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있다

있다

없다

<그림4> ‘있다/없다’ 관계도

17) 유현경(2017:142), 형태 중심 한국어 통사론에서 ‘-가’와 ‘-는’의 선택에 있어서 의미
층위가 가장 상위의 층위에 해당되고, 그 다음이 통사 층위, 가장 낮은 층위가 화용 층위
인바, 그 위계에 따라 조사가 선택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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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있다’는 ‘전체적
인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분적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한, ‘부분적 비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밖에 쓰일 수 없다. 하여 ‘없다’는 ‘있다’에 비해 비생산적이고 의미적인 면에서
도 덜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고는 코퍼스를 통하여 ‘있다/없다’의 의미별 빈도, 사용양상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의미적‧화용적‧통사적인 측면에서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18)
공통점

차이점

의미적

‘있다’의 의미가 더 다양하다. ‘있다’는 기능 개념>추상
기본의미보다는 확장의미가 활 개념>공간 개념>기본의미>행위 개념 순으로 의미가 활성
성화되었다.
화 되었고, ‘없다’는 추상 개념>기능 개념>기본의미>행위
개념>공간 개념 순으로 의미가 활성화되었다.

화용적

‘-수 있/없-’의 화용 양상으로
‘-수 있다’는 종결술어로 가장 많이 쓰였고, ‘-수 없다’
가장 많이 쓰였다.
는 관형어, 종결술어 두 양상이 비슷하게 쓰였다.

통사적

조사‧어미와의 공기관계를 놓
‘-가/이’ 외에 ‘있다’는 ‘-에, -도’와의 공기관계가 비교
고 보면 생략되거나 ‘-가/이’와 적 많았고, ‘없다’는 ‘-ㄴ/은/는, -밖에’와의 공기관계가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교적 많았다.

위의 도표와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있다’와 ‘없다’의 기본의미가 상
보적이기 때문이고,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한 부분
적 표현에만 가능하고, ‘있다’는 ‘없다’를 포함한 전체적 표현, ‘없다’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적 표현 모두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8) 본 연구는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추출한 결과이므로 연구의 결과가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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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requency of Meaning and Usage of ‘iss-ta/eop-ta’
Jin, Meiying
This paper aims at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frequency of respective meanings
of “iss-ta/eop-t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its aspects in usage through Corpus.
“iss-ta/eop-ta” is considered as complementary antonym by many people, and they
are symmetrical in usage. However,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is paper,
it can be found out that they not only have similarities but also have some differences
as well. The reason of the appearance of this kind of similarity is caused by that the
basic meaning of “iss-ta/eop-ta” is complementary. The reason of differences is,
“eop-ta” can only be used at the partial expression forms which are on the premise
of “iss-ta,” while “iss-ta” can not only be used at the overall expression forms
containing “oep-ta” but also the partial expressive forms which aren't consist of
“eop-ta.”
Keyword

“iss-ta/eop-ta”, Corpus, meaning, frequency, aspects in usage,

analytical expression, overal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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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텍스트 분석

이해영*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고급통합교재의 텍스트 장르와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교
재 개발에 기초적 작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급 통합교재는 2014년을 계기로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이전의 교재는 문학 텍스트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그 후의 교재는 비문학 장르가 주류였고, 문학 텍스트 중에서도 소설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수필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소설이 결여되는 방향으로, 비문학 장르는 설명문, 논설문 위주로
부터 칼럼, 뉴스, 답사기, 강연, 축사 등 여러 장르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주제는 전문 분야 즉 심도 있는 사회, 문화 분야가 가장 많았다.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인
재양성 목표와 고급통합교재 학습 목표를 결부하여 볼 때 고급 통합교재는 단순한 한국어 능
력시험 고급 수준에 달하는 목표가 아니고 한국학 관련 지식 전수를 통해 난이도 있는 언어
표현력과 심도 있는 문화지식 습득,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 정립을 목적으로 하기에 텍스트
장르, 주제 선정 시 보다 난이도가 낮은 어휘 표현과 단순 지식 전달은 적합하지 않다. 즉
문학텍스트의 비중을 높이고 비문학 텍스트는 소량이어야 하며 문학 중에서도 소설을 위주
로, 수필을 다음으로, 비문학 장르에서는 심층 구조의 설명문과 논설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
주제어

중국,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텍스트, 장르, 주제

* 상해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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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70여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
였다. 특히는 대학의 한국어 전공의 설립과 다량의, 양질의 한국어과 학생 양성
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여러 분야의 노
력이 있었겠지만 그중 한국어 교재도 한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목표 언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되기에 교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바 교재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다년간 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중국
에서 출판된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텍스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교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은바 김정우(2012년), 호몽여(2013년), 남연(2014년), 이해영
(2021년)이 있다. 김정우(2012년)에서는 중국에서 개발된 4종의 교재를 제재 선
택의 경향, 단원 구성과 연습 활동, 어휘 학습의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외국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중국 특색의 교재 특성을 예리하게 밝혔고 중국의 고
급 한국어 교재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쉬운 점이라면 고전소설
등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보면 교육 효과가 이상적이지 못하
다. 호몽여(2013년)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김정우(2012)에서 다룬 4종 중 3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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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외적 구성, 내적 구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교육자가 아닌 학습자의 입장이
다 보니 이론에 입각할 수밖에 없고 현장 경험에 따른 연구가 없다는 것이 아쉽
다. 남연(2014년)에서는 3종의 교재 즉 중국 자체 개발 , 한중 공동 개발, 번역
출판 교재를 선정하여 교재 구성, 제재, 언어 요소, 학습 활동으로 나누어 상세
하게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중국 자체 개발 교재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아니기에 중국의 고급 교재 전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2012년-2022년 10년 동안 중국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은 것은 고급 교재 수가 초·중급 교재에 비해 많지 않고 분석 기준과 내용
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는 대학에서 2년의 전문 교
육과정을 거친 후 3학년 혹은 그 다음단계1)에서 수강하는 한국어학과의 가장
중요한 교과목 <고급 한국어>의 교재인 만큼 그 중요성은 초·중급 교재와 동일
하다. 따라서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
급 한국어 통합교재 연구는 텍스트, 어휘와 문법, 활용 등 여러 면으로 광범위하
게 진행되어야 하나 본고에서는 교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텍스트를 장르2),
주제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텍스트 선정에 따라 교수-학습 내용이 다르고
나아가 학생 양성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개발 현황
현재 중국에서 개발된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는 최희수(2002)로부터 박은숙
(2018)까지 모두 9종의 교재 17권인데 <표1>3)과 같다.
1) 중국 대학에서의 <고급 한국어>는 학부 2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보통 3학년에
서 수강하는 한국어 교과목이다.
2)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장르는 크게 텍스트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학자마다 유형
분류, 정의가 다르고 본고의 핵심이 유형 분류가 아니기에 편의상 장르라고 하였다. 그리
고 장르라고 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3) 진계한국어(고급편)은 한권으로 구성되었고 신경전고급한국어는 신경전한국어1-4
의 시리즈 교재로 출판 중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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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에서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순번

명칭

저자

편찬기관

출판사

연도

①

고급한국어(상하)

최희수

연변대학

요녕민족출판사

2002

②

진계한국어(고급편)

하동매

대련외국어대학

세계도서출판회사

2006

③

대학한국어(5-6)

우림걸

산동대학(위해)

북경대학출판사

2009

④

고급한국어(상하)

전용화

상해해양대학

연변대학

2009

⑤

고급한국어(1)
고급한국어(2)

마금선 심
현숙

연변대학

흑룡강조선민족출
판사

2010
2011

⑥

신편고급한국어(상
하)

김장선

천진사범대학

북경대학출판사

2014

⑦

고급한국어(상)
고급한국어(하)

김성란

중앙민족대학

민족출판사

2015
2017

⑧

고급한국어(상하)

왕단

북경대학

북경대학출판사

2017

⑨

신세기한국어정독
교정(고급 상)
신세기한국어정독
교정(고급 하)

박은숙

산동대학

외어교학연구출판
사

2017
2018

위의 교재 중 ①④⑦교재는 절판된 교재라 구매 불가하고 교재 ②는 중고서
점에서 구매 가능하나 쉽지가 않다. 현재 구매 가능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교재
는 ③⑤⑥⑧⑨ 5종 교재이고 초·중·고급 시리즈 교재로는 교재 ①③④⑤⑨
이며 구매 가능한 시리즈 교재는 ③⑤⑨ 3종뿐이다. 교육의 연관성으로 볼 때
체계적인 시리즈 교재의 교육 효과가 훨씬 큰바 시리즈 교재 개발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 내 119여개 대학에서 고급 통합교재를 사용하는 학교 수는 77개
이고 그 중 중국 자체 개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이 27개로 35%이고 한국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이 50개로 65%이다.4) 초·중급 교재 사용 상황과
달리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는 여
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재의 종류가 적어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모두 인정
할 만한 교재가 없다는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고급 한국어

4) 유쌍옥,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과 개발 방향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호,한중
인문학회, 2016,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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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재 개발은 시급하고 또한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3. 읽기 텍스트 분석
이장에서는 8종의 교재 16권5)에 수록된 텍스트 216개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장르와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은 주로 주제,
유형, 활동을 중심으로6) 진행되었으나 너무 방대한 양이라 활동은 제외하였다.
주제의 중요성은 다 아는 바이고, 장르를 선택한 이유는 2002년부터 2018년 즉
16년 동안 중국에서 개발된 교재 8종이 장르 선정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기 때
문이다. 장르가 다름에 따라 주제와 어휘, 문법, 관용 표현 등 언어적 요소와 문
화 정보 전달, 텍스트 난이도가 달라져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다. 장르 연구를 통해 중국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개발의 흐름과 한국어 교육
의 변화를 파악하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인 교재 개발에 기초 작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 읽기 텍스트 장르 분석
먼저 16권 교재에 수록된 216개 텍스트를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었는데 문
학이 128개로 59.26%이고 ,비문학이 88개로 40.74%를 차지하고 있다. 문학을
다시 소설과 수필, 우화, 시로 나누었는데 <표 2>와 같다.
<표2> 문학텍스트 장르 분포
소설

수필

우화

시

56(43.7%)

70(54.7%)

1(0.8%)

1(0.8%)

문학 장르 중 수필이 차지하는 비중이 54.7%로 소설(43.7%)을 능가하고 있는
5) 진계한국어는 한권으로 구성되었기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신영선·정흥모(2018),정은화·이화진(2015), 이중진(2009),오선경·김지혜(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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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정은화·이화진(2015:85)의 통계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즉 소설보다
는 언어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주제 상 접근하기 쉬운 수필이 우세를 차지한 것
이다. 우화와 시는 각 1편으로 텍스트의 중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중 시가
1개인데 그만큼 시는 비록 고급단계의 학생일지라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분량
이 너무 짧고, 의미가 함축적이어서 통합교재 텍스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시 강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문학 전공 교수
자가 문학관련 수업에서 강의하는 것이 적절하고 고급 통합교재 교수자는 문학
전공이 아닌 기타 전공도 있기에 소설이나 수필 등 장르가 적합하다.
다음 비문학을 설명문, 논설문, 전기문, 뉴스, 칼럼, 답사기, 축사, 강연, 재판
문, 서평 등으로 나누었는데 <표3>과 같다.
<표3> 비문학 텍스트 장르 분포
설명문

논설문

전기문

뉴스

칼럼

답사기

축사

강연

재판문

서평

48

25

1

6

2

2

1

1

1

1

비문학 장르 중 설명문이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논설
문이 28.4%이다. 즉 설명문과 논설문이 82.9%를 차지하고 기타 장르는 수량이
적은바 비문학은 설명문과 논설문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로서 중국의 고급 한국
어 통합교재 텍스트는 소설, 수필, 설명문, 논설문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포와 텍스트 선정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재별로 고
찰하고자 한다.
<표4> 교재별 읽기 텍스트 장르 분포1
①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학

70%

75%

87.5%

91%

36.6%

40%

60%

13.3%

비문학

30%

25%

12.5%

9%

63.4%

60%

40%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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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를 볼 때 교재 ①③④⑤에서는 문학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문학
보다 훨씬 많고 교재 ⑥⑦⑨에서는 반대로 비문학 장르가 더 많으며, 교재 ⑧에
서는 다시 문학 텍스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재 ④⑤에서는 문학이 차
지하는 비중이 87.5%, 91%로 최고치에 다르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텍스트 장르 변화가 명확한 것은 교재 ⑥에서부터인바 현행 8종의 교재를 두 부
류 즉 2014년 이전의 교재 ①③④⑤와 그 후의 교재 ⑥⑦⑧⑨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텍스트의 변화는 아래 <표5> 비문학 장르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나는 바
2014년이 중국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4>의 문학과 비문학 텍스트를 다시 분류하면 <표5>와 같다.
<표5> 교재별 읽기 텍스트 장르 분포2
①

③

④

⑤

소설

35%

46%

70%

27%

수필

35%

25%

17.5%

64%

⑥

⑦
5%

10%

36.7%

35%

46.7%

시
30%

17%
4%

전기문

4%

12.5%

4.5%

33.3%

10%

16.7%

66.7%

4.5%

10%

40%

20%

3.4%

뉴스

10%

칼럼

6.7%

답사기

3.3.%

10%
3.3.%

축사

5%

강연

5%

서평

13.3%

4%

논설문

재판문

⑨

3.3%

우화
설명문

⑧

3.3%
3.3.%

우선 문학 텍스트 중 소설과 수필의 비중이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교재 ①③
④에서는 소설의 비중이 수필보다 크다가 교재 ⑤에서는 수필의 비중이 훨씬 커
졌고, 그 후 교재 ⑥⑦⑧에서는 수필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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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⑥⑨에는 소설이 결여되어 있다. 즉 2014년을 기준으로 그전의 교재 텍스
트는 소설 위주, 수필 제2위의 분량으로 구성되었고, 그 후의 교재에서는 소설
의 분량이 점점 적어지고 수필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설은 <한국
문학작품 선독>이나 <한국문학사> 등 문학관련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으니 굳이
통합교재에서까지 다루어야 하나는 의문이 있을지 모르나 문학관련 교과목에서
의 강의 요점은 작가 소개, 작품 분석 등 문학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통합
교재에서는 어휘, 관용표현 등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고차원의 언어 요소와 그
시기의 문화, 정서, 가치관을 중점으로 강의 즉 문화적인 접근이기에 통합교재
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체불가하다. 또 문학이 언어 교육에 필요한지
에 대해 Lazar(1993)에서는 8가지로 귀납하였는바 즉 언어습득에 효과적이고,
언어적 인지를 확장시키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다른 나라 문화 이해를 돕고 실제적이고 학습자들의 해석 능력을 발전시키
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7) 알 수 있다시피 여
기서 말하는 문학은 소설이고 소설은 언어교육, 문화교육, 문학교육에 모두 효
과적이다. 때문에 고급 통합교재에서 소설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수필은 소설
에 비해 분량이 짧고, 내용이나 언어적 요소가 간단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기에 2학년 즉 중급 단계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교재 ⑥의 수필 <차 향기 속
에>, <인사동 비둘기>, 교재 ⑧의 <가야금 인생> 등이 그 예이다. 한국어 전공
고급단계 학습자에게는 보다 간단한 수필보다 난이도가 큰 소설이 언어교육, 문
화교육,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에 고급 통합교재 텍스트의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소설의 종류로는 한국소설과 외국소설이 있는데 한국 소설에는 현대소설, 당
대소설, 고전소설이 있고 외국 소설로는 주로 프랑스 소설, 일본 소설이 있다.
그중 황순원의 <소나기>는 교재 ①③④⑧에, 일본소설 <우동 한 그릇>은 교재
①③④⑤에 수록되어 중국에서 개발한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의 50%나 차지한
다. <소나기>는 소년소녀의 사랑을 다룬 내용으로 내용상 학습자에게 거부감이
7) 심재휘,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국어교육학연구 51권 3호, 국어교육학회, 2016,
p.1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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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어휘나 문구가 간결하고 난이한 부분이 적으며 영화로도 상영되어 학습자
들이 접하기 쉬워 흥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작품이다. <우동 한 그릇>은 가족 사랑
에 관한 내용이고, 중국어로 번역된 작품도 있어 중국어 학습자에게 익숙한 작
품이기에 비록 번역된 작품이라 한국어의 진수를 보여주지는 못하나8), 인성관
련 내용으로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수많은 한국 문화를 교재에 모
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문학까지 끼어 넣을 자리는 없고, 한국
어의 진수를 보여주지는 못하기에 한국어로 직접 쓴 한국어 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9)하지만 다량이 아닌 한편 정도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백봉자
(2007)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으로서의 작품 선정을 할 때 텍스트
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학습자의 언어적 수
준과 이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정도가 특정 작품을 받아들이는 데 적합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 또 학습자의 감각에 맞는 작품인가도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전작품에는 요즘 사용하지 않는 어휘도 많을 뿐더러 흥
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10) 비록 문학교육으로서의 작품선정 기준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고급 통합교재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이 기준은 적용된다. 즉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인가의 여
부보다는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과 흥미 유발, 감각에 맞는 작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번역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위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적은 분량은
선정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소설 중 이 두 편은 선정되어도 좋을 듯싶다. 그
리고 한국 고전소설은 백봉자(2007)에서 제기한 것처럼 요즘 사용하지 않는 어
휘이고, 교수자의 고대한국어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학부 단계에서 고전소
설은 적합하지 않다.11)교재 ⑧에 실린 고전소설 <춘향전>의 교수 경험으로 볼
8) 남연, ｢중국의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합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25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4, p.84.
9) 위의 논문, p.84.
10) 심재휘,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국어교육학연구 51권 3호, 국어교육학회, 2016,
p.102에서 재인용
11) 김정우(2012,166)에서는 고전문학작품은 한국의 현대소설에서 보여지지 않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문화,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고전 작품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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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뿐더러 고전 어휘 습득이 어렵고 필수 내용이
아니기에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학생을 상대로 한 한국어교육인바 중국에
서 가장 유명하고 번역이 잘 된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외
국어 학습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외국어로 중국 이야기를 잘 하자는데 있
다.12) 즉 외국어를 배워 외국의 선진문물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문
화를 여러 나라 언어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또한 최신의 외국어 교육 목표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재 ③의 <쿵이지>처럼 중국 실정에 맞게 한 편 정도의
인지도가 높은 중국 작품을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중국 고등교육의 새
로운 이론으로 과정사정(課程思政)13)이 있는데 사상도덕과 국가의식, 문화적
자신감 등 소재를 함유한 텍스트를 선정하기위해서는 중국 관련 주제를 다루어
야 한다. 예를 들어 교재 ⑨의 <장가계>처럼 언어 교육 외에 장가계의 웅장함과
신비로움 등을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인으로서의 긍지감, 문화적 자신감 등을 심
어 주어 지식 전달과 사상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비문학장르의 텍스트 종류도 2014년 이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설명문, 논설문에서부터 전기문, 뉴스, 칼럼, 답사기, 축사, 강연, 재판문,
서평 등 여러 가지인바 비문학 장르의 추가와 소설의 결여 혹은 감소가 큰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교재 별로 ⑥에서는 뉴스, 칼럼, 답사기, ⑦에서는 축사, 강연,
⑧에서는 재판문, ⑨에서는 뉴스, 서평, 답사기 등 장르가 추가 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교재 텍스트 장르에 변화가 생긴 데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인터넷 게시물, 등 자료 매체 형식도 다양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이나 여
가생활 등 현대 한국인의 삶에 밀착한 다양한 소재들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하려
이나 인상적인 문장표현을 인용해 한국어 대화나 문장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매우 효과적
이고 수준 높은 한국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시도라고 하였으나 교재 ➇에 실린 고전소설 <춘향전>의 교수 경험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12) 講好中國故事, 傳播好中國聲音
13) 과정사정(課程思政)이란 신시대 중국 고등교육이론으로 전원(全員), 전과정(全過程), 전
방위(全方位)적인 인재 양성 형식이다. 즉 전공 수업과 사상도덕, 국가의식, 사회적 책임
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 내용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 덕과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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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이 요구된다14)는 견해와 일치하다. 또한 2014년에 진행된 한국어능력시
험 개편, 중국에서 실행한 한국어전공 시험과 함께 그 후에 개발한 교재는 이
두 가지 능력시험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교재와 달리 장르와 주제 면에서 큰 변
화를 보였다.15)설명문과 논설문 이외의 여러 장르의 주제나 내용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난이도가 낮고, 문화 교육의 가치는 약하다.
또한 <한국사회와 문화>, <한국개황> 등 과목에서 충분히 언급 가능한 내용이기
에 통합교재에서는 보다 더 언어적 교육, 문화적 교육 가치가 있는 텍스트를 선
정할 것을 주장한다. 교재 ⑧은 2014년 이후에 개발된 교재지만 그 전의 교재와
장르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교재 머리말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언어지식, 문화
지식을 전수하는 동시에 학생의 종합능력 양성과 깊이 있는 사고력 양성을 통해
인문시야를 넓히고 인문소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소질
양성은 중국 대학교의 보편적인 양성목표 중 하나인바 전공지식을 습득하는 동
시에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문소질을 중요시하여 덕과 지를 겸비한 종합능력의
소유자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교재 ⑧의 텍스트에는 여러 능력시험에 초
점을 맞추지 않았고 장르 또한 소설, 수필, 설명문, 논설문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학교에서는 어학당이나 학원과 달리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외국어 전공으로서 학문을 전수하기에 고급 단계 통합교재는 각종 시험이나
기능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되고 한국학 관련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또한 2018년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일반 고등학교 학부전공교육
품질 국가기준(普通高等學校本科專業類敎學質量國家標準,이하 새 국가표준
이라 함)에서는 외국어 관련 전공은 종합적인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소양요
구, 지식요구, 능력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한국어학과

14) 김정우, ｢중국의 한국어 고급 교재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5호,한중인문학회, 2012,
p.178.
15) 교재 ➅의 머리말에서는 곧 진행하게 될 한국어능력시험 개혁과 일치하고 교재 ➈의 머
리말에서는 연습문제는 신한국어 능력시험과 국내한국어전공 8급 시험의 연습문제를 참
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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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과 양호한 도덕과 품격, 사회적 책임감과 인문
소양을 갖춘 한국 언어문화 지식을 소지한 덕, 지, 체를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
로 하기에 고급 통합교재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자면 편폭이 짧고 언어적 난이도가 낮고 소양 교육 관련 주제와는 거
리가 먼 비문학 장르보다는 문학 장르 그중에서도 언어 표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16)오로지 고급 통합교재 텍스트 특히 소설
을 통해 모든 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소설이 가장 광범위하고 깊이 있
는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분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어 전공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여 낮은 난이도
의 텍스트를 선정할 경우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17)

2) 읽기 텍스트 주제 분석
(1) 주제 분류 기준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주제 분류의 틀을 마련한 연구로는 이
은숙(2009)과 송수희(2009)가 있고 고급 한국어 교재 읽기 텍스트 주제에 관한
연구로는 정은화·이화진(2015)이 있다. 이은숙(2009)에서는 텍스트의 주제를
개인, 공동체, 문화 및 과학 3가지로 분류하였고 송수희(2009)에서는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문화, 사회, 경제/경영, 과학, 교육, 역사, 기타 10가지로
분류하였다. 정은화·이화진(2015)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2
단계(2011)의 텍스트 주제 분류의 틀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정은화·
16) 남연(2014:100-101)에서도 한국 문화 능력 신장이라는 일차적 교육 목표와 인성교육이
라는 이차적 교육 목표를 감안해 볼 때, 한국 문화와 인성교육에 관한 제재를 많이 수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 교통 등의 일상적인 문화
가 아닌 한국인의 가치관, 종교, 한국인의 의식 등의 정신문화(성취문화)를 뜻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적한 인성교육과 정신문화 등은 소설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17) 남연(2014:101)에서도 소중한 수업 시간을 상대적으로 쉬운 글을 배우는 데 할애하는 것
보다 혼자의 노력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문이나 논설문, 실용서보다는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의미가 강한 현대수필, 현대소
설 등을 더 많이 수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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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2015)과 같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의 텍스트
주제 분류에 맞추어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의 텍스트 주제 분포 양상을 알아보고
자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에서는 <표6>과 같이
주제를 17가지로 분류하였다.
<표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텍스트 주제 분류 틀
대분류

소분류

1

가족

가족소개/집안일/연애, 결혼

2

건강

신체 증상/병원/약국/운동/건강

3

과학

기술/미래 사회/생활 과학

4

교육

학교생활/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교육 제도/유학

5

뉴스, 시사문제

사건, 사고, 재해/환경문제/공공장소(기관)/공공사안

6

물건 사기

쇼핑/시장

7

미디어

컴퓨터와 인터넷/대중매체/신문/편지

8

생활

음식, 요리/집, 주거/이사/초대/방문/약속/전화/길 찾기/모임/저축/교
통/문화차이/사회제도/하루생활/일상생활/봉사/한국생활/외모, 복장/
성격, 감정/날씨와 계절(기후)

9

수

날짜/요일/시간/가격

10

예술

공연과 감상/미술/영화

11

인사

자기소개/개인 정보/인사말/감사 및 사과

12

일과 직업

직장 생활/직업/진로와 취업(면접)/동료 간 갈등(업무)

13

전문분야

언어/역사/언론/경영 경제/종교/심리/건축/사회/정치/문화/과학/성/
철학, 윤리/법

14

책과 문학

한국의 시와 수필/한국의 소설

15

취미와 여가

여가/취미/스포츠/개인적 관심사/문화생활

16

한글과 한국어

한글 소개/한국어 소개

17

휴일

주말/여행, 숙박/지리정보/휴일, 방학

비록 기준을 정하기는 했지만 한국어 전공으로서의 고급단계 한국어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에서 제시한 고급단계는 확연한 차이
가 존재한다. 한국어 전공으로서의 고급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는 한국어 능
력시험 고급 수준에서처럼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기능적 영역에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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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기, 번역 등을 포함한 언어 기능 외에도 광범위한 한국학
관련 지식 즉 정서와 가치관을 포함한 정신문화, 전통문화 등 심층 문화 지식도
포함된다. 그리고 분류의 틀을 보면 대분류 주제가 겹치는 경우 즉 ‘생활’이라는
대분류에 ‘물건 사기, 일과 직업, 취미와 여가, 휴일’등 대분류도 포함되는 경우
도 있다. 특히 기능 상 ‘책과 문학’으로 분류하였지만 문학 작품의 제제나 내용
으로 볼 때 기타 분류에도 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 대상으로 한 텍스트 주제 분류의 틀이 없는 현재, 또한 본고의 주제가
보다 합리적인 주제 분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주제 분포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주제 분포 및 분류 양상
먼저 <표1>에서 제시한 교재 텍스트의 주제를 <표6>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다
음과 같다.
<표7> 읽기 텍스트 주제 분류 및 출현 빈도
대주제

상권
빈도

하권

소주제

빈도

소주제

합계

가족
건강

1

건강

1

과학

3

미래사회, 기술

교육

2

대학교육

2

뉴스, 시사문제

2

환경

2

4

미래사화, 기술

7

물건 사기
미디어

1

컴퓨터와 인터넷

1

생활
수
예술

1

영화

1

일과 직업

2

진로와 취업

1

진로와 취업

3

전문분야

26

사회, 문화, 경제, 언
어, 철학, 역사, 법

44

사회, 문화, 경제, 미
술, 윤리, 법, 언어

70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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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문학

71

시와 소설, 수필

1

한글

57

소설, 수필

128

취미와 여가
한글과 한국어

1

휴일
총 빈도

109

107

216

총 216편의 텍스트를 <표6>대로 분류해 본 결과 주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주로는 텍스트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아 주제 위치 설정이 어려
웠다. 그리하여 대부분 큰 틀, 즉 전문분야의 문화, 사회에 분류할 수밖에 없었
다. 예를 들어 교재 ③의 <학문의 목적>, 교재 ④의 <인간의 존엄성과 성실>,
<새해 아침: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글>, 교재 ⑤의 <21세기와 독서>, 교재
⑥의 <실수도 때론 희망이 된다>, 교재 ⑦의 <광속 시대에서도 독서 습관은 필
수>, <성공의 공식> 등 텍스트는 주로 인성 교육에 관한 주제인데 기존의 분류
의 틀로는 분류하기가 어려워 내용을 참조하여 크게 문화와 사회에 분류하였다.
<표7>에서 보면 10개의 대주제, 21개 소주제가 고급 교재에 제시되어 있고
‘책과 문학’의 경우 상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책보다 많은 데 비해 ‘전문분야’
의 경우에는 하책에 와서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2014년 이후 교재 중
문학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대주제 안에
서도 소주제별로 상책과 하책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소주제 별 출현 양상은 <표
8>과 같다.
<표8> 읽기 텍스트 소주제별 출현 양상
대주제

소수제

빈도
상

하

건강

건강

과학

미래사회

1
1

1

기술

2

3

교육

대학교육

2

뉴스, 시사문제

환경

2

미디어

컴퓨터와 인터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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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일과 직업

전문분야

책과 문학

한글과 한국어

영화

1

미술

2

진로와 취업

2

1

사회

14

13

문화

5

21

경영 경제

2

4

철학, 윤리

1

1

언어

2

2

역사

1

법

1

1

소설

25

31

수필

44

26

시

1

우화

1

한글

1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상책과 하책에서 제시되는 소주제는 비슷하다. 전문
분야에서 ‘문화’부분이 상책에서 많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책과 문학 분야의
‘수필’의 변화 양상과 반대된다. 그리고 일부는 내용 상 명확한 주제 파악이 어
려워 크게 ‘문화'로 분류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한글’, ‘건강’과 같은 소
주제는 간단한 소개 내용이 아닌 <지혜로운 글자, 한자와 한글>, <난 왜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와 같은 한글 창제과정과 그 과학성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몸이 피곤한 원인에 대한 해석 등 깊이 있는 내용이다.
비록 읽기 텍스트를 <표6>에 따라 분류하였지만 내용 상 판단하기 어려운 부
분과 분류에 없는 주제도 많았다. 중국에서 출판한 고급 통합교재 주제 분류 기
준이 없는 것은 기준 선정이 어렵거나 기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다. 남연(2014)에서처럼 주제를 인문 사회, 인성 교육, 한국 문화, 한국 문학,
중국 문학 혹은 기타 나라 문학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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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개발 방향
3장에서 중국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의 장르와 주제를 살펴본 결과 장르 면
에서 단일한 소설, 수필, 논설문, 설명문으로부터 논설, 칼럼, 뉴스, 답사기, 축
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주제 면에서는 전문분야의 사회와
문화 부분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장르와 주제 분포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바
보다 나은 교재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텍스트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문학 장르 특히는 소설의 비중이 적어
지고 비문학 장르의 비중이 증가함으로 인해 텍스트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
아졌다. 텍스트의 난이도가 낮을 경우 한 학기에 교재 1권으로 부족하여 교사
나름대로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업 진도를 과도하게 늦추거나 학습자 스스로 학
습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재
⑧의 <산신각>, <서양은 에피스테메를 말하지만 우리는 혼란을 말한다>, <한국
어에 담긴 한국인>, <지혜가 담긴 집, 한옥>,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갑니다>는 2-3페이지로 분량도 적거니와 내용도 간단하다. <언어
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가야금 인생>, <백범일지>, <한강의 경제기적> 등
은 4-5페이지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쉬워 지정 강의 시간에 앞당겨 끝낼 수 있
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라 할지라도 텍스트의 분량과 난이도, 주제를 고려하여
야 한다. 예를 들면 교재 ⑧의 <지혜로운 글자, 한자와 한글>, <추운 시절의 그
림, 세한도>, <미인도는 왜 남겨두었을까?>는 8-9페이지이고, 주제도 한글 창
제원리, 미술과 역사, 윤리와 사상 등 한국 심층문화를 포함하고 있어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난이도는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개발 시 우선
고려할 부분이다.
둘째. 최신 과학 기술 등 비문화적인 주제의 분량을 줄여야 한다. 앞서 얘기
했듯이 문학 장르가 감소됨에 따라 텍스트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정신문화, 사상과 철학 등 심층문화 습득이 불가능하
게 되었다. 대부분 현대 사회를 반영한 인공지능, 환경, 스마트 시대, 우주 비행
선 등 첨단과학기술 관련 내용으로 간단한 현상 설명에만 국한되어 있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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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향상이나 문화 습득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교재 ⑨의 <로봇>,
<저탄소생활>, <복권>, <냉동인간>, <하늘여행>, <수그리족>, <유전자 조작 식
품> 등은 모두 현대 최신 기술이나 이슈를 다룬 내용이다. 분량은 3페이지 정도
이고 모두 관련이 있는 3개 소주제로 나누었다. 즉 한 개의 통문장이 아닌 3개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내용 습득이 어렵고 언어 요소도 간단하다.
교재가 대부분 이런 유형의 텍스트로 구성되었다면 전체 난이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문학 장르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중 소설의 비중을 늘리고 수
필은 적당하게, 시와 고전소설은 권장하지 않는다. 수필은 내용이 쉽고 분량이
짧아 고급 단계보다는 중급 단계에 적합하고 시는 편폭이 짧고 함축적이어서 수
업 시간 배치가 적절하지 않으며 고전소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구성되
어 있기에 학부 단계보다는 대학원에서 다루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교재
⑥의 수필 <차 향기 속에>, <인사동 비둘기>, <만남> 등 수필은 짧고 내용이 간
단하고 교재 ⑧의 <청산별곡>, <송인>, <진달래꽃>,<국화 옆에서> 등이 유명한
시이기는 하지만 <고급한국어> 수업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문학적인 접근이 필
요한 <한국 문학> 수업에서 다루는 것을 권장한다. <춘향전>은 고전소설이기에
어휘 등 언어 요소가 언어 능력 신장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소설은 당대, 현
대 소설을 포함한 인성교육, 정신문화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주제를 다룬 것
을 권장한다. 중국의 고급 통합교재에 가장 많이 수록된 <소나기> 또한 그 대표
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새 국가표준에 따라 종합적인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바 고급 통합교재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도 바른 인생관, 가
치관, 세계관과 양호한 도덕, 사회적 책임감과 인문 소양을 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편폭이 짧고 언어적 난이도가 낮고 소양 교육 관련 주제와는 거
리가 먼 비문학 장르보다는 문학 장르, 그중에서도 언어 표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정수를 접하기 위해
서는 한국어 원문을 권장하지만 <우동 한 그릇>과 같은 번역된 작품은 주제, 언
어 요소, 다양한 나라 문화 접근 등 요소가 모두 적절하기에 한편 정도 선정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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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의 외국어 교육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에서의 외국어 교
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외국어로 중국 이야기를 잘 하자는데 있고 또 중국
의 대학 교육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과정사정(課程思政)을 교재에 반영하여야
하기에 중국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하나쯤은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교재 ③의 <쿵이지>, <소중정원>, 교재 ⑨의 <홍고량가족> 등이 그 예인데 수필
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소설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모옌의 <홍고량가족>을 강의
하면서 언어적 요소 외에 중국 문학의 성과와 세계적 위치를 언급하면서 학생들
이 문화적 자신감, 나아가 국가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도덕과
국가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을 자연스럽게 수업과 결합시킬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5. 결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인재 양성, 교수 양성, 교재 개발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고급 통합교재 개발은 향후 더 진행되어
야 한다. 비록 두 세대 한국어 교육자들의18) 16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편적 인정을 받은 교재가 없는 것은 그만큼 고급 통합교재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급 통합교재는 언어, 문화, 문학 등 한국학 관련 학문을 포함하고
인성교육, 즉 소양교육을 목표로 하는 종합교재이지 단순한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한 기능식 교재가 아니다. 또한 이 단계 학생들은 일정한 언어 수준과 문화
지식을 겸비하였기에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언어, 문화 지식은
심도가 있어야 하며 중국의 실정에 맞는 새 국가표준과 일치한 정확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 외 한국 관련 일부 전문 지식19)은
기타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진다.20)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교재 텍스트는 장르 선
18) 교재 편찬의 측면에서 최희수, 우림걸, 마금선, 전용화를 1세대로 김성란, 김장선, 왕단,
박은숙을 2세대로 보았다.
19) 여기에서 말하는 일부 전문 지식은 <표6>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과학, 경영 등을 말한다.
즉 이런 내용은 어휘 표현이 간단하여 번역식 수업이 가능하고 문법 또한 어렵지 않기에
난이도가 있는 고급 통합교재보다는 기타 교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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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주제 선정 등 면에서 보다 언어적 난이도가 있고 한국 특유의 표현과 문화,
정서를 전달하는 내용, 인성 교육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장르와
주제로 구성되어야 하고 중국관련 내용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2년-2018년 16년 동안 현재 중국에서 자체 개발된 모든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를 장르,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6년 동안의 중국의 한국
어 교육자의 노력과 2014년을 분기점으로 달라진 중국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실제 교육 현장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논의라고 본다. 다만 교재의 단원 구성, 어휘 요소, 연습 활동 등을 다루지
못해 아쉽고 향후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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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xt selection for the Advanced Integrated Korean
Textbook used in china
Li, Haiying

This study is about the analysis of the theme and genre of the text in theintegrated
Korean textbooks for advanced Learners used in China and sheds light on the future
textbook compiling.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egrated Korean teaching
materials showed two different trends before and 2014.as a turning point. Before
2014,the integrated Korean textbooks mainly consist of literary texts, and after that,
non-literary texts became the main textbook contents. Among the literary text, the
focus also gradually changed from novels to essays with the absence of novels.
Moreover, Non-literary texts added various genres such as columns, news, notes,
lectures, and congratulatory speeches besides the major expository texts and argument
essays. Furthermore, the most common topics were about specialized fields, especially
those thought-provoking essays about social and cultural events. Considering the
cultivation goals of Korean-major students in Chinese universities and the textbook
learning goals, the purpose of integrated Korean textbooks for advanced learners is
not to pass language tests and get high-level certifications but to acquire difficult
language expression, in-depth cultural knowledge, and to establish universal values
through the knowledge of Korean studies for students. Therefore, When selecting a
text genre or topic, it is not appropriate to select those expressions that are even easier
than poetry and essays without deep though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e
the proportion of literary text should be increased and the non-literary texts should
be decreased in the compiling of advanced integrated Korean textbooks. In literary
texts, novels should be mainly composed, followed by essays, and in non-literary
genres should be composed mainly of expository texts and argument essays.
Keyword

China, Advanced korean, Integrated textbook, Text, Genr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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课程思政视角下的中国大学韩国语专业课程改革方向
丁一

*

국문요약
77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오늘날 교육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면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課程思政) 교육 개

중국 정부는 일련의 중요한 교육 정책을 내놓았고 실시하였다. 과정사정(

혁은 바로 그 정책들 중의 하나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과정사정의 시각에 입각해 중국 대
학의 한국어 전공의 커리큘럼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과제다.
본 논문은 우선 과정사정의 개념적 의의를 살펴보았고 『고등교육기관 과정사정 건설 지도

高等學校課程思政建設指導綱要）, 이하 요강』의 핵심 이념과 주요 내용을 해석하였
文秋芳，

요강（

다. 그리고 한국어전공 과정사정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추방(

2021:47～52)의 과정사정 교육 모델을 근거로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상황을 연계하여 한국
어 전공 과정사정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체적인 교육 예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課程思政）, 요강, 해석, 커리큘럼 개혁

한국어 교육, 과정사정（

目录>
引言
2. 课程思政的建设与内涵
3. 韩国语专业人才培养与课程思政
4. 韩国语专业课程思政教学实践的实施方向
5. 结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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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北京大学 朝鲜（韩国）语言文化系 讲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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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中国的大学韩国语教育发端于1945年国立东方语言专科学校增设韩国语
科，时至今日已走过77载。如今，中国的大学韩国语教育取得了令人瞩目的
成绩，但与此同时也面临着严峻的挑战，正处于全面向内涵式发展转型的新
时期。中国的大学韩国语教育的发展方向和课程改革有其自身的规律和特
点，受其专业内部和专业相关领域诸因素影响，但属于中国高等教育重要组
成部分的外国语言文学教育，以及已成为中国最主要的外语教学语种之一的
韩国语的教学改革与发展，势必在很大程度受中国高等教育改革大环境的影
响。
近年来，中国出台了一系列全面提高高等教育教学质量的重要举措。颁
布中国首个高等教育教学质量国家标准——『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类教学质
量国家标准 』、遴选 “三全育人 ” 综合改革试点单位 、全面推进新文科建
设……
2020年5月，中国教育部印发『高等学校课程思政建设指导纲要』，把高
校的课程思政工作摆在突出位置，鼓励各高校采取有力有效措施，探索大思
政格局下人才培养的有效路径。2022年2月23日，中国教育部高教司公布『教
育部高等教育司2022年工作要点』，其中的要点之一就是继续深化高校课程
思政建设，其具体内容如下：
1)

深化高校课程思政建设。深入实施『高等学校课程思政建设指导纲要』，组建
高等学校课程思政教学指导委员会，研制本科专业类课程思政教学指南，组织开展
高校教师课程思政教学能力培训，选树课程思政示范项目，引领带动全国高校课程
思政高质量建设。

在中国高校各专业范围内全面推进课程思政建设的大背景下，中国的大
三全育人”即全员育人、全程育人、全方位育人，是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强和改进新
形势下高校思想政治工作的意见》提出的坚持全员全过程全方位育人（简称“三全育人”）的
要求。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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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韩国语专业立足课程思政视角进行课程改革势在必行。那么，“课程思政的
内涵是什么？”“如何将其理念贯彻落实到韩国语教学当中？”就成为了亟需探
讨的课题。鉴于此，本研究将对课程思政建设及其理论内涵进行系统梳理和
分析，并探讨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目标和课程思政元素，最后将借具体案
例探讨中国大学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实践方向。
2.

课程思政的建设与内涵

1)

课程思政的提出、推进、落实

课程思政的提出与建设并非一蹴而就。2016年12月，中共中央总书记习
近平出席全国高校思想政治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时强调，要坚持把立德
树人作为中心环节，把思想政治工作贯穿教育教学全过程，实现全程育人、全
方位育人，努力开创高等教育事业发展新局面，要用好课堂教学这个主渠
道，使各类课程与思想政治理论课同向同行，形成协同效应。这就是课程思政
的教育理念。2018年9月的全国教育大会上，习近平总书记再一次指出，要把
立德树人融入思想道德教育、文化知识教育、社会实践教育各环节，贯穿基础
教育、职业教育、高等教育各领域。2019年3月，在学校思想政治理论课教师
座谈会上，习近平总书记强调，要坚持显性教育和隐性教育相统一，挖掘其他
课程和教学方式中蕴含的思想政治教育资源，实现全员全程全方位育人。此
后，2019年8月，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深化新时代学校
思想政治理论课改革创新的若干意见』（以下简称『意见』），明确提出要全
面推进高校课程思政建设。2020年5月28，教育部印发『高等学校课程思政建
设指导纲要』（以下简称『纲要』），这是高校课程思政建设的纲领性文件，
课程思政建设的全面部署与建设由此开始。
首先，教育部组织了一系列课程思政建设、推进工作。2020年6月8日，
教育部组织召开全面推进高等学校课程思政建设工作视频会议，部署『纲
要』的贯彻落实。2020年12月15日，教育部高校课程思政建设调研推进会在
江苏南京召开，交流研讨高校课程思政建设指导纲要落实情况，深入推进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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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课程思政高质量建设。2021年6月1日，教育部发布关于公布课程思政示范
项目名单的通知，经组织推荐、专家遴选、会议评议和网络公示等，评选出课
程思政示范课程699门、课程思政教学名师和团队699个、课程思政教学研究
示范中心30个。2021年6月10日，教育部在江西省井冈山大学召开课程思政建
设工作推进会，会议系统总结『纲要』实施一年来的进展，研究部署下一阶段
重点工作，全面推进课程思政高质量建设。2021年11月7日，教育部办公厅发
布关于推荐教育部高等学校课程思政教学指导委员会委员的通知，组建教育
部高等学校课程思政教学指导委员会，以发挥课程思政专家作用，开展高校
课程思政教学研究、咨询、指导、评价和服务等工作。2021年11月，教育部高
等教育司指导，全国高校教师网络培训中心举办全国高校教师课程思政教学
能力培训由各校教务长办公室、教务部、研究生院、教师教学发展中心组织教
师、教学管理人员参加。2022年2月，教育部高教司公布2022年的工作要点，
将深化高校课程思政建设列为重点工作内容。
其次，多个课程思政联盟相继成立。目前成立的思政联盟总体可分为两
类，一类思政联盟是以学科为单位成立的，另一类是以地域为单位成立的思
政联盟。以学科为单位的思政联盟主要有2020年12月成立的财经类高校课程
思政联盟，2021年4月成立的高校交通运输类专业课程思政研究联盟、高等医
药院校课程思政教育资源建设联盟，2021年5月成立的高等农林院校课程思政
联盟、高等军工院校课程思政联盟，2021年6月成立的土木类专业课程思政教
学创新联盟。以地域为单位成立的思政联盟主要有2020年11月成立的浙江省
高校课程思政教学改革联盟，2021年3月成立的黑龙江省研究生课程思政教育
联盟，2021年5月成立的福建省高校课程思政教育联盟，2021年11月成立的陕
西省高校课程思政建设联盟，2021年12月成立的云南省高校课程思政教育联
盟，2022年1月成立的安徽省高校课程思政教育联盟。课程思政联盟着力推进
各高等院校课程思政建设，提高各院校课程思政建设工作水平，促进优质教
育资源共享共建，培养提高人才培养质量。
再次，课程思政相关研究如火如荼地展开。课程思政的思想提出之后，
特别是『意见』印发和『纲要』出台以后，以探讨课程思政理论内涵、教学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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践等为主题的学术研究热烈地开展了起来。在『中国知网』中，以“课程思政”
为主题进行搜索，从课程思政理念最初提出的2016年12月至印发『意见』明确
提出要全面推进高校课程思政建设的2019年8月，共有学术期刊论文2178篇、
学位论文35篇、会议论文35篇，而从2019年9月至2022年3月，共有学术期刊
论文2.07万篇、学位论文186篇、会议论文410篇。从近年来课程思政研究规模
之大，可以看出课程思政已成为高等教育学界的学术热点和学术焦点，而在
学术层面对课程思政进行的讨论，为探索高效可行的课程思政教学实践之路
提供了坚实的理论基础。
从次，各地教育教学主管部门结合本地实际情况制定方案，积极推动课
程思政在本地高校中的落实。以北京为例，北京市教委采取了一系列举措推
动课程思政在北京高校的落地生根。2019年11月，北京市召开北京高校思政课
程和课程思政改革创新现场推进会。2021年4月，中共北京市委教育工作委员
会、北京市教育委员会印发『全面推进北京高等学校课程思政建设工作方
案』，全面推进北京市高等学校课程思政建设，提高立德树人水平和人才培养
质量。2021年11月，北京市教委发布关于印发『北京高等教育本科人才培养质
量提升行动计划（2022-2024年）』的通知，明确将“强化课程思政建设”作为
主要任务。2021年12月，遴选出普通本科教育项目297门示范课程、继续教育
项目30门示范课程，并将此327门示范课程相应授课教师和教学团队自动认定
为北京市课程思政教学名师和教学团队。2022年1月，遴选出113门研究生课程
思政示范课程，并将此113门示范课程相应授课教师和教学团队同时认定为北
京市课程思政教学名师的教学团队。
最后，各高校积极贯彻落实课程思政理念，将课程思政的理念融入到一
线教育教学工作当中。以北京大学2021的情况为例，2021年1月北京大学开展
春季学期课程思政教材专项建设工作；3月，组织推荐参评教育部课程思政示
范项目工作；5月，发布举办北京大学课程思政示范课程建设培育项目启动会
通知；7月，公布2021年北京大学课程思政教材建设立项名单；9月，发布关
于北京大学课程思政示范课程建设培育项目案例建设活动的通知；9月，组织
举办课程思政建设研讨沙龙；11月，组织青年教师教学培训“课程思政与实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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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学”；11月发布关于开展北京大学2021年课程思政示范课程及示范专业认定
的通知。
此外，多层次的课程思政教学比赛、课程思政讲座纷纷召开。如，2020
年12月，高等教育出版社、『中国外语』编辑部共同主办“全国高等学校外语
课程思政教学比赛”；2022年3月，刚刚结束的“第六届全国高等学校外语教育
改革与发展高端论坛”设专题论坛探讨“课程思政教育探索与实践”。多地多校
多机构举办的课程思政教学比赛和课程思政讲座，促进高校教师深刻理解课
程思政的内涵，促进高校教师课程思政教学能力的提升，促进教师将课程思
政的认识和理解付诸于教学实践中，以达到通过课堂教学践行立德树人的教
育理念。
可见，近年来课程思政的推进与建设正全方位、多层次、广范围地展
开，中国高等教育正在为将课程思政的理念落到高等教育教学的实处、融入
到高等教育育人的细节当中而积极努力着。
2)

课程思政的内涵

本研究在对课程思政内涵的考察上，将通过“分析思政课程和课程思政的
差别”、“解读『纲要』内容”展开，分析思政课程和课程思政的差别可以明晰
其基本概念所指和基本理念精髓，解读『纲要』的内容则可以知晓课程思政的
实践方向和落实方式。

思政课程和课程思政
思政课程和课程思政是既相关又相异的两个概念。中国的思政课程有明
确的教学体系。2019年8月14日，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意
见』，并发出通知，要求各地区各部门结合实际认真贯彻落实。『意见』 中
(1)

2)

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网站，「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深化
新时代学校思想政治理论课改革创新的若干意见》」，
http://www.gov.cn/zhengce/2019-08/14/content_54212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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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确了学校教育各阶段思政课程的课程目标、课程体系、课程内容，整理如
下：
学段

表 思政课程教学体系

< 1>

思政课程教学体系
课程目标：重在启蒙道德情感，引导学生形成爱党、爱国、爱社会主义、爱人民、爱集
，具有做社会主义建设者和接班人的美好愿望。
小学 体的情感
课程体系
：“道德与法治”必修课程及选修课程
阶段 课程内容性质
：启蒙性学习
课程目标：重在打牢思想基础，引导学生把党、祖国、人民装在心中，强化做社会主义
初中 建设者和接班人的思想意识。
阶段 课程体系：“道德与法治”必修课程及选修课程
课程内容性质：体验性学习
课程目标：重在提升政治素养，引导学生衷心拥护党的领导和我国社会主义制度，形成
高中 做社会主义建设者和接班人的政治认同。
阶段 课程体系：“思想政治”必修课程
课程内容性质：常识性学习
课程目标：重在增强使命担当，引导学生矢志不渝听党话跟党走，争做社会主义合格建
设者和可靠接班人。
课程体系：
本专科 本科：“马克思主义基本原理概论”、“毛泽东思想和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概
阶段 论”、“中国近现代史纲要”、“思想道德修养与法律基础”、“形势与政策”
专科：“毛泽东思想和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概论”、“思想道德修养与法律基
础”、“形势与政策”
课程内容性质：理论性学习
课程体系：
研究生 博士阶段：“中国马克思主义与当代”
阶段 硕士阶段：“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与实践研究”
课程内容性质：探索性学习

由上可知，思政课程有其明确、独立、完整的思想政治教学体系，是专
门培养非思政专业学生思想与政治素养的课程门类，就某一门思政课程而
言，与其他非思政类课程一样有特定的教学内容 。中国的学校教育，从小学
开始就注重对学生品德的培养、思想的引导、政治素养的培育。思政课程是保
3)

3)

肖琼. 黄国文，「《新时代明德大学英语》的多元大纲和潜在的教学法」，『中国外
语』第18卷第2期（总第100期），2021，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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证和落实立德树人根本任务的核心课程，其教学目的就在于思想政治教育。
思政课程中的思想政治教育内容是系统性的、刚性的、显性的、不折不扣
的，所有的教学内容都有“思政成分”。
课程思政与思政课程有所不同，虽然也指向对学生思想品德、政治素养
的培养，但课程思政中的思政教育并不是课程思政实施课程的主干、主要教
学内容，实施课程思政的课程其主要的教学目的并不在“思政”。课程思政是指
非思政类的专业课程或通识课程中的思政教育，这些课程有自己的教学内
容，学习的重点是专业课程或通识课程的知识和技能，课程思政是将思政内
容穿插、编排、融入到这些课程的教学过程当中，所讲授的思政内容不一定有
系统性，是弹性的、隐形的，量和度的多少没有严格的要求。
4)

纲要』内容解读
2020年5月 ，教育部印发的 『纲要 』 是实施课程思政的指南和行动纲
领，其内容框架和核心内容可以用图1做如下概括，
(2)『

5)

肖琼 黄国文 关于外语课程思政建设的思考」，『中国外语』第17卷第5期（总第
期
5)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网站，「教育部关于印发《高等学校课程思政建设指导纲要》的
通知」，
4)

.
，「
97 ），2020，p.10.

http://www.moe.gov.cn/srcsite/A08/s7056/202006/t20200603_4624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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纲要』内容框架与核心内容要点

< 1> 『

首先在顶部的是课程思政的总体目标，这是实施课程思政的根本目的和
终极目标，它既是课程思政建设、贯彻的出发点，也是目标终点线。位于中心
部位的是课程思政的具体内容，由一个主线和五个重点内容构成。下端的建
立科学教学体系、突出教师角色、贯穿教学全过程是课程思政得以贯彻落
实、高质实施的基本路径和坚实基础。两侧的完善评价和激励机制、加强组织
实施和条件保障是课程思政高质高效开展的保障性措施，为课程思政的可持
续发展保驾护航。各部分具体涵盖的内容如下，
第一，指向两大总体目标。『纲要』指出，全面推进课程思政建设是落
实立德树人根本任务的战略举措和全面提高人才培养质量的重要任务。也就
是说，课程思政建设的总体目标指向“落实立德树人根本任务”和“全面提高人
才培养质量”。培养什么人、怎样培养人、为谁培养人是教育的根本问题，立
德树人成效是检验高校一切工作的根本标准。落实立德树人根本任务，必须
在知识传授和能力培养的基础上，注重对学生价值观的塑造。全面提高人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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培养质量，则要将高校人才培养视作育人和育才相统一的过程，不仅要把专
业教育抓好，同时也要重视对学生思想层面的培育。
课程思政主张寓价值观引导于知识传授和能力培养之中，帮学生塑造正
确的世界观、人生观、价值观。推动课程思政的开展，在各类课程和教学方式
中深挖思想政治教育资源，让学生通过学习，丰富学识，增长见识，塑造品
格。课程思政是培养德人、完人的重要方法，是落实立德树人、提高人才培养
质量的有效路径。
第二，围绕一个主线和五个重点内容。『纲要』强调课程思政建设要以
坚定学生理想信念，以爱党、爱国、爱社会主义、爱人民、爱集体为主线，与
此同时围绕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社会主义核心价值观、中
华优秀传统文化教育、宪法法治教育、职业理想和职业道德教育五个重点内
容展开。通过这五个重点内容着重培养学生的政治认同、家国情怀、文化素
养、宪法法治意识、职业素养、道德修养等。
第三，建立科学教学体系。『纲要』主张构建科学合理的课程思政教学
体系，从公共基础课程、专业教育课程、实践类课程三个课程大门类着手，集
中阐述课程思政教学体系的搭建问题。
公共基础课程要打造一批提高学生思想道德修养、人文素质、科学精
神、宪法法治意识、国家安全意识和认知能力的课程，提高学生的综合素
质。还要打造一批有特色的体育、美育课程，帮助学生增强体质、健全人格、
锤炼意志、提升审美、陶冶情操。专业教育课程则要通过深入研究不同专业的
育人目标，深挖和提炼专业知识体系中所蕴含的思想价值和精神内涵，拓展
专业课程的广度、深度和温度。实践类课程要注重学思结合、知行合一，让学
生“敢闯会创”，意志坚定。
『纲要』特别强调专业课程在课程思政中的重要角色，特别强调专业教
师是“主力军”，专业课教学是“主战场”，专业课课堂是“主渠道”，主张结合不
同课程特点、思维方法和价值理念，深入挖掘课程思政元素，有机融合课程教
学，达到润物无声的育人效果。
第四，贯穿教学全过程。『纲要』主张将课程思政融入教学的全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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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人才培养方案的整体规划，到课程目标和教学大纲的设计，再到教材编
审、课件和教案的编写，都应体现课程思政。课程思政也应贯穿于课堂教
学、教学研讨、实验实训、作业论文、考试等各个环节。同时也强调教学模式
上要有所创新，要通过灵活应用现代信息技术激发学生学习兴趣，引导学生
深入思考。另外，除第一课堂之外，还应组织第二课堂，开展讲座、社会实践
等，拓展课堂思政建设的方法和途径。
第五，突出教师角色。『纲要』强调教师的关键性角色，倡导推动教师
进一步强化育人意识，找准育人角度，提升育人能力，以确保课程思政建设落
地落实、见功见效。『纲要』主张建立健全优质资源共享机制，搭建交流平
台，组织教学观摩和教学培训活动，加强教师课程思政能力建设。同时提倡发
挥基层教学组织作用，建立课程思政集体教研制度，鼓励思政课教师和专业
课教师合作教学教研，鼓励支持院士、“长江学者”、“杰青”、国家级名师带头
开展课程思政建设。
第六，完善评价体系和激励机制。『纲要』要求各级各类教学指导委员
会、学科评议组、专业学位教育指导委员会、行业职业教育教学指导委员会等
专家组织，研究制订科学多元的课程思政评价标准。把课程思政建设成效纳
入双一流建设、一流专业建设、一流课程建设、双高计划评价、学科评估、专
业认证、教学成果奖、全国教材建设奖、本科教学评估、高校院系教学绩效考
核、教师评价评优等当中，加大对课程思政建设优秀成果的表彰奖励和支持
力度。
第七，加强组织实施和条件保障。『纲要』指出，课程思政建设是一项
系统工程，需要加强组织领导，加强顶层设计，全面规划。教育部成立课程思
政建设工作协调小组，统筹研究重大政策；组建高校课程思政建设专家咨询
委员会，提供专家咨询意见；各地教育部门和高校切实加强对课程思政建设
的领导，结合本地本校实际情况制定课程思政建设工作方案。与此同时，还要
加强支持保障，各地教育部门要加强政策协调配套，统筹地方财政高等教育
资金和中央支持地方高校改革发展资金，支持高校推进课程思政建设。此
外，『纲要』还强调加强示范引领，在不同层次高校、不同学科专业、不同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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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课程，抓典型、树标杆、推经验，形成广泛开展课程思政建设的良好氛围，
全面提高人才培养质量。
3.

韩国语专业人才培养与课程思政

1)

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目标

韩国语专业属于外语教育，而外语教育本身具有鲜明的特殊性，它以教
授外国语言与文化为基本目标，一国的价值观往往潜在于语言、文化背后。中
国过往的外语教育十分重视外语语言知识技能的教学和对外国文化的单向传
授 ，整个教学过程以“外”为轴、围“外”展开，对包括价值观在内的学生综合
素质的培养没有在专业教学中得到充分体现，且忽略了本土文化、民族意识
这一重要内容，这使得在对外语人才这样的跨文化交际人才的培养中，脱离
了中国文化土壤和中国立场。
进入新时代，中国的高等教育走向“从教育大国迈向教育强国的转型发展
时期”，进入到“大力提倡全面提高教育质量的阶段”。2018年1月，中国教育部
颁布了中国外语教育史上第一个覆盖外语类各专业的『普通高等学校本科专
业类教学质量国家标准（外国语言文学类）』（以下简称『国标』）。2020年
春，中国教育部外指委非通用语种类专业教学指导分委员会颁布『普通高等
学校本科非通用语种类专业教学指南』（以下简称『指南』），明确了包括韩
国语在内的非通用语专业的专业定位、培养目标及培养规格等。『国标』和
『指南』倡导“本科教育坚持通识教育和专业教育并重的原则，促进学生全面
发展，以满足国家和社会对人才的要求”，强调外语类专业人才培养要服务于
国家发展战略，培养具有中国情怀、国家视野、文化自信，并具备跨文化交流
能力、思辨创新能力、自主学习能力、研究实践等核心能力的外语人才。据
此，中国的大学韩国语教育也就必将重视教学中是否摆脱传统外语教学中坚
6)

6)

肖琼. 黄国文，「关于外语课程思政建设的思考」，『中国外语』第 17 卷第 5 期（总
第 97 期），2020，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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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外语知识本位、外语能力本位的原则，必将重视意识形态、价值观、思辨能
力等深层次问题。
另一方面，自中国共产党十八大以来，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曾在多个
场合提到文化自信。文化自信成为了继道路自信、理论自信、制度自信之
后，中国特色社会主义的第四个自信。坚定文化自信，加强和改进中华文化走
出去工作，增强中国文化亲和力、感染力、吸引力、竞争力，向世界阐释推介
具有中国特色、体现中国精神、蕴藏中国智慧的优秀文化已经成为关系到中
国国家战略全局的重大工作，讲好中国故事，传播中国声音，向世界展现真
实、立体、全面的中国，已经成为重要课题。韩国语人才作为中国外语人才必
将在此过程中承担重要工作，肩负起重要责任。
课程思政是遵照价值塑造、能力培养和知识传授相结合的育人理念，在
各类专业课教学中，融入思想观念、政治观点、道德规范等思想政治教育。
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首先要与提倡立德树人、提倡全面提高高等教
育人才培养质量的时代背景与要求相符，应与『国标』『指南』提出的人才培
养目标相适应，在传授韩国语语言文化知识的同时，润物无声地培养价值观
念、意识形态、思想品德、思辨能力。
其次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建设也必将与中国文化走出去、大力提倡文
化自信的战略方向一致，使学生树立起中国立场，使学生了解中国文化，培养
学生的文化自信，能够讲述中国故事。
2)

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元素

外语专业的教学内容涉及大量对象国的有关知识，特别是对象国的价值
观念、生活方式、政治体制、意识形态等。外语教学一般要求学生浸泡在对象
国的语言文化之中，以便有效地习得一门外语。这可能会构成对课程思政的
挑战。但从另一个角度来看，在外语课程中进行课程思政又具有得天独厚的
优势。外语课程所包含的大量有关对象国文化以及世界多元文化的信息输
入，为跨文化比较与反思提供了丰富的资源。 鉴于外语类专业课程思政元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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丰富多样，专业知识传授具有明显的价值取向，当韩国语教学从跨文化视角
展开，融通中外，韩国语学习便成为培养学生人文素养、价值取向、国际视
野、文化自信的课程思政过程，并可实现润物无声的教学效果。
『纲要』主张结合专业特点推进课程思政建设，并分专业具体阐述了文
学历史学哲学类专业、经济学管理学法学类专业、教育学类专业、理学工学类
专业、农学类专业、医学类专业、艺术类专业课程中应涵盖的思政内容。
在中国的高等教育体系下，韩国语专业属于外国语言文学类专业，即属
于文学类专业。『纲要』中，对文学历史学哲学类专业课程的课程思政提出如
下要求：
要在课程教学中帮助学生掌握马克思主义世界观和方法论，从历史与现实、理
论与实践等维度深刻理解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要结合专业知识教
育引导学生深刻理解社会主义核心价值观，自觉弘扬中华优秀传统文化、革命文
化、社会主义先进文化。

而如前所述『国标』『指南』中对于学生的高质量培养具体着眼点突出
体现在对素质、知识、能力全方位的培养要求上。『国标』『指南』中对素质
要求、知识要求、能力要求有如下具体表述 ：
8)

素质要求：应具有正确的世界观、人生观和价值观，良好的道德品质，中国情
怀和国际视野，社会责任感，人文与科学素养，合作精神，创新精神，学科基本素
养，成为德智体美劳全面发展的高素质人才。
知识要求：应掌握对象国语言知识、文学知识、国情知识、熟悉中国语言文化
知识，了解相关专业知识以及人文社会科学与自然科学基础知识，形成跨学科知识
结构，体现本专业特色。
孙有中，「课程思政视角下的高校外语教材设计」，『外语电化教学』2020年第6期
总第196期），2020，p.47.
8) 教育部高等学校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导委员会，「普通高等学校本科非通用语
种类专业教学指南」，『普通高等学校本科外国语言文学类专业教学指南（下）』，
2020，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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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力要求：应具备专业外语运用能力、文学鉴赏能力、跨文化能力、国际事务
参与能力、信息技术应用能力、自主学习能力、思辨能力、实践能力和创新能力，
积极拓展英语等其他语种运用能力。

无论是『纲要』中对文学类专业课程思政提出的要求，还是『国标』
『指南』中对高等教育外语专业人才在培养素质、知识、能力要求上的描述，
都涵盖了专业知识、专业能力之外的教育教学内容，本研究以此为基础，结合
当下中国高等教育改革、中国文化自信与中国文化走出去的时代背景，将中
国大学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元素做如下概括：
第一，从立德树人的角度出发，应能够使学生具备正确的世界观、人生
观、价值观，具备强烈的社会责任感、良好的道德品质和职业操守。
第二，从中国国情的角度出发，应能够使学生深刻理解习近平新时代中
国特色社会主义思想的核心要素，深刻理解社会主义核心价值观、宪法法
制、新时代中国故事。
第三，从中国文化的角度出发，应使学生熟悉中国语言文化知识、中国
优秀传统文化、中国情怀和人文素养。
第四，从跨文化交际人才培养角度出发，应使学生理解世界多元文化异
同，提高文明互鉴意识、人类命运共同体意识，具备中国立场。
4.

韩国语专业课程思政教学实践的实施方向

课程思政落实到教学实践时有其特殊性。课程思政的教学是弹性的，其
教学内容虽有范围和方向指向，但对具体内容载体没有明确的规定和限制，
在教学进度上也没有刚性的安排，量和度的多少也没有严格要求，也不会以
考试的形式针对于此进行考核。课程思政教学其实质是专业教师在专业课堂
上践行的一种润物无声的全人教育、素质教育。正因为如此，专业教师在课程
思政中就扮演了很重要的角色，有很大的发挥空间。正如『纲要』中所说，专
业教师是“主力军”，专业课教学是“主战场”，专业课课堂是“主渠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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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课程思政教学并不是完全性的自由发挥，除了在教学内容上需要尽可
能地涵盖前面所述的课程思政元素之外，在组织教学上也有需要遵循的原
则。本部分将探讨课程思政组织教学时需要遵循的原则和组织课程思政教学
的教学模式，并设计实际教学案例，以此来探讨韩国语专业课程思政教学的
实施方向。
1)

课程思政教学原则

专业课程中的课程思政要在专业知识中深入挖掘思政元素，将专业知识
点的讲解、语言技能的训练与思政教育有机融合。要“春风化雨、润物无声
” ，要在潜移默化中以文化滋养心灵，以文化涵育德行，提升学生的素质、
素养。
思政教学要“全方位融入、全过程渗透”，教师要在从课前准备到考核评价
的教学活动各个环节，以及课外辅导、日常交流中时时、处处具有课程思政教
学观念，实现浸润式的思政教育，滋养学生的人格、陶冶学生的情操、提高学
生的品位、帮助学生树立坚定的文化信念。
思政教学中，要避免出现“两张皮”、“贴标签”、“满堂灌”的情况。“两张
皮”是教师在教学过程中未将课程思政的内容与专业教学内容很好地融合到一
起，未从专业课程内容入手去挖掘其中蕴含的思政内容，盲目地将与专业教
学无关的思政元素引入到了专业课堂中。“贴标签”是给专业课贴上了“思政标
签”，将专业课程思政化，教学以思政为主，把思政摆在了过于突出和显眼的
位置，把专业课原本的教学内容挤到了教学的边缘。“满堂灌”则是片面地追求
思政内容的量，在一堂课里融入过多的思政内容，期望在一次课程当中解决
多个、甚至是多个彼此无关联的思政问题。
9)

9)

司显柱，「翻译教学的课程思政理念与实践」，『中国外语』第18卷第2期（总第100
期），2021，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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课程思政教学实践

课程思政教学模式
文秋芳（2021:47～52）聚焦大学外语课程思政，提出了实施外语课程思
政的模式框架，为外语课程思政在实践层面上提供了具体的操作建议。该模
式横向维度分为“内容链”、“管理链”、“评价链”、“教师言行链”，各链分别指
向“外语教学内容”、“教学环境治理”、“外语学习评价”、“师生交往”四个范畴
的思政范围，较为全面地涵盖了从组织教学、教学评价到师生交往的全过
程。体现了『纲要』所主张的将课程思政融入教学全过程。
(1)

表 外语课程思政的描述框架（文秋芳；2021:48）
维度 思政链一：内容 思政链二：管理 思政链三：评价 思政链四：教师言行
思政范围 外语教学内容
教学环境治理
外语学习评价
师生交往
挖掘育人元素
建立规章制度
主要任务 精心设计教案
完善自我修养
发挥骨干作用 构建新评价体系
依规管理
显性化评价
言传身教
关键策略 潜移默化
润物无声
适时表扬与批评 过程中的思政元素
严慈相济
< 2>

内容链下，教师要“潜移默化，润物无声”地从教学内容入手，充分挖掘育
人元素，精心设计教案。管理链下，教师要建立严格且有原则的规章制度，发
挥班级骨干作用，通过依规管理和适时而有分寸的表扬与批评，规范教学环
境，为学生身心的健康成长提供良好的教学生态环境。评价链下，教师要构建
起明确的学习评价体系，使蕴藏在评价体系中的思政功能显性化，以达到全
方位育人的目的。教师言行链下，教师在与学生的日常交往中，不断完善自
我，通过言传身教、严慈相济，使学生能够加强自律，自觉以教师为榜样。

韩国语专业课程思政教学案例
① 案例课程总体情况
本案例课程出自基础韩国语（2），该门课程总体情况如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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课程名称：基础韩国语（2）
课程类型：韩国语专业本科生专业核心课程
教学对象：韩国语专业一年级本科生
课程学时：160学时（10学时*16周）
课程目标：本课程旨在培养学生综合运用韩国语语言知识和技能进行语言交际
的基本能力。在传授语言知识和技能的同时，注重学生能力的培养和价值观的塑
造，促进其知识、能力、素质的全方位发展。
使用教材：『新经典韩国语精读教程2』（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2020）

本单元课程情况
本案例课程为基础韩国语（2）的第八单元“여행을 가고 싶은데요”，单元
主题为“旅行与旅游文化”。本案例课程为本单元的第9-10课时，学习内容为本
单元课文3。在此之前已经完成本单元4次共计8个课时的学习，学习掌握了课
文1和课文2及相应语言知识点。课文1的主要内容是对话双方谈论打算去韩国
济州岛旅行，及旅行前的准备。课文2的主要内容是对话双方谈论准备到湖南
张家界旅行，并描绘了张家界的特色景观。通过两段对话的学习，在丰富学生
旅行相关单词词汇量、促进学生掌握本单元出现的语法项目的同时，引导学
生针对教学内容展开讨论，编写和演练类似主题场景对话，促进学生对语言
的实践与运用，实现语言和主题的结合，为学生搭建语言交际和文化交际的
脚手架。
②

本案例课程思政内容链
教学内容是课程的灵魂与核心，也是课程思政的起点与抓手（文秋芳，
2021：49）。教师需充分挖掘教材中蕴含的育人元素，通过精心设计的课堂
活动实现教学目标。本单元主题为“旅行与旅游文化”，可将课程思政目标做如
下设定：
第一，通过讲解旅行相关的课文，为学生提供与主题相关的单词、表
达、句式，帮助学生利用所学语言知识敢于尝试用韩国语描绘祖国大好河
山，为实现语言和内容的有机结合做准备。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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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通过设计有关文明旅游问题的练习题，引导学生利用所学单词、
词组、语法就文明旅游阐述自己的观点，启发学生就文明旅游进行深入思
考，提升学生文明素养，培育学生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
第三，通过“学文化・ 知天下”板块的学习，帮助学生了解中韩文化知
识，启发学生进行中外比较，开拓国际视野。通过“小故事・大智慧”板块的学
习，帮助学生深入体会中国古典文化魅力，增强中华文化认同感，加强文化自
信。
第四，通过布置课后任务，鼓励学生用所学语言知识讲述自己的旅行经
验，描绘祖国大好河山，以此来提升学生用韩国语讲好中国故事的能力。
【课堂教学环节一：引入】
教师针对本课的内容提出“你印象深刻的一次国内旅行是去哪里？”“那里
因何闻名？”等思考题，要求学生根据自己的亲身经历尝试回答，为课文3内容
的展开做好铺垫。
【课堂教学环节二：课文内容学习】
课文3是题为“张斌的济州旅行”的短文。首先，教师可对短文内容进行讲
解，引导学生获取、整理文本信息，了解语篇展开方法与过程。在此基础上，
帮助学生完成主题与语言的进一步实践与应用，促成思维层面的分析与语言层
面的表达。在助力学生实现了课文内容的理解之后，让学生以课文语句为基
础，回答与课文内容相关的思考题，以此促进学生语言的产出和思维的拓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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课堂教学环节三：语言知识学习与应用】
在讲解语法和单词的用法时，围绕单元主题，尽可能多提供与旅行、旅
游景点、旅游文化相关的例句，在进行语法练习时，设计既可以练习所学单
词、语法知识，又可以丰富与主题内容相关表达的练习，开展以内容为依托的
词汇、语法教学。
【课堂教学环节四：思维拓展与语言表达】
词汇语法课文学习之后，带领学生完成小型任务。以学生为主体，灵活
运用启发式、讨论式、探究式教学方法，实现语言与任务的进一步结合与应
用。
任务1: 向学生简要阐述文明旅游的重要性，以及中国『旅游法』中明确
提到文明旅游和国家旅游局曾出版『文明旅游出行指南』，启发学生思考哪些
行为是不文明的旅游行为。带领学生观看由中共中央宣传部、中共中央宣传
办主办的中国文明网上播放的“文明旅游公益广告”，向学生展示4幅与文明旅
游行为相关的图片，让学生使用韩国语表达旅行中的文明和不文明行为，培
育学生树立社会主义核心价值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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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务2: 让学生阅读一篇讲述旅行经历的短文，给出主客观问题。客观题
主要目的在于提高学生韩国语理解能力，主观题的目的一方面在于提高学生
的语言表达能力，一方面在于为学生搭建起用韩国语描绘景点的支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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课堂教学环节五：学习文化与感悟文化】
活用教材“学文化・观天下”部分，让学生通过阅读文字材料了解韩国人
的登山文化，了解韩国三大名山——汉拿山、雪岳山、智异山，引导学生领略
韩国文化。请学生回答相关思考题，引导学生就思考题展开自主调查，在培养
自主学习能力的同时，提高学生对中国大好河山的了解，培养其文化素养，提
高文化自信。
【

学习教材“小故事・大智慧”部分。让学生回顾这首耳熟能详、描绘祖国
山川的唐诗『望庐山瀑布』的作者、创作背景、现代汉语诗义，引导学生感受
中国传统文化的魅力，培养其人文素养。然后让学生尝试去表达『望庐山瀑
布』所描绘的景象，借此让学生构建描绘风景的表达思路，为文化学习与本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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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主题、本课内容建立起联系。之后，为学生提供『望庐山瀑布』的韩国语翻
译版本，让学生学习其中的新词、语法和表达方式，继而让学生尝试用韩国语
描绘诗中的景象，培养学生用韩国语讲述中国故事的能力、描绘中国大好河
山的能力。

课堂教学环节六：布置作业】
请学生完成作文“根据自己的旅游经历，向同学推荐一处值得去的旅行
地，描绘该地特色，并阐述去旅行时需要注意遵守哪些行为规范。”要求灵活
运用本课课文、任务1、任务2中所学单词、语法及表达。
【

本案例课程思政管理链
内容链的有效落实，需要管理链的保驾护航。管理链要求外语教师从教
学环境治理入手，建立严格的规章制度，发挥班级骨干作用，通过依规管理和
适时表扬与批评的策略，为学生健康成长提供良好的生态环境 。任课教师
要为学生制定好班级制度，带领学生共同营造一个爱国爱党、文明有礼、积极
乐观、团结友爱、自律自强、热爱学习，具有良好班风的班集体。本案例课程
的班级为韩国语系本科一年级，年级仅一个班，班级规模约20人。本案例课
④

10)

10)

文秋芳 大学外语课程思政的内涵和实施框架」，『中国外语』第18卷第2期（总第
期

，「
100 ），2021，p.49.

188 한중인문학연구 75

程从以下几个方面建立课程思政管理链，
第一，建立班级规章制度和行为规范，在学期第一堂课向学生说明，为
学生立好规矩，并在整个学期的教学过程中，时时监控，认真贯彻。根据学生
的情况，如有需要调整的部分，也可进行必要灵活的调整。本案例中尝试建立
如下班级制度，
教师发布教学大纲，交待学期教学进度。明确的教学计划和教学进度，
可以使学生对课程整个学期的总体安排心中有数，教学具有规范性，从教师
的自我规范开始为学生建立起良好的规则意识。
明确告知学生学期成绩评定规则。成绩由“期末成绩+阶段测试成绩+平
时成绩”组成，“期末成绩”占50%，“阶段测试成绩”占30%，“平时成绩”占2
0%。整个学期共15单元学习内容，第5单元学习结束后进行“阶段测试1”，第10
单元学习结束后进行“阶段测试2”，两次阶段测试成绩各占期末占总成绩的
15%。“平时成绩”则由出勤、学习态度、课堂表现、作业完成、随堂听写等情
况组成。
规范学生学习行为。教师提前将课件发给学生，督促学生预习、复习，
培养其自主学习的习惯与能力。要求学生至少提前10分钟到达教室做课前准
备，鼓励学生更早到教室，教师指导学生朗读课文，纠正语音语调。让学生准
备两本笔记本，一本用于写作业和做随堂练习、测试之用，一本总结和整理教
师课堂讲解中补充的或出现在课件中的扩展生词、扩充语法等，同时鼓励学
生撰写学习内容反思日志、通过思维导图强化学习效果等，培养学生的反思
能力，引导学生养成良好的学习习惯，鼓励学生摸索出适合自己的韩国语学
习方法。为学生布置作业，督促学生认真完成。每周固定布置一篇作文作
业，除在内容上做要求之外，还规定好每周提交的固定截止时间点、文本格式
（字体字号行间距）等要求，为培养学生良好的学术规范打下基础。
第二，在日常管理过程中，注重师生互动、生生互动，引导班级骨干学
生充分发挥好示范带头作用，成为正能量的领头雁。
良好班风的形成，单靠教师的要求、努力还不够，师生之间、生生之间
的互动配合也尤为重要。一个班级里不免会有学习懈怠或吃力的学生，不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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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极懈怠的情绪蔓延，除了教师的积极引导之外，就需要班级骨干学生发挥
作用。利用好生生互动，让学生去帮助学生，让学生去影响学生，不仅有利于
塑造正能量的班级风貌，也利于培养学生之间的友爱之情。
第三，适时表扬和批评鼓励。确立班级规范制度和行为规范之后，依规
管理班级。同时对待学生一视同仁，重视和尊重每一名学生，不偏颇。在班级
管理中，针对学生的优秀表现或进步，及时给予肯定，对学生表现的正向反馈
可以激励学生继续努力。在表扬方面，注意“均衡”，不频繁固定地表扬某位或
某几位学生，而是看到每一位学生身上的闪光点，给予及时的肯定和支持，让
学生感受到老师对自己的关注、关爱、重视，学生获得了力量，同时有利于建
立良好的师生关系。在批评鼓励方面，当学生在学习态度和状态上有懈怠情
绪或情绪波动时，不要直接严厉地批评，而是首先充分沟通了解学生问题所
在，给予帮助，予以疏导。
本案例课程思政评价链
思政课程评价链从“考试”和“日常”两个角度展开。
“考试”中的思政评价，是寓思政内容于考题当中，考题中的单个语句、阅
读材料、听力材料等尽可能包含一些思政教育元素，通过考题中具有价值导
向的内容对学生进行思想引导，形成“全过程”的课程思政教育。“日常”的课程
思政评价，则是一种形成性评价，它是在日常教学中，留意学生的思想倾
向、学习态度、情感情绪、协作意识等等。在日常教学、师生互动中，教师提
出含有课程思政内容倾向的问题，看学生的看法，如遇有所偏差的情况，不失
时机地予以引导。此外，教学过程中时刻留心学生的平时表现，如课堂听讲是
否认真，作业提交是否按时，作业完成是否用心，观察学生是否有异常情
绪，团队作业中是否具有团队协作能力与意识等等。
课程思政教学中的评价链不单单是一种教师对学生学习情况、思想状况
进行监控的手段，更是一种反馈机制，教师时时留意、处处观察学生的情
况，时时、处处给予正向引导，进行全方面的培育，助力学生综合素质的提
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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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案例课程思政教师言行链
中国共产党十八大以来，习近平总书记多次高度评价教师在培养人才中
的作用，并对教师提出一系列要求。2019年3月18日，习近平在学校思想政治
理论课教师座谈会上指出：“经师易求，人师难得”，教师承载着传播知识、传
播思想、传播真理、塑造灵魂、塑造生命、塑造新人的时代重任。2021年4月
19日，习近平在清华大学考察时强调，教师要成为大先生，做学生为学、为
事、为人的示范，促进学生成长为全面发展的人。
教育大计，教师为本。教师的专业、品德、言行会对学生产生深远巨大
的影响，教师不仅要有精湛的专业水平，还需要爱岗敬业，具有良好的师德师
风。本案例的“基础韩国语（二）”课程，每周10课时，一周5日每天2学时，也
就是说教师每天都会和学生见面，接触不可谓不多，教师言行对学生的影响
不可谓不大。
教师对待自己，不断充实完善专业知识，有意识地努力提高教学设计和
实施能力，树立终身发展的观念，积极参加教学培训。在与学生接触当中，注
意衣着得体、言谈举止得当。在思想上，拥护党和国家的教育方针，拥有端正
的思想政治觉悟和良好的师德师风，并将理想信念外化于行内化于心。
对待专业知识和教学工作，教师认真备课，严谨治学，努力探索真知，
积极探索灵活科学的教学方法，并努力将之设计到教学组织和课程思政活动
当中。
对待学生，在教室前一堂没有课时，提前半小时到教室，为早到的学生
答疑或指导课文朗读。课上，以饱满的精神状态站立授课，注重课堂互动，提
问到每一名学生。课下，认真批改学生作业，随时回复学生的提问，细致耐心
讲解。对基础薄弱或学习劲头不足的学生给予特别关注，通过各种方式帮助
他们进步，适时给予肯定，增强学生自信。课余时间每学期与每名学生进行一
次一对一恳谈，了解每名学生境况，了解每名学生的困惑与需求，给予精神上
的支持鼓励以及实质性的帮助。
文秋芳（2021：52）指出，教师对学生的态度可以概括为“严慈相济”。对
待学生，要有一颗慈爱之心，尊重学生、爱护学生，发自真心地去耐心教导学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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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与此同时，在对学生的要求上要有原则、不放松。
5.

结论

在中国高等教育倡导全面提高教学质量、落实立德树人方针的当下，课
程思政是一项十分重要的综合教育理念。对中国大学韩国语专业来说，在专
业课程中落实课程思政是教学改革的一个重要方向。本研究回顾了课程思政
的建设与推进过程，较为系统地分析了课程思政的政策内涵，接着进一步分
析了作为外语专业的韩国语专业的课程思政目标和教学中应当包含的思政元
素。最后在此基础上，通过具体案例较为具体地阐述了韩国语专业课程思政
教学实践的实施方向。通过本研究，希望能为中国大学韩国语专业在课程思
政大背景下的课程改革提供一些借鉴与参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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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urriculum Reform of Korean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urriculum-Based Political and Virtuous Awareness
Ding, Yi
With a history of 77 years, Korean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is now entering
a new era of development centered on improving teaching quality. In recent years,
China has introduced a series of important measures to comprehensively improve the
teaching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reform of curriculum-based
political and virtuous awareness is the most important one at present. Under such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form direction of the curriculum of
Korean majors in Chinese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urriculum-based
political and virtuous awareness. This paper firstly analyzes the connotation of
curriculum-based political and virtuous awareness, and interprets the content of
‘Guiding Outline of curriculum-based Political and Virtuous Awarenes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uiding Outline)’. Then this paper defines
the teaching objectives and elements of Korean majors in Chinese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urriculum-based political and virtuous awareness. Finally, this
paper expounds the orientation of curriculum-based political and virtuous awareness
teaching practice of Korean language courses in Chinese universities through a specific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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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满对照〈五方元音〉的文字对译研究
邵磊 · 金龙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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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민족의 접촉은 언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은 문자의 변이를 초래한다.

韓民族, 滿洲民族, 漢族의 접촉에서 일어났고 세 민족의 對譯에서도 쉽게 찾
韓滿對照 <五方元音>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만주어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한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轉寫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어로 전사하는 과정에서는 사라진 고대 문자를 차용한 상황도 있고 기존의 문자에 획수
를 추가한 상황도 있으며, 두 문자를 결합한 상황, 철자 구조에 어긋나는 상황, 모음조화 규
칙에 어긋나는 상황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글의 전사에서 이런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만주 문자 형태나 한자의 음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방원
음〉을 한글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문자의 형태적인 표기보다 발음에 더욱 치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문자 접촉, 문자 변이, 청학서, 오방원음, 한글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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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為了促進語文互動，朝鮮設立了負責外事翻譯和外語教育的國家機關“司
譯院”，並設立負責漢語翻譯與教學的漢學、負責蒙語的蒙學、負責日語的倭
學和負責滿語的清學等“四學”。在清－朝鮮時期，司譯院翻譯了大量滿文文
獻，即“清學書”，這推動了漢、滿、韓三語文之間的互通。司譯院清學書籍原
本數目不少，但流傳至今的僅剩六種。它們分別是〈八歲兒〉〈小兒論〉〈三
譯總解〉〈清語老乞大〉等四種讀書類書籍，以及〈同文類解〉〈漢清文鑒〉
等兩種辭典類書籍。除此之外，還有一本非司譯院出版的漢、滿、韓對譯書籍
——韓滿對照〈五方元音〉較少被外界所知。
〈五方元音〉由樊騰鳳（1601~1664）編著，其成書年代大約為1654年至
1673年間 ，書中記錄了明末清初北方官話的字音 ，屬韻書類書籍 。年希堯
（1671~1739）對〈五方元音〉進行了兩次增補，即1710年與1727年，這兩版
增補本都曾傳到朝鮮。韓滿對照〈五方元音〉目前收藏于韓國全南大學圖書
館，由國立漢城大學語言系已故金漢芳教授贈予。筆者在2009年通過光雲大
學校曲曉雲前輩得到該書的複印本。根據曲曉雲（2009:106）的介紹，該書譯
者不詳，成書年代推測為18世紀后葉，底本為年希堯的增補本。該韻書無凡例
或序文，或沒有，或遺失，因此無法得知成書的基本資訊。韓滿對照〈五方元
音〉分上、下兩卷，上卷39頁，下卷34頁，其中上卷17頁左下方模糊；下卷缺
21頁葉的后半頁、22頁的前半葉、31頁、32頁的后半頁（30頁的后半頁重複
出現）、33頁（32頁的前半頁重複出現）。此書始于“唇音水腎羽/舌音火心徴
/齒音金肺商/牙音木肝角/喉音土脾宮/身備五音詩”，之后為反切要法、取字
法、十二韻目、二十字母。此書對十二韻目和二十字母都用訓民正音作出了對
音。正文以十二韻目作章節，以二十字母作專案，在每個韻目下標有韓文，在
每個字母上左標滿文、右標韓文。針對韓滿對照〈五方元音〉的研究，目前只
有曲曉雲（2009、2012a、2012b）的三篇論文進行了書志學和音系學的考
察，目前尚無針對其韩满文字對譯的整理與研究。
為使研究方法更加科學，還需注意文字转寫時的兩個重要標準——“轉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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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 轉音(transcription)”(Transk1996)。转写時，注重被轉文
字形態的稱為轉字，忽視被轉文字形態的稱為轉音。轉字，據其是否兼顧文字
發音，還可以分為兼顧文字發音的和忽略文字發音兩種；而轉音則無條件注
重文字發音。有時轉字和轉音的界限並不明確，對此類转写並無追究的必
要。
這些转写滿文的韓文中，有許多韓文不但與現代韓國語中所使用的基本
字母大相徑庭，甚至連造字方法也與傳統造字法截然不同。因此本文將考察
這些轉記滿文的韓文译字，尤其對一些特殊的韓文所转写的音值及其原理進
行深入研究。這些特殊韓文的音值為其所寫滿文之音，可通過滿文音值推
定。而滿文所表之音，如前所述，未必均為滿語之音，也有拼寫漢語的滿文之
音。為了明確這些特殊韓文的音值，首先須確定其所示滿文音值。這些特殊文
字的造字原理，或者說其特殊符號的添加依據，來自滿文音值或滿文字形，因
此轉音和轉字，需要分別論述。
满文常用的拉丁文转写有“Wylie、Möllendorff、BabelPad、新满汉、太
清”等几种，但无满语基础知识的人识读会有困难，因此本文以满文字母代表
音的国际音标作为转写，希望各分野语言学者可一目了然
本節將對滿語－滿文的韓文转写，尤其是特殊韓文转写的特徵、音值等
進行考察。為此，筆者對〈五方元音〉全文進行調查，將例字和頁數列表展
示。
(transliteration)” “

五方元音〉的滿文转写

2.〈

隨著清朝對中原的統治，滿漢在文化和語言上的接觸不可避免。滿文作
為清朝的國字，不僅擔負著记录滿語的功能，在滿漢交融的當時，也擔負起了
记录漢語的作用。一方面，滿語中大量融入漢語借詞，使得滿文不僅要拼寫滿
語固有詞，還要拼寫漢語借詞。另一方面，在漢滿韻書、詞典中，滿語要給漢
語標音，使得滿文需要適應漢語發音要求。
在此，首先扼要介紹滿文拼寫漢語的方式方法。〈國朝耆獻類征·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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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達海傳〉記載：
“……三月（清太宗天聰六年，1632）詳定國書字體…又以國書與漢字對音未全
者，于十二字頭正字外，增添外字。猶不能盡協者，則以兩字連寫切成，其切音較漢字
更為精富，由是國書之用益備……”

由此可知，滿文拼寫漢語的方法有兩種，即“對音”與“切音”。所謂對音，
就是在滿文已有文字或單音節拼寫中尋找相同或相似的位元組來拼寫一個漢
字；而切音是指，在無法用滿文的單音節拼寫一個漢字時，用兩到三個音節連
讀合聲，使其對應漢字發音。而在對音中，有些字發音不能完全吻合，則在滿
文現有字母之外，再造專門字母來拼寫漢字，稱之為“外字”。
滿文外字由六個
輔音字母和五個特殊獨字組成。
其中，滿文k系輔音因區分陰陽，產生阳性的（k [q]、k [q ]、x [χ]）和陰
性的（k [k]、k
[k ]、x [x]）兩種變體 ，而漢語发音中僅有 [
k]、[k ]、[x]，故另制專記漢語的陽性字（K [k]、K [k ]、X [x]），以替
代滿文陽性字母。不過后两组音值完全相同。
+

－

－

h

h

+

h

－

+

h

h+

h+

h

+

图 1> 用于拼写汉语的满文外字

<

切音”的全稱為“合聲切法”，就是將兩個或三個音節快速拼讀為一聲。因
此 ，切音法還可以分為 “二合切音”與“三合切音 ”。以〈禦制增訂清文鑒 〉
(3:7b)中的詞條“郡王福晉”為例，“王福晉”三個字的滿文“waŋ fu tʃin”是按音
節拼寫的，屬于對音法；而“郡/kyn/”的滿文“kijɔin”則為切音法，即ki、jɔ、
in三個音節合讀的三合切音。由于滿文以詞節為單位，因此一個“字”可以拼组
多個音節去對應一個漢字。
筆者通過考察〈五方元音〉的全部內容，將其拼寫漢字的滿文以及再次
轉寫為韓文的譯字完整歸納，對其例字進行列表研究。〈五方元音〉滿文所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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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的聲韻共有60種，其中韻母40種，聲母20種。全文例字共計449種。

五方元音〉韻母的韓文轉寫

3.〈

漢語/a/以滿文a拼寫。〈五方元音〉中以韩文ㅏ(a)来轉寫。
漢語/a/以滿文a拼寫。〈五方元音〉中以韓文ㅏ(a)来轉寫。
漢語/ai/以滿文ai拼寫；韓文以ㅐ(aj)轉寫。ㅐ在现代韓文中虽为单元音/ɛ/，但
在近代韓國語时期则为二重元音/aj/。
漢語/an/以滿文an拼寫；韓文以(an)轉寫。
漢語/aŋ/以滿文aŋ拼寫；韓文以(aŋ)轉寫。
漢語/au/以滿文aɔ拼寫；韓文以 ᅶ(ao)轉寫。
漢語/ə/以滿文ə拼寫；韓文以ㅓ(ə)轉寫。該韻與捲舌音相結合時被列為兩組韻
母，根據字例可知，一組為齊齒韻，一組為開口韻，滿文以齦后音tʃə、tʃ ə、ʃə拼寫
前者而以舌尖音tsə、ts ə、sə拼寫后者；韓文相應地以正齒音字母(tʂjə)、(tʂ jə)、
(ʂjə)轉寫前者而以(tʂə)、(tʂ ə)、(ʂə)轉寫后者。雖然兩組韻母皆被歸為卷舌
聲母，但后一組在今日已歸入平舌音，而滿文的註音恰反映了這一語音變化。
漢語/əj/以滿文əj拼寫；韓文以ㅢ(ɨj)轉寫。
漢語/ən/以滿文ən拼寫；韓文主要以(ɨn)轉寫。該韻中有一處特例，即與聲母l
結合時認定[luən]為標準音而[lən]為俗音，因此滿文大字拼作lu'wən，小字作lən；韓
文對應前者為뤈(luən)，對應后者為른(lən)和룬(lun)。該韻與捲舌音相結合時，同樣
被列為齊齒與開口兩組韻母，其滿文拼寫與/ə/韻相似，惟開口的/ʂən/以滿文大字ʃən
為標準音而以小字sin為俗音。韓文轉寫則有些與眾不同。針對齊齒韻韓文以、
、之類的ㅕㅣ(-jə,-i)雙字對應，其字下標記“二音之間”，可見是以兩字取
折衷音的協音方式對應。針對開口韻韓文以( tʂɨn)、(tʂhɨn)、( ʂʌn)轉寫，其中前
兩者為規律性標記，但以ㆍ(ʌ)作元音則比較特別。朝鮮韻書〈華東正音通釋韻考〉
(1747)對捲舌音與/ən/、/əŋ/相拼音節的華音標記非常值得注意，該書非常規律地將
其齊齒韻標記為(in)、(iŋ)，開口韻全部標記為(ʌn)、(ʌŋ)。如書籍介紹所
述，〈華東正音通釋韻考〉是滿朝註音〈五方元音〉的重要參考書目，〈五方元音〉
h

h

h

h

200 한중인문학연구 75

中(ʌn)、(ʌŋ)式的譯字應該正是借鑒了〈華東正音通釋韻考〉中的華音標記方
法。
漢語/əŋ/以滿文əŋ拼寫；韓文主要以/ɨŋ/轉寫。與/ə/韻一樣，該韻與捲舌音相
結合時，被列為齊齒與開口兩組韻母。齊齒韻的滿文拼寫以齦后音為輔音，而開口韻
則以齦后音拼為大字、以舌尖音拼為小字；韓文轉寫與/ən/相似，即齊齒韻以ㅕㅣ
(-jə,-i)雙字對應，開口韻則以(ʌŋ)轉寫，原因同上。
漢語/əu/以滿文əɔ拼寫；韓文主要以 ᆕ(ɨu)轉寫。與/ə/韻一樣，該韻與捲舌音相
結合時被列為齊齒與開口兩組韻母，滿文拼寫也與其相同。韓文轉寫時，同樣以ㅕㅣ
(-jə,-i)雙字齊對應齊齒韻，在轉寫開口韻時則使用規律性字母 ᆕ，不過這一用法也
與〈華東正音通釋韻考〉相同。
漢語/i/以滿文i轉寫，其中/li/以滿文lii拼寫；韓文相應轉寫成ㅣ/i/和(ɾii)。
〈欽定清漢對音字式〉(1836)所規定的漢語·滿文拼寫規範中要求，漢語/li/不用滿
文的li轉寫，而要拼寫成lii。成百仁(1984:41)在〈清語老乞大〉中發現了lii(韩文转写
为리/i/，乞1:22)的字例，並認為ii應為長元音。對于此，韓國學界一直未能獲得具有
說服力的答案。在〈鈔本初學滿文指蒙謌〉中可以發現，滿文lii其實是為了避乾隆皇
帝弘曆(li)的滿文名諱而曲折添加了一個字頭，其讀音並無長短之別。韓文轉寫也隨
著滿文避諱的加筆寫法而同樣添加一筆。
漢語/ja/以滿文-i'ja拼寫；韓文以ㅑ(ja)轉寫。
漢語/jaj/以滿文-i'jaj拼寫；韓文以ㅒ(ijaj)轉寫。
漢語/jan/以滿文-i'jan拼寫；韓文以(ijan)和 (jəan)轉寫。〈五方元音〉此處
的兩種韓文字形都非常特別。首先，為〈漢清文鑒〉式轉寫，韓文 ᆙ(ija)的字形仿自
滿文二合切音Ci'jV結構，用于轉写漢語i-系複韻母。不过 這一字符目前在已知滿
朝對譯文獻中僅見于〈五方元音〉。该字的元音字形在的左侧添加了两个点“:”，
看似是ㅕ(jə)与ㅑ(ja)两字的结合体。漢語韻母/jan/為韻部an的齊齒韻母，但其實際發
音並非為[jan]，而是[jɛn]。朝鮮的譯者或許意識到這種發音上的差異，便試圖更精確
地標記其音。不過韓文中並無相應發音的字母，可以推測“ ”的拼寫方法是在[jə]與
[ja]中尋找折衷，即[jɛ]。的字形固然是參考了〈漢清文鑒〉，但其意圖似乎並非是
要突顯滿文的-ij-的疊加字形，而是要記錄舌位須由[a]向前、向高調整至[ɛ]的音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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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異。
漢語/jaŋ/以滿文-i'jaŋ拼寫；韓文以(jaŋ)轉寫。
漢語/jau/以滿文-i'jaɔ拼寫；韓文以 ᅸ(jao)轉寫。
漢語/io/以滿文-i'jɔ拼寫；韓文以ㅛ(jo)轉寫。
漢語/iə/以滿文-i'jə拼寫；韓文以ㅕ(jə)轉寫。
漢語/iəi/以滿文-i'jəi拼寫；韓文以ㅖ(jəj)轉寫。在〈五方元音〉中，/iə/與/iəi/
可視作同韻。王力(1987:484-485)認為，清代漢語韻母體系中既有/iə/韻，又有/iəi/
韻。〈五方元音〉〈蛇韵〉为韵腹[ə]的相关韵部，包含开口、齐齿、撮口三种，但
其所列韓文字母却有ㅓ(ə)、ㅕ(jə)、ㅖ(jəj)、 ᆐ(juəj)四种，显然ㅕ与ㅖ同对应韵腹[ə]
的齐齿呼。如果观察滿文註音，齐齿呼同样有jə、jəi两种拼法，但这其中又有三个方
面值得注意：首先是/iə/和/iəi/在音节配置上呈现互补分布，无任何声母同时与两者
相结合；其次是tʃiəi、tʃhiəi、ʃiəi三音节的韓文轉寫皆为ㅕ；最后是部分滿文拼寫中jə
与jəi之间出现相互修改的笔迹，如thiəi、khiəi、tʃiəi、tʃhiəi、ʃiəi的韵尾i是从滿文ə的
词尾形修改而来，而tiə却是从tiəi修改而来。以上這些滿文拼寫和韓文轉寫方面的混
亂，都說明/iəi/韻正處在韻頭[i-]排斥韻尾[-i]而導致韻尾[-i]是否要消失的混亂階
段。而這一語音變化的結果，應為/iə/與/iəi/合流為現代漢語的/ie/韻。
漢語/i n/以滿文in拼寫；韓文以/in/拼寫。零声母时滿文有大小两种拼字，大
字作jən，小字作 in，韓文随之轉寫成연(jən)和인( in)。王力（1991）指出，汉语复
韵母/jəw/、/in/、/iŋ/、/yn/、/yŋ/、/wəj/、/un/、/uŋ/的发音中有微弱的过渡音/ə/，因
此，其发音实际为[iəw]、[iən]、[iəŋ]、[yən]、[yəŋ]、[uəj]、[uən]、[uəŋ]。满文拼写
汉语该类发音时，即会出现有ə或无ə两种拼写法。不过，滿譯書籍中零聲母/i n/常被
拼作jən而非 in，並非是語音問題，而是避雍正皇帝胤( in)禛的滿文名諱所致，屬于拼
寫規範問題，兩者所指代的發音其實是同一個。〈五方元音〉之所以將兩者皆表現出
來，既以常用的、規範的拼寫法標記于上，又以實際的、便于理解的、與同韻字形一
致的拼法展現出來。從這一點也可以看出滿朝註音版的〈五方元音〉非官修之書，並
不重視滿文避諱的書寫問題。
漢語/i ŋ/以滿文iŋ拼寫；韓文以/iŋ/轉寫。
漢語/i u/以滿文iɔ拼寫；韓文以 ᆛ(iu)轉寫。滿文iɔ的發音並非/iɔ/，而是/iw/。
ə

ø

ø

ə

ø

ə
ə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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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語/i u/雖以[ə]為韻腹，但其發音並不清晰，與[iu]並無太大差別，因此滿文通常以
iɔ/iw/拼寫。韓國字母體系中雖有ㅠ(ju)可以轉寫該韻，但仍堅持以 ᆛ(iu)轉寫，筆者
認為原因有二：首先是為了模仿滿文iɔ上下羅列的字形；其次則因為漢語介音[i-]的
發音較韓國語半元音[j-]更為清晰，發音上存在一定不同。
漢語/y/以滿文iɔi拼寫；韓文以ㆌ(juj)轉寫。ㆌ是中世韓文古字，为三重元音，
在现代韓國語中现其发音与文字皆已消失。在朝鮮韵书中，ㆌ用来给鱼韵註音，也即
用来为[y]註音。
漢語/yan/以滿文-iɔ'wan拼寫；韓文以(juan)轉寫。
漢語/y i/以滿文-iɔ'wəi拼寫；韓文以 ᆐ(juəj)轉寫。在该韵例字中，liɔ'wəi的滿文
虽仅有一种拼字，但其韓文轉寫有大小两字，大字作(ɾjuəj)，与滿文拼寫对应；小
字作러(ɾə)，无滿文拼寫。從其例字〔勒、肋〕等來看，該音節本為入聲字，在入聲
消失過程中，分化成[y i]、[ə]兩種發音。如〔勒〕，在現代漢語中即有[ləi]和[lɤ]兩
種發音；而現代漢語中〔肋(骨)〕在大陸普通話作[ləi]，在臺灣標準話中則為[lɤ]，可
見這種分化延續至今。韓文小字的标记，一方面显示出该音在当时已分化出两种发
音，另一方面也按时着当时以(ɾjuəj)所对应的读法为标准或主流，而以러(ɾə)所对应
的读法为次要或兼有。
漢語/y n/以滿文-i'jʊn拼寫；韓文以(ijun)轉寫，零聲母jʊn以윤( jun)轉寫。
漢語/y ŋ/以滿文-iɔŋ拼寫；韓文以(juŋ)轉寫，零聲母juŋ以융( juŋ)轉寫。
漢語/u/以滿文u拼寫；韓文以ㅜ(u)轉寫。该韵零声母属〈雲母〉，滿文拼作 u，
而韓文轉寫为우( u)。
漢語/ua/以滿文-u'wa拼寫；韓文以 ᆉ(ua)轉寫。韓國字母体系中有w-系二重元
音字母，如ㅘ、ㅙ之类，虽写作oa、oaj，但实际发音为/wa/、/waj/，以o表示半元
音[w]属于字形上应和元音和谐律的拼寫规定。 ᆉ、 ᆊ之类违背韓文拼寫规范的字形是
仿造滿文以-uw-后接元音的字形而轉寫。這種轉寫同時也體現了漢語介音[u-]的發
音較韓國語半元音[w-]更為清晰，發音上存在一定不同。不过，零声母时滿文字形中
没有u而只有w，韓文译字则不再反映ㅜ(u)字形。
漢語/uai/以滿文-u'wai拼寫；韓文以 ᆊ(uaj)轉寫。
漢語/uan/以滿文-u'wan拼寫；韓文以(uan)轉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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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語/uaŋ/以滿文-u'waŋ拼寫；韓文以(uaŋ)轉寫。
漢語/uə/皆以滿文-u'wə拼寫；韓文以ㅝ(uə)和加圈的 ° ᅿ(°oə)轉写。该韵的韓文
轉寫为①궈、、〔郭、朔、爇〕以及② (도)、 (로)〔鐸、洛〕和③ (죠)、
(쵸)〔着、綽〕，后者之下註有小字。若從例字的中古音系來看，①多為合口，②③
則無合口。另外②③的小字同时还有独立韵位/o/写作大字，即④도、로和⑤죠、쵸
〔多、羅、桌、齪〕。②与③比较而言，②对应入声字，而④对应非入声字；③对
应三等入声字，而⑤对应二等入声字。這些不同來源的韻母逐漸合流成當時的/uo/
韻。 ᅿ(oə)并非韓文基础字母，该字符最初见于朝鮮韵书〈四声通解〉（崔世珍151
7），当中以 ᅿ标记“蒙韵”音，也即〈蒙古韵略〉 以八思巴字拼寫的中国北方汉字
音，可以说以 ᅿ(oə)对应漢語/uə/韵，是源自八思巴字对/uə/韵的拼寫形式。笔者认
为，〈五方元音〉使用(ㅗ)这一特殊轉寫或许展现了从/uə/过渡到/uo/再与/o/合流的
过渡阶段。
漢語/u i/以滿文ui拼寫；韓文以ㅟ(ui)轉寫。
漢語/u n/以滿文un拼寫；韓文主要以(un)轉寫。〈五方元音〉中有兩處特例，
第一處是nun的例字〔嫩〕右側附加了小字“又눤”(五2:10)，似乎是對其俗音的補充記
音；第二處是與l相結合的音節有大小兩種滿文拼寫，大字作lu'wən，小字作lən；對
應的韓文轉寫大字作뤈(luən)，上下兩小字為른(lən)、룬(lun)，大字被認定為標準
音，小字則為俗音。可以看出在當時/u n/與聲母/n/、/l/的結合已開始產生[un]和
[uən]的分化，其中[lun]成為今日的標準音，而[nuən]所演化出的[nən]發展至今日的標
準音。
漢語/u ŋ/以滿文uŋ拼寫；韓文以(uŋ)轉寫。
漢語/o/以滿文ɔ拼寫；韓文以ㅗ(o)轉寫。
漢語/ɿ/以漢語·滿文专用字（即外字）ɿ拼寫；韓文以发音近似的ㅡ(ɨ)轉寫。
漢語/ʅ/以漢語·滿文专用字ʅ拼寫；韓文以ㅣ(i)轉寫。漢語/ʅ/僅與卷舌輔音相
結合，並被看成是受卷舌輔音影響而卷舌化了的/i/。由于韓文對捲舌音與平舌音使
1)

ə

ə

ə

ə

1)

吉池孝一（2014:3）推测，〈蒙古韵略〉成书早于1229年，〈蒙古字韵〉早期版本即基
于其而改编，因此两者音系相同，但并不可以说〈蒙古韵略〉就是〈蒙古字韵〉的早期
版本，因为两者编排结构并不一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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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了不同的轉寫字母，因此不會造成與其他譯字的混淆。
漢語/ɚ/以滿文əl拼寫；韓文以(ʒɨl)轉寫。韓文古字母ㅿ(ʒ)在译书中常用来为
日母字註音，而近代漢語中的/ɚ/韵皆由日母发展而来，韓文註音时常常以该字母作
辅音，以凸显其日母的所属以及儿化、卷舌的发音特性，如〔而、兒、耳、二〕等
字，在〈老乞大谚解〉(1670)、〈五伦全备谚解〉(1721)、〈华东正音通释韵考〉
(1747)等文献中即被註音为(ʒʌl)或(ʒɨl)。

五方元音〉聲母的韓文轉寫

4.〈

五方元音〉開篇即設定了二十字母，也即與今日北方官話相對應的二十個聲
母，它們分別是：梆/p/、匏/p /、木/m/、風/f/、鬥/t/、土/t /、鳥/n/、雷/l/、竹
/tʂ/、蟲/tʂ /、石/ʂ/、日/ʐ/、剪/ts/、鵲/ts /、系/s/、雲/j/、金/k/、橋/k /、火/x
/、蛙/w/。雖然漢語聲母無法與韓文字母相對應，但滿朝註音版〈五方元音〉卻為這
二十個聲母一一對應了一個不重複的韓文字母或符號。
漢語零聲元音節根據韻頭的不同分為四種，即開、合、齊、撮，分別指代無韻
頭、u-韻頭、i-韻頭、y-韻頭；滿文分別以零聲母ø、半元音w、半元音j和半元音j
作為輔音來拼寫；韓文以新造符號◇(ɱ)轉寫前兩者，皆以零声母ㅇ( )轉寫后兩者。
“◇”始見于樸性源(1697-1767)所著之〈華東正音通釋韻考〉(1747)，在該書中是為
了標記中古漢語的唇齒鼻音微母/ɱ/。(边滢雨1995:27-28)18世紀的中國官話中微母
已消失，合流為零聲母合口呼的一部分，〈五方元音〉中的蛙母大體與之相對應。因
此“◇”並無實際音值，只是理論標記而已。因“◇”始見于〈華東正音通釋韻考〉，曲
曉雲(2009:108)即推測滿朝註音版〈五方元音〉的“◇”应是借鑒前者而記。
漢語/p/、/p /、/m/、/f/以滿文p、p 、m、f拼寫；〈五方元音〉的韓文分別以
ㅂ(p)、ㅍ(p )、ㅁ(m)、ㅸ(β)轉寫。其中ㅸ是中世韩国語古字，现代韓國語中既无该
音，也无此字。
漢語/t/、/t /、/n/、/l/以滿文t、t 、n、l拼寫；韓文以ㄷ(t)、ㅌ(t )、ㄴ(n)、ㄹ
(ɾ)对应。其中闪音ㄹ(ɾ)在满語·滿文中通常对应颤音r，此处也近似轉寫边音l。
漢語/k/、/k /、/x/，滿文以k 、k 、x 和k 、k 、x 兩組字母拼寫；韓文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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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ㄱ(k)、ㅋ(k )、ㅎ(h)对应。根據漢語·滿文拼寫規範，喉輔音后接以[a]、[o]開頭
的韻母時，須使用專用字符——滿文外字K 、K 、X 來對應。但滿語韻書、辭書皆
不使用x 而以x 代，或許是因為兩者發音/x/和/χ/發音非常接近，無須用不同字形進
行區別，因此形成x 的使用習慣。不过韓文轉寫中并未区分这些用字的不同。
漢語/tʂ/、/tʂ /、/ʂ/、/ʐ/以满語·滿文基础字母tʃ、tʃ 、ʃ和漢語·滿文专用字母
ʐ拼寫；韓文以ᅐ(tʂ)、ᅕ(tʂ )、ᄾ(ʂ)、ㅿ(ʒ)轉寫。韓國語本無捲舌音，但韓文創制初
期為了標記漢語發音，專門創制了“正齒音”與“齒頭音”，即對應漢語齒音中的“捲舌
音”與“平舌音”。這兩組字母的造字方法，是把標記韓國語齒音的ㅈ(ts)、ㅊ(ts )、ㅅ
(s)三字母左劃或右劃拉長而制。〈五方元音〉中所使用的捲舌音轉写即為訓民正音正
齒音字母。但是，在具體轉写漢語·滿文時，並非直接使用正齒音加元音字母的形
式，而是通過添加介音[i]來實現。如轉写漢語/ʂa/時，韓文使用(ʂja)而非(ʂa)。在
〈漢清文鑒〉等其他滿朝或漢朝對譯書籍中，也常有使用一般齒音字母添加[i]的지
(tsi)、치(ts i)、시(si)、(ʒi)來轉写漢語捲舌音的例子。筆者猜測，朝鮮人並無正齒
音與齒頭音的概念，因此即使看到這兩組字母也不知如何拼讀，因此還是需要根據母
語既有音韻體系尋找相似發音來模仿，而寫法上區分正齒音與齒頭音一方面是為了對
應聲母的字母不重複，另一方面也提醒朝鮮讀者正齒音與齒頭音實際存在的差別。另
外，ㅿ(ʒ)为中世韩国語古字，在现代韓文体系中已经消失，也无此音。其音值一直
有爭議，或為/z/，或為/ʒ/，本文將其擬音為/ʒ/（詳見拙稿2015）。近世常用該字
拼寫漢語日母。
漢語/ts/、/ts /、/s/以漢語·滿文專用字母ts、tsh和滿文基礎字母s拼寫，與i系、y-系韻母相結合時產生齶化現象，滿文以tʃi、tʃ i、ʃi拼寫；韓文皆以ᅎ(ts)、ᅔ
(ts )、ᄼ(s)轉寫。如前文所述，這組韓文字母是訓民正音創制之初所設計的漢語專用
字母“齒頭音”，用來標記漢語平舌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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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结论

經整理，本文共挑選〈五方元音〉例字共449種。其中，固有字符181.5種，特
殊字符267.5種。固有字符中相同發音對應字符160.5種，近似發音對應字符21種。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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殊字符中包括添加符號對應字符2.5種，即展示/uə/向/uo/過渡的加圈字 ° ᅿ；改造拼
寫對應字符86種，即 ᅶ(ao→aɔ→au)、 ᆕ(ɨu→əɔ→əu)、 ᆛ(iu→jɔ→iəu)、 ᆉ(ua→u'wa
→ua)、/ (ijan/jean→i'jan→ian)、(ɾii→lii→li)等；復古符號對應字符158.5種，
即轉寫撮口韻的ㆌ(juj→iɔi→y)、(ijun→i'jʊn→yn)等字符，以及轉寫聲母的ㅸ(β→f
→f)、ㅿ(ʒ→ʐ→ʐ)等字符；雙字合音對應字符4.5種，即以雙字協音對應捲舌音齊齒
韻的ㅕㅣ(-jə,-i)；新制符字母應字符16種，即表示零聲母的◇(ɱ→ø→ø)。
表 1> 用于拼写汉语的满文外字

<
字例数共449种

译字种类

种类数(占比)

固有字符
181.5 (40.4%)

相同发音对应字符

160.5 (35.7%)

近似发音对应字符

21 (4.7%)

添加符号对应字符

2.5 (0.6%)

° ᅿ(uə)

改造拼寫对应字符

86 (19.1%)

(ᅶ au)、 ᆕ(əu)、 ᆛ(iəu)、
ᆉ(uwa)、(ia)、(li)

復古符号对应字符

158.5 (35.3%)

ㆌ(y)、(yn)、ㅸ(f)、ㅿ(ʐ)

雙字合音对应字符

4.5 (1.0%)

ㅕㅣ(-jə,-i)

新制字母对应字符

16 (3.6%)

◇(ø)

特殊字符
267.5 (59.6%)

字例

ㄹ(l)

经整理可知，转字和转音有差异，拼写〈五方元音〉汉字音的满文的韩文
转写，属于兼顾转音与转字的转写法，其中对发音的转写即转音较为重视，对
字形的转写即转字则捎带兼顾。

韩满对照〈五方元音〉的文字对译研究

韓滿對照〈五方元音〉滿文的韓文轉寫例字表

◆ 附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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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rthography Transferring among
Hangeul, Manchu Script and Chinese Character in

O-bang-won-eum

Shao, Lei·Jin, Longjun
There are plenty of books on the transcription of Chinese, Manchu and Korean
language, among which the most representative one is the O-bang-won-eum. On the
perspectiv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ransliteration and transcription, the Korean
spelling of Manchu in O-bang-won-eum pays more attention to the transliteration
of the characters in Manchu than the pronunciation. As a result, the Korean spelling
of Manchu in O-bang-won-eum is a typical transliteration, rather than transcription.
In addition, the Korean spelling of the main body and annotations in

O-bang-won-eum are not identical. It is probably because the original Manchu text
is recorded in the main body, and there is no need to make a further distinction in
the Korean transcription. However, the annotations do not record the original Manchu
text, and in order to avoid confusion, various symbols are added deliberately to the
Korean transcription on the purpose of recognition.
Keyword

Script Contact, Script Variant, O-bang-won-eum, Manchu Classics

in Korea, Korean Transl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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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韩国语的词汇变动
-

*

后置词的膨胀和固化现象 -

赵新建

**·

赵娜

***

국문요약
언어의 내외적 변화는 언어의 내부 진화 메커니즘(문법화)과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메커니즘(사회는 그 중의 하나)과 관련이 있다. 외부 요인도 때로는 언어 변화에 중요한 자극
점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초래하고, 언어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반
영한다. 현대 한국어의 후치사(체보동사)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근현대 언어 접촉의 결과이
다. 본고는 한국어 어휘사 중에서 어휘 변화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즉, 근대 이후 조선반도
와 서양의 교류로 인해 한국어는 영어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영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기능
어휘인 ‘후치사(체보동사)’ 군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이처럼 어휘의 수가 증가하고 용법이 격
식화하게 된 것을 ‘팽창, 고착화’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팽창, 고착화 현상은 적어도 범주
의 고착성, 한중일 세 가지 경로, 영어 전치사와의 대응성, 문법화 정도의 비대칭성 및 내외
동질의 쌍궤도성, 이 다섯 가지 특징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의 제기는 한국어 어휘사, 유
형론, 문법론, 사회언어학 등 방면으로 특정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한국어, 후치사(체보동사), 언어 접촉, 팽창, 고착화

本文为教育部2021年度哲学社会科学研究重大课题攻关项目(子课题负责人) “20世纪以
来海外中国文学评论中的中国话语与形象研究”（编号:21JZD051), 上海外国语大学校
级重大科研项目“建国70年来中国文学海外译介数据库建设与研究”(编号:2019114027)
的阶段性成果。
** 第一作者 上海外国语大学韩语系教授
*** 第二作者 上海外国语大学韩语系博士研究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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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问题的提出

语言的内外变化与语言内部演化机制（语法化）和影响语言的外部机制
（社会为其中之一）有关。外部因素有时也会成为语言变动的重要激发点：社
会变动导致语言变化，语言变化反映社会变动。现代韩国语后置词（韩：体补
动词） 的膨胀固化现象主要是近现代语言接触的结果。
韩国语后置词是类似汉语中从动词向介词过渡的词类，根据我们的统
计，这个从独立动词向语法形态（助词）语法化的后置词群，成员现已达84
个之多。这些后置词构成语法性句型在韩国语法体系中承担着助词“助手”的作
用。赵新建（2019） 按先时间后国别的顺序，综述了关于后置词的前贤成
果。从我们掌握的资料来看，韩国语法学界的研究在初期主要将后置词作为
不完全动词的一部分，强调其形态变化的不完全性，随后的研究角度逐渐丰
富起来，从语法化、个体成员、功能等价、语言类型、韩外翻译等角度研究后
1)

2)

赵新建（2005/2019等）将体词后补助性动词称为体补动词，该类词汇主要用于体词性
单位之后，能够承担与韩国语主要语法形态之一的助词类似语法功能的词类。本文从
类型学角度出发，采用“后置词”这一术语，与印欧语的介词（前置词）相对应，后文将
统一使用“后置词”这一术语。另外，我们在第2章概念界定部分对韩国语“后置词”进行
了说明，这里不再赘述。
2) 赵新建（2019）研究的体补动词即为补助性单词的一个下位子类，是一种具有成为助
词可能性的后置词性动词。体补动词的研究成果较为丰富，但专书性研究尚不多见。
该专著通过语料库“꼬꼬마 세종말뭉치”的辅助，先确定了体补动词的范畴定位，又从宏
观和微观两个方面，考察了体补动词的句法语境素、语义、形态、句法等整体特征和
较为典型成员的用法特征，能够为韩国语形态学、词类学和句法学等相关领域增加新
的内容。
1)

近代韩国语的词汇变动

219

置词的多种特征，成果斐然。但相关研究较为零散，国别有异，可再阐发。赵
新建（2019）属于静态、共时、内部的研究，因此本文拟在前贤学者相关研究
的基础上，从词汇史、动态、历时的角度进行再延伸，尝试总结韩国语词汇
史 中的一个变动现象，即近代之后韩半岛与西方交流的不断加强，使韩国语
在与英语等的接触过程中更加固化了一个与英语介词 对应的功能词汇“后置
3)

4)

金光海（2015）指出，语言接触必然引起语言间的相互借用和吸收，韩国语词汇体系
的变化主要是“借用”引起的，韩国语词汇史可以分为以下几个阶段：
（1）一元体系时期（1원 체계의 시기）
一元体系指的是，在引入汉字词以前由固有词构成的韩国语词汇体系。该时期的词汇
体系属于史前时代，因为当时还没有记录固有词的手段。
（2）二元体系的形成（2원 체계의 형성）
在韩国语词汇史上，词汇体系首次出现大幅度的变动是从中国引进汉字开始的。从高
句丽开始引入的汉字扩散到整个韩半岛，自此韩国语词汇体系变为二元结构。
（3）三元体系的形成（3원 체계의 형성）
从高丽末期的资料来看，该时期实现了韩国语词汇体系由二元体系（固有词+汉字词）
向三元体系（固有词+汉字词+蒙古语借词）的转变。具体体现在：与蒙古语的接触过
程中，大量蒙古语被引入韩国语词汇体系。
（4）汉字词体系的变化（한자어 부문의 개변）
汉字词体系的变化具体体现在以下两个方面：①量的变化：随着传统封建社会的瓦
解，大量新文明语从中国和日本引入；②质的变化：与传统汉字词具有相同形态的汉
字词，其语义发生了改变。
（5）日语的影响（일본어의 영향）
开化期和日本占领时期，大量日式汉字词流入。从词形、语义层面来看，与汉语相
比，现代韩国语汉字词体系更接近于日语（송민，1990:87）。西方一些新造词也是在
日语中被翻译后再借入的。
（6）西方外来词的大幅增加（서구 외래어의 양적 증가）
与开化期和日本殖民统治时期相比，韩国光复以后从英语（以英语为主）中借入的外
来词显著增加。该时期不再经由日语翻译间接借入，而是与源语接触并直接借用。
4) 文化交流中的语言 “类型压迫 ”：广义的“格标 ”，除了狭义的格外 ，还包括虚词 ——介
词。英语中有复杂的、具有典型性的介词系统：
3)

About、Above、Across、After、Against、Along、Amidst、Among、Around、As、
At、Before、Behind、Below、Beneath、Beside、Besides、Between、Beyond、Bu
t、By、Concerning、Despite、Down、During、Except、Excepting、For、From、I
n、Inside、Into、Like、Near、Of、Off、On、Onto、Out of、Outside、Over、Pas
t、Round、Since、Than、Through、Till、To、Toward、Under、Until、Up、Upo
n、With、Within、Without 。（
，2016）

等 陈振宇

220 한중인문학연구 75

词”群，该类词汇数量不断增加，用法也逐渐格式化，本文称之为“膨胀固化”
现象。我们将其表现总结为“范畴的固化性、韩汉日三条途径、与英语介词的
对应性、语法化程度的不对称性及内外同质的双轨性”5个特点。该现象的揭示
具有韩国语词汇史、类型学、语法学、社会语言学等方面的意义。
5)

2.

概念界定

下面让我们首先了解一下韩国的近现代划分、语言接触、后置词等相关

概念。

1)

韩国语的近现代

此处指韩国语史所称的近现代，“近代”的起始时间为19世纪末（标志
性事件为“甲午更张”）至朝韩建国，其后至今为现代。（구본관等，201
6）
5)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在第一章对研究方法、研究步骤、语料库来源等相关内容
进行补充。研究方法上，从词汇史、动态、历时的角度进行再延伸，尝试总结韩国语
词汇史中的一个变动现象，即近代之后出现了后置词的“膨胀固化”现象。并对该类词汇
膨胀固化现象的具体表现进行了一个分析、归类、命名的过程，是一个范畴化的认知
过程。将其表现总结为“范畴的固化性、韩汉日三条途径、与英语介词的对应性、语法
化程度的不对称性及内外同质的双轨性”5个特点。研究步骤上，首先，鉴于前人研究没
有从历时角度进行定位，因此本文拟从词汇史角度进行总结，具体内容反映在第1章问
题的提出部分；在主体部分讨论前，我们进行了概念界定，对近现代划分、语言接
触、后置词等相关概念进行了介绍，具体内容反映在第2章；第3章是本文的主体部
分，总结了后置词膨胀固化现象的具体表现，并分小节进行了论述；最后是结论部
分，内容主要反映在第4章，归纳了本文考察和讨论的主要内容以及得出的主要结论，
介绍了本文的几个研究意义。语料选取上，我们选择了基于互联网的“꼬꼬마 세종 말뭉
치 활용 시스템”作为语料检索工具。该检索系统主要面向语言学研究人员，依托世宗现
代语料库，提供多种目的的语料检索服务。其构建的方法为：将语料库移入结构化的
数据库，生成基于精选语料库的统计数据，构建基于前两者的多向查阅系统。该系统
具有三个功能，分别是语料库统计信息查询功能、语料库检索功能和韩国语写作功
能。因本研究与写作无关，我们仅使用其中的两个功能，目的是检索体补动词在语料
库的表现，为理论性解释提供数据支持。此外，我们还参考部分学者的相关论文进行
了补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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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学者안주호（1994）、정광（1995）、문병열（2015）等都主张，韩
国语的助词相当结构（后置词）中，大部分在19世纪末才开始出现于文献中。
从笔者掌握的资料来看，我们可以说，在近代之后出现了韩国语后置词的膨
胀和固化现象。
2)

语言接触

关于语言演变，吴福祥（2007）认为可以将其分为“内部因素导致的演
变”和“语言接触引发的演变”两种基本类型。典型的接触性演变指的是语言特
征的跨语言“迁移”（transfer），一种常见的情形是见于连锁式或滚雪球式的
连续性演变过程：最初由其他语言迁移而来的特征后来触发了一系列后续性
演变，也就是说，在一个语言中后来独立发生的若干演变是由原先直接引入
的成分所触发的。比如语言R从语言S中引入某种特征F，假如后来F在语言R
里独立地依次演变为F1、F2、Fn（即F>Fl>F2>Fn），那么这些后来发生的演
变仍属“接触引发的语言演变”。接触引发的演变的直接后果是受语系统发生不
同程度或不同方式的改变。
陆丙甫，罗彬彬（2018）指出，语序的外在表现形式就是具有类型学意
义的轨层，形态是一种更表层的用于区分轨层或其他动因的外化形式。语言
演化中的语言接触也可以反映形态与语序的关系 。双语接触中的 “ 借贷
6)

吴福祥（2007）将典型的情形归结为以下四种：
特征的增加，即受语系统通过接触引发的演变增加了新的特征。最简单的被增加的
特征是借词（包括词汇词和语法词），这是接触引发的演变最常见的后果。比如国内
很多民族语言（尤其是南方的壮侗语和苗瑶语）都从汉语（普通话或南方方言）借入
大量词汇（包括语法词），其结构特征也通常被增加到受语系统。
（2）特征的消失，即某一语言由于语言接触而丧失固有的特征，但没有任何干扰特征
可以作为所失特征的替代物。
（3）特征的替代，即受语系统中固有的特征被新的外来特征所替代。这种情形大多见
于语序模式和语法范畴的演变。
（4）特征的保留，即一个语言由于跟其他语言接触而保留了原本有可能消失的特征。
语言A的某一特征F原本有可能在其结构压力和演变沿流的作用下消亡（比如其姐妹语
已失去同源或对应特征），但由于跟语言A密切接触的语言B里具有这种对应的特征，
结果使得特征F在语言A里得以保存。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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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象可根据接触程度分为五个等级：第一级是最浅的，只有非
基本词汇被借。第二级，旁置词（adposition）之外的语法虚词开始借入，语
音、语法也有不同程度的借入。第三级，旁置词开始被借入。第四级，语序借
入，但本族语的语序类型仍然占优势。第五级，语法大量借入外来语序和句
型，但是因为固有结构及表达结构的词还在，语言的整个系统没有彻底改变
类型。比第五级转化程度更大的就是整个语言的转型。
语言接触带来的语言间的相互借用 和吸收，一定要有内在原因和外在原
因的里应外合，及外来影响和内在需要的有机结合。（赵杰，2007）从语史
上看，近现代半岛交流对象转为西方国家。韩国语与英语产生一定的共振，而
日本实力的先行增加，也导致日语的一些表达手段进入了韩国语之中（송민，
1979等）。另外，近代日本人为了引进西方先进文化、概念创造了大量的汉字
词汇，这些词汇也进入了韩国语中。
（borrowing）”

7)

3)

后置词（韩国语的体补动词）

韩国语动词从共时角度，根据出现位置与形态完整性，可以分为常规动
词和体补动词（赵新建，2015/2019）两类。但中韩对体补动词的认知尚不完
全统一（남기심·고영근，1996等）。
学者们从句法位置、语义、形态、功能和组合搭配等角度对体补动词进
行了深入的研究，并分别将体补动词命名为后置词（Underwood，1890；
Ramstedt，1936；Martin,
1992；안주호，1994等）、补助动词（조선어문
법，1960；김옥희，2005等 ）、不完全动词 （최현배，1937；허웅，1995
等）、相当语（김의수，2002/2004）、复合结构（문병열，2014/2018）、助
词相当语（서경숙，2004）和语法惯用语（김진해，2000；박형진，2009
等）。
8)

借用现象相关理论可参考이기문（1991）。
8) 赵新建（2019：17）将前人研究中对体补动词的命名进行了整理：
7)

<表1> 前人研究中针对不同类型特征对体补动词的命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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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中，안주호（1994：133—154）研究了从动词引申出的后置词的语法化
问题，从其定义与实例来看，该文中的后置词就是体补动词，因为体补动词完
全符合其特点：从语义上看，无独立词义；从形态上看，格变化和词形变化固
定；从句法上看，不能独立使用，仅与名词搭配，表示名词与其他单词的句法
关系。
笔者认为，韩国语的体补动词是韩国语功能性词类，是可以用于体词性
单位之后，能够承担与韩国语主要语法形态之一的助词类似语法功能的词
类。本文从类型学角度出发，采用“后置词”这一术语，与印欧语的前置词（介
词）相对应，后文我们将统一使用“后置词”这一术语。
3.

具体表现

本文将具体表现总结为以下几条：范畴的固化性、内外同质的双轨性、
与英语介词的对应性、韩汉日三条途径、语法化程度的不对称性。
1)

范畴的固化性

现有的韩国语词类体系，着重突出的功能性词类是由谓词虚化形成的“谓
补动词”小类，而对由动词虚化而来的“助词等价物”后置词重视程度不够。根
据我们的统计（赵新建，2015），作为支撑该功能词汇范畴的动词总量，现已
达84个之多，足以建立一个相对独立的词类小类。

类型
1
2
3
4
5

韩国语名称

후치사, 후치사적 단어
보조적동사
불완전동사, 불구동사
조사 상당어 구성요소
문법적 연어 핵심요소

汉语名称
侧重点
后置词
位置（+语义）
补助动词
语义
不完全动词
形态
助词等价语构成要素
功能
语法惯用语核心要素
搭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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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范畴的固化性：成员
多用 汉字 义项 体补
顺序 （体补动词
后置词） 法 词 数量 用法

9)

< 2>

1

관하다

-

+

1

1

2

대하다

+

+

4

2

3

의하다

+

+

3

4

4

말미암다

+

-

2

2

5

더불다

-

-

3

1

6

인하다

-

+

2

1

7

위하다

-

+

3

1

8

비하다

-

+

3

1

9

비롯하다

-

-

3

1

10

즈음하다

+

-

1

1

11

따르다

+

-

8

4

12

가지다

+

-

11

2

13

향하다

-

+

4

1

14

보다

+

-

36

2

15

반하다

-

+

2

1

16

두다

+

-

26

3

17

있다

+

-

23

2

16

2

18

통하다

+

+

19

하다

+

-

42

2

20

놓다

-

-

28

1

21

불구하다

-

+

1

1

22

앞서다

-

-

5

1

23

걸치다

+

-

6

2

24

고사하다

-

+

1

1

25

막론하다

-

+

1

1

26

아우르다

-

-

2

1

27

관련하다

-

+

1

1

28

기하다

-

+

2

1

29

미루다

-

-

3

1

30

치다

+

-

47

2

体补语义
范围对象
涉及对象；对立对象
方式；原因；被动发起者；引用
通过场所；原因
与同
原因
目的
比较
系列起始
到及时间
跟随；沿着；根据；引用
工具；对象
方向，目标，对象
当面对话对象；看待角度
对立对象
放弃（选择）；保持（时间）；针对（对象）
涉及方面；对于（某人）
经历对象；使用手段
原因对象；经过场所
针对对象
现实让步/转折
顺序占前
涉及（多种对象）；经历（时间段或频率段）
递减让步
无条件选择
与同对象
关联对象
约定时间
推定对象
（否定性无条件）包
括对象；（超越性）判断标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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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다

-

+

2

1

32

전후하다

-

+

2

1

33

통틀어

-

+

1

1

34

한하다

-

+

1

1

35

거치다

+

-

3

2

36

둘러싸다

-

-

3

1

37

무릅쓰다

-

-

2

1

38

부치다

-

-

7

1

비추다

-

-

4

1

제（ ）하다

-

+

1

1

39
40
41

除
제（際）하다

-

+

1

1

42

차치하다

-

+

1

1

43

들어서다

-

-

6

1

44

맞다

-

-

10

1

45

물론하다

-

+

1

1

46

앞두다

-

-

1

1

47

이르다

-

+

2

1

48

그치다

-

-

2

2

49

근거하다

-

+

2

1

50

대다

+

-

18

2

51

대비하다

-

+

1

1

52

대신하다

-

+

1

1

53

말다

-

-

5

1

54

말하다

-

-

5

1

55

망라하다

-

+

1

1

56

맞추다

-

-

11

1

57

모르다

-

-

9

1

58

잇다

-

-

4

1

59

제외하다

-

+

1

1

60

좇다

-

-

6

1

61

준하다

-

+

1

1

62

찾다

-

-

9

1

63

힘입다

-

-

3

1

64

가리키다

-

-

2

1

无条件）选择对象
粗略时间
总括对象
局限对象
通过场所；通过过程
围绕对象
摒弃对象
到及时间
参照标准
扣除对象
所处时间
舍弃对象
进入时间
迎接时间
无条件选择
之前时间
截止时间
截止对象
依据对象
针对对象；比较对象
对比对象
替代对象
否定对象
叙说对象
网罗对象
配合对象
未知对象
时间相连
排除对象
追随对象
标准对象
找寻目标
借助对象
指称对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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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겸하다

-

+

2

1

66

기초하다

-

+

1

1

67

대응하다

-

+

3

1

68

더하다

-

-

3

1

69

데리다

-

-

1

1

70

맞이하다

-

-

2

1

71

면하다

+

+

2

2

72

쓰다

-

-

10

1

73

위시하다

-

+

1

1

74

접하다

-

+

5

1

75

지나다

-

-

6

1

76

처하다

-

+

2

1

77

가다

-

-

34

1

78

비교하다

-

+

2

1

79

사용하다

-

+

2

1

80

오다

-

-

24

1

81

합하다

-

+

4

1

82

빼다

-

-

16

1

83

기（ ）하다

-

+

1

1

84

긍하다

+

+

2

1

基

兼类对象
基础对象
应对对象
增加对象
带领对象
迎接时间
面临场所；面临对象
起始对象
起始对象
接触对象
经过时间
面临情况
走向时间
比较对象
使用手段
到来时间
合算对象
排除对象
基础对象
涉及（多种对象）；经历（时间段或频率段）

另外，赵新建（2019）将后置词“-ㄴ”定语模式分为以下6类，①—③类为
压缩型的体词表达法，④类为直述型，⑤类为突出型，⑥类为特殊型。

9)

根据审稿专家的建议，这里我们对体补动词的界定标准进行一个说明。典型的体补动
词具有如下特征：第一，从功能上看，能够在连接谓语时成为助词等价物的参与成
分；第二，从句子成分上看，仅能承担接续谓语和固定格式定语两种句子成分；第
三，从形态变化上看，仅存在“-고”型和“아(서)”型和过去时或形容词性“-ㄴ”型定语形
态，与体补动词搭配的助词等形态也固定在数量有限的“를/을,에”等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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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范畴的固化性：过去时定语

< 3>
1

N1+V1+-+N+（의
）+N2+V2`

한장연 기사 회견에 즈음한（사）한장연의 입장 표명

2

N1+V1+-ㄴ+N2+
（의）+V2`

단계법에 의한 조선왕 조사

3

N1+V1+-ㄴ+V2`

3대에 걸친 기증

4

N1+V1+-ㄴ+N

재개발로 인한 대상청구권

5

N1+V1+-ㄴ+것

출산장려 운동하는 건 지금의 저출산에 대한 과잉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6

N1+V1+-ㄴ+N2

가격에 비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다.

2)

压缩型
直述型
突出型
特殊型

与英语介词的对应性

一种语言中平均只有7-8个格助词（WALS），但语义功能太多。因此，
在一些需要迅速明确语义的场合需要一些形式标记，将超负荷的格助词语义
细分清晰化，其中后置词就是办法之一，在汉语中是前置词（介词）。
韩国语中的格助词数量不多，却承担着大量的语义功能，往往出现一对
多（“-를”有30多种用法）现象。在与英语对应的过程中，需要细化，就借用
或自造了这些后置词，它们的功能是对韩国语格助词的用法进行细化和补
充，使助词的意义更加精确化。이영헌等（1976:49-69）给出了英语前置词
（介词）与韩国语后置词对应表，包括“英语前置词→韩国语后置词”和“韩国
语后置词→英语前置词”两部分。
虽然并不是说韩国语后置词全部都是对应英语前置词，但通过이영헌
（1976）等学者的总结，我们看到，韩国语后置词与英语前置词（介词 ）存
在良好的对应性，英语介词不仅可以对应韩国语后置词的状语形式，还可以
10)

10)

介词与狭义的格标之间是一种语法化程度上的区别，格标虚化更彻底，形式更短小，
尤其是在屈折的情况下，甚至只是词内部的音变，无法分离出独立的形态。正因为虚
化程度高，而语法化越深越难达到，所以通常狭义格标数量很少，而介词却可以相当
多。在日语等黏着语中，其标记数量较多，但形式大多很短小，且通常与名词紧密结
合，所以判断它是介词还是狭义格标有一定的困难，这是一种语法化的过渡现象。汉
语与英语中的介词结构特征分明，数量颇多，所以可以很清楚地判断。（陈振宇，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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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应其定语形式。如：
（1）In the year ending 1999, 77 Boeing 737 aircraft were surveyed by
CAA.
[1999년이 끝날 무렵에, 77 보잉 737 비행기는 CAA（민간 항공 관리국）에 의
하여 조사받았다.]
（2）The finals were postponed Sunday because of heavy rain.
[폭우로 인하여 파이널이 일요일로 연기되었다.]
（3）Therefore, when you write to this prompt, you will be speaking
about your opinions and beliefs.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조언을 쓸 경우에 여러분의 견해와 신념 등에 대하여
언급해야 할 것이다.]
（4）What is your opinion concerning human cloning?
[인간 복제에 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5）She is gentle and affectionate toward her younger sister.
[그녀는 동생에 대한 애정이 깊다.]

在上面的例句中，前三句的英语介词对应韩国语后置词的状语形式，分
别为：表示被动的“By”对应后置词参与的句型“에 의하여”，“Because of”对应
“-로 인하여”、“About”对应“-에 대하여”。后面两个例句中的介词对应韩国语
后置词的定语形式，分别为：“concerning”对应“-에 관한”，“toward”对应“에 대한”。11)

这表现出书面性（非口语）、逻辑性（旁格性论元）、易识性（减轻格
助词的负担）、单义性（不需看语境，直接识别其语义或功能）、对译性（能
迅速对应英语表达法）等特点。这些都是书面语对语法形态的要求，也能加快
英韩翻译的速度。正如王力（1985：351）所言，西洋人的文章总比中国人的
11)

当然，“concerning”也可以对应韩国语后置词的状语形式“-에 관하여”，“ toward”也可
以对应“-에 대하여”。例如：

（6）He asked several questions concerning the future of the company.
그는 회사의 장래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7）Some people in society feel negatively toward theosophia.
사회에는 신지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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谨严些，周到些。为了要谨严周到，就往往多用些末品语，以免有漏洞，而这
种末品语又往在是中国本来所没有的。
3)

内外同质的双轨性

从词源上看，韩国语后置词既包括固有动词，又包括汉字动词，我们称
之为“双轨制”。根据本文的统计，后置词中固有词共有45个，汉字词为39
个，基本上各占一半。在与汉语接触中，引进了汉字词式后置词，但其前期的
实义动词用法也同时大量使用。固有动词的后置词化，完全符合韩国语助词
的语法化路线，是韩国语助词生成的倒数第二个语法化过程，而汉字词动词
也表现出相同的语法化过程。
外来因素进入一种语言内部，首先是交际所需，同时也会与内部要素相
互协调，最后可能同化于该种语言。易朝晖（2013）曾指出，同化是本族语言
通过对外来成分的适度改造和对自身的适度调整，使外来词融入本族语言系
统的过程。其中同化包括三个阶段，方欣欣（2004）所提出的“三段两合”论是
研究语言接触和词语借用过程的方法论，一个根据语言借用过程，而不是根
据静止的某个阶段而建立的体系。“三段”即语言接触、接纳、接续的三个阶
段。“接触”阶段是指借词源词由源语言体系进入本国语言体系之前的阶段；
“接纳”阶段指借词显现于本国语言体系的阶段；“接续”阶段是借词为本国语言
体系接纳吸收之后，在本国语言中发展、演变乃至隐退、消亡的阶段。“两合”
即语言由接触到接纳的交接过程、由接纳到接续的交融过程。并将它们的关
系图示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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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方欣欣（2004）提出的语言发展“三段两合”论

< 1>

她指出，从“三段”到“两合”并没有严格的界限，只是换了一个角度来观察
借用现象。如果将交接与交融分为初始阶段和深化阶段，那么，初始阶段的交
接倾向于发生在接触阶段；深化阶段的交接是真正意义上的完全接纳阶段；
借词被正式接纳进入本国语言之后，便开始进行初始交融；借词与本国语言
深入交融之后，便开始进入接续阶段。
从外来词同化的角度来看（方欣欣，2004），很多汉字词后置词在韩国
语内部经过形态同化之后，表现出接触、接纳、接续阶段的量变、竞争、异
变、再调整等特点。从我们的统计结果来看，汉字词后置词进入韩国语内
部，是以他动词（14+16=30个）首先出现，由于与韩国语语法形态表达的语
义出现冲突（即所谓的类义形态），在与固有语法形态进行协调的过程中，有
部分动词依然保持他动词形式（14个），有些则改变了与之搭配的宾格形态，
而改为自动词性的状语性格助词等语法形态（16 个）。下面我们将以“인하다”
为例来进行说明：
现代韩国语中带有“因”的汉字词“인하다”的核心成分为汉字“因”，其后置
词性用法便是在引进汉字“因”的过程中逐渐固定下来的。“因”在韩国语内部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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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了两种状态，一种是单词内部，直接记录的相关汉字词，原封不动地保存了
汉语“因”的语义功能特点，另一种则是经韩国语同化的“因”，即在“因”的后面
添加了万能动词“하다（DO）”形成的“인하다”。“인하다”原为中世韩国语中词
形变化多样的他动词，通过对比不同语史阶段的使用状况，我们可以知道，在
与类义单词、句式与语法形态相互协调的过程中，用法逐渐减少，逐渐定位于
现代韩国语的后置词，现已在韩国语中基本固定下来。
作为单独存在的后置词“인하다（因—）”，起初保存了“因”既能做介词又
能做连词的功能，但后来与连接词尾“-므로”形成了竞争关系，“谓词+转成词
尾‘-ㅁ’+后置词句型”的用法逐渐让位于连接词尾“-므로”，连词功能由此消
失，形成了“-함을 인하여→-함으로 인하여→-하므로 인하여→-하므로”的语
法演化链，“인하다”仅剩余与体词搭配的介词功能了。也就是说，借词汉字
“因”被正式接纳进入韩国语言之后，便开始进行初始交融，借词汉字“因”与韩
国语言深入交融之后，便开始进入接续阶段。这不仅符合方欣欣（2004）所
主张的“三段两合”论，同时，也正是李得春、金基石（2002：61）所指出“固
有词和汉字词不仅仅是在相互竞争，互相交替，而且在竞争中寻找妥协点，摸
索出了一条保持词汇生态平衡的共存共荣的发展道路”。
4)

韩汉日（英）三条途径

12)

韩国语语法形态范畴之一的补助词，就是由后置词发展而来的，因此我
们可以说，后置词一直存在。但其拥有两个特点，一是成员主要是固有词，二
是发展相对较为缓慢。但近代之后，后置词的数量大量增加，尤其是增加了很
多汉字词。这些汉字词与固有词相互依存，共同对应英语的前置词表达方
式。就其来源途径而言，既有从汉语中直接来的，又有从日语借用而来的，还
有从固有词发展而来的。
从地理位置、历史关系来看，韩中日三国之间的语言接触及其带来的语
言变化是不可避免的。在漫长的历史中，中国内陆地区和韩半岛交往频繁，韩
指出，英语影响了日语，日语用法影响了韩国语。

12) 문병열(20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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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岛所使用的书面语言一直是汉文，这与口语是完全不同的两种语言。从现
代语言学分类体系看，这两种语言有着非常巨大的差别，甚至不属于同一种
语系。由于韩国官方书面语言长期使用汉文，加上士大夫阶层以使用汉字汉
文为荣，导致了韩国语的词汇系统中存在着大量来源于汉语的汉字词汇。
近代以来，在日本占领时期推行强制韩国人民使用日语的殖民语言政
策，直到1945年韩国光复以后，为了彻底清算日本侵略者的罪行，韩国才掀起
了“国语净化运动”，以扫除来自日语的词汇、净化韩国语。 이한섭（2012：
12）提到，韩日语言接触与交流始于19世纪末，1894年甲午更张后正式表现出
来，对韩国近代词汇的形成产生了深远的影响。开化期初期，日语词汇大量流
入韩国。
关于对译日语借用的情况。송민（1979）指出，光复以前，人们是通过日
语学习英语的，因此出现在韩国语中的英语句法结构有相当数量已经通过日
语对韩国语产生了影响。另外，根据정광（1995）的观点，在现代韩国语的书
面语中出现的独特的、结构新颖的句子或惯用语，主要是语言接触的结果，包
括外语学习、双语的使用、翻译等；特别是在二十世纪二三十年代现代韩国语
形成期，以英语为首的西方外语是通过日语来教育的，首先翻译成日语，然后
再转译成韩国语的情况很多。此外，近代日本人为了引进西方先进文化、概念
创造了大量的汉字词汇，这些词汇也进入了韩国语中。문병열（2015：196）
指出，19世纪末到20世纪初，对译日语而借用过来的表达对韩国语书面语的
形成产生了很大的影响。后置词中的一部分就是对译日语借用过来的。如，
“-에 대하여”、“-에 있어서”、“-에 관하여”、“-에 의하여”等。
塚本秀樹（1990）将后置词称为复合格助词，在日语复合格助词的研究
成果基础上，从形态、句法、语义三个方面对韩国语后置词进行了考察。在后
续的研究中，塚本秀樹（2012：138-140）指出，日语中有20多个复合格助词
13)

14)

年韩国再次掀起“根除日帝残滓”运动，清算日语、日本文化残余。(이경규, 오경
14) 양진철（2014）也称“-에 대하여”、“-에 관하여”、“-에 의하여”、“-로 인하여”是对译
日语借用过来的，在日语中被称为“后置词表达”。
13) 2005
순，2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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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语义、功能上与韩国语的助词相当结构是对应的，并对韩国语助词等价构
式与日语复合格助词的对应形态目录进行了整理，如下表所示：
表 韩国语助词等价构式与日语复合格助词的对应形态目录表
韩国语助词相当结构
日语复合格助词
-에 관하여
~に {関し/して}; ~に {つき/ついて}
< 4>

-에 걸쳐

~に {かけ/かけて}; ~に {わた{/わたりって}

-에 대하여

~に { し/して}; ~に {つき/ついて}

-에 따라

~に { し/して}

對

従

-에 의하여

~に {より/よって}

-에 있어

~にわって; ~において; ~に {わたり/わたつて}

-에 즈음하여

~に { し/ して}; に {わたり/わたつて}

際 際

限 限

-에 한하여

~に { り/ って}

-을 비롯하여

~をはじめ

-을 위시하여

~をはじめ

-을 위하여

~のために

通 通

通

-을 통하여

~を { じ/ じて}; ~を して

-로 인하여

~に {より/よって}

-로 말미암아

~に {より/よって}

-의 덕택으로

~のおかげで

-의 대리로서

~ のわりに

代

同様に
反對に

-와 마찬가지로

~と

-와 반대로

~と

-때문에

~のために; ~のせいで

-덕분에

~のおかげで

-대신（에/으로）

~の わりに

代

朴宣映（2002）认为韩国语的助词相当结构“-에 있어서”对译借用了日语
的“-において”。其依据是：“-에 있어서”出现于19世纪末；这时，其新增的
语义功能与日语“-において”的语义相同；且集中出现于日语相关文献（在
1880-1900年的资料中，日语相关文献大约占83%）。在后续的研究中，朴宣
映（2005）又提出了韩国语的助词相当结构“-에 의하여”也是对译日语借用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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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的，它受到日语“-によって”的影响。紧接着，朴宣映（2006）论证了“에 對하여”的出现和固化也是受到了日语的影响。我们引用其文中的例句来进
行简单说明：
后
左右 對
內訓1475：2，66a）
周 祜 篤
天下 對
孟子諺解1590：2，11a）
（10）對답기 賓에게 대 말티 고（家禮諺解1632:3，17a）
（11）先生이 唐僧을 對야 닐오（朴通事諺解1677：下，19b）
（8） ㅣ드르시고
 야 믈 흘려 니샤（
（9） ㅅ고 를 히 야 
 타 니（

（12）裁判所構成法 第五十五條 判事 裁判미 可 事項에 對야 自己意
見의 表示 拒絶믈 得지 못홈（舊韓國官報18950325）
（13）卿等은國家의要務에 對-야 和衷協贊 任을 盡야（朝鮮獨立協會報
1894：4號:13）
（14）住民一人에 對야 五十四法, 四十七參에 支出 貨額이라（新睦會會
報1896：2號：254面）

之 利害得失に就て氏が意見を下すものにして（東洋学藝雜誌明治

（15） が
14：1：16）

金王均氏 事 付

（16）
の に （つい）ては
27：0403：3）

報明治

一昨日の欄外に記したるが（時事新

木綿相庭一円二付（東京經濟雜誌明治9：1：25）

（17）

通过观察上面的例句，我们可以发现，动词“對하다”原本前面加宾格助
词，作为主动词来使用（8-11），到了19世纪末才开始出现“-에 對하야”的用
法，这时新出现的语义“内容表示、关联对象、单位基准”（12-14）等与当时
日语“に対して”、“について”（15-17）的语义功能相同，且它们前面的格助
词是对应的，表示相同的格。另外，这种用法集中都出现在日语相关文献
中。以上分析证实了19世纪末后置词“對하다”的出现受到了日语“に対して”、
“について”的影响。
我们认为，朴宣映（2002，2005，2006）的研究成果对后人的研究具有
重要的参考价值与指导意义。문병열（2015）就是引用了其研究成果，并进行
了总结，即韩国语的助词等价构式是通过对译日语而借用过来的。助词等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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构式形成于19世纪末，其语义和功能受日语相关构式语义和功能的影响，此前
韩国语中未出现的语义和功能此时出现。此前韩国语构式中谓词前出现的是
宾格助词，但受日语构式的影响，而大多向位格助词演变。助词等价构式的形
成初期，文献集中在与日语有关的文献中。
从上面的讨论中，我们可以发现，近代之后后置词的数量大量增加，主
要是受语言接触的影响，既有从汉语中借用过来的，又有对译日语借用来
的，共同对应英语的前置词表达方式。
5)

语法化 程度的不对称性
15)

因为后置词是处于实义动词向助词过渡过程中化石化的动词下位子类，
因此，其必然成为语法化研究的对象。后置词拥有不同类型的下位小类，反映
了不同的语法化程度，也分别处于向后置词转化的过程中。
从语法化程度上看，안주호（1994）主张，我们在中世韩国语中是看不到
“-에 대하여”、“에 관하여”的，它出现于近代韩国语后期，并处于语法化阶段
的初期阶段，但是“관하다”要相对高于“대하다”。同时，정순기（1988：128）
也曾提到，“대하다”虽然符合补助动词的特征，但其语法化程度还很低，除能
15)

赵新建（2019）总结了体补动词（后置词）的语法化路线，并就该语法化路线，总结了
体补动词（后置词）级阶变化的相关情况，即①可以同时成为谓词动词，②可以成为副
词，③可以成为助词，④由他动词向自动词转化等。并给出了体补动词语法化的路线
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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够表现出有限的谓语形“대하여”、定语形“대한”外，还能够保存“대하는”、“대
하였다”等典型动词的特征。
赵新建（2019）指出，“고사하다”类后置词是更为恒久的后置词，仅存后
置词义项，且无定语形式，语法化程度较“관하다”类要高了很多；而“-가지다”
类后置词（还包括“치다、보다、말다”几个后置词）为语法化程度最高的后置
词，除无定语形式外，其前的相关格助词很多情况下都不出现，除了还有低频
的句型式用法和少有的几个词形变化外，已基本上接近于助词。
我们可以说，韩国语的后置词与世界上存在前置词（介词）的其他语言
仍有很大的共性，即它们的语法化方向都是一致的，都在向格标发展。但在形
态变化与搭配、语义数量、句法位置、语用功能、使用频率、语法化结果上都
能找到不同小类的特征差异，如既有作为语法化残留的“보다”和“따르다”，又
有可以接尊敬词尾的如“앞두다”和“불구하다”，还有语义数量单一的“인하다”
等。
4.

小结

本文总结了韩国语词汇史中的一个变动现象，即近代之后更加固化了一
个与英语介词对应的功能词汇“后置词（体补动词）”群，表现为该类词汇数量
的增加和用法的格式化，我们称之为“膨胀固化”现象。这种膨胀固化现象至少
表现出：范畴的固化性、韩汉日三条途径、与英语介词的对应性、语法化程度
的不对称性及内外同质的双轨性5个特点。
之所以会出现上述现象，我们认为有两个原因。一个是语法化，后置词
是韩国语主要语法形态形成过程中的过渡性词类；另一个则是更为重要的外
部原因：与西方文明与语言的接触。西方科技文明强烈的逻辑思维方式和表
达方式，为非西方地区增加了新的语篇形态，使人类的思维愈加严密，另
外，作为西方文明的标志语言英语，隶属于孤立语，介词十分发达，在交流过
程中，必然需要大量语言形式与之对应，这种需求加速了后置词的语法化过
程。这两个原因造成了前述的两种事实，从而增强了韩国语的黏着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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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从词汇史角度进行了总结，能够为韩国语词汇史增加新的内容；后
置词对应的是孤立语的语法特征，因此该方面的研究还可以为语法化和语言
类型学方面的研究提供一个具体的案例；后置词的膨胀固化现象是近代之后
东西方社会文化交流的结果，因此相关研究也具有一定的社会语言学意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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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cabulary Changes in Modern Korean
- The phenomenon of expansion and solidification of postpositions Zhao, Xinjian·Zhao, Na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of language are related to the internal evolution
mechanism of language (grammaticalization) and the external mechanism affecting
language (society is one of them). External factors sometimes become an important
stimulating point of language change. social change leads to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change reflects social change. The proliferation of postpositions（dependent
verb used after substantive) in modern Korean is the result of modern language
contact. This paper tries to summarize a changing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Korean vocabulary, namely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est after modern times, which makes Korean solidify a group of functional words
“postpositions (dependent verb used after substantive)” corresponding to English
prepositions in the process of contacting with English. It is manifest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h words and the formatting of usage, which we call the
phenomenon of “expansion and solidification”. The phenomenon of expansion and
solidification at least shows five characteristics: the solidification of category, the three
ways of Korean, China and Japan, the correspondence with English prepositions, the
asymmetry of grammaticalization degree and the dual-track of internal and external
homogeneity. The revelation of this phenomenon has certain significance in terms of
Korean lexical history, typology, grammar and sociolinguistics.
Keyword

Korean, postposition, language contact, expansion, sol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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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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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점수
항목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

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

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

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

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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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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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한중인문학연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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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대학 소속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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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제목, <그림1> 제목의 순서로 한다. 중국어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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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제목, <图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작품집, ｢ ｣ 논문,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글자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바탕글
국문요약
논문제목
1
1)
(1)
①
인용문

10
8.5
14.5
12
10.6
10
10
9

90
95
95
90
90
95
95
95

-6
-9
-9
-6
-7
-8
-9
-9

휴먼명조
휴먼명조
신명태명조
신명태명조
신명중고딕
신명중명조
휴먼명조
휴먼명조

왼쪽
여백
0
0
0
10
10
10
10
10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10
0

0
0

문단모양
들여
쓰기
10
10
0
0
0
0
0
10
내어쓰기
14
내어쓰기
30
0
0

0

0

0

0

스타일 이름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표제목
8.5
95
-7
중고딕
머리말(홀수)
8.7
90
-5 신명신명조
(논문 제목 기입)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8.7
90
-5 신명신명조
기입)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오른
여백
0
0
0
0
0
0
0
0

줄
간격
170
160
160
170
170
150
170
150

정렬
방식
양쪽

138

양쪽

145

양쪽

150
170

양쪽
중앙

0

170

오른

0

170

양쪽

중앙
양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글자모양
스타일 이름
논문제목
국문요약
바탕글

크기

장평

자간

글꼴

14.5
8.5
10

95
95
90

-9
-9
-6

신명조 간자
휴먼명조
신명조 간자

왼쪽

오른

문단모양
들여

줄

정렬

여백
0
0
0

여백
0
0
0

쓰기
0
10
10

간격
160
160
170

방식
중앙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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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①
인용문

12
10.6
10
10
9

90
90
95
95
95

-6
-7
-8
-9
-9

신명조
신명조
신명조
신명조
신명조

간자
간자
간자
간자
간자

20
10
10
10
10

0
0
0
0
0

250
210
200
170
150

양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

138

양쪽

145

양쪽

0
0

0
0
0
0
10
내어쓰기
14
내어쓰기
30
0
0

각주

8.6

95

-9

신명조 간자

0

0

참고문헌

8.9

95

-9

신명조 간자

0

0

영문초록
표제목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9
8.5

90
95

-7
-7

신명조 간자
신명조 간자

10
0

150
170

양쪽
중앙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오른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번체
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번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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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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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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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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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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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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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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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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17. 한중인문학연구 75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6. 08. 한중인문학연구 75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6. 16. 한중인문학연구 75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6. 27. 한중인문학연구 75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2. 06. 30. 한중인문학연구 7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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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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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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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월 30일
- 발행 예정 : 2022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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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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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임경순(한국외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회
장 : 김유중(서울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김 호(역사:서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지역 부회장 : 이명찬(서울:덕성여대)
윤의섭(충청:대전대)
송현정(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총무] 곽명숙(아주대)
박진(국민대)
[기획] 김정우(이화여대)
박진호(서울대)
[연구] 김진규(가천대)
송윤미(강원대)
[편집] 최호영(안동대)
조현일(원광대)
[국제] 전긍(국민대)
신영덕(인니국립대)
[섭외] 조원일(전남대)
이정란(한중연)
[홍보] 박성일(한국체대)
최재선(산업대)
[교육] 류수열(한양대)
김호정(서울대)

한계전(서울대명예)
박윤우(서경대)
유성선(강원대)
김종철(서울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일룡(홍익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송현호(아주대명예)
한용수(동국대)

구재진(문학:세명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이은희(여성:한성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원중(고전:단국대)
임대근(문화:한국외대)
이해영(중국학:중국해양대)
김풍기(강원:강원대)
김혜영(전라:조선대)

김호웅(연변대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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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환(아주대명예)

김형규(아주대) 임대근(한국외대)
정진석(강원대) 조명숙(경희대)
최미숙(상명대) 윤선자(전남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김근호(전남대) 김원중(단국대)
이미옥(서울대) 김명숙(중앙민족대)
우신영(인천대) 송재연(서원대)
신정수(한중연) 최유학(중앙민족대)
이영남(광서사범대) 지수용(화중사범대)
박춘란(사천외대) 윤경애(대련민족대)
김환기(동국대) 박강(부산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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