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 일시 : 2022.07.02. 토요일 09:30-18:00
◇ 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
◇ 주관 : 한중인문학회
◇ 주최 :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회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중인문학회 제49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중인문
학회가 오늘과 같이 자리 잡기까지, 양국에서 활동 중인 여러 관련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던 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창기부터 양국의 참가자
들을 이어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분들이 바로 중국 내 조선족 동포와 학자들이
라는 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사실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
에 이번 학술대회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내 조선족자치주(구) 성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학회 차원에서 올 한 해 학술대회의 방향과 주제를 이런 점
들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보았습니다.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족자치구가 처음 출범한 것이 1952년 9월 3일입니다. 이
후 3년 뒤인 1955년 돈화현과 합병하여 조선족자치주로 승격되었습니다. 주로 구한말과 일
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올라가 이주했던 조상들은 숱한 역경 속에서도 한민족(조선족)으로
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며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 결과 중
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고, 사회 각 방면에 진출하여 각자의 능력을
인정받아 주요한 직책에서 활동 중인 유능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로 그런 뛰어남과 적극성으로 인해, 오늘날 조선족자치주의 자치주로
서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교육 수준이
높고 중국 내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주에서 벗어나 더 큰 지역
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게 된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어느 한쪽
만을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주의 존속 여부는 중국내 조선족
들의 사회문화적 구심점 확보와, 동포 사회의 정체성 및 일체감 유지와도 관계되는 문제이
므로 신중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변지역은 지역적으로도 중국
내에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요충에 해당되는 곳이므로 향후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한중 양국의 동포와 연구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거시적인 안
목에서 되짚어볼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대회
에서의 논의들이 양국의 학계와 문화계에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제안하고 기조 발제와 더불어 발표자 섭외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최병우
전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발
표를 맡아주신 북경대 문려화 교수님과 연변대 김광수 교수님께도 학회를 대신해서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회 차원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힘을 실어주신 경희대 차성연, 원광대 김주용, 원광대 이은홍 / 한담, 부경대 예동근 교수
님,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오늘 학술대회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학회의
임원진과 실무진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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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점에서 일상의 틀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한 진정국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조만간 예전처럼 한・중 양국을 오가며 학술대회를 치르면서
양국의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안면을 익히며 교류하던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만,
양국의 현재 상황이나 준비에 따른 소요 일정 등의 제반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올 한
해 전면적인 직접 교류 추진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아쉬움들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 학술대회의 준비를 담당한 임원진과 실무진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자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학회가 한 단계 더욱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일
한중인문학회장 김유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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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일정표
공 지 사 항
[학술대회 회의실 접속주소]
① 개회사 및 오전 주제발표 1/오후 자유발표 1 세션
https://snu-ac-kr.zoom.us/j/93822495920 (회의 ID: 938 2249 5920)
② 오전 주제발표 2/오후 자유발표 2 세션
https://yonsei.zoom.us/j/92939633469 (회의 ID: 929 3963 3469)
③ 오후 자유발표 3 세션
https://khu-ac.zoom.us/j/86491922393 (회의 ID: 864 9192 2393)
[2022년 상반기 이사회]
참석하실 온라인 회의실 주소는 개별 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학회 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kochih@hanmail.net)
[제 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주제: 한중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일시: 2022년 12월 17일
장소: 가천대학교(예정)
* 발표 및 참가 신청은 학회 메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회사 및 주제발표(09:30~12:30)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09:30-09:40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김유중
(학회장, 서울대)

09:40-10:20

[기조발제]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최병우
(강릉대 명예교수)

조선족 여성소설 문학의 개관

발표 문려화(북경대)
토론 이선이(경희대)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
소설 -금희 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차성연(경희대)
토론 윤의섭(대전대)

11:50-12:30

조선족의 역사연구 성과와 과제 :
조선족 디아스포라와 일사양용의
적용문제

발표 김주용(원광대)
토론 박정현(조선대
인문학연구원)

10:30-11:10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 고찰

발표 김광수(연변대)
토론 정승철(서울대)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이은홍·한담
(원광대 HK연구교수)
토론 노금숙(원광대
공자학원)

조선족 지역문화유산과 지역활성화전략

발표 예동근(부경대)
토론 전은주(연세대)

10:30-11:10

11:10-11:50

11:10-11:50

11:50-12:30

주제발표 1

주제발표
2

12:30-14:00
13:00-14:00

사회
김형규
(아주대)

좌장
김정우
(이화여대)

좌장
김호
(서울대)

휴식
2022년 상반기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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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형규(아주대)

■ 자유발표(14:00~16:40)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紀曉嵐與朝鮮後期文人間的文緣與情緣
(기효람과 조선후기 문인간의 문연과 인연)

14:00-14:30

14:30-15:00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지리 연구
자유발표
1

15:00-15:30
<문학>

『태평광기』 한국 번안 문학에 끼친
영향
멜로적 역사소설과 장르믹스의 기원
-장덕조의 『벽오동 심은 뜻은』을
중심으로
중국인 독자의 ‘애도’ 이해 양상 분석
연구 -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시피>를 중심으로

15:30-16:00

16:00-16:30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조사 연구 - 대만 내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14:00-14:40
자유발표
2
14:40-15:20
<언어/
교육>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에 대한
인지적 해석

15:20-16:00

중국어 “竟然”과 한국어 “다니”의 양태
의미 유형 연구

16:00-16:40

연결주의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체언
중심 연어 습득 양상 연구

14:00-14:40

권진규의 예술정신 연구

14:40-15:20
15:20-16:00

자유발표
3
<사상
철학>

숫자천부경
*발표자 사정으로 다음 학회에서 진행 예정

1945-1950년 북한체제의 영동지방
청년동맹
21世紀 韓國에서 進行된 陶淵明 硏究史
考察

16:00-16:40

사회 및 발표/토론
발표 이학당
(중국 산동대)
토론
이영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발표 유미란
(중국 중앙민족대)
토론 권혁래(용인대)
발표 송교(중국
서안 외국어대)
토론 유수민(카이스트)

좌장
김진규
(가천대)

발표 진선영(세종대)
토론 김윤서(영남대)
발표 김지혜(극동대)
토론 최 단(서울대)
발표 조영미(대만국립
가오슝대학교) · 한혜
민(한국외대)
토론 진경지
(대만 국립정치대)
발표 위설교
(상해 외국어대)
토론 허춘화
(길림사대)
발표 단청총
(상해 외국어대)
토론 이명아(국민대)
발표 궈진(경희대)
토론 남주연(명지대)
발표 유성선(강원대)
토론 김태희(강원대)
발표 최동순
(해동연구소)
토론 이석주(동국대)
발표 이세진(호서대)
토론 허대영(서울대)
발표 배규범·지수용
(화중사범대)
토론 제영
(화중사범대)

좌장
박성일
(한국
체대)

좌장
김풍기
(강원대)

■ 종합토론 및 폐회식(16:40-18:00)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16:40-17:20

[종합토론]

17:20-18:00

[폐회식]

사회 및 발표/토론
참가자 및 청중

폐회사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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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중
(학회장, 서울대)

사회
곽명숙
(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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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기조발제
최병우(강릉대학교 명예교수)
: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림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1

◈ 주제발표 1
문려화(북경대학교)
: 조선족 여성소설 문학의 개관 ······································································································· 15
차성연(경희대학교)
: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 소설 -금희 소설을 중심으로 ····························· 32
김주용(원광대학교)
: 조선족의 역사연구 성과와 과제 - 조선족 디아스포라와 일사양용의 적용문제 ··············· 42

◈ 주제발표 2
김광수(연변대학교)·김홍매(연변대학교)
: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 고찰 ····································································· 61
이은홍·한담(원광대학교 HK 연구교수)
: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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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발 제

제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조발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최 병 우 (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성립되어 올해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70주년을 맞이
하였다. 일제강점기 230여만 명의 재중 조선인 중 해방 이후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잔류
한 130여만 명의 후예인 조선족은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토지에 기대어 국공내전과 한국
전쟁의 피해 속에서도 사회주의 신중국의 공민으로 헌신해 왔다. 신중국 수립의 흥분과 열
정이 반우파투쟁, 대약진운동, 민족정풍운동, 문화대혁명 등 여러 극좌적인 정치운동의 과정
에 혼란과 고통으로 변모했고, 개혁개방과 한중수교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로 민족 공동
체가 와해되는 위기 속에서도 조선족은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굳건히 지켜왔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아 간난의 역사를 견디고 굳건히 민족문화를 지켜온 조선족을 기
리며, 역사의 부침을 건너온 조선족과 조선족 문학의 역사를 살피고 그 미래에 전망해 본
다.

1. 해방 직후 연변의 정치 상황과 조선족 자치 구역의 성립
1945년 8월 8일 대일본 선전포고한 소련군은 8월 20일경 연변 전역을 장악하였다. 이에
연변의 조선인들은 치안 확보와 이익 담보를 위해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군중 단체를
설립했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9월 초 노농청조직주비위원회를 조직하고, 9월 19일 600
여 명의 대표가 참석해 노농청동맹을 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에서
는 동북 지역의 공산당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조선인 당원으로 구성된 동북항일연군 연변
분견대를 파견했다. 이들은 9월 18일 연길에 도착해 노농청동맹등 조선인 활동가를 중국공
산당에 입당시켜 중공연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0월 27일 이 조직의 지원 아래 노
농청총동맹을 연변인민민주대동맹(민주대동맹)으로 재조직해 27명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
고, 11월 초까지 연변 전 지역에 민주대동맹 하부조직을 확대한 바, 그, 회원이 15만 명에
달했고, 그중 90%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이후 민주대동맹은 구와 촌까지 지부를 설립하는
등 조직을 일신하고 연변민보를 창간하고 정치강습소를 운영하는 등 중국공산당 정책 선
전에 힘썼다. 또 민주대동맹은 소작료 조정, 8시간 노동제, 공유지 분배, 야학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사회개혁을 추진하였고, 연변 지역 토비 진압에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1945년 8월 중국공산당은 동북의 건당 공작을 위해 연안의 당 간부를 파견하였고, 길림성
사업위원회에서는 연변의 정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옹문도를 비롯한 연안에서 파견된 당 간
부 33명을 11월에 연길로 파견했다. 이들 당 간부들은 11월 15일 회의를 소집해 길림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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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위원회의 당 조직 건설 방침을 전달하여 중공연변위원회를 해산하고, 중공연변지방위원회
(연변지위)를 조직하여 옹문도가 지위서기를 맡았다. 11월 20일 연변지위는 연길에서 연변
인민대표회의 개최하여, 연변정무위원회의 설립을 선포하고, 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연변전원공서)를 설치하고, 산하에 연길, 화룡, 왕청, 훈춘, 안도 등 5
개 현을 편성하여 현장과 현위서기는 연안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담당하여 중국공산당의 정
책을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변지위와 연변전원공서를 설치하여 연변 지역의 당과 행정 조직을 담당할 상급 조직체계
를 구축한 중국공산당은 연변 지역의 안정적인 통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당과 행정 조직
을 기층사회로 확장해야 했다.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군중 동
원을 통해 농회를 건립하고 이를 실질적인 농촌의 기층정권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1946
년부터 본격화된 토지개혁 중에 확인된 적극분자를 당으로 흡수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직무를 부여하고, 당원과 간부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간 것
은 기층정권을 수립하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기층정권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은 194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여 중국공산당 동
북국, 길림성위, 연변지위 등 상급 조직의 확충과 함께 촌, 구, 현 등 3급의 하급 권력 조직
의 건설로 완성되었다. 이 무렵부터 동북국은 토지개혁 과정에 형성된 임시적인 정권 조직
을 합법적인 기층정권으로 개편하기 위한 건정 공작을 추진하여 향촌 단위에서는 농민대표
회와 촌정위원회를 통해 인민의 의사를 집결함으로써 동북 지역에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입
각한 정권 구조를 수립할 수 있었다.
1949년 5월 연변지위 서기와 연변전원공서 전원으로 임명된 주덕해는 연변의 조선인이 민
족 자치를 시행해야 중국 공민으로서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
발해 조선인 자치에 관한 논의는 잠재했으나 1952년 8월 9일 정무원 제20차 회의에서 결
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구역자치 실시 요강｣에 따라 8월 27일 연변전원공서는 제1차 인민대
표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구 출범을 결정하여 주덕해를 자치구 주석으로 선출하는 안과 자치
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례를 통과시키고, 항일승리기념일인 9월 3일을 연길현, 훈춘현,
화룡현, 왕청현, 안도현을 아우르는 연변조선족자치구 수립일로 선포하였다. 이로써 연변 지
역의 조선인들은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으로서 신중국의 공민이 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구는 1955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되었고, 1958년에는 돈화현을
자치주에 추가하였다.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인구가 증가하여 여러 현이 현급시로 개편
되어 현재 6개 현급시(연길, 도문, 용정, 화룡, 돈화, 훈춘)와 2개 현(왕청, 안도)으로 구성되
어, 조선족 언어와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이외의 동북
지역에 산재한 조선족 집거 지역에도 민족 자치를 실시하게 되어, 1958년 9월 15일 길림성
백산시 남쪽 압록강을 사이로 북한의 양강도와 접한 지역에 장백조선족자치현이, 또 길림
성, 요녕성, 흑룡강성, 내몽고 등지에 48개의 조선족 자치향이 성립되었다. 조선족 집거 지
역에서 민족 자치가 시행된 후, 조선족은 자치기관 간부의 민족화를 실현하여 민족 지역 내
부의 사무를 스스로 관리하게 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 주덕해는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조선족이 주류 민족에 동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족은 자기의 특
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말과 글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덕해는 조선문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고, 조선
어연구기구를 설립하여 조선어의 규범화를 추진하였고, 조선족의 생활과 풍속 그리고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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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존중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조선족의 음식문화, 복식문화, 주거문화, 생산문화 등을 제
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조선족 대부분이 조선에 친인척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
여, 조선족이 상급 정부의 허락을 받고 현지 공안파출소에서 발급하는 변경통행증을 가지고
자유롭게 북한에 출입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도움으로 조선족은 고국인 북한
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러한 노력은 56개 민족의 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인 민족 정책과 마찰을 빚었고, 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민의 출입국을 엄정히 관
리해야 하는 국가 행정 방침과 상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정책과의 갈등은 1950년대
말 이후 중국 전역에서 좌경 사조가 득세하고 정치운동이 격화되자, 주덕해가 보존하려 하
였던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이 위기에 봉착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소수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이 고조에 달했던 문화대혁명(이하 문혁) 시기에 조선족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빌
미가 되었다.

2. 정치 운동과 개혁개방 속에서의 조선족
1956년 5월에 제기되어 이듬해 2월 말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분위기가 연변에서는 몇 달 늦게 시작되었고, 반우파운동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
다. 중국공산당 연변주위에서는 1957년 5월 20일부터 삼 일간 연변 지역의 문학예술계 인
사 40여 명을 초청하여 쌍백 방침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쌍백 방침을 전반적으로 긍정하면서 문학예술계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문학
예술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조적으로 다루고 사상 모자를 씌워 문학예술이 객관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해진 틀 안에 맞추는 것과 문화예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 간부
들이 연변 문예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점과 혼란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5월 23일부터 이틀간은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29일부터 이틀간은 공상계 인사들과
동일한 내용의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여기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문학예술계와의 좌담회에
서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연변주위의 기관지인 연변일보는 이 기간에
여러 면에 걸쳐 각계와의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한 내용의 요지를 게재하여 쌍백 방침
과 관련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연변의 각 분야 지식인들은 연변주위
에서 개최한 좌담회를 끝내고 조금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6월 중순부터 연변에서는 관내와 마찬가지로 당의 방침을 벗어난 논설에 대해 반사
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등장하였다. 연변 지역 노동자들은 우파분자의 반사회주의적 발언을
비판하는 대회를 열었고, 6월 말과 7월 초에는 우파들의 반동 언론을 규탄하였다. 이후 8월
말까지 연변 각 지역의 인민들은 독초를 식별하여 제거하고, 우파분자들과 정치적 계선을
나누고, 공산당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할 것을 다짐하는 군중대회를 개최하였
다. 이와 함께 연변 각 지역에서 사회 각 분야의 우파분자를 찾아 행적을 공개하고 비판하
는 대회가 개최되어, 우파로 점찍은 각 분야의 지식인을 집단 성토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
게 하고 자아비판시켜 이를 근거로 그들을 우파로 분류해 사회와 격리하고 정치 권리를 박
탈하고 사상 개조를 강요하고 수용소에 보내는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1966년 5월 북경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문혁은 중국 인민과 조선족에게 엄청난 상
처를 남겼다. 조선족 사회에 미친 문혁의 충격은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산재 지구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제외한 조선족 산재 지구에서의 문혁은 중국 여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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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벌어진 극좌적 정치 운동의 피해와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서의 문혁(이하 연변문혁)은 중국의 여타 지역과 동북 지방의 조선족 산재 지구에서의 문혁
과는 달리 정치 운동과 민족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가 얽힌 다중적 성격이 뒤섞여 격렬
한 양상을 띠게 되어 연변 조선족이 입은 피해와 충격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했고, 연변
조선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외상으로 남았다.
연변문혁은 자치주 주장 주덕해의 처리 문제로 격렬성을 띠게 되었다. 문혁 초기에 연변조
선족자치주는 주덕해 주장의 영도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다. 그러나 12월
7일 연변에 입경한 마오위안신이 투쟁의 방향을 주덕해 타도로 집중하자 연변 인민은 주덕
해 비판파와 옹호파로 나뉘어 급작스럽게 폭력화되었다. 이 시기 주덕해 비판파가 밝힌 그
의 죄상을 요약하면 주자파, 지방민족주의자, 반역자, 매국 역적, 간첩 등으로 압축된다. 연
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의 소임을 다한 주덕해에게 씌워진 죄상 중 주자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국인 중국을 배반하였다’는 것으로 북한과 관련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문혁 시기에 반대파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죄명은 자본주의를 벗지 못했다는 주자파와 일제
나 국민당의 특무 또는 첩자라는 것이었다. 주덕해에게 붙여진 주자파라는 죄명은 문혁 기
간에 중국 전역에서 반대파를 공격하는 흔한 죄명이었지만, 나머지 죄명은 그 예가 드물었
다. 주덕해에게 붙여진 지방민족주의자, 북한의 간첩으로 반역자이자 매국 역적이었다는 죄
명은 조선족에게만 붙여졌다는 점에서 연변문혁의 특수성을 알게 해 준다. 1958년 4월 연
변주위에서 벌인 민족정풍운동에서 등장한 지방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조선족 사이에 존재하
는 민족우월론, 민족특수론, 다조국론 등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혁 중에 나타
난 주덕해에게 주어진 지방민족주의자라는 비판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문혁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로 무장하자는 사상운동이었기에 이외의 모든 이념은 부정되었
다. 따라서 신중국이 공존을 강조했던 소수민족의 문화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차이를 보
인다는 점에서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에 대해
소수민족의 지도자들은 소수민족 문화 말살이자 민족 탄압이라고 저항하였고, 이러한 반발
을 예상한 중국 당국은 폭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처하였다.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고유문
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수민족 지도자를 마르크스 · 레닌주의로 무장하자는 문혁에
반대하는 수정주의자, 민족주의자, 종파주의자 등으로 비판하고 엄격히 탄압한 것이다. 따라
서 중국 내 소수민족은 문혁 기간에 중국인 전체가 겪은 고통과 함께 소수민족이기에 입어
야 했던 핍박까지 이중적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항일투쟁 시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힘을 합쳐 싸웠고 국가가 수립된 후에도 전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64년 흐루쇼프가 실각한 후 소련과 북한이
접근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어 문혁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문혁 기간 동안 중국은 북한 지도부를 수정주의자로 명명하여 적으로 규정하였고, 북한은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경질하려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마오위안신이 주도하는 주덕해
비판파들은 북한을 비방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내통한다고 생각한 조선족들을 핍박하였고,
그것은 주덕해를 비롯한 조선족 간부들을 북한의 첩자로 몰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구실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해 오랜 시간 터 잡고 살아온 조선족은 해방 이후 그곳에 자신들의
낙원을 세우려 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수립되자 연변을 조선족의 삶과 문화의 중심지
로 건설하려 한 바, 그 중심에 자치주 주장인 주덕해가 있었다. 이러한 민족 중심의 정책과
민족문화 증진 활동은 중국 전체가 하나의 이념으로 통합하려는 문혁 기간에는 비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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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주덕해를 비롯한 조선족 간부가 지방민족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결정적
인 요인이 되었다. 또, 주덕해를 비롯한 조선족 지도자를 지방민족주의자, 북한 간첩 등으로
비판한 것은 조선족의 역사와 국적 문제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의 정치 ‧ 외교적 상황이 역
사상 최악이었던 당시 상황과 깊이 관련되었다.
10년간의 대혼란을 유발한 문혁은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1978년 12
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는 문혁을 건국 이래 당 · 국가 · 인민에게 가장 큰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준 10년에 걸친 재난으로 평가하면서 마오쩌둥 이론의 핵심이었던 ‘계급투쟁
을 기본 고리로 한다’는 명제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강화해 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여 문
혁으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와 도탄에 빠진 인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이 시기 중국 인민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농민들은 호별 영농
으로 얻은 잉여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이익을 창출했고, 농한기에 능력껏 경제활동을 하여 부
를 축적하였다. 또 많은 농민은 가족 내의 잉여 노동력을 도시로 내보내 노동이나 상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경제활동이 국가의 장려 정책에 따
라 소자본 생산으로 발전하고, 향진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른 한 편 중국 정부는 대외 개방을 통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선진 기술과
관리 능력을 도입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경
제특구에 건설한 대규모 공장들이 성장을 거듭하여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자 농촌 지역의 잉
여 노동력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농촌 호구를 가지고 도시로 유입되
어 노동자로 살아가는 농민공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조선족은 중국공산당의 토지정책에 따라 자기 소유
의 토지를 갖게 되리라는 기대로 공산당을 지지했고, 토지를 분배받은 후 열성을 다해 농업
에 종사하였으나, 인민공사 설치 이후 시행된 집체 농업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족 농민은 개체 농업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누구보다 지지
했고, 중국의 여타 민족과 마찬가지로 농업 경영과 성시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
였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노동 이주해 얻는 수입이 농업이나 성시에서의 수
입보다 커지자 조선족 농민들도 관내의 공업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농 현상이 본격화하였다.
조선족의 이농은 여타의 중국인과는 달리 중국 내의 산업 지구와 한국으로의 이주가 병존하
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사용자이자 현지 정황에 밝은 조선족을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하거나, 그들과 동업 형식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번영한
한국의 존재가 조선족 사회에 전해졌고,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현실이
조선족 사회에 상세하게 알려져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에 관심이 폭발했다. 더욱이 친척방문
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해져 관내 지역의 기업보다 소득이 높은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가
증가하고 한국 이주 열풍이 불었다.
농촌 개혁, 대외 개방 그리고 시장경제 등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보다 조선족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로 인해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자유로워진 점이었
다. 조선족에게는 전면적 개방으로 크게 발전한 대도시로의 이주는 국내 이동이라는 편리가
있고, 한국으로의 이주는 절차가 복잡하고 외국으로의 이주라는 점이 두려움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중국이든 한국이든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조선족이 동일 노동에 높은 소득이 보장되
는 한국을 이주의 목적지로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중수교에 따라 한국 이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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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친척방문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돈벌이하던 조선족은 공식적으로 장기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노동이주민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조선족은 만주로 이주한 후 오랜 기간 농촌 공동체에서 살아왔으나 전면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한중수교로 돈벌이를 찾아 관내와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남은 자녀에
게 더 나은 생활과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고향 부근의 도시에 거처를 마련하고, 조
부모에게 양육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농촌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시
간이 흐를수록 관내로 이주한 조선족은 돈을 벌어 귀향하기보다 자녀를 관내로 이주하여 새
로운 고향 만들기에 나섰고,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장기 거주하거나 귀화를 선택하여
중국의 조선족 공동체는 급격히 해체되었다.

3. 조선족 공동체의 와해와 조선족 사회의 분화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책은 재외동포의 불법체류가 증가하면 법령에 따라 체포 ‧
송환하다가 재외동포의 강제송환이 비인간적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면 단속을 중지하는 등 정
해진 법령 내에서 갈지자 행보를 반복하였다. 2003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이후 법적 완화가 지속되었다. 재외동포법 개정의 핵심은 재외동포
를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자와 후손만을 재외동포로 한정하던 것을
그 이전에 이주한 자와 후손까지로 변경한 데 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이산
된 조선인의 후손인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되어 한국 이주와 체류가 자유
로워지고 강제 출국이 종식되어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급증하였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중국 사회에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조선족 청
년들이 중국 내에서 취업할 기회가 많아져 한국 이주에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장년층 대다수에게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주 지
역으로 존재하여 한국 이주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가 확
연히 개선된 이후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고, 관내로의 이주도 상당
한 규모로 이루어져 연변을 비롯한 동북 지역의 조선족 공동체가 와해의 위기에 내몰렸다.
중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53년 112만여 명이던 조선족이 2000년 192만여 명으로 정
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170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인구 감소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한국 귀화자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2020년
현재 170여만 명 조선족 중에서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65만여 명(귀화자 약 10만 명 제
외), 일본 10만여 명, 미국 유럽 기타 지역 8만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중국에는
동북 3성에 50여만 명, 산둥성 25만여 명, 베이징과 상하이 등 기타 지역에 10여만 명 등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통계가 보여주듯이 조선족 집거지였던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동북 지역의 조선족이 전체 조선족 인구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은 조선족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선족 사회를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되어 온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전체인구 대비 조선족 인
구의 비율도 자치주 설립 당시 70.5%에서 60년이 지난 2012년 35.6%로 지속적인 감소 추
세였고, 현재는 자치주 인구의 30.8%로 자치주 유지를 위한 소수민족의 비율 규정인 30%
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없애고 조선족 인
구 비율이 높은 연길, 용정, 도문 등을 합쳐 연용토조선족자치시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등장
하기도 하였다. 물론 여러 이유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상당 기간 유지되리라 예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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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속도로 조선족 인구가 감소한다면 머지않아 조선족 공동체의 뿌리인 연변조선족자치주
가 사라져 조선족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리라는 불안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조선족 사회는 재중 조선족 사회와 재한조선족 사회로 나뉘고, 재중 조선족 사회는 다
시 동북 지방의 집거 지구와 관내의 산재 지구로 분화했다. 이중 재한조선족은 한국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으로 귀국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삶을 유지하려 하고, 가족 모두가 이주한 재
한조선족의 자녀 세대는 한국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한국에서 교육받아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중조선족도 관내로 이주한 경우 세대가 내려가면 자기가 태어나 자란 지역
을 고향으로 인식하여 조선족의 뿌리인 동북 지방의 조선족 농촌 공동체에서 유지했던 조선
족 정체성을 상실하고, 조선어 교육에 제한받아 조선어 사용 능력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
럼 조선족의 대다수가 한국과 관내로 이주하는 현실은 점차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져
조선족이 문화적 뿌리를 잃고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를 노정하고 있다.

4. 혼란과 발전으로 굴곡진 조선족 문학
일제의 억압을 벗어나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중국 동북 지역의 조선인 문
인들은 연변 지역의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된 연길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만
주국 시절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의 대부분이 해방된 조국으로 귀국하여 조선인 문단은
상당히 취약해져 있었다. 만주국 시절 재만 조선인 문단의 큰 성과로 평가되는 재만조선인
작품집(1942), 재만조선인소설집 싹트는 대지(1942), 시집 만주시인집｣(1943) 등에 작
품을 발표한 문인 중 소설가 김창걸, 시인 리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과 북한으로 귀
국한 것이다.
조선족 문단을 일으킨 문인은 건국 전부터 연변에서 활동한 김순기, 김창걸, 김창석, 리욱,
마상욱, 서헌, 설인, 채택룡, 최형동, 현남극, 홍성도, 흑룡강성의 목단강과 할빈 지역에서
활동하다 연변으로 이주한 김동구, 김례삼, 김태희, 리홍규, 최수봉, 최현숙, 황봉룡 등과 조
선의용군 출신으로 연안에서 활동하던 고철, 최채, 조선의용군 1지대 출신 백남표, 조선의용
군 3지대 출신 백호연, 임효원, 조선으로 나갔다 뒤늦게 합류한 김학철, 정길운, 주선우, 최
정연 그리고 신진작가 김성휘, 김철, 리근전, 리행복 등 30여 명이었다. 이들 대다수가 조선
의용군 출신이거나 공산당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인물이
다. 해방 후 조선족 작가층이 당과 군 출신 중심으로 개편된 것은 이후 조선족 문단이 당의
정책을 수용하여 문학이 빠르게 변화하고, 당의 정책을 극단으로 밀고 나간 한 요인이 되었
다.
해방 직후 조선인 지식인들은 집거 지역 중심으로 동북조선인민보(연변일보로 개명, 연
길), 인민신보(목단강), 민주일보(하얼빈), 단결일보(통화) 등의 신문과 대중, 문화
, 민주, 불꽃, 연변문화(이상 연길), 건설(목단강), 효종(영안) 등의 잡지를 발간
하였고, 자신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간도문예협회(연길) 동라문인동맹(연길)
동북신흥예술협회(목단강), 중로농예술동맹(도문), 소한문화협회(연길) 등의 문예 단체를 설
립하였다. 조선인 문인들은 이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문예 운동과 연계하여 신시대의
문예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1946년 9월부터 10월까지 동북신흥예술협회 추천으
로 인민신보에 마오쩌둥의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연설｣을 번역 게재하고, 또 중국 문
예의 새로운 방향을 출간하여 새로운 문예사상을 학습하였고, 1948년 3월 심양에서 개최
된 동북문예공작자회의와 1949년 7월 북경에서 열린 제1차 중화전국문학예술일군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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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표자를 참석시켜 새로운 문예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마오쩌둥이 연안 시대부터 강조하고 문인들에게 교육한 인민문예론과 같은 문학론과 전통적
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신중국의 문학 이념이 되었으나 만주국에서 생활한 조선족 문인
들이 경험한 일제강점기 한국문학은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문학과 결별되었기에 참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언어적 한계로 러시아어나 중국어로 된 작품을 읽고 자기 문학으로 승
화시키기 힘들었던 조선족 문인들은 북한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소련의 문학작품이나, 중국
어에 능통한 문인이 조선어로 번역한 해방구의 문학작품을 중개자로 하여 새로운 문학 이론
을 수용하거나, 북한 문학작품 중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
는 작품을 구해 읽으며 창작 수업을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51년 4월 조선인 문화예술인들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조선문 문예지 연변문예 발간하
였다. 이 문예지는 비록 6호로 폐간되었으나 이후 연변 지역 조선인의 문예지의 전범이 되
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후, 연변 문화예술인들은 1953년 7월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학
예술일군련합회를 창립하고 1954년 1월 연변문예(1956년 12월 35호로 폐간)를 재출간하
였다. 그리고 문학예술일군련합회 소속 문인들은 1956년 8월 중국작가협회의 결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연합적 성격의 문학예술일군련합회와는 별도로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를 창립
하고 기관지로 아리랑(전신은 연변문예, 1959년 1월 연변문학으로 개칭)을 발간하였
다.
반우파투쟁으로 조선족 문인의 절반에 이상이 우파로 분류되어 창작의 권리를 박탈당함으로
써 조선족 문단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반우파투쟁의 과정에서 우파로 지목된 문인들은
비판 대회에서 동료 문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자기변호를 하다가 결국 자아비
판으로 끝나는 과정에서 우군이 없는 군중 앞에서 공포와 모멸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파로
분류된 문인들은 창작 권리와 정치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농촌으로 하방되거나 노동 개조
에 처해지거나 심한 경우 수감 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문인들은 비판 대회를 곁에서 지
켜보았든 직접 참가해 동료를 비판하였든 우파나 반당 분자로 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
기 검열에 철저해졌다. 이런 영향으로 오랜 기간 조선족 작가들은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진
실을 추구하는 문학을 회피하게 되어, 문학은 정치에 예속되고 당이 추진하는 구체적 정책
과 과업을 도식화 ‧ 구호화하여 선전하는 도구로 변하였다. 반우파투쟁기에 우파로 분류된 김
학철, 서헌, 주선우, 최정연 등은 조선족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이었다. 그들이 숙청되자 조
선족 문단에는 비판적 시각으로 현실 문제를 문학으로 형상화할 문인이 사라졌고, 또한 그
들 세대의 뒤를 이을 후배를 발굴해 작가로 성장시키는 데도 실패하여 조선족 문학의 단절
을 가져왔다.
연변에서의 반우파투쟁이 10개월 정도 진행되어 연변의 지식인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마무리될 무렵 연변주위에서는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지방민족주의에
대한 정풍운동은 조선족 문단에서 형성되고 있던 민족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려던 움
직임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김창걸이 한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한어의 중국 음을 그대
로 한글로 쓰며, 한어를 직역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선어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민족어 규범화’는 지방민족주의로 몰려 비판받았다. 이 민족정풍운동으로 반우
파투쟁을 무사히 넘긴 몇몇 문인이 지방민족주의자로 분류되어 창작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
리고 1968년 문혁이 시작되자 문예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중국 사회는 긴 암흑기로
변했고 조선족 문단 역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반우파투쟁, 민족정풍운동, 문혁 등 정치 운동으로 조선족 작가의 세대교체가 강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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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우파투쟁으로 상당수의 기존 문인들이 창작 권리를 박탈당해 조선족 문단에는 작품 발표
를 계속할 문인이 드물었다. 이에 연변작가협회의 기관지인 연변문학에서는 새로운 문인
발굴에 나서 현상 모집에 응모한 작품을 평선을 거쳐 응모된 작품 중 비교적 낫다고 판단한
신인의 작품을 게재하였다. 또 문혁의 발발로 잡지 발간 자체가 금지되다가 1971년 문예지
의 발간이 일부 허용되자, 조선족 문단에서도 1974년 4월 연변작가협회의 기관지를 천지
로 개명하여 재발간하여 문혁이 끝나는 1976년 연말까지 33호를 발행했다. 이 시기에는 조
선족 문단 초기에 활동한 문인들은 거의 창작을 중단해 반우파투쟁 이후 등단한 문인의 일
부와 적지 않은 노동자 출신 문인이 등장하여 조선족 문단을 이어갔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에 따른 조선족 문단의 잦은 문인층의 교체로 기성 문인와 신진 문인이 상호 작용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는 조선족 문학의 지속과 발전에 한계로 작용했다.
문혁이 종식되고 사회 전반에 사상 해방의 분위기가 마련되자 조선족 문단에서는 연변일보
, 연변문예 등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반우파투쟁 이후 문혁까지의 시기의 문학과 문화 정
책을 비판하고 조선족 문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조선족 문예인들은 사
상의 해방과 성역 없는 예술 활동을 강조하면서 문혁 중에 강제 해산되었던 연변문학예술일
군연합회와 그 산하의 연변작가협회 등 문예 단체를 복원하고 제반 사업을 해결하기 시작하
였다. 이에 조선족 문단에서는 반우파투쟁과 문혁 기간에 우파 또는 반혁명 분자로 분류되
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문인을 복권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독초로 분류되었던 많은
작품의 누명을 벗겨 독자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소설 분야에서만도 이십 년 가까이 문단을 떠나 있었던 김순기, 김학철, 리근전, 리홍규 등
원로 작가와 류원무, 림원춘 등 중견작가가 활동을 재개했고, 반우파투쟁기 이후 등단한 작
가 중 김길련, 남주길, 리선희, 리태수, 정세봉, 황병락 등이 창작을 계속했으며, 사상 해방
의 분위기 속에 김관웅, 김혁, 류연산, 리웅, 리원길, 리혜선, 박선석, 박옥남, 우광훈, 윤림
호, 최국철, 최홍일, 허련순 등 새로운 작가들이 등단함에 따라 조선족 문단은 활기를 띠었
다. 문단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어갈 문인을 배양할 필요성을 절감한
연변작가협회에서는 1983년 중국공산당 연변주위와 주정부에 협조 아래 연변대학에 위탁해
4년제 ‘연변대학 문학반’을 꾸려 33명의 인재를 추천받아 차세대를 이끌어갈 문인으로 양성
하여 조선족 문단을 풍요롭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7년 말 연변작가협회 회원이
300여 명으로 확충되어 작가협회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다.
문혁 이후 문예 정책의 변화로 소수민족의 문학 활동이 장려되어 조선문 문예지 발간이 확
대되었다. 문혁 때 폐간되었던 연변문예(연길)와 송화강(하얼빈)이 재발간되고, 조선족
집거지마다 조선문 문예지 창간 열풍이 불었다. 연변 지역에서는 월간 연변문예 외에 격
월간 문학과 예술과 총서 아리랑이 1980년 창간되었고, 1979년 길림 지역에서 격월간
도라지가, 1980년 통화 지역에서 중국작가협회 길림성분회 기관지로 격월간 장백산이,
목단강 지역에서 격월간 은하수가, 1982년 장춘 지역에서 격월간 갈매기가 창간되었다.
또 이 시기 조선족 번역문학지로 연길에서 세계문학이 북경에서 진달래가 창간되어 외
국 문학의 경향과 번역 작품을 게재하고, 연변일보, 길림신문, 흑룡강조선문보, 료녕
조선문보 등 조선문 신문이 문예부간을 발간했고, 많은 조선문 종합지에도 문예면을 할당
해 문학 애호가들의 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었다. 이러한 조선문 문예지의 족출은 개
혁개방 이후 중국 주류문단의 문예 열풍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 시기 조선족의 문학에
관한 열정을 알게 해 준다.
연변작가협회는 조선족 문단의 규모가 확대되자 산하에 소설, 시, 문학비평 아동문학,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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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등 분과를 설치하고, 목단강, 하얼빈, 길림, 통화, 심양, 북경 등 여러 지역에 소조를
두어 장르별, 지역별로 조선족 문인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조선족 문단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문학예술의 연구와 비평을 촉진하기 위해 1979년 연길에 연변문학예술연구소
(1985년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로 개편)를 설립하여 조선족 문학 연구와 창작적
실천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1978년 12월 제2차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 실무회의에서는 조선족 문예를 나락에 빠뜨린
민족문화 혈통론을 비판하고 민족문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조선어의 사용이
지방 민족주의라는 비판과 조선족의 언어와 문자가 사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조
선족의 언어와 문자가 중국 여타 민족의 언어와 문자와 공존하면서 중국 문화의 발전에 기
여하는 데 필요한 조선어문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실천 작업으로 동북3성 조선어규
범화방안 집필소조를 조직하여 조선어 규범화 연구를 담당하게 하고, 집필 소조가 작성한 ｢
제1차 조선말 명사 술어 통일안｣을 심의, 채택하여 조선어 표기와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였
다. 이는 2007년 중국조선어규범집을 만들어 신문, 방송, 출판 등에 사용되는 조선어를
표준화하기까지 지속된 조선어의 표준화 작업의 출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문혁의 종결로 사상 해방을 맞이한 이 시기에 조선족 문학은 중국 주류문단의 흐름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였다. 이는 문혁 종결 이후 중국 주류문단에 나타난 상흔문학과 반사문학, 개
혁문학 등은 물론, 서구 문학 이론을 수용해 등장한 몽롱파와 실험소설, 민족문화를 되살리
려는 심근문학, 객관적 시각으로 인간의 삶과 역사를 형상화한 신사실소설과 신역사소설 등
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선족 문단에 등장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족 문학은 중
국 주류문단과 흐름을 같이하면서도 민족 문제와 민족문화와 관련하여 특수성을 드러내었
다. 예컨대 같은 문혁의 상처를 다루어도 연변문혁의 특수성이 제재로 선택되었고, 심근소
설이나 신역사소설 등도 조선족 문화와 역사의 독자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세기 말의 전면적인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중수교 등 일련의 상황은 조선
족 문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전면적 개방과 시장경제로 연해 지역의 경제가 급성장
하자 조선족은 중국의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관내로 이주하였고, 한중수교로 한국 이주가
자유로워지자 한국 이주 열풍이 불어 조선족 사회는 타민족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
다. 이러한 국내외로의 노동 이주는 조선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나 그에 따르는 반
대급부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조선족 문학은 주류문단의 문학이 다룬 하해, 하강, 농민공
등 시장경제가 만든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보다, 한국에서 경험한 차별과 멸시, 조선족
공동체의 붕괴, 결손 가정의 아동의 불안정한 삶, 한국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형성된 조선족
정체성 등 한국 이주 열풍이 조선족 사회에 준 충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선족 문인들은 한국문학을 통해 세계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모더니
즘, 초현실주의, 심리주의, 탈식민주의 등 새로운 문학 이론을 받아들여 창작에 접목하여 문
학을 일신할 수 있었다. 조선족 문학의 이러한 변화는 주류문단의 문학이 일상을 소재로 하
여 다원적인 시각으로 인심의 세태, 풍속 습관의 변화를 묘사하여 이상주의적 색채가 옅어
진 현실과 연결되어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조선족 문학은 한국문학의 기법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북한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국어 표현을 받아들여 문학의 언어와 문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일상의 의미와 가치, 내면 심리와 정신적 외상, 주체와 타자, 인간의 본
원성, 이성과 감성, 욕망과 운명 등 한국문학이 보여준 특징적인 주제들이 조선족 문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었다.
전면적 개혁개방의 성과가 나타나고 한중수교가 체결되어 조선족 사회는 경제적인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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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았고, 조선족 문단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족 문인들
의 활동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어려운 출판 상황 속에서도 작품을 수집하여 작품집을 출간
하는 일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일부 조선족 문인이 한국의 출판사에서 작
품집을 출간하여 한국 독자들에게 조선족 문학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적지 않
은 조선족 문인이 개인적 상황, 경제적 이유 그리고 작품 출판의 자유 등을 고려해 한국에
정착하여 재한조선족 문단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돈이 가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자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많은 조선족이 관내로 노동 이주해 한족 사이에
서 섬처럼 존재하게 되고,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도 낯선 한국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문학작품을 접할 기회를 점차 상실하였다. 열악해진 출판 시장의 상황에 따라 1980년대에
창간되었던 순문예지 아리랑, 북두성, 갈매기 등이 폐간되고, 은하수, 송화강 등
은 활로를 찾아 종합지로 전환해서 연변문학, 장백산, 도라지 등만 어렵게 순문예지
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문학 시장의 위기 속에서 조선족 작가들은 붓을 꺾고 생계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중국 경제가 G2로 성장하여 중국 당국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투자
하여 소멸 위기를 경험한 조선문 순문예지가 재발간하거나 재정비하며 서서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청도와 상해 등지에서 종합지로 발간되던 송화강이 2010년 하얼빈
에서 격월간 문예지로 재발행되었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연변문학, 장백산, 도라지
등도 재정비하여 조선족 문학을 발전시켜 나갈 힘을 축적하였다. 현재 월간 연변문학과
격월간 송화강, 도라지는 발행지역의 문화광전신문출판국이, 격월간 장백산은 길림일
보가 주관하여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문예전문 정기간행물로서의 위상을 공고
히 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 문학의 현황을 소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혁을 전후한 시기에 등장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은 일정한 자기의 소설 세계를 확보한 김혁, 리혜선, 우광훈, 최국철, 최홍일, 허련
순 등은 그들의 소설 세계를 심화시켜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림원춘은 만년에 들
어 산촌을 배경으로 만주국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역사를 다룬 장편소설 산귀신(연변인민
출판사, 2016.)과 산사람(연변인민출판사, 2020)을 출간하였고, 오랜 기간 창작에서 손을
떼었던 리원길이 국공내전 초기 조선족 인민의 처절한 전투와 비장한 희생을 다룬 장편소설
｢역관집 두 형제｣를 장백산 2019년 4기부터 연재하고 있다.
둘째, 이 시기 조선족 소설은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한국 이주가 쉬워지고 강제송환의 불안
이 해소되어 조선족의 한국에 대해 변화한 인식과 한국 이주 열풍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조
선족 소설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족의 한국 이주 현실에 관한 객관
적 성찰, 재한조선족의 디아스포라적 성격, 조선족을 통한 이주의 본질에 대한 탐구 등 조
선족 소설은 한국 이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설화하여 그 깊이와 폭을 더하고 있다. 그
리고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한족 사이에서 살아가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조선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사유도 중요한 제재가 되었다.
셋째, 중문 창작이 조선족 문단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과거에도 리근전이 중문으로 소설
을 창작하여 타인에게 조문 번역하게 해 출간한 바 있으나, 이 시기에 들어와 김인순이 중
문으로 쓴 소설을 중국 주류문단의 일류 문예지에 발표하여 여러 중요한 문학상을 획득하
고, 중국 주류문단에서 주목받는 70후 작가로 자리 잡았다. 김인순의 활동은 조선족 문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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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충격이었고, 조문 창작만 하여 주류문단에서 소외되었던 조선족 작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주었다.
넷째, 재한조선족 문단의 형성으로 조선족 문단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에 이주하여 개
인적으로 활동하던 조선족 문인들은 2012년 8월 19일 이동렬이 중심이 되어 재한동포문인
협회를 창립했다. 협회는 산하에 시, 소설, 평론 등 장르별 분과를 두어 소모임 별 창작 토
론회를 진행하고, 협회 명의로 2013년 6월 문학전문지 동포문학을 창간하여 2021년 9월
통권 12권을 간행하여 능력 있는 조선족 문인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마련하고 신진작가
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 왔으며, 재한조선족 문인의 작품집을 출간하고, 각종 문학 관련 세
미나와 시 낭송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연변작가협회 회원 20여 명을 포함하여
회비 납부 정회원만 80여 명인 문인 단체로 자리 잡았다. 또, 협회와 별도로 활동하는 조선
족 문인도 적지 않아 재한조선족 문단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재
한동포문인협회의 왕성한 활동으로 조선족 문단은 연변 문단, 관내 조선족 문단, 재한조선
족 문단 등 크게 셋으로 분화하였다.

5. 조선족 사회의 위기와 조선족 문학의 미래
조선족 공동체가 와해되는 작금의 현실은 조선족 사회에서 조선어가 모어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을 동반한다. 조선족 공동체가 사라져 한족이 주를 이루는 언어 사회에서 성장하는 조
선족 유소년은 집안에서는 조선어를 집밖에서는 한어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언어 환경에서 조선족 유소년은 자연스럽게 조선어와 한어를 습득하여 이중언어사용
자로 성장하게 되므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언어 교육에 따라 모어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2천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북 3성에 1천여 개였던 조선족 소학교가 학생 수의 감소로 225
개만 남아 77%의 소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동북아신문 2021.1.18.) 조선족 소
학교의 폐교는 조선족 유소년이 조선어를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상황이다. 조선족 소학교는 소수민족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조선어로 교육하고 조선
어와 한어 수업 시수가 비슷하나, 일반 소학교에서는 중국 전체의 교육과정에 따라 한어로
수업하고, 조선어는 외국어 교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소학교 교육을 조선족 소학교와 일
반 소학교 중 어디에서 받았느냐는 조선족 유소년의 모어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학교 졸업 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조선족 학교에서 받았는가 여부는 그들의
사유 방식과 모어 사용 능력의 수준을 결정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선족 사회는 세대별로 조선어와 한어의 사용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조선족 공동체에서
성장한 세대는 조선어 언중 사이에서 성장하여 조선족 학교에서 교육받아 자연스럽게 조선
어를 모어로 하여 조선어문으로 말하고 썼다. 그러나 점차 조선족 사회에 한족의 유입이 늘
어 한어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학교 교육에서 한어 교육이 확대되어 조선어와
한어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사용자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조선족 공동체
가 와해된 후에 교육받은 세대는 소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부터 일반 학교에서 수학하
는 등 개인별로 상황이 달라 개인차가 상당히 크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선어보다 한어 사용이
편한 조선족이 늘어났다. 즉 세대를 내려오면서 점차 조선족의 모어가 조선어에서 한어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조선족 공동체의 와해와 그에 따른 수준 높은 조선어문 사용자의 감소는 조문 창작 집단의
약화와 감소로 이어질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1~2세대에 의해 한글 창작이 왕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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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던 재일교포와 고려인 문학이 3~4세대로 내려오면서 일본어나 러시아어 창작으로
전환하고 한글 창작이 사라진 역사가 반면교사가 된다. 또 미주의 한인 문학도 1세대의 한
글 창작과 2~3세대의 현지어 창작이 병존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황이다. 이러한 재외한인
문학의 현지화는 조선족의 2차이산이 심화한 21세기에 들어와 조선족 문단에도 신진작가의
등장이 감소한 현실에서 볼 수 있듯 조선족 문학의 미래로 나타날 것이다.
재일교포와 고려인의 한글 창작이 사라지는 과정은 소설 창작에서 시작하여 점차 수필과 시
창작 순으로 진행되었다. 소설은 분량 면이나 언어의 다양성에서 모어 창작의 정수라 할 만
하다. 조선족 작가들이 아직 장편소설을 왕성하게 집필하는 것은 현재까지 조선족 대부분이
조선어를 모어로 습득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모어 글쓰기 능력을 강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 사회에는 일상어는 조선어를 사용하여도 글쓰기는 조문보다 중문이 편한 사람
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조문과 중문 창작을 겸하는 조선족 문인의 등장으로 이
어지고 점차 중문으로 창작하는 조선족 문인이 증가하여, 결국 조선족 사회에서 조문 창작
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충분히 예견하게 해준다.
먼 미래에도 조선족 문인들이 조문 창작을 계속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작가 개개인의
노력과 연변작가회의와 연변대학 조문학부가 상부상조하여 조문 창작이 한참은 더 존속할
수 있겠지만, 조선족 문학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현 상황에서 조문 창작을 더 오래 유지하
기 위해 조선족 문인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족 문학이 중국 주류문단으
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문 창작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작업으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족 문인 모두가 나아갈 방향은 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중문으로
창작된 조선족 문학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인들에게는 번역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한인 문학의 범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족 문학의 불투명한 미래는 연변 문단의 현실이고, 이는 관내 조선족과 재한조선족 문
학의 존재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내 조선족 문학의 미래는 중문 창작하는 문인은
빠른 속도로 주류문단으로 흡수되고, 조문 창작하는 문인은 연변 문단의 약화와 함께 사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한조선족 문인은 한국에 거주하며 한글로 창작하여 연변
문단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현재 재한조선족 문인 대부분이 연변 문단에 작품을 발
표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연변 문단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한국문학의 자장으로 편입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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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국 조선족 여성 소설의 주제적 특징 소고
문려화(북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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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면서

1. 들어가면서
사(史)적인 시각에서 조선족 여성문학을 고찰해보면 1945년부터 1970년까지는 최현숙,
두정숙을 비롯한 몇몇 여성작가들이 문단에서 활동하였고, 1980년대 초‧중기에는 류재순,
김영금, 리화숙, 방룡주, 리혜선, 리선희, 허련순, 김양금, 장경숙, 한정화, 성진숙, 장경숙1)
등 30여 명의 여성작가들이 등단하여 여성문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문학적 특성은 남성작가와 다름이 없어 여성문학만의 특징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선족 여성문학의 형성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
대에는 40-50명의 여성작가들이 대량의 중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을 발표하고 개인소설집도
국내외에서 출판하는 등 여성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2)
이 시기에 활약한 여성소설가들로 허련순, 리혜선, 리선희, 김영금, 김양금, 리화숙, 장경
숙, 방룡주, 성진숙, 김옥희, 권선자, 김영자, 조성희, 김춘란 등을 꼽을 수 있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활약했던 리혜선, 허련순, 권선자, 김영자, 조성희, 김춘란 등
기성 작가들이 계속 활발한 창작을 이어갔고 박옥남3), 박초란, 김금희, 리진화, 김혜련, 김
경화, 박미옥, 박명옥, 김영해 등 젊은 여성작가들이 맹활약하면서 문단의 각광을 받게 된
다. 1990년대 이후 여성작가들이 남성작가들에 비해 강세를 보였고 페미니즘소설의 창작에
서도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았다.
2000년대 조선족 여성 작가들의 중‧단편소설집으로 김노(김춘란)의 『한심한 세상』
(2001), 권선자의 『초록색 보따리』(2002), 『엄마의 대지』(2004), 조성희의 『파애』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작가 이름과 작품명, 작품에 등장하는 인명, 지명, 그리고 인용문은 원래의 표기법
을 따른다.
2) 오상순, 「개벽개방과 중국조선족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7호, 2002, 351-352면.
3) 박옥남은 1981년에 소설 「기적이 운다」를 『흑룡강신문』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여 1990년대까지 2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나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다 2000년대에 조선족문단에서 각광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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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리진화의 『꽃말』(2011), 박옥남의 『장손』(2011), 박초란의 『너구리를 조심
해』(2012), 김경화의 『적마, 여름 지나가다』(2013), 김금희의 『슈뢰딩거의 상자』
(2013), 『세상에 없는 나의 집』(2015), 김영자의 『합수목의 물소리』(2012), 『거부기
바다로 가다』(2016), 허련순의

『그 남자의 동굴』(2016)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는 허련

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2004), 『중국색시』(2015), 『춤추는 꼭두』(2018),
리혜선의 『생명』(2006), 권선자의 『옛성의 풍운』(2003), 박초란의 『반야』(2004),
『나는 내가 두려워』(2015), 김금희의 『천진 시절』(2020) 등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전반 흐름을 보면, 대체로 페미니즘적 시각으
로 여성의 삶과 운명,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위 변화, 여성 정체성 확립과 조선족 민족정체
성에 대한 사고를 많이 다루고 있다.
198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주제적 특징은 전통윤리의식에 대한 사고와 여성 자아의

식에 대한 탐구, 전통윤리의식에 대한 반성과 비판, 여성의 주체의식에 대한 추구, 새로운
애정윤리에 대한 탐구, 모성애의 가치에 대한 탐구,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남권주의에 대한
도전 등으로 귀납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기에 이르러 여성작가들의 시야는 좁은 가정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또 작가들의 감정도 여성운명에 대한 하소연에만 그치지 않았고 보수적인 전통의식에서 개
방적인 여성의식에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주제적 특징은 사회진출에서 겪는 여성들의 고난과 의식의
변화, 사랑과 혼인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 원초적 모성애와 성에 대한 탐구, ‘음성양쇠’의 사
회현실에 대한 풍자, 여성들의 주체의식에 대한 호소 등으로 귀납할 수 있다.
2000년대 조선족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주제영역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여성들의 운명과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조선족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중시, 재한조선
족의 삶과 운명에 대한 관심, 조선족공동체의 해체, 가족해체에 따르는 자녀교양 문제, 인간
소외와 소통의 단절 등에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선족 여성소설문학의 활발한 창작에 비하여 이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적다.
조선족 여성문학을 전문으로 고찰한 연구는 오상순, 최병우, 민현기, 엄정자, 김은자, 조
성희, 최학송 등의 논문 다수가 있을 뿐이고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
지지 못했는데 그 중 김관웅의 허련순, 리혜선 문학 관련 작가‧작품론적 연구와 한국 최병우
의 허련순, 리혜선, 박옥남, 김금희 문학 관련 작가‧작품론적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2000년
대 여성소설에 대한 연구로 허련순, 박초란, 김금희, 박옥남, 김경화, 김서연, 리진화 등 소
설집에 대한 서평 외에 개별적 작품에 대한 평론이 다수 발표되었으나 2000년대 조선족 여
성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는 공백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에 발표된 조선족 여성작가들의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소재와 주
제 영역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서 200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변화와 의
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200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주제적 특징
2.1. 여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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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페미니즘 시각의 여성소설들은 전 시기에 비해 여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도 훨씬 다양해지고 시야가 넓어졌으며 여성 자아와 가치, 여성의 운명, 여성성 등에 대한
사고도 더욱 깊어졌고 작품들로 세련되고 우수해졌다.
허련순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들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자아가치 실현, 여성성에 대한 탐구를 꾸준히 이어왔는데 2000년대에도 독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소설을 창작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허련순의 단편소설 「여자는 여섯 살에 다 크는가?」(『연변문학』, 2004.11)는 35세의
가정주부인 ‘나’와 여섯 살의 ‘나’, “강 건너에서 온 여자”와 ‘나’의 어머니가 겪는 불안과
두려움, 억울함과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35세의 ‘나’는 불임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 세상에 대한 그의 불안과 분노는 여섯 살 때 시작된 것이
다. 여섯 살의 ‘나’는 잠든 사이에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에 빠져 잠
을 자지 못한다. 여섯 살부터의 나의 불안은 ‘나’의 간절한 소망들은 항상 ‘빗나가게’ 했고,
나를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게 했다. 소설에서 ‘나’는 아이를 갈망하였으나 자궁절제수술을
하고 여성성을 잃은 후 치매가 걸린 ‘엄마의 엄마’가 되는 것으로 여성이 지닌 모성애를 발
견하며, 여섯 살로 돌아간 엄마의 보호자가 됨으로써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성성을 되찾는
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로 여성의 정체성의식을 성공적으로 획득한다. 이처
럼 허련순이 추구하는 여성문학은 단순한 성차별주의, 부권주의, 남성우월주의의 일반화된
설명을 넘어서서 성의 불균형과 불등성(不等性)이 어떻게 조성되며 어떻게 변하는가에 초점
을 두고 있다.4)
허련순의 단편소설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연변문학』, 2004.5)는 자아의식이 나날
이 각성되어 가는 한 여성의 형상과 돈 때문에 아내를 위장 결혼 시키는 파렴치한 남편의
형상을 부각하여 남성중심주의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중국조선족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
다.
소설의 여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한국으로 돈을 벌러 떠나려다가 사기를 당하였고, 시어
머니와 남편의 구박에 못 이겨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위장 결혼으로 한국에 간다. 작품에서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사망신고까지 하며 위장 결혼을 빨리 성사시키려 하는 한심한 사람,
하지만 아내가 정작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자 질투하며, 화장하는 아내의 립스틱을 빼앗는
등 억지를 부린다. 그런 남편한테 아내는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이면서 당당하게 맞선다. 남편은 허송세월을 보내며 아내가 한국에서 보내 줄 돈을
학수고대하다가 아내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큰소리하면서
살게 됐소.” 하고 좋아하며 축하연을 한다. 작품은 결혼을 파탄내고 산 사람이 사망신고까
지 내고 아내를 위장 결혼시켜 한국에 돈벌이 보내며, 아내가 벌어온 돈을 아무 죄책감 없
이 쓰면서 ‘성공’했다고 큰소리치는 조선족 남성들의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이러한 추한 남
성들을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에 비유하면서 경멸했다.
김관웅은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는 단편소설은 포스트 신시기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
인 페미니즘적 주제성향을 보여주는 수작으로서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체작업
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5)
권선자의 중편소설 「초록색 보따리」(『도라지』, 2000.6)는 건달 남편을 만나 이미 몸
4) 김관웅, 「중국조선족 페미니즘, 디아스포라 소설문학의 선두주자 허련순의 소설세계」, 『‘50후’ 중국조
선족 대표작가 작품 평론집』, 연변인민출판사, 2017, 29면.
5) 김관웅, 위 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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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신창이 된 찬례 엄마가 세 아들을 둔 홀아비와 재혼한다. 딸 찬례는 두 남편을 위해
뼈가 부서지게 일만 하고 있는 엄마가 하고 너무 한심해서 항상 엄마한테 불만이었다. 하지
만 정작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엄마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간다. 소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헌신적인 조선족 여성들의 형상을 소설속의 주인공으로 성공적으로 부각하면서 지금까지 가
부장제 남성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조선족 여성들의 운명에 대한 우환의식을
보여주었다.
박은희의 「추의 이중 협주곡」은 “2010 년 창조문학신문 해외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
작이다. 소설은 교도소를 공간으로, 피조사자인 ‘여자’가 담당조사자인 K에게 취조 받는 과
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이기에 고중을 중퇴하고 오빠와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아버지는 딸을 오직 돈만 버는 기계로만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이국땅에서 술집여
자로 전락한 여자는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강제출국 조치로 귀국하게 된다. 조사자 K 또한
못난 외모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어 소외된 삶을 살아온 불행한 여
자이다. 소설은 두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들의 심리적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김경화의 중편소설 「베거아리랑」(『도라지』, 2011.2)은 막내 동생인 ‘나’가 시점인물
이 되어, 평생 일밖에 모르고 오직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춘자 언니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가족을 위해 들일과 집안일을 힘들게 했고, 시집가서는 시집과 친정의
농사일을 떠맡았으며, 시내에 들어와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악착스레 일했다. 또한 한국
붐이 일자 위장 결혼하여 한국에 나간다. 한국에 나가서 2개월 만에 도망 나와 불법체류자
가 된 그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늙은 노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힘
겹게 살아간다. 하지만 사춘기의 조카(춘자의 아들)는 엄마한테 항상 냉정하게 차갑게 굴며,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트린다. 아들을 위해 악착스레 일만 하는 춘자 언니와 그런 부모님
의 마음과 희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과의 간격은 독자들에게 심각한 사색을 던져준
다. 소설은 ‘나’를 비롯한 조선족의 여러 모습과 한국인 삶의 단면을 스케치 식으로 그리고,
자녀교양 문제, 조선족 남자들의 실업문제, 위장 결혼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조선족의 삶과 조선족의 미래에 대한 사색도 던져준다. "소설은 헌신적이고 자기훼멸적인
삶을 살아가는 언니를 꽃에 비유하면서 온몸을 소진하며 꽃송이를 피우는 동안 자신은 죽어
가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울 줄도 모르는 꽃, 한번쯤 돌아볼 만도 한데, 울어도 되는 건
데 왜 울 줄을 모르는가라고 애절히 호소한다."6)
박초란의 소설 「날개」(『도라지』, 2001.2)는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상실한 채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상을 그렸다.
‘나’와 친구 주형은 화가이고 함께 “날개 2050”이라는 술집을 경영한다. 유방암으로 여성
성의 상징인 한쪽 유방을 잃은 ‘나’는

주형을 사랑하지만 콤플렉스로 진심을 표현할 수 없

었고, 미국 유학생 마이클의 네 번이나 되는 청혼에도 거절한다. 어느 날 '나'는 모델을 서
다가 화장실에 들이닥친 술집 직원 곽미현한테 한쪽 유방이 없는 모습을 들키게 되어 수치
감과 모욕감으로 그동안 지켜오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주형은 ‘나’의 몸을 본 곽미
현의 뺨을 때렸고 나를 안아주는데, 주형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정을 바친 곽미현은 질투와
상실감으로 자살을 한다. 사실 주형, ‘나’, 곽미현의 삼각관계에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주
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형은 ‘나’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며, 곽미현을 사
6) 오상순, 「무의미와 의미, 우연과 필연의 변증적 관계-김경화 소설의 경우」, 김경화 소설집 『적마, 여
름 지나다』, 료녕민족출판사, 2013,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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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순정을 짓밟았다. 그 후 죄책감에 빠진 주형은 자연에 몸담아 그
림으로 자신과 화해를 하였지만 ‘나’는 그림그리기를 포기한다.7)
이처럼, 여성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제 사회 환경 속에서 여성이 받는 피해는 항상 남성을
초월하는바 소설의 주인공은 여성성의 상실로 인해 정상적인 삶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다.
박초란의 중편소설 「판도라의 상자」(『도라지』, 2010.3)는 불임으로 인한 남편의 외도
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여성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소설에서 ‘진’은 아이를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
았다는 소식에 충격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남편은 애인과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그
녀를 간병하는데 이러한 불편한 동거가 5년 동안 지속된다. 후에 아이를 '진'이 키우는 조건
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모성애를 쏟는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그녀를 떠나자 결국 죽음을 택한다. '진'이 아이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비극적 삶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은 가부장제하에 여성을 출산의 기계로 간주하는 사회구
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겪는 불행과 고
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현실에 순종한다. '진'의 죽음은 여성을 억압하는 불합
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소설들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조선족 여성작가들은 여성과 사회, 여성과 남
권주의 세계, 여성성, 여성의 운명과 가치, 여성의 각성과 주체의식 등 여성의 정체성에 대
한 탐구의 시각이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주제가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졌다.
2.2. 민족 정체성의 갈등과 확립에 대한 탐구
중국의 조선족은 한반도에 그 뿌리를 둔 한민족의 후예들이며 지금은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민족적 정체성과 국민적 정체성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민
족공통체이다. 돌이켜 보면 조선족문학의 150여 년의 역사는 조선족들의 정체성 갈등과 확
인 및 삶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점철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개방을 맞이하여 조선족 문학의 정체성의식은 복잡하게 나타난다. 중한 수교를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조선족들은 거주국이나 모국 어디에 가나 주변으로
밀려나야만 하는 소외된 삶 속에서 이중적 정체성의 심한 갈등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
조선족 여성작가들의 작품도 이러한 현실을 무대로,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적 체험에서 오
는 이중적 정체성의 갈등을 형상화했다. 어찌 보면 개혁개방 후 한국과의 교류에서 느끼는
조선족의 디아스포라적 체험은 오히려 해방 전 중국 땅에서 느꼈던 디아스포라적 체험과 갈
등보다 더 심각하고 처절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여성문단, 나아가서 조선족문단 전반에서 민족정체성의 갈등을 가장 끈질기게 추
적한 작가는 허련순일 것이다. 장편소설 『바람꽃』(1996),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
까?』(2005), 『중국색시』 (2015)등이 그것이다.
허련순의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8)는 한국으로 향하는 밀항선의 무시무시한 환
경 속에서의 조선족 밀항자들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 그리고 그런 꿈과 소망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비극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중국조선족의 실존상황을 리얼하게 재현함과 동시에 이
7) 박월매, 「생태여성주의와 박초란의 소설세계」, 『연변문학』, 2019년 10월호, 198면, 참조.
8) 2004년 『장백산』에 연재, 2005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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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깊은 사색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색시』는
소외된 인간들의 경계 넘어서기로서, 지금까지 재한 조선족의 생활을 반영한 많은 작품이
한국인들과의 갈등, 오해 반목, 그 속에서 조선족들의 피해의식을 다룬 것과는 달리 이런
갈등구조를 넘어서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통한 소통으로 인간 사이의 이해와 그 가치에 새
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박옥남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란 격변기를 맞이하여 조선족이 겪어야 했던 민족공동체
해체 위기란 현실 앞에서 꾸준히 조선족공동체의 운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찰과 모색
을 거듭하여 왔다.
박옥남의 단편소설 「내 이름은 개똥네」(『연변문학』, 2008.3)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고 살아가야만 하는 조선족의 아픔과 정체성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처음 한국행을 떠나는 이민 2세인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중국의 공항로비에서
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남편과 헤어지고 귀국하는 스토리를 기본플롯으로 전개하고 어렸을
때의 일을 회상으로 교차시켜 나가면서 조선족의 중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대조
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어렸을 때 조선족중학교가 폐교되어 한족중학교로 전학한 후 중국어를
잘 못하여 갈등을 겪었고, 한족 애들한테 "꼬리빵즈"라는 놀림을 당하며, 흙덩이로 공격을 당했던
아픈 추억을 회억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한국으로 행하는 비행기에서 “아버지의 아버지가 태어
나서 살았다”는 땅을 내려다보며 감격에 눈물을 흘렸으나,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한국인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한다. 불법체류자라서 그와 남편은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
아야 했고 아파도 병원에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었다. 한족이면 입국비자가 잘 나온다기에
비자를 신청할 때 왕수지란 이름을 쓰면서, 나는 이름마저 없어진 계동녀(개똥녀)가 되었다.
주위에는 간병인, 가정부 등을 하는 그녀의 친구들도 인간대우를 못 받으면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다.
소설의 결말은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잘 가라고 손을 젓는구
나.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집이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내 터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잘 있어라, 대한민국. 잘 있어라, 아버지의 아버지의 고향아. 잘 싸워라, 친구들아! 잘 견뎌
라, 개똥네야!”로 끝난다. 이로서 중국 국민적 정체성을 확인한 셈이다. 이민 2세에게 있어
서 한국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 “남의 나라”일 뿐이다. 이처럼 소설은 이민 2세를 서
술자로 내세워, 오늘날 조선족 이민 2세들의 정체성의 갈등을 잘 전형화 해주었으며, 개인
적인 삶을 넘어서 시대적, 민족적 담론으로 승화하였다.9)
김금희 중편소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장백산』, 2013.3)은 ‘뿌리’에 대한 욕망과
현실의 갈등을 균형있게 포착한 작품이다.10) 작품은 중국 장춘의 한 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조선족 여성 '나'와 도서관 사서인 한족 '닝', 그리고 한국 유학생 연주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품은 조선족과 한족, 한국인 세 여성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각자 다른 이유로 갈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인 연주는 중국에서 살면서 이
주민이 갖는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겪는다. 지금까지 많은 소설은 조선족이 중국에서
이주민으로 겪는 불안과 고통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한국인인 연주가 중국 땅
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주는 조선족인 나한테서 심리
적으로 위안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나는 중국인이지만 조선족으로서 한족과도
9) 오상순, ｢민족 정체성 위기와 소설적 대응 양상-박옥남 소설의 경우｣, 오상순,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
적 형상화, 태학사, 2013년, 294면.
10) 백지연,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김금희 소설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 한국창비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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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한국인과도 다르다. 결국 나는 자기가 산 아파트 인테리어를 조선식으로 꾸미는 것
으로 한족과 한국인과 다른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고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혜련의 「유목민들」(『연변문학』, 2012.1)은 그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랑하는 조선족의 유랑의식을 보여준 작품이다. 나는 연변에서 태어났는데 20살에 대학에
가지 못하고, 청도 부근의 상마라는 시골 동네에 가서 취직을 하여 3년을 보낸다. 그리고
한국의 대구에서 유학하여 졸업 후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미얀마 지사로 파견된다. ‘나’
는 10년 전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상마에서 ‘디지털 유목민’이란 노트북 광고를 보았고,
10년 후 서울의 광화문을 바라보는 한 편의점에서 자신이 ‘완벽한 디지털 유목민’이 되었음
을 느끼며, 자기의 꿈과 자유를 찾아 그동안 방랑한 10년의 유목생활을 돌이켜 본다. ‘나’와
애매한 관계의 철수가 “유랑하지 말고 이젠 한 곳에 정착하고 살아라.”라고 충고하지만, 나
는 꿈과 이상을 위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진정한 유목’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굳
힌다. 하지만 작품에서 ‘나’는 아이패드 지도로 '고향의 골목길'이 보일 때까지 화면을 확대
시켜 보는 부분은 이 시대 수많은 '유목민들'의 방랑의 뿌리는 항상 고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금희의 중편소설 「노마드」(『장백산』, 2010.2)은 중국과 한국을 무대로, 조선족, 탈
북자, 한국인들이 타향에서 겪는 노마드적인 삶을 그리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과 그 과정에
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박철은 농촌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
국에 가서 4년 동안 노무생활을 하다가 귀향한다. 박철의 친구 호영이, 한국에서 귀국하는
수미, 그리고 중국장춘에서 미용원을 꾸리는 한국 여성, 탈북자인 선아와 선화 등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몽골인들처럼 노마드 삶을 살아간다. 소설의 마무리 부분에서 작가
는 귀국하는 수미를 공항으로 마중 나가며 “정처 없이 풀밭만 찾아다니던 유목민들처럼, 끝
없이 떠나고 시작하기를 반복하던 노마드 하나가 돌아왔다는 것, 그녀도 이제 그만 텐트를
내려놓고 누군가와 집이라도 짓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보다 박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박철을 포함하여 조선족만이 아닌 이 사회 모든 사람들
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떠돌이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방랑의 끝'인 정착을 갈망하지만 현실은 이러
한 노마드 생활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족 여성소설에서는 이주민으로서 조선족이 겪는 정체성의 갈등, 정체성을 찾
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유랑의식 등 문화 심리적 특징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다.
2.3. 재한 조선족들의 삶에 대한 고찰
한국을 무대로, 재한 조선족들의 삶을 다룬 소설은 중한 수교 후 조선족문단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계속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장춘식은 조선족
소설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작품에서 한국이나 한국인이 등장할 정도이며 조선
족 소설은 한국과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고11) 최삼룡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구독한 한국과 한국인 소재의 소설작품이 단편소설 100여편, 중편소설 20여편,
11) 장춘식, 「공동체의 위기와 그 탈출의 의지-『연변문학』 2009-2010년 소설평」, 『연변문학』, 2010,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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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10여부가 된다고 하였다.12)
2000년대 조선족 소설문단에서 재한 조선족 및 한국과 한국인 관련 소재의 작품들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리동렬, 김남현, 김춘란, 권선자, 류재순, 강재
희, 구준호 등 재한 조선족 작가들의 창작이 큰 몫을 담당한다.
조선족 여성작가들 중 김경화, 김춘란(김노), 김서연(김혜련), 류재순 등은 자신의 한국체
험을 바탕으로 재한 조선족들의 삶, 그리고 재한 조선족과 한국인들과 갈등을 다룬 작품들
을 다수 창작하였다.
김노(김춘란)의 「한심한 세상」(『장백산』, 2000.6)은 애완견을 키우는 한국 유한부인
들의 한심한 행동과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조선족 가정부의 비참한 처지와 뼈저
린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 여자가 기르는 쉐리라는 개는 치즈와 소고기 캔 등 영양식
에 요구르트를 먹고 정기적으로 애완견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한다. 애완견을 키우는 집주
인 여자의 친구들은 쉐리의 생일날에 와서 사치를 부리며, 온갖 추태를 다 보인다. 그들은
애완견을 사람보다 더 중히 여기며, 심지어 견권(犬權)을 주장하면서 조선족 가정부의 인권
은 무시하고 관심도 없다. 가정부가 쉐리의 생일날에 초대받은 어느 손님의 개한테 손을 물
려 피를 흘리는데, 주인 여자는 오히려 그녀에 대한 관심과 동정은커녕, 생일파티 분위기를
깼다고 내쫓는다.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 한 조선족 가정부의 개보다도 못한 비참한 처지를
리얼하게 그려냈다.13)
김경화의 「여름감기」(『도라지』, 2011.5)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
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흑룡강 조선족 리모모는 8년 동안 한국의 시골식당에서 죽도록 일
하고도 식당 사장의 갖은 폭행과 멸시를 받으면서 노임은커녕 인간의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며 노예처럼 살다가, 후에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한국 KBS방송국 인권수사대프로
제작일군들에 의해 구조된다.
소설은 리모모가 8년간 겪은 비인간적인 삶보다 사건이 일어난 후의 상황과 사람들의 대
처 행위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조선족이라 폭행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리모모, 한
국에서 불법체류로 몇 달 월급을 받지 못하여도 신고를 못하는 친구, 성폭행을 당해도 추방
당할까봐 신고를 못하는 조선족 여성들. 이처럼 대부분 재한 조선족들은 한국의 최하층에서
허덕이며, 한국인들에게 멸시와 천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도 오직 참고 견뎌내어만 했으
며, 한국을 떠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산다. 이 작품에서 인상
적인 것은 '나'와 신화는 조선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서
명운동을 하며, 인권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족 자
체의 열근성, 갖춰야 할 소질과 각성 등 자아성찰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화의 단편소설 「두 번 내리는 비」(『연변문학』, 2014.12)(2014)에서는 한국에 정
착하고자 영주권을 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조선족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한국
에 가기 위해 노무수속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위장 결혼을 해서 한국에 나가지만, 한국
남자는 일도 하지 않고 그녀한테 용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가출을 하고 '불법체류자'로 전전
긍긍하며 살다가 한 노인에게 북어국을 해주는 대신 영주권을 딸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위장 결혼하여 허름한 판자집에서 하층민의 삶을 시작한다. ‘영주권’은 전편 소설
에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자는 영주권을 따야겠다는 욕망으로 노인과
12) 최삼룡, 「조선족 소설 속의 한국과 한국인」, 『한중인문학연구』37집, 2012, 57면.
13)김호웅·전은주, 「2000년대 이후 재한 조선족 소설 연구」, 『국어국문학』제190호, 국어국문학회,
2020,229-2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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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을 하고 모든 고통을 참아내며 노인을 보살피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노인도 여
자에 대해 잘해주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결국은 자식들 때문에, 여자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
모아둔 천만원을 사기 당하게 한다. 이리하여 그녀의 2년 동안의 모든 노력과 인내가 수포
로 돌아가고 말았다.
소설은 노인과 자식들의 삶을 통하여 한국 하층민의 삶과 약자들의 생활처지, 부모와 자
식 간의 관계마저 금전에 의해 좌우지되는 냉혹한 인간관계와 현저한 빈부격차 등 한국의
사회 현실문제와 첨예한 모순 등을 폭로하였다.
류재순의 단편 「2006, 그해 겨울」(『도라지』,2016.3)에서는 2007년 ‘외국인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 법률안’이 나오기 전 재한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의 실존 상황과 그들이 강제추
방 당하는 위기의 장면을 그려냈다. 작품에서 성남씨는 술에 취해 지하철 장의자에 누워 자
다가 순찰하던 경찰과 시비가 붙어 경찰들한테 얻어맞고 출입국에 잡혀 들어간다. 나와 남
편과 친구들은 성남이를 구하려다가 연루되어 모두 강제추방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병원에서 성남이를 지키던 신임 공무원이 나서서 모두 자기의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중국동포들을 풀어주라고 호소한다. 그 말을 듣고 조선족들은 약속이
나 한 듯이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의 눈물이며 또한 감격의 눈물이
다. 작품은 “아, 2006년, 그해 겨울은 너무 춥고 캄캄하였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
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작품에서 출입국 신임 공무원의 인간적인 모
습은 조선족과 한국인들과의 관계가 점차 화해의 관계로 변화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14)
이처럼 2000년대 조선족 여류 작가들의 소설은 재한 조선족들의 고달픈 삶과 비극적인
운명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전 소설과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의 재한 조선족 소재 소설에서 한국인의 형상은 다수가 몰인정하고 야비하고 비인간적
으로 창조되고 조선족들의 피해의식을 많이 다루었다면 200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조선족
들의 자아성찰과 적극적인 행동, 한국인과의 대화와 화해, 융합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15)
2.4. 조선족 사회문제에 대한 우환의식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중국사회는 놀라운 발전과 비약을 가져왔고 조선족들의
삶 또한 현저히 윤택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조선족사회는 대도시와 한국 등 해외로의 진
출로 민족공동체 해체 위기, 자녀교육 위기를 맞고 있고 물질주의, 향락주의, 윤리‧도덕의 타락에
물든 일부 조선족들에 의해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선족 여성문단 나아가 조선족문단 전반에서 박옥남만큼 조선족 농촌공동체에 관심을 보이고
집착한 작가는 드물다. 박옥남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란 격변기를 맞이하여 조선족이 겪어야 했
던 민족공동체 해체 위기란 현실 앞에서 조선족농촌의 황폐화와 민족동화 위기, 조선족 공동체
해체 위기에 주목하면서 2000년대에 관련 소설 10여 편을 발표하고 『장손』이란 소설집을 묶었
다.
14) 김호웅·전은주, 「2000년대 이후 재한 조선족 소설 연구」, 『국어국문학』제190호, 국어국문학회,
2020, 228면 참조.
15) 최병우는 중국조선족 작가들의 소설 속에 한국인들과의 화해를 통하여 공존하려는 노력이 형상화되
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조선족과 한국인들과의 화해와 공존의 융합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였
다.(최병우, 「중국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연구」, 『한중인문학연구』30호, 2010,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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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남의 단편소설 「둥지」(『도라지』, 2005.1)에서는 조선족농촌공동체의 해체와 조
선족교육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진수 소년의 시각으로 벽동툰 마을의 황폐화를 그리고 있다. 진수 아버지는 해외
노무수출을 가서 처음에 돈을 부치다가 후에 연락도 적어진다. 진수 엄마는 촌장과 바람난
것이 발각되자, 집을 팔아버리고 진수를 외가에 맡기고 돈벌이를 떠난다. 그리고 진수가 공
부하던 벽동소학교는 조선족 학생들이 줄어들어 폐교가 되고 한족에게 팔려 양우리로 변하
고, 운동장은 풀밭으로 변해버린다. 소설에서 주인공 진수는 문득 그 양들이 훨씬 행복하다
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양들은 그래도 좋은 기와집에서 살 수 있는데, ‘나’의 집은 왕가한
테 팔려 그는 하루아침에 집도 학교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진수의 신세는 오늘날 조선족농
촌의 보편적인 모습과 운명을 말해주고 있다. ‘둥지’는 잃어버린 우리 집, 우리 학교, 나아가
서는 조선족공동체를 상징하는바 오늘날 조선족사회의 전반 생존상황과 현실 문제를 드러내
고 있다.
박옥남의 소설 「둥지」에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학교가 폐교되어 민족공동체 해체의 위기
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이허」(『도라지』, 2006.6), 「썬딕이」(『도라지』, 2007.5), 「찐
구」,「장손」, 「작은 진의 이야기」,실화소설 「고향」 등 작품에서는 조선족 마을의 사람들
이 하나 둘 떠나고 한족마을로 변하게 되는 농촌의 황페화와 민족공동체 해체 위기, 민족문화의
위기 등을 그려내고 있다. 박옥남은 이러한 조선족 사회의 심각한 현실 문제를 소설에 담아냄으
로써 민족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있어서 조선족마을은 단순한 지정학적인
공간이 아니라, 조선족이 중국에 이주하여 개척한 삶의 터전이며 그 후손들이 100여 년을
지켜온 민족공동체의 요람이었다는 역사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16)
200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들 가운데는 민족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오늘날 조선족사회에
엄중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자녀교양 문제에 주목한 작품도 적지 않다.
김경화의 단편소설 「개구리는 없다」(『도라지』,2011.2)는 부모의 부재로 사랑 결핍증
에 시달리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에서 개구리가 전편
을 관통하는데 구덩이에 빠진 개구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탈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설에서
개구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운명을 상징한다. 이 소설은 도시화와 해외 진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 자식들을 늙은 부모 또는 친척집에 맡겨둔 ‘유수아동(留守兒童）’이
된 수많은 조선족 후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조선족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박초란의 단편소설 「인간의 향기」(『도라지』,2005.2)는 가족 해체에 따르는 자녀교양
문제 및 민족공동체의 와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소설은 일곱 살 난 희현의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다. 희현의 엄마는 위장 결혼을 하고 한국에 나가 낯선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그의 아버지는 엄마가 번 돈을 방탕 쓰며 젊은 '누나'랑 같이 산다. 그의 큰아버지와 큰어머
니도 한국에 돈 벌러 나가고, 큰집의 희아 누나도 희현이와 할머니집에서 살고 있다. 작품
은 인간의 몸에서 나는 향기에 대한 희현이의 느낌의 차이와 판단을 통하여 작가의 가치판
단을 보여주었다. 작품의 결말에서 희현이도 증조할아버지로부터 4대째 살아오던 집을 떠나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간다. 소설은 희현 일가와 그 주변의 가정들이 겪는 삶을 보여 주면
서, 한 가족의 해체와 민족공동체의 붕괴 위기 및 조선족의 불투명한 미래를 제시하였다.17)

16) 오상순, ｢민족 정체성 위기와 소설적 대응 양상-박옥남 소설의 경우｣, 오상순, 조선족 정체성의 문
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년, 298면.
17) 장춘식, 「시대성과 민족성의 통일, 그리고 서사전략-박초란단편소설집 해설」, 박초란 소설집 『너구리
를 조심해』, 료녕민족출판사, 2012,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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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화의 「우리들의 천국」(『두만강』, 2012.4)에서도 부모가 한국으로 떠난 후 중국
에 남아있는 자녀들의 탈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소설에서 ‘재연’이와 그녀의 사촌동생인
‘슬기’는 부모가 모두 한국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 손에 자란다. 그들은 부모가 한국에서 부
쳐주는 돈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부모의 사랑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성장하면
서 문제소녀로 전락한다.
이처럼 조선족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물결 속에서 재부를 쌓았고 생활이 윤택해졌지만
그 대가와 희생 또한 컸다. 위의 작품들은 자녀교양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족 사회에 무거운
사색을 던져주고 있다.
200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 가운데는 조선족들의 향락주의, 하루살이 의식 등 근성에 대
한 비판도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옥남의 「아빠트」(『연변일보』, 2009.3)는 도시에 몰려든 조선족들의 일상을 통해
오늘날 도시에 흘러든 조선족들의 생존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남편이 한국 노가
다에서 목숨으로 바꾼 돈으로 마작만 노는 여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애완견 부인’,
약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후 방탕한 생활을 하는 ‘해바라기씨’, 한국방문 시험만 보고 하루
종일 마작만 노는 부부, 아내는 위장 결혼하여 한국 보내고 혼자 남은 홀아비, 딸이 주는
생활비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폐병쟁이’, 부모는 한국에 가고 혼자 자취하며 술이나 마시는
3년 재수 고등학생, 시집 조카와 친정 조카 여덟 명을 돌보는 볶음머리 여자 등 아파트에
사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소설은 악착같이 돈을 버는 한족 필씨, 부
씨의 모습과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조선족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그리
고 있다. 작가는 오늘날 조선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하루살이 의식과 향락주
의 인생관 등을 한족들의 투철한 경영의식과 열심히 일하는 삶의 모습과 대조시키면서 비판
을 가하고 있다.
박초란의 「월광곡」(『장백산』,2018.5)에서는 대도시 북경에 진출한 젊은 청년들이 과
소비로 성취감을 느끼고 허영심을 만족시키려는 잘못된 생활방식을 지적하였다. 주인공 ‘나’
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한테도 외면을 당하며 자랐다. 나는 결핍된 사랑을 물욕으로 만족
하려고,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브랜드 옷과 신발’ 등 물질적 소비에 집착한다. 그래서 어
렸을 때 키워 온 피아니스트의 꿈도 버리고 과소비와 소유욕, 과시욕의 수렁에 갈수록 빠져
헤쳐나올 길을 잃고 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집착하던 사치품을 처리하며 물질적 욕
구에서 벗어나 다시 돈을 모아 피아노를 사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한다.
198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은 대체로 봉건적 윤리의식에 얽매여 사는 현실에 주목하여
인간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강조하였고 1990년대 소설은 시장경제의 혼돈 속에서 여성들의
타락하는 모습에 주목하여 여성의 주체성과 자존, 자강의식을 강조하였다면 2000년대에는
보다 시야를 넓혀 조선족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민족적 책임감으로 조선족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 인간
의 정체성 등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함께 조선족의 운명과 앞날에 대한 고민과 탐구도 끊임
없이 하여왔다.
2.5. 성장의 아픔과 내면의 갈등에 대한 탐구
2000년대에 활약한 조선족 여성작가들 중 1970년대 후 출생한 작가가 다수이다. 이들
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코리아드림 등 사회적 격변기와 제2차 이민 시대에서 성장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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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들이 남긴 문제들로 하여 성장과정에서 아픔을 겪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200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다른 한 흐름은 여성 내면의 갈등과 삶을 그린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박초란, 김금희, 리진화, 박초란, 김경화, 김서연, 김해영, 박미옥 등 신세기 여
성작가들의 소설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서연의 「육정」(『도라지』, 2005.2)은 성장소설의 요인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어쩌
면 작가 자신이 성장과정에 있으며 그것을 소설로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18) 작품에서
‘나’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남방으로 돈 벌러 떠나서 어머니와 나, 동생을 버리고, 젊은 여
자와 살림을 차렸다. 나는 동생의 병을 치료하고 빚을 갚기 위해 일찍 학업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때 50살이 넘은 아버지가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타나고, '나'는 아버지와 사는
젊은 여자가 나의 애인인 '상'의 전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쩌면 '나'와 '상'이 '육정'을 나
누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볼 수 있은 것이다. 즉 주인공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성
장의 아픔을 ‘육정’과 불륜이라는 복수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소설은 “말갛게
동터오는 한 겨울, 새벽차를 잡으러 나는 상을 끌고 미친 듯이 달린다. 한번도 온전히 우리
것이 되어 주지 못했던 그 무엇을 찾아서.”라는 열린 구조의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복수를
넘어 화해에 이르고자 하는, 즉 성장의 아픔을 넘어 성숙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 혹은 작
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19)
리진화의 「바늘」(『도라지』, 2005.2)에서는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나’마저 남편으로
부터 버림을 받는 여성들의 아픈 삶을 그리고 있다. ‘나’의 어머니는 한평생 기다리던 남편
과 이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손으로 수놓이를 하며, 끝내는 수놓이를 한 그 하얀
베게 위에 핏자국을 남긴 채 돌아갔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부재와 부모의 이혼, 어
머니의 비참한 죽음으로 인해 자폐적인 심리를 갖고 성장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
한 후, 남편과 이혼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 후 그녀는 수놓이 작품을 완성할 때
마다, ‘바늘’로 자신의 몸을 찌르는 자해적 행위를 행하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냉대로 이어
진다. 그는 비를 피해 가게에 들어온 신 깁는 노인을 일부러 냉대하고 노인이 목이 메어 괴
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으로 복수를 느낀다. 하지만 소설은 바늘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
으로 병원에까지 다녀온 그녀가 바늘을 다시 쥘 수 있다면, 더 이상 자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결심하는데 이는 과거의 자기와 화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
김경화의 「적마, 여름 지나다」(『연변문학』, 2007.2)와 「적마, 산에서 내리다」(『도
라지』, 2007.2)도 인간의 심리내면의 갈등과 모순 및 성찰에 주안점을 둔 성장소설이다.
「적마, 여름 지나다」(2007)에서는 불륜이 낳은 비극,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의 아픔과
성장을 말하고 있다.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나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성장했던 주인공
‘나’와 불륜에서 파생된 여러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리고 있다. 엄마의 불륜으로 태어
나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던 "나" 또한 운명처럼 유부남 J과 만나 또 불륜의 씨앗을 잉태하
게 되고 자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다 J와의 관계를 청산할 결심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고 한다.
「적마, 산에서 내리다」(2007)에서 주인공 ‘나’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되어 절망 속에

18) 장춘식, 「성장의 아픔을 넘어―신세대 여성소설의 한 단면」, 『도라지』, 2005년 5호.
19) 장춘식, 「성장의 아픔을 넘어―신세대 여성소설의 한 단면」, 『도라지』, 2005년 5호.
20) 김은자, 「가족 부재에서 오는 자아의 위기 극복과 상처 치유-조선족 신세대 여성 작가 소설에 나타
난 성장과 아픔을 중심으로」, 『겨례어문학』 57집, 2016,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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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시 생에 도전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나’는 집에서 항상 아버지와 오빠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 불
안하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기를 잃고 살아왔다. 그녀가 성인이 되어 회사에 진출하면
서 조금씩 자기를 찾게 되는데 의외의 차사고로 왼쪽 눈을 잃게 된다. 남자친구는 그녀를
버리고 친구인 금애와 결혼하고, 차 사고를 낸 친구 K도 사라져버린다. ‘나’는 돈이 없어 치
료를 계속 할 수 없게 되며, 어머니는 절름발이 남자한테 결혼하라고 구박하고, 오빠는 매
일 도박과 술주정에, 폭행과 난동을 부리며 괴롭힌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은 '나'는 자
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이른다.
소설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갈수록 이기적이고 삭막해지는 세상인정
및 조선족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며, 사색을 불러일으킨다.21)
박초란의 「내 세계는 망가졌어요. 고쳐주세요.」(『장백산』, 2013.6)에서도 아버지

의 부재가 ‘나’의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강박에 나를 임신하
여 부득이 결혼하였고, 아버지는 러시아로 장사를 떠난 후 거기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끊지 못하자 실망
하여 한국으로 떠난다. 하지만 한국에서 10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먹고 놀기만 하는 아버지와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작품에서 ‘나’는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으며, 결핍된 사랑을
애인들에게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다. 또한 나는 부모와 자식 간 사랑의 불
신으로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소설은 희생을 강요당한 어머니의 불행이 자식에게도 이어져 영향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외에도 서은숙의 「라이라크가 피는 계절」(『연변문학』, 2005.5), 박미옥의 「구
멍」, 박초란의 「인간의 향기」 등도 성장소설에 해당된다.
위의 소설들은 어린 주인공이 자아를 의식하고 세계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내면의 갈등과 정신적 성장, 한 인격체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여성 특유
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3. 나가면서
지금까지 2000년대 조선족 여성작가들의 소설문학을 여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 민족 정
체성의 갈등과 확립에 대한 탐구, 재한 조선족들의 삶에 대한 고찰, 조선족 사회문제에 대
한 우환의식, 성장의 아픔과 내면의 갈등에 대한 탐구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러나
실제상 200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주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인간 소외와 소통의 단
절, 물질주의와 공리주의의 팽창, 가정폭력, 생태주의, 사회의 진통과 해체 등 주제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신세기 청년작가들의 발전궤적을 보면 내면화의 풍경으로 성장의 번뇌를 섬세하게 그리
던 성장소설로부터 조선족의 운명과 고향의 발전문제, 삶의 의미와 존재적 가치에 대한 사
색으로, 보다 현실에 접근하면서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시대적 현실의 문제에 접근

21) 오상순, 「무의미와 의미, 우연과 필연의 변증적 관계 -김경화 소설의 경우」, 김경화 소설집 『적마,
여름 지나다』, 료녕민족출판사, 2013,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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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도시화시대 민족의 대이동과 이로 인한 가치의식의 변화 및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양
대 주제를 창작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작품적으로 보다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
또한 2000년대 조선족 여성작가들은 여성소설 창작에서 남권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함과
동시에 여성성을 깊이 탐구하면서 여성만이 갖고 있는 여아성(女儿性)과 모성 등 여성성을
긍정하고 찬양하였다. 따라서 현실생활과 인간에 대한 예민한 통찰력으로 여성의 자아의식
의 각성과 여성의 처지 및 여성의 사회적 배역의 변화가 몰고 온 일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서도 홀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의 여성작가들의 섬세한 관찰력과 감수성, 빼어난 문장과 묘사, 다양한 수법
등이 돋보인다.
허련순은 “여성문체의 특징은 섬세함과 치열함이며 의식의 심연까지 파내려가 가장 깊은
곳에서의 의식의 균열을 그려내는 예리함이다”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여성작가들은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모색을
통하여 남성작가와는 차별화된 글쓰기, 여성주의적인 글쓰기 성향이 더욱 뚜렷한 작품을 창
작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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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국 조선족 여성소설의 주제적 특징 소고｣에 대한 토론문

이선이(경희대학교)

이 글은 2000년대 중국 조선족 여성소설의 흐름을 일별하면서 주제적인 면에서 이들 소설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동시대 중국 조선족문학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글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
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조선족문학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발표자의 이 글이 중국 조선족문학 연구에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다루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 많은 부분은 무지하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토론을 시작해야 할 형편입니다. 허련순, 금희(김금희), 리혜선 등 국내에 지속적으로 소개
되어 온 작가를 제외하고는 저 역시 작품을 읽은 경험이 일천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
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문을 읽으면서 갖게 된 궁금함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
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선족 여성문학의 형성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라고 밝히시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조선족 여성소설의 전반 흐름을 보면, 대체로 페
미니즘적 시각으로 여성의 삶과 운명,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위 변화, 여성 정체성 확립과
조선족 민족정체성에 대한 사고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요약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오늘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신 2000년대 이후의 중국 조선족 여성소설과 별반 내용
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혼란과 모색, 조선족사회의
와해와 가족해체의 문제 등이 이 시기 작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
다면 굳이 2000년대를 분석대상이 되는 시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
을 갖게 됩니다. 2000년대가 중국조선족에서 갖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작품 주제
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드러나는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
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허련순의 단편소설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을 여성정체성의 탐구라
는 주제 항목에 배치하고 작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살펴보면 작품해석
에 있어서 소제목과 해당 주제가 일치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작품은 결혼
을 파탄내면서라도 아내를 한국에 돈벌이 보내며, 아내가 벌어온 돈을 아무 죄책감 없이 쓰
고 향락하는 조선족 남성들의 타락상을 폭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한 남성들을 악취가 진동
하는 ‘하수구’에 비유하면서 경멸을 던졌다.”는 평가로 볼 때, 이 작품이 어떤 면에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논문에서
소항목에서 다루는 소설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적 차이 혹은 층위를 보이며 해당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지가 선명하게 구분되어 기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셋째, 2장의 3절에서 다루고 있는 “재중 조선족의 삶에 대한 고찰”은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에 대한 고찰”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제목으로는 중국에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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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본
문에서는 “이처럼 2000년대 조선족 여류 작가들의 소설은 재한조선족들의 고달픈 삶과 비
극적인 운명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전 소설과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
어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장 4절에서 다루는 “조선족 사회문제에 대한 우환의식” 파트에서 다루는 작
품들은 민족정체성이나 여성정체성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 2장에서 세분하신 주제별
소항목은 좀 더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항목별 작품 분석에서도 구체적인 내용
별 차이를 가지고 분석이 진행된다면 논리전개가 명확해지고 논지 전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작품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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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 본 중국조선족 소설
―금희 소설을 중심으로
차성연(경희대학교)
1. 서론
한국 내에서의 중국조선족 문학 연구가 일종의 붐을 형성한 지도 20여 년이 넘었다.1) 그
동안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격동의 현대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한국 현
대사의 어느 시기든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은 시기를 찾기 힘들지만, 공동체 내의 갈등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의 변화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한국 사회 내의 공동
체는 급격히 와해되고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내 구성원들
의 조선족에 대한 이해는 축적된 시간에 비해 척박한 수준이며2) 부정적 이미지의 재현3),
혐오의 일상화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 확대
되었다.4)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조선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5) 대림동을 중심으로 혼종적
문화를 형성하며 나름의 독자적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내 문예지에 시나
소설을 발표하는 등 문화적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조선족은 역사적으로 늘 ‘주변’의 위
치에 있으면서도 실리적 ‘선택’을 통해 독자적 노선을 보이며 ‘중심’의 질서에 문제를 제기
해 왔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역이주해 온 중국조선족 또한 한국이라는 주류
사회 속에서 배신감과 좌절을 겪었지만 자신들만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1)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에서 중국조선족문학 연구의 토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다문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국조선족문학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민족의식의 표출
양상과 민족 정체성의 유지 혼융 양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고 탈식민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및 개별 작가 작품론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56개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등장하는 순서가 있었
다. 이때 한복 입은 여성의 등장을 두고 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에 ‘문화공정’ 논란이 일었다. 논란
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상당수가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통해 한국인에게 대림동이 ‘범죄의 온상지’ 같은 부정적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질적이고 비위생적이며 소란한 공간’, ‘위험한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같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전은주, 「재한 조선족 문학의 ‘대림동’ 재현양상」, 『한국문학연구학회』Vol.- No.75,
2021, 49쪽.
관련 연구로는 최인규‧전범수,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5권 4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15권
3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신동순, 「영화 <청년경찰> 속 조선족과 대림동의 문제적 재
현」, 『중국학논총』 제69권,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20.
4) 팬데믹은 코로나바이러스 외에 차별 바이러스와 혐오 바이러스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인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바이러스 발생 이전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중국 출신 이주민들조차 애꿎게 숙주나 보
균자로 인식됐다. 이주민이 모여 사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은 잠재적 집단감염지로 언론에서 대서특필
됐다. ―박동찬, 「‘조선족’ 말하는 순간 나는 비정상 소수자가 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④」, 『한
겨레』 2022. 1. 23.
5) 한중 수교 이후 국내 체류 조선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1월 기준 70만 8000명에 달한다. 한
국 내 외국인 236만 여 명 중 1/3이 조선족이다.―나리 킴, 「그래서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
가?」, 『BBC 코리아』,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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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조선족 공동체 형성은 그 자체로 ‘혐오’와 ‘차별’에 맞선 ‘인정투쟁’으로 볼 수 있
다. 한국인의 시선이 어떠하든(조선족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한국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갖고 있음을6)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비판적 사회이론가인 악셀 호네트는 모든 사회적 행위의 근본 동인이 상호주관적
‘인정’ 욕망에 있다고 보고, 한 개인 혹은 집단이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권리(법)/연대’라는 세 가지 형태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호네트의
이론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흑인이나 여성과 같은
배제된 집단의 저항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사회적 투쟁이 이상적 관계
를 위한 도덕적 형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7) 여기서의 투쟁은 법적 권리의 쟁취를 위
한 투쟁을 포함하지만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둔 개념이
다. 중국조선족의 인정투쟁이 뚜렷한 저항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일상적 삶의 수
행, 문화적 정체성을 통한 사회적 발화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호네트의 인정투쟁 개념
에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족 작가 금희의 소설은 중국조선족 문학 연구에 성찰적 질문을 제기
한다. 금희는8) 중국조선족 작가로서 중국에서 첫 작품집을 내고 동시에 한국 문예지에 작
품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작품집과 장편소설을 발간하는 등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발화 행위 자체가 인정투쟁의 한 양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목소리는 약소자로서의 발화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렇기
에 조선족과 조선족 아님의 구분 없이 모든 독자에게 보편적인 울림을 주며 상호인정의 토
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조선족 소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는 중국조선족 소
설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 그 위치에 소설이 존재하고 발화함으로써 관계망에 던지는 질문
들, 질문을 통해 재배치되는 정체성의 의미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소설에 재현된 ‘조
선족-한국인-중국인-탈북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 관계성의 재현이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를 오가는 서사적 의미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
고자 한다.

2. ‘자리 바꿈’의 윤리와 ‘인정투쟁’의 발화
소설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에 실린 「옥화」와 「노마드」에는 조선족 사회가 접한
6)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 2016)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공동체 내에서 성원권을 갖는
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성원
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7) 여기서의 이상적 관계란 ‘상호인정’의 상태를 말한다. 호네트는 질리언 로즈의 인륜성 개념(헤겔) 재해
석을 받아들여 “상호인정이란 ‘타자의 차이와 동일성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회적 관계 형태”로 본다.(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67쪽) 인정
투쟁이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8) 1979년생. 중국 지린성(吉林省) 주타이(九台市)에서 성장했다. 연변자치주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의 조선족소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2007년 윤동주신인문학상을 수상한 「개불」을 발
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중국에서 첫 소설집 『슈뢰딩거의 상자』(료녕민족출판사)를 출간
했다. 2014년 『창작과비평』 봄호에 단편 「옥화」를 발표하며 한국 문단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2015
년 소설집 『세상에 없는 집』(창비)을 출간했고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첫 장편
소설 『천진시절』(창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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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의 형상이 담겨있다.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한 조선족 남성이 탈북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지만, 탈북 여성은 정착하지 못하고 남겨진 가족들은 상실감에 시달린다. 이러
한 서사는 낯설지 않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한 조선족 여성의 서사를 2000년
대 한국 소설에서 자주 접한 바 있다.9) 금희 소설의 탈북 여성은 2000년대의 조선족 여성
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 소설에서는 조선족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성과 맞바꾸어진 이주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에 대해 ‘말하여졌다’. ‘말했다’가 아니라 ‘말하여졌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
은 조선족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긴 했으나 주체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서 ‘말
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스피박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역설한 바 있듯이,10)
하위 주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하위주체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대상화
되어 하위주체의 목소리처럼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금희 소설의 탈북 여성 또한 대상으로서
만 등장할 수 있다.
금희 소설은 탈북 여성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대신, 조선족 여성의 시선으로 그와 정직
하게 대면한다. 「옥화」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탈북 여성을 바라보며 느
끼는 곤궁이 담겨 있다. 그 곤궁은 단순히 교회에서 만난 탈북 여성이 ‘홍’에게 돈을 빌려달
라고 하고 그 여성에 대한 교회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름도 부여
되지 않은 채 그저 ‘여자’라고 지칭되는 탈북 여성을 바라보며, ‘홍’은 ‘옥화’라는 또 다른
탈북 여성을 떠올린다. 당시 조선족 농촌 마을에서는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이 탈북 여성과
연을 맺는 사례가 흔했고 ‘홍’의 남동생도 ‘옥화’와 그렇게 맺어졌다. 어머니와 ‘홍’은 옥화
에게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했지만 옥화가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떠난 기억이 ‘홍’에게
는 복잡한 심경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동등한 관계가 파기될 때 느끼는 아픔이라
기보다는 수직적 관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에 가깝다. ‘옥화’나
‘여자’가 조선족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버리는 것은, 감지덕지해야 할 일에
배은망덕으로 화답한 일이 된다. ‘홍’이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베풂’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란, ‘베푸는 자/도움 받는 자’라는 위계성의 확인일 것이다. 하지만 ‘옥화’나 ‘여자’는 도움
받는 자로서 보여야 할 당연한(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홍’이나 교회
사람들의 베풂에 대해 “그만하믄 잘해”줬다며 평가절하한다. “왜 이 사람들은 베풂을 한낱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인가”라는 물음에는 분명 베푸는 자로서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인
받고 싶은 심리가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다 온 시형(媤兄)을 등장시킴으로
써 「옥화」의 서사는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얻는다.
우체국 역에 도착했다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나오면서 홍은 시형의 벌겋게 취한 얼굴을 생
각해보았다. 눈만 뜨면 일, 일 잘하는 것 외에 그 나라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돈벌이 기계 같은 생활, 그곳에서 시형네는 몸뚱어리 하나와 불법체류자의 신
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자처럼? 옥화처럼?(「옥화」, 82쪽)11)

한국에서 조선족 노동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조선족 사회에서 탈북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
9) 공선옥의 「가리봉 연가」(『유랑가족』, 실천문학사, 2005), 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문학동네, 2006),
한수영의 「그녀의 나무 핑궈리」(『그녀의 나무 핑궈리』, 민음사, 2006) 등의 작품이 있다.
10)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
들』, 그린비, 2013 참고.
11)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이하 작품명과 인용쪽수만 본문 괄호 안에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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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비로소 ‘홍’은 ‘여자’와 ‘옥화’를 이해하는 통로에 들어선다. 시형에게
서 “자기 편이 아닌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불안함”을 읽은 ‘홍’은 ‘여자’에게서도 똑같은
‘불안함’을 본다. “어쩌면 저런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옥
화」, 83쪽)라는 질문을 던지며 ‘홍’은 비로소 “길을 떠난 여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모임
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조선족이 중국에서 반대의 상황으
로 ‘자리바꿈’함으로써 역지사지의 태도로 탈북 여성을 이해하고 연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형이 느끼는 불안함과 ‘여자’가 느끼는 불안함은 과연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통의 크기를 겨루자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이 여기서도 지워지는 것이 아
닌가 질문하는 것이다. 2000년대의 한국 소설이 조선족 여성을 대상화함으로써 중국조선족
의 특수한 상황을 한국 내 하위 주체의 고통과 동일시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금희 소설 또한 탈북 여성을 대상화함으로써 그 고통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국면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마드」에서도 조선족 남성과 결혼했다가 한국으로 떠나간 탈북 여성이 등장한다. 한
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중국으로 귀국한 ‘박철’은 고향 친구인 ‘호영’에게 탈북 여성 ‘선화’
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박철에게도 한국에서 탈북 여성 ‘선아’를 만난 기억이 있다. 조선족
여성 ‘수미’를 마음에 두었지만 ‘선아’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했고12) 두 사람 모두 떠나
보낸 채 중국으로 돌아왔다. 한편 작품 말미에서 박철이 소개받기로 한 여성의 이름을 ‘수
미’로 명명하고, ‘선아’의 사연을 ‘선화’의 사연과 일치시킴으로써 「노마드」는 수많은 ‘선
아/선화’와 ‘수미’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아
픔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고통이 된다.
그러나 중국조선족의 아픔과 탈북자의 그것을 동일시할 수 없듯이, 국내 소설이 재현한
중국조선족의 고난과 중국조선족 소설이 재현한 탈북 여성의 고통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
석하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금희의 소설을 한국 문학장 내에서의 ‘인정투쟁’
발화로 바라봄으로써 그 투쟁에 응답하기 위한 ‘인정’ 행위는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 더 성
찰할 필요가 있다. 금희 소설의 탈북 여성은 진정한 환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일깨움과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조선족 여성의 고통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창은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13) 작가 금희가 한국에서 발표한 첫 소설이 「옥화」
(『창작과비평』 2014년 봄호)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작가의 의도가 어떠하든 조선족 농촌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발표될 때, 한국 농촌 남성과 결혼했던 조선
족 여성의 이야기는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위주체가 스스로 발화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한국에서 겪은
조선족 여성의 고통은 「옥화」와 같은 간접적인 발화를 통해 한국인 독자에게 전해지며,
소설에서 ‘홍’이 보였던 이해와 연대의 태도를 독자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12) 소설 「노마드」에는 여성을 도구화하는 남성적 시선이 내면화된 서술이 곳곳에 눈에 띈다. ‘수미’와
‘선아’를 두고 저울질한다든지 여성의 ‘미모’를 품평하는 서술 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논
평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
13) 문제작 「옥화」가 한국의 『창작과 비평』에 실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작가로서 남
과 북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작가가 이방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느꼈던 감각을 실체화해
서사화한 것이 「옥화」다. ―오창은, 「근대 세계체제의 확장과 약소자의 정체성-중국조선족 작가 금희
의 소설 세계」, 『국제한인문학연구』 30, 2021,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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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랑과 개척; ‘디아스포라’의 보편성과 특수성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14), 금희의 소설을 읽으면 그가 중국조선족 문학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된다. 중국조선족이 형성된 역사적 기원이 수전(水田) 개간
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우선 그렇다. 이 장면들은 금희의 소설에서 주로 고향이나 어
린 시절을 회상할 때 등장한다. 1979년생인 작가는 이주 1세대인 조부모 세대가 개간한 논
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시기, 아직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안정적 농촌
공동체의 풍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전 개간에 대한 자부심은 중국조선족 소설
에서 자주 끊임없이 등장해 왔는데, 금희 소설에서는 벼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들판의 풍경
으로 형상화되면서 그것의 기원으로서 언급되곤 한다.
당시로서는 막대한 역사였을 것이다. 그 넓고 깊은 강바닥으로 첫 물줄기가 천군처럼
들이닥치는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흥분을 다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내려온 물줄기
가, 동네 주위를 아득하게 감싸고 있는 논밭 구석구석으로 넘실거리며 흘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뿐이다. 봄이면 까맣게 마른 논밭으로 하얀 물들이 서서히 채워지는 모습
을, 여름이면 그 물판 위로 싱싱한 볏모들이 파랗게 줄지어 선 모습을 나는 좋아했다.
(「돌도끼」, 178쪽)

시간적으로는 유년기, 공간적으로는 고향이라는 상수가 겹쳐지면서 조선족 공동체 마을은
금희 소설의 원형적 시공간으로 자리잡는다. 원형의 시공간은 훼손되기 마련인데, 그것은
“동네 사람들의 새로운 이주”(「월광무」, 118쪽)로 시작된다.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대규
모 자본이 투입된 개발이 난만하면서 조선족 농촌공동체에도 이촌향도의 물결이 찾아온 것
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새로운 이주”를 조선족 공동체 형성의 기원과 연관하여 설명함
으로써 이주의 의미를 보편화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이주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멀리 산
을 넘고 물을 건너오던 당시처럼 또다시 더 살기 좋다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월광무」,
118쪽)으로 서술된다.
도시로의 이주, 한국으로의 역이주를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로 바라보며 이것을 조선족
마을 형성기의 이주와 동일시하는 작가의 시각은, 조선족 1세대의 이주를 ‘정착’을 위한 지
난한 투쟁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것’과
‘살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은 다르다. 1930~40년대에 본격화된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는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억압과 궁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진 경우였다. 그
렇기 때문에 만주 벌판에 수전을 개간하며 ‘제2의 고향’을 만들고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편 「월광무」에서 ‘유’와 ‘마로얼’이라는 인물의 대비를 통해 ‘디아스포
라’의 의미를 교란시킨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비전을 찾아 떠나는 ‘유’와 “증조부 때부터 살
아오던 땅인데 내가 어드루 가겄어?”라고 말하는 ‘마로얼’. 조선족인 ‘유’는 할아버지 대부터
이어져 오는 유랑의 맥을 이어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사람이 아무 비전 없이 현실만 산다
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의미없을까?”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유’의 시각에서 볼 때 유랑은

14) 금희의 소설은 신동엽 문학상 수상 등 국내 평단에서 호평받고 있고 국내 독자들에게 이질감 없이
읽힐 수 있는 작품들이기에 중국조선족 문학의 맥락을 다시 환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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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쫓는 행위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유랑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 의미화된다.
동네에서는 유의 할아버지가 마을을 개척한 사람들 중 리더였다고 했다. 전쟁이 한창이었
고 세상이 어지러워서 할아버지네 고향 조선반도에서는 살길을 찾아 만주벌로 떠나온 사람들
이 적잖았다고 했다. 어린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왔지만 전설의 만주벌까
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연변의 벽촌에 머물러 성장했던 것이다. 총대를 메고 달릴 수 있는 나
이가 되자 할아버지는 어린 전사가 되어 군부대를 따라다녔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공식적
인 중국인으로 어영부영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수전을 풀 수 있는 땅을 찾아 여기저기 돌
아다녔다.(「월광무」, 112쪽)
무엇 때문에 다니는 줄 안다니, 대체 뭘 안다는 걸까. 유의 할아버지 세대가 떠났던 것이 새
로운 희망을 찾아서였다는 것? 유의 아버지가 떠났던 것은 자유를 위해서라는 것? 아니면,
유가 떠났던 것이 어떤 꿈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월광무」, 141쪽)

꿈을 찾아 떠났던 ‘유’는 시도하는 사업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빚을 떠안게 된다. 어린 시
절 조선족 마을로 이사해 온 한족 ‘마로얼’은 “땅을 떠나 살 수 없다”며 마을에 남아 집과
땅을 가진 지방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주와 정주의 차이는 선택의 문제로 표현되며 이주는
도전이자 개척으로, 정주는 현실에의 안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로얼’이 보이는
땅에 대한 애정, 노동에 대한 충실성은 결코 현실에의 안주만으로 해석하기 힘든 것이며 오
히려 이전 세대 조선족이 지키려했던 가치였다. 정착하기 위해 땅을 일구고 원주민의 승인
을 얻고자 온갖 고난을 감내했던 조선족의 형상은 오히려 ‘마로얼’에 가깝다. 조선족이 일군
마을에 최후까지 남은 인물을 한족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선족/한족, 이주/정주의 의미망은
교란된다. 유랑이자 개척이었던 이주는 실패하고 정주에의 지향은 안주이자 세속적 성공으
로 재배치됨으로써, 정주를 꿈꾸며 개척했던 이주 1세대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불분명해진
다.
점점이 별들이 살포시 내려와 파란 반딧불이로 그 주위를 날아다녔다.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것 역시 잡으면 벌레가 되고 바라보면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이었다.(「월광
무」, 141~142쪽)

작품 말미의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 유랑을 통해 추구했던 꿈은 “잡으면 벌레가 되고 바
라보면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 길 위에서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
이 꿈이며 그것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늘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는 생존을
위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주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 삶의 여정으로
서의 ‘디아스포라’를 의미한다. 이처럼 금희의 소설은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인간이 추구하
는 ‘무엇’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 서술하면서 조선족 1세대 이주의 의미를 보편화하게 되었
고, 그럼으로써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이 희석되고 있다.
스스로를 “조선어로 작품을 쓰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라 말하는15) 작가 금희의 작품에서
조선족 1세대 이주의 의미를 예전 그대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며 바람직한
일도 아닐 것이다. 여기서 짚어내고자 하는 것은 중국조선족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15) 황수현, 「“조선어로 작품 쓰는 마지막 세대, 소설 내려놓고 싶을 때 되새기죠.”」, 『한국일보』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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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하게 되면 그 경계적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발화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긴장은 상호 인정의 관계성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음을 다음 장에서 분석해보
고자 한다.

4. ‘자기 세계’와 상호 인정
중국조선족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주민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의 갈등이 첨예
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태준의 「농군」(1939년)이나 안수길의 「벼」(1944년)
와 같은 작품에서 수전 개간에 반대하는 현지인과의 갈등이 잠시 등장하지만 이는 조선인이
거둔 수전개간의 공로를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소설에서도 한족 현지인은 어울려 살아가는 동료로서 등장하곤 했다.
현재까지의 중국조선족 소설사에서 가장 구체적인 갈등의 대상은 오히려 같은 민족인 한
국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연변문학』에 발표된 소설들을 살
펴보면, 한국으로의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혼란 등 ‘타락한
현실과 그 원인으로서의 한국’을 기본 축으로 하는 서사가 대다수였다.16) 이러한 서사들 속
에서도 그 원인이 되는 한국은 막연한 원망의 대상일 뿐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진
않았다.
이러한 조선족 소설의 연장선 상에서 볼 때, 금희 소설은 조선족이 아닌 외부인이 구체적
인 형상을 띠고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가 서사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탈북 여성도 그러하지만, 중국인이나 한국인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
곤 한다. 「돌도끼」에서는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지만 성장하며 점점 멀어지게 된 한족 친
구 ‘홍리’, ‘량쯔’와의 관계가, 「세상에 없는 집」에서는 중국인 ‘닝’과 한국인 ‘연주’와의 관
계가 중심 서사를 이룬다. 이들의 관계는 ‘놀이’를 통한 문화적 소통으로 연결된 수평적 상
호 인정의 관계이다.
「세상에 없는 집」의 ‘나’는 조선족으로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 ‘닝’은 그 대학교
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중국인이며 ‘연주’는 ‘나’와 학부모 사이로 만난 한국인이다. 어떤 이
익 관계가 아닌 이들은 마라탕을 함께 먹는 등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
도 확인한다.
나와 연주는 본능적으로 많이, 아주 많이 닮아 있었지만, 같은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
은,곧 문화의 위기에 놓인 두 마리의 도룡뇽 같아서 도무지 같은 시각으로 함께 현실을 해석
할 수 없었다. 반면 닝과 나는 애초부터 한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오리와 닭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배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인적인 습관과
취향을 송두리째 공유할 수는 없었다.(「세상에 없는 나의 집」, 20쪽)

이러한 차이는 음식이나 인테리어 등의 문화적 취향을 통해 드러난다. 닝’은 매운맛 마라
탕을 못 먹고 ‘연주’는 ‘나’보다 더 강하고 자극적인 매운맛을 즐긴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조선족스럽다”, “한국스럽다”고 말하고 또 서로를 부러워한다. ‘닝’과 ‘연주’는 ‘나’가 한국
16) 졸고 「디아스포라 서사의 윤리」(『국제한인문학연구』, 2009)에서 『연변문학』에 실린 허련순의 「하수
구에 돌을 던져라」, 박성군의 「싹수가 노랗다」, 리창현의 「용팔촌의 봉구」, 강호원의 「인천부두」 등
을 분석한 바 있다.

- 38 -

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함을, ‘나’는 ‘연주’의 완전한 한국어와 ‘닝’의 완전한 중국인임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 부러움에는 수직적 상승 욕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지만 “네가 네 ‘말’
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 말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느슨한 연대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계야말로 호네트가 말하는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 이상적 관계에 가깝다고 하
겠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에서의 ‘닝’과 ‘연주’는 대상화되어 있지 않고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상화된 탈북 여성은 서사를 이끄는 화자를 ‘인정’할
수 없는 수직적 위계 속에 놓여 있었다. 물론 수평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은 물
질적 토대이므로 탈북 여성과의 관계와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의 관계를 동일선상에서 비
교할 순 없겠지만, 서사적 메커니즘만을 놓고 본다면 대상화되지 않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 인정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저마다의 ‘자기 세계’가 필요하다. ‘나’가 찾
은 자기 세계는 최초의 ‘우리 집’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의 문제로 표현된다. 분양받은 집의
뼈대에(중국식 분양법) “옛날 조선의 시골풍”, 즉 중국조선족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겨넣
는 것. 이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지닌 중국조선족의 표상으
로 볼 수 있다. 거기에는 ‘닝’이 선물한 마그리뜨의 「인간의 아들」이 조화롭게 걸려 있다.
국경을 넘는 이주가 일상이 된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자기 세계’란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
적 토대 위에 서로 다른 문화가 닿아 만들어지는 혼종적 특수성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지대들, 그
지대마다 완전히 그 지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완전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들처럼.(「세상에 없는 나의 집」, 21쪽)

‘이도 저도 아님’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회색지대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할 때
상호 인정의 관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의 ‘자리바꿈’은 수평적 이동이 되고
이를 통한 역지사지는 인간 보편의 존재론적 허무를 공유하는 데에 이른다. 중국인이든 한
국인이든 중국조선족이든 인간으로서의 그늘과 허무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닝의 그늘을 생각해보았다. (…) 나는 아무도 대신 정립해줄 수 없는
나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닝 또한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만의 허무
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세상에 없는 나의 집」, 29쪽)

이러한 인식은 앞에서 살펴본 ‘디아스포라’의 보편성, 즉 인간 보편의 삶의 여정으로서의
의미와 연결되지만 ‘자기 세계’와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중국조선족만의 특수성
을 잃지 않는다. 디아스포라적 삶의 여정과 존재론적 허무는 인류 보편의 것이지만 저마다
의 ‘자기 세계’ 속에 역사적 도정과 문화적 특수성이 담겨 있다면, 서로의 ‘자기 세계’에 틈
입하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긴장은 무뎌
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상호 인정의 관계성은 ‘자기 세계’라는 독자성을 기반으로 보편성
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서사적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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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국 내 중국조선족 공동체의 존재가 그러하듯, 금희의 소설은 존재 자체로 ‘인정투쟁’의
발화로 기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정투쟁의 발화가 상호 인정과 이해, 연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화되지 않은 인물의 ‘말하기’, ‘자기세계’의 정립, 그
들 간의 상호 인정이 서사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보편성이나 특수성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고자 했다.
금희의 소설은 중국조선족 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또한 이주가 일상이 된 현재의 세대
적 감각도 포착하고 있다. 또한 경계를 넘나드는 발화를 통해 혐오와 차별의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상호 인정에 기반한 ‘자기 세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금희 소설이 서 있
는 독특한 위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의 인정투쟁에 충실히 응답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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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 본 중국조선족 소설 ― 금희 소설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윤의섭(대전대학교)

중국조선족 작가 금희의 소설을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
다. ‘인정투쟁’은 수직관계나 권력관계로 이어지면 ‘상호 인정’이 아닌 ‘인정의 통속화’, 즉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동반한 또 다른 권력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고 ‘인정투쟁’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인정의 주체에 대한 확
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호 인정’은 ‘나’만의 인정이 아닌 서로를 서로 인정하는 보편성
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주체를 한정하면 인정 받고자 하는 주체의 정체성
이 갖는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논문에서 금희 작가의 시각으로 바라
본 중국조선족의 디아스포라 현상을 “보편성, 즉 인간 보편의 삶의 여정으로서의 의미와 연
결되지만 ‘자기 세계’와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중국조선족만의 특수성을 잃지 않
는다.”라고 본 부분은 고려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2장과 3장에서 각각 ｢옥화｣와 ｢월광무｣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인정투쟁’의 관점에
의한 논의가 다소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의 전개를 보면 4장의 ｢세상에 없는
나의 집｣에 이르러 ‘인정투쟁’의 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옥화｣나 ｢월광무｣는 4장의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로 보입니다. 4장의 논의를
논문 처음부터 전개하면서 ｢옥화｣나 ｢월광무｣에 대한 논의를 비교 대상으로 끌어오는 구성
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국조선족의 이주 과정은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한
‘유랑’이 아니라 정착하고 개척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금희 작가가 오늘날 중
국조선족의 디아스포라가 선조들의 유랑의 맥락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 이는 보
편성을 표적으로 하여 중국조선족이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거나 그 본
원을 파기하고 새롭게 이상적 디아스포라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조
선족 작가인 금희 작가의 기획이라고 볼 때 ‘인정의 통속화’ 양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지요.
또 논문에서 ‘‘자기 세계’와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할 때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이 확보된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특수성은 근원적으로는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에 연원을 두고 있으므로 ‘혐
오’와 ‘차별’에 대한 인정투쟁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인정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지
요.
끝으로 다른 중국조선족 문학, 특히 1950년대~1960년대의 문학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을 텐데, ‘중국(사회주의)’과 ‘조선족’이라는 양가적 주체가 모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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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역사연구 성과와 과제 : 조선족 디아스포라와
일사양용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김주용(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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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조선 정부의 무능으로 19세기 중후반부터 중국 동북지방으로 대
거 이주를 시작했던 한인(조선인)들은 1945년 해방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구 성립을 통해 중국 공민의 하나인 조선족으로 재탄생하였다.
1960년대 문화혁명기 속에서 연변조선족 지도자들은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
만 기회의 시기도 도래하였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중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
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개혁개방 40여년은 중국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
생활방식과 사회적 관념에도 거대한 변화를 초래했다.1) 조선족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2년 한국과의 수교는 그 변화의 속도를 가속시켰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만큼 동북
지역 조선족 사회는 혹독한 공동체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특히 이른바 조선족의 문화영
토였던 조선족 마을의 공동화와 해체, 조선민족학교의 폐쇄와 민족공동체의 혼돈,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 등이 그것이었다.2)
한국인들에게 재중동포는 어떠한 존재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재중동포는 포괄적인 의미에
서 조선족과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자리 잡고 생활하는 한국인을 포함한다. 해방과 분단을
겪으면서 중국 내 ‘한인’은 잊혀진 존재였으며, 1952년 9월 3일 성립된 연변조선족자치구는

1) 황유복, 남룡해 주필,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민족출판사, 2011, 2쪽.
2) 오늘날 중국 대도시 두 곳에 유대인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상하이와 하얼빈이다. 한국인에게 상하이
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관된 도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하얼빈은 1909년 10월 제국주의 일본의 침
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지로 각인되어 있다. 이주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고
지금은 중국 공민(조선족)의 지위를 얻은 조선족에 대한 기념관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연변조선족
자치주,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지역 박물관 및 기념관 등을 두고 ‘이주한인’들의 시간의 역사를 공
간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하얼빈에는 ‘조선민족예술관’이라는 7층의 단독건물을 마련하여
‘조선족’들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행사와 공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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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된 영토처럼 잃어버린 존재였다. 그들의 존재가 한국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은 것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의 일이다. 현재는 한국노동시장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
중과 위상은 결코 적고 낮다고 할 수 없다. 핏줄이라는 막연한 동족의식의 문제가 아닌 생
활, 즉 현실세계의 문제로 항상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조선족 학자들의 ‘한인(조선인)’, 조선족의 역사연구는 디아스포라의 기원, 항일무
장투장의 위상과 성격, 해방 이후의 정체성과 그 변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역사 연구사의 동향을 정리한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는 형편이다. 김춘선은
중국 조선족사 연구의 시대별 특징을 분석하였다.3) 1980년대∼90년대의 연구 특징으로 연
변사학계의 조선족 연구의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면서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선족’항일투쟁
사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이 시기 연구 주제는 주로 조선족의 이중국
적, 이중사명, 항일투쟁사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문제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항일
투쟁사, 경제부분, 항일사적지 공간 조사 등으로 연구외연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박금
해 역시 조선족 역사연구의 다원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성과를 분석하였다. 쟁점은 조선족
이주 상한문제, 독립운동에 대한 조선족의 귀속문제 등을 다루면서, 조선족 이주 상한을 명
말청초라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4)
김태국은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위상과 중국 내의 소수민족 가운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
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역사연구의 내용 가운데 조선족의 시원문
제, 조선족의 두 가지 사명, 반민족항일투쟁과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등을 집중 분석했다.5)
최우길은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조선족 연구’의 현황과 특징을 규명하였다.6) 이 글에서
학문영역으로 등장한 ‘조선족 연구’의 등장과 각 분야 즉 조선족의 역사, 한중수교와 재한조
선족사회의 형성,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 및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주역 조선족의 연구성과를
다루었다. 30년 동안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는 한국과 조선족의 밀접도의 향상을 의미하며 미
래에도 이들이 호흡을 함께 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했다.
고승룡은 중국 조선족 역사연구의 과거와 그 성과를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7) 해방
직후부터 1955년까지를 1단계로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1955년부터 1966년, 세 번
째는 문화혁명의 공백 이후인 1979년부터 2000년, 네 번째는 2000년 이후 2018년 현재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국 조선족 이주의 상한선 문제와 일사양용문제도 언급하였다. 다만 조
선족 학자의 현재적 입장이 투영되었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 같다.8)
3) 김춘선, ｢중국 조선족사 연구현황과 과제｣, 중앙사론 24, 2006 ; 김춘선, ｢연변에서의 조선족 역사
연구동향｣, 한국학연구 28집, 2012.
4) 박금해, ｢중국에서의 조선족역사와 현실문제의 최근 연구동향｣, 평화학연구 제5호, 2005.
5) 김태국,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연구｣, 동북아연구 2-1, 1996.
6) 최우길, ｢조선족 연구 30년: 회고, 과제 그리고 전망｣, 재외한인연구 47, 2019 참조. 신주백은
1990년대까지 연변학계를 비롯해 중국 동북지방 역사학계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자료현황을 소개하
였다. 중국 조선족 역사학계의 주된 쟁점이었던 이주상한문제, 이중임무와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조선
족의 위치 등을 분석, 정리하였다(신주백, ｢중국 동북지방 역사학계의 연구동향과 자료현황｣, 역사와
현실 15, 1995). 박선영은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발간한 고구려연구에서 조선족 역사연구 현황을 세밀
하게 분석하였다. 다만 수도작과 경제문제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박선영, ｢중화인민공화국 동
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역사적 정체성｣, 고구려발해연구 29 2007). 조선족 역사연구사 현황
분석에서 한국 측 학자들의 연구사를 언급한 것은 시각의 비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국사의 시각
을 탈피해야 한다는 선언적 움직임도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국경의 범주 속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
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7) 고승룡, ｢중국 조선족 역사연구의 현황 및 과제｣,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8)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족 학자들의 ‘한국알기’는 그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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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조선족의 역사 연구의 성과를 디아스포라(Diaspora)와 ‘一史兩用’의 적용문제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조선인의 이주 기원, 정착사(수전농법), 법적지위 문제, 투쟁사
(항일독립운동) 등을 다루었다. 시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이주를 진행할 수 없었던
1945년 8월 이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 성과를 다루었다. 이 발표의 주된 목적은 첫
번째 재외동포사의 관점을 어디까지 투영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하고 둘째 중국 조선족 역사
연구에 대한 중국 중앙사의 입장(항전연구)도 고려하면서 셋째 역사연구의 미래지향적 부분
을 제시하려고 했다. 다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 조선족의 위상, 조선족 문화적 정체성의
변용과 미래(전망)는 논외로 하였다.

2. 한인(조선인) 디아스포라의 기원
한국학계에서는 1860년대 함경도지방의 큰 가뭄으로 만주이주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했
다.9) 물론 그 전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수시로 건너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주와 정착을 위한 대규모 이주는 18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기에 여러 해 동안 기근
과 흉작에 허덕이던 함경도 농민들은 두만강을 넘어 북간도에 정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평안도 지역 한인들은 압록강을 넘어 서간도에 정착하였다. 한
인 이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청국 정부는 만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887년 훈
춘에 초간국을 설치하였다. 1880년 조선정부와 청국정부는 한인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월강금지정책을 폐지하였다. 만주에 이주한 한인들은 농업과 삼림 채벌에 종사하였
다. 한인들이 중국인 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던 것은 수전농법을 실시하였다는 데 있다.10) 오
늘날 만주지역에 벼농사는 한인(조선인)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인 이주 시기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이민과 독립운동기지 건설
시기이다. 재중한인의 탄생은 19세기말 조선정부의 무능에서 출발하였으며, 제국주의 일본
의 침략과 대한제국 강점은 한인의 중국 대륙 송출을 더 강하게 추동하였다. 둘째 통제와
집합, 집단 이민시기이다. 1931년 만주사변과 그 이듬해 만주국의 성립은 중국 대륙으로의
한인 이주의 전환점이었다. 기존 자율적 또는 방임적 이주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 기관
이 한인 이주를 통제하였다. 셋째 중일전쟁 이후 강제이주 시기이다.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제국주의 일본은 만주지역에 보다 많은 이주민들이 필요했다. 일본인 이주민의 증가율이 증
가하지 않자, 이른바 선만일체화의 미명 하에 만선척식주식회사의 ‘관알선’을 통해 한인들이
만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근대 만주로의 한인이주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청국 정부는 산동성 등 관내 한족들의 대규
모 이주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한인들 보다 상대적인 특권을 갖고 있었다. 한족 농민들에게
는 우선적으로 토지가 주어졌으며, 지방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이에 반해 한인들은 청국
법령에 종속할 때 토지소유권이 부여되었다. 즉 치발역복해야지만 토지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주 물결은 계속되었다. 한인들은 용정을 중심으로 정착
만 그들과의 교류 속에서 엄연한 현실 세계의 규정력은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망각하는 것 자체가 한국 학자와 조선족 학자의 ‘어긋난 만남’이일 것이
다.
9)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45∼48쪽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독립기념관, 2013 ; 최우길은 “현재 조선족은 19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
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규정하였다(최우길, 앞의 글, 35쪽).
10) 김주용, 일제의 간도경제침략과 한인사회, 도서출판 선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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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연길·화룡·훈춘으로 그 지역을 넓혀 나갔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탄까지 만주
지역 한인 이주 수는 약 20만 명 이상을 헤아렸다.11)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은 한인 이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10년대부터 치열한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서간도, 북간도는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한
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독립운동의 인적 물적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탄압
과 중국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거대한 만주라는 공간 속에서 치열하
게 전개되었다. 북만주 하얼빈에서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대륙침략과 한반도 침략의
거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척살하였으며, 1920년 10월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산리 대첩 역시 북간도에서 이루어졌다.
세계대공황의 여파와 만주지역에서의 고전으로 일제는 ‘만주사변’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1931년 4월 성립된 浜口雄幸 내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滿蒙問題였다. 이 내각은 만몽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이 축소된 원인으로 幣原喜重郞의 연약
외교를 지적하였다.12) 이에 따라 하마구찌 내각에서는 만몽의 특수권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만주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931년 9월 18일 ‘만
주사변’의 발단인 유조구 사건을 일으키게 된 일단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만주사변’은 만주지역의 정치, 경제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주한인은 새로운 형
태의 정치 권력과 그에 따른 통치세력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 짠 구도
속에서 일제가 펼친 정책과 그 영향으로 이주한인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13)
일제도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오족협화를 정신적인 구심
점으로 내세워 국가 건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피난 이주한인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안전농촌의 설치문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와 일본외무성, 관동군의 헤게모니 싸움이 표면화되었다.14)
만주국은 각기 다른 민족의 융합과 협동을 국가건국 이념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사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한인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일본 정부와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한인 피난민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
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조선총독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정책이 안
전농촌의 설립이었다. 그렇다면 일제가 안전농촌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만
주사변’으로 인하여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이주한인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을 들 수 있다.15)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奉天北大營 주둔군이 각지로 흩어졌고16)
11) 유지원 외, 이민과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2012 참조.
12) 강동진,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5, 362쪽.
13) 표면적으로 구제사업을 내세웠던 것도 한인사회의 안정화라는 측면과 이를 통해 일본인 이민세력을
부식시킨다는 것을 연동해서 고려했던 것이다. 특히 협화회를 통한 농촌행정지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淺田喬二․小林英夫,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時潮社, 1986, 278～288쪽).
14) 관동군의 경우 이주한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안전농촌 설립 자체도 반대하였
다. 이에 반해 조선총독부는 국내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민의 귀환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안전농촌의 설치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갔다
15) 손춘일,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하), 길림인민출판사, 2001, 296쪽.
16) 孫邦, 9.18事變資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 1991, 276～281쪽. ‘만주사변’ 당시 북대영 군사대 대
장을 맡고 있었던 李樹桂는 일본군이 침입 상황과 중국군의 퇴각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8일
10시 20분 유조구 방면에서 큰 굉음이 발생하였으며 일본군이 바로 북대영을 침습하자 이에 북대영
은 저항한번 제대로 못하고 동대영으로 퇴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하여
일본군에 의한 중국군의 일방적인 퇴각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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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주한인 마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즉 관동군에게 패한 중국군들은 한인마
을에 들어가 약탈, 방화, 강간 등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치안’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한인들은 수확기의 농작물을 그대로 둔 채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봉
천, 무순, 본계, 해룡, 안동, 영구, 장춘, 하얼빈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1932년 1월 초에
이미 그 수가 19,300여 명에 이르렀다.17)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주 각지의 피난 이주한인
문제는 일제로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만
주사변으로 발생한 많은 이주한인 피난민에 대하여 외무성과 합동으로 직접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18) 그 방침 아래 만주지역에 5개의 안전농촌이 설치되었다. 영구, 삼
원포, 하동, 수하, 철령이 차례로 설치되었으며, 한인들은 만주지역에서 재이주를 통하거나
한반도에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한편 만주국에서 ‘자랑스럽게’ 계획하고 실시했던 100만호 일본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
다. 이에 반해 한반도 남부에 거주하던 농민들을 선만척식회사라는 알선업체를 통하여 집단
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초 약 100만명의 한인 이주자는 1945년 해방 당시
220만명 정도였다. 약 10년간 강제 이주된 한인이주자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이주자는 흑룡강성 남부와 북부까지 거주하게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내몽고까지 거주지
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현재도 이들의 삶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19)
조선족 학계에서는 조선족 이주의 시원 문제를 고조선, 고구려 시기의 토착민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원명교체기에 한반도에서 이주한 견해,20) 19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이주하였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1) 최근에는 명말 청초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22) 특히
17) 民族問題硏究所 編,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1,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2000, 473쪽. 林
元根은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만주지역 답사를 통해 이주한인의 실상과 일제의 대륙침략정책
을 알렸다. 1932년말 그는 심양(봉천)의 피난 이주한인에 대하여 ‘5전짜리 인생’이라고 묘사하였다(林
元根, ｢滿洲國과 朝鮮人將來｣, 三千里 5권 1호, 1933, 56쪽).
18)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398쪽. 만주사변 직후 일제는 여비와 주거비용 등을 합해 가구당 100
원 정도의 구제비를 책정하였다(民族問題硏究所 編,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1, 473～475
쪽).
19) 내몽고 지역 농촌에도 조선족들의 집거구가 제법 남아 있다. ‘아롱치(阿榮旗, 아영기)’ 이름부터 낯선
이곳에 조선족학교가 세워져 있다. 아롱치는 내몽고 자치구의 수도인 호화호특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오히려 흑룡강성과 더 가깝다. 흑룡강성 ‘치치하얼에서 버스로 2시간 남짓 서북
쪽으로 더 가면 후룬바이얼(呼倫貝爾)시 초입에 위치한 아롱치(阿榮旗)라는 작은 도시를 만날 수 있
다. 아롱치는 만주어로 ‘깨끗하다’는 뜻의 ‘아롱’에 ‘치(旗)’라는 몽골식 행정단위(우리의 군/면 단위)
가 더해져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름에 숨겨진 ‘깨끗한 마을’이란 뜻이 우리 민족과 왠지 잘 어울린다.
우리 민족이 이곳에 이주해 살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목단강에 거주하던 한인들 150여 호를 집단으로 이주시켰을 만큼 벼
농사에 유리한 곳이었다. 조선족학교 유정일 교사는 필자가 방문했던 2007년 당시 아롱치에 살고 있
는 조선족은 약 2,500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거주자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
다. 그 이유는 개혁개방과 1992년 맺은 한·중 수교로 인해 청도(靑島, 칭따오)․북경․상해 등 중국 대
도시로 이주하거나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뛰어든 조선족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롱
치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로 공동체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2007년 10
월 3일 답사 인터뷰).
20) 강수옥은 중국 조선족의 이주 연원에 대하여 토착민족설(朝鲜族簡史, 내부간행, 1962)은 중국 조
선족은 이주해온 것이 아니라 고조선시기부터 정주했던 민족이라는 것인데, 이 설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으며, 원명교체설(고영일, 중국조선족사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86) 역시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조선족의 기원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강수옥,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
아스포라연구 7권 제1호, 2013, 90∼91쪽).
21) 연변조선족략사 편찬조, 조선족략사, 논장, 1989. 이 저서에서는 18세기 초엽에 조선의 가난한 농
민들이 만주지역의 봉금령을 어기고 들어가기 시작하여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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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은 중국 조선족의 역사를 1620년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1931년 9월 만주사변
전까지 조선족 이주사를 대략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시기는 정묘, 병자호란 때 끌려간 사
람들로서 1620~1670년대라고 했다. 제2시기는 월강죄를 무릅쓰고 원경하여 농사짓던 시기
로서 1670~1880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제3시기는 이민실변정책으로 황무지를 개척한 시
기로서 1880년~1910년의 시기이다. 제4시기는 자유이민시기로서 1910년부터 1931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의 이러한 이주 시기 설정은 후대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23) 조
선인의 천입 시기를 명말 청초로 보는 견해의 중요한 샘플은 ‘박씨’들의 존재였다.24) 개혁
개방 이후 연변학계도 역사연구에 다양성을 찾기 시작하였다. 연변대학에서는 1986년 7월
요녕성 盖縣 陳屯鄕 朴家溝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의 시원을 찾
고자 했다.25) 이 조사에서는 명, 청교체기 한반도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의 실체를 포로라고
파악하였으며, 이들이 정착한 이후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문화적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언어는 계승되지 못한 한계도 지적하였다. 결론적
으로 1982년 중국 정부에서 박씨들의 조선족 족적을 회복한 것은 조선족 기원의 새로운 기
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는 손춘일에 의해서 더 정교화 되었다. 그는 요녕성 本溪縣 朴堡村을 집중 조
사하였다. 그는 조선족의 이주 연원에 대한 19세기 중엽설은 폐기해야 할 논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26) 그 근거로 300년간 조선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어온 본계현의 박보촌의 예를
들었다. ‘연변중심론‘에서 벗어나 중국 조선족 역사의 다양성을 직시하고 과학적이며 실증적
인 역사연구로 조선족의 이주 상한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설은 그 뒤 연변
학계의 대표적인 의견으로 정착해가는 가는 듯하다.27)
김춘선은 명말 청초의 한인의 북간도 이주가 연변 조선족의 연원을 이루고 있으며, 300
여년에 걸친 연변조선족의 역사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
다고 강조했다.28) 근대 한인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조선인
(족)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주 상한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 보다는 이주연원의 상한선을 끌어 올리는데 박씨촌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저서에서는 조선족의 이주사를 한국 해외유이민사뿐만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의 하나
라고 하는 두 가지 사명론을 모두 포용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김춘선이 주필로 참여한 ‘연
변대학 제3기 211프로젝트 중점항목’인 중국 조선족통사 및 중국조선족 자료집의 성격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이주사 1권 편찬사에 “중국조선족은 명
말, 청초로부터 조선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하여 정창한 이주민족이다”라고 명시하
였다.29)
22)
23)
24)
25)
26)
27)

박창욱, ｢조선족의 중국이주사연구｣, 역비논단 15, 1991.
박창욱, 위의 글 참조.
김태국, 앞의 글, 132쪽.
강룡범, ｢중국 료녕성 개현 진툰향 박가구촌 조선족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학연구 3, 1991.
손춘일, ｢중국 조선족 역사의 상한과 요녕·하북의 박씨인들｣, 이화사학연구 20·21합집, 1993.
김태국, ｢중국 조선족 역사 상한선 문제｣, 전주사학 6, 1998 ; 강수옥,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
과 정체성｣,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제1호, 2013, 90∼92쪽 ; 김태국, ｢중국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문화성격｣, 전북사학 40, 2012, 233쪽 ; 강수옥, ｢중국 조선족 2세 여성들의 삶과 정체성｣, 여성
과 역사 27, 2017, 95~97쪽.
28)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595쪽.
29)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이주사 1권, 연변인민출판사, 2009, 1쪽. 그런데 같은 페
이지에는 “중국 조선족은 이주 초기부터 봉건통치자들의 민족적 차별시와 압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면서 조선족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왔다. 중국 조선족은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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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 지역의 한국독립운동사를 연구했던 김양은 ‘조선민족’의 초기 이민사는 1619년부터
167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범월잠입 시기는 1671년부터 1881년, 이민실변 시기는 1882부
터 1910년 경술국치로 설정했다.30) 조선민족은 압록강을 건너 주로 요녕성 지역에 거주하
면서 마을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882년 이후라고 설명했
다. 그 이전 시기 조선인의 마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종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17세기 전반설에 대하여, 19세기 중엽 이후설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김성호는 동
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연구에서 조선민족의 이주 상한에 대해 “19세기 중엽부터 중국 동북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민족사회는 1930년 전후에 이르러 이미 상당한 규모
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0년 이전 귀화입적한 소수의 조선인이
법적으로 중국 공민일지라도 대다수 조선인을 ‘조선족’으로 일컫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였
다.31) 허명철은 중국으로 이주해 간 한민족은 150여년의 역사를 경과하면서 민족문화의 원
형을 바탕으로 부단히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족의 이주 기원
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32)
19세기 중엽설은 이주 조선인(한인) 지역사 편찬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33) 密
山의 경우 밀산조선족백년사라고 명명할 정도로 자신들이 조선족으로 이주한 역사를 100
년 전 즉 19세기 말로 설정하고 있다.34) 따라서 책의 목차도 제1장 밀산 조선족 집거구의
형성, 변화와 발전에서 이주 기원을 청조 말엽으로 잡고 있다. 상지시는 상지시 조선민족
사를 2009년 출간하였다.35) 상지시의 조선인 이주가 1902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년사를 정리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명훈은 할빈시 조선민족 백년사화에서 19세기말 하얼
빈 도시가 성립되면서 조선 민족의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저서
의 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흑룡강신문사의 부총편집 임국현 역시 조선민족의 이민의 역
사는 ‘백수십’년이라고 지적하였다.36) 중국 동북지역(만주)에 이주했던 조선족의 역사적 사
실이 각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아직까지 그 연원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조선족 천입
사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도 크다고 할 수 있다.

3. 정착과 법적 지위문제
동북지역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들은 정착과 귀환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국으로의
귀환, 그것은 단순한 ‘고향찾기’가 아니었다. 또다른 삶의 터전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김춘선

흥시켰으며, 황무지 개척과 더불어 수전농사를 개발함으로써 동북지역의 농업구조를 바꾸어놓기도 하
였다”라고 서술하였다. 여기서 서술한 “이주 초기”가 명말청초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봉건통치자
들의 민족적 차별과 압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사료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러
한 논조는 2009년에 출판된 중국조선족통사에서도 동일하다.
30) 김양,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료녕민족출판사, 2001, 1∼54쪽.
31) 김성호, 동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 연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06, 23∼24쪽
32) 허명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공존의 인간학 3집, 2020 참조.
33)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2005년 연수현조선족100년사가 출간된 이후, 밀산과 상지시, 하얼빈 등에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연수현조선족100년사는 연수현이 고향인 필자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조선족 지역사를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다.
34) 밀산조선족백년사 편찬위원회, 밀산조선족백년사, 흑룡강성 조선민족출판사, 2007.
35) 한득수, 상지시 조선민족사, 민족출판사, 2009.
36) 서명훈, 할빈시 조선민족 백년사화, 민족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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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역저에서37) 한인디아스포라와 조선족 이주사회형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설정을 통해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같은 민족구역 자치가 가능하였다고 파악했다.38)
그는 북간도 지역에서 펼쳐진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 중국 지방당국의 한인 구축 정책 등을
통해 이주 한인사회가 어떻게 정착하였으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주 한인들의 난민적 위치, 제국주의 일본의 친일파 육성과 한인사회의 분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한인의 귀화입적과 합법적 자치운동을 통해 이주민 사회가 안정되어갔다
고 강조하였다.
이주 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는 주로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학자 권립도 한인들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39) 한인의 토지소유권과 영사재
판권 문제를 규명하면서 영사재판권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한인들이 겪고 있었던 이중고
통의 실상을 밝혔다.
墾民會는 한인자치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간민교육회에서 발전한 간민회는 북간도 이주한인
들에게는 정착을 위한 지위와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데 울타리였다. 손춘일은 간민회를 중국 조
선족의 민족과정으로 파악하기도 했으며40) 최봉룡은 간민회는 간민교육회를 바탕으로 표면적
으로 자치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자치권 획득과 함께 독립운동의 전략적 방
략을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41)
한편 한인자치 및 지위에 대한 또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 민회에 대한 본격적
인 연구가 김태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존속했던 조선인민회
의 성격이 조선인 자치를 도모하기 보다는 일제의 침략정책을 추진하는 보조수단으로 전락
하여 이주한인들의 지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오히려 일제의 대륙침략의 ‘앞잡이’라
는 인식도 심어주었다고 평가하였다.42) 조선민회의 활동 가운데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민회금융부에 대한 연구성과도 나왔는데 이 글에서 민회금융부는 저리로 대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주한인의 경제생활을 통제하였다고 분석하였다.43)
이홍석은 일본영사관 영사경찰의 활동과 한인의 법적 지위를 연동해서 설명하였다.44) 일본
영사관 경찰이 조선인에 대한 탄압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가장 특수한 것은 조선인이 많이
거주한 북간도지역의 영사관 경찰기구의 통일적인 지휘·감독을 실현한 것이었다. 1909년 처
음 북간도지역 영사관에 경찰서를 설치한 이래 1920년 이전 일본은 아직 각 경찰기구에 대
한 통일적인 지휘, 감독이 없었으나 그 필요성만 느끼고 있었다. 1918년 7월, 외무성 아시
아국은 총영사관, 영사관과 분관의 사업 관계는 매우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통일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즉 영사관 업무집행에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호관계도 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제정하여 이런 결점을 시정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이다.

37)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38) 김춘선, 위의 책, 48~49쪽.
39) 權 立, ｢光復以前 中國居住 韓民族의 法的地位에 대하여｣ 汕耘史學 4, 1990; 朴慶輝, ｢在中朝鮮
族의 法的 地位에 대한 歷史的 考察｣ 韓國民族運動史硏究 7, 1993 ; 朴昌昱, ｢在滿朝鮮人國籍問
題に對する日本帝國主義支配政策｣ 中國延邊大學與日本 明治大學共同學術討論會論文集. 1997.
40) 손춘일, ｢중국 조선족 민족과정과 간민회｣,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
41) 최봉룡, ｢북간도 간민회의 조직과 활동 및 성격｣, 북간도지역 한인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8.
42) 김태국, 조선인민회연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43) 김태국, 위의 글 참조.
44) 李洪錫,, 日本駐 中國東北地區領事館警察機構硏究, 延邊大學出版社,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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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제가 조선인을 신민으로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등 조선인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치중하였다.
중국 지방 정부의 조선인 구축정책과 중국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 즉 일본의 주구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1930년 발생한 만보산 사건은 중일 양국 정부 사이에
끼여서 피해를 보던 조선인 농민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다.45)
1931년 ‘만주사변’으로 발생한 피난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농촌의 설치를 결정한 것
도 바로 만주지역 한인들을 구제하였다는 것도 그들의 상투적인 선전논리에 불과하였다. 특
히 일제는 안전농촌이 설치된 것은 단순한 피난민의 구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나온 정책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일제가 안전농촌은 자작농창정계획과 연동해서 실시하는 것
이기 때문에 한인에 대한 즉흥적인 ‘구제’가 아닌 이등공민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한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문화적 양태는 일
제의 침략논리와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 안전농촌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안전농촌은 만주사변 이후 ‘피난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지만 정착 집단부락
의 설치와 연동된 ‘강제 합숙소’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손춘일은 일제의 강제성을 입증
하는 예를 보완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46) 특히 이 저서는 만주국 시기 재만 한인들의 재
산권은 토지소유권과 직결되며, 제국주의 일본의 관여 속에서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는 규명
하는 데 천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지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주 한인들은 이중 압박을 받
으면서 만주의 수전 개발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만선척식
주식회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처지였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재만 한인의 수전의 개
시와 만주전역에 전파된 벼농사의 ‘한인’ 역할론을 지적하였다.47) 먼저 만주지역에서 생산
되는 쌀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일찍이 이주 한인들이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품종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이 저서가 국내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1945년 이전 시기의 재만 한인의 명칭 역시 ‘조선인’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김성호는 동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연구라는 저서에서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민생단, 반민생단투쟁의 실상을 중국, 남한, 북한지역을 조사하면서 세밀하게 분
석하였다.48) 이 연구는 제국 일본의 만주국 성립 이후 한인(조선인) 자치문제와 연동되어,
한중 항일세력 간에도 민족적 차별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실사구시
적으로 규명하려 했다. 중공좌경주의자들이 역사의 큰 과오를 저질렀으며, 그 직접적 피해
는 한인들에게 돌아갔다.

4. 반일과 항일의 간극 : 一史兩用의 적용문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만주지역(중국 동북)은 해외독립운동의 공간적 메카였다. 특히 1910년
대부터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통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배
출했던 곳도 만주지역이다. 북간도 지역에서는 이미 1906년 서전서숙이 성립으로 민족교육
45)
46)
47)
48)

만보산 사건에 대한 조선족 학자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손춘일,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 길림인민출판사, 2001.
김영, 근대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국학자료원, 2004.
김성호, 동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연구, 흑룡강성 조선민족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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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으며, 그 명맥은 명동학교로 전수되었다. 서간도지역에는 1911년 신흥무관학교
가 설립되어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49) 만주지역의 독립군 세력에 바탕을 두고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해를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1920년
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해외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1910년대 만주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사의 시각에서 서술되었던 용정 3.13운동에 대해서
조선족 학자는 “이번 운동은 그 역사적 조건의 제한으로 하여 자산계급, 소자산계급, 민주
주의자 심지어는 봉건유림파들이 지도층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반일상층인사와 일부 지식
인들에게만 국한되고 튼튼한 군중적 토대가 없었다”50)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박청산은
“3.13 반일시위가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일본제국주의와 봉건군벌을 반대한 민족민주
운동인 것이 아니라 이주조선인의 반일독립운동이는 것을 말해준다”51)라고 반론을 제시하
였다. 그는 조선민족의 독립과 중국의 혁명을 혼동하는 폐단의 근본 원인은 이민족의 설움
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주민들이 곡절적이고도 기나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의 중국
조선족으로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해방 전에 이주민들
이 이미 중화민족 대가정의 성원으로 되었으니 그들이 전개한 반제반봉건 운동은 중국의 반
제 반봉건운동이라는 견해로부터 출발하였기에 그와 같은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인
다.52)
1999년 3.13 80주년을 맞이하여 용정에서 대대적인 학술회의와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당시 최근갑 룡정 3.13기념사업회 회장은 국내의 3.1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용정 3.13시위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민족독립운동이었다고 강조했다.53) 나아가 그는 “우리 민족은 반일
항일의 창조자였고 선봉이었으며, 중화민족의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창조하였다”고 했
다. 특히 이러한 혁명 정신을 ‘용정정신’으로 명명하였다. 그의 견해에서 용정 3.13운동의
이중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중국의 애국주의와 혁명적 영웅주의 정신의
발아였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섭은 1910년대 및 20년대의 항일투쟁을 ‘반제애국운동’으로 표현하였다.54) 국내의
3.1운동에 호응했던 용정 3.13시위운동 이후 화룡현에서도 반일군중 집회가 개최되었다. 또
한 1920년 청산리 전투가 치러진 화룡 일대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으며, 이러한 반일
역량이 1930년대 반제반봉건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중국 중
앙의 애국주의 교육과 맞물려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국’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
가 하는 점도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 조선족 학계에서는 1930년 이전 일제에 대항한 반제주국주의 운동을 ‘반일’로 규정하
였다.55) 그리고 1945년까지 조선족은 일제에 대항하여 한민족의 독립과 중화민족의 해방이
49)
50)
51)
52)
53)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김동화, 연변청년운동사, 연변인문출판사, 1988, 35쪽.
박청산, ｢중국에서의 조선족 활동사 연구에 왜곡이 심하다｣, 역사비평 15, 1991, 224쪽.
박청산, 위의 글, 232쪽.
룡정 3.13기념사업회, 연변력사학회, 연변해외문제연구소 편, 룡정 3.13반일운동 80돐기념문집, 연
변인민출판사, 1999, 6∼8쪽.
54) 김동섭, 화룡인민의 항일투쟁, 연변인민출판사, 2006. 광복 60주년 이후 발행한 항일투쟁사 연구
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특히 강조하였다.
55) 지금까지 출간된 대부분의 저서는 1931년 9월 18일 이전은 반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중

- 51 -

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을 띠었다고 강조했다.56) 즉 만주지역 한중 공동항일 투쟁 속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민족의 해방’이란 기치를 추켜들고 반일투
쟁을 전개하였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한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
다”57)고 평가했다.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의 한국독립운동은 민족주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중국공산
당과 연결된 동북항일연군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한 중국 조선족 역사
연구 및 정리는 주로 중국공산당 활동에 집중되었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정리된 저서들이
출간되었다.58)
김성호는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항일투쟁사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경향은
주로 민족주의 계열에 치중되어 있다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중국사적 시각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
였다.59) 그는 1930년 이전 시기 만주지역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조국 광복의 책원지
로 건설하려 했으며, 1930년 이후에는 두 가지 사명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지위를 띠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의 혁명’과 국제적 혁명운
동으로의 중국혁명의 발전에 따른 필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만주지역
반제국주의 항쟁을 일국사의 관점이 아닌 다국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당대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60)
역사서술을 당대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 재만
잔류 조선인들의 지위와 처지 역시 국가로 귀속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이 종
전되고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다는 사실은 재만 조선인들에게는 조국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선족 항일투쟁의 역사는 이러한 시대배경을 바탕으로 서술되기 시작하
였다. 그 첫 번째 작업 결과로 나온 것이 조선족간사(략사)였다.61) 이 책의 특징은 만주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일무장대오’로 통칭되는 한국독
립운동 단체의 명칭은 ‘조선족’의 투쟁사 즉 중국의 저항사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의 ‘항일’ 용어는 1931년 만주사변(9.18) 이후 공식적으로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싸운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반일무장대오’는 중국사의 본류는 아닐지라도 지류인 조선족의 역
사라고 강조한 것이다.
조선족혁명투쟁사(1988) 역시 조선족략사와 논점은 대동소이하다.62) 그런데 조선족
략사는 용정 3.1운동을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으로 서술한 반면, 조선족혁명투쟁사에서는
‘3.13반일애국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63) ‘애국’의 대상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국의 공식적인 항일전쟁 시기가 바로 만주사변일(1931년 9월 18일)을 기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56) 김태국, ｢중국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문화성격｣, 전북사학 40, 2012, 238~242쪽 ; 김태국, ｢중국
에서의 조선족 역사연구｣, 동북아연구 96-1,
57) 김태국, 위의 글, 241쪽
58)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정국편, 장백의 투사들-연변항일렬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82.
59) 김성호, ｢1930년대초 중국 동북조선민족과 항일무장투쟁｣, 역사문화연구 21, 2004.
60) 동북항일연군, 동만항일근거지 문제는 비단 역사학의 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해영은 김학
철의 해란강아 말하라라는 작픔 속에서 언급된 중국공산당 아래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유격대의 정
체성 문제를 분석하였다(이해영, ｢건국 초기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서의 확립-김학철
의 해란강아 말하라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0, 2020).
61) 조선족략사 편찬조, 조선족략사, 연변인민출판사, 1986. 이 책은 3년 뒤인 1989년 한국에서 발간
되었다.
62) 황룡국 주편, 조선족 혁명투쟁사, 료녕민족출판사, 1988.
63) 황룡국 주편, 위의 책,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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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혁명투쟁사(2009)의 특징은 이주사명의 부정이었다.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선인들의 최종 목적은 오로지 중국 혁명에만 있었다는 것이다.64) 이 저서는 한족 학자인
楊昭全이 주필을 맡았으며, 중국 내 저명 조선족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책은 분량도 755쪽
이며, 내용은 한국독립운동사 만주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다루었다.
지역적으로 만주뿐만 아니라 관내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한국독립운동사 특히 조선의용군들의
활동상을 수록하였다.65)
연변학계와 달리 요녕성 지역 대표적 조선족 학자인 김양은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
일투쟁이라는 저서에서 ‘조선족’의 항일역사와 ‘조선민족’의 반일역사를 함께 서술하였다.
특히 한국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서간도라는 용어와 대한독립군비단, 대한청년단연합회,
신흥무관학교 등 한국독립운동사의 주요단체명도 외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김양은 일
사양용의 원칙하에 조선족의 이중사명을 서문에 이 책의 서문에 명시했다.
일제는 중국의 여러 민족과 조선민족,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 민족의 불공대천의 공동 원수
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족이 중국 땅에서 진행한 반일투쟁사는 다만 조선(한국)의 국권을 회
복하기 위한 조선(한국)독립운동사일 뿐 아니라 특수한 역사 조건 하에서 중국 인민의 해
방을 위하여 중국 인민과 함께 중국 항일투쟁에 참가하여 진행한 중국항일투쟁사이며 나아
가서는 동남아세아 각국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진행한 세계반파쇼투쟁사의 중요한 한 페
이지이다.66)
흑룡강성 하얼빈 조선민족 100년사에서도 요녕성과 같은 논조로 조선족의 항일투쟁사를
서술하였다. 특히 하얼빈의 항일투쟁의 시원을 안중근 의거에서 찾았으며, 그후 ‘조선민족’
의 항일투쟁사는 1945년 8월까지 줄기차게 전개되었다고 서술하였다.67) 오늘날 하얼빈 조
선족 100년의 역사를 크게 5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1기부터 4기 해방과 중화인민공화
국 건국까지는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제5기 이후부터 ‘조선족’이란 명칭을 사
용하였다.
일사양용의 효력은 중국 정치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2015년 중국 인민항일
전쟁승리 70주년 기념도서로서 중국 조선족 항일지사 100인을 선정했던 출간했는데, 이 가
운데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68) 100인 가운데 90명 정도는 1930
년대 항일무장투쟁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김약연, 이진룡, 서일, 황
병길, 남자현, 윤희순, 양세봉, 이동춘 등을 조선족 항일지사에 포함시킨 것이다.69)
또한 일반대중들 그 가운데 중국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항일투쟁사도 발간되었
다.70) 이 책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부의 도움을 받아 출간된 책으로서 봉오동, 청산리대
첩의 주체는 조선족 인민이며 반일투쟁사의 일부라고 적시하였다. 만주지역의 항일투쟁사뿐
64) 양소전, 차철구, 김춘선, 김철수, 안화춘, 중국 조선족혁명투쟁사, 연변인민출판사, 2009.
65) 이 책은 첫째 무릇 우리나라(중국)의 조선족, 조선인,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경내에서 진행된 활동은
원칙상 우리 나라 조선족 역사 범주에 넣는다 라고 했다. 역사의 활동주체에 대한 공간으로의 귀속력
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로로 풀이된다.
66) 김양,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료녕민족출판사, 2001, 2쪽.
67) 서명훈, ｢할빈시 조선민족 백년사화, 민족출판사, 2007.
68) 박문봉, 김광영 주필, 중국 조선족 항일지사 100인, 민족출판사, 2015.
69) 김약연이 포함된 것은 그의 묘가 현재에도 연변조선족자치주 장재촌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며, 다른
인물들도 후손 또는 기념비 등이 중국 동북지역에 남아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여겨진다.
70) 지승원 그림, 김철수 글, 그림과 함께 보는 조선족항일투쟁사, 연변교육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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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중국 관내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활약상도 조선족 항일투쟁사에 포함하였
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중국 애국주의를 강조하는데 방점을 두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독립운동가들로 익히 알려진 인물을 ‘중국 조선족 명인편
전 시리즈’로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북경의 민족출판사와 연변인민출판사가 공동
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1년 중국작가협회 국가급중점작품지원프로젝트’로 홍군장령
양림이라는 저서가 2012년 출판되기도 했다. 이 작업의 목적을 “우리 중국 조선족은 비록
짧은 력사를 거쳐 왔지만 기록문화가 부재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동안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혹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자료가 많이 부
족하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 인물 가운데 의병장 이진룡도 포함되어 있다.71) ‘조선
민족’이 아닌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 명인시리즈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진룡 기념비와 그의 부인 우씨열녀비가 현재 요녕성 관전현 청산구에 존재한다는 것
을 감안해도 조선족명인시리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72)

5. 과제와 전망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시대를 지내고 있다. 중국 조선족에 대한 한국의 평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상호간의 역사적, 문화적 이해 증진과 교류확
대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한국인과 조선족의 인식은 소통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형편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의 존재에 대한 분단 이후 인식의 고착화이다. 이 문제는 세계정세와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 유산이지만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본격화된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는 경술국치와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더 확
대되었다. 해방 이후 귀환하지 못한 이주한인은 중국 공민 ‘조선족’의 위치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
꾸며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결코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했다. 오히려 중국
공민으로의 귀속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둘째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들
의 노동시장 유입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식당과
건설현장에서 이들의 노동력은 강한 경쟁력을 지녔다. 이에 따른 국내 인력의 일자리 문제
가 연동되었고,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인 조선족의 존재로 귀결되기도 했다. 셋째 중국인과
등치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언론에서 조선족의 범죄사실을 특집으로 다루거
나 영화 등에서 혐오스런 범죄인의 대명사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혐오는 중국인
=조선족=범죄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였다.73)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중국 조선족=동포의식은 일반인들에게 더 얇아졌으며, 역사
연구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조선족 학자들은 ‘중화민족’ 범주에서 만주지
역 이주 한인을 다루고자 했다면, 한국 학자들은 빼앗겨서는 안되는 ‘우리 역사’의 범주에서
다루었다. 즉 만주지역 이주 한인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인식은 ‘민족국가’ 개념을 강하게 적
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만주사변 이후 재만 한인들에 대한 법적 문제는 상당히 복잡 미묘
71) 김양, 이선우, 리진룡 장군, 민족출판사·연변인민출판사, 2012.
7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와 전망에서 좀더 다루고자 한다.
73) ‘보이스 피싱’의 주체로서 각인되어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
문에 보다 좋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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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였다. 주요한이 인식하고 있던 재만 한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재만동포(在滿同胞)는 어디로. 남경 정부가 입적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않는
다는 말일 것이다. 언제든지 이 문제는 재발하고야 말 것이다. 만주 조선인이 백만 이상이
요 또 농민이 다수인 이상 어느 정부나 자기 국토 안에 이런 큰 집단의 외국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치외법권이 철폐되면 입적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마는 중국이 완
전한 주권국이 되면 될수록 백만의 외국인을 국토 내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민의 처지로 보더라도 그 때가 되면 될수록 그 국토의 시민권을 얻을 필요를 느낄
것이다. 치외법권이 철폐가 되더라도, 그리고 조선 사람이 완전한 중국 시민권을 얻더라도,
그리고 중국이 완전한 법치국이 되더라도 민족적 갈등은 경제적 갈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만주를 동양의 발칸이나, 동양의 중앙 유럽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양 민족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74)
해방 이후 중국 국적 취득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만주사변 시기에도 이주한인
들에게는 민족과 국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구명하고 분석하는
것은 비단 조선족 학자들의 책임이나 특권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구성
원으로서 소속감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역사연구가 진행된다면 즉 ‘나’만 강조한다면 동북
아시아의 ‘우리’의 역사는 망각되거나 지워질 것이라 여겨진다.
해방 전후 연변지역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이주한인들의 처지와 희망이
어떠하였으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후대에 의해 어떻게 가공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연변
에서는 1945년 8월 12일 용정시를 중심으로 비밀 홍군 환영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선전구
호는 그들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먼저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 군벌을 타도하자
를 시작으로, 용감한 소련 육해공군승리 만세, 동아시아 약소민족해방 만세, 동아시아 혁명
통일전선 만세, 조선공화국 만세, 민족해방 만세, 적들의 징병에 나간 젊은이들이여 총구를
돌려 적들을 무찌르자, 조선무산계급해방 만세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8월 19일 홍군
환영대회를 소집하였다.75) 이주 한인들은 귀환과 미귀환을 결정해야 했으며, 그것의 기준은
토지였다.76) 이때까지 이주 한인들의 정체성은 명확하게 중화민족을 가리키지 않았다. 예컨
대 앞서 설명했던 한국의 의병장 이진룡을 ‘중국 조선족 명인편전시리지’에서 다루었는데,
이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한국사의 시각에서는 ‘역사침탈’로 인식될 수 있
다.
조선족 역사연구에서 항일무장투쟁은 오늘날 조선족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확증해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만주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성공요건은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며,
불안요소는 만주국의 치안정책이었다. 만주국의 선무공작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
며, 특히 집단부락의 경우 거주와 농경지를 분리하였다. 만주국은 노골적인 선무공작을 통
해 이주한인 농민들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농민과 항일 세력들이 연결되
는 것은 만주국 운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77) 만주국 시기 반만항
74) 朱耀翰, ｢滿洲問題縱橫談｣, 동광 제25호(1931. 9. 4).
75) 염인호, 또하나의 한국전쟁-만주조선인의 ‘조국’과의 전쟁, 역사비평사, 2010, 96쪽..
76)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만주에 이주한 전라북도 사람들의 정착과 귀환,
2019
77)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만주에 이주한 전라북도 사람들의 정착과 귀환,
2019 참조.

- 55 -

일세력들의 투쟁목적이 중국혁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국 관내지역에서 활동했던 중
국공산당 세력들은 ‘조선의 혁명가(독립운동가)’들의 최종 목적은 민족 독립에 있다고 강조
했다. 예컨대 중국 팔로군과 함께 활동했던 조선의용대원들의 희생에 대한 周德이나 엽검영
의 言辭는 “한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조선의 독립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78)
따라서 이제는 조선민족과 조선족 항일투쟁가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중 양국이 진행할 필
요가 있다. 반제국주의 전쟁에서 일국사 및 일민족사의 관점을 초월하는 시각이 필요할 때
가 아닌가 한다.79) 해방일보나 구망일보의 사설과 기사에서도 조선인의 항일투쟁의 근
본적 목적은 조선의 독립이며, 그 다음이 중국 혁명의 완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80)
특히 항일전쟁 당시 중국 항일지도자들의 반제국주의 공동전선 구축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6. 맺음말
1992년 8월 한중수교는 중공으로 인식되었던 대상국을 중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계기
가 되었다. 조선족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로 들어왔으며, 한국인들은 넓은 시장과
풍부한 인력이 기다리고 있던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다. 벌써 한중수교 30년이 되었다. 중국
지역에는 재중한인들이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 해방 이후 1952년 9월 연변조선족자치구(이
후 자치주)가 성립되었을 때만 해도 주로 거주지 공간은 만주지역에 집중되었다.
‘조선족’의 연원은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지만 시기적으로 19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
가는데 이견은 없는 듯 하다. 이 글에서는 조선족 역사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이
주 연원과 법적 지위 및 수전농업 문제, 역사 연구 등이다.
만주지역의 이주 한인 문제는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분야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사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선족 연구 성과에서
디아스포라의 연원은 지금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조선족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조선족의 이
78) 1942년 중국 태항산 전투에서 희생당한 윤세주, 진광화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주덕과 엽검영이 추도
사를 읽어갔다. 먼저 주덕은 다음과 같이 조선의용대원들을 애도하였다. “자유를 위하여 희생된 투사
들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전투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중국과 조선 국민들
의 마음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몸바쳐 싸운 위업은 더 많은 투사들에 의하여 계승 완수될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의 우수한 투사들의 희생을 몹시 애석히 여긴다. 그러나 여명은 오래지 않아서
다가올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의 혁명 동지들이 화북의 우리 군민과 긴밀히 단합하여 화북의 20만 조
선 인민과 더 널리 단결하여 오래지 않은 앞날에 긴 밤의 어둠을 물리치고 올 여명의 서광을 맞이하
기 위하여 굳게 손잡고 용김히 적들을 무찌르고 전진하기를 희망한다.”(解放日報 1942년 9월 20일
자, ｢爲自由而史 生命永存｣). 다음은 엽검영의 주도사이다. “중국에 온 조선동지들이 과거의 성과를
계속 발양하고 선열들의 피어린 발자국을 밟으며 나아가면서 화북에 있는 조선 인민의 모든 반일 역
량을 단결시키는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선동지들이 중국의 항전에 배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지구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국제 형세의 발전에 발맞추어 나가서 장래 일본
파쇼를 격파하고 조국을 광복하며 독립, 자주의 새 조국을 건설하기를 희망한다”(解放日報 1942년
9월 20일자, ｢悼朝鮮義勇軍陣亡同志｣)
79) 2008년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는 항일전쟁기 국제적으로 지원한 국가와 인물들에 대한 전시회
를 개최하였다. 이때 북한의 김일성의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조선독립동맹 화북
지대, 한국광복군, 정율성을 전시내용에 포함시켰다. 정율성은 조선인으로 항일투쟁에 참가하였으며,
1950년에 중국에 입적하였다고 설명하였다(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編, 爲了 正義與和平-國際友人
支援 中國抗戰, 國際文化出版公司, 2008, 96∼102쪽).
80) 救亡日報 1939년 6월 24일자, ｢歡迎日本的兄弟們｣; 解放日報 1942년 9월 20일자, ｢爲自由而史
生命永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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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원을 명말청초 시기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의 논거는 주로 요녕성 지
역에 거주했던 ‘박씨’들이 ‘조선적’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했던 시기를 조선족 이
주의 시작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그 이유로는 단순한 혈
족의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조선족 이주 연원을 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한 민족의 구성인자
로서 혈연 만큼 언어, 문화, 풍습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것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촌의
예를 가지고 이주 연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둘째 법적 지위와 수도작 시초 문제이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쌀 품종 개량 및 우수 농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한인 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예를 들면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마을 역시 우량품종기지로 선정되었으며, 중국에서 가장 좋은 질의 쌀로 평가받
고 있는 흑룡강성 오상현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면에서 영안현 발해진 마을의 쌀은 하동마
을과 오상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즉 조선족의 이중사
명과 연동되어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역시 조선족 역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이
다.
이제 앞으로 양국 역사연구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라는 질문에 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첫째 일국사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국제정치
환경의 지배 하에 있다. 둘째 한국독립운동사에 대한 중국 측 자료를 보다 보완해야 할 것
이다. 셋째 형식적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연구방법론을 지양하고 양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반
제국주의 투쟁의 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자들의 다
양한 경험과 삶의 토대가 다를 경우 당연히 연구결과도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역
사적 사실을 나열하여도 결국 연구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정리 분석하는 방식도 다를 것
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은 역사
연구에서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예컨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조선족 역사 통사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 사실 즉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훼손된다면 그 때는 정말 심각하게 일
사양용이라는 측면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조선족사 연구의 외연을 일상생활사, 생활
세계와 저항사의 비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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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역사연구 성과와 과제:조선족 디아스포라와 일사양용의 적용문제｣에
대한 토론문
박정현(조선대)

이 논문은 중국 조선족의 역사 연구 성과를 정리한 논문이다. 논문의 성격상 특별한 논점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조선족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질문하려고 한다.
1. 한인 디아스포라의 기원에 대해 고조선, 고구려 시기의 토착민부터 명말청초, 19세기 중
엽 등 다양한 견해를 소개했다. 그 가운데 명말청초설과 19세기 중엽설을 집중 소개하고 있
다. 조선족의 기원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중국 조선족의 기
원은 명말청초설과 19세기 중엽설의 논쟁이 유효하지만,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다면, 고대부터 고려시대 만주지역에 거주했던 한민족을 어떻게 규정할지의 문제로 확대된
다. 특히 고려 심양왕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지역에 조선 이전부터 한민족이 거주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만주지역 한인 디아스포라의 기원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2. 조선족 역사연구는 주로 조선족 출신 연구자 또는 중국 연구자들이 연구함으로써 필연적
으로 현재 조선족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항일운동을 중국혁명의 일부
로 간주하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 역사연구는 일관된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1949년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중엽 이후 생존을 위해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이주한 한인은
중국에 귀화 여부를 떠나 대부분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선에 대한 귀속 의식이 있었
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조선인에게 중국 국적을 부여한 뒤 중국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중국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1949년 이전 만주 한인의 삶이나 한국독립운동은
한국 역사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지만, 1949년 이후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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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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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 고찰
김광수*·김홍매**
81)ㄱㄱ

ㅀ

차례
Ⅰ. 머리말
Ⅱ. 이주역사 시기에 따른 방언분포 과정과 양상
1. 이주초기 방언분포
2. 한일합병 이후 방언분포
3. 해방 후 방언분포

Ⅲ.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연구 목적은 조선인의 중국 동북으로의 이주 초기부터 일제 중국동북 통치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과 양상에 대해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인들의
이주역사 시기를 이주초기, 한일합병 이후, 해방 후 세 시기로 나누어 방언분포 양상을 살
펴보았다. 이주초기 조선의 동북방언은 주로 중국의 동북지구에, 조선의 서북방언은 주로
요동지구(遼東地區)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침략 후, 점차적으로 중국의 동북지구
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해방 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조선족의 인구
이동으로 인하여 조선어 방언분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주제어 : 중국 조선어, 방언분포, 이주역사

Ⅰ. 머리말
중국에서의 조선말과 글은 당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조선어1) 방언들도 그 뿌리는 한반도에 있다. 즉
초기 이주 당시 중국에서 쓰인 조선 문자 또한 1444년 조선에서 창제된 정음문자이고, 중국 동북에
서 조선어 방언이 쓰인 것 역시 조선의 조선어 방언소유자들의 중국 동북에로의 이주에 의거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는 주로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어 방언소유자들이 대량
으로 중국의 동북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루어졌다.
본고는 조선인이 중국 동북으로의 이주 초기부터 일제 중국동북 통치시기를 거쳐 지금
* 제1저자: 연변대학교 조한문학원 교수(yuyansuo@ybu.edu.cn)
** 연변대학교 박사후 연구원(khm0425@ybu.edu.cn)
1) 본고에서의 ‘조선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요녕성 일대, 중국 전지역에 분포한 모든 한국어
방언을 총칭하는 술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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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과 방언사용 양상에 대해 고찰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중국에서의 조선어 사용특징에 대한 이해와 조선어의 변화,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중
국에서의 조선어 규범화와 표준화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에서
의 조선인들의 이주 역사와 방언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을 이주역사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족의 이주와 역사, 문화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역사
학자, 지리학자, 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황유복
(1993)에서는 중국 조선족 이민사에 대해 17세기 초기 이민, 19세기 후반의 이민, 1910
년대의 이민, 1920~1945년대의 이민 총 네 단계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박창욱(1995)에
서는 조선족의 이주를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서술하였다. 손춘일(2009)에서는 중국 조선
족의 이주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였고 손춘일(2010)에서는 19세기 후반 조선인의 연해주
와 간도지역의 이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들의 이주 배경은 조선 사
회의 불안정, 자연재해 및 함경도 지역의 열악한 자연환경이 복합작용된 것이라고 제시하
였다. 그리고 당시 제정 러시아 당국은 조선인들의 이주를 환영하는 입장이었고, 청 정부
는 봉금정책을 실시하여 圖們江 유역에서의 조선인들의 거주와 이전을 엄금하는 입장이
었다고 밝혔다.
김병호(1994)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인구 변동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 조
선족의 인구유동 상황을 조선 광복 이전, 광복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개혁개방 이
전, 개혁개방 이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구유동의 특징을 인원 구성, 지
역적, 거주 형식, 인원 자질, 업종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
국 조선족 인구유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언급하였다. 계순애(2000)는 중국 조선족의 형
성 과정, 교육, 정치,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의 발전을 언급하였다. 장윤수·김해란(2009)
에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19세기 중반, 1860년대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보다 2, 3세기 앞서 전쟁 이민의 형태로 강제로 이주당한
한인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현(2011)은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올바른 정체성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디아스
포라로서의 한인의 중국동북 이주의 특징과 민족문제의 이중성 등 한인 공동체가 중국내
에서 형성된 역사적 특징에 대해 최근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재검토 하였다. 문
형진(2016)에서는 조선족 생활문화의 변천을 시장-사회-국가라는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조선족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나은 터전을 쫓아 이동
하였기에 이들의 문화 속에는 주변 문화를 수용한 복합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조선족들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부를 창출하며 주류사회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족들의 사회적 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강뢰·진용(2010)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이민은 주요하게 청말, 민국 초년에 대량 이루어
졌고, 그 시작은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라고 하였다. 대규모적인 조선인들이 중국에로의
이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이라고 제시하였다. 주로 이주 초기, 난민기, 이민기
등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임춘광(2019)에서는 일제침략과 일제패망이라는 두 개
의 시점을 기준으로 조선 이주민이 중국 조선족으로 정착되기까지의 그 역사과정과 나타
났었던 법적 쟁점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국적법 및 재외동포 정책을 통한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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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조선인들의 이주와 역사, 문화에 대해 역사학, 법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학과 방언학의 관점에서 이주
역사 시기와 연관지어 진행한 연구 성과는 결여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조선인들의 이주역사 시기를 이주초기, 한일 합병 이후, 해방 후 세 단계로 나누어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Ⅱ. 이주역사 시기에 따른 방언분포 과정과 양상
1. 이주초기 방언분포
조선어 방언분포는 조선인들의 중국 동북으로의 이주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우선
조선인들의 이주역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주초기 조선인들은 크게 아래 <표 1>과
같은 세 개의 노선으로 중국의 동북지구에 이주해왔다.
<표 1> 이주 초기 조선인들의 동북지구에로의 이주 노선
첫 번째 노선
두 번째 노선
세 번째 노선

경로
압록강과 두만강
조선의 서해안, 요녕성 서남 여구 등 항구
조선의 동해안--> 러시아 연해주

동북지구

압록강 유역에 조선인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두만강 유역보다 15~20년 더 빨랐
다. 1831년 중국 임강(臨江)2) 부근 모아산 북방지구에 두 사람이 들어왔고, 1845년경에 수
십 명의 조선인들이 임강현에 들어왔으며, 1849년에도 충청도에서 조선인들이 이주해 왔다
는 기록이 있다. 이때로부터 남만에는 “고려문(高麗門), 고려성(高麗城), 조선보자(朝鮮堡
子)”란 우리말 지명들이 생기게 되었다.
두만강 유역에 조선인들이 들어와 처음 집중적으로 정착한 곳은 해란강의 지류인 육도하
(六道河)상류이다. 그때 이 지역에 세운 마을이 도합 23개였는데 이는 당시 세워진 조선마을
총수의 92%를 차지했다. 이들은 조선과 아주 가깝고 토지도 비옥하고 평탄하며 기후도 좋
은 두만강 연안을 선택하지 않고 오랑캐 령을 넘어 해란강의 지류인 육도하 상류 산골짜기
에 자리를 잡았다. 왜냐하면 당시 만청 정부의 관리와 국경순라대들에게 일단 개간민들이
발견되면 구축당하거나 호된 책벌과 혹형을 받기에 은폐하기 좋은 곳을 선택하였기 때문이
다.
1875년 만청 정부는 봉천성(奉天省)의 봉금령을 폐지하였다. 1876년에는 봉홍직예청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안동(단동: 丹東)현을 두었다. 1877년에는“관전, 환인, 통화” 등 현을
두었고 무간국을 설치하고 개간민을 대량 모집하였다. 1885년에는 두만강 이북에 대한 봉
금령도 폐지하고 두만강 이북에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되는 지역을 개간구역으로 만들
2) 중국 길림성 동남부, 장백산 오지, 압록강 강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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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동시에 “화룡욕, 관개욕, 서보강”등 세 곳의 통상국을 월간국으로 고치고 조선인 개간
민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봉금령의 폐지로 인하여 조선의 농민들이 대량으로 압록강과 두만
강 이북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1910년 이전까지 이 시기에 중국의 동
북 땅에 이주한 조선인은 2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시기 압록강 이북의 “집안, 통화, 흥경, 환인, 관전, 안동” 등 지역에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 평안도의 “자성, 만포, 초산, 벽동, 창성, 의주” 등 지역의 출신들이고, 장백 지역에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 함경도의 혜산 지역 출신들이며, 두만강 이북의 “안도, 화룡, 연길,
왕청, 훈춘” 등 지역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함경도의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 지역의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흑룡강성의 “무원, 요하, 호림, 보청, 밀산,
동녕, 녕안, 해림, 목릉” 등 지역에 이주한 조선인도 대부분 함경도의 출신들이다. 총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조선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가까운 지역 내에 분포되게 되
었다.
1894년, 1904년, 1910년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출신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 2> 같다.
<표 2> 이주초기 연도별 재만 조선인 출신 개황(1933년)3)
출신 지역

연도
1894년

1904년

1910넌

함경남도

31,500
14,400
9,200
3,200

32,000
23,000
8,500
4,800

41,000
25,000
13,000
7,500

황해도

3,100

3,000

7,000

경상북도

1,300

1,800

5,300

경상남도

1,200

1,700

4,800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합

계

2,000
63,900

74,800

105,6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1910년 이전시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동북 땅에 이주한
조선인의 대부분은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의 출신들이다. 또한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와 평안
북도의 이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인 이주민의 이주지역은 “안동, 흥경, 류하, 돈화, 녕안, 목릉, 밀산, 무원” 등
지방을 이은 선을 크게 넘지 않은 이남지역이었다. “안동, 관전, 환인, 흥경, 집안, 통화, 류
하” 등 지역에는 주로 평안도 방언이 분포되었으며 “장백, 화룡, 연길, 훈춘, 안도, 왕청, 녕
안, 동녕, 목릉, 밀산, 요하, 무원” 등 지방에는 주로 함경도방언이 분포되었다.4) 중국에서의
조선인들은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의 방방곳곳에 본적지를 두고 있기에 중국에는 제주도 방
언까지 포함한 조선어의 모든 주요 방언들이 분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 고영일(1986), “중국조선족력사연구”, 연변교육출판사, 155쪽 재인용(일본외무성, “재만조선인개황”,
1933년 판).
4)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 민족출판사, 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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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방언5), 동남방언6), 서북방언7), 중부방언8), 서남방언9)이 주로 쓰이고 제주도 방언은 별
로 쓰이지 않았다.10)

2. 한일합병 이후 방언분포
1910년 8월,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고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은
자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긴 조선의 수많은 애
국지사들과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의 동북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조선인이 대량으로 중국 동북 땅에 들어오게 된 데는 ‘한일합병’과
1919년에 있은 ‘3·1운동’이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 이주민들은 이때 강을 건너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가까운 지역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는 철도를 이용하여 동북의 깊
숙한 지방에까지 들어왔다. 당시 동북에는 여러 갈래의 철도가 설치되었다. 조선인 이주민들
은 철도를 이용하여 동부의 여러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이 시기에 조선 남부의 이주민 또한
대량으로 늘어났다.
1910년 ‘한일합병’을 시작으로 1920년 사이에 압록강 이북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약 9만
8,600여 명이며 두만강 이북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약 9만 3,800여 명이다. 이리하여 조선인
의 이주 초기부터 시작하여 1920년까지 동북에 이주한 조선인의 총수는 대략 45만 9,400여
명이 된다고 한다.11)
1931년에는 동북의 조선인 인구가 63만 9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연변지역(4개 현)에
40만 9,400여 명, 길림, 장춘 지역에 2만 4,100여 명, 안동, 통화 지역에 5만 500여 명, 심
양, 철령 지역에 9만 7,100여 명, 여순-대련(旅順-大連)지역에 1,700여 명, 북만주에 4만
4,400여 명, 기타 지방에 1,000여 명이 분포되었다.12)
<표 3> 1910~1912년, 1926년 조선인 이주민 본적지별 통계13)

본적지
경기도
충청북도

1910~1912년
이주 지역(戶數)
북간도 서간도
기타
91
165
39
7

22

56

1926년
이주 지역(戶數)
북간도
서간도
기타
1,989
18
182
107

20

61

5) 동북 방언(東北方言)은 해방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정평 이북의 함경도 방언’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6) 동남 방언은 도 경계를 기준으로 그 북쪽의 북부 동남 방언인 경북 방언과 그 남쪽의 남부 동남 방언인
경남 방언으로 구분하였다.
7) 황해도의 멸악산맥 이북 지역과 안악·은율·송화·신천 등 서북 해안 지역은 서북방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8) 대체로 경기도 전역, 충청도, 강원도의 대부분의 지역, 황해도의 남부 지역 등지에서 쓰는 방언.
9) 전북의 대부분과 전남의 동부인 구례·광양 일대, 또는 전남 서부의 대부분 지역과 전북의 고창 등 지역에
서 사용.
10) 전학석(1997), “조선어방언학”, 연변대학출판사, 124쪽.
11) 전학석(1997), “조선어방언학”, 연변대학출판사, 124쪽.
12)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 민족출판사, 655쪽.
13)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 민족출판사, 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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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18

전라북도
전라남도

4

경상북도

72

127

1

3

263

1

181

32

5,116

59

524

1,256

282

경상남도

259

2,691

15

49

498

124

황해도

34

36

2

1,287

241

339

평안남도

90

270

18

841

427

472

평안북도

80

2,285

453

76

384

645

강원도

116

1,311

5

2,202

61

136

함경남도

939

410

976

1,655

327

942

함경북도
합 계

22,635
24,273

6,841
19,145

4,729
6,354

3,378
12,364

377
3,610

1,458
5,063

위의 <표 3>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 시기 조선인들의 이주 상황과 방언분포를 귀납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조선인 이주민의 이주 상황을 보면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의 이주민이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의 이주민 중에서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경상북
도의 이주민이 함경남도, 평안남도, 경상남도의 이주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강원도, 황해도의 이주민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이주민보다 좀 더 많음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조선인 이주민의 이주 지역을 보면 주로 북간도(연길, 화룡, 왕청, 훈춘, 안
도)와 서간도(장백, 집안, 임강, 환인, 관전)인데 이주자의 약 80%가 북간도와 서간도에 자
리를 잡았고 20%가 북간도와 서간도의 기타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셋째, 함경도의 이주민은 주로 북간도에 자리를 잡았고 평안도의 이주민과 경상도의 이주
민은 주로 서간도에 자리를 잡았으며 또 이시기에 점차 북간도와 서간도 외의 기타 지방에
자리를 잡는 이주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표 4> 1926년 동북지구 조선인 원적지 정황 (단위: 戶)14)
원적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충청 남북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북간도
(연길, 화룡, 왕청,
훈춘, 안도)
5033
917
573
184
179
2202
1287
1989

서간도
(장백, 집안, 임강,
환인, 관전)
704
811
1654
1
20
61
241
18

기타
2400
1117
404
32
188
136
339
182

위의 <표 4> 역시 아래와 같은 현상을 설명해 준다. 우선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함경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 경상 남북도의 이주민이 대량적으로 들어왔다. 다음으로 북간도에 이
주한 조선인들이 서간도보다 더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라 남북도와 충청 남북도의 이주민
의 비례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었다. 이 시기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이주민들이 적지 않은
14) 양소전(1987), “중조관계사논문집”, 세계지식출판사,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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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를 차지하였는바 주로 북간도에 자리를 잡았다.
1937년 ‘집단이민’ 이전의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에 조선어 방언분포 지역의 범위가 1910년 ‘한일합병’ 이전 시기보다 훨씬 넓
어졌다. 1910년 ‘한일합병’ 이전 시기의 조선어 방언의 주요 분포지역은 대체로 “안동, 흥
경, 유하, 돈화, 녕안, 목릉, 밀산, 무원”등 지방을 이은 선을 크게 넘지 않은 이남지역이었다
면 이 시기의 조선어 방언의 주요 분포지역은 “영구, 통료, 부여, 수화, 무원”을 이은 선 이
남지역으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동북3성의 중부지역에 조선인 이주민이 대량으로 증가되었으며 그 중
에서도 조선남부의 이주민이 동북3성의 중부지방으로 많이 이주해 왔다. 기타 조선어 방언
들도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방언 소유자들의 인원수는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방언소
유자들에 비하여 훨씬 적다. 또한 거주지역이 넓지 못하므로 지역을 단위로 방언분포를 논
할 경우,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방언 소유자들의 인원수와 분포 범위의 크
기에 따라 이 시기 조선어 방언분포 지역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 함경도 방언지역: 연변지구, 목단강지구, 합강지구의 일부 지방(목단강지구와 인접하여 있는 일부 지방),
통화지구의 장백지방
· 평안도 방언지역: 단동지구, 무순지구, 심양지구, 영구지구, 철령지구, 통화지구(장백지방 제외)
· 경상도 방언지역: 장춘지구, 길림지구, 사평지구, 송화강지구(할빈시 포함), 수회지구, 합강지구(목단강지구
와 인접하여 있는 일부 지방 제외)15)

1937년 7월 7일, 일본 침략군은 북경 시교에서 “로구교사건”을 일으키고 중국에 대한 전
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침략전쟁에 소요되는 대량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단이
민, 집합이민, 분산이민” 등 여러 형식으로 조선인을 강압적으로 한반도로부터 중국의 동북
지역에 유입시켰다. 이승률(2007)에서는 1939년 12월부터 1941년까지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동북에 이주한 조선인 이주민은 24, 468호이고 총 103, 361여 명이나 되
었다고 하였다.16) 손춘일(2003)에 의하면 중국 동북에 1937년에는 931,620 명, 1942년에
는 1,511, 570 명, 1945년에는 2,163, 115 명의 조선인 이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17)
당시 일본은 조선인 이주민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주요구성원으로 여기고 산간 지역에 있는
조선인 작은 마을을 항일유격대의 근거지로 간주하면서 무자비한 소탕을 감행하였다. 그리
하여 일제는 항일유격대와 군중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항일무장군을 굶겨죽이기 위하여
참혹한 “집단부락정책”을 실시하였다. 1933년 일본침략자들은 연변의 “연길, 화룡, 왕청,
훈춘” 4개현에서 3차례에 걸쳐 총 92개의 집단부락을 설치하여 9,396호를 수용하려 하였으
나 항일유격대의 교란과 조선인 이주민들의 반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1934년 10월말까
지 14개의 집단부락밖에 설치하지 못하였다.18) 1938년까지 동북 전체 92개현에 4,230개의
집단부락을 설치할 계획까지도 세웠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중국에서의 서로 다른 조선어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혼용, 특히는 함경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 혼용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
15)
16)
17)
18)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 민족출판사, 678쪽.
이승률(2007), “동북아시대와 조선족”, (한국)박영사, 114쪽.
손춘일(2003), “만주국시기 조선개척민”, 연변대학출판사, 293쪽.
이승률(2007), “동북아시대와 조선족”, 박영사(한국),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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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가 동북을 강점한 시기가 바로 중국에서의 조선어 정착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해방 후 방언분포
해방 이후 1963년, 1982년, 1983년 총 세 차례 중국 조선어방언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하였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어 방언들은 한국(조선) 본토의 방언과 기본적으로
같으며 방언 간에 차이성보다 공통성이 더 우세라는 결론을 내렸다.
1982년, 중국과학원민족연구소와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판공실에서는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세 개 성의 조선어 방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소수민족언어간지 총서로서의 《조선어간지(朝鮮語簡紙)》를 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조선어 방언은 기본적으로 한국(조선)의 방언 상태를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
어 방언구획에 대해 서술하였다. 즉 서북방언(조선평안남북도의 말), 동북방언(조선 함경남
북도의 말), 중부방언(한국 경기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의 말), 서남방언(한국 전
라남북도의 말), 동남방언(한국 경상남북도의 말), 제주도 방언이 그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 방언을 제외하고 그 외의 다섯 방언은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세 개의 성
에서 모두 대표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북방언은 이른바 육진방언(조선, 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 부령의 말)이라는 동북방언과 육진방언 외에 함경도 대부분 지방을
말하는 중부방언 둘로 다시 나뉜다.
이와 같은 방언이 중국 동북3성에서의 분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서북방언은 주로 요녕성
동부에 분포되어 있고 중부방언은 주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동북방언은 연변의 두만강 연안 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동남방언은 주
로 흑룡강성 서북지역과 서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은 기타의 방언과
교차되어 동북 각 성의 일부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조선어간지(朝鮮語簡紙)》에서는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을 어음, 문법, 어휘의 유형별
로 분석하였는바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조선)에 없는 방언이 중국에 새로 생긴 것은 거
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어 방언은 사실상 한국(조선)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광복 이후와 현재의 조선어 방언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에 따른 조선어 방언 분포(戶)를 고찰19)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지방에 따른 조선어 방언 분포 양상
방언
지방
함경북도

길림성-화룡현 룡문향
아동촌(1984년 조사)
18020)

함경남도
평안북도

28

평안남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4
6
7
3
1

요녕성-무순시 리석
채촌(1984년 조사)

3
1
309
21
1
6
7

흑룡강성-오상현 민락
향 우의촌(1984년 조사)

35
16
1
13
9
22

19)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 민족출판사, 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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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남도

2

전라북도
전라남도
출신불명

15

128

71

76

77

9
2

3
3

<표 5>에서 보여주다시피 1980년대 동북3성 일부 지역의 방언 사용자 출신을 조사한 결
과 방언의 분포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나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양상으로 귀납할 수 있
다. 첫째, 연변 지역에는 주로 함경남북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둘째, 요녕성의 무
순 지역에는 주로 평안남도 방언과 경상남북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셋째, 흑룡
강성 오상 지역에는 경상남북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및 방언 소유자들의 거주 상태는 상대적으로 복잡
한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어 방언분포의 복잡한 양상은 주로 조선인의 중국에로의 이주역사
와 밀접히 관계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는 반드시 조선어 방언 소유자들
의 중국에로의 이주역사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은 한반도에
서의 조선어 방언과 기본적으로 같은바 이를 언어 발전의 전반 과정으로 보았을 때 조선인
들이 중국에로의 이주역사가 그다지 오래지 않고 특히 양국 간의 다양한 왕래를 통해 언어
교류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 11기3중전회 이후 국내정치문화의 변혁 및 가치관이 “정치주도”로부터 “경제
중심”의 전환으로 인하여 중국 조선족의 가치 의식 또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상의 생존본
위로부터 자연스레 경제상의 생존본위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물질문화의 생활수준 향
상에 대한 추구가 높아졌고 경제적 추구가 중국 조선족의 우선 목표로 되었다. 그리하여 20
만 대군이 산해관21)을 넘었으며, 수만 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의 “민
족 대이동”이 이루어졌다.22)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중국 조선족의 이중 언어사용
과 조선어의 사용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중에서도 결혼이주 여성 및 정규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재이주를 하게 된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한국어의 악센트와 표현 어휘를 기존의 중
국 조선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특유의 조선어 표현 형태가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이
라는 공동체에 속해있어 한어의 영향을 받아 한어의 어순을 활용하거나 한어와 조선어를 섞
어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또한 중국 조선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사람들은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연해도시로 이주하여 소규모적인 분산된 새로운 방언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중국 조
선족 방언분포 양상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와 재 고찰이 필요하다.

Ⅲ. 맺음말

20) 출신 지역별 호수.
21) 중국(中國) 허베이성(河北省) 북동단(北東端), 요동만(遼東灣)에 면하는 도 시(都市). 만리장성(萬里長城)
동쪽 끝의 천하(天下) 제일관(第一關)에 해당 (該當)하는 예로부터의 요지(要地)임.
22) 허명철(2004),‘중국조선족문화의 가치의식’,《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 연변인민출판사,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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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을 조선인의 중국에로의 이주 역
사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바 중국에 없
었던 언어로부터 있게 되고 점차 폭넓게 발전하였으며 조선인의 이주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
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주초기 한국(조선)의 동북방언은 주로 중국의 동북지구에, 서북방언은 주로 요동지구에
사용되다가 일제의 침략 후 점차적으로 중국의 동북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포 양상을 보
이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조선어방언 분포 및 방언소유자들의 거주 상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데 이와
같은 복잡한 상태는 주로 조선인의 중국에로의 이주 역사와 관계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는 반드시 조선어 방언 소유자들의 중국에로의 이주 역사와 함께 취급되어
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로부터 문질문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면서 중국 조선족은 산해관을
넘어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 이주하고, 수만 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중국 조선족의 인구분포와 방언분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
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 초기부터 해방
후의 초기 조선어 방언분포 및 양상에 대한 고찰을 위주로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중국 조선어의 방언분포 양상에 대한 고찰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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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 on Distribution Process and Aspects of Chinese
Korean Dialects in China
Jin Guang-Zhu·Jin Hong-Mei

2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aspects of Chinese Korean dialects
from the early days of Korean people’s migration to northeastern China through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northeastern China until now. To this end, it divided the period of
their migrant history into three—the beginning of migration, after Korea-Japanese Consolidation,
and after liberation—to see the aspects of dialect distribution. At the beginning of the
migration, the northeastern dialect of Korean people was mainly used in the northeast region
while their northwest dialect was mostly used in Liaodong region(遼東地區). After Japanese
invasion to Korea, various distributions of the dialects were seen with the northeast region as
the center. After the liberation, especially the reform and opening, the movement of Korean
Chinese people brought about a new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Chinese Korean dialects.

Key word : Chinese Korean, dialect distribution, migrant history

23) First-Author,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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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조선어 방언분포 과정 및 양상 고찰｣에 대한 토론문
정승철(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발표문은 중국의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인”의 이
주의 역사를, 방언에 초점을 두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주 초기”(1831년∼1910
년),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해방 후”(1945년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된 “조선인” 출신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동북 지역의 “방언
분포”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주 초기”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강을 건너 이
주한 까닭에 해당 방언들이 연속체를 이루었으나(즉 대체로 서북방언 화자들은 압록강, 동
북방언 화자들은 두만강을 건너가 삶으로써 인근 지역에 동일한 방언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뜻) 일제강점 이후에는 “조선인” 거주지가 더 넓어지면서 “방언분포”상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조선어”가 방언에 따라 어떠한 지역적 분포
를 보이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주어 한국 방언학 특히 연변지역어를 비롯한 중국 “조선어”
연구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소하지만 표현상으로
(1) “1894년, 1904년, 1910년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출신”(발표문 6
면)은 ‘1894년, 1904년, 1910년’에 조사한 “이주 조선인”의 출신지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2) “전북의 대부분과 전남의 동부인 구례·광양 일대, 또는 전남 서부의 대부분 지역과 전
북의 고창 등 지역에서 사용”(발표문 8면의 주석9)은 서남방언에 관한 설명인데 그냥 ‘전라
남북도에서 사용’된다는 뜻이겠지요?
둘째, 중국의 지명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을 위해 지역에 대한 언급 방식을
어느 정도 통일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령 <다음>에서 보듯 한 논문 안에 1. 지역 명칭
(‘안동’ 등) 2. 구역 명칭(북간도/서간도, ‘목단강지구’ 등) 3. 성(省) 명칭(‘요녕성’ 등) 등이
섞여 있어 “방언분포”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 음> ---------1. 이주 초기 : “안동, 관전, 환인, 흥경, 집안, 통화, 류하” 등 지역에는 주로 평안도 방언
이 분포되었으며 “장백, 화룡, 연길, 훈춘, 안도, 왕청, 녕안, 동녕, 목릉, 밀산, 요하, 무원”
등 지방에는 주로 함경도방언이 분포(발표문 7면)
2. 일제강점기 :
(1) 이 시기 조선인 이주민의 이주 지역을 보면 주로 북간도(연길, 화룡, 왕청, 훈춘, 안
도)와 서간도(장백, 집안, 임강, 환인, 관전)인데(발표문 10면)
(2) 이 시기 조선어 방언분포 지역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 함경도 방언지역 : 연변지구, 목단강지구, 합강지구 … 통화지구
· 평안도 방언지역 : 단동지구, 무순지구, 심양지구, 영구지구, 철령지구, 통화지구
· 경상도 방언지역 : 장춘지구, 길림지구, 사평지구, 송화강지구 …(발표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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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후 : 서북방언은 주로 요녕성 동부에 분포되어 있고 중부방언은 주로 길림성 연
변조선족자치주와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동북방언은 연변의 두만강 연안
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동남방언은 주로 흑룡강성 서북지역과 서남지역에 분포(발표문
13면)
---------------------------------------------셋째, 중국 동북 지방의 각 “방언지역” 또는 “방언지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주
민들이 한데 모여 살 텐데 그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지역의 말을 기준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경상도 방언의 경우, 하위 지역에 따라 매우 큰 방언차를 보이는데 중국
동북 지방의 “경상도 방언지역” 내에서도 이주민의 원 출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러한 차
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또 실제 그러하다면 해당 “방언지역” 또
는 “방언지구”의 주민들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요?
넷째, “한국어의 악센트와 표현 어휘를 기존의 중국 조선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특유의
조선어 표현 형태”(발표문 15면)의 실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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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홍1) 한담2) (원광대학교)

<차례 >
1. 들어가며

․

2. 조선어문 교과서의 담론적 정책적 배경
3.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의 변화 양상
4. 나오며

1. 들어가며
중국 조선족의 역사는 위기 대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족은 1949년 신중
국이 창건된 후에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공민으로의 자격을 취득했
다. 조선족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며 공민으로 대우하는 중국 공산
당의 정책에 동조하며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또한 문화대혁명 시기에 소수
민족의 정체성이 지방민족주의, 종파주의로 매도되며 제거의 대상이 되자, 생존 방식으로서
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3). 문화대혁명에 대한 정치적 청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우파․종파로 몰렸던 조선족의 주요 인사들이 복권되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활동이 허용
되자 민족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4) 한편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로 인해 집거 형태로 유
지되던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자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 나갔다. 이
처럼 조선족이 겪은 여러 역사적 위기는 디아스포라라는 조선족의 특수한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조선족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면서 위기에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기 대응의 역사 속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조선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5)
1920～1930년에는 일제의 황민화․우민화 정책에 대응하여 동북3성 지역에 반일애국 사립
학교교육이 부흥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 말과 글을 수호했던 것이다. 또한 해방 후에는
자치주 내에서 소수민족 언어 사용과 교육의 권리를 획득하여 민족문화교육이 활성화됐다.
1949년에는 소수민족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학이 설립된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민
족어문 교육 사업이 전면적으로 폐기되면서 조선족의 민족교육은 크게 위축되었으나 1980
년대 이후 추진된 소수 민족교육진흥정책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
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2)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3) 김은영, ｢김성휘 시에 나타난 ‘주체’의 변모 과정과 새로운 주체｣, 한중인문학연구 (21), 한중인문학
회, 2007.
4) 김경훈, ｢해방 후 조선족 시문학에 나타난 민족정체성의 양상｣,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
학회, 2011.
5) 정미량,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 그 지속과 변화-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조선족 소학교(1945-2009)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3(1), 한국교육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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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도시화 현상으로 조선족 학교가 통폐합되는 등의 위기를 겪고 있으나 산재 지구에서 새
로운 조선족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6)
이처럼 부침 속에서도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계승하면서 조선족 사회는 민
족 동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집권기에 강조하고 있는 민족 단결 정책의 영향 속에서 조선족교육의
새로운 위축 현상이 감지된다. 중국 정부는 ‘푸퉁화(普通話)’, 현대 중국 표준어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2035년까지 전국에서 푸퉁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소수민족 교육에도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어 표준 교재인 ‘어문’(국어)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는 조선족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조선족의 민족문화가 포함된 내용이나 조선어를 병기한
형태로 연변교육출판사가 제작한 ‘한어’(중국어) 교과서가 사용됐다. 교과서 명칭 변화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모국어로서 중국어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읽힌
다. 대학입시에서 소수민족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중국 내 지역들이 확대되는 추세와 맞
물리면서, 조선족 학교에서 수학, 역사 등의 교과서를 조선어 교재가 아닌 중국어 표준 교
재를 채택하는 경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조선어문 교과서는 여전히 연변교육출판사가 만들고 출판하
면서 굳건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1-2022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초, 중, 고)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속표지가 삽입된 것이 눈에 띈다. 교과서 차례 앞
에 “우리나라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입니다.”로 시작되는 짧은 글이
모든 교과서에 일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중화민족대가정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가통용문자”인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조선어문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푸퉁화 정책의 영향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출판
된 조선어문 교과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조선족의 교육위기에 관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축적되었다. 다만, 가시적인 요인(연변 자
치주 내 조선족의 (학령)인구 감소, 한족 학교로의 진학 학생 증가, 조선어문 교사 부족, 한
어와 조선어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들은 민족교육으로서 조선족 교육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7),
조선어문 교수․학습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 조선족의 실제적인 민족 정체성 양상
을 조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조선어문 교과서를 매개로 한 연구들은 텍스트와 교
육 목표 등을 바탕으로 조선어문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특히 조
선어문 교과서의 텍스트 선정 및 구성을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위기, 조선족 사회의 변화
와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8)나 조선족의 복합적인 정체성, 조선어문교육에 대한 역할을 조선
어문 교과서 구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9), 비교를 통해 조선어문 교과서의 변화를 분석

6) 박초영, ｢조선족 디아스포라 정체성 교육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
술회의 자료집 재외동포와 다문화,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9, 235-246쪽.
7) 리광일, ｢연변 조선족 중학교 조선말 교육의 실태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6(2), 국제한국언어문화학
회, 2009. 박금해, ｢조선족중소학교에서의 민족정체성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대안모색｣, 역사문화연구
 (41),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12. 김해영, ｢연변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
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사상연구 28(1), 한국교육사상학회, 2014. 임형재․김효신, ｢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 중국어 교수의 도입｣, 국제어문 (65), 국제어문학회, 2015. 김영수, ｢
조선어문 교육과 사용의 현황과 과제｣, 중국조선어문 2015(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5. 등
8) 김경훈, ｢조선족 초중 ≪조선어문≫ 교재 연구－소설과 시 교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황규수, ｢中國 朝鮮族 ｢조선어문｣의 南北韓 小說 受容 樣相과 統合 ｢국어｣
編纂의 한 方案 考察｣, 어문연구 3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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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10) 등은 조선어문 교과서를 통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와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을 제시해준다. 다만, 이들 연구는 조선어문 교과서와 교육에 대한 종합
적인 이해가 목표이기에,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조선어문 교과서 구성의 외재적인 변인으
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조선족과 조선어문교육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
려할 때, 조선어문 교과서와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상호 영향 관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
다. 즉, 조선어문 교과서가 교수․학습 실천을 통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형성 및 변화를 추
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어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소재, 표현, 관점 등은 문제적일
수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어문 교과서 전체의 장르별, 작품별 수록 양상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면서도 재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재, 내용을 중심으로12) 2021-2022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와 2007-2011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13)를 비교하고자 한다.
9) 김영, ｢중국 조선족 중학교 문학교육 현황 고찰-조선어문(新編, 2014～2016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오현아․오지혜․진가연․신명선, ｢재외동포 현지 교과로
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77), 국어국문학회,
2016. 등
10) 황규수, ｢북한 고중 국어 및 문학과 중국 조선족 조선어문 수록 시의 비교 고찰｣, 새국어교
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이영태․박향란, ｢중국 조선족 고중(高中) 신편(新編) 《조선어문》소
재(所載) 고전시가의 양상과 특징 - <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임칠성․류마리아․元爱莲, ｢2014년 심사 전후 『조선어문』 어휘의 계량언어학적 비교 연구 - 조
선어 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등
11) 이홍매(2012)에서는 조선어문 교과서에 수록된 “조선족 소설 작품에서마저 ‘조선어 구어’를 기피 대
상으로 하고 대화에서 한국어 어투를 사용하는 것은” 조선족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어에 대한 자긍심
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488
쪽)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에는 조선어문 교과서의 구성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제돼 있다. 이홍매,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 연구 -조선족 초급중학교 『조선어문』에 수록된 조선족
작품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12)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나타난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을 두 가지 범주에서 분석하였다. 하나는 조
선족(인)이 중국 등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거주한 역사를 표상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의
뿌리인 조선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수용하는 양상 부분이다.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문제, 중
국 내 다른 민족과의 차별점, 조선족의 문화적 연속성,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 문제 등이 이들 두 범
주의 표상에 관여한다. 또한 이 두 범주는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에 모두 존재하면서도,
그 표상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13) 이 연구는 2021-2022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의 특성을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위기의 측면에
서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현재의 위기는 위기의 현재와 과거의 비교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
는 지점이 있기에 2021-2022년 판을 2007-2011년 판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 대
상으로 삼은 학교급 초중(중학교)과 고중(고등학교) 조선어문 교과서이다. 고중은 필수와 선택 가운데
필수로만 한정하였다. 비교 지점으로 삼은 2007-2011년은 소수민족 정책적 측면, 조선족 사회의 측
면, 조선어문교육의 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후진타오 집권 후기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문화(소수민족 문화 포함)의 세계화가 강조됐다. 또한
이 시기는 한중수교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기로서, 조선족 사회 구성원이 조선족 사회의 위기를 종
합적인 시선으로 성찰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 위기와
대응의 측면에서 두 시기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2007-2011년은 조선어문 교육
의 체계화가 단행됐던 시기이기도 하다. 2004년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조선족학
교 조선어문과정표준이 2007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조선족고급중학교 조선어문과정
표준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 개편은 두 가지의 큰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중
국이 2004년부터 펼쳤던 신과정개혁(新課程改革)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몇몇 과목의 편중에서
벗어나는 것과 선택과목의 배정, 그리고 학생 소질평가의 대학입시 반영” 등의 지향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어문≫ 교과서 소재 시가에서 중국문학, 한국문학, 외국문학의 작품 수의 증가
와 장르의 확장으로”(이영태․박향란, 2010: 209쪽)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의 교류이다.
이 교육과정에는 한국의 7차 교육과정(1997년)을 참고해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 구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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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어문 교과서의 담론적․정책적 배경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다양한 민족 정체성 표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담론이 형성된 맥락과 최근의 조선어문 교과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담론의 자장과 조선어문 교과서의 특수성

조선족의 정체성은 이중성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이중성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2000년대에 나타났던 조성일 선생과 황유복 선생의 논쟁이다. 조성일 선생은 조선족을
“중국 공민이며 중화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조선반도의 국민과 동일선상에 있는 조선민족”이
라고 정의하고, 황유복 선생은 조선족을 “조선민족집단(族群)의 한 부분에 소속되며, 우리는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14)이라고 정의했다. 전자가 국가와 민족의 두 가지
범주를 나누고 이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며 이를 조선족의 이중성으로 설명하는 반면 후자
는 국가와 민족을 상위와 하위의 관계로 논의하며 이중 범주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라는 하
나의 범주에 귀속된 소수민족으로 설명한다.15)
추후 진행된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이중성이 병렬이나 귀속의 관계로 해소되지 않는
다는 점이 전제되어 왔다. 병렬, 공존의 관점은 통합․창조와 분리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확
대되며 새롭게 규정되어 왔다. 우선 통합․창조의 관점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이중성은 조선족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 조선족문화를 ‘변연문화’, ‘다원화된 문화’, 북한과 한국
의 ‘문화중개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지만 조선 문
화적 요소로 인해 중국 한족의 문화와도 다르고, 중국 문화적 요소로 인해 다른 한민족들과
도 다른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통합 논의
는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중국 내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통합 전략이 될 수도 있고16), 조선족 사회의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민족 정체
성의 순수성을 고집하기보다는 중국문화 습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통합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17) 이처럼 조선족 사회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문화적 이중성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통합의 담론에서 민족 정체성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
분리의 관점에서는 조선족 정체성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민족 정체성과 호환할 수 없는
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된다(김기창․정상섭, 2011). 소련․북한과의 친연성 속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어문
교육이 2004년을 기점으로 중국, 한국, 북한 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민족 정체성 표상의 과제를 수
행해야 했던 것이다. 2007-2011년 교과서가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발산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표상한
산물이라면, 2021-2022년 교과서는 중국 정책 등의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수렴적으로
표상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두 시기의 교과서를 비교
해 보고자 한다. 이영태․박향란, 앞의 글, 2010. 김기창․정상섭, ｢조선족 소학교 국어 교육과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비교 연구(1)－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14) 황유복, <조선족정체성에 대한 담론>, http://www.ckywf.com/blog/read/huangyoufu/62956/0/0, 2009.8.31. 검색
일자: 2022.6.12.
15) 강진웅,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
회학 46(4), 한국사회학회, 2012, 113-114쪽.
16) 김호웅,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2010.
17) 김강일, ｢조선족사회 문화성격과 민족정체성｣,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평화번영과 재외한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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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성과 독립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남북한을 통합하고 한반도를
넘어 탈영토화된 종족을 포괄”하는 대범주의 민족 개념과 달리 “중국 국가/국민 정체성의
귀속과 이로 인해 한민족의 범주에서 분리된 모순된 상황에서 조선족만을 의미하는”18) 소
범주의 민족 개념으로 조선족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과 조선족을 같은 민족
혹은 한반도의 문화가 이식돼 형성된 민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형성한 개별성의 측면에서 조선족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민 정체성과 조선족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한 관점도 있다. 조선
족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기에 국가와 종족19) 사이의 역동성,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조선족의 정체성을 “중국 국가에 의해 부여된 종족성에 근거해서 자신에
게 유리한 특정의 경험을 선별하고 의미를 전환시키면서”20) 형성해 온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다. 이처럼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에 끼치는 국가의 영향력을 단선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조선족의 선택과 결정,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 종족성에 대한 다양한 위상 부여 등 국민 정
체성과 조선족의 정체성을 ‘상호 긴장 관계’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21) 한편 국민 국가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글로벌 시대에 전 세
계적으로 확산하며 새로운 삶의 패턴을 형성한 ‘글로벌 조선족’, ‘동아시아 조선족’22)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폐쇄된 민족 정체성의 프레임에서 조선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
역과 생활공간을 초월한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23)을 점치는 것도 가능하다.
조선어문 교과서에 표상된 조선족의 정체성은 앞서 살펴본 조선족 정체성 담론의 자장에
있지만, 그 특수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한반도의 국민국가 단위에서 모색되
는 민족 정체성과 변별되면서도 혼효한다. 이제까지 연구의 관점을 본다면, 조선족의 정체
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 혹은 북한이라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국민 국가와의 관련성에서 벗
어나 그 독자성을 읽으려는 지향과 한민족 공동체로서 조선족과 한반도 문화의 공통성을 찾
으려는 지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분리되기 어렵
다.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조선민족의 문화, 혹은 조선족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역사․문화가
나타나고, 이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상하는 기
호체가 되기도 한다. 조선족과 한반도의 민족이 공통의 문화 자원을 공유하더라도 조선족이
그 가운데 선별하고, 재해석하고, 조직해서 드러내는 민족 정체성은 조선족에 의해 변용된․
구성된 민족 정체성이며, 이는 중국 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일면이 된다. 물
론 조선족의 정체성은 국민 정체성,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의 정체성의 일면과도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이

18) 강진웅, 앞의 글, 101-102쪽.
19) 종족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은 모두 ethnic group, ethnic identity에 해당한다. 다만 이 둘을 구분
해서 쓰는 연구들에서 보면, 후자가 민족국가 단위에서 논의되는 민족 정체성이라면, 전자는 민족국
가 경계 밖에서 민족과 국가가 불일치 하는 상황에서 모색되는 민족 집단의 독자적인 정체성의 의미
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0)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
연구소, 2001, 63쪽.
21) 강진웅, 앞의 글, 117-124쪽,
22) 최우길, ｢조선족 정체성 다시 읽기: 세 차원의 의식에 관한 시론｣, 재외한인연구 (34), 재외한인학
회, 2014, 118-122쪽.
23) 허명철, ｢조선족공동체와 정체의식｣, 통일인문학논총 (5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3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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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이유로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을 한반도와 동질화하거나 혹은 절연시키
는 관점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선어문 교과서는 민족의 언어문화 교육이라는 목표를 지니면서도, 국민 정체성
형성이라는 목표를 지니는 국정교과서라는 점 때문에 국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역학 관
계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민족 정체성을 통해서 중국
국민 공동체로서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하며,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민족 정체성의 특
수성을 구체화하기도 하며, 중국 국민 정체성이 허용․요청하는 범위 안에서 민족 정체성을
선별하거나, 이질화된 민족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거
나, 때로는 국민 정체성과 배치되는 민족 정체성을 표출하기도 하는 등 역동적인 양상이 나
타난다. 이 때문에 국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난다. 민족 정
체성이 국민 정체성으로 대치되거나, 국민 정체성의 틈새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혼성성으로
민족 정체성이 나타나기도 하고24), 중심과 주변의 관계 등으로 공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에 주목해서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과 타협하거나 경
합, 경쟁하는 양상을 살펴봐야할 것이다.
셋째,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민족 정체성은 변화한다. 조선어문교육은 조선족 사회에서 민
족 정체성 유지와 수호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문화
역시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기가 쉽다. 그러나 “특정한 시․공간에 머물지 않고 구체화되고
활성화된 기억”25),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향한 지향”26)으로서 중국의 동북 지역 조선인,
조선족이 겪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해방 이전의 문학, 문화 등은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하
게 변주되며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수록된 작품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같은 작품도 어떠한 학습활동과 목표, 해당 시기의 공통적인 지향 속에서 어떻게 다
른 방식으로 민족성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중국 소수민족 교과서 정책(2019-2011년)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국가통합 차원에서의 민족대단합이 전면 강화되었다. 시진핑 정부
의 국정 장기 목표인 ‘중국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은 56개의 민족을 중국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국족 즉, ‘중화민족’으로 단결시키는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 문화, 사회 전 분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27) 공고화를 위한 ‘사회주의 핵심가치
관’28) 사상학습이 강화되었고, 교육 정책에서도 이념 학습과 애국심 고양이 강조되고 있
24) 윤의섭, ｢1950-60년대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27, 현대
문학이론학회, 2006. 박지혜, ｢윤림호 소설의 민족의식 표출양상과 의미｣, 현대소설연구 (33), 한국
현대소설학회 2007.
25)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 작품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8), 한중인문학회,
2006, 176쪽.
26) 이성천, ｢중국 조선족 문학에 ‘고향’과 ‘민족’의 표상-해방기와 건국시기 리욱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357쪽
27)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주조할 것(铸牢中华民族共
同体意识)”을 제기했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은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와 당헌에 공식 기록되었
다. 이후 민족사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시주석의 발언이 반복됐다.
28)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시진핑 집권을 알리는 제18대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중국식 사
회주의 가치관으로 총 12개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국가 가치관’, 자유, 평등, 공정, 법치의 ‘사회적 가치관’, 애국, 직업정신, 성심과 신용, 우호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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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그런데 교육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소수민족지역의 민족어로 된 자체
교과서 관리와 ‘푸퉁화’ 교재 사용 확대, ‘삼과통편교재’의 점진적 사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
서 제도 개혁이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민족어 교육이 실시되어왔다. 민족자치와 함께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민족어 교육은 민족어 보존은 물론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발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출판
되는 교과서들을 일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통용문자인
‘푸퉁화’ 보급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 체계 개혁의 필요성은 시진핑 집권을
알리는 당 18대 이후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고 2017년 교육부 교재국(敎材局)과 교재위원회
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후 2019년에는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재관리방
법(中小学教材管理办法)>을 내놓았고, 같은 해 국가교재위원회는 소수민족지역 내 국가통용
어 교재사용의 점진적 추진과 ‘삼과통편교재’ 사용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담긴 <전국 대중
소 교재건설계획(2019-2022)>(이하, 계획)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소수민족지역 내 교
과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초중등 소수민족언어 교과서 관리가 강화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반포한 《초중등
소수민족문자교재관리방법(中小学少数民族文字教材管理办法)》(이하 방법)에 따르면, 민족언
어 교재 편찬의 총괄, 지도, 관리, 감독을 교육 행정부가 주관하여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소
수민족 어문교재 및 기타 과목의 번역(편역)판 교재 심사 또한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특히
개정판 편찬과 번역(편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교과서에 융합하고, 중화민족의 공
통역사를 구현한 전형적 인물과 생생한 이야기를 발굴, 각 민족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올바
른 국가관·역사관·민족관·문화관·종교관을 확고히 확립하도록 교육하며, 위대한 조국, 중화민
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끊임없이 증진해야”하고(3장
9조), “소수민족의 어문교재는 중앙의 교육 공작과 민족공작에 관한 최신 정책 결정과 통편
어문교재(统编语文教材) 개정 주기에 따라 즉각 수정되어야한다.”(12조)30)고 적시하고 있다.
둘째, ‘삼과통편교재(三科统编教材)’ 편찬과 소수민족지역으로의 확대 적용이다. 이번 교과
서 개혁의 핵심은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푸퉁화’ 교재 보급과 특히 ‘삼과통편교재’ 사용에
있다. ‘삼과통편교재’란, 도덕‧법치(고교는 사상‧정치), 어문, 역사, 이 세 과목의 교과서를 국
가가 통일적으로 편찬한 국정 교과서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통일적으로 조직하
고 편찬한 도덕‧법치, 어문, 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일반 고교에서는 2019년부터 사용
해왔다. 소수민족지역에서도 2019년 발표된 <계획>에 따라, 국가통용언어 교재의 단계적
사용이 권고되었을 뿐 아니라 ‘삼과통편교재’ 사용 시기 또한 확정되었다. 기존에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민족중소학한어과정표준(의무교육)>에 따라 민족어를
‘어문’ 즉, 모어로 배우고 푸퉁화는 ‘한어’ 즉, 제2언어로 학습해왔다. 그러나 <계획> 실행에
따라, 현재 전국 11개 민족성(자치구)에서 통편교재 사용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족이 집거한 헤이룽장, 지린성은 2020년 가을학기부터 채택하고 있다.31) 소수민족지역
적 가치관’으로 분류된다.
29) 시진핑 정부 1, 2기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공봉진,김창경, ｢시진핑 시대 중국 교육정
책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65, 2020 참고.
30) 教育部关于印发《中小学少数民族文字教材管理办法》的通知(검색일: 20220618)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2110/t20211015_572561.html
31) <国家统编教材助力民族地区教育质量提升—基于相关民族省（自治区）的调研>, 中国教育新闻网(2022.04.16.)
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6/t20220614_697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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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편교재 사용 시행 이후, 지역 내 반응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사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중국교육신문에 실린 <국가통편교재가 민족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다: 관련 민족성(자치구)에 기초한 조사연구>는 민족어로 된 교재와 통편 교재를 비교하며,
민족어 교재의 집필 수준이 낮고 시대정신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이념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민족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필자가 근거
로 든 교재의 작품 선택에서 경전성이 부족하고 그 민족의 민간 고사와 전설이 시대성이 강
하지 않다는 점은 그 평가 기준이 모호해 설득력이 떨어진다.32) 또한 ‘삼과통편교재’의 경
우, 국가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강한 사상, 역사, 어문 세 과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 외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주조한 국민 만들기의 사상 강화
목적이 깔려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시진핑 집권기 전격 추진된 교과서 제도 개혁은 민족어 교과서 입지를 축소시켜
소수민족 정체성의 유지, 보존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족의 경우에도 어문
교과서 교육은 지속되고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신판, 구판의 제재, 내용 변화 분석이 보
여주는 바와 같이, 민족‘어’ 교육의 명맥을 이어갈 뿐 민족 고유의 정체성 표상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3.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의 변화 양상
1) 조선족의 이주와 거주의 역사
(1) 민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의 길항 관계: 항일전쟁

중국 거주 조선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해방을 쟁취해야 하는 조선민족의 사명을 중국 내
에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 조국과 중국과의 관련성이 항일전쟁의 목적과 실행 전반
에서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중국 조선족이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항
일전쟁 역사를 통해 중국 공민으로의 위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1910년 국
권피탈 이후 시작된 동북 지역을 근거지로 한 항일투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1930․40년대에
중국공산당과 조직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활동
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의 항일전쟁사 역사가 형상화되는 것이다.33) 중국 조선족에게 항일
전쟁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국민성과 조선민족으로의 민족성의 관계 속에서 설명
돼야 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조선어문 교과서의 구판(2007-2011)과 신판(2021-2022) 모두 항일전쟁을 제재로 하거
나, 항일전쟁에 관한 서술을 일부 담고 있는 텍스트들이 [표 1], [표 2]34)와 같이 존재한
32) 위의 기사.
33) 최병우(2009)에서는 조선족은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항일 투쟁의 역사를 서사화하는 전략을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족은 그들의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설화하는데 이는 “그들 자신의 체험
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망각함으로써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민족 정체성을 획득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513쪽)” 최병우,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511-514쪽.
34) [표 1]～[표 16]에서 교과서는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중학교에 해당)의 경우 7～9학년의 숫자와
상․하 로 구분하고, (필수)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고등학교에 해당)의 경우 1～4권의 숫자와 ‘고’의
약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표 1]～[표 16]에서 목록화한 글들은 제목과 주제의 측면에서 적합한 작품
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일부라도 관련된 서술이 있는 경우와 암시적으로 해당 내용을
표상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폭넓게 포함했다. 또한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예문으로 실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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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일전쟁 서술 전체의 분량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판에서는 항일전쟁이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에서 자주 노출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매개물로서 항일전쟁의 표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할 때
주요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항일전쟁에서의 아군으로 포함되
는 집단들이 누구이며, 아군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항일전쟁의
정당화 논리로서 항일전쟁의 목적과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중국 내 항일전쟁은 다양한
민족과 이념이 다른 집단들이 연합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아군으
로 연합하게 하는 어떤 논리가 필요했다.

[표 1] 항일전쟁(2007-2011년)

구분
8-상
8-상

작가
조기천
김룡익

9-상

조성일

고-3

김호웅

고-4

임범송

국적
북한
북한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표 2] 항일전쟁(2021-2022년)

작품
영남이
눈빛
민요 “아리랑”
불굴의 투혼김학철선생
자연미의 민족
색채

구분
7-상
7-상
7-하

작가
손리
빙심
륙정일

국적
중국
중국
중국

8-상

-

-

8-하

리설

고-1
고-3
고-3

손리
모순
진목

고-3

리성권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작품
백양전에서
조그마한 귤등
로산계
목단강에몸을던
진 여덟 녀용사
벗을 사귐에
련꽃늪
풍경이야기
땅
태항산맥은 바
래지 않다
자연미의 민족
색채

첫째, 아군의 표상이다. 구판에서 조선민족 이외에 다른 아군의 형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
다. ‘영남’, ‘철호’(｢영남이(백두산)｣), 처녀유격대원 ‘무명 씨’와 ‘장숙’(｢눈빛｣), ‘연변조선족
인’(｢자연미의 민족색채｣)이 등장한다. 반면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
는 항일전쟁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양상은 다양하다. 우선, ｢벗을 사귐에｣, ｢목단강에 몸
을 던진 여덟 녀용사｣, ｢자연미의 민족색채｣의 경우 독자가 작품 외적으로 조선족을 연상시
킬 수 있는 정보(작가가 조선족이거나, 조선족(인)이 포함된 팔녀투강(八女投江)에 대한 지
식 등)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주로 상징적인 진술)과 관련 지어 조선족(인)의 항일전쟁
을 연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풍경 이야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지칭되지 않은 소수민족
전체가 항일전쟁에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련꽃늪｣, ｢땅｣처럼 소
수민족과의 관련 짓지 않고 항일전쟁을 중국 전체의 역사, 인민의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는
예도 있다.
둘째, 항일전쟁의 목적과 의미이다. 구판에서는 한반도 조국의 독립과 제국주의에 대한
계급적․민족적 국제주의적 항전이라는 두 가지 의미역이 공존하며, 특히 전자가 분명하게 드
러난다.35) 그래서 동료의 죽음 앞에 철호는 “끝까지 싸우라! 조선독립 만세!”(｢영남이(백두
작품, 작가명이 명시되지 않은 작품, 설명글, 기사문 등도 포함했다. 작가의 국적은 교과서에 명시된
대로 분류하되,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맥 혹은 외부 정보를 동원해 추측할 수 있을 때는 국적을 표기
하되 괄호로 처리하고, 어려울 때는 ‘–’으로 표기해 비워두었다. 중국 조선족의 국적은 중국이지만,
별도의 주목이 필요한 대상이기에 ‘중국 조선족’으로 표기하여 변별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교과
서에는 ‘조선’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해방 전의 조선 민족 문화와 겹쳐서 의미가 혼동되기 때문에 ‘북
한’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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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를 외치고, 김학철 선생은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항일투쟁에 투신한다.
(｢불굴의 투혼｣) 북한 지역의 조선어를 사용하는 항일유격 혁명 동지 ‘장숙’의 비극적 죽음
과 거룩한 희생이 그려진다(｢눈빛｣). 한편, 구판에서는 항일전쟁이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적
계급 전쟁이자, 피압박 민족의 전쟁이라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의전쟁”에
대한 서술 부분이 그렇다. 8학년 상권 제2단원의 단원학습 안내 부분에는 정의적인 전쟁과
비정의적인 전쟁이 구분되어 있다.(48쪽) 이러한 구분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권이 모택동으
로 바뀐 뒤, 강조된 정의(正義)전쟁론과 궤를 같이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정의 전쟁은 일체
의 진보를 저해하는 행위에 저항하며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전쟁이며, 모택동은 항일전쟁을 정의전쟁으로 격상하면서 “중국 자신의 민족혁명전쟁은 물
론이고 이를 지원하는 제3국의 전쟁도 정의전쟁에 포함”한다.36) 구판의 항일전쟁 관련 글
에서는 ‘조국으로의 조선’과 조선의 독립이 우선적으로 분명히 표시되면서도 국제주의적 차
원에서 항일전쟁의 당위성이나 항일전쟁과 공산주의 이념의 친연성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
다.
반면 신판에서 항일전쟁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차원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항일전쟁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했던 전쟁이라는 점이다.
｢백양전에서｣,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 ｢태항산맥은 바래지 않다｣의 시작 부분
에는 해당 글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목표와 배경 지식 등을 전달하는 소개글이 있는데 이곳
에서 항일유격투쟁과 동북항일연군의 항일전쟁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전쟁이었음을 분
명히 밝히고 있다. 국제주의의 맥락에서 항일전쟁은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피압박민족, 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한 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의 글에
서 여덟 용사의 민족명이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안순복’과 ‘리봉선’이 조선족(인)이라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이 글의 본문에서는 ‘조국과 독립을 위하여 전사하는 것’을
동북항일연군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의 독립은 한반도 조선 혹은 피압박 민족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조선’의 독립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전사의 순
간 동북항일연군은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를 외치며, <국제가>를 합창한다. ‘세계반파쇼전
쟁’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항일전쟁 참여의 의미가 설명되는 것이다. 구판에서는 아군에 조
선인 이외의 다른 민족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지만, 신판에서는 아군에 조선인을 특별
히 드러내기보다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하는 모습을 드러내 국제주의적 항전의 의미를 분명
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애국주의의 맥락에서 항일전쟁은 설명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토, 땅의 보위 의식이 나타난다. 제국주의자들과 싸운 중국의 민족영웅들은 “한치
의 땅이라도 침범당해서는 안될”(120쪽), “자기의 육신처럼 귀중한 조국의 령토”(120쪽)를
수호하려고 했고(｢땅｣), 중국의 소수민족은 각자 다른 풍습을 지니면서도 중국 영토와 하나
가 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며 이들은 “항일전쟁시기에 국내 각 민족이 단결하여 항일하
는”(40쪽) 내용을 담은 영화 ≪변강의 풍운≫의 잠정적 주인공이 된다(｢풍경이야기｣). 서로
다른 민족이더라도 이들은 혁명동지로서 조국을 수호한 ‘벗’(｢벗을 사귐에｣)이다. 적군의 일
본군은 구체적인 생활 터전을 공격하고 훼손하며 인민들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한 항일투
35) 중국 조선족 작가인 조성일이 쓴 ｢민요 “아리랑”｣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신아리랑을 설명하면
서, “전통적인 애정주제와 항일투쟁의 주제를 재치있게 결부시”(179쪽)켰다고 적고 있다. 항일투쟁이
조선민족의 문화 양식으로 노래된 것이다.
36) 유용태, ｢현대중국의 正義戰爭論의 형성과 전개—항일전쟁에서 항미전쟁까지—｣, 중국근현대사연구
(92), 중국근현대사학회, 2021,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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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벌인다.(｢백양전에서｣, ｢련꽃늪｣)37)
신판에 있는 글 가운데 조선인의 정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태항산맥은 바래지 않다｣
는 국토 의식의 측면에서 구판에 있는 항일전쟁 표상과 흥미로운 비교점이 된다. 우선 구판
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전투 가운데서도 보천보전투(｢영남이(백두산)｣)를 배경으로 하는데
반해 신판에서는 호가장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천보전투는 동북항일연군
소속인 김일성 부대가 함경북도 보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전투로 알려져 있다. 보천보전
투는 중국 공산당이 확대 개편한 동북항일연군의 항일무쟁투쟁이지만, 전투가 행해진 곳의
특성상 한반도 조선의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지켜낸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 반면
호가장전투는 중국 화북지역 태항산 일대 호가장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력부대인 팔로
군과 조선의용군가 연합하여 벌인 전투로서, 전투가 행해진 곳의 특성상 중국의 땅과 인민
을 지켜낸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 “기념 장소는 대체로 기념 대상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기
념 주체의 정체성과 해당 장소의 영토성을 확인시키는 장소로 선정된다.”38) ｢태항산맥은 바
래지 않다｣에서 호가장 마을에 있는 조선족의 <항일문학기념비>와 그 근처에 있는 <원시현
애국주의교양기지> 간판이 말해주듯이, 이 글에서 조선의용군의 헌신은 중국 인민을 보호하
기 위한 애국주의 전쟁의 의미를 강력하게 지닌다.39) 신판에서 항일전쟁은 중국 지역에서
치러진 조선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의미를 상실한다.40) 신판에서 말하는 ‘조국’은 한반도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며, 공산주의 이념과 국민 정체성의 차원에서 항일전쟁의 당위성이 명
시적으로 설명된다.
(2) 조선족의 특수성: 모빌리티, 자생력과 자부심
조선족은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월경(越境)과 천입(遷入)을 통해 유입된 민족으로
한반도에 조국이 있음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었다. 조선족에게 모빌리티와 거주국에서
자생했던 능력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는 중국
내 다른 민족과 다른 조선족의 고유성이나 뛰어남을 설명하는 일과도 연결된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조선족의 모빌리티를 이동과 정착의 양상, 고향에 대한 인식, 최근 20～30년에

37) 빙심의 ｢조그마한 귤등｣과 륙정일의 ｢로산계｣는 항일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글의 소
개 부분에서 글의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을 ‘항일’을 관련 짓고 있다. 국민당의 부당함(‘소극적으로 항
일’)과 공산당의 정당함, 정의로움(적극적으로 ‘항일하기 위해’)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38) 김신정, ｢윤동주 기억의 담론화 과정-연변의 집단 기억과 조선족 정체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학회, 2014, 72쪽.
39) 조선의용군의 활동 목표를 중국의 애국주의의 맥락으로 치환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조선의
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한 데는 “중국공산당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그들과의 연계
를 강화하는 한편, 해방 후 독립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모색한다고 하는 조선의용대 창설 이래 한
인 민족해방 운동가들의 숙원을 실현”(장세윤, 2007: 67)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해방 전까지 조
선의용군은 “조국해방을 위해 무장 투쟁을 하는 항일무장투쟁 단체(조양환, 2018: 155)”로의 정체성
을 지니고 있었다. 장세윤,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한국근현
대사연구 (4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67쪽. 조양환, ｢해방 후 (1945년 이후) 조선의용군의 정체
성과 재만 조선인｣, 군사연구 (146), 육군군사연구소, 2018, 155쪽.
40) 임범송의 ｢자연미의 민족색채｣는 주의를 요하는 글이다. 제목과 필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
의 삭제와 수정이 빈번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구판의 글에서는 “장백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장백산맥
은 항일투쟁의 성지로, 근거지로 되여 혁명의 영웅업적을 남기였으며”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만, 신판의 글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렇지만 구판과 신판 모두 “귀중한 청춘도 목숨도 바
친 의로운 사람들의 피로써 붉어졌다는 진다래의 민족정신”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어서 조선족
의 역사로서 항일전쟁을 간접적으로는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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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조선족의 해외 및 도시로의 이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동과 정착의 양상이다. 구판에서는 조선족이 되기 이전 시기에 조선인이 동북지
역으로 이동한 양상이나 이동의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탈출기｣에서는
1920년대 간도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인의 기대와 그 기대가 좌절되고 빈곤이 지속되는 현
실을 그리고, ｢불굴의 투혼｣에서는 김학철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 조선의 원산에서 태어나
항일 운동을 위해 상해로 이동한 과정이 나타나 있다. ｢정판룡선생｣에서는 정판룡 선생의
역사를 통해 1931년에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1939년에 만주로 이사와 타향살
이를 하며 광복을 맞이했고 연변대학에서 수학한 역사가 나타나 있다. ｢연변｣에서도 할아버
지로부터 아이들로 이어지는 연변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 이처럼 생계와 독립 운동을 위해
동북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인)의 역사가 구판에는 드러나 있다.
신판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은 수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착했는지를 담고 있는 글은 수록됐다. ｢자연미의 민족색채｣는 구판과 신판
모두 수록된 글이지만 개작 양상이 발견된다. 구판에서는 “(인용자: 장백산맥은) 이 땅에 뿌
리를 내리고 이 땅을 개척하고 보위한 연변인민들의 빛나는 력사”(51쪽)라고 되어 있지만,
신판에서는 “장백산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여 이 땅을 개척하고 보
위한 연변인민들의 빛나는 력사(강조는 인용자)”(10-11쪽)라고 되어 있다. 신판에서는 ‘중
화민족의 일원’으로 뿌리 내렸다는 점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땅｣에서는 중국인들이 해외
로 이주하면서도 고향의 흙, 중국 땅의 흙을 가져는 등 지극한 국토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
았다. 신판에서는 조선족이 뿌리내린 공간, 중국에 대한 소속을 분명히 하며 조선족의 모빌
리티를 “국가 귀속에 따른 중국의 소수민족 집단 성원들의 해외 이동과 정착의 시각”41)으
로 보는 관점도 나타난다.
둘째, 고향에 대한 인식 양상이다. 구판에서 조선족의 고향은 “떠나온 고국의 고향”으로
표상된다. 석화는 ｢어머님생각｣에서 “고향은 멀고멀어서 천만리 아득해도/어머님 사랑 끝없
어 이 몸을 안아주오”라고 노래하며, 리삼월은 ｢접목｣에서 “먼 이웃/남의 뿌리에서/모지름
을 쓰면서 자랐다”라고 노래한다. 반면 신판의 작품들은 ‘떠나온’ 고향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룡남의 ｢고향생각｣에서는 고향은 정든 사람들이 있던 추억의
고향으로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김성휘의 ｢내가 만약 물방울이라면｣의 경우 세
심한 관찰을 요한다. ‘작품’과 ‘단원 구성’ 사이의 괴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작품 상으로
보면,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팔간 집’이 있는 고향이다. 팔간 집은 조선민족의 전
통적인 초가나 와가가 8칸으로 구성된 집을 뜻한다. 이 때문에 시에 등장하는 “어머니조국”
이나 “내 고향 형제들 땀”은 한반도 고국 혹은 조선족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만 팔간 집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며 이 작품 바로 뒤에 “우린 모두 한가족 이름은 중
국/ 수많은 형제자매 경치도 좋다네”로 시작하는 ｢위대한 중국｣이 배치된다. 이런 단원 구
성은 ‘어머니조국’, ‘내 고향 형제들 땀’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자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가 조선족의 모빌리티를 인식할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
셋째, 최근 20～30년에 나타난 조선족의 해외 및 도시로의 이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글은 구판과 비교해서 비슷한 양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구판에서는 “지난해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출국수속을 해주고 몇 달 사이에 벼락부자로 된 이웃”의 태도를 통해 이웃간의
정이 상실된 인정세태를 그리고(｢사랑의 바구니｣), 멀리 “이국타향”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41) 허명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공존의 인간학 (3), 전주대학교 한
국고전학연구소, 202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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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을 노래하는(｢별｣) 등의 글이 수록되었다. 신판에서는 “출국하신 아버지가 달마다
돈”을 부치고,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며(｢어머니, 좀 쉬세요｣), 아버지의 실직
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어머니는 출국해서 돈을 벌고 남은 가족들은 콩나물을 키우며 희망
을 버리지 않는다(｢콩나물행진곡｣). 구판과 달리 신판에서는 조선족의 해외 및 도시 이주로
인한 위기와 고통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는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선족의 모빌리티(2007-2011년)

구분

작가

7-상

석화

7-상

-

7-하

석화

7-하

류연산

7-하
8-하

학생
작품
학생
작품

9-상

박화

고-2

최서해

고-3

김호웅

고-3

리삼월

고-4

임범송

국적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해방전
조선)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표 4] 조선족의 모빌리티(2021-2022년)

작품

구분

작가

어머님생각

7-상

김성휘

사랑의 바구니

7-하

조룡남

연변

7-하

-

정판룡선생

9-상

박화

별

고-1

선물
산향의 샘물

고-3

학생
작품
진목

고-4

임범송

국적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중국
조선족

작품
내가 만약 물
방울이라면
고향생각
어머니, 좀 쉬
세요
산향의 샘물
콩나물행진곡
땅
자연미의 민족
색채

탈출기
불굴의 투혼김학철선생
접목
자연미의 민족
색채

한편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족에게는 이주한 거주국에서 생존하는 능력으로서 자생
력과 거주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족의 자생력과 자부심의 표상은 [표 5], [표 6]과 같이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나타난다.
우선, 자생력의 측면에서는 조선족 자생의 역사를 표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구판에서는 중국 사회의 역사적 변천과 질곡 가운데 살아남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적극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 조룡남의 ｢옥을 파간 자리｣와 림원춘의 ｢몽당치마｣는 반우파투쟁과 문화
대혁명 시기에 중국 조선족의 환난과 극복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관련 인사들의 복권이 이루어졌지만, 구판에서는 학습활동과 작품 설명에서 조선족 집단이
중국 사회에서 겪은 수난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42) 반면에 신판에서는 집단의
차원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조선족의 수난과 극복의 역사가 드러나 있다. ｢내 마음 속의
위인-아버지｣는 1950년대에 조선족 농촌 집거구에서 태어난 조선족 아버지의 일생을 아들
의 시선으로 쓴 전기문이며, ｢콩나물행진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족 사회의 가정 해체
42) ｢몽당치마｣는 구판에서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 전후의 사회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민속적
인 화폭을 펼쳐보이면서 생활속에 얼기설기 얽힌 인간 관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79쪽)”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판에서는 이 설명이 없다. 또한, ｢옥을 파간 자리｣의 경우 “22살인 1957년
에 우파모자를 쓴후 4살, 시정받게 되는 1979년까지 조룡남시인은 참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101쪽)와 같은 표현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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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그 극복 과정을 담고 있다. 신판에서는 조선족 사회에 있음직한 가상적 인물의 일화
를 통해 조선족의 자생력을 보여주지만, 이들 서사는 조선족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의 문화
적 기억으로 자생의 역사가 되기에는 글에 나타난 중국 역사․사회와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이
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43)
[표 5] 조선족의 자생력,

[표 6] 조선족의 자생력,

자부심(2007-2011년)

자부심(2021-2022년)

구분
7-상

작가
-

7-하

조룡남

7-하

석화

7-하

류연산

7-하

-

8-하

학생
작품

고-2

장정일

고-2

림원춘

고-2

조룡남

고-3

리삼월

고-3

김호웅

고-4

임범송

국적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작품
천지(전설)
진달래- 불이
붙는 봄

구분
7-상

작가
-

8-하

김경석

연변

8-하

-

정판룡선생

9-상

자랑스러운 우
리 말과 글

고-1

파

고-3

독서- 행복의
샘을 파는 일

학생
작품
학생
작품
림원춘

국적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고-3

-

-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몽당치마
옥을 파간 자리

작품
천지(전설)
씀바귀
내 마음 속의
위인-아버지
파
콩나물행진곡
몽당치마
론리학 기초지
식_연역추리의
리해와 응용(
1)44)
자연미의 민족
색채

접목
불굴의 투혼김학철선생
자연미의 민족
색채

다음으로 조선족이 갖는 자부심은 조선족의 자생력, 모빌리티와 깊은 관련이 깊다. 이 자
부심은 조선족이 갖는 특수한 조건들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주해 뿌리를 내린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거나(｢연변｣, ｢접목｣ 등), 한반
도와 중국의 경제․문화를 매개할 수 있는 조선족 사회의 강점을 드러내는(｢독서-행복의 샘
을 파는 일｣ 등)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선족
의 발전을 위한 헌신 (｢정판룡선생｣ 등)과 오랜 역사 동안 지켜왔던 조선민족의 문화(｢자랑
스러운 우리 말과 글｣, ｢파｣), 험한 바위 틈새에도 자라나는 진달래처럼 “붉고 강한 생명력
과 남먼저 일찍이 피여나는”(51쪽) 조선민족의 특색(｢진달래-불이 붙는 봄｣ 등)이 뒷받침되
었기 때문이다. 신판에서도 조선족이 갖는 민족적 특색이 드러나고 있다. ‘장백산문화, 진달
래문화’로 표상되거나(｢자연미의 민족색채｣), 모두 살 곳을 찾아 떠나가도 “이름없는 산야에
/고스란히 뿌리 내리고” 살아가며 인생의 철리를 깨달은 씀바귀의 표상(｢씀바귀｣)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구판과 비교해서 신판에서는 조선족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을 직접
43) ｢몽당치마｣는 구판과 신판에 모두 수록됐지만, 구판에 있던 “이 소설의 민족적특색은 어떤데서 집중
적으로 표현되고있는가?”(79쪽)라는 학습 활동, 즉 자생의 힘으로서 민족적 특색, 민족적 정체성을 찾
는 학습 활동이 신판에는 없다. 신판의 조선어문 교과서는 소설의 기능을 학습하는 자료로서 ‘인간사
회’ 전체의 일반성 측면에서 몽당치마를 소개하고 있다.
44) 여기서는 논리적 추리의 오류를 찾는 예문으로 이러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족은 근로하고
례절이 밝다. 그는 조선족이다. 그러므로 그는 근로하고 례절이 밝다.”(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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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조선족의 문화의 고유성과 역사
성 역시도 구판과 비교해서 추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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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민족 문화의 계승과 수용
(1) 조선민족 문화의 역사성: 해방 이전의 문학, 민족 문화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조선민족 문화를 표상하는 해방 이전의 문학과 조선민족 문화에 대
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조선민족 문화에는 조선족이 신중국에 편입되기 이전의 문화와 그
문화의 계승과 창조의 역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의 끝에 조선족의 현재
가 위치한다. 즉,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나는 조선민족 문화는 현재의 조선족 문화의 기원
을 설명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방 이전의 문학과 언어, 풍습 등의 민족
문화 가운데 어떤 부분이 선택됐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조선족이 선택하고 구성한 민족 정체
성의 일면을 살펴보는 일이 된다. 해방 이전 시기 문학은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의 문학으로
나누고, 민족 문화는 언어, 풍습, 정신․자연 문화로 나누어 보았다.

[표 7] 일제강점기 전 문학(2007-2011년)

구분
7-상

작가
-

7-하

양사언

태산이 높다 하되

7-하
7-하
7-하
7-하
7-하
8-상
8-상
8-상
8-상

김천택
리직
정철
성삼문
리숙량
김학송
최영
김종서
남이

8-상

-

잘 가노라 닫지
까마귀 검다 하고
이보소 저 늙은 이
이 몸이 죽어가서
부모님계신제는부모인줄~
태산에오르며
록이상제 살지게 먹여
삭풍은 나무끝에 차고
장검을 빼여들고 백두산에
고봉에 오르라 부르는 소
리-양사언의 시조 “태산
이 높다 하되”를 읽고서
나비야 청산 가자
민요 “아리랑”
청산은 어찌하고 만고에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이 몸이 죽고죽어
오우가
춘향전
한산섬 달 밝은
오백 도 지를 마로
산 에 눈이 오니
청산별곡
량 전
별곡

8-하
9-상
9-하
9-하
9-하
9-하
9-하
9-하
9-하
9-하
고-2
고-2
고-4

조성일
리황
정철
정몽주
윤선도
리순신

길재
신흠

박지원
정철

[표 8] 일제강점기 전 문학(2021-2022년)

작품
해와 달(전설)

구분
7-하
7-하
7-하
8-상
9-상
고-2
고-2
고-2
고-2
고-2
고-2
고-2
고-2
고-2
고-2
고-2
고-2
고-3
고-4
고-4

작가
양사언
정철
김천택
김학송
윤선도
정철
정몽주
성삼문
황진이
리직
박

작품
태산이 높다 하되
이고 진 저 늙은이
잘 가노라 닫지

태산에오르며

오우가
별곡
이 몸이 죽고
이 몸이 죽어서
청산리 계 야 쉬이
가마귀가 검다 하고
가마귀 눈비 아
오백 도 지를 마로
내해 다
방석 내지 마라
마음이 어
이니
한손에
고
강호사시가
심청전
어머님 마음( 심곡)
춘향전

관동

벽수
팽년
맞
길재
년 읍 필
변계량
좋
한호
짚
서경덕
린후
우탁
막대 잡
맹사성
회
-

년 읍 필
촌
반
관동

[표 7],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이전의 문학은 갈래와 주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갈래 상으로는 구판과 신판 모두를 보면 설화, 시가(민요, 고려
가요, 시조, 가사 등), 소설(판소리계소설, 한문소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두 시기 모두 시
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신판의 경우 전체적인 작품 수도 줄었지만, 한문소설, 민
요, 고려가요 갈래의 작품이 사라져서 갈래의 다양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판에
서 고려가요로 수록된 ｢청산별곡｣에서는 중국의 정곡(正曲)과 다른 “조선의 고유노래”(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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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별곡(別曲)의 갈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구판에서는 중국 문화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도 고유성을 지닌 조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제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의 작품군이 수록됐다. 하나는 반봉건의 해방 정신
의 전통을 표상하고 있는 작품군이다. 구판에서는 “봉건사회말기 몰락된 량반들의 처지와
당시 사회계급관계의 변화, 봉건적 신분제도의 와해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18-19
쪽)주는 ｢량반전｣과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노래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인민들의 생활”과
“중세기질곡(발전을 억누르며 자유를 얽매는 고통을 주는 상태나 환경)으로부터의 개성해방
의 지향”(179쪽)을 담고 있는 “20세기 이전의 구 아리랑”(｢민요 ‘아리랑’｣), 그리고 “자유롭
고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바라며 악한자는 징벌을 받고 선한자는 불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근로인민의 지향”(162쪽)을 담고 있는 ｢해와 달｣ 전설은 구판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조선민
족의 반봉건 해방 전통이다.
신판에서는 ｢춘향전｣에서만 민족 해방 전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구판에서도 ｢춘향
전｣이 있었는데, 신판에서는 양반통치계급(변학도)에 대한 인민(춘향)의 투쟁을 주제로 하는
작품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이들 작품은
사회주의 해방 전통의 유산이라는 맥락에서 선택되고 해석된 조선민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조선어문교육은 사회주의 해방 전통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선민족 문화를
통해 입증하는 셈인데, 이들 작품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조선족에게 조선민족 문화가 갖는
가치와 위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옛사람들의 사상, 정서, 혹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작품군이다. 구판에서는 위국충절의 정신을 담은 작품(｢이 몸이 죽어가서～｣, ｢삭풍은
나무끝에 차고～｣ 등), 효․노인 공경 정신을 담은 작품(｢이보소 저 늙은 이～｣, ｢부모님 계신
제는 부모인줄～｣ 등), 정진․끈기의 정신을 담은 작품(｢태산이 높다 하되～｣, ｢청산은 어찌하
고 만고에～｣ 등), 물아일체․은일의 정신을 담은 작품(｢산촌에 눈이 오니～｣, ｢나비야 청산
가자～｣) 등이 수록돼 있다. 신판은 구판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구성이지만, ｢청산리 벽계수
야 쉬이～｣,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한손에 막대 잡고～｣ 등의 작품처럼 인간의 솔직하
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 수록된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주제는 교훈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에 교육 자료로서 손색이 없으나 다양한 맥락에서
해당 작품 선택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해외 및 연안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조
선족 집거구가 해체되면서 조선족 사회에 발생한 가정 및 세대 간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효․노인 공경의 전통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족이 다른 소수민
족과 다른 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지런함과 끈기, 효 문화 등을 이들 작품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조선어문교육의 맥락에서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
신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도덕과도 호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봉건사회에서 군주에 대한
충성과 우국의 정서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꼭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조선어문교육의 맥
락에서는 애국주의의, 조국애의 주제로 호환될 가능성이 있다. 수록된 시조는 조선족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조선족의 특수성과 중국 국민으로의 보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신판에서는 시조 전반의 작품 수가 감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본 제재, 혹은
단원의 보충 학습에 수록돼 있던 구판에서와 달리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시돼 그 위상이 축
소된다. 또한 조선족의 특색으로 삼았던 효, 끈기, 부지런함 등이 신판에서는 전국 도덕 모
범, 그러니까 중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도덕 모범으로서 소개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1학년 고급중학교교과서에는 전국 대표로 뽑힌 도덕 모범 인물들을 조선족의 설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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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음력설야회》에 초대하는 신문기사와 효성을 지닌 요족 람련청의 이야기, 효
자 형제 왕도와 왕파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신판에서는 효, 노인 공경 등이 조선족만의 특
색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과 공유할 수 있는 중국 국민의 덕목으로 나타난다.

[표 9] 일제강점기 문학(2007-2011년)

[표 10] 일제강점기 문학(2021-2022년)

구분
7-상
7-상
7-상
8-하
8-하
9-상
9-상
9-상
9-상
9-상
9-하
고-1
고-1
고-2
고-3
고-4

구분
7-상
9-상
고-1

작가
윤 주
김소월
윤 주
김소월
리상화
김소월
박 양
윤 주
최서해
조성일
윤 주
김소월

동
동
팔
동

동
홍명희
최서해
리기영
김소월

작품

새로운 길
엄마야 누나야
소년
접동새
빼앗긴 들에도봄은오는가
초혼
진달래-봄의선구자를노래함
참회록

작가
김소월
박 양
김소월

팔

작품
진달래꽃
진달래-봄의선구자를노래
진달래꽃

함

담요
민요 “아리랑”
서시
진달래꽃
림 정
탈출기
고향
기

꺽

풀따

조선족에게 일제강점기 조선민족 문학은 반제국주의 혁명 전통의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판에서는 “나라를 잃은 울분과 설음, 빼앗긴 국토 회복의 념원과 자유로
운 로동에 대한 갈망”(125쪽)을 담고 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통치시기 조
선인민들의 날로 심해가는 비참한 생활”(138쪽)을 반영하고 있는 ｢담요｣, “전통적인 애정주
제와 항일투쟁의 주제를 재치있게 결부시”(179쪽)킨 20세기 이후에 창작되고 전승된 “신아
리랑”(｢민요 “아리랑”｣), “1920년대 조선인민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생활 감정을 그린”(35
쪽) ｢탈출기｣, “식민지시대 일제에 의한 조선농촌의 황폐화와 몰락한 농민이 로동자”(112
쪽)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고향｣, “조선 식민지시대 발표된 력사소설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99쪽) ｢림꺽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작품처럼 일제강점기와의 관련성을 명시적으
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윤동주의 작품들도 이 전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의
작품 가운데 ｢초혼｣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님과의 리별에 비겨”(3쪽) 그
린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성이 부각되지는 않았
다.
그런데 신판에 보면 구판의 다양한 작품들이 대거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
서 살펴보았던 조선인의 항일투쟁 기록이 축소되는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아닌 조국, 국토의 상실과 회복의 염원을 담은 작품은 신판이 강조하는 중
화민족대가정의 애국주의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 배경을
드러내는 소설보다는 역사적 배경 없이도 수난과 극복의 이야기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박
팔양의 시 ｢진달래-봄의 선구자를 노래함｣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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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민족 문화(2007-2011년)

구분

작가

결

7-상

김옥

7-하

-

7-하
7-하
9-하

-

고-4
고-4
7-상
7-상
7-상
7-상

병

사랑스러운 우
리말
자랑스러운 우
리 말과 글
바르고 고운 말
주시경선생
세종
민족문화의 전
과계
르 말과 가
르랑말
가정교 의 어
제와 오
설
월단오
추석의민속 이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
민요 “아리랑”
탈여가의 문화
녀 심청, 불
녀 심청
가정교 의 어
제와 오
설
민요 “아리랑”
민족문화의 전
과계
탈여가의 문화
자연미의 민족
색채
강산을 아서
박연
를
아서
자연미의 민족
색채

대왕
리기백
통 승
으렁
고종석
육
김태길
늘
전숙희
5
최상수
놀
리 도

7-상

-

9-상
고-4

조성일
리 태
학생
작품

7-상

작품

규

길
전숙희

7-상

김태

7-상
9-상

조성일

고-4

리기백

고-4

리 태

고-4

임범송

8-상

강학태

8-상

-

고-4

임범송

규

효
효

문화
종류

찾
폭포 찾

구분

작가

작품

7-상
7-상

학생
작품
-

딸각! 슬기
언어례절을지켜야

7-상

-

7-상
7-하
8-상
8-하
9-상
9-하
고-1
고-2
고-3
고-4
고-2

성삼문

7-상

-

고-2

-

고-3
고-4

-

고-4

임범송

8-상

-

고-4

임범송

7-상

언
어

풍

습

육
늘

통 승
금

[표 12] 민족 문화(2021-2022년)

정
신

바르고 고운 말
성구나 속담을
사용하여말하기
언어교실( )
언어교실( )
언어교실( )
언어교실( )
언어교실( )
언어교실( )
조선말교실( 4)
조선말교실( 4)
조선말교실( 4)
조선말교실( 4)
이 몸이 죽어서
다양한 체를
해 정보
하기(사물 이)
론리학 기초지
식( 2)
론리학기초지식
론리학기초지식
자연미의 민족
색채
장백산을 아서
자연미의 민족
색채

×6
×6
×6
×6
×6
×6
×
×
×
×
매
수집
놀

통

×

찾

문화
종류

언
어

풍

습
정
신
자
연

자
연

다음으로 [표 11], [표 12]에서처럼 조선민족 문화를 언어, 풍습, 정신 문화, 자연 문화
의 측면에서 구판과 신판에서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족 문화
가운데서도 ‘언어’는 조선족에게 민족 정체성 유지 및 수호의 가장 강력한 표지이다. 그런데
이 조선어에 대한 태도가 구판과 신판에서 명확하게 차이를 보인다. 구판에서 조선어는 가
치 있는 민족의 언어로서의 위상을 지녔다. 그래서 조선어를 만든 세종대왕은 애민 정신과
자애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세종대왕｣) 보수주의적 유학자에 맞서 새로운 전통을 창조
한 위인이다(｢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조선어는 과학성과 체계성을 갖춘 뛰어난 민족의
언어이며(｢자랑스러운 우리 말과 글｣), 이런 조선어를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지키고 계승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이다(｢사랑스러운 우리 말｣, ｢주시경선생｣). 또한 언어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가치 태도가 반영된 사회적 실천 행위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으르
렁말과 가르렁말｣). 신판에서는 조선어에 대한 지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교과서의 매 단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언어교실’, ‘조선말교실’에서는 어원, (조선말) 속담, (한자어) 성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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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신판의 ｢딸각! 슬기｣, ｢언어례절을 지켜야｣, ｢바르고
고운 말｣의 글에서는 무분별한 외래어 대신 고운 조선어를 사용하고, 예절 바르게 조선어를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판과 같이 신판에서는 조선어 사용의 가치를 전제하고
있지만, 학습자에게 조선어가 민족의 언어이기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는
다.45)
둘째, 문화 풍습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면서, 민족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
러낼 수 있는 문화 양식이기도 하다. 구판에서는 ‘설’, ‘단오’, ‘추석’의 명절과 함께 이때 즐
겼던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강강수월래’, ‘씨름’ 등의 다양한 민속 문화에 대한 설
명글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이런 문화 풍습은 ‘우리 조상의 훌륭한 정신’, ‘미풍량속’, ‘정성
과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의 문화 풍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글들이 모두 삭제됐다. 대신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수집하기>
의 실습 예시로서 ‘조선족의 전통놀이’인 <새해맞이 사물놀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
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논리학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단원 보충 학습의 예시로서
근대 이전의 조선민족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혼례, 생일잔치 등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풍습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구판에서처럼 민족 문화로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조선민족
문화 풍습에 대한 글은 사라졌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로 소개되는 ｢북경의 설명절｣
(9-상)이 수록돼 있다.
셋째, 정신문화에는 조선민족의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사상 등이 포함된다. 구판에서는
조선민족의 정신문화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단히 움직이며 일하는 근면한 노동관(｢
탈여가의 문화｣),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정신(｢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저항적이고 정감적
인 민족문화(｢민요 ‘아리랑’｣) 등뿐만 아니라 심청전에 나타나는 효 문화를 비판적으로 계승
하려는 태도(｢효녀 심청, 불효녀 심청｣)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의 정신
문화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었다. 구판에도 있었던 ｢자연미의 민족색채｣에서 조선족의 정신
문화를 ‘장백산문화 진달래꽃문화’로 명명하면서 진달래의 성질을 근거로 민족성을 설명하
고 있다. 그런데 구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구판의 ｢자연미의 민족색채｣에서 ‘한족’
과 ‘조선족’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민족성으로 설명했었는데 신판의 ｢자연미의 민족색채｣에
서는 ‘한족’으로 표시됐던 부분이 ‘중국인민’으로 교체됐고(11쪽), ‘조선족’을 한족과 구분해
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족의 정체성이 중국 국민 정체성으로 대체되는 일은 조
선족에게는 오래된, 익숙한 일일지 몰라도, 해당 글에서의 범주명 변화는 통일된 국가 정체
성으로의 귀속 경향이 강화되는 신판 조선어문 교과서 전반의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변화로
읽혀야 할 것이다.
넷째, 민족문화로서 자연 문화를 표상하는 방식에서도 구판과 신판의 차이가 확인된다.
구판에서는 북한에 있는 “자랑찬”(9쪽) 금강산(｢금강산을 찾아서｣)과 “조국땅”(30쪽)에 있
는 박연폭포(｢박연폭포를 찾아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신판에서는 조선족의 자연 문화로
서 ‘장백산’만을 포함하고 있다.(｢자연미의 민족색채｣)
종합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구판과 비교해 신판에서 일제강점기 문학의 반제국주의 혁명
전통과 일제강점기 전 문학의 반봉건적 해방 전통이 그 양과 질 측면에서 위축된 양상을 확
45) 신판에서 시조 <이 몸이 죽어서～>의 소개글에서 성삼문이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한 조선의 문
신”(152쪽)이라는 설명이 등장한다. 구판에서는 세종대왕의 전기문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을
설명했었는데, 신판에서는 부가 설명도 없이 훈민정음 창제를 간략하게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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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민족의 문화를 가시화하고 다른 문화와 구별 짓고 가치화하는 일
에 소극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 속에서 조선족 학습자는 중국 내
에서 조선민족 문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조선족의 역사적 현재를 이해하고 탐색할 기
회가 줄 것이며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 조선민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도 희미해질 우려가 있
다.

(2)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해방 이후 북한 및 한국과의 관계

조선민족 문화는 다양하게 분화되는 문화이다. 이는 조선족의 문화이면서도 북한과 한국
의 문화이기도 하고, 따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해방
이전의 문학이나 문화의 경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해방 전통의 맥락에서 해
석하고 인용하고 있더라도 이념적 차이가 분화되기 이전이기에 텍스트의 동질성이 확보되었
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사회와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각 나라에 귀속된46) 조선민
족의 문화는 이질적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은 북한과 한국과 어떤 공통점
을 선별하고 구성하며 조선민족 문화 공동체로서 관계를 표방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이 관
계는 교과 내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
에 공유 양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가의 국적 귀속을 근거로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공통성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 한다.47)
북한과의 문화 공유 양상은 [표 13], [표 14]에서 볼 수 있다. 구판의 조선어문 교과서는
북한과 고국, 조선민족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전통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
선, 고국 및 조선민족과의 관련성을 지니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북한 작가가 쓴 글은 조
선민족의 항일전쟁(｢영남이｣, ｢눈빛｣)을 표상하였고, 조선의 민족 문화 가운데서도 자연 문
화(｢금강산을 찾아서｣)48)와 언어 문화(｢주시경선생｣)를 공유하고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은
46) 글쓴이를 한국과 북한(조선)으로 귀속하는 일은 분류하는 사람, 집단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영역
이다. 태어난 곳,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 등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국적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표기된 분류
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7) 조선족에게 한국은 조선족 사회의 위기를 유발하는 대립적 관계(임추락․이해영, 2021)를 형성하기도
하고, 조선족의 사회․문화의 변화를 촉발하는 영향 관계(양문규, 2001)를 형성하기도 한다. 조선족에
게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향이자 이념을 공유하는 형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김광희(2018)
에 따르면, 조선족은 인민지원군으로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휴전 후에 북한에
남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휴전 이후에도 북한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서 조선
족이 입북하는 사례가 많았다. 1960년대 초에는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1960년대 말에는 민족정
풍운동의 영향으로 북한으로 조선족이 대거 이주했다. 북한과는 정치․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했고,
1950년대까지도 조선족 사회에서는 북한을 고향, 조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로 중국이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중
국 조선족과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여전히 변화 중이며, 복합적인 관계 양상을
지니고 있기에, 교과서에 나타난 평면적인 공통성만을 확인해서는 이들 관계를 해명하는 데 역부족이
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표상된 관계성이 조선족 학생들의 조선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는 점에서 최소한의 어떤 문화적 공통성을 전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필요할 것이다. 임추락․
이해영,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재결집｣, 한국학연구 (61), 인하대
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양문규, ｢중국 조선족의 한국 현대문학 인식 및 향후 수용 전망｣,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001. 김광희, ｢1949～1962년 중국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민족정체성｣, 한국학연
구 (5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48) ｢박연폭포를 찾아서(8-상)｣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글을 쓴 작가의 이름과 국적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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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의 유년 시절 성장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주경야독하며 정진했던 민족의 위인들로
을파소, 온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표 13] 북한 작가(2007-2011년)

구분
7-하
7-하
8-상
8-상
8-상
8-하
9-상
9-하

작가
-49)
강학태
조기천
김룡익
김상오
박 양
정성

팔
훈

[표 14] 북한 작가(2021-2022년)

작품
주시경선생
모아 태산
강산을 아서
영남이
눈빛
나의 조국
진달래-봄의선구자를노래
미래를 위한 초소

티끌
금 찾

구분
7-상
7-하
9-상
9-상

작가
조기천
-50)
박 양
정성

팔
훈

작품

흰 바위에 앉아서
티끌 모아 태산

함

진달래-봄의선구자를노래
미래를 위한 초소

함

다음으로 사회주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도 수록하고 있다. 카프 문학의 전통을 잇
는 박팔양의 ｢진달래―봄의 선구자를 노래함｣은 일제강점기 민중의 수난이 갖는 의미와 해
방의 예언적 미래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정성훈의 ｢미래를 위한 초소｣도 사회주의 조국
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 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 작품은 고국으로의 북한뿐
만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 정체성과도 호환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김상오의 ｢나의 조국｣에서는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서도 잊을 수 없는 고향,
고국이 나타나 있다. ‘수령님이 찾아준 우리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 원작의 표현을 바꾸어
‘당이 찾아준 우리의 삶’으로 일부 개작한 흔적이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위대하신 수
령님’의 표현도 남겨두고 있어서 고국으로서 북한을 드러내면서도 사회주의 전통으로의 보
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나치게 특정 인물을 미화한 부분을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판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북한과 고향, 조선민족 문화를 공유하기보다는 사회주
의 이념을 공유하는 관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고향, 고국으로 북한을 암시하는 작품들
은 모두 교체되었고, ｢티끌 모아 태산｣만이 남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
하는 양상도 구판과 신판은 차이를 보인다. 신판에서는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더라
도 북한의 특유한 정치 체제를 연상시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양상을 보인다. 조성
훈의 ｢미래를 위한 초소｣는 구판에도 수록되었지만, 신판에서는 일부 개작 양상이 나타난
다. “비록 오늘은 30여명에 불과한 꼬마대오이지만 이제 멀지 않는 래일 저 대오속에서 위
대한 조국에 끝없이 충직하는 공화국의 영웅(강조는 인용자)”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비
록 오늘은 30여명에 불과한 꼬마대오이지만 이제 멀지 않은 래일 저 대오 속에서 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영웅”으로 바뀌었다. ‘공화국’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또한, “나의 머리에
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
는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부분은 신판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또
한 남아 있는 작품들은 함축성이 강해서 북한 사회에 한정된 사회주의 이념의 특수성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의 보편성을 드러내기에 수월한 작품들이다.
한국과의 문화 공유 양상은 [표 15], [표 16]에서 볼 수 있다. 구판의 조선어문 교과서는
수가 없어 제외하였다.
49) “이 글은 조선 《아동문학》 1963년 7월호에서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88쪽)을 근거로 하
였다.
50) 신판 “이 글은 조선 《천리마》1966년 2월호에서 선택하여 일부 수정하였다.”(22쪽)라고 표기되어 있
다. 구판에서는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 작가로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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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조선민족 문화, 과거와 현재의 세태, 도덕적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조선민족
문화의 경우 자연 문화를 제외한 언어 문화(｢세종대왕｣,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으러렁
말과 가르렁말｣), 문화 풍습(｢설｣, ｢가정교육의 어제와 오늘｣, ｢추석의 민속놀이｣ 등). 정신
문화(｢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탈여가의 문화｣ 등) 전반을 공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타
난다. 조선어문 교과서 구판에는 이념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한
국과 조선민족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으로 조선족과 한국인은
묶이며, 때로는 조선민족명이 ‘한국인’으로 표시되며 호환되기도 한다(｢탈여가의 문화｣). 반
면 신판의 조선어문 교과서에서는 한국과 조선민족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조선민족
문화에 관한 기술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때문이겠지만, 이 때문에 한국과 조선족이
공유하고 있던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양상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구판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세태와 도덕적 주제를 담은 한국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웃 간, 가족 간의 정과 정성, 절약 등의 가치가 남아 있던 과거51)를 그린 글(｢사랑
이 있는 생활｣, ｢보이지 않는 선물｣, ｢마음의 보름달｣ 등)과 더 나아가 그런 가치들이 현재
에는 사라졌음을 아쉬워하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글(｢설｣, ｢닭알의 꿈｣ 등)이 수록돼 있
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우리의 친구 텔레비죤｣, ｢정보사회와 인간생활｣ 등)
도 한국 작가의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구성은 한국과 조선족 사회가 서로 다른
이념과 사회 체제를 가지고 생활해 왔지만, 과거와 현재에 유사한 세태 풍습을 지니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의 글들에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한국이라는 배경 없이도 수용될 수 있는 도덕적인 주제가 담겨 있다. 반면에 신판에
서는 이러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글이 수록돼 있지 않아,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폭
이 구판에서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구판의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한국과는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공유할 수 있는
민족 문화나 도덕 가치의 공통점을 만들고, 북한과는 사회주의 이념, 고국이나 고향의 이미
지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신판에서는 이들과 공유하는 지점이 축소되고 조선민족의 특수성
보다는 이념이나 가치의 보편성을 공유하는 변화되었다.

51)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구판에 실린 한국 작가의 글 가운데는 과거에 가난했던 한국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글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마음의 보름달｣, ｢내 생에 가장 따뜻한 날들｣, ｢닭알의 꿈
｣, ｢가난한 날의 행복｣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00년대 조선족 사회가 낯설게 마주했던 한국 사회의
현재를 이해하고, 접점을 만들 방법으로 60～70년대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수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판에서도 ｢틀이｣, ｢마음의 보름달｣과 같은 글에서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지만, 구판
에 비해 확실히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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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한국 작가(2007-2011년 판)

구분
7-상
7-상
7-상
7-상
7-상
7-상
7-하
7-하
7-하
7-하
8-상
8-상
8-상
8-하
8-하
8-하
8-하
8-하
9-상
9-상
9-상
9-상
9-상
9-상
9-하
9-하
9-하
9-하
9-하
고-1
고-1
고-1
고-2
고-3
고-4
고-4
고-4

작가
리영
영자
전숙
박문하
김태
최상
박
조 화
(신경림)
리철
리남호
정 종
도
김
미숙
리시
리철
정진권
김
김
김기태
박
리 배

희
허
희
길
수
동규
병
환
현
안현
현승
홍
형
환
동환
규
동규
창
안수길
김춘수
정호승
김동길
리은성
리병도
리은영
법정

작품
사랑이 는 생
행복
설
약손
가정교 의 어제와 오
추석의 민속 이
보이지 않는 선물
해마다 봄이 되면
해바다
마음의 보 달
문학작품의 상
모 순간이꽃봉오리인 을
우리가 눈 이라면
달음
신호등
복 은성
불
작은 운 장의 가르
산 머 남 에는
눈 로 는
비
우리의 구
비
내 생 가장
한 들
생 의기
일하는 행복
꽃
내가 사랑하는 사
성 과실
( 의보 )
세종
의
무소
정보사 와 인간생
가난한 의 행복

있 활

육

놀

늘

동

름
감
든
것
발
깨
축받 격
반디
동 큰 침
너 촌
으 씹 껌 텔레 죤
친 텔레 죤
애 따뜻 날
활 쁨

람
공 패
집념 동 감
대왕
닭알 꿈
유
정범모
회
활
김소운
날
피천득 수필
리규태 탈여가의 문화
리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고종석 으르렁말과 가르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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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한국 작가(2021-2022년 판)

구분
7-상
7-상
7-하
8-상
8-하
9-하
고-1
고-2
고-4

작가
박성룡
정채봉
리철
류경
정호
박 서
류 진
기문
(윤춘 )

환
환
승
완
안
반
병

작품

풀잎
별명을 찾아서
마음의 보름달
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꼴지에게 보내는 박수갈채
지란지교를 꿈꾸며
유엔사무총장 취임연설
어머님 은혜(노래)

4. 나오며
조선어문교육은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정합성과 공통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
다.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담론이 조선족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
하는 역할을 조선어문교육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7-2011판과 2021-2022판 조선 어
문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차이가 발견된다.
항일 전쟁 표상의 경우, 구판의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의 자장에서 설명될 수 있는
항일전쟁을 조선족의 역사로 표상함으로써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표면에 드러냈다. 조선
족의 민족정체성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이 곧 중국 공민으로의 당위성을 보증해주는 증표가
되었다. 반면 신판 교과서에서는 조선족의 특별한 역사로서의 항일전쟁 표상은 사라지고,
소수민족 일반이나 중국 인민의 역사로서의 항일전쟁 표상이 나타난다.
모빌리티와 자생력 표상의 경우, 구판에서는 한반도로 이주해 정착한 역사가 나타나 있지
만, 신판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중화민족으로 귀속된 역사가 강조되고 있다.
‘떠나온’ 고향의 상징이 신판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자생력의 표상도 구
판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조선족 집단이 겪었던 수난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
로써 민족의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신판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으로서 조
선족 가정과 개인의 경제적 수난과 극복기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민족 문화의 역사성 측면에서도 구판에서는 조선민족의 혁명․해방 전통의 문학 작품
을 발굴하고 해석하며 조선민족 문화가 갖는 사회주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민족문화
에서 입증하려는 양상을 보였다면, 신판에서는 기존에는 조선민족의 특수성로 표상됐던 문
화적 가치들이 다른 소수민족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 문화로 나타난다. 조선민족의 문화 측
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띈다. 구판에서 언어는 민족어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었다
면, 신판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판에서 문화 풍습은 조선민족의 것이었
지만, 신판에서는 중화민족의 것으로 나타난다. 구판에서 정신문화는 조선민족의 특수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노동관, 민족성 등이 강조되었지만, 신판에서는 이들 부분이 대거 삭제
되었다.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측면에서는 구판에서는 북한과 사회주의 전통과 조국, 민족문화를
공유하였지만, 신판에서는 민족적 색채,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보편 가치를 북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구판에서는 한국과 조선 민
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신판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 조선민족의
문화를 연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가치를 담은 내용을 한국 작가
의 글로 공유하고 있다.
이들 변화를 종합하면 최근 2021-2022년 판 교과서에서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고유성
을 상실한 채 중국의 국민 정체성에 귀속․잠식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물론, 2007-2011년과
2021-2022년은 대략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기에 이러한 변화를 급격한 변화로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또한 조선어문 교과서를 실제로 가르치고 배우는 어문교육 현장에 대한 조
사연구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어문 교과서의 변화만을 두고 조선어문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족에게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과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 적응하는 과제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감지된 변화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으로 민족 통합․융합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오는 와중에도 조선족은 조선어문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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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국민 정체성과 타협하고 경쟁하고 교섭하며 민족 정체성을 탐색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2021-2022판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조선민족’의 기표는 남아 있지만, 민족이 상징하
거나 지향하는 기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2000년대 초중반 한중수교 등으로 인해 조
선족 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 섰을 때, 조선족의 교육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
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조선족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
럽지만, 위축과 회복을 반복했던 조선족 민족교육의 역사를 떠올린다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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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지역문화유산과 지역활성화전략
예동근(부경대학교)
1. 들어가면서
본 발표는 주최측의 요청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학술회라
고 하여 선뜻이 발표를 수락하였다. 발표제목 요청도 주최측이 지정한 것인데 나름대로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목으로 볼 때 두 가지 키워드이다. 하나는 과거형으로 민족+지역이 갖고 있는 혹은 꼭
지켜야 할 자산(전통, 정체성, 문화, 역사 등 포함)이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미래와 연결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어야
한다.
조선족인구는 200만정도이다.(중국의 최근 센서스조사는 180만정도로 집계되었지만) 집
중 거주지역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3성에 산재하여 있으며 90년대 이후 중국
의 연해도시로, 한국, 일본, 미국 등 일부지역에 집거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
들어 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화유산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선족의 역사도
160년이 넘고, 과경전의 역사를 포함하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인구규모를 보면 유럽
의 작은 국가인 룩셈부르크보다 인구규모가 3배 이상이며, 그 면적도 16배 이상이다. 인구
규모와 집거지의 면적 등 외관으로만 보아도 조선족문화유산으로 할 얘기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가 산업시대에서 문화시대로 넘어가면서 문화생산, 문화소비가
경제발전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문화는 지연경제, 지연정치로 연결되고 새로운 “창조경제”의
장을 만드는 동시에 “갈등구조”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문화유산을 분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조선족”을 단순히 중국의 소수민족, 한반도의 디아스
포라에 제한하여 “에스닉문화유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발표는 조
선족의 지역문화유산을 다양한 시각에서 넓은 저변에서,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높은 차원에
서 접근해야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문화유산을 평화의 자원, 인류의 자원으로 환원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
2.조선족 지역문화유산의 중첩성과 다양성
문화유산이란 개념은 본래 “인류의 공동자산”이 핵심부분인데 국가문화유산, 지역문화유
산, 역사문화유산, 기억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전통문화유산 등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고
확장되면서 본의 아니게 “문화갈등”, “문화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조선족은 그 갈등구조의 경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갈등에서 자주 표출되고
있다. 김치사건, 올림픽 한복사건, 민속명절, 윤동주시인 등 다양한 “문화자원”전쟁에서 찢
어지고 상처를 입어면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의 한복사건만 보아도 문
화 혹은 문화유산을 지나치게 국가, 혹은 특정집단의 “소유물”로 인식할 때 “문화”의 이동
성, 공유성을 홀시하게 되면서 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
을 조선족이 향유하는 문화, 문화유산을 조선족의 “100%소유권”으로 인식시키는 장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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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속가능하고 장기발전, 인류문화
의 공유란 시각에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발표는 조선족의 역사와 지역특징, 문화전승에 고찰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지역활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 문화유산을 사례로 들면서 이 담론을 확산시켜보
고자 한다. 사례발표 전에

조선족 지역문화유산의 중첩성과 다양성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

고자 한다.
1) 조선족 지역문화유산의 중첩성.
‘문화’는 인간의 생산양식, 생활방식의 결과물로써 다양하고 중첩적인 행위와 사고양식이
반영되고 있다. 조선족은 1860년경 이주하기부터 1980년대 때까지 농업위주로 농경생활을
유지하였다. 집단이주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집거하면서 문화의 정착화, 지속화되었다. 중
국 동북지역의 농업생산양식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긴 겨울철을 보내야 하기에 농망
기와 농한기가 선명하다. 농력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에 따라 형성된 문화는 상대적으로 안정
되고 중복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란 특정한 지역에서 독특한 지역에서 주지기적으로 지속
됨으로써 한국 등 국가의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조선족문화유산은 다양화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상징성이 주도.
1980년대 이후 동북지역의 경제가 낙후하기 시작하고, 남부지역연해도시를 중심으로 개
방화, 한중수교 등 정치, 경제적 변화로 연변조선족자치지역은 하나의 거대한 “소비도시”로
변화되면서 농업과 서비스업이 발전함으로써

조선족문화의 외형에는 큰 변화들이 나타났

다. 농촌인구들이 외국과 도시로 진출하면서 중국의 주류문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문화, 도시아파트 생활을 중심으로 도시생활이 주요형태를 갖게 되면서 조선족의 문화는 전
례 없이 다양하여 졌다. 하지만 농업시대에 남겨 놓은 문화유산은 사라지게 되고, 재현되는
문화유산은 ‘박물관화’되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문화가 아니라, 기억장치로 재현가치로 복
제화되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그럼 연변조선족자치구 창립 70주년을 기념할 때 조선족에 남은 상징적인 문화유산들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주류가 되어 재현되고 있었는가? 조선족은 농경문화, 도시문화, 외국
문화가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지만 상징성을 인정받은 것은 국가주도의 정치
문화이다.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의 전시물, 학교의 교과서, 관광과 전통이 결합된 민속촌 등
상징적 장소와 재현물들이다. 당연히 음악, 무용, 미술, 집단체조, 대형공연, 연변축구를 비
릇한 스포츠, 민속놀이 등도 포함되고 있다. 일부는 중국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아 국가급
작가, 예술가, 국가급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있다. 그만큼 조
선족의 생산양식, 생활방식, 여가와 전승받은 문화 및 만들어진 전통을 포함하여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조선족의 문화유산을 “에스닉 자원화”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것은 피동적인 “인정”과 “피인식화”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족의 문화유산은 조선족이 주체가
되면서 성찰하고 발굴하고 전승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
다.
3.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시각에 활성화해야 할 지역문화유산들
서론에서 애기하는 것처럼 문화유산의 하위 부분은 매우 많다. 조선족의 인구규모와 지정학
적 위치 집거지 면적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조선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선족이 생활하는 곳의 풀 한포기도 보존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문

- 106 -

화유산이고 소실되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더 높은 역사적, 인류문명의 발전차원에서 조
선족문화유산을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에는 기억문화유산, 농업문화유산, 공업문화유산, 국가문화유산, 인류민족문화유
산 등 다양한 층위가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의 의미는 “후대에게 남기 주는 것인가? 자신의
추억의 남기는 것인가?”에 다르다. 후자라면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징표”를
남기는 것이면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개척
하는 후세에 문화유산을 남긴다면 인류문명차원에서 “유산”을 분류해야 한다.
저의 개인적 판단은 조선족은 이 두 개의 요인을 다 갖고 있기에 많이 남기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제한된 자원과 시간에서 꼭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몇가지는 꼭 고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농업문화유산
세계농업문명문화유산에서 세계각지역의 문화유산을 분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업은 단순히 벼농사만 말하는 것이다. 어떤 민족에 있어서 “천연소금제련”, “차밭”, “두렁
이 논밭”, 독특한 거주건물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족 농업문화를 대표하
는 “평강벌”을 세계농업문화유산차원에서 다루고 세계농업문화유산에 등록시켜야 조선족문
화유산이 인류문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평강벌세계농업문화유산추진위를 구성하여 평강벌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조선족의 역사,
현재, 미래를 함께 재현하고 활용가능한 “농업문화유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평강벌 주변
에 있는 마을, 수로공사, 연변입쌀의 진품인 “벼종자”를 비릇한 토착식물종자수장고를 비릇
한 다양한 생물다양성에 보존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대공업시대가 끝나가고 중국의 도시
화가 70%로 차지하면서 생산물과잉, 자본과잉으로 농업이 피폐화되고 양식위기가 곧 닥쳐
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재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양식위기를 막
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조선족이 가장 잘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지역을 중국의 국가자원을 동원하여 국가차원의 국가농업유산지역으로 선정받
아야 한다. 국가는 여전히 강한 통치자이다. 농업문화유산의 유지와 발전은 국가의 지지를
받지 않고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조선족이 자발적으로 평갈벌주변의 마을에 기억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전통문
화유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재현하며 문화발전과 연결시켜 문화산업의 진로를 모
색해야 한다. 장이모의 “인샹시리즈”처럼 평강벌을 배경으로 대형실경연출을 기획함으로써
문화산업화의 길도 함께 모색해보아야 한다. 현재 이 주변에 별장을 짓고 신축건물들이 서
서히 들어서면서 주변경관이 파괴되고 있다.
이제는 인류문명발전의 높은 고도에서 생태문명이 새로운 발전화두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농업을 시작으로, 농업문화유산의 재활성화를 새로운 100년 대개의 시작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문화유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한다.
조선족문화유산은 중첩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평강벌이 위치한 곳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연계지점이며, 중국요인, 한반도요인이 중첩되어 있으며, 만주요인이 첨가되어 있고,
소수민족특징도 포함되어 있는 다중문명의 공진화과정과 중첩되는 곳이기에 단순히 한 국가
차원이 문명사시각에서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분류하면 지정학적 갈등요인들도 증폭되고 있
다. 그래서 인류문명의 높은 위치에서 협력과 공존, 평화와 공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강벌
농업유산을 세계화시키고 그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07 -

2)세계기록문화유산과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연변지역문화유산을 발굴
필자는 5년 전에 화룡의 백년 넘는 민가를 방문한적 있다. 지붕의 기와는 북한의 공장에
서 제조하여 들어 왔고, 부엌의 아궁을 닫는 쇠문이 있는데 연변의 민족공장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을 주인한테 알려 주었지만 수십년 동안 부엌아궁이를 열고 닫았지만 이 표시
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만큼 연변에는 다양한 역사기록가치가 있는 “살아 있는 문화재”
들이 많지만 그만큼 발굴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연변의 역사는 국가중심

으로 박물관처럼, 교과서처럼 정리되고 있다. 연변에서 가장 큰 박물관의 건물모습은 웅장
하지만 내용물은 결핍하다. 그것은 연변을 “해방”한, “건설”한 주인공들의 재현으로써 박물
관이라기보다 애국주의 기념관이라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정도로 잘 정리하고 정비하였기에 이제는 조선족 스스로가 자신의 민속,
생활, 피부에 와닿고 머리에 기억 남는 기록물을 정리해야 “감정”도 잘 전달되는 것이다.
역사는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감정”이 시
가 되고, 소설이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것이다. 이 독톡한 감정을 어떻게 “문화유
산”으로 담아서 전달하는 것은

조선족의 문화가 세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될 수 있기에 “감정”에 관련된 기록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의 세계화, 다르게 말하면
국제적 표준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3)농촌공간과 도시공간의 상징성
세계화가 되면서 인류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표준화란 명분하에 동일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열차역과 비행장의 건물모습은 동일화되어 있고, 도시의 중심에는 동일한
브랜드인 “만다”광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전에는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은 명확하게 구
분되고, 연길지역에는 조선족글씨로 간판이 되어 있어 다른 도시와 확연한 구분이 되었지만
그 구분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 도시화의 결과이지만 어떻게 “연변을 연변답게” 만들어 내는 것은 한민족의
지혜, 그 민족문화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대이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연변의
도시는 “연변스럽게” 공간화, 장소화, 영역화 할 수 있는가? 이런 공간장소의 배치자체가
문화유산이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는 것이다. 그만큼 인정받는
문화유산의 상징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계적인 표준으로 도시상징성을 민족성, 세계성으로
독보적인 인정을 받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적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문화를 지
키면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선족 지역문화유산과 지역활성화전략이란 주제로 세 가지 사례를 아이
디어 차원에서 제출하면서 보다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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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지역문화유산과 지역활성화전략」에 대한 토론문
전은주 (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첫째, 조선족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문화유산의 다양성을 밝히고, 둘째 이러한
지역문화유산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3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모든 문화유산은 그
지역과 그 지역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조선족 지역문화유산 지키기와 조선족의 지역문화유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미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지향적 3 가지 발전적 방안에 대해 토론자가 지니
고 있는 몇 가지 관심을 덧붙임으로써 이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평강벌- 농업문화유산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인 이주민들은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간도에 도착해 황무지를
일구고 밭농사를 했다. 기록에 따르면 1900년도에 조선인 이주민들이 용정의 세전이벌에서
벼농사를 성공했고 그 후부터 전 연변지역에 벼농사가 보급되었다. 그러므로 연변의 벼농사
는 조선족의 이주사와 그 맥을 함께 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해란
강표’, ‘훈춘하표’, ‘평강표’ 등 브랜드의 연변입쌀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지만, 국내 시장 점
유율과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역사성과 전통을 기반으로 삼고 통일적인
브랜드를 형성하여, 우선 먼저 중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지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평강벌’을 ‘농업문화유산벨트’로 지정하고 그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는 이 연
구 관점에 깊이 동감한다. 더불어 ‘연변입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연변지역의 농업문화
유산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평강벌’의 지역적 역사성과 농사기법의 특수성을 어떻게 강조하여 세계농업문화
유산으로 그 존재가치를 높일 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2. 연변지역문화유산 발굴

“연변에는 ‘살아있는 문화재’들이 많지만 그만큼 발굴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관점에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면 연변의 ‘성자산성’은 중요한 문화유적지임에도 불
구하고 많은 조선족들은 그곳이 석기시대의 유물에서부터 고구려 이후 여러 시대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한 유적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민감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연변지역문화유산은 일차적으로는 잘 보존해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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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연구하여 그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단위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민감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크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족’의 문화유산을 발굴 또는 보
존한다는 것은 아주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3. 조선족의 농촌공간과 도시공간의 독특성

세계화, 도시화로 연변의 옛 마을들은 점차 사라지고 현대식 건축물은 그 지역의 독특성
을 유야무야화 시키고 말았다. 연변지역의 조선족 글씨 간판마저 사라진다면, 연변이라는
도시 공간이 상징하는 ‘조선족 자치주다움 또는 연변다움’은 과연 무엇일까? ‘연변을 연변답
게!’라는 간판을 내걸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그릴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
깝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덧보탠다면, 조선족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하고, 조선족의 위기를 체감
하고, ‘조선족’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자신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조선족’ 지키기에 나섰
으면 하는 소망을 이 발표문에 깔겠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인 예 교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현재적 반성이나 미래 전
망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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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발표 1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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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람과 조선후기 문인간의 문연과 인연
紀曉嵐與燕行文人家族15年間的文緣與情緣
이학당(李學堂, 중국 산동대학교)*

국문요약
본고는 건가(乾嘉) 연간 청조 예부상서(禮部尚書)인 기윤(효람)이

71세부터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약 15년 동안 연행 온 조선조 문인사신들, 주로 홍양호를 비롯한 홍씨, 서형수를 비롯
한 서씨 두 가문들과의 교유(交逰)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았다. 기윤과 10여 명에 달하는 조선
두 가문 문인들과의 교유에 있어 교유 내용의 다양함에 못지않게 교유 형식도 필담문답(笔谈
问答), 시가창화(詩歌唱和), 시문집서(詩文集序), 서신왕래, 선물증여, 서적 대리구입 등 다양하고
보편화되어 있어 특수한 교류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청조와 조선조 학인 간 교류의 한 모
습을 보여주면서 동아시아 문명 소통과 상호 전파의 한 단면을 입증했다.
칠순 고령인데다 덕망이 높은 기효람이 조선왕조의 연행사들을 예의를 갖춰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시문
집 서문도 지어주며 선물을 증여하고 희귀한 서적도 구입해주는 등 최대한 도와주는 소위는 청나라 한족
관원의 정성과 인간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해 준비한 시례(詩禮) 모임과 문화성연
(文化盛宴)이 되었다. 기효람과 조선 문인들은 이로써 모두 봄바람과 같은 따스한 문화의 매력을 상호 체
험할 수 있었고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시례 외교를 통한 문화
와 덕성을 서로 전포하는 문화교류의 매력이자 의미이다. 기나긴 유가문명과 한자문화권의 형성과정에서
동방문화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인문적 내함과 온량공검양(溫良恭儉讓)의 예의질서로 농후하고 매
력적인 문화 품격을 이루었고 자석(磁石)처럼 중국을 주변 민족들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일체동감 효과를
이루게 하였다. 이는 바로 본고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동방 민족들 간의 지역 교류에 있어 정감 교융을
지향하는 상호 간의 문화와 덕성의 전포 형태다. 이와 같은 평등과 존종을 바탕으로 한 예의질서와 정감
교융을 바탕으로 한 시부외교(诗赋外交)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상대방에게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우며 존
경할만한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우아하고 아름다운 대동 세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인류 문명공동체, 나아가
운명공동체 건설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기효람, 연행, 시례외교, 문덕전포, 인정미

中文提要>
本文主要考察了時任乾嘉王朝禮部尚書職主管貢外蕃班的紀曉嵐在 71 歲之後到離世之前約 15 年間與朝鮮王

朝文人使臣主要是洪氏、徐氏二個家族的交往故事。從交流內容和形式來看，主要是筆談問答、詩歌唱和、詩文集
序、書信往復、禮物饋贈、代購書籍等。在紀曉嵐與多達十餘名朝鮮文人的直接交往中，這些形式普遍存在並起到
了良好的效果。年逾古稀、德高望重的紀曉嵐對待朝鮮王朝的燕行使節依禮相接、以情相待、序文褒揚、禮物饋
贈、竭誠相助的行為不僅體現了其待人之誠和人性之美，更是為對方準備的詩禮聚會和文化盛宴，使朝鮮文人如沐
春風，永生難忘。而這也正是基於‘詩禮外交’的‘文德之敷’文化交流所具有的魅力和意義之所在。在漫長的儒
家文明及漢字文化圈形成過程中，東方文化以其仁義禮智信的人文內涵、溫良恭儉讓的禮儀秩序構成了深厚且極具
魅力的文化品格，像磁鐵一樣，将中國與周邊民族緊密吸引在一起，此卽本文結論性強調的東方民族地域文化交流
時相互之間情感交融的‘文德之敷’效果。這種以平等尊重的禮義秩序和情感交融的詩賦外交為主要內涵形式的
‘文德之敷’文化交流，其宗旨在於向對方展示作為儒者可信、可愛、可敬的形象,構築儒雅美好的大同世界，目
標指向於是建設人類文明共同體乃至命運共同體的美好願景。

关键词

紀曉嵐，燕行，詩禮外交，文德之敷，跨國情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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緒論
2. 紀曉嵐與洪良浩及洪氏家族的交游
3. 紀曉嵐與徐瀅修及徐氏家族的交遊
4. 結論
1.

1. 引言
法國學者米歇爾·埃斯帕涅在20世紀80年代提出了“文化遷移”概念。“所謂文化轉移，是說歷史研究的一種方
法動向，其目的在於強調民族範疇之間或更廣泛地說文化範疇之內的密切聯繫、相互交融，以及試圖理解通過何種
機制，民族文化認同借助外來引進的文化獲得自身的發展。”1)達米安·埃拉爾特指出：“文化遷移理論並不僅限
於往往被視為占主導地位的傳送方的文化，它同樣也重視其他文化中的接受背景，重視跨文化調解者及其調解機構
的行動的根本作用。”2) 燕行錄作為記錄中韓文化交流史實的文學載體，“一般據實記載燕行主體——朝鮮燕行使
臣來中國期間的有關活動與見聞，以及他們的思想與對中國的政治、經濟、文化等各方面的認識。”3)燕行使節作
為中韓文化的密切聯繫、相互融合和積極調解者，他們與中國文化的關係並不能單純用傳送者-接受者來定義，而
應視為“那種主動地挪用資訊而不是被動地承受資訊的影響的接收者”4)，其與資訊的發出者（中國文化傳播者）
的互動關係和參與區域或地域文化的貢獻作用應該受到更多重視。
清朝康乾盛世持續一個多世紀以後，到了乾隆後期，<四庫全書>的纂修成為清朝標誌性的文化成果，總纂官紀昀
（1724-1805，字曉嵐，禮部尚書、協辦大學士）“沉浸<四庫>間，<提要>萬卷餘。抑揚百代上，浩博衡錙銖”
（朱珪，<知足齋詩集·續集>“五老會詩”）可謂功不可沒。魯迅在<中國小說史略>稱讚紀曉嵐“敢借文章以攻擊
社會上不通的禮法、荒謬的習俗，以當時的眼光看去，真算得很有魄力”的人物。紀曉嵐的這種魄力，還表現在他
在擔任禮部尚書、主管“藩屬和外國之往來事”期間，通過拜訪、筆談、詩文、饋贈、代購書籍等多種方式，誠懇
主動地結交包括朝鮮使節在內的周邊國家文人，受到對方廣泛讚譽和衷心敬佩，為東方文化和儒家文明在漢
字文化圈的相互傳播做出了巨大貢獻。
從朝鮮文人的記載來看，紀曉嵐先後與耳溪洪良浩、雅亭李德懋、泠齋柳得恭、明皋徐瀅修、楚亭朴齊家等人有
過直接交遊和詩文唱和，顯示對與朝鮮燕行文人的學術交流特別關注5)；另外，在燕行錄或者文集中以各種方式言
及紀曉嵐的朝鮮文人有遠照軒尹仁泰、屐園李晚秀、研經齋成海應、茶山丁若鏞、秋齋趙秀三、楓石徐有榘、楓皋
金祖淳、紫霞申緯、渊泉洪奭周、經山鄭元容、阮堂金正喜、沙幾李是遠、藕船李尚迪、橘山李裕元、雲養金允植
等人，時間跨度從乾嘉直到民國時期。
本論文截取紀曉嵐年屆古稀到去世（乾隆五十五年-嘉慶十年，1790-1805）約15年的時間段，通過考查紀曉嵐與
洪氏家族6)、徐氏家族7)等朝鮮文臣家族交往的方式、內容及在此過程中結成的跨國文緣所具有的文化史意義，究

,

,

,

,

1) 韓琦 『中國與歐洲——印刷術與書籍史』 北京： 商務印書館, 2008. 轉引自楊雨蕾 『燕行與中朝文化關係』（周振鶴序）
2)
3)
4)
5)

6)
7)

,

,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p.4.
達米安·埃拉爾特著 賀慧玲譯 「在文化遷移擴大之後： 作為區域研究之更新的‘遷移研究」 『第歐根尼』 2019 p.88.
楊雨蕾 『燕行與中朝文化關係』（緒論）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p.4.
達米安·埃拉爾特著 賀慧玲譯 「在文化遷移擴大之後： 作為區域研究之更新的‘遷移研究」 『第歐根尼』 2019 p.80.
陳在教 「18世紀朝鮮朝與清朝學人的學術交流」 『古典文學研究』 第23卷 韓國古典文學會 2003 pp.301-326.
李君善 「紀昀與朝鮮文人的交遊及意義」 『漢文教育研究』 第24卷 韓國漢文教育學會 2005 pp.337-366.
關於洪氏家族與清朝文人的交遊情況，參照林侑毅，《朝鮮後期豐山洪氏家門燕行錄研究》，高麗大學校
博士論文，2019。
徐氏家族與清朝文人的交遊方面，既有研究較少。但有對其中個別人物的研究成果出現。參照曹蒼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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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東方文化所特有的生命力與感召力、不同文化相互之間的傳播力與感染力，並探討進一步增強
相互交流說服力和影響力的途徑和方法。在此過程中，中韓之間文化遷移所特有的詩賦外交的互動性也是本
論文關注的焦點。

2. 紀曉嵐與洪良浩及洪氏家族的交游
朝鮮朝以王命出使清朝的使節往往出身名門大族，而且往往會出現父子、兄弟相繼受命朝天燕行的情況，例如耳
溪洪良浩的洪氏家族，燕岩朴趾源的朴氏家族、清陰金尚憲的金氏家族均是如此，而明皋徐瀅修出身的徐氏家族也
在其中。究其原因，一是這些家族都是朝鮮王朝的名門望族，曆朝文臣輩出，深受李氏國王信賴；二是這些家門子
弟大都受過良好詩禮教育，且博學多聞，適合擔任事大外交重任；三是世代與明、清高層文臣及民間文人多有交
往，更有把握順利完成國王賦予的各種使命。因此，往往呈現家族成員間以使節身份踵跡而遊、與中朝文人世代交
往的壯觀景象。本文重点考察的洪氏和徐氏卽為其中具有代表性的重要家族。
朝鮮後期著名文人洪良浩（1724-1802，字漢師，號耳溪）的堂侄洪樂遊(1761--?，字叔藝)於1797年以副校理身
份擔任冬至兼謝恩正使金履素、副使申耆的書狀官赴清使行，耳溪在寫給他的餞行序中諄諄囑託道：
公號曉嵐，河間人，與我同年生，年近八耋，精力康強。今去吾行三年耳，車轍尚留南宮之外，汝乃複踵舊跡，紀公
必欣然如見我矣。汝乃為我問安否，修舊好。噫，汝與我相繼賓上國，終未能履周漢之舊都，訪齊魯之故家，覽吳楚之江
山，是可恨也。雖然，紀公博學能文章，負一代重名，嘗持節，窮黃河之源，躡崑侖之西，遠過張博望8)舊轍，可謂盡天
下大觀者也。見斯人聽其言論，亦足比蘇子由大觀9)矣。10)

耳溪執朝鮮文壇牛耳多年，曾獲兼任弘文館與藝文館兩館大提學最高榮譽，於1782年（壬寅，乾隆47）和1794年
（甲寅，乾隆59）二次赴燕京，分別創作了《燕雲紀行>、<燕雲續詠>二部燕行詩集。在燕京期間，耳溪與紀曉嵐
等清國碩學交遊並探討詩學和各種學問，歸國之後，一直保持書信往來，對朝鮮后期接受和普及清朝考證學做出了
重要貢獻。耳溪在寫給洪樂遊的上記序文中明確表示，他要求侄子求見紀曉嵐的目的有二個：一是代己問安，以修
舊好；二是學蘇轍之見韓琦，以“盡天下之大觀而無憾”。在該餞行序中，耳溪還回憶了與紀曉嵐從相遇、相識到
相知、相憶的全過程：
甲寅再行，大宗伯紀公，頒賞於端門，余在旅庭之班，望見其儀容，清臒秀郞老成人也。遠不得越位語，紀公亦數目
我，若有相感者然。及禮成而退，送人致殷勤，求見我述作，盖欲知東方文獻也。余謙讓不獲，書示行中作詩文若干
篇，公大賞之，各制弁卷文以還。其言曆舉中國文章之淵源，乃曰南宋以後古文亡，有明三百年，雖有一二作者，終未能
上接墜緒。近世文章，則旁門盛而正脈微，寥寥乎不能大振。謂余詩文暗合古人，可驗正脈一支，獨傳於東國云。余作書
以謝之。既東歸，又以詩章文房見贈，意惓惓不已。許之以海內知音，信乎<易>所謂同氣相求者也。11)

卽在1794年的甲寅燕行之時，耳溪站在朝貢外蕃班列中，接受禮部尚書紀曉嵐的端門頒賞，年逾古稀而且同庚的
二人四目交會，結下眼緣；禮成退館之後，紀曉嵐派人接洽，求見耳溪述作，並撰寫序文，結下文緣；紀曉嵐肯定

《楓石徐有榘的生平與行跡》，《文獻與解析》第34期，第105-115頁。2005年。

,

,

,

8) 張騫奉漢武帝之命兩次出使西域 使西域同漢朝的關係日益緊密。漢武帝為表彰張騫的功勞封其為博望侯 因此 後世人們稱張
騫為“張博望”。
9) 蘇轍<上樞密韓太尉書>： “轍之來也 於山見終南、嵩、華之高 於水見黃河之大且深 於人見歐陽公 而猶以為未見太尉也。
故願得觀賢人之光耀 聞一言以自壯 然後可以盡天下之大觀而無憾者矣。”
10) 洪良浩 <送從子樂遊赴燕序> 序 『耳溪集』卷十一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198.
11) 同上文。

,

,

, ,

,
,

,

,

,

,

,

- 114 -

耳溪詩文暗合古人，為正脈一枝獨傳東國，結下心緣；東歸以後，紀曉嵐以詩章文房贈送耳溪，表惓惓之意，許以
海內知音，結下人緣。
“今去吾行三年耳，車轍尚留南宮之外，汝乃複踵舊跡，紀公必欣然如見我矣。汝乃為我問安否，修舊好。”耳
溪斷定只要洪樂遊登門拜訪，“博學能文章，負一代重名”的紀曉嵐必定會欣然接見，並且會像見到耳溪本人一樣
高興。耳溪與紀曉嵐的結交可謂從眼緣→文緣→心緣→人緣→世緣的漸進式衍變過程，亦卽中朝之間傳統外交由形
式禮儀到具有豐富內涵、從文化交流到形成人際情緣的自然而然的昇華過程。
紀曉嵐在為耳溪的詩文集所作的序中，也記述了與耳溪從眼緣到文緣的結交過程。
乾隆甲寅冬，判中樞府事洪君漢師，以職貢來京師。器宇深重，知為君子，既而知其先以壬寅奉使，與德定圃尚書、
博晣齋洗馬、戴蓮士修撰，遞相唱和。與之語，聲音障礙，如鄭樵之所云。索其詩，因出所著耳溪集，求余為序。12)

紀曉嵐在該序中說耳溪在與自己結交之前，已經先後與當時清朝著名文臣定圃德保（?—1789）、晣齋博明（？
-？）、蓮士戴衢亨（1755-1811）有過詩文唱和，這段記述補充了耳溪與清朝多名文人交往的史實。

紀曉嵐強調

自己曾嘗試與耳溪直接對話，但礙於言語不通，不能盡情交流。為此，紀曉嵐舉宋代鄭樵(1104-1162年)之語以自
嘲，並以此作為<耳溪詩集序>的開篇語。
鄭樵有言：瞿曇13)之書，能至諸夏；而宣尼之書，不能至跋提河14)，聲音之道，有障礙耳。15)此似是而不盡然也。
夫地員九萬里，國土至多。自其異者言之，豈但聲音障礙，即文字亦障礙；自其同者言之，則殊方絕域，有不同之文
字，而無不同之性情，亦無不同之義理。故凡宣暢性情，辨別義理者，雖宛轉重譯，而意皆可明。見於經者，春秋傳，
載戎子駒支，自云言語不通，而能賦青蠅，是中夏之文章，可通於外國；見於史者，東觀漢記，載白狼王慕德諸歌，具
注譯語，是外國之文章，亦可通於中夏，況乎文字本同者，其所著作，又何中外之殊哉？特工拙得失，視其人之自為
耳。16)

鄭樵以“聲音之道有障礙”解釋與番邦國之外的異文之國進行交流時的困難之處。紀曉嵐則認為這是局限於‘異
者’角度，卽聲音和文字不同因素看問題而導致的結果。如果從‘同者’角度，卽性情和義理角度看問題，則“雖
宛轉重譯，而意皆可明”。其實這與鄭樵
“取七音編而為志，庶使學者盡傳其學，然後能周宣宣尼之書，以及人面之域，所謂用夏變夷，當自此始”（<宋·
鄭樵·通志>序）的宗旨並不矛盾，反而是相輔相成的關係。只不過紀曉嵐在此強調的是通過翻譯及注釋，“中夏之文
章，可通於外國”、“外國之文章，亦可通於中夏”雙向文化交流的可能性。
紀曉嵐主動派人找耳溪“索詩”，耳溪的贈詩如下：
乘槎往歲副行人，執玉今朝大使臣。跡似老駒能識路，身隨候雁復來賓。山川跋履三千里，日月貞明17)六十春。宗
伯18)聲名高北斗，清風難和頌昌辰。19)

,

, ,

,

,

洪良浩 <耳溪詩集序[紀勻]> 序 耳溪詩集序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3.
‘瞿曇’ 借指和尚或佛教。
古代拘屍那揭羅國境內阿利羅跋提河(<大唐西域記>作"阿恃多伐底河")的省稱。後亦借指印度。
宋·鄭樵 <通志>序：“今宣尼之書 自中國而東則朝鮮 西則涼夏 南則交阯 北則朔方 皆吾故封也。故封之外 其書不通 何
瞿曇之書能入諸夏 而宣尼之書不能至跋提河？聲音之道有障閡耳 此後學之罪也。舟車可通 則文義可及 今舟車所通 而文
義所不及者 何哉？臣今取七音編而為志 庶使學者盡傳其學 然後能周宣宣尼之書 以及人面之域 所謂用夏變夷 當自此
始。”明·王鏊 <震澤長語·音韻>：“瞿曇之書 能入諸夏 而宣尼之書 不能至跋提河者 以聲音之道障閡耳。”（<欽定古今圖書
集成理學彙編字學典>第一百三十一卷目錄 聲韻部匯考 一）
16) 洪良浩 耳溪詩集序[紀勻]」 序 耳溪詩集序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3.
17) ‘貞明’ 指日月能固守其運行規律而常明。
18) ‘宗伯’ 中國古代官名。宗伯又稱禋宗、秩宗（出自<尚書·舜典>）、祝宗 軒轅黃帝首置 之後帝禹建立夏朝承置。宗伯位次三
公；為六卿之一 排名第三；掌邦禮。<周禮>謂為春官 設大宗伯 卿一人 以小宗伯為副 所屬有太史、大蔔、肆師、大司
12)
13)
1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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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學詩，無以言；不學禮，無以立”（<論語>），深諳事大詩賦外交精髓的耳溪所作的這首贈詩語言質樸無
華、情感溫潤平實，正如紀曉嵐評價耳溪詩“大抵和平溫厚，無才人妍媚之態”20)，合乎“發乎情，止乎禮義”的
賦詩要義。
如果說，上述贈詩屬於傳統的“古代外交的基本語言”形態、無過多的情感流露的話，耳溪在離開燕京，踏上返
程之時所作的題為“紀曉嵐宗伯，以清白文章，冠冕一世，實有知音之感。出都門，聊賦惓惓之意。二首”的賦詩
則情真意切，發自肺腑。
東國書生好大談，奇材何處見樟柟。中州人物稱淵海，稀世文章有曉嵐。知己難逢天下一，大觀方盡域中三。行行萬
里頻回首，魂夢應懸北斗南。
河間生傑富文章，博雅儒林擅大方。足躡河源二萬里，手繙天祿三千箱。紀公是河間人，嘗奉命往尋河源。方帶文淵
閣直學士，編校四庫全書。百年只眼明如鏡，諸子迷津涉有航。白首相逢寧偶爾，一言契合示周行21)。22)

在詩題中，耳溪明確點明該詩作於“出都門”之時，為“賦惓惓之意”而寫，因此全詩緊扣‘誠’與‘情’二字
作文章。可見耳溪在滯留燕京期間，與紀曉嵐由白頭相識到蘭契相知，結下了深厚的文人情誼。

而紀曉嵐應耳溪

所求欣然命筆，為耳溪詩集和耳溪文集分別作序，則是二人交流過程中具有關鍵性、決定性意義的重要事件。
近體有中唐遺響，五言吐詞天拔，秀削絕人，可位置馬戴、劉長卿間；七言亮節微情，與江東丁卯二集，亦相伯仲。
七言古體，縱橫似東坡，而平易近人，足資勸戒。又多如白傅，大抵和平溫厚，無才人妍媚之態。又民生國計，念念不
忘，亦無名士放誕風流之氣。觀其耳溪文集，中有與人論詩數篇，往往能洞見根柢，深究流別，宜其醞釀深厚，葩采自
流，所謂詩人之詩，異乎詞人之詩矣。

23)

（<耳溪詩集序>節選）

在<耳溪詩集序>中，紀曉嵐從近體詩、五言、七言、七古等形式、內容、詩風傾向以及與人論詩的詩論見解等多
個層面，對耳溪之詩給予了全面肯定，稱讚耳溪詩為‘詩人之詩’：詩的題材雖然多以風花雪夜、人情往來為主，
但卻飽含詩人之‘志’，卽所謂“無名士放誕風流之氣”，“醞釀深厚，葩采自流”。這里需要強調的是，作為朝
鮮後期主張富國強兵的實學派人物，耳溪的詩極其關注國計民生，而紀曉嵐也敏銳地把握住了耳溪詩的實學傾向，
宜乎被耳溪視為知詩知人的知己。

如果說耳溪詩受到紀曉嵐的高度評價，從而被贊為‘詩人之詩’、‘實學之詩’，那麼，耳溪文章則被紀曉嵐稱
為本於六經的‘載道之文’，“洪君之文，其又勝於詩矣”。
洪君之文，雖暢所欲言，而大旨則主於明道。其言道也，不遊談鮮實，索之於先天無極。不創論駭俗，求之於索隱行
怪，而惟探本於六經。盖經者常也，萬世不易之常道也；道者理也，事之制也。理明則天下之是非不淆，百為之進退有
率，千變萬化不離其宗，以應世則操縱鹹宜，以立言則了了於心者，自了了於口，投之所向，無不如志。然則洪君之

19)
20)
21)
22)
23)

,
,

,

樂、大祝、大吏等官。輔佐天子掌管宗室禮儀之事 掌對天神祖先的祭禮 並掌宗廟中和宗族內各種禮儀。西周時稱為大宗
伯。
洪良浩 <贈禮部尚書紀曉嵐勻。勻有日邊 犯我諱 省之> 詩○燕雲續詠 甲寅冬 以冬至兼謝恩正使 赴燕。李參判義弼為副
使 沈學士興永為書狀官。『耳溪集』卷七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128.
洪良浩 <耳溪詩集序[紀勻]> 序 耳溪詩集序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3.
周行：1.至善之道。2.迴圈運行。3.大路。
洪良浩 <紀曉嵐宗伯 以清白文章 冠冕一世 實有知音之感。出都門 聊賦惓惓之意 二首> 詩○燕雲續詠 甲寅冬 以冬至
兼謝恩正使 赴燕。李參判義弼為副使 沈學士興永為書狀官。『耳溪集』卷七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129.
洪良浩 <耳溪詩集序[紀勻]> 序 耳溪詩集序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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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其又勝於詩矣乎。洪君之詩，其亦根柢於文矣乎。杜陵有言，文章千古事，得失寸心知。24)洪君見此，其亦相視而
笑否耶。河間紀勻，又題。25)（<耳溪文集序>節選）

耳溪之文明道、言道既“不遊談鮮實，索之於先天無極”，也不“創論駭俗，求之於索隱行怪”，而是堅持以
‘常道’明理，談論發乎本心之‘志’，其念念不忘的仍然是國計民生的‘實學’，在這個意義上來說，宜乎杜甫
有言“文章千古事，得失寸心知”。

紀曉嵐斷定，耳溪看到該序，必然會與自己“相視而笑”：這是知己之間心念相通、心有靈犀的會心一笑，更是
清朝的禮部尚書與來自朝鮮的使臣之間超越國界和語言障礙，完全基於同屬漢字文化圈文化認同地平線之上的精神
通感和心理愉悅，其獨特的文化史含義遠不是其他文化圈所能蘊生和解釋的。

從文化宗主國立場上來看，這種交流具有特殊的價值。正如紀曉嵐所說，其作序的目的在於：“俾四瀛以外，知
詩也者，發乎情，止乎禮義，此心此理，含識皆同，非聲音文字之殊所能障礙，共相傳習，一如朝鮮之儒雅，文德
之敷26)，其益恢益遠矣乎”27)。一是在同文之國弘揚詩經的根本精神，卽“變風發乎情，止乎禮義。發乎情，民
之性也；止乎禮義，先王之澤也。”（<毛詩序>）二是傳佈文德，推廣中朝的禮樂教化，期待“文德之敷其益恢益
遠矣”的文化傳播效果，使普天之下“一如朝鮮之儒雅”。用現代語言來說，紀曉嵐提出的是一個構築人類文明共同體
乃至命運共同體的美好願景。

作為同文之國禮義之邦的使臣，耳溪在旅居清朝期間，得到了紀曉嵐精心製作的上述詩集和文集序言之外，還得
到了其精心選送的文房四寶禮物。
紀公既贈以詩文二序，又贐以宣德硯一、玉如意一。……三韓使者赴王會，午門一接回英眄。文章契遇自古難，
同氣相求非我衒。許我門路近正脈，何以得此中州彥。四海同文無內外，叔季繁音庶一變。弘農石友更持贈，虞典
周誥期鑽研。……文思自此同泉湧，老夫用之氣不倦。公乎惠我何鄭重，中夜思之空嬋媛。嗚呼。千載知音今並
世，山海迢迢獨不見。28)
在上記謝詩中，耳溪對紀曉嵐詩文二序中所期許的“文德之敷”宗旨完全心領神會，“四海同文無內外，叔季繁
音庶一變”，這是社會政治方面的教化之功。而在個人情感交流方面，“同氣相求”、“千載知音”的鄭重承諾更
是靈犀交通，珍若金蘭。
耳溪之弟巽齋洪明浩(1736-1819)於1779年以冬至使書狀官身份、巽齋之子梧軒洪羲臣於1819年以冬至兼謝恩正
使先後燕行，而貫翁洪羲俊則於1782年陪同其父耳溪初次燕行。正如本節前記耳溪在1797年給堂侄洪樂遊的餞行序
中“今去吾行三年耳，車轍尚留南宮之外，汝乃複踵舊跡，紀公必欣然如見我矣。汝乃為我問安否，修舊好”的囑
託一樣，“今君行篋，載公集一本，擬博訪曉嵐子孫而贈之云”29)，可見，與紀曉嵐家族“修舊好”是貫翁這次使

,
, ,
, ,
,『
,

,

,
,
,

,

24) 唐杜甫<偶題>：“文章千古事 得失寸心知。作者皆殊列 名聲豈浪垂。騷人嗟不見 漢道盛於斯。前輩飛騰入
餘波綺麗為。……”
25) 洪良浩 <耳溪詩集序[紀勻]> 序 耳溪詩集序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4.
26) ‘敷’，本意為施加、給予，引申為傳佈之意。語自《詩·商頌·長髮》等。
27) 洪良浩 <耳溪詩集序[紀勻]> 序 耳溪詩集序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3.
28) 洪良浩 <宣德硯歌> 詩○閒居錄 耳溪集』卷八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41輯 p.144.
29) 申緯 <送貫翁使相年貢之行> 紅蠶集五 丙戌八月。至十二月。『警修堂全稿』冊十三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91輯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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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的重要目的。紫霞送行詩中“溪老書香傳哲嗣，嵐翁蘭臭訪名孫”30)句真實地反映了耳溪之子貫翁燕行之時，要
將父輩結成的跨國友誼傳承下去的意願和行動。
在紀曉嵐去世25年、耳溪去世28年，耳溪之子貫翁洪羲俊赴清三年之後，耳溪之孫洪敬謨(1774-

1851，字敬

修，號冠岩、耘石逸民，洪樂源之子）於1830年以謝恩副使、1834年以進賀使出使清朝。紫霞申緯在題為<二月十
五夜，洪敬修上價、李景福副價進香赴燕，同過和陶詩屋賞月，各示一詩，並次原韻>餞行詩中，再次對二個異國
家族的世交盛舉作了記錄：
館人萬裏慣逢迎，五載君輕31)再此行。易水寒波32)終古咽，金臺夕照33)至今橫。神交縞紵34)堪論世，太史文章繼起
聲。敬修先太史耳溪公，與紀曉嵐尚書，有文字至契。敬修前行，訪曉嵐孫，以講世好。 燕子失巢長塌翼，臨風雁北羨
群征。35)

詩中“神交縞紵堪論世，太史文章繼起聲”句歌頌兩個異國家族的神交已經後繼有人，成為真正的世交；“敬修
先太史耳溪公，與紀曉嵐尚書，有文字至契。敬修前行，訪曉嵐孫，以講世好

”的詩注更是明確表明冠岩這次使

行將代表耳溪家族拜訪紀曉嵐家族的族孫，續修前緣，必將使中朝兩國之間、兩個家族之間文人交流佳話持續傳承
下去。

3. 紀曉嵐與徐瀅修及徐氏家族的交遊
徐瀅修（1749-1824），字幼清、汝琳，號明皋。1799年以進賀兼謝恩副使身份赴清。明皋時年51歲，而紀曉嵐
已是76歲高齡。
在明皋之前，其家族內有着豐富的燕行經曆和眾多人脈。其曾祖父晚山徐文裕（1651-1707）於1703年以謝恩副
使身份赴清，開啟了徐氏家族擔任使節的序幕。1739年祖父讱齋徐宗玉（1688-1745）以副使身份燕行；生父保晚
齋徐命膺（1716-1787）於1755年以書狀官、1769年以正使身份2次燕行，並為楚亭的<北學議>撰寫序文；長兄鶴山
徐浩修（1736-1799）於1776年、1790年均以副使身份燕行，尤其在1790年燕行時，啟請允許泠齋柳得恭、楚亭朴
齊家以幕客身份隨行，致其二人與禮部漢尚書紀昀、禮部滿侍郎鐵保、翁方綱、李調元、衍聖公孔憲培等清朝文人
以及西士湯士選(D. Fr. Alexandre de Gouveia)、索得超（Jose Bernardo de Almeida）等人有過直接或間接的
交遊和書信往來。鶴山讀<渾盖圖說集箋>翁方綱跋文後寫道：
紀尚書、鐵侍郎，皆謂翁閣學邃於曆象，而余始聞致力於春秋朔閏，已疑其不解八線三角，今見跋語益驗其空疏。

從這個記載來看，鶴山與紀曉嵐有過直接會面和交遊無疑。而明皋的以下記載更是明證：
僕於文章，童而習之，至於今白紛如，而乃所願則義理以立論，繩墨以結篇，抑揚頓挫以作句，點綴關鍵以造字。又

30) 同上文。

,

,

,

31) “民貴君輕”是孟子提出的社會政治思想。意為從天下國家的立場來看 民是基礎 是根本 民比君更加重要。
32) “易水寒”的意思是“易水寒氣襲人”。出處：<古詩源>朝代：戰國時期 作者：荊軻
原文：風蕭蕭兮易水寒，壯士一去兮不復還。
33) ‘金臺夕照’：舊時北京十景之一。
34) ‘縞纻之交’ 指交情篤深。出自<左傳·襄公二十九年>。
35) 申緯 <二月十五夜 洪敬修上價、李景福副價進香赴燕 同過和陶詩屋賞月 各示一詩 並次原韻> 和陶詩屋小稿 癸巳十一月
至甲午五月。『警修堂全稿』冊二十一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91輯 p.47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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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其中，須要個凝聚骨子，如物之有黃爾。雖然，此亦願之而已，苟非一代詞宗磨礲而導諭之，下國後進，縱有些才分智
力，尚何所觀法，而自脫於陳腐固陋哉。今幸天借其便，奉使朝京。而閣下以文垣盟主，與我先兄判書公，有特契，於
僕知不恝然，僕之就正有道，長進一格，此其機乎。玆將詩文若干篇，所撰學道關一書，冒塵高案，仍乞集序。數種士
宜，非為物也，聊以將敬。36)

這封<與紀曉嵐勻>應該是1799年明皋抵達燕京之後，為向紀曉嵐求書序而作。“與我先兄判書公，有特契”句中
的‘先兄’指是年剛剛去世的鶴山。明皋非常珍惜這次燕行機會，要把自己所撰詩文道學文章“就正有道，長進一
格”。
明皋不久後就收到了紀曉嵐所撰之序，“其中一段不可磨滅之光明寶藏，使慧眼者自得之，此但僕一人之私寶
耶。卽詞林文圃，有數文字，而當與天下萬世操觚俟斤者，共屍祝之也。”以至於說：“明當歸國，不知後會何
日，而王子安詩海內存知己，天涯若比鄰之句，閣下已教我矣”37)，即會效仿耳溪，把紀曉嵐視為‘海內知己’。
明皋這次使行，主要任務是奉王命採購書籍，而博學多聞的<四庫全書>總編紀曉嵐無疑是可以求助的清朝最佳人
選。由於書不易得，歷經曲折，幾番催促與焦急等待之後，明皋委辦的購書事宜終於有了較為圓滿的結果：
辛酉壬戌貢使之還，連蒙朱子語類建安合刻本及全集閩刻本兩袠之寄惠，此知是陳糧道書所云向閩中書坊買得者。長
者之不忘舊要如此，後生所以激感於知己也，尤當如何。前托四種中未得二種，卽程川五經語類、王懋竑白田雜著，而其
五經語類，以簡明書目所載解題觀之，標其某人所錄某年某月與朱子年若干歲者，大有助於初晩先後之考證。其白田雜
著，曾聞翁覃溪言，知於朱子書，能辨別真偽，參核同異，故必欲得見。而閣下前覆中並云諒亦必辦，則間者或已齊到
耶？敢恃宿諾，復煩至此，甚矣其不知足也。38)

朝鮮國王心心念之的<朱子大全類編>及<朱子語類>已經購得並寄到，可以說已經大致完成了朝鮮國的購書之
請，至於<朱子五經語類>及<白田雜著>也基本有了着落。而朝鮮王朝在紀曉嵐的幫助之下，終於獲得了分析朱子思
想最重要、最權威的原始藍本，以此為契機，朝鮮儒學界對程朱理學的研究更是到了條分縷析、登堂入室的程度，
對最終形成朝鮮特色的性理學、並使其成為國家的正統理念發揮了重要作用。
縱觀明皋和紀曉嵐之間的購書往復書信，紀曉嵐可謂重諾守信之人，對朝鮮友人的託付不辭勞苦竭誠相助，務求
事成。此時紀曉嵐已是年過古稀之人，故尤顯難能可貴。而紀曉嵐通過自己的不懈努力，贏得了朝鮮文人的由衷讚
賞和愛戴，誠心誠意將之視作海內知己。
歸國之後，作為謝恩使行的正式文書內容之一，明皋在題奏朝鮮國王的奏摺中，共涉及三位人物：劉墉、紀曉
嵐、翁方綱。相對於劉墉的剛直方正，紀曉嵐的風流儒雅更具有獨特的人格魅力；相比於藏書名儒、考證名家翁方
綱，紀曉嵐被評價為中原學術之泰山北斗，文壇之宗主巨匠。這也與往返途中與時任奉天寧遠州知州松嵐劉大觀
（1753-1834）交流的內容相似。松嵐是乾嘉時期著名文人，為官有政聲，時評其工詩善書，蕭閑刻峭，卓然自
立，是當時遼東地區最著名的詩人之一、高密詩派的中堅人物。明皋來程過寧遠時路遇松嵐，松嵐主動示好結交，
並十分肯定地評價當世‘經學文章之為世眉目者’”是‘今禮部尚書紀公勻、鴻臚少卿翁公方綱也’，為明皋結交
中原人物指明了方向。
返程時，兩人再會談論紀曉嵐，明皋謂其“不易得之一大家，最是文字與語錄不同之論，尤為特見創論，看透從
前作者看未到處”的評價獲得了松嵐的高度贊同。應松嵐要求，明皋回國以後，把自己的詩文“因貢便抄寄三
冊”，松嵐收到以後大喜過望，表示“僕將以此傳佈中州，使中州士大夫，鹹知東國有此人；並使中州士大夫，鹹
知僕之交遊有此友，豈非平生幸事哉。”兩人因紀曉嵐而結為至交，又因此把朝鮮文人的文名傳佈中原，可謂中朝
文化交流史上的又一段佳話。
作為目標文本之一，明皋所作的<紀曉嵐傳>是本文重點分析對象，以期對這位清朝名臣、中國文化名人的人物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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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徐瀅修 <與紀曉嵐 勻> 書 明臯全集卷之六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61輯 p.113.
37) 徐瀅修 <與紀曉嵐> 書 明臯全集卷之六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61輯 p.114.
38) 徐瀅修 <與紀曉嵐> 書 明臯全集卷之六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61輯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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蹟和歷史功績的史實有所補充。<紀曉嵐傳>可以分為五個部分。第一部分是‘人物簡介’。包括紀曉嵐的名號、出
身、相貌、嗜好、主要官職、著述等，雖然僅只是對七十歲紀曉嵐的人物刻畫，但“長不逾中身，而容儀端潔，精
英發越，年過七十，能不引鏡作蠅頭細字”等記述內容仍然對補全紀曉嵐外貌和視力好的人物史實具有一定價值。
接着在第二部分中，明皋交代了二人結緣的背景和經過：
我正宗己未，余以謝恩副使赴燕，時上欲購朱子書徽閩古本，俾臣訪求於當世之文苑宗工，故自山海關以後，路逢官
人舉人之稍解文字者，輒問經術文章之為天下第一流者，則無不一辭推曉嵐。余於入燕後，先以書致意，並送抄稿請序，
繼以小車造其門，則曉嵐顛倒出迎，歡然如舊。

這次使行一個主要的附帶任務卽是國王囑託的購買“朱子書徽閩古本”，而這個任務顯然並不是能夠輕鬆完成
的，因為卽使清朝國內也極為稀缺，甚至幾無線索、難以尋覓。為了完成購書任務，明皋探知當世“經術文章之為
天下第一流者，則無不一辭推曉嵐”，並為此制定了略：① 以書致意，卽前述第一封<與紀曉嵐 勻>的書信。 ②
抄稿請序，這在第一封信中也已提到。 ③ 小車造其門，直接登門以禮拜訪。而這個策略顯然也百試不爽，以致平
素對朝鮮文人大有好感的“曉嵐顛倒出迎，歡然如舊”。這是明皋總結出的中朝文人間非常實用的外交攻略。
第三部分也是<紀曉嵐傳>的核心部分，卽“對榻筆談問答”。
概括二人筆談內容，可分類整理如下：（1）紀曉嵐評論明皋的著作（詩文語錄）（2）問曉嵐序文之事（3）
‘牛黃’之說 （4）紀曉嵐評論明皋文章根基 （5）朱子書及前後漢書購書事宜

（6）紀曉嵐著作刊行 （7）紀

曉嵐論耳溪詩文 （8）銘記友情並約書信。
可見二人的對話主題主要是評論詩文及商榷購書事宜。
第四部分是“惜別及歸國之後”。在筆談結束之後，兩人依依惜別。在筆談次日，紀曉嵐卽依約送來為明皋寫的
詩文集序。而且在歸國之後，兩人書信往來不斷，明皋也陸續收到紀曉嵐到處托人代購的幾種朱子書，雖然幾經周
折，最後終於如願以償。紀曉嵐不顧年逾古稀，盡心盡力，為幫助朝鮮國完成“寡君尊朱一念，殆所謂至公血誠，
欲以朱子之學，為陶鎔一國之爐錘”，實現以醇正的朱子性理之學治國理政的宏大目標做出了巨大貢獻，可謂以實
際行動推動和鞏固了儒家文明圈的形成。
第五部分是‘作者評’。明皋主要從清朝盛行的考證學源流定義紀曉嵐的學問傾向，接着又從紀曉嵐文章的佈局
之嚴、用詞之雅、命意之莊、敘事之整等具體特徵入手闡述了有別於其他考證學家的特殊品格，並從格局之大和才
學之絢爛角度評價紀曉嵐的文學是自成‘一家軌範’的‘真文學’。由於朝鮮中期嚴於朱陸之辯、視陸王心學為異
端，明皋擔心朝鮮學界將紀曉嵐之學視為貳朱袒陸，所以從漢學與宋學分野的角度指出了這種觀點的偏頗之處，避
免了對紀曉嵐學術門戶之見式的誤讀。
從以上對明皋所作<紀曉嵐傳>的分析可以看出，作者試圖從與紀曉嵐筆談交流過程中的第一手資料和切身體會出
發，力圖從人性的真實和學問的醇正兩個側面對立傳對象進行客觀公正的定位。作為時人評價紀曉嵐的真實記錄，
與<清史稿·紀昀傳>以短短的582字刻板地描述紀曉嵐為學為官經歷及簡單評述<四庫全書>編纂等學術貢獻相比，
<紀曉嵐傳>多達2147字，不僅介紹了其出身和為官經歷，還把自己與紀曉嵐會面對談過程中，所獲得的直接印象和
總體評價做了概述，不僅內容上更加鮮活多彩，形式上也更加靈活生動，傾力塑造了一個有血有肉、栩栩如生的風
流儒雅的‘君子紀曉嵐’形象，並使讀者如見其人、如聞其聲，倍感親切。
作為明皋堂侄，<林園經濟志>作者楓石徐有榘（1764-1845）也是<明皋全集>的編者，他第一時間把自己讀<紀曉
嵐傳>的體會告知了其叔父。楓石在把<紀曉嵐傳>編入<明皋全書>類稿時與其叔父商討的重點是，作為<四庫全書>
總纂官的紀曉嵐的歷史定位問題。明皋在<紀曉嵐傳>涉及這一問題時，作了“提調四庫館三十餘年，撰簡明書目。
又有所著五種書合刻者，而灤陽銷夏錄，尤稱博物巨觀”的述評。對此，明皋顯然認為過於簡單籠統，不足以定位
紀曉嵐的學術價值和歷史貢獻。尤其是明皋把<灤陽銷夏錄>稱作“博物巨觀”，楓石則認為“如灤陽銷夏錄等，出
於一時遊戲筆墨者，雖不書亦可也”。楓石描述自己初次見到紀曉嵐總篡的<四庫全書總目>時的感受：“見四庫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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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總目二百卷，始啞然而笑曰：曉嵐之眉目肝肺，盡在於是。余前所見者，卽西湖之支流餘派，而乃今見淡妝濃沫
之真面目也。”並且堅決地主張：“蓋曉嵐之一生家計，只在四庫總目一書，竊謂曉嵐傳中所宜大書特書不一書
者，首先在此。”39)雖然這種觀點看似不無道理，但明皋之所以沒有按照楓石的主張在<紀曉嵐傳>中對其<四庫全
書總目>一書的歷史貢獻大書特書，恐怕與明皋寫作傳記的目的有關，卽以敘述自己所體驗的紀曉嵐的人性面和學
術傾向面為主，而不是以對眾所周知且非一人之功的聚珍版成就的貢獻面為主。

4. 結論
本文主要考察了時任乾嘉王朝禮部尚書職主管貢外蕃班的紀曉嵐在71歲之後到離世之前約15年間與朝鮮王朝文人
使臣主要是洪氏、徐氏二個家族的交往情況。
從交流內容和形式來看，主要是筆談問答、詩歌唱和、詩文集序、書信往復、禮物饋贈、代購書籍等。在紀曉嵐
與兩大家族多達十餘名朝鮮文人的直接交往中，這些形式普遍存在並起到了良好的效果。
筆談是漢字文化圈所獨有的以漢字書寫為媒介的交流形式，共同的漢字文化修養使得紀曉嵐在與朝鮮文人會面時
可以不通過翻譯卽可書寫交流，而且內容涉及文史儒學及人物時評等諸多領域，意思溝通上幾乎完全沒有障礙。談
草多為雙方收集珍存，經過整理和序跋成為各自詩話集的絕好談資，並逐漸成為解讀中朝文化交流史的珍貴資料。
詩歌唱和是中韓文人間自古以來約定俗成的文化交流重頭戲，兩國文人均以極大的興致參與其中。正如朝鮮朝
純祖就紀曉嵐致信楚亭並贈詩之事所說“以此觀之,

朴齊家非華國之才歟？”40)，詩文得到上國文人的認可和稱

讚，在朝鮮朝被視作為國家增添榮耀的大事件。
詩文集序通常是歷代韓國文人為獲得中原著名文人的評點，藉以提高身價的重要手段。藕船李尚迪歷數各個朝
代中韓文人的筆墨交流時曾說：
中朝士大夫，與我東人投贈翰墨，不以外交視者，自唐至元明，若杜工部之於王思禮，高駢之於崔致遠，姚燧之於李
齊賢，李侍中之於李崇仁，皆能延譽無窮。近代則紀曉嵐敘耳溪之集，陳仲魚刊貞蕤之稿，風義之盛，由來尚矣41)

正如藕船所言，獲得中原人士的翰墨甚至詩文集序，無疑能讓其“延譽無窮”，輝耀朝鮮王國。其中，耳溪的詩
集和文集分別得到紀曉嵐精心製作的序文，無疑是韓國文學史乃至中韓文學交流史上的一件大事。這是令中原文
人都十分羡慕的機緣。正如松嵐劉大觀對明皋所說：“願得曉嵐一言，以賭聲價者，天下何限？而閣下乃得之於傾
盖之間，須信有逸群之真才，然後可借伯樂之一顧，吾輩誠愧死矣。”42)而對於朝鮮朝文人詩文的品評和褒揚，其
目的在於基於同文及禮儀體系下的“文德之敷”和詩禮的相互傳播。
在此過程中，私人性質的禮物饋贈無疑起到了良好的潤滑作用。朝鮮朝文人贈送紀曉嵐的禮物一般都是朝鮮王
國的土特產如高麗紙、高麗參等，而紀曉嵐贈送對方的一般都是精美珍稀的文房四寶，這些文房四寶往往成為韓
國文人各自家族的傳世之物，對形成中韓文化交流的歷史記憶和文人間的真誠友誼作用尤其巨大。
黃俊傑先生在其<東亞文化交流中的儒家經典與理念：互動、轉化與融合>一書中曾說：“最近三百年來，東亞各
國知識份子在東亞地域這個接觸空間（Contact Zone），展開文化與權力關係皆不對等的交流與互動。20世紀以前
的‘東亞’所展開的是以中華帝國為中心所建立的‘華夷秩序’下的交流活動……”43)雖然黃先生藉以批判日帝時
期的文化侵略，立場是值得肯定的，但本文認為這種說法在表述東亞歷史上文化交流的範疇和性質方面存在明顯的
39)
40)
41)
42)
43)

, <上仲父明皋先生論紀曉嵐傳書>, 書, 金華知非集卷第二,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88輯, p.321.
, <縞紵集>第二冊卷2所載紀曉嵐贈楚亭之詩<寄懷(次修)而後先生>題注。
, <子梅詩草敘>, <恩誦堂集>續集文卷二,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312輯, p.245.
, <劉松嵐傳>, 傳, 明臯全集卷之十四,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261輯, p.245.
, 『東亞文化交流中的儒家經典與理念：互動、轉化與融合』（修訂一版）, 臺北：臺灣大學出版中心, 2016, p.245.

徐有榘
朴長馣
李尚迪
徐瀅修
黃俊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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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偏概全問題，這樣的邏輯展開容易引起歧義和誤解。因為東亞歷史上自然形成的文化錯層及禮義秩序與西方歷史
上必然會因此而導致的文化歧視或侵略並不能一而論之，其原因和根據在於東西方文化的人文內涵與交流形式的不
同，致使其品格存在根本性差異；“宣德化以柔遠人，柔遠人，而四方歸之”的外交方略也決定了東方文化的相互
傳播絕不是採用‘硬着陸’的方式，而是‘德化’為核心內容的‘軟着陸’方式，從歷史上看其效果還是極為顯著
的。本文所考察的紀曉嵐與朝鮮朝文人的交往過程、內容和結果卽其明證。
在漫長的儒家文明及漢字文化圈形成過程中，東方文化以其仁義禮智信的人文內涵、溫良恭儉讓的禮儀秩序構成
了深厚且極具魅力的文化品格，象磁鐵一樣，将中國與周邊民族緊密吸引在一起，此卽本文結論性強
調的東方民族地域文化交流時相互之間情感交融的‘文德之敷’效果。這種以平等尊重的禮義秩
序和情感交融的詩賦外交為主要內涵形式的‘文德之敷’文化交流，其宗旨在於向對方展示作為
儒者可信、可愛、可敬的形象,構築儒雅美好的大同世界，目標指向於是建設人類文明共同體乃至
命運共同體的美好願景。正如朝鮮後期文人遠照軒尹仁泰寫給紫霞申緯的信中所說:
庚申燕行時遇曉嵐，出示松園詩草，曉嵐卽有詩，年前暫閱紀文達公集，此詩亦載刊本。病蟄昏昏中，猶有老驥伏櫪之
心，默念舊遊，如夢依依。偶檢得曉嵐此詩，不堪獨看，玆用塵覽，並乞移寫一本，詩韻墨妙，可以千古不朽，永珍篋笥，以
遺子孫，不勝至願也。尹仁泰再拜。紫霞執事處照。44)

可見，年逾古稀、德高望重的紀曉嵐對待朝鮮王朝的燕行使節依禮相接、以情相待、序文褒揚、禮物饋贈、竭誠
相助的行為不僅體現了其待人之誠和人性之美，更是為對方準備的詩禮聚會和文化盛宴，使朝鮮朝文人如沐春風，
永生難忘。而這也正是基於‘詩禮外交’的‘文德之敷’文化交流所具有的魅力和意義之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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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e-Interaction Between Ji Xiaolan
and Joseon Emissaries

This paper examines Ji Xiaolan, who was then the Minister of Rites and was in charge of tributary diplomacy in
the Qianlong-Jiaqing period, contacts with the literati envoys of the Joseon Dynasty mainly the Hong clan and the
Seo clan from the age of 71 to about 15 years before his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ent and form of communication, it is mainly about conversation by writing,
singing to each other with poems, poetic collections, correspondence, gifts, books, etc. In Ji Xiaolan's direct
contacting with as many as a dozen Korean literati, these forms are common and have achieved good results.
Ji Xiaolan, who is more than old and highly respected, greeted the Korean envoys who came to Yenching with
courtesy, affection, praise, gifts, and wholehearted assistance, which reflected the sincerity and beauty of human
nature among officials of a major country. He even prepared poetry and ritual gatherings and cultural feasts,
making the Korean literati feel like a spring breeze and unforgettable. It’s precisely the charm and significance of
cultural exchange which educates the people with ritual and music based on “the diplomacy of poetry and
etiquette”.
In the long process of Confucian civi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circle, Oriental
culture has formed a profound and attractive cultural character with its humanistic connotations of benevolence,
righteousness, courtesy, wisdom, trustworthiness and the gentle, kind, respectful, thrifty, modest etiquette order.
This is like a magnet, forming an adsorption effect on the surrounding ethnic groups. It’s the “To educate the
people with ritual and music” that China pursues when it communicates with neighboring regions, which is
emphasized i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cultural exchange of “educating the people with ritual and music”
takes the order of etiquette and poetry and diplomacy as the main connotation form, aiming to build a refined
and beautiful world of utopia and put forward the beautiful vision of building a community of human civilization
and even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Keyword

Ji Xiaolan, Journey to Yenching, The diplomacy of poetry and etiquette, Educate the people with ritual and

music, Transnational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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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e-Interaction Between Ji Xiaolan
and Joseon Emissaries

This paper examines Ji Xiaolan, who was then the Minister of Rites and was in charge
of tributary diplomacy in the Qianlong-Jiaqing period, contacts with the literati envoys
of the Joseon Dynasty mainly the Hong clan and the Seo clan from the age of 71 to about
15 years before his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ent and form of communication, it is mainly about
conversation by writing, singing to each other with poems, poetic collections,
correspondence, gifts, books, etc. In Ji Xiaolan's direct contacting with as many as a
dozen Korean literati, these forms are common and have achieved good results.
Ji Xiaolan, who is more than old and highly respected, greeted the Korean envoys
who came to Yenching with courtesy, affection, praise, gifts, and wholehearted
assistance, which reflected the sincerity and beauty of human nature among officials
of a major country. He even prepared poetry and ritual gatherings and cultural feasts,
making the Korean literati feel like a spring breeze and unforgettable. It’s precisely
the charm and significance of cultural exchange which educates the people with ritual
and music based on “the diplomacy of poetry and etiquette”.
In the long process of Confucian civi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circle, Oriental culture has formed a profound and attractive cultural
character with its humanistic connotations of benevolence, righteousness, courtesy,
wisdom, trustworthiness and the gentle, kind, respectful, thrifty, modest etiquette
order. This is like a magnet, forming an adsorption effect on the surrounding ethnic
groups. It’s the “To educate the people with ritual and music” that China pursues
when it communicates with neighboring regions, which is emphasized i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cultural exchange of “educating the people with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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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usic” takes the order of etiquette and poetry and diplomacy as the main
connotation form, aiming to build a refined and beautiful world of utopia and put
forward the beautiful vision of building a community of human civilization and even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Keyword Ji Xiaolan, Journey to Yenching, The diplomacy of poetry and etiquette, Educate
the people with ritual and music, Transnational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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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曉嵐與朝鮮後期文人間的文緣與情緣
(기효람과 조선후기 문인간의 문연과 정연)｣에 관한 토론문

이영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산동대학교 이학당 교수님의 논문은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대표적 문인이었던, 기윤과 홍량
호, 서형수의 직접적 교류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 이교수님은 당시
한중간 문인의 문연과 정연을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당대 동아시아의 문
화교류의 양상을 조망해 보았다.
이런 글은 자칫 어느 한 쪽으로 흐르기 쉽다. 특히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양자
의 관계에서 무게 중심이 중국 쪽으로 치우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이교수님의 이 글은
양자의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서, 상호 대등에 기반한 교류의 양상을 그려내고 있다. 어쩌
면 당대 이들의 교류가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평자가 보기에 이교수님의 묘사와 분석이 더
큰 역할을 한 듯하다.
먼저 이 글을 논문이라는 다소 딱딱한 형식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평자도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가면 중국어나 일본어를 모르기에 가끔
한문 필담으로 타국 연구자와 소통하였기에, 왠지 그때나 지금이나 한자라는 공동의 언어자
신이 주는 효과에 흥미가 한층 더해진다.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색책(塞
責)하고자 한다.
1. 필자가 적시하였듯이, 기윤은 당시 조선의 명유였던 耳溪洪良浩、雅亭李德懋、泠齋柳得
恭、明皋徐瀅修、楚亭朴齊家 등과 직접적인 교유를 하면서, 시문을 주고받았다. 왜 하필 홍
량호와 서형수만을 대상으로 교유를 검토하였는지 궁금하다. 다른 이들과 달리 이 두 학자
와의 교류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2. 홍량호와 기윤의 교유를 眼緣→文緣→心緣→人緣→世緣의 점진적 과정으로 분석하고, 이
를 당대 문화교류의 어떤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3. 紀勻이 쓴 <耳溪詩集序>를 인용하면서, 홍량호가 ‘國計民生的實學’에 ‘念念不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홍량호의 심학에 대하여 논한 것이어서 이른바 민생을 위하는
실학은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이렇게 논하였는지 궁금하다.
수정) 沙幾李是遠 ---> 沙磯李是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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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지리 연구
-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

유미란(중국 중앙민족대학교)1)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자발적 이동 공간: 시부모 묘하
2.2 자발적 지향 공간: 장사
2.3 비자발적 이동 공간: 동정호
3. 결론

1.

서론

한국 고전소설은 한국의 내용을 담으면서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작품 속의 이야기들도 모두 중국의 어떠한 공간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작품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문학지리학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문학지리학은 지리학과 문학의 교집합에 입각하
여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리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학지리학 연구자들은 이푸 투안의 『공
간과 장소』와 『토포필리아』, 에드워드 렐프의 『장소와 장소상실』 등 인문지리학 저서
들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학지리학은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이 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연구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들도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도 존재한
다. 한국학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문학지리학 영역를 개척한 연구자는 지리학자 이은숙2)이
다. 그뒤 문학지리학의 관점은 여러 논문들에서 분석에 응용되어왔으며 현재까지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있다.3) 가장 최근에 문학지리학의 이론 정립 및 연구를 시도한 연구자는 권
혁래4)인 것으로 조사된다. 권혁래는 지금까지 문학지리학 영역에서 이루어져온 선행연구들
1)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중국소수민족언어문학학원 박사과정
2) 이은숙, 「문학지리학 서설 – 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1992.
3) 권혁래, 『최척전』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 국어국문학회, 2008.
권혁래,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한국연구재단(NRF), 2015.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중국 강남의 문학지리학」, 한국한문학연구, 2011.
윤주필, 「한국 고시가의 강남 문학지리학」, 열상고전연구, 2014.
윤주필, 「한국 고전문학에서 본 중국 산동과 강남의 체험과 인식」, 열상고전연구, 2015. 등 이외에도 많
은 선행연구에서 문학지리학의 관점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를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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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각종 상이한 관점들과 연구방법론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통합, 정리하였으며
문학지리학에 입각하여 새로운 텍스트 분석을 하였고 나아가 문학공간을 활용한 콘텐츠전략
까지 전망하였다. 이런 선학들의 연구는 문학 작품 속의 공간 연구에 많은 시사성을 준다.
본고는 문학지리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 배경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 문신이자 소설가였던 서포 김만중이 지
은 고전소설이다.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 연구에 대해서는 우쾌제의 선구적인
업적이 있었다.5) 우쾌제는 「『남정기』의 남정로에 나타난 서포의 중국 인식 고찰」6)과
「서포 소설에 나타난 중국 인식 고찰」7)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서포의 중국 인식을 규명
하였다. 또 서포가 중국 현지에 대한 현장 체험이 없이 『삼국지연의』나 두보, 이백과 같
은 선인들의 문학작품들을 통한 상상적 체험의 한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지리적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순긍8)은 『사씨남정기』를 『구운몽』,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한 기타 한국고전
소설들과 함께 비교분석하면서 작품 속에 나타난 중국 호남지역의 의미를 연군의식이라고
보았다.
김창원9)은 조선시대 서울 양반들의 경저와 별서의 심상지리로부터 확장된 중국 강남의 상
징적의미를 연구하였다.
<사씨남정기>에는 수많은 중국의 지리공간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리 배경에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혼재하여 있다. 따라서 본고는 주인공 사씨의 이동경로에 따라 소설
속에 나타난 중국 지리 배경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조동일 소장본 김만
중의 한글본 『사씨남정기』를 텍스트10)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김춘택의 한
문본을 참고하였다.

2. 본론

4)권혁래, 『문학지리학의 이론과 해석-문학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서강대학교 출판
부, 2022.
5) 우쾌제,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족 의식 고찰」, 고소설연구, 1996, 123-163.
우쾌제, 「가정소설에 나타난 부부의 역할과 가족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1995, 327-356.
우쾌제, 「『남정기』를 통해 본 지식인의 고뇌와 문학적 대응 양상」, 우리문학연구, 1999, 27-50.
우쾌제 「『남정기』에 나타난 열녀전의 수용양상 고찰」,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1997, 443-464.
우쾌제,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작가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2001, 3-29.
우쾌제, 「『사씨남정기』의 목적성 문제와 식민사관적 시각」, 고소설연구, 2001, 95-120.
우쾌제, 「서포 소설과 남해」, 애산학보, 1996, 67-107.
우쾌제, 「열녀전의 수용양상 고찰: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안암어문학회어문논집, 1987, 233-251.
우쾌제, 「이비전설의 소설적 수용 고찰」,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1995, 263-302. 등.
6) 우쾌제, 「『남정기』의 남정로에 나타난 서포의 중국 인식 고찰」, 국어국문학, 1995, 59-82.
7) 우쾌제, 「서포 소설에 나타난 중국 인식 고찰」- 성곡농촌, 1997, 103-152.
8) 권순긍, 「한국 고설과 중국 호남지역」, 한문학보, 2008, 283-299.
9) 김창원, 「고전시가에서 강남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하여」, 한구고전연구 2013, 55-76.
10) 김만중, 『사씨남정기』,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2차분 19~30)』, 도서출판 박이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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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주인공 사씨의 이동경로에 따라 남정기의 노정도를 정리해본다면
북경 순천부11)→시부모 묘하→화용현→동정호→악양루→황릉묘→군산사 수월암→백빈주→
군산사 수월암→강서부→북경 순천부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정도에는 많은 노정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내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명나라시기에 북경에서 장사까지 가는 가장 일반적인 노선을 먼저
제시해보려 한다. 『사씨남정기』의 시간 배경은 명나라 가정 연간(1522년—1566년)이라고
설정되어있고 사씨는 북경에서 장사까지 수로로 이동하려 한다. 명나라 시기의 실제 중국
지리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사씨는 경항대운하를 따라 먼저 북경에서 장강까지 북쪽에서 남
쪽으로 이동하고 다음 장강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장사까지 (소설에서 사씨는
장사까지 가지 못하고 동정호에서 멈췄다.) 가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노선일 것
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 대륙의 지형은 서고동저형이다. 따라서 중국의 하천의 큰 흐름은 황
하와 장강을 비롯해 대부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적으로 흐르는 구조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대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중국 대륙의 북쪽과 남쪽을 종적으로 이어주는 대운하를 개
척하기 시작하였다. 대운하의 가장 이른 구간은 춘추전국시기부터 개척되기 시작하여 수나
라시기에 본격적으로 개통되기 시작하였다. 북경에서 절강성 항주까지 직통으로 편리하게
이어주는 경항대운하의 노선은 원나라 시기에 이미 완성되었다. 명, 청시기에 이르러 경항
대운하는 남북을 이어주는 핵심교통으로 작용하면서 조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남북 물질문명
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조선(漕船)을 비롯해 민선, 상선, 화물선까지
모두 운하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동하였다. 따라서 경항대운하는 『사씨남정기』의 시간 배
경이 되는 명나라 가정 연간에는 당연히 이용 가능한 노선이었고 당시에 북경에서 남방으로
가는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노선이었다. 즉 북경 순천부에 살고 있던 사씨가 수로를 통해
남방에 있는 장사로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노선으로 가려면 사씨는 북경에서 배
를 타고 경항대운하를 따라 남하하여 먼저 경항대운하와 장강이 만나는 지점인 양주(楊
州)12)까지 이동해야 한다. 양주에 도착한 다음에는 장강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장사를
향해 (사씨의 최초 목적지는 장사였으므로) 이동하여 호남성 악양시 동북쪽의 성릉기(城陵
矶)(장강과 동정호가 만나는 곳)를 통해 동정호에 진입하게 된다. 만약 장사에 가려면 여기
에서 멈추지 말고 동정호를 지나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 장사에 도착하게 된다. 아래
당시로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사씨의 이동경로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그
11) 사소저의 집은 원래 신성현에 있었으나 유한림에게 시집가면서 신성현에서 북경으로 옮겨가서 거주
하게 된다.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원문에는 금릉 순천부라고 하였으나 김춘택의 한문본에는 북경 순
천부라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명나라 가정년간이 소설의 시간배경이라고 하였을 때
는 실제 중국 역사에서 명 영락제 시기에 이미 북경으로 천도를 한 상태이므로 북경 순천부가 맞다.
또한 김만중의 한글본에서도 사씨가 장사로 가는 배를 구하는 장면에서 "사씨 남으로 가는 배를 얻지
못하야 근심하더니 마침내 남경으로 가는 상고선을 만나니 이는 두부에 창도로서 속량하야 나가 장사
하는 배라."(김만중 『사씨남정기』 304쪽, 현대어 표기- 필자)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금릉(남경)
에 있는 사씨가 남경으로 가는 배를 얻는다는 서술은 성립이 안 되므로 사씨는 북경 순천부에 살고
있던 것이 맞다.
12)북방에서 대운하를 따라 장강에 이르는 입구는 양주 부근의 육우(六圩)였고 강남에서 대운하를 따라
장강에 이르는 입구는 진강 부근의 간벽(谏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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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표시하여 보았다.

그런데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는 북경에서 배를 타고 수로로 장사를 향해 갔다고만 하
였을 뿐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운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장사를
향해 가고 있다가 격랑을 만났고 또 사씨 일행이 토사병이 심해 치료 차 뭍에 잠깐 올라온
것이 화용현이었고 이어 다시 출발하여 가다가 동정호 악양루 아래에 도착하였다고만 서술
된다. 또한 계절에 대한 서술도 명확하지 않다. 사씨가 이동하는 동안에 대한 계절에 대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고 유연수의 이동 중에 장사에 이르렀을 때 6월이었는데 백빈주에서 사
씨에 의해 구원될 때 오히려 4월 15일이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즉 이 작품에
서 지리배경은 선보다는 개개의 점들로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서포는
사씨가 거쳐가는 노선들에 대해 세세히 묘사를 했다기보다 사씨가 거쳐가는 공간들의 이미
지를 따다가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편이다. 이러한 사씨의 이동 특징들은 사씨
의 노정은 실제적인 체험 또는 여행기적 성격이 아니라 사씨가 거쳐가는 지리적 배경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씨의 여행이 가지고 관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이점은 최부의 『표해록』 (성종 19년, 1488년, 명나라 홍치 연간)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최부는 명나라 시기 대운하의 전 여정을 답사한 첫 번째 조선인으
로 기록되고 있다. 『표해록』에는 최부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13일간 표류한 이후 중국
절강성 태주에 도착 후 운하를 따라 쭉 북상하여 다시 육지를 거쳐 조선으로 되돌아간 이야
기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부의 노정도는 아래 그림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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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해록에 나타난 최부의 경로 (최부 지음, 허경진 옮김, 표해록, 서해문집, 2019, 8쪽 참고.)

최부의 노선 중 북경에서 양주까지는 사씨가 이동 하는 노정과 완전히 일치하다. 이 구간
의 노정만 정리해보면 북경-천진-덕주-서주-회안-양주이다. 그런데 이 구간은 완전히 동일
한 노선이지만 『사씨남정기』에서는 북경을 제외한 위 지점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표해록』이 『사씨남정기』보다 200년 정도 앞서 있으므로
추측하건대 서포는 아마도 『표해록』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씨남정기』에서는 운하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고 북경에서 양주까지 그리고 양주
에서 화용현까지의 이 두 큰 구간의 이동경로도 모두 생략되어 있다. 물론 『표해록』은 수
기이고 『사씨남정기』는 소설이므로, 정확한 노선과 지리명칭의 오용과 생략에 대한 소설
적 허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서포는 빨리 사씨를 동정호라는 소
설의 주요 배경공간에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씨가 구체적으
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남쪽에 다다랐는지에 대한 묘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씨가
북경에서 장사로 이동하는 중에 거쳐가게 되는 개개의 공간들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상징성
이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소설 속에서 이미지화되어 나타나는 중국 지리배경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와 알레
고리로 읽어내는 것이 『사씨남정기』의 본래의 의도에 더 부합되는 독해방식이라 생각된
다. 아래에 이와 같은 『사씨남정기』의 노정도의 특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노정과 비합리
적인 노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작가는 왜 이런 곳들에 사씨를 보냈을까, 나아가 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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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오류를 범하면서도 굳이 사씨를 특정 지점들로 보내야만 했을까를 고민해보면서 그 장
소들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밝혀보려 한다.

2.1 자발적 이동 공간: 시부모 묘하

『사씨남정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씨가 유부(刘府)에서 쫓겨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다. 그런데 쫓겨난 사씨는 본가가 있는 신성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의 선산이 있는
성도로 향한다.

이때 사씨 교부를 분부하야 신성현으로 가지 말고 성도 묘하로(밑줄 필자 주) 향하라
하니 하리 청녕하고 유씨 묘하에 이르러 수간 초옥을 얻어 쳐하니. 한산은 새벽되고 시
호로 벗시되야 화조월석에 부모와 구고를 생각하매 잊을 날이 없더라. 차시 사공자 이
기별을 듣고 유체왈 노인이 부에게 용납지 못한즉 마땅히 본가로 돌아와 형제 서로 의
지하심이 옳거늘 이 무인 산중에 홀로 계시니 도로혀 불편하리로소이다. 사씨 추연왈
내 어찌 동기지정과 모친 영전에 모시기를 알지 못하리오만은 내 한 번 돌아가면 유씨
로 아주 끝쳐지고 한림이 비록 급히 나를 버렸시나내 일즉 선소사 기득 죄함이 없으니
구고 묘하에 여년을 마침이 나의 원이니(밑줄 필자 주) 현제는 고이히 알지 말라.13)

주지하다시피 『사씨남정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리적 오류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13) 김만중, 『사씨남정기』,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2차분 19~30)』, 도서출판 박이정, 1999,
33-34쪽. (현대어 철자로 표기- 필자, 이하 동일. 이하 원문 인용 시 쪽수만 표기.)유부에서 쫓겨난
사씨가 본가가 있는 신성현으로 가지 않고 시부모 선영이 있는 성도로 향했다는 구절은위 본문에 인
용한 조동일 소장본과 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제4권,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소장본에서 나온다. "이
때 사씨 교부를 분부하야 신성현으로 가지 말고 성도 묘하로(밑줄 필자 주) 향하라 하니 하리 청녕하
고 유씨 묘하에 이르러 슈간 초옥을 얻어 쳐하니"(사씨남정기, 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제4권,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493쪽. 현대어 철자로 표기-필자.)
그러나 연세대본과 장서각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轎夫欲向新城之路，謝氏謂叉鬟曰：“宜直向少帥墓卜。遂改前路，自朝陽門直到墓下，得數間草
屋，而留住焉。荒山四圍，村落蕭條，朝夕只聞猿嘯鳥啼而已。謝家小公子聞此奇，疾馳來見，痛哭曰：
“女子不容於夫家，則例歸本家，兄弟相依，不幸中幸也。而姐姐來此空山之中， 抑何意也?” 謝氏曰：
“吾豈不念兄弟？又豈不欲陪侍母親靈几乎？但念一歸本家，則與劉氏永絕，又且思量吾身，本無一毫罪
惡，翰林亦是賢明君子, 雖迷惑於一時讒言，日後亦豈無追悔之心？翰林設或永棄於吾，曾受先少師之重
待，老死於少師之墓，實是我願也。弟勿怪焉。(연세대본 『사씨남정기』,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195쪽.)
교부 신성길로 가려 하거늘 사씨 나르되 "바로 소사 묘하로 향하라" 하여 드디어 묘하에 이르러 슈
간 초옥을 얻어 머무니 높은 산이 사면에 둘렀고 조석에 들리는 바는 다만 잔나비의 휘파람과 새소리
뿐이러라. 어시 사가의 공자 이 말을 듣고 급히 와 부인을 보고 통곡 왈 "여자 부가의 용납지 못하면
반드시 천정에 돌아오나니 우리 형제 서로 의지함이 불행 중 다행이라. 어찌 이 공산 중에 이시리
오?" 사씨 가로되 "낸들 어찌 현제를 생각지 아니하며 또 어찌 모친 영제를 뫼시고져 아니리오마는
도로혀 생각건대 이제 본가에 돌아가면 유씨로 더불어 영결하고 내 몸에 죄 없는지라. 한람이 또한
현명 군자니 비록 일시 참소에 혹하시나 어찌 뉘우침이 없으리오? 설사 한림이 나를 영절 할지라도
일즉 선소사의 사랑하심을 과도히 입어시니 소사의 묘하에서 늙어 죽음이 진실로 나의 원이라. 현제
는 고이히 여기지 말라." (장서각본 『사씨남정기』,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323쪽.)
본고는 조동일 소장본을 텍스트로 삼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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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도의 위치였었다. 기존연구에서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성도는 사천성 성도로
주장되었다. 따라서 성도의 위치적 오류는 서포의 중국지리에 대한 무지를 가장 잘 보여주
는 부분으로 자주 거론되었었다.14) 그러나 작품 속에서 성도의 위치는 북경에 있는 유한림
의 집에서 그다지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나타난다. 이는 위 예문에서 교부가 사씨를 교자
에 태워서 성도까지 바래다주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고 동청과 교씨가 냉진을 성도 묘하로
보내 사씨를 해하려 하는 장면에서도 비교적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로 묘사되었으
며 사씨의 남동생이 시부모 선영에 머무르고 있는 사씨를 보러 왔다가 다시 신성현으로 돌
아가서 창두를 몇 명 누이에게 보내는 등의 묘사에서 우리는 시부모 선영의 위치는 유한림
의 집에서 멀지 않고, 신성현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사씨남정기』에서 말하는 성도란 중국 사천성 성도(省都)인 성도(成都)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都城)을 뜻하는 성도(城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한자 成이나
城은 모두 한국어 "성"으로 번역된다. 즉 『사씨남정기』에서 유씨 집안의 선영은 북경 도
성 안에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선영이 북경에 있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말하는 사
씨를 비롯하여 냉진, 사씨의 남동생, 교부(轎夫) 등의 공간이동에 있어서 훨씬 자연스럽다.
즉 사씨는 북경에 있는 유한림의 댁에서 쫓겨나 집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역시 북경 도
성 안에 있는 시부모 선영 아래에서 피신을 하고 있다가 다시 냉진의 화를 피해 장사를 향
해 떠나게 된 것이다. 소설 속 설정에서 이곳은 유연수의 조상인 명나라 개국공신 유기(劉
基)의 선산이 있는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이다. 작품 속에서 말하는 "성도 묘하"
라는 서술은 "북경 도성에 있는 시부모 묘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실제로 유기가
북경에서 죽고 그의 묘가 북경에 있는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된다.
그런데 유한림으로부터 비자발적 퇴출을 당한 사씨는 신성현에 있는 본가로 가는 것이 아
니라 자발적 이동공간으로 시부모 묘하를 선택한다. 여기서 유한림에게서 쫓겨난 사씨가 본
가로 가지 않고 시댁의 선산에 간다는 것은 자신은 여전히 유씨 집안 사람이라는 강한 의식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유교적 윤리관에 충실하게 입각하
여 부각한 인물형상으로 어질고 정숙하며 효심이 깊은 여성이다. 그러므로 사씨는 비록 남
편으로부터 쫓겨났다 할지라도 시부모님의 선영에 가서 며느리로서의 효도와 도리를 다 하
고 싶어 하는 행동은 소설 속 사씨의 인물성격에도 부합되며 유교적 이치에 잘 맞는 행동이
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씨는 유씨의 선산으로 간 사씨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동청을 보내 사씨를 해하려
한다. 교씨의 이런 행위는 사씨가 유씨 집안의 며느리로 남고 싶어 하는 생각을 아예 근원
적으로 차단해버리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도라는 유씨의 선산이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두고 사씨와 교씨는 유씨 집안 며느리로서의 정통성을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
이다.

14) 우쾌제, 「서포 소설에 나타난 중국 인식 고찰」- 성곡농촌, 1997, 6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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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발적 지향 공간: 장사

시부모 선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된 사씨 이번에는 장사로 떠나게 된다. 즉 사씨는
북경 순천부에서는 유연수에 의해 첫 번째 비자발적 퇴출을 당하였고 이때 자발적 지향 공
간으로 시부모 묘하를

선택했다면, 시부모 묘하에서는 교씨와 동청에 의해 두 번째 비자발

적 퇴출을 당하게 되며 다음 자발적 지향공간으로 장사를 선택하게 된다.

(가) 현부 칠년 재액이 잇시니 당당이 남녁으로 멀니 피할지라 후회치 말고
급히 이곳을 떠나 남방으로 향하라.15)

(나) 존괴 명명이 남방으로 가라하시니 장사는 남방이라 두부인이 가실 때에
수로 수천여리라 하시니더니 이제 벅벅이 두분인을 찾아 장사로 가 의탁하라하
시니 어찌 가지아니리오 하고 장삿배를 얻지 못하야 근심하더니....

16)

사씨가 장사로 가고 싶어 하는 원인은 꿈에서 시부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계시를 준 원인
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곳에는 유씨의 혈육 즉 유연수의 고모 두부인이 당시 장사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씨의 입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장소는 첫 번째는 유씨의 선산, 두 번째는 유
씨의 혈육이다. 즉 두 번의 비자발적 퇴출과 두 번의 자발적 지향공간의 선택에서 사씨는
시댁의 선산과 시댁의 혈육을 지향하였는데 이것은 사씨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 지
향공간으로는 항상 유씨의 집안과 관련된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나
타낸다. 즉
사씨의 이동은 항상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경에서 쫓겨나서 시부모
묘하로 향하게 되고 또 시부모 묘하에서도 쫓겨 다시 장사로 향하게 되는 것은 비자발적인
공간 이동에서 자발적 공간으로의 변화, 비자발적 이동 공간에서 다시 자발적인 이동공간으
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 이동공간인 장사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동정호로 가게 되면서 발생된다.
요컨대 비자발적 퇴출-자발적 지향, 비자발적 퇴출-자발적 지향일 때는 위기는 있었어도
자살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자발적 지향공간인 장사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비자발
적 지향 공간인 동정호로 가게 되면서 사씨는 투신 자살을 하게 된다.

2.3 비자발적 이동 공간: 동정호
자발적 이동공간인 시부모 묘하에서 화를 피해 장사를 향해가던 사씨는 한 곳에 이르자 풍
랑이 크게 일고 토사병이 심하게 들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에 할 수 없
15) 김만중, 『사씨남정기』, 303쪽.
16) 김만중, 『사씨남정기』,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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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잠시 뭍으로 올라와 병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곳은 호남성 화용현이라는 곳이었다.

(다) 배 점점 행하야 한 곳에 이르러 풍랑이 대작하고 사씨 또한 토사에 병이
대단하야 신기불평하매 배를 뭍에 다히고 집을 얻어 치료할 새 주인 여자 가장
양순하야 대접함을 극진히 하니 사씨 감격함음 이기지 못하야 나이를 물으니
그 여자 대답하되 이십세라 하거늘17)

(라) 차시 차환 등이 황릉묘에 단녀 화용현림부에 이르니(밑줄 필자 주) 그 어
미 변씨 죽고 그 여자 홀로 있어 시아를 보고 왈 어디로 좇아 환아에 이르뇨
차이 대왈 낭자 어찌 몰라보시나이까 나는 연전에 사부인을 뫼시고 장사에 가
던 시비 차환이로다.18)

위 인용문 (다)에서 우리는 사씨가 장사를 가는 도중에 토사병이 심하고 또 격랑을 만나
화용현에서 뭍에 올라와 임소저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인용문 (라)를 통해 당시
임소저가 살고 있던 곳은 화용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용현은 호남성 악양시에 속해
있는 한 개 현으로 북쪽으로는 장강을 끼고 있고 호북성과 접해있고 남쪽으로는 동정호와
닿아 위치해있으며 장사와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만약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노선을
따라 사씨가 이동을 한다면,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항대운하를 따라 장강까지 도착하고, 다
시 장강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악양 동북쪽의 성릉기(城陵矶)를 거쳐 비로소 동정호를
지나 장사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선에 따라서 이동한다면 사씨는 장사에 가기
전에 먼저 화용현을 거칠 일이 없게 된다. 필자는 동정호의 모양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계
속 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명나라 시기 동정호의 지도를 예시로 사씨의 이동경로를 살펴보
았다.

명나라 시기 동정호19)

17) 김만중, 『사씨남정기』, 305~306쪽.
18) 김만중, 『사씨남정기』, 336~337쪽.
19) 명나라 시기 동정호 그림은 악양시 정부 수리국 공식 사이트에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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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강조한 선이 장강이다. 즉 장강을 따라 이동 중인 사씨는 성릉기
(城陵矶)를 입구로 동정호에 진입하게 된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화용현은 동정호의 북
쪽에 위치해 있으며 장강과는 다소 떨어져있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씨가 동정호와 장사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화용현에 도착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화용현은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작가는 왜 위치적 오류를 범하면서까
지도 화용현이라는 곳을 꼭 거쳐 가게 했을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북경 순천부에서 유한림에 의해 비자발적 퇴출을 당한 사씨는 첫 번째 자발적 지향 공간으
로 시부모의 선산이 있는 성도를 택한다. 그런데 성도에서도 교씨에 의한 화를 피하기 위해
또 다시 비자발적 퇴출을 당하게 되며 이번에는 유한림의 혈육인 두부인이 있는 장사를 두
번째 자발적 지향 공간으로 택하게 된다. 장사를 향해 가던 중 큰 바람에 의해 의도치 않게
화용현에 머물게 되었으므로 화용현은 첫번째 비자발적 이동공간이 된다.
화용현이란 곳은 한나라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지방의 한 개 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서포는 이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기존연구에서도 서포가 중국지리
를 접하게 된 경로로 『삼국지연의』와 이백, 두보의 시를 통해서 일 것이라고 제기되어왔
었다.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화용이라는 곳에 대해서 필자가 추측하건데 아마
도 서포는 『삼국연의』를 통해 적벽대전의 화용도를 알게 되었고 소동파의 『념노교 적벽
회고』와 전, 후 『적벽부』를 통해서 악주의 화용현이라는 곳까지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여기에서 필자는 실제 적벽대전이 있었던 화용과 악주부의 화용은 서로 다른
곳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화용"이란 이름이 대중들에게 각인된
계기는 삼국시대의 적벽대전 때문일 것이다. 적벽대전에서의 화용도의 위치는 현재 호북성
적벽시의 서쪽으로 파악되고 있다.20) 그리고 그로부터 800여년이 지난 1082년, 소동파는
조정의 비리를 풍자한 혐의를 받아 호북성 황주(현재의 호북성 황강시 황주구)에 유배를 가
게 되는데, 유배 중이던 어느 날 우연히 황주의 적벽 즉 현재의 호북성 황강시에 있는 적벽
(赤壁)을 구경하게 된다. 즉 소동파는 적벽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곳을 구경하게
된 셈이다. 이를 가리켜 소동파는 벗에게 보내는 편지 「여범자풍서 일」(《与范子丰书
（一）》)에서

"전설에 이르기를 여기는 조조가 패전한 곳으로, 이른바 적벽이라 하기도 하
고 혹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관우는 조조를 풀어주고 조조는 패하고 돌아갈
적에 화용로로 갔었는데, 지금 적벽의 약간 서쪽 대안이 바로 화용진이니, 아
마도 이곳인듯하다. 그러나 악주에도 화용현이 있으니, 마침내 어느 곳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밑줄 필자 주)"21)
http://swj.yueyang.gov.cn/6855/6856/content_1677504.html
방문시간 2022.6.17. 17:22
20) 이 밖에도 적벽대전이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나 호북성 적벽
시의 서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주류적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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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고 한다. 황주에서 유배하는 동안 소동파는 적벽을 모두 세 번 유람하러 가게
된다. 소동파는 적벽에 유람을 갈 때마다 시를 남겼는데, 그 작품들이 바로 불후의 명작으
로 남겨진 『념노교 적벽회고』 와 전, 후 『적벽부』이다. 소동파의 적벽 3부작이 워낙 유
명해지자 황주에 있는 적벽은 '문적벽'으로 부르고 실제 적벽대전이 있었던 적벽은 이에 구
분 짓기 위하여 '무적벽'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황주에 유배되어 있던 시기는 소동파에게 있
어서 정치적으로는 기나긴 암흑기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시 창작에 있어서는 문학사에서 다
수의 걸작들을 내놓은 창작의 전성기였다. 즉 황주에서 소동파의 문학은 최고봉을 맞은 셈
이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서포에게서도 나타난다. 서포 역시 그의 대표작들인 『구운몽』과 『사
씨남정기』를 모두 유배를 갔을 지었다. 그리고 작품 속에 나오는 중국 지리들도 적지 않은
오류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성공적으로 타국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그 곳에 주제
의식을 의탁하여 표현하였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그 지명은 작품 속에서 강력한 서사적 기
능을 획득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소동파와 서포는 모두 정치적으로는 암흑기를 보냈으나 문
학창작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성기를 보내는 일치성을 보여주었다. 서포는 일찍이 『서포만
필』을 통해서 소동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22) 『사씨남정기』에서 노
정도의 오류를 범하면서도 굳이 화용현이라는 곳을 등장시킨 것도 자신과 소동파의 동일시
라는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화용현에서 한숨 돌린 사씨는 다시 배를 출발하여 장사로 향한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큰
풍랑이 일어 사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정호에 도착하게 된다. 즉 동정호는 두 번
째 비자발적 이동 공간이다. 이는 사씨가 비자발적 지향공간에서 다시 비자발적 지향 공간
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노창두 나이 늙고 수토에 익지 못하야 병들어 죽으니 부인이 비상감창하고 불
행함을 이기지 못하야 배를 머무르고 장삼을 강가 언덕에 안장하고 떠날 새 행
중에 다만 유모와 차환 뿐이라 십분 낭패하야 앞길 원근을 물으니 수일만 행하
면 장사를 득달하리라 하거날 사부인이 젼뢰 갓가옴을 깃거 배를 빨리 져어 행
하더니 사씨의 운액이 점점 닥쳐오는 지라 홀연 풍랑이 대작하며 파도 흉용하
야 비바람에 좃겨 동정 위수로 좃차 악양루 아래 이르니 ... (중략)...

옛적 열

국 때 초나라 지경이라 우, 순이 순행하사 창호들에 붕하사. 이비 아황 여영이
미처 가지 못하야 상수가에서 울으시니 눈물이 화하야 피 되여 대숲에 뿌리시

21)苏轼在《与范子丰书（一）》里说：“黄州少西山麓，斗入江中，石室如丹。《传》云‘曹公败所，所谓赤壁
者。或曰：非也。时曹公败归华容路，路多泥泞，使老弱先行，践之而过，曰：‘刘备智过人而见事迟，
华容夹道皆葭苇，使纵火，则吾无遗类矣。今赤壁少西对岸，即华容镇，庶几是也。然岳州复有华容县，
竟不知孰是？”《记赤壁》中又说：“黄州守居之数百步为赤壁。或言即周瑜破曹公处,不知果是否?”《念奴
娇?大江东去》也说：“故垒西边，人道是，三国周郎赤壁。”
22) 박성재, 「서포소설 성립의 배경 연구 – 소동파 동일화 양상과 『서포만필』, 『서포집』, 소재 ·일화 ·
시화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016, 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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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피 점점이 어룽졌으니 이른바 소상반죽이라 그 후에 초국 신하 굴원이 충성
을 다하여 회왕을 섬기다가 간신의 참소를 만나 강남이 내치매 이에 수간 초옥
을 짓고 몸을 명나에 던졌으며 또 한나라 가의는 양재사로서 대신에게 무이어
장사에 내치매 이곳에 이르러 제문지어 강중에 드리쳐 굴원의 충혼을 조문하였
으니 차삼사인에 고적이 가장 초창한지라시고 매양 구의산에 구름이 끼고 소상
강에 밤이 오고 동정호에 달이 밝고 황릉묘에 두견이 슬피 울 때 비록 슬프지
아닌 사람이라도 자연 척언타루하고 위연장탄하니 천고에 의기를 좇는 곳이러
라. 매양 구의산에 구름이 끼고 소상강에 밤이 오고 동정호에 달이 밝고 황릉
묘에 두견이 슬피 울 때 비록 슬프지 아닌 사람이라도 자연 척언타루하고 위연
장탄하니 천고에 의기를 좇는 곳이러라. ... (중략)... 차시 사씨 천신만고하야
겨우 배를 얻어 장사를 거의 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풍하야 이 곳에 이르니 바
라미 끊어진지라 심당이 촌절하야 아무리 생각하나 죽을 밖에 할 일 없는지
라.23)

『사씨남정기』에서 동정호는 "천고의 의기를 쫓는 곳"으로 묘사되며 작품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배경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사씨남정기』에서 이야기의 기승전결 중 기는
북경에 있는 유연수의 집, 승은 시부모 묘하, 마지막 결도 북경에 있는 유연수의 집에서 이
루어지게 했다면 스토리의 전개 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 부분은 모두 동정호를 배경으
로 이루어지게끔 설계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방 사람을 만나거든 내 이곳에서 죽은 줄을 알게 하라 사생이 지극관중하니
가히 예서 죽은 후 혹자 사람이 나의 사생을 뭇나니 잇셔도 이에서 익슈함을
알게 하라하고 이에 남글 깍고 크게 쓰되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구가
의 출부되여 이에 이르러 진퇴무로하매 익슈하노라 쓰기를 맛고 통곡하니 유모
등이 좌우로 붓드러 우니 일월이 무광하고 초녹금쉬 위하야 슬퍼하는듯하더라.
이러구러 날이 어둡고 동녘에 달이 올으니 월색이 강상에 비추는대 사면에 귀
곡성과 황능묘상에 두견성이 처량하고 소상죽림의 귀신이 읍주는 소리 부절하
며 악기 사람을 침노하니 유모 등이 부인다려왈 밤이 심히 차오니 져 루에 올
라 밤을 지내고 명일 다시 선쳐하사이다.24)

동정호에서 사씨는 굴원을 떠올리고 죽음을 기도하는데 이는 동정호는 사씨의 지향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씨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동정호는 굴원의 고사
가 깃들어있는 공간이다. 굴원은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대표인물로 굴원의 고사가 깃든 동
정호에서 사씨가 죽음을 기도한 것은 사씨의 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포는 사
씨의 죽음을 생각하는 한스러운 마음을 동정추월, 소상반죽 그리고 황릉묘 위에서 우는 두
23) 김만중, 『사씨남정기』, 306~307쪽.
24) 김만중, 『사씨남정기』, 308~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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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울음소리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윽고 갈 곳이 없는 사씨는 동정호 악양루에 올라 다시
한 번 자살을 시도한다.

이제 우리 노뉘 아모리 헤아리나 의탁할 곳이 없고 날이 밝았으니 어디로 가
리오 아모리 생각하야도 강수의 몸을 감초니만 갓지못하니 유모는 만류치 말라
하고 몸을 니러 강즁에 뛰여들려하니25)

동정호와 악양루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서포의 작가의식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고로 중국의 유명한 시인묵객들은 다들 한 번 씩은 악양루에 대해 시를 지었을 정도이니 동
정호는 악양루로 인해 더 한층 유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악양루에 관한 시는 너무 많아 이
루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를 꼽자면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이다. 『악양루기』는 범중엄이 등주로 좌천되어 있을 때 지은 시이다. 당시
악주에 좌천되어 있던 친구 등자경이 악양루를 중수하면서 범중엄에게 기문을 써줄 것을 부
탁하였고 범중엄은 이를 선뜻 받아들여 천고의 명편인 『악양루기』를 지었다. 범중엄은 동
정호를 가리켜 "파릉(巴陵)의 훌륭한 경치는 동정호 하나에 달려 있고", "북쪽으로는 무협
(巫峽)과 통하고 남쪽으로는 소수(瀟水)와 상수(湘水)에 닿아, 좌천되는 나그네와 글을 짓는
이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으니 경물(景物)을 보는 심정이 다름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
면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명구로 회자되고 있는 선우후락을 읊었다. 따라서 서포는 동
정호의 악양루에서 범중엄을 떠올렸을 것이고 범중엄의 선우후락 정신을 통해 사대부의 사
명감과 책임감을 되뇌였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범중엄도 악양루를 직접 보고 이 시를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범중
엄은 친구 등자경의 부탁을 받고 상상을 통해 악양루의 경관을 묘사하고 악양루라는 사물에
의탁하여 유배되어 있는 정치인의 "천하를 위한 근심"을 읊어냈다.
『서포만필』을 읽어보면 우리는 서포의 범중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도 범중엄의 일화와 흡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유한림이 유배
를 갔을 때의 일이다. 죽음의 땅 행주(幸州)26)로 유배를 간 유한림은 풍토병이 심하여 병세
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어느 날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병을 가지고 찾아와 "상
공의 병이 위중하시니 이 물을 먹으면 좋으리이다."27) 라고 말하면서 물병을 뜰 한 가운데
놓고 간다. 그리고 노인이 병을 놓았던 곳에서는 샘이 솟게 되며 그 샘물을 먹자 한림의 고
황에 들었던 병이 낫는다. 그리고 그 물을 동네사람들이 모두 마시자 행주 지방에는 마침내
풍토병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 우물을 학사천(學士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28) 여기서 유
25) 김만중, 『사씨남정기』, 309쪽.
26) 원문은 '행주'로 되어 있고 김춘택의 한역본은 '幸州(행주)'로 표기 되어있다. 『사씨남정기』에서 행주
라는 곳에 대해서는 유연수가 엄숭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갔던 지역이며 남방이라는 것 외에는 더 자
세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행주라는 곳은 수토가 아주 사나워서 북방 사람이 가면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토사병이 심한 죽음의 땅으로 묘사된다. 필자는 아직 명나라 '幸州(행
주)'라는 곳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7) 김만중, 『사씨남정기』, 322 쪽.
28) 김만중, 『사씨남정기』, 323~3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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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을 구해준 흰옷을 입은 노인은 자신이 동정호 군산에서 온 사람이라고 밝힌다. 『사씨
남정기』에서 동정호 군산은 구원공간으로 나타나며 동정호 군산 출신의 사람들은 모두 구
원자의 역할을 한다. 유배를 간 사대부가 직접 우물을 팠다는 일화는 범중엄이 유배를 갔을
때의 일화와 고도의 유사성을 보인다. 북송 황우(皇祐) 2년에 범중엄이 산동성 청주시 지부
사로 있을 때 그 지방에는 풍토병이 심하여 범중엄은 직접 약을 지어 그 지방 사람들의 병
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양하(陽河) 근처에 갑자기 샘이 솟아났고 범중엄이 그곳에다
정자를 세웠으며 후세의 사람들은 범중엄의 역병에 대한 공을 기념하기 위해 이 우물을 범
공정 그리고 우물가의 정자를 ‘범공정(范公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29) 또한 서포 자신도
남해에서 유배 할 때 우물을 직접 팠다고 하며 현재도 남해 노도에는 그 우물터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와 유한림에게는 서포 자신과 서포가 흠모
하였던 여타 문인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정호에서 계속 죽음을 시도하는 사씨에게 꿈속에서 가장 이념적인 상징적의미를 지닌
아황과 여영이 "그대는 선한 사람이니 기다리면 일시적인 액운이 지나가고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 죽으려 하지 말라."고 깨달음을 준다. 꿈에서 깬 사씨를 꿈속에서 본 대로 이비의 소
상이 있는 황릉묘를 찾아간다. 황룡묘에서 나오자 관세음보살의 명을 받고 사씨를 구하러
온 묘혜스님을 만나 구조된다.

배를 저어 타고 갈새 일진 순풍을 만나 순식간에 군산에 다다르니“동정호의
외로이 있으니 사면에 다 물이오 여러봉에 대숲 뿐이니 자고로 인적이 희소하
더라. 리괴배의 나려사시를 붓드러 암자 이름을 수월암이라 가장 유벽정결하야
인세 같지 아니터라

30)

군산은 동정호 한가운데 있으며 마치 인간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선경(仙境)으로 묘사되
는데 이것은 군산은 신성스러운 구원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묘혜와 사씨 일행이 군
산으로 가려고 하자 한 줄 순풍이 황릉묘에서 일어 그들이 탄 배가 순식간에 군산 아래에
도착하게 도와준다. 이것은 묘혜스님이 관세음보살의 뜻을 받들어 사씨를 구원하기 때문이
다. 수월암 안에는 마침 사씨가 관음찬을 지었던 백의관음 화상이 걸려있었다. 이는 다시
한 번 사씨와 묘혜스님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써 수월암은
사씨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구고가 꿈속에서 부탁한대로 6년후 4월 15일이 되자 사씨는 백빈주에 가서
유한림을 구하게 된다.

현부 칠년 재액이 있으니 당당이 남녘으로 멀리 피할지라. 후회치 말고 급히
이곳을 떠나 남방으로 향하라. (중략) 이후 육년 사월 십오일에 배를 백빈주에
29) 풍국초 지음, 이원길 번역, 「범중엄이 신정을 실시하다」 [範仲淹推行新政] 『중국상하오천년사』,
2008.
30) 김만중, 『사씨남정기』,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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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였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 차는 명심불망할지어다.31)(밑줄 필자 주)

백빈주라는 지명은 중국 고전 시와 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간이미지이며 백빈주에 관한
가장 유명한 대표작은 온정균(温庭筠)의 「망강남」(《望江南》)일 것이다. 전문 27자밖에
안 되는 이 시는 님이 오기를 기다리다 못해 지친 한 여성의 애끊는 슬픔과 한을 "애끊는
백빈주"라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준 명시이다. 이외에도 백빈주에 대해서
는 당대의 유명한 시인들이 모두 글을 지은 바 있는데 이백의 「녹수곡」 (《绿水曲》), 두
보의 「기설삼랑중거」 (《寄薛三郎中据》), 백거이의 「백빈주오정기」 (《白蘋洲五亭记》)
등등 작품들이다.
백빈주에서 백빈(白蘋)은 흰 마름꽃을 말하고 주(洲)는 물가의 육지를 가리킨다. 즉 백빈주
란 흰 마름꽃이 피어있는 물가라는 뜻이다. 장준봉32)은 『중국문학 속의 빈 이미지 연구』
에서 백빈주의 이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기도 체계적으로 고증하였다. 장준봉은 중국고전문
학에서 빈이라는 이미지가 단초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시경』에서부터라고 보고 있다.
『시경』에서 여성이 빈을 꺾는 행위는 조상을 기리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나오다가 그 이후
에는 점차 여성의 깨끗하고 유순한 이미지로 전변되었으며 나아가 여성의 사덕을 상징하게
되었다. 당송 시기에 이르러 빈을 꺽는 행위는 벗을 그리워하다 혹은 연인을 사모하다 혹은
문인의 자기격려 등 다중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백빈주가 특정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때
첫 번째 백빈주는 호주 (현재의 절강성)의 백빈주이며 이는 고전문학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준 백빈주이다. 두 번째 백빈주는 사천성 청성산의 백빈주이고 세번째는 현재의 호남성
녕원현 일대이다. 『대청일통지』 (『大清一统志』) 에 기재하기를 "백빈주, 영릉현서, 소상
중에 있다. 주장수십장, 물은 가로로 협곡처럼 흐르고 예로부터 백빈이 무성이 자란다."고하
였다. 따라서 이상 세 곳은 백빈주를 가리키는 특정지역이고 기타는 백빈이 피어있는 곳들
을 두루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고전문학중의 백빈주 이미
지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33)
『사씨남정기』에서의 백빈주는 동정호와 멀지 않은 곳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위의 몇 가
지 전형적인 백빈주에서 세 번째인 호남성 녕원현에 있는 백빈주가 가장 유력하다. 실제로
녕원현은 호남성에 있고 동정호 남쪽 방향에 있으므로, 물론 녕원현에서 동정호까지의 거리
는 아주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품에서는 중국의 면적을 몇 배로 축소시켜서 상상하고
있으므로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장분봉의 연구에서도 설명하듯이 중국 전역에는 백빈주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 전
국 방방곳곳 너무 많다. 따라서 시나 사에 나타난 백빈주 이미지를 쫓아 일일이 어느 곳의
백빈주를 밝혀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이에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유평백(俞平伯)은
『당송사선석』 (唐宋词选释)에서 "백빈주가 여기에서 어느 곳의 지명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현실적이므로 범(泛)적으로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송별들이
31) 김만중 『사씨남정기』, 303쪽.
32) 张俊峰，《中国古代文学蘋意象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8.
33) 백빈주에 대해서 위 논문의 33~38쪽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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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국에는 백빈주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대담히 추측하건대 미묘한 이미지를 지닌 '백빈주'는 고대 수로에서의 송
별을 의미하는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34)고 하였다.
요컨대 중국고전문학에서는 백빈주란 남녀가 이별할 때 흰 마름꽃을 따서 님에게 선물하며
헤어지던 곳을 상징하는 하나의 관용적 알레고리이다. 따라서 백빈주가 도대체 어느 곳이었
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문학적 알레고리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다. 흥미
로운 점은 중국문학에서 백빈주는 남녀의 송별 즉 "님을 떠나보내다" 혹은 나아가 "님을 떠
나보내는 곳"을 의미하는데 특이하게도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가 유한림을 구해주고 유
한림과의 재회를 상징하는 장소로 나타난다. 이는 연세대 소장본의 제목이 『백빈주중봉
기』35)인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씨는 시부모님께서 꿈속에서 알려준 대로 백빈주 하류에
배를 대고 동청에게 쫓겨 하마터면 죽을 뻔 했던 유한림을 구하고 드디어 유한림과 재회한
다. 따라서 "백빈주"의 상징적 이미지 사용에서 중국고전문학에서는 "송별"의 의미로 사용되
었지만 『사씨남정기』에서는 "재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서로 상반된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죽도록 슬퍼했다는 점에서 "애끊는 백빈주"(腸斷白蘋洲)라는 "슬프다
못해 애가 끊어진다"는 의미에서는 일치하다. 다만 중국고전문학에서는 사랑하는 님을 떠나
보내면서 이별의 슬픔을 표현했다면, 한국고전문학에서는 재회를 하고 그동안의 슬픔을 터
놓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요컨대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와 유한림의 재회라는 의미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중국문학에 나타난 백빈주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한국
문학의 일종의 변형적 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외에도 한국고전문학에서 백빈주는 종종 등장하는 이미지이다. 정철의 『성
산별곡』에서 "홍료화 백빈주 어느 사이 디나관데" 라는 구절, 『심청가』 「범피중류」에
는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안으로 날아들고, 삼강의 기러기는 한수로만 돌아든다."라는 구절,
『장기타령』중에 "범려는 간 곳 없고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안으로 날아들고"라는 구절 등
등이 그러하다. 이외에도 많지만 대체로 한국고전문학에서는 백빈주와 갈매기, 백빈주 홍요
화(안)을 늘 함께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된다. 여기서 홍요안은 붉은 여귀꽃이 만발한
천변을 뜻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백빈주는 하얀 마름꽃이 만개한 천변을 가리키므로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홍과 백의 색감의 대조를 통해 대구를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중국고전문학에서 백빈주가 가리키는 "님을 송별하면서 느끼는 애끊는 슬픔"이라는 감
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바 백빈주의 원래 이미지는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 또한 원래 백빈주 이미지에 대한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34) 俞平伯先生在《唐宋词选释》中指出, 白蘋洲“这里若指地名, 过于落实, 似泛说为好。”的确, 这么多的送
别都集中在一个地方似乎不可能, 再加上白蘋中国各地多有分, 因此可 以大胆推断:具有美妙意象的“白
蘋洲”是古代水路送别之地的泛称。필자 역. 张俊峰，《中国古代文学蘋意象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
学位论文，2008,
35)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문필사본 『白蘋洲重逢記』 (고서 811.36 김만중 사필)이며 한문본이다. 이
금희는 연세대 소장본 『백빈주중봉기』를 한문본에서 유일하게 국문원본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반도출판사, 1991,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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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고는 『사씨남정기』에 나오는 주인공 사씨의 이동경로를 따라가보면서 중국 지리 배경
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노선과 합리적인 노선을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그렇다면 서포는 왜
꼭 이곳에 사씨를 보냈을까, 서포는 중국의 지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장소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으며 『사씨남정기』라는 작품에서는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씨남정기』에 나타는 노정도는 중국의 실제 지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엉뚱하게 설정
된 것이 많다. 이는 서포가 실제 경험이 아닌 상상을 통해 관념상의 여행을 묘사하였기 때
문이다. 물론 거기에는 당시 자유롭게 이국의 공간을 드나들기 힘들었기에는 중국 지리에
대해 무지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포는 비록 이국의 낯선 공간이라고 하지만 상상을
통해 허경(虛景)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가의식을 표현하였다. 이는 서포에게서만 나타난 현
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범중엄도 악양루를 보지 않고 상상으로 『악양루기』를 지었고 소동
파도 실제 적벽대전이 있었던 적벽이 아니라 호북성 황주에 있는 다른 적벽을 보고 『적벽
부』를 지었다. 그러므로 장소의 문학적 활용에 있어서 장소의 위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작
가가 얼마나 그곳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는지 하는 것은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서포는 이국적인 지리적 요소들을 상상으로 재배치하고 엮어서 소설의 배경공간으
로 만들어 그 속에 자신의 사상을 투사한 인물인 사씨와 유연수를 넣어 알뜰하게 짜여 진
중국 지리 배경 속에 사씨를 투입하여 사씨의 이동경로에 따라 이를 통해 우리는 서포는 중
국의 지리에 대해 꽤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소 곳곳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 끌어들여 문학적 알레고리 역할을 하게 하여 탁월한 서사기능을 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씨남정기』에서 중국의 지리 배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노선과 비합리적인 노선이 각자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
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문학적 상징과 알레고리를 통해 독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작
품의 주제의식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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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지리 연구 -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권혁래(용인대학교)

유미란 선생님의 발표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서포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공간 중심으로 해석할 때, 특히 중국 지명과 공간의 상징성을 파악할 때 서사가 어떻게 읽
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논문의 본론은, 사씨의 이동공간을 자발적 이동공간
(성도, 장사), 비자발적 이동공간(동정호)으로 파악하고, 그 공간으로 이동한 서사를 공간의
장소성, 또는 상징성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발표자께서 공간의 의미를 설정한
방식이 대체로 타당하며, 공간의 의미를 서사와 주제적 의미 해석와 연관시킨 방식도 대체
로 동의합니다. 몇 가지 사소한 점들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유씨 가문에서 퇴출된 사씨 부인이 첫 번째로 간 "성도 묘하"를 사천성 성도(省都)인
성도(成都)로 보지 않고 "북경(北京) 도성(都城)에 있는 시부모 묘하"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
작품의 서사의 이해에 필요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이런 언급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城都’라는 표기를 다른 작품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2. 사씨 부인이 간, 두부인이 사는 사천성 장사(長沙)에 관해서는 연관된 중국의 고사나
인물이 없는지요?
그리고, 사씨가 성도와 장사에 간 것이 ‘유교지향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너무 포
괄적인 개념이 아닌지, ‘가문지향적’ 정도가 더 한정적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사씨가 간 비자발적 공간인 ‘화용현’, ‘동정호’의 상징성에 대해 말하면서, 소동파가 유
배지 황주에서 걸작 시를 창작한 점과 서포가 유배지에서 소설을 창작한 것과 비견한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동정호, 악양루는 굴원과 범중이 각각 연관된 장소로서 이를 소설배
경으로 활용한 것은 공간의 장소성, 또는 상징성을 잘 활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구운몽도 중국의 공간을 문학배경으로 합니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문학공간
설정과 형상화 면에서 비교될 만 점이 있을까요? 특히, 동정호는 구운몽에도 성진이 동정
호 용왕을 만나는 장면, 동정용녀 백능파와 혼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두 작품에서 동정
호가 쓰인 점이 연관된 점이 있을까요? 구운몽의 공간에 대해서는 이강엽의 ｢<九雲夢>의
문학지리학적 해석｣(어문학 94, 2006), 김수연의 ｢남악 형산, 유불도 인문지리의 공간경
계역｣(고전문학연구 45, 2014)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지리 연구 -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이라는 제
목이 너무 크지 않나요? 『사씨남정기』의 공간에 한정된 연구라면, 『사씨남정기』를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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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내세워 제목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5. 지리학[문학지리학]에서는 ‘장소’와 ‘장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문학에서는 ‘공
간’, 그리고 ‘표상’, ‘심상’, ‘상징성’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문학연구자들도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문학의 공간에 대한 ‘장소성’
과 ‘상징성’ 용어의 개념·함의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 147 -

《太平广记》对韩国文学的影响---以翻案改作作品为中心
《태평광기》의 한국문학 영향--번안 작품을 중심으로
송교(宋姣, 서안 외국어대학교)

摘要：
《太平广记》在朝鲜半岛的改作翻案，早期表现为离奇的、夸张的、不现实的叙事。因而翻案改
作作品影响不够广泛，表现为零星的单篇作品；后期翻案作品现实色彩浓厚，群众基础广泛，这
与朝鲜时期与中国明朝社会有着诸多的相似有着密切关系。此外《广记》在中国后世的翻案，也
在半岛产生了一大批翻案作品。
요약
『태평광기』가 한반도 유입 후 초기 번안 작품이 기괴하고 과장되며 비현실적인 서사로
보였다. 따라서 산발적이고 단일적 작품으로 나타나 영향이 크지 않았다. 후기의 번안
작품은 사실적인 색채가 강하고 대중에서 환영을 받아 이는 조선시대와 중국 명나라와
유사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다.

중국에서『태평광기』후세의

개작

작품은

한반도에서도 수많은 번안 작품을 낳았다.

1.

들어가기

『태평광기』(이하 『광기』라고 함)은 이방 등이 태종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중국의
설화집으로 중국 소설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광기』는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한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인에게 꼭 필요한 참고서의 하나가
되었으며, 소설 개념의 정립과 소설 분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기』의 양이 방대하여
구매하거나 빌리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못하던 것이 실정이었다. 15세기에 조선의 문신
성임이
중국어를

그

중에서

모르는

더

839편을
많은

선별하여
사람들이

『태평광기상절』
『광기』를

읽을

50권으로
수

있도록

간행하였다.
언해까지

또한

나왔다.

『광기』의 번역본은 조선시대 부분 번역본인 『태평광기언해』과 김동욱 교수가 소장한
『전기』 가 있다. 2005년 김장환 교수가 『광기』를 완역해 이는 중국 해외에서 처음이다.
『광기』, 『태평광지상절』 및 『광기』의 한국어 번역본은 한국의 다양한 유형의 소설에
소재의 원천, 소재, 시의 전고 출처, 작품 구상 및 이미지 구축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광기』의 개작과 번안본까지 나왔다.
번안은 일본과 한국의 고대 문학에서 널리 사용된다. 번안은 외국 작품의 이야기를
모국에 맞는 이식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번안 소설이 일종의 번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번역과 다르다. 창조적 배신이다.(孙楷第1982：257) 본 연구는 『광기』의 번안
작품이

한국에서의

분포를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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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해서

전파및

영향을

2. 『광기』 번안작품의 유형 분류
『광기』는

한국에

들어오자

지식인의

관심을

받았다.

조선시대에

와서

문인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고려시대의 유몽인은 『어우야담』권3 」문예조」에서 」我國文章之士
皆攻太平廣記」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광지』의 인기를 보였다. 어떤 이는『광기』의
이야기를 토대로 번안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광기』이야기의 줄거리나 사건을
저본으로 창작한 번안 작품이 한국에서 계속 발효되지 못해, 즉 다른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 번 번안해서 양도 많고 빈도수도 높아

번안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광기』이야기의 줄거리와 사건을 직접 번안한 것은
본논문에서 직접 번안이라고 명명한다. 일부 작품이 한반도에 유입되어 어느 정도 토대가
쌓여

있는데

중국

후대의

작가를

거쳐

이런

이야기를

번안,

개작하는데

한국

작가가『광기』의 중국 후세 개작된 작품을 기반으로 다시 번악, 개작을 한 것은 간접
번안이라고 명명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광기』 번안작품을 빈도, 수량, 직·간접적 영향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주제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2.1 우발적이고 적접적인 것
이 유형은 작가가 『광기』를 읽어 어떤 이야기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창작의
충동을 일으켜 이를 바탕으로 기본 줄거리를 모방해 창작한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이런
연구가 거의 없고 한국에서 비교적으로 많이 전개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 이 분류에 속하는 두 작품을 모아 정리했다. 즉, 」馮燕傳」를 번안한 」용산차부」,
」無雙傳」을 저본으로 번안한 」왕씨전」이 이 유형에 속한다.
2.1.1 「풍연전」--「용산차부」
「용산차부」1)는 한문소설이고 조선시대 무관 구수훈의 『이순록』에 수록되어 있다.
구수훈이 무관이지만 글을 아주 좋아해

『이순록』을 남겼다. 『이순록』은 靜嘉堂本

『대동패림』에 수록되어 있어 상, 하 두 권으로 나누어진다. 상권에 134화, 하권에 114화
모두 248화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용산차부」는 하권 제 223화이다.
「퐁연전」은 『광기』 권195에 수록되어 있고 작가 심아지가 당시 사회 진실한 사건을
소재를 삼아 창작한 것이다. 색정,의기, 용감, 인후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김동욱(2010)은

「풍연전」과

「용산차부」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서사단락을

나눠

비교해서 후자가 전자의 틀을 빌리면서 자국의 문화풍토와 시대정신을 충실히 담아낸
것이라고 지적되었다.2)
2.1.2 「무쌍전」---「왕시전」3)
「왕시전」은 이문건의 『默齋日記』 제3권의 내지에 실려 있는 한글 소설이다.
1)

本篇在后世的《记闻拾遗》以及悬吐手抄本《青野谈薮》里也有收录，《二旬录》和《记闻拾遗》都没有题目，
《青野谈薮》里题为」杀一淫女 活一不辜」，此句实为《二旬录》此篇中判官的判词。本文据《李朝韩文短篇
集》（上）（李佑成• 林熒泽 译编， 首尔，一潮阁， 1973， 319页）中命名的题目，记此故事为《龙山
车夫》。
2) 金东旭 《<龙山车夫>이야기의 翻案野谈的性格》，泮桥语文研究 第17辑，2004年，81-107页。
3)《王氏传》原名为《왕시전》，为韩文撰写的小说，主人公的名字没有汉字标记。韩国国内最早发现并研究此
文的学者是李복규，他认为」왕시」可能为人名，也可以理解为姓氏，即」王氏」本文译为」王氏。」--《묵재
일기》 소재 국문소설 <황시전>의 해제와 원문, 이복규, 새국어교육, 제 128호 2021.9.30。文中出现
的人名均为本人按汉字读音翻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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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일찍 부모님을 여읜 왕시가 무빙이라는 늙은 여자종이와 같이 산다. 왕시는 19세
때 김유령과 결혼했는데 한달 만에 나라의 신하에 왕시가 대궐로 끌려간다.

2)

김유령이 너무 슬퍼 죽으려고 하다가 무빙이 유령을 많이 위로해 주어 겨우
자살의 엄두를 접었다.

3)

한 도사가 김유령의 꿈에 나타나 왕시와 다시 만나려면 돈 일만권을 준비해
화산도사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4)

김유령이 어려움을 극복해 드디어 화산도사를 만났다. 화산도사는 유령에게 1년간
악행을 범하지 말고 짐승을 구제하라고 말해 준다. 유령이 덩굴에 걸린 뱀과 옥에
갇힌 도둑을 풀렸다. 화산도사는 유령이 풀린 뱀과 도둑이 모두 악한 것이라고
해서 다시 선업을 쌓으라고 지시한다.

5)

김유령은 화산도사가 시킨대로 해서 4년 후에 다시 화산도사 앞에 나타났다.
화산도사가

신이한

존재를

불러

김유령과

왕시를

죽이라고

했다.

그리고

화산도사가 김유령을 살려서 석달 안에 왕시를 장사지내라고 한다.
6)

김유령이 집에 도착해 20일 만에 왕시의 시신을 장사지냈으나, 아내가 살아나지
않아 다시 화산도사를 찾아간다.

7)

화산도사가 신이한 존재를 다시 불러 왕시의 무덤을 파서 시신을 화산 밑에
두어라고 한다. 또한 집안의 종들을 잡아 유리국에 보내라고 명한다.

8)

김유령이 드디어 왕시와 다시 만나 같이 집에 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둘이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9)

둘이 80세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무쌍전」은 작자가 薛調이고 『광기』 권 486에 실려 있다. 『태평광기상절』
권46의

「잡전2」에도

보인다.

김동욱

소장본「전기」에서「무쌍전」은

「고압아」의

제목으로 실려 있다.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두 작품의 등장인물을 다음표와 같이 정리한다.
표1. 등장인물 표
주요 인물

《왕시전》
여 주인공：왕시（부모을 여읨）

배역

남 주인공：김유령
화산도사
무빙：왕시의 여종
없음

《무쌍전》
무쌍(부친이 반군사건에 빠져
사형을 당했음)
왕선객
고압아
채빈：무쌍의 여종의
여종无双的使女
새홍：왕선색의 옛종

위의 표에 따르면 「왕시전」과 「무쌍전」의 등장인물 설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대략 대응할 수 있다. 줄거리도 매우 유사하다.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데 여주인공은 궁에 잡혀가고, 남주인공은
고통스러워 죽기만 원했다. 이인(異人)의 도움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인을 찾아서 온갖
정성을 다했다. 이인이 여주인공을 죽여 궁 밖으로 실려와 다시 살렸다. 그 후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타계(지옥)으로 보내어 두 사람이 고향을 탈출하여 영화부귀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았다.
「왕시전」과 「무쌍전」 등장인물, 줄거리 및 결말 처리는 높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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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발생 배경과 인물 이름 등 일부 세부 사항에서만 차이가 보인다. 따라서
「왕시전」은 「무쌍전」의 번안작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만 고압아에 비해
「왕시전」에 나온 화산도사가 더 초현실적이며 신비롭고 비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왕시전」은 「무쌍전」에서 내부자의 무고한 희생이라는 비인간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버렸다. 「무쌍전」의 결말 부분에서도 희생된 인물의 죽음이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왕시전」은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을 도운 자를 직접 죽이지 않아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피하고 '유리국'으로 보냈다. “유리국”은 가상적인 세계일 텐데
상대적으로 인간적이고 받아들이기 쉽다. 「왕시전」에서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1년 안에
악행을 하지 말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불교적인
요소가 짙다.
「풍연전」과 「무쌍전」은 『광지』와 함께 한반도에 전래되어 18세기 이전에 번안
작품이 이미 나왔다. 「용산차부」와 「왕시전」이 창작 이후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독자층이

수록되었지만

많지

않았다.

『이순록』의

「용산차부」는

지금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큰

별로

이문건의『묵재일기』에 실려 있는 「왕시전」의 경우

영향을

후세

이루지

몇권의
못한

문집에

것

같다.

1996년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규복 교수가 민족사 편찬 위원회의 일을 맡아 『묵재일기』를 정리할 때야 우연히
「왕시전」을 발견해서 세상에 소개했다.
2.2 빈번적이고 간접적인 것
이 유형에 속한 작품은 『광기』가 한반도에 들어온 후 그 중 어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일정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이러한 작품이 계속
발전되었고, 후대의 작가들은 이러한 작품을 기초로 당시의 사회문화와 사회현실에 맞게
개작했다. 『광기』 전작들이 이미 충분한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후세의 개작 작품이 즉시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번안 작업을 거쳐 번안군 현상까지 나왔다. 이 유형에
속한 것은 『광기』에 실려 있는 「崔尉子」와 「李文敏」 등 이야기를 저본으로 해서
명나라 馮夢龍이 개작한 「蘇知縣羅衫再合」(이하「소」라고 함) 를 다시 번안한 작품(이하
「蘇」계 번안 작품이라고 함), 또한 『광기』의 「李娃傳」을 저본으로 풍룡용이 개작한
「玉堂春落難逢夫」가 한국에서 다시 번안한 작품을 가리킨다.
2.2.1 「崔尉子」--「蘇知縣羅衫再合」--「蘇」계 번안 소설
『광기』권121 「최위자」 이야기는 유영강(2000)에 의해 水賊占妻(女)型故事(강도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한다는)」이야기라고 명명했다(유형강 2000: 86).

이런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는 한 관리가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관직에 부임하러 갔다. 강도가
그의 아내나 딸을 차지하려고 관리를 물에 밀어 넣어 죽이고 아내와 딸을 차지했다.
유복자인 아들(이나 딸)이 자라서 자신의 신세를 알게 된 후 강도를 찾아 복수했다.
『광기』에는 권122의「陳義郞」과 권128의「李文敏」와 같이 두 편의 이야기 더 있다.
전쟁과 동란이 잦은 사회에서 도둑과 강도가 떼지어 등장하고 유복자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어, 부모를 위해 복수를 하고, 이산가족의 상봉 이야기는 우여곡절이 있고, 생생하고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당나라와 송나라 중국 고전소설을 거쳐 송원(宋元)나라의
문언(文言)소설에

이어

명나라와

청나라의

백화(白話)소설로

「최위자」를 자신의 『太平廣記抄』 권17 寃報部에

이어진다.

풍몽용은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사회적 전통에 더 부합하도록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다듬고 개작하여 「소지현나삼재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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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했다. 이는 다시 한국에 소개된 후 크나큰 물결을 일으켰고, 특히 근대에 와서 수많은
반안 소설이 등장했다.
「삼언(三言)」이

한국에

언제

유입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규장각에서

『성세항언』의 잔본이 발견되었다. 완산 이씨(1762년)의 『중국역사회모본』의 서문에서
『성세항언』, 『경세통언』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1762년 이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韩国所见中国古代小说史料P292)

김태준도

일찍

한국의

「소운전」과 「옥소전」이 「최위자전」과 「소지현나삼재합」, 「백나삼」의 아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구(1969), 서대석(1973)도 「소지현나삼재합」이 한국 「蘇」계 번안
소설의 저본이고 원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

번안소설에서

「蘇」계

번안소설이

가장

많다.

「월봉기」,

「월봉산기」,

「소운기」, 「소학사전」, 「강능추월전」, 「옥소전」, 「옥소기연」, 「금강취유기」,
「봉황금」, 「주봉전」과 같이 10여 종의 번안작품이 있다. 각 유형의 작품이 다양한
이본이 있다. 예를 들어 「강능추월전」의 이본이 70여 종이 있고 「월봉기」가 50여 종,
「주봉전」도 20여 종의 이본을 보유하고 있다. 「소」계 번안소설이 대부분 근현대에 생긴
것인데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으로 나타난다. 시간대는 1794년부터 1985년까지이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특수한 시기에 「소지현나삼재합」이 광범위하게
번안, 개작되었던 것이다.
「소」계 번안작품의 공통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 관리가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고
부임길에 올랐다. 불행하게 강도의 배를 타게 되었다. 강도가 관리의 재산과 그의 아내의
미색이 탐나 도중에서 관리를 물에 밀어 넣어 죽였다. 아내가 남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
절에 숨어서 아들을 낳았다. 자신이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버리거나(혹은 남에게

보내주고) 증빙물을 남겼다. 강도(또는 다른 누군가) 이 아이를 입양했다. 관리가 남에게
구출되었다. 아이가 영리하고 총명하다. 커서 과거시험을 하러 가는 길에 할머니를 만나
증빙물을 보고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이가 과거시험을 통과하고 온 가족이
재결합한다.
「소지현나삼재합」이야기가 한국 유입 이후 많은 번안 작품이 생겼다. 이는 간단하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줄거리를 모방하면서 새로운 것도 첨가했다. 이화(2010)가 첨가
내용에 따라 「소」계 번안 소설을 네 가지 유형을 나눴다. (ㄱ. 「봉황금」계열, ㄴ.
「월봉산기」계열, ㄷ. 「월봉산기한문」계열, ㄹ. 「강능추월전」계열이다)
2.2.2「이왜전」---「玉堂春落難逢夫」--「李春風傳」,「玉丹春傳」,「月下仙傳」,「
王慶龍傳」,「龍含玉」
『광기』권 484에 실려 있는 「이왜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양공의
아들 정생이 아름다운 기녀 이왜에게 반해 그녀를 위해 모든 재물을 탕진한 이왜가 정생을
무정하게 버렸다. 낙담한 정생을 다시 만난 후 이왜가 마음을 바꿔 전에 자신이 했던 짓을
후회해 정생에게 학업을 계속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다. 결국 정생이 과거 시험에 통과해
입신양명했다. 이왜는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해 '연국부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아름답고
재능있는 기녀가 지식인에게 책을 읽도록 격려해, 남자가 결국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았다. 『광기』가 한반도에 소개된 후 이왜의 이야기는 즉시 많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왜전」의

정범진(1968)은 「이춘풍전」과 「옥단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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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많은

번안작품이

나왔다.

「이왜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일찍이 지적했다.
「이춘풍전」은 조선조 후기 소설이고 작가 미상이다. 이 가운데 필사본은 세 가지
판본이 있고 활자본과 「부인관찰사」라는 제목의 이본(異本)도 있다. 양반 이춘풍이
평양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기생에게 반해 그녀를 위해 돈을 쏟아 부은 뒤 거지가 되어
결국 기생의 집에서 온갖 천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이춘풍의 아내가 남장을
하고 감사의 비장이 되어 남편을 구해내고 남편이 개과천선하게 하는 이야기다.이야기의
전반부 남자가 기생에 빠져 돈을 쏟아붓는 부분은

「이왜전」의 시작 부분과 흡사하다.

「옥단춘전」은 조선 영조, 정조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작자 미상이다.
한국 학계에서 대부분은 「옥단춘전」이 「춘향전」의 자매편이거나 모방작이라는 데
동의한다. 「옥단춘전」은 활자본만 네 가지 있는데 출판사만 다를 뿐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본문은 세창서관본을 참조한다.
① 남자주인공 이혈룡과 김진희는 집안 대대로 교분이 있다. 혈룡의 집이 점점
몰락하여 진희에게로 갔으나, 진희는 뱃사람에게 혈룡을 대동강에 던지라고 명하였다.
② 기생 옥단춘이 혈룡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뱃사람을 은근히 매수하여
혈룡을 구해냈다.
③ 단춘은 혈룡이 독서에 전념하도록 독려했고 혈룡은 결국 한림에 급제했다. 단춘은
혈룡이 황성에 있는 노모와 아내 김씨를 정성껏 보살핀다.
④ 암행어사로 평안도에 내려온 혈룡은 거지 행세를 하며 단춘을 시험해 보고 단춘의
진심을 확인했다. 혈룡이 진희의 잔치에 나타나 그 자리에서 진희를 꾸짖었다. 진희가
혈룡과 단춘을 잡으라고 명령하자 혈룡은 그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진희를 해임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혈룡은 진희를 목숨으로 남겼으나 진희는 천벌을 면치 못하고 끝내
죽었다.
⑤

혈룡이

우의정에

되고

김

씨는

정열부인,

옥단춘은

정덕부인(貞德夫人)으로

봉해졌다.
「옥단춘전」의 줄거리는 위와 같이 정리한 다음 ③과 ⑤부분이 「이왜전」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녀는 독서인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인은
입신양명하고

,

기녀는

기적(妓籍)에서

벗어나

신분

상승을

이뤘다.

특히

이왜가

견국부인(汧國夫人)으로 봉하게 된 것에 비해, 옥단춘(玉丹春)이 정덕부인(貞德夫人)으로
봉하게 되어 호칭이 유사해 「옥단춘전」이 「이왜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왜전」은 한반도에서 번안 작품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번역본까지
등장했다. 고전소설 「월하선전」(月下仙傳)의 부록 부분에 수록된 「견국부인기행록」은
바로 「이왜전」의 한글 번역본이지만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일부 세부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 기생의 도움을 받아 독서인이 성공한 「월하선전」은 「이왜전」과 내용이
유사하다. 여주인공인 월하선이 '정열부인'으로 봉해진 것도 「이왜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진아(2005)가 이를 근거로 전자가 후자의 번안작품이라고 판단했다.
기생이 남편을 도운 「이왜전」 이야기가 명나라에 이르러 풍몽룡은 여자의 정조를
강조하는 명대 유교 사상을 작품에 녹여 더욱 복잡하고 흥미로운 줄거리를 만들고, 인물
이미지는 더욱 풍만해진「옥당춘낙난봉부」를 만들었다.
「이왜전」은

「이춘풍전」의

전반부와

「옥단춘전」의

중간부와

결말부에

각각

영향을 주었다. 「왕경룡전」과 「용함옥」은 앞에 두 작품과 달리 「옥당춘낙난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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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전체로 받은 번안 소설이다.
「왕경룡전」은 일명 「왕랑전(王郞傳)」이라 불리는 문언(文言)으로 쓴 한문(漢文)
소설로 작자 미상, 창작 시기는 약 17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7종의 한문본과
3종의 한글본, 1종의 목활자판이 발견됐는데, 판본 간에 글자만 약간 차이가 보일 뿐,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왕경룡전(王慶龍傳)」은

'가정(嘉靖年间)

연간'으로,

장소는

절장(浙江) 소흥(绍興)'으로 설치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왕각로(王閣老)가

파직당하고,

아들

왕경룡을

보내

전에

남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으라고 했다. 경룡이 우연히 옥단을 만나 둘이 서로 의기투합한다. 경룡의 돈이 다
날린 후 창모가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했다. 경룡은 강도를 맞아 모든 것이 양탈당했다.
해바라기씨 파는 노파의 도움으로 옥단과 창모 몰래 만났다. 옥단이 묘안을 내놓자 경룡이
옥단의 계획대로 창모의 돈을 훔쳐 도망쳤다. 옥단은 창모의 행각을 고발하였고, 창모는
옥단을 유괴하여 조가의 첩으로 시집보냈다. 옥단은 남편을 죽인 누명을 씌이게 되었다.
경룡이 학문에 전념하여 장원 급제하여 옥단에게 누명을 벗겨 주었다. 옥단은 자진해서
첩으로 되고, 자손 대대로 벼슬을 지냈다. 「왕경룡전」은 「옥당춘낙난봉부」와 인물 설정·
스토리가 고도로 유사해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번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용함옥」의 작가는 김화산인(金華山人)이다.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대한일보』에서

장회체 현토 한문소설로 1906년 2월

30회로

연재되었다.

「용함옥」은

현재

한국연구원에 소장돼 있고,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의 동아시아 도서관에도 필사본이
있다. 필사본은 17회로 대한일보에 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사된 것으로, 저자 역시
미상이다.
「용함옥」의 제목은 남자 주인공 '왕경룡'과 여자 주인공 '옥단'의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것이다. 1회부터 22회까지 남자 주인공 왕경룡이 명기 옥단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다. 나중에 창모의 계략에 걸려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다. 남자는 처참하게
피난을 가고 여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 결국 경룡이 과거시험에 붙어 옥단의
누명을 벗겨준 내용은 「왕경룡전」과 약간 차이가 보인다. 일부 세세한 부분만 빼고
남녀주인공의 신분, 주요 인물, 구체적인 묘사가 고도의 유사성이 보인다. 또한 남녀
주인공의 이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여서 학자들은
「용함옥」을 「왕경룡전」의 번안개작으로 보고 있다. 23회부터 30회까지 옥단이 신술로
경룡을 도와
옥단을

운남의 만군을 토벌하고 혁혁한 전공을 세우자, 황제는 경룡을 부마로 임하고

첩으로

삼아

평정국부인(平定國夫人)에

봉했다.

따라서

「용함옥」은

「왕경룡전」을 저본으로 한 번안으로 볼 수 있고, 한국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요소 여장군
이야기를 가미했다.
3. 번안 원인 해석
3.1 비현실성과

괴이성

3.1.1 「퐁연전」---엄중한 범죄, 비혈실적인 결말
「풍연전」의 풍연이 남의 아내와 간통한 후 살해했고, 나중에 자수하여 황제의
사면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에

거의

전파되지

않았다.

송나라

장 제 현 ( 張 儕 賢 ) 의 『 낙 양 진 신 구 문 기 ( 阳 陽 绅 旧 舊 聞 記 ) 』 와
상관융(上官融)의『구우잡담(舊友雜谈)』은

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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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파했고

증포(曾布)도 풍연의 협의정신을 칭송하는 사(詞)를 올렸다. 붕연의 협객 기질은 유가사상을
지키는

이상적인

모델로

바뀌었다.

(p130张劲松，《文化合模的想象与规训---冯燕故事在宋代的叙述与转播》，贵州大学学报社
会科学版，2012.1) 하지만
엄중하다.

그럼에도

당률(唐律)에

따르면

간통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불구하고

풍연은

“간통자는

법적

징역

일

제재를
년

반,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사안이
받지

그

않는

중

것이

유부녀는

비현실적이다.
이

년의

형을

선고한다”라고 한다.
송나라는

당나라의

율법을

이어갔고,

명나라의

율법에

따라

남편이

현장에서

간부(奸夫)를 잡는 것을 허락한 것 외에는 사형도 허용하고 즉석에서 간부를 죽여도
무죄이다. 청나라의 법은 명나라의 법을 답습하여 사형을 허락하고 간통을 허락하였으며,
간통한 남녀를 즉석에서 죽일 수 있었다. 이로 바서 간통죄는 예로부터 가혹했다. 풍연이
여자를 죽인 것은 원수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행동으로 순식간에 인간 정의를 수행하는
영웅이 되었으니 「풍연전」의 이야기가 도리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가 한반도에 전파된
후 무관 구수훈의 「용산차부」만 나왔다.
3.1.2 「무쌍전」---잔인한 처리, 무고한 희생
「무쌍전(無传傳)」에서는 한 쌍의 연인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충의지사 고압아가
자결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비록 왕선객은 구압아에게 있어 지인지감의
은혜가

있는데

선객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대가는

실로

무겁다.

명청의

희곡「명주기(明珠記」와「쌍선기(雙仙記)」는 모두 《무쌍전》에 근거하여 각색한 것으로,
인물 형상이 더욱 풍만하고 줄거리가 더욱 풍부해졌다는 점 외에도, 특히 결말처리에
있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을 버리고, 의인 고압아가 수봉(受封)을 받거나, 신선이
되어 도를 닦아 독자로써 훨씬 받아들이기 쉽다.
「무쌍전」이 『광기』와 함께 한반도에 전해져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성임의
태평광기상절」」 권46 '잡전2'에는 「무쌍전」이 수록되어 있지만, 김동욱이 소장하고
있는『광기』 언해본인 『전기』에는 「고압아」라는 제목으로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광기』의 다른 이야기에 비해 「무쌍전」은 전파 조건이 나쁘지 않지만 현재 자료로는
「왕시전」 한 편의 번안작만 나온다. 「왕시전」은 이문건의 『묵재일기』 3권 내지에
숨겨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무쌍전」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왕시전」은 「무쌍전」의 기본 줄거리를 이식해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고 은밀하게 가상세계로 보냈고, 화산도사가 은둔을 택한 것도 중국
후대의 「명주기」나 「쌍선기」와 비슷한 처리이다.
3.2 현설적이고 미중 기초 튼튼하기
위에 토론한 「풍연전」과 「무쌍전」에 비해 「이왜전」과 「최위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합리적이고, 조선반도의

가치관에

부합하며, 햇빛과

공기

모두

적합한

수치로

한반도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열었다. 물론 두 작품의 성공에는
『경세통언』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2.1 「최위자」--「소지현나삼재합」: 대량의 번악 작품, 인쇄업의 추진
「소지현나삼재합」은 18세기 말경,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수많은 번안 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 작품들은 「소」의 중심 줄거리를 이식한 것에 더해 각각 새로운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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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였다.
『태평광기』에 실린 초기의 '水賊占妻(女)型故事'에는 관원의 아내가 강도에게 협박
당해 몸을 맡긴 경우가 많았다. 풍몽룡은 관원의 아내를 탈출시켜 정결을 지키게 하고,
관원도 죽지도 않고 남에게 구해낸 것을 명나라의 전통사상에 맞게 고쳐 창작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성리학 추행, 사회 풍토가 명대의 유사하기 때문에 「소」계 번안작품이
탄생하면서 번안군까지 형성됐다. 권선징악의 교화 주제가 한국인을 감동시켰다. 가족이 큰
변을 당한 뒤 아내와 아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꿋꿋하게 참고 견디면 온 가족이 다시 만나
자식이 대성할 날이 오겠다. 18, 19세기의 조선 반도는 조선 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갈등이 잦아졌다. 일본의 참략을 받아 조선 정부의 부패한 통치 아래 백성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없었다. 「소」의 주인공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헤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독자들에게 크게 위로 되고 , 어둠 속의 한줄기 빛처럼 커다란 정신적
지지를

받게 된다.

「소」이야기는 수많은 번안 작품이 등장한 이유는 당시 출판 인쇄업의 발달과도
무관치 않다. 20세기 들어 한반도에 활자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방각 인쇄를
대체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인쇄·출판업의 발전과 도서 상업화를 동시에 이끌었다.
3.2.2 「이왜전」--「옥당춘낙난봉부」: 빠른 이식 , 교차 영향
아름다운 기생이 남편을 도와 공명(功名)을 따 입신양명하고, 강산과 미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이왜전」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문인들의

각광을

받았다.『태평광기상절』 권45 '잡전' 1에도 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월하선전」
뒷부분의

「정국부인기행록」은

영향으로

「이왜전」의

한글

번역본다.

부분적으로「이왜전」의

한반도에「이춘풍전」과「옥단춘전」이등장했다.「옥단춘전」은「춘향전」의

서사와 겹쳐서 한국의 4대 고전 소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풍몽룡은 당시 민간에 전해지는 옥당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옥당춘낙난봉부」를
썼다. 『경세통언』은 명나라 천계 4년(1624년)에 창작한 작품인데「옥당춘낙난봉부」가
조선반도에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번안작품「왕경룡전」이 나왔다. 원광대 정명기
교수(2011)는 전북대 소장 목활자본「왕경룡전」의 마지막 부분에 “단(檀)(之)의 맏아들이
안찰사가

되어

萬曆己亥

년간

연간에

조선에서

일을

감독하러

갔다”라고

하는데

만력조선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이 책이 만력 을해년(乙年年)인 1599년보다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1688년 10월을 하한선으로 본다. 이에 따라 「왕경룡전」의
창작 시기는 1599년에서 1688년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옥당춘낙난봉부」가

나온 지

불과 64년 만에 번안 작품이 나온 것이다. 「왕경룡전」의 이본이 30여 종에 이르며,
20세기 초에「왕경룡전」을 저본으로 개작한「용함옥」은 이러한 이야기가 조선반도에서
생명력이 왕성하고 근현대에까지 지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4. 결론
『광기』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한국 소설의 개념 정립과 소설의 분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광기』를 비롯해 발췌본, 한글 번역본은 한국 소설의 창작에 소재를
제공하고, 개작 ·번안 작품도 쏟아지고 있다.
『광기』는 한반도에 나온 초기의 번안 작품은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서사로 집중됐다.
그러므로 영향이 산발적인 단편으로만 나타났다. 후기의 작품은 현실적 색채가 짙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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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사회와 중국 명나라가 많이 비슷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후대『광기』의
개작한 작품도 조선반도에 영향을 끼쳐 많은 번안 작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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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慶龍傳』의

출현을

통해서

｢태평광기 한국 번안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토론문
유수민(카이스트)
『太平廣記』는 고려시기 한반도에 유입된 이래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寶庫로서 한국문인들의 문학 창작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평광
기』로부터 파생된 번안 작품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의 비교문학 관점을 제고해준다는 점
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잖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송교 선생님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존에 축적된 연구내용을 잘 정리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본 논문은 한국 번안 작품의 종
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태평광기』의 작품을 직접 번안한 경우와 『태
평광기』의 작풍 중 중국 후대의 작가가 개작한 것을 다시 한국에서 번안한 경우입니다. 본
논문은 전자를 ‘직접 번안’이라 하였고 후자를 ‘간접 번안’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번안의 경우(「馮燕傳」, 「無雙傳」)는 해당 작품 이야기의 비현실성과 괴이성으로 인하여
번안 작품이 우발적으로 한 편씩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간접 번안의 경우(「崔尉子」의 개
작 「蘇知縣羅衫再合」, 「李娃傳」의 개작 「玉堂春落難逢夫」)는 작품 이야기의 현실성뿐
아니라 조선과 명나라의 문화적 유사성이 기반이 되어 빈번하게 번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논의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토론거
리를 제시함으로써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류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번안 작품의 유형을 ‘우발적·직접적인 것’
과 ‘빈번적·간접적인 것’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분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분류를 적용하기 전에, 작품 향유층에 대한 좀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발적·직접적인 것’에 속해 있는 「龍山車夫」(「馮燕傳」의 번안 작품)는
한문소설입니다. 한국은 1446년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한문이라는 문자는 문인들의 전유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차부」는 특정 문인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었을 뿐 일반 민중
의 취향이 반영되지는 않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왕시전」(「無雙傳」의 번안 작품)은
한글작품이기는 하지만 문인의 문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일반 민중들이 주요 향
유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두 작품이 빈번하게 번안되지 않았던 것은 특정 문인
의 취향이 반영되었을 뿐 일반 민중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빈번적·간접적인 것’에 속해 있는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 작품들은 대개 한글로 쓰여졌
으며 필사본뿐 아니라 방각본, 구활자본 이본도 많은 것으로 보아 작품을 향유했던 주요 독
자층은 일반 민중들이었습니다. 「소지현나삼재합」계 번안 작품의 경우 수많은 이본이 존
재하며 조선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인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문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작품을 향유한 결과입니다. 이는 번안 작품들의 서사가 일반 민
중의 취향을 잘 반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번안 작품들이 가지는 독자적 의미나 특징에 대한 논의가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번안된 작품들은 이본이 많은 만큼 기존 서사가 큰 폭으로 변개되거나 새로운 서
사들이 다량 삽입되어 있습니다. 가령 「월봉기」군 계열 작품에는 「소지현나삼재합」의
본래 서사 외에 남녀 결연담과 군담이 매우 길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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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소지현나삼재합」의 서사는 전체의 1/3가량밖에 되지 않고, 그 이후는 소태와
세 부인의 결연담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奇逢類’ 소설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작 「소지현나삼재합」의 주요 서사는 ‘가족 이합담’이지만, 「월봉산기」의 주요 서
사는 ‘남녀 결연담’이라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본 논문의 주장처럼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소지현나삼재합」이 조선에서 빈번하게 번안될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였던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러나 원작과 많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서사가 생성된 부분으로부터 한국
문학의 독자적 의미나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보다 심도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지면상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내용을 다 다루기 어려우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상
해당 주제는 워낙 논의할 내용이 많아 한 편의 논문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도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유관 학계의 관심을 환기해준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저에게 송교 선생님의 옥고에 대한 토론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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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적 역사소설과 장르믹스의 기원
-장덕조의 『벽오동 심은 뜻은』을 중심으로
진선영(세종대학교)1)

목차
1. 들어가며
2. 장덕조 장편 역사소설의 양상
3. 남성의 역사, 여성의 유랑사
4. 봉황을 기다리는 벽오동의 상징성
5. 무협물의 심미화와 ‘협(俠)’으로서 인간의 순리
6. 나오며

1. 들어가며
장덕조는 한국문학사에서 광폭을 가진 여성작가로 손꼽힐 만하다. 이때의 광폭은 다종,
다양, 다작을 뜻한다. 하지만 작가의 활동 폭에 비해 비평적 성과는 불비한 면이 있었는데,
최근 작가적 명성이 확립된 1950년대 이후 작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덕조의 작품 세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작가의 소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2) 소설의 배경은 현저히 도시 쪽으로 기울어졌고 1950년대 새
로운 군상으로 부상한 전쟁미망인, 여대생 등의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연애담이 부각되었다.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 소설의 한 축을 담당한 신문연재 대중연애소설은 이러한 경향을 대
변하는데, 최근 이루어진 장덕조 소설의 연구적 성과는 미발굴 작품에 대한 관심3)과 함께
이 시기 장르물에 집중되어 있다.4)
하지만 장덕조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1950년대 이후 장덕조 소설의 인기를 담당하는 다른 한 축, 오늘날 대중들에게 장덕조의
이름을 각인시킨 신문연재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서울의 유력 일간지나 “각 지
방신문의 연재소설을 석권하면서 스케일이 크고 문장이 유려한 그의 역사소설은 독자들에게
신문을 기다리는 재미를 안겨주었다”5)는 평가나 문단의 반세기 여성문인들의 소설 세계를
1)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2)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3) 임경순, 「장덕조 장편소설 『십자로(十字路)』 연구」, 『우리말글』 83, 우리말글학회, 2019, 355-378쪽;
김윤서,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 『十字路』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91, 우리말글학회, 2021, 507-534쪽.
4) 김연숙, 「전쟁 경험과 피난사회의 가정 -장덕조의 『여인애가』(1953)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7, 한
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223-250쪽; 김윤서,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고찰 『地下女子大學』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1, 우리말글학회, 2018, 273-299쪽; 진선영, 「1950년대
이후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변화와 관습 - 『격랑』(1957)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 한국여성
문학회, 2019, 215-341쪽.
5) 이세기, 『예술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 푸른사상, 2004,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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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망라하는 기사에서 장덕조를 “역사소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한6) 것을 바탕으로 한다
면, 장덕조 작품 세계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펼치지는, 작가의 노년기를 지배하는 역사소
설에 대한 관심은, 장덕조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야 한
다.
앞서 언급한 김병익의 글을 참조할 때 장덕조에게 역사소설 집필은 1950년대 후반 새로
운 장르적 변환은 아니다. 장덕조는 이화전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여성작가 2세대를 대표
하는 신여성 작가였지만 야담 집필에 적극 참여한 독특한 인물이었다. 식민지 시대 대중적
이고 오락적인 야담의 부흥을 이끌었던 『월간 야담』의 대표적 필진이었으며 서너 개의 필
명을 바꾸어가며 가장 많은 야담을 연재한 작가이기도 하다. 장덕조는 야담을 통해 가족과
애정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면서 한문세대의 습속을 유지하는 한편 가정과
국가에 대한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문학적 특색을 드러내었다.7) 특히 이 잡지에 실린 역사
소설 「정청궁 한야월」은 연산군 왕비 신 씨의 여성으로서의 심경을 그린 역사소설로 후에
『조선일보』에 ‘여성단편’으로 총 15회에 연재되기도 하였다.8) 야담과 역사소설의 문학적
친연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전쟁기 이후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집필은 자연스러운 서사적 도
정으로 보인다.
장덕조는 역사소설 작가로서 완숙경에 도달하고 있다는 찬탄을 받았으며 여성작가로 역사
소설의 1인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장덕조의 신문연재소설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거의가 대중연애소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장덕조의 야담 창작과 관련한 논문
이 산출된 만큼 이제 장덕조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가장 앞서
장덕조 역사소설에 관심을 둔 조리는 장덕조가 전 생애를 걸쳐 다종다양한 작품을 썼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소설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성적 역사소설이라는 측
면에서 분석의 가치가 높다고 강조하였다.9)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의 작
가적 위치를 확립하고, 여성적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가능케 한 『벽오동 심은 뜻
은』10)의 분석을 통해 장덕조 역사소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장덕조 장편 역사소설의 양상
장덕조는 소설 창작을 시작한 이래 많은 야담, 역사소설을 집필하였는데 이러한 연속성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된다. 장덕조의 야담 쓰기는 식민지 시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발적인 신문연재 대중소설을 집필하여 큰 인기를 얻었던 1950년대에도 잡지 『아리랑』,
『야담』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고11) 전업 작가로 생활한 이후에는 장편역사소설에 집

6) “장덕조는 「개벽」사에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매일신보」에 장편 「은하수」를 발표하고
「야담」지 등에 「근친전후」, 「정연기」 등으로 동인과 함께 역사담과 역사소설을 개척한다.” 김병익,
「문단 반세기, 제2기 여류문인들」, 『동아일보』, 1973.6.19.
7) 진선영, 「『월간야담』의 여류 야담가의 정체와 전통적 글쓰기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76, 한국현대
소설학회, 2019, 245-272쪽; 권기성, 「근대 야담 작가 연구의 외연 확장과 시선의 전환-『월간야담』
의 작가군과 ‘장덕조’」, 『동방한문학』 80, 동방한문학회, 2019, 241-275쪽.
8) 장덕조, 「한야월」, 『조선일보』, 1938.8.12.-8.31.
9) 조리, 앞의 논문, 114쪽.
10) 『벽오동 심은 뜻은』은 『한국일보』에 1963년 8월 20일부터 1964년 9월 10일까지 총 310회 연재되
었다. 본고는 한국문학전집으로 1973년 선일문화사에서 출간된 작품을 저본으로 삼는다.
11) 잡지 『아리랑』과 『야담』에 연재된 야담의 목록만 보면 다음과 같다. 여타의 잡지나 야담의 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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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것으로 보인다.12) 아래의 표는 한국전쟁기 이후 발표된 장덕조의 역사소설을 정리한
것으로 방대하고 지속적인 장덕조 역사소설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단행본

작품명

연재지면

연재일자

단행본

광풍

동아일보

1953.8.20-1954.3.9.(200회)

인화출판사

출간일
1954

낙화암

동아일보

1956.7.1-1957.3.19.(258회)

신태양출판사

1959

대신라기
여화(麗花)

연합신문서울일일신문

1959.7.1-1961.12.31.(735회)

을유문화사
(전8권)

1975

대한일보

1961.6.21-1962.7.30.

한국일보

1963.8.20-1964.9.10.(310회)

삼성출판사

1964

요승 신돈

농원

1964.1-1965.10.(18회)

삼중당

1967

춘풍추우

매일신문

1964.1.10-12.30.(300회)

한양성의 달

국제신문

1964.5.1-1965.6.30.(365회)

민비

경향신문

1965.6.1-1966.8.22.(369회)

TBC

1966.10. 매주 수요일

삼중당

드라마 소설

9:30-10시 방송

(전4권)

한국일보

1968.5.8-1972.1.30.(513회)

서울신문

1974.1.1-1979.5.31.

전남매일

1976.1.6.-1977.7.17.

벽오동 심은
뜻은

대원군
이조의
여인들13)
천추궁 깊은
밤에
여인의 궁전

삼성출판사
(전8권)

1967
1972

달지 않은 단편소설까지 확인해 본다면 목록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어옹(漁翁)과 간녀(奸女)」, 『아리랑』 1권 4호, 1955.6. (그림 목정) / 「왕자의 사랑」, 『청사(靑史)』 1
호, 1955.6. / 「은원」, 『야담』 1권 1호, 1955.7. (시대야화/그림 김영주) / 「비상(砒霜) 주머니」, 『야
담』 1권 2호, 1955.8 (처세비담/그림 이순재) / 「과거여담」, 『아리랑』 1권 8호, 1955.9. (그림 정용)
「충신의 후손」, 『야담』 1권 3호, 1955.9. (순의미담/그림 김성환) / 「현처」, 『야담』 1권 5호,
1955.11. (출세가화/그림 행인) / 「기지(機智)」, 『신태양』 5권 1호, 1956.1. / 「충신의 피」, 『소년소
녀만세』, 1956.1. / 「대인의 흉도」, 『아리랑』 2권 2호, 1956.2. / 「붕우유신(朋友有信)」, 『야담』 2권
2호, 1956.2. (의리미담, 그림 행인) / 「폭군의 최후」, 『야담』 2권 3호, 1956.3. (반정비화/그림 이승
만) / 「명장의 죽음」, 『야담』 2권 4호, 1956.4. (충렬비담/ 그림 이승만) / 「왕가의 후예」, 『야담』 2
권 5호, 1956.5. (접객기담/그림 한홍택) / 「대상의 일면」, 『야담』 2권 6호, 1956.6. (택서기담/그림
행인) / 「남자의 마음」, 『아리랑』 2권 7호, 1956.7. (야사/그림 행인) / 「요녀(妖女)의 말로」, 『야담』
2권 7호, 1956.7. (야사/그림 행인) / 「인과 보복」, 『야담』 2권 8호, 1956.8. / 「문장 수난기」, 『야
담』 2권 9호, 1956.9. (무옥사화/그림 한홍결) / 「탐욕무한」, 『아리랑』 2권 9-10호, 1956.9-10. (야
사/그림 이승만) / 「의인 유종호」, 『야담』 2권 10호, 1956.10. (충복미담/그림 행인) / 「귀신과 친한
재상」, 『야담』 2권 12호, 1956.12. (비전기화/그림 장현우) / 「낙운궁비사」, 『야담』 3권 1호,
1957.1. (역사소설5인집/그림 김성환) / 「구국이담」, 『야담』 3권 3호, 1957.3. (발신기화/그림 송방)
「방랑하는 도승(사제정화)」, 『학원』 6권 8호, 1957.8. / 「애증의 성화」, 『야담』 3권 8호, 1957.8. (그
림 송방) / 「은의무한(恩義無限)」, 『야담』 3권 11호, 1957.11. (그림 우경희) / 「만가(輓歌)」, 『야담』
3권 12호, 1957.12. / 「추우(秋雨)」, 『야담』 4권 1호, 1958.1. (그림 김세종) / 「탕자」, 『야담』 4권 4
호, 1958.4. (그림 목정) / 「추물」, 『야담』 4권 5호, 1958.5. (그림 김영주) / 「선견지명」, 『야담』 6
권 1호, 1960.2. (위인소전/그림 김세종)
12) 장덕조는 대구 피난 시절 여성작가로 유일하게 육군 종군작가로 활약하였고 <영남일보> 문화부장직
을 수행하였다.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소설만을 쓰게 된 것은 『벽
오동 심은 뜻은』을 연재하면서부터다. 이세기, 앞의 책,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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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서관

이조 여인열전

(전10권)

오백년

고려서관

조선왕조

(전11권)
동양문고

여인잔혹사

(전10권)

고려왕조

고려서적

오백년

(전14권)

1982
1983
1985
1989

위 표에 정리한 작품을 주제별로 대별해 보면,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기대어 특정의 실존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소설로 『광풍』(김시습), 『대신라기』(김유신), 『요
승 신돈』(신돈), 『한양성의 달』(이방원), 『민비』(민비), 『대원군』(대원군) 등이 있다.
또한 김윤서의 분류에 따르면 『낙화암』, 『천추궁 깊은 밤에』, 『이조의 여인들』, 『춘
풍추우』는 ‘풍운’을 다룬 작품이다.14)
장덕조 역사소설의 면면을 살피다 보면 작품의 제목에 여성 혹은 여성 상징물이 많이 명
명되고 작품의 내용 또한 여성 중심 서사임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첫 단편 역사소설인 「정
청군 한야월」은 폭군 연산의 비참한 말로를 연산비 신 씨의 쓸쓸하고 소외된 심경으로 그
리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쓰인 첫 역사소설 『광풍』은 세종 별세 후에 펼쳐진 조선왕조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오직 대의를 위하여 천하를 방랑하는 김시습의 대인다운 풍모를 그리고
있지만 이와 함께 운명 같은 사랑으로 오직 김시습만을 기다린 소옥이라는 정인의 사랑으로
본다면 새롭게 읽힐 여지가 있다. 『대신라기』 또한 김유신과 가야 소녀 아로의 사랑 이야
기로서 로맨스담이 중심에 놓인다.
제왕의 통치에 의한 왕조사가 주요 플롯인 『낙화암』 은 백제의 망국사를 배경으로 버들
아기와 상현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린다. “20대 여성의 지모로 역사의 한 폭을 주름잡았
던, 이상한 여자의 소설 같은 생애”15)를 담은 『민비』, “이씨 조선 창건부터 엄비 승하에
이르기까지 519년 간에 걸친 궁중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이야기”16) 『이조의 여인들』,
개성 있게 살다간 역사상의 여인들을 소재로 한 『여인잔혹사』17), 왕조사를 여인들의 삶과
사랑, 죽음으로 풀어낸 『오백년 조선왕조』, 『고려왕조 오백년』 등 대부분의 서사가 여
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 풍속사, 일상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작가의 의도라 할 만한데 역사에서 취재거리를 찾아 여성의 역사를 풀어냄으
로써 여성작가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를 소설 형식으로 재해석하며 역사의 실
존 인물을 형상화하는 역사소설은 흔히 권력적이고 거시적인 것을 선호하는 남성작가의 영
역이었다. 새로운 페미니즘 시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여성역사소설에 적용하여 내적 형식
및 시학 원리를 규명한 김복순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역사소설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타자성
의 발생 및 성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여성역사소설은 가족을 통해 역사를 서사
화하며 여성 고유의 삶과 경험 원리에 입각하여 역사를 인식, 해석하기에 남성 중심적 역사
13) 『이조의 여인들』, 『이조 여인열전』, 『오백년 조선왕조』는 동일한 작품이다.
14) 김윤서는 박사논문에서 1950년대 현대 소재의 작품 분석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소설에 대한 분석을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김윤서, 앞의 논문, 21-24쪽.
15) 「민비의 생애를 소설화」, 『경향신문』, 1965.5.24.
16) 장덕조, 『이조의 여인들』, 삼성출판사, 1972, 8-9쪽.
17) 「작가 장덕조 씨 『여인잔혹사』 첫권 발간」, 『동아일보』, 19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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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해체 보완한다. 가족사, 풍속사, 일상사 중심의 비영웅주의적 역사관을 통해 여성의
위치성(상황적 보편성)을 인식 재정립하므로 여성적 진리, 여성적 경험을 표현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18) 장덕조의 경우 역사적 담론과 여성적 담론을 동시에 구비
함으로써 자신만의 소설 세계를 구축하였고 역사 속에서 여성인물들을 소환하여 한국 여인
들의 면목이나 철학을 부각시켜 보려는 오랜 의욕을 갖고 있었음을 피력한다.
대체로 이 소설에서는 여성의 힘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자가 여성
작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버들아기, 월명부인, 달이(월녀), 모두 사모하는 남자의 앞
에서는 언제나 연약하고 온순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폭포와 같이 우렁찬 힘의 근원이 되
는 여인들이다. 그들의 정숙함과 고결함과 정당함과 선량함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
대가 바뀌더라도 이 땅 여성들의 동경과 향수를 모을 줄 믿는다.19)
장덕조는 식민지 시기부터 다채로운 활동으로 창작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 현실에서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를 연접시킴으로써 대중독자들의 다양
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한국전쟁기 이후 신문연재 대중연애소설과 역사소설은 현대물과
역사물이라는 점에서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지만 로맨스가 갖는 광의성은 언제든 역사소설
의 영웅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더불어 “하이틴들의 생활과 심리를 탐구하여 그들의 발가벗
은 모습을 기괴한 이 시대의 조류 위에 부각”20)시켜 모럴과 보수의 승리로 선회하는 주제
의식이 대중연애소설을 쓰는 작가의 자세였다면, “전란 후, 이 비극의 토양 위에 한 떨기
전통의 시정을 소생”21)시켜 “인생의 불면하는 한 개 진리를 탐구해 볼 의욕”22)에 가득 찬
역사소설 작가로서의 의지는 작가의 세계관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반증케 한다.
『벽오동 심은 뜻은』은 연애물이 갖는 감각적 호기심과 사랑의 숭고함, 역사물이 갖는
현실을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측면과 함께 196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로서
무협물을 수용하여 장르 믹스적 성격을 갖는다. 장르적 속성 안에 다른 장르적 특색을 산발
적으로 혹은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장르 믹스는 소설이 내장하고 있는 다양함과
끊이지 않은 영역 확장에 대한 실험 정신의 소산이다.23)
대중소설이 갖는 도식성과 잡식성을 다양한 장르 믹스를 통해 보여준 장덕조의 작품은 소
설 읽기의 재미와 함께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는 효과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 장덕조는 역사소설을 민족지의 서사물로서 인식하고 문학적인 언어로써 민
족문화의 이야기를 강술하였고, 독자들로 하여금 민족정신에 접근하고, 다시 역사문화 속에
서 개인 생명의 의미와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을 찾도록 하였다.

3. 남성의 역사, 여성의 유랑사

18) 김복순,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여성역사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
대소설학회, 2004, 243-282쪽.
19) 「낙화암 후기」, 『동아일보』, 1957.3.20.
20) 장덕조, 「『원색지대』 연제 예고」, 『서울신문』, 1958.10.29.
21) 「다음의 연재소설 『광풍』」, 『동아일보』, 1953.8.3.
22) 「다음의 장편소설 『낙화암』」, 『동아일보』, 1956.6.17.
23) 오혜진, 『대중, 비속한 취미 ‘추리’에 빠지다』, 소명출판, 2013, 4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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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은 역사적으로 정조 대, 경상도 인동현의 용성마을을 배경으로, 지주 유풍헌의 손
자 유언서와 소작농 두원이 영감의 딸 옥이의 사랑과 봉별(逢別)을 그리고 있다. 경상도의
대지주이자 마을에서 토반을 형성해온 가문의 손자 유언서는 전도가 트인 득세의 길에 오를
인물이지만 쥐어짜면 짤수록 기름이 나온다는 깨묵에 비유되는 소작농의 딸 옥이는 말 그대
로 하늘과 땅 같이 먼 사람으로, 이들의 사랑은 들뜨고 설레야 할 시작부터 계층적 굴레를
전제하기에 애달픈 비감의 정조로 가득하다.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떨어져 할아버지 유풍헌의 손에서 자란 유언서는 잔인하
고 지독한 조부와 달리 가난한 백성들을 보며 혼자 부귀를 누리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다.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산에 오르던 유언서는 건대산
에서 조상 제사를 주관하는 열댓 살의 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양반의 추잡한
손톱에 희생이 된 무력한 농군 딸들의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듣고” 자란 옥이는 마음의 문
을 열지 않는다.
착하고 선한 유언서의 행동에 서서히 마음을 열어 가던 옥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겹쳐진
다. 언서의 조부에게 옥이가 겁탈 당할 번한 일이나 두원이 영감이 이를 알고 스스로 자결
하는 사건 등은 계층적 속박과 함께 원수의 집안이라는 한 층 높은 불가능성의 벽을 쌓아
올린다. 결국 이들은 몰래 첫날밤을 치르지만 옥이는 자취를 감추고 언서는 옥이를 그리다
한양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소설의 초반부를 형성한다.
소설의 초반부는 사농공상의 계급적 폐해를 다룬 역사적 배경과 계층적 차이와 원수의 집
안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룬 짧지만 강렬한 감상적 멜로풍으로 그려졌다면, 이후
의 내용은 서로를 여전히 그리워하지만 어긋나는 생을 다룬다. 한양에 온 언서는 외숙모의
꾐에 빠져 어쩔 수 없이 홍 판서의 딸인 금아와 결혼하게 된다. 옥이는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에게 받기 위해 서울로 길을 나선다. 언서는 데릴사위 같은 자신의 처지와 옥
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향으로 향한다. 옥이는 서울에 와 소춘풍의 일을 돌보아 주다가 언
서가 낙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언서는 옥이를 찾아 다니
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서울의 처가댁으로 돌아간다. 옥이는 고향에 와서 언서가 다시 서울
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도와준 기걸을 따라 나선다.
언서와 옥이의 상경과 낙향은 병렬된다. 서로 나란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선은 다시 역
전의 구조를 가지면서 교차되지 않는다. 이들의 어긋남은 정작 당사자 간의 엇갈림이 약간
의 시차를 두고 주변인물을 통해 고백됨으로써 곡절은 강화되고 애달픔은 배가된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한 이동의 모티프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해도 서
로 다른 도달점에 이르게 된다. 권문세가인 처갓집이 “백성들의 기름, 피를 긁어가는 도둑
놈의 집”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언서는 몹시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홀로 낙향하여
옥이의 소식을 듣게 된 언서는 육, 칠 개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병도 앓고 주리기도
하면서 세상에 눈뜨게 된다. 언서는 상경과 낙향의 공간 이동을 통해 그간의 유아적이고 의
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고 현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입신양명하기로
결심한다.
“세상에는 없으면 아니 될 제도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나서서 꼭 없애버려야 할 제도
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첫째, 문벌이란 도대체 무엇인고. (중략) 그 다음은 노비제도야.
(중략) 셋째로 꼭 없이 해야 할 것은 서얼이다. (중략) 옥이를 찾으러 나섰다가 새삼스
럽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야.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부당한 제도들을 개혁해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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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이 소설에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개입하는 순간은 유언서가 벼슬길에 오른 이후 전면화된
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정조 사후 수렴청정을 하면서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이었던 시파
인물을 숙청하였고 이들을 내몰기 위해 천주교를 탄압한 신유사옥을 주도한 일문이 홍명수,
즉 유언서의 처갓집이다. 홍 판서 일문이 세도를 유지하기 위한 당파 싸움과 관리들의 부패
상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이와 잇대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탄식이 뒤따른다.25)
유언서는 모든 부당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 벼슬길에 올랐지만 호조참의까지 오른 자신의
승승장구가 세도가의 그늘에서, 자신 또한 처갓집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부역자임을 깨닫
게 된다. 이에 언서는 자신의 고향인 인동현의 도적떼를 소탕26)하러 순무사로 출정함으로써
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군과 화적이 만난 마지막 대규모 전투에서 은장도를 걸고
출전한 아들 무쇠를 알아보고 생포하지만 기걸이 던진 칼을 맞아 사망한다. 유언서는 어질
고 부드러운 양반의 후예로 백성을 사랑하고 폐단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스스로가 개혁의 대
상이 되는 아이러니에 빠졌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연인과 아들 찾기를 뒤로 하고 선택한 역
사와 정치는 오히려 그들과 적으로 조우하는 운명을 조직함으로써 비애를 고조시킨다.
유언서는 일반적인 역사소설의 영웅형 남성 주인공은 아니다. 착한 심성과 너그러운 성품
을 지녔지만 뼈 속 깊은 양반 가문의 허위의식을 떨치지 못하였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굳
센 의지와 노력이 불비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면서 동시에 가문의 이름으로 역사와 마
주하거나 또는 개인의 삶이 정치와 역사의 한 현장이 되는 역사소설의 남성 주인공의 서사
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전형성을 획득한다.
이 소설이 갖는 감상적 비장미는 절대적 고난에 대처하는 옥이의 신념에서 미감된다. 언
서가 옥이를 처음 본 것은 건대산에서 상달의 조상 제사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이었다. 열댓
살의 어린 여성이 마을의 아낙네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품위나 능한 일솜씨를 가졌고 다
른 사람들을 위압하는 지휘력은 기이한 아름다움을 발한다. 특히 소설의 초반부 옥이를 통
해 용성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조상 제사, 관례식, 치성을 드리는 방식 등은 풍부한 민속을
바탕으로 민속지적 정보를 담는 역사소설의 풍속사적 면모를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옥이는 보통의 소작인의 딸이 가질 법한 팔자소관이나 체념적 정조가 없다. 언서를 찾아
갔다 조부인 유풍헌에게 유린당하기 직전, 이 모든 비리와 무도를 저주하면 자결을 결심하
거나 언서와 헤어진 후 스스로 머리를 올리고 무쇠를 낳아 기른 일,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죽고 언니와 함께 무쇠를 키우며 나름의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으나, 정인과의 인연은
끊어졌으나 아비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고 입경을 단행하는 모습은 뜨거운
모성과 굳센 결단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다.

24) 『벽오동 심은 뜻은』, 192쪽.
25) 같은 동네서도 홍 판서네 집은 저렇듯 곡간마다 양곡이 썩어나고 이 근처 백성들은 술 찌개미, 밀기
울, 비지 죽으로도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게다가 홍 판서네는 이 개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보기 싫다고 개천가 한 동네를 모조리 헐어 버리려고 한답니다. 이런데도 한탄이나 하고 살아가야 합
니까. 굶고 헐벗고 하늘을 우러러 구슬피 울부짖는 백성들은 건져 낼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
까. (『벽오동 심은 뜻은』 하권, 50쪽)
26) 유풍헌의 집은 화적 떼의 습격을 받아 수라장이 되었고 풍헌과 언서의 어머니 홍 씨는 비명횡사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화적 떼의 습격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고혈을 빨아 호위호식 했던 지주에
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화적 떼는 유풍헌의 곳간 문을 열어 곡식과 가축을 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쌀을 받아 들고 어둠 속에서 춤을 추며 돌아갔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화적 떼가 가는 곳 마다 백성들을 화동을 하고 소위 의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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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초반부가 깜찍하고 영악한 계집애 옥이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과단성에 초점이 있
었다면 이후의 이야기는 폭풍처럼 휘몰아친 사랑의 대가를 책임 있게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그려진다. 옥이와 아들 무쇠의 상경 길은 부랑(浮浪)에 가까웠다. 물 한 모금, 나물
죽 한 술로 하루를 견뎠고, 주막 집 아궁이 앞에서 풀밭의 바위 그늘에서, 언서가 주고 간
은장도를 어루만지며 잤다. 이들 모자는 거지와도 같은 신세였으나 그러면서도 발길을 돌리
지 않은 것은 오직 아들 무쇠를 아비에게 보여야 하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 고난은 실
로 끔찍할 정도로 비참한데, 시련에 대처하는 모자의 모습이 마치 아이의 이름처럼 강하고
굳세어 숭고하기까지하다.
이 소설에서 남성 주인공 유언서가 역사와 만나는 방식은 개인이자 일문으로, 개인적 싸
움이 역사적 투쟁이 되는 방식이지만 여성 주인공 옥이는 풍속을 주관하거나 일상을 견디고
가족을 결속하는 현장 속에서, 유랑의 길에서 자신의 역사를 구현한다.

4. 봉황을 기다리는 벽오동의 상징성
장덕조는 소설 『이조의 여인들』을 출간한 자리에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 여성들의 면목과 철학을 그리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면목으로 지모(智謀),
부덕(婦德), 색향(色香)을 지목하는데, 여성인물들은 이것을 무기로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
서 호흡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 자신
의 역사관, 국가관, 인생관, 여성관을 구속 없이 그렸다고 밝힌다.27)
작가가 한국 여성의 속성으로 지목한 지모(智謀)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유용하고 슬기
로운 지혜와 꾀를 뜻하며 부덕(婦德)은 어질고 너그러운 포용성을, 색향(色香)은 여성의 색
과 향기를 말함인데 아름다움을 뜻한다. 작가에게 앞서 언급한 여성인물의 속성은 소설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주요한 장치이다. 이 소설에는 유언서를 사랑한 세 명의 여성이 등장
하는데 이들이 각각의 속성을 대변하기도 반대하기도 한다.
유언서가 유일하게 사랑한 옥이는 열여섯에 스스로 머리를 얹고 젊은 아낙이 되었으며 아
들에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주기 위해 온갖 풍상고초를 겪는다. 장덕조는 옥이라는 인
물을 통해 여성이 역사 창조에서 일으킨 능동적인 역할인 부덕 즉 여성의 생육 기능에 방점
을 둔다. 이는 소설 초반부의 멜로적 요소의 약화와 함께 이후 아버지 찾기로 어머니 수난
사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여성의 생육은 개인의 생명을 연속시키는 동시에 그
생명력이 민족의 개념으로 확대된 형태이다.28) 옥이의 부랑사는 여성 주인공의 ‘성찰적 모
험’을 통해 그들의 타자성이 새롭게 역사에 위치 지어지는 과정을 재현해 보여주며 강인한
생명력과 모성으로 여성이 역사 창조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옥이가 뱃속의 아이에게 어진 마음씨와 굳센 의지를 지닌 아이가 태어나 가난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길 기원하는 장면이나 아들 무쇠가 “조정을 뒤엎고 썩은 관리들을 몰아내며 부
패한 정치를 뜯어 고치고 새 정사를 펴는 의로운 사람들”29)의 선두에 서는 후반부를 볼 때,
옥이는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가문을 지키거나 생장을 매개함으로써 민족적 수호자
의 양상을 띤다.
27) 장덕조, 『이조의 여인들』, 삼성출판사, 1972, 8-9쪽.
28) 조리, 앞의 논문, 128쪽.
29) 『벽오동 심은 뜻은』 하권,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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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버지 찾기를 포기한 후 기걸의 연정을 거부하고 끝까지 유언서의 정인이자 무
쇠의 어머니로 남는다. 유언서의 죽음 이후 무쇠에게 유언서가 아버지였음을 알리고 기걸의
무리를 떠나 깊은 산골로 향하는데 옥이는 굳센 신념과 강인한 모성으로 천륜을 지키고자
한 부덕과 지모의 여성이다.
홍 판서의 고명딸 금아는 우연히 자신의 집에 찾아온 언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금아는
어려서부터 여자라고 남성에게 눌려 지내야함에 불만이 컸기에, 스스로 배필을 골라 혼인하
고 남편을 인재로 만들어 발신시키고자하는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언서가 계속해서 혼인을
거부하자 언서의 외숙모와 함께 꾀를 내어 결국 혼인에 이르게 된다. 금아는 재색을 겸비한
규수로 상당히 주체적이고 강단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는데 옥이와 다른 강인함이다.
옥이가 포용하고 인내하는 강인함이라면 금아는 부러뜨리고 바꾸는 강인함이다. 미천한
것들에게 위엄을 보이라는 것, 함께 시골에 내려가자는 것을 거부하고 언서를 한양으로 불
러 올린 것, 무과에 가겠다는 것을 눌러 문과로 돌린 것 등이 그것이다. 소설 속에서 금아
가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금아의 강성에 대조하여 언서의 유약함과 체념이 부각되
거나, 금아의 행위가 ‘문관의 아내로 행세’하고 싶다는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세도가의 안방마님으로 허위의식을 지녔다는 점 등을 볼 때 경계해야 할 여성상으로 그려진
다.
기생 소춘풍은 우연히 연회 자리에서 유언서를 보고 그의 풍모와 채취에 빠진다. 소춘풍
은 언서에게 정을 주어 십사오 년을 기다렸지만 언서는 마음이 내킬 때 한두 번 찾아올 뿐
잦은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소춘풍은 언서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끓어오르고 그리웠다. 화
려한 잔치를 싫어하는 언서에게 누가 될까 연회에 나가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살림은
더욱 어려워진다. 기녀의 정이라 사람들이 비웃지만 사랑하는 남성을 위한 여인의 절개는
대장부의 충의와 지조와도 같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부녀의 인륜도 끊으려는 소춘풍이 유
언서가 그리울 때 마다 부르는 노래가 이 작품의 제목인 ‘벽오동 심은 뜻은’이다.
소춘풍이 즐겨 부른 이 노래는 유언서를 찾아 한양에 온 옥이가 소춘풍에 의탁해 있을 때
들어, 옥이가 기걸과 함께 산체에서 생활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붙였던 것이다. 여
성인물 소춘풍에서 옥이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여성인물들의 삶의 지향이자 소설의
주제의식이며 작가의 여성관을 드러낸다.
벽오동(碧梧桐) 심은 뜻은 봉황(鳳皇)을 보렸더니
내 심은 탓인가 기다려도 아니온다
무심한 일편(一片) 명월(明月)이 빈 가지에 걸렸어라30)
봉황은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로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상상의 새다.31) 봉황
은 시조나 회화에서 위대한 정치지도자인 성인의 출현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신조이다. 소
춘풍과 옥이가 부른 노래에서 봉황은 당연히 유언서를 뜻한다. 이는 정치적 의미로서 성인
의 요구이기보다는 깨끗하고 고고한 유언서를 지조가 굳고 품절이 높은 봉황에 빗대어 노래
한 것이다. 이 봉황은 유일하게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는다.32) 그래서 벽오동을

30) 이 시는 작자 미상의 시로, 조선 정조 때 편찬된 것으로 추측되는 시조집 『병와가곡집』에 실려 있
다. 김용찬, 『교주 병와가곡집』, 월인, 2001, 286쪽.
31) 기태완, 「봉황이 머무는 신령한 나무」, 『열린시학』 10, 열린시학회, 2005, 291-302쪽.
32) 서영훈, 『벽오동 심은 뜻은』, 백산서당, 1998,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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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었지만 봉황은 오지 않고 세월만 간다. 범속을 초월한 거룩한 봉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벽오동은 옥이와 소춘풍의 상징물로 봉황이 올 때까지 온갖 풍상을 겪는 인고의 기다림을
은유화한다.
봉황이 죽은 이후에도 옥이는 무쇠를 뱄을 때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그를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춘풍은 흥법산의 여승이 되어 유언서를 모시겠다고 다짐
한다. 유언서를 꼭 빼닮은 무쇠를 보며 영원히 사모함을 다짐하는 옥이와 소춘풍의 결의는
여성들의 유대와 공생을 만들어낸다.
장덕조의 소설은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멜로풍 역사소설
이지만 사랑의 완성과 희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랑을 지키고 이루어나가는 인물의 속성에
방점을 찍는다. 감수와 인고의 자세로서 개체의 존재 가치와 역사적 귀속을 찾아내어 그것
을 문화적인 심미영역에까지 승화시킨다.
반면 이 소설을 또 다른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여성적 삶의 고통과 질곡을 너무 무
겁고 힘든 민족적 담론 속으로 회귀시키고 이를 인고의 기다림이나 부덕으로 미화할 때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장덕조는 여성을 구원의 모성으로 인정하고, 영원한 터전으로 민
족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옥이의 수난사는 몰락과 재
생의 서사를 통해 민족에 대한 특정한 욕망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읽힐 우려도 다분하다.
여성 수난사가 갖는 복합적인 표상 체계는 여성을 민족 통합을 위해 동원하는 전형적인 방
식이며 한국인이 민족을 상상하는 전형적인 서사 방식으로 자리잡기 때문이다.33)

5. 무협소설의 심미화와 ‘협(俠)’으로서 인간의 순리
이 소설에서 절대적이며 유일한 악의 형상화는 구체적 인물이라기보다 세력이나, 제도 등
에 가깝다. 부패와 파벌을 조장하여 일문의 영달을 꾀하는 세력, 사농공상의 계층적 분화,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들끓
는 민심을 바탕으로 월담과 기걸은 협천자이령제후(挾天子以令諸侯)34) 홍명수 부자와 그 사
위를 처단하려는 계책을 세우는 중이다.
월담은 상경하던 옥이 모자가 무덤가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절에 데려와 보양해 준 인
물이며 기걸은 절에 숨어 있던 화적으로 옥이에게 연모의 감정을 갖고 있다. 옥이의 후반부
방랑을 곁에서 지키며 유언서를 대신해서 무쇠를 자식처럼 기른다.
홍명수 집안은 세도의 개로서 대도의 적이자, 월담은 그의 모함으로 집안이 망멸하는 개
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다. 월담은 홍문과 정치적으로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그들의
모략으로 몰락한 집안의 자식으로 중이 되었고, 그의 딸 소춘풍은 기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 리 없는 딸이 홍명수의 사위 때문에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월담은 기막힌
운명을 저주하며 유언서 또한 함께 처단하기로 계획하는 것이다.
비록 도둑의 괴수이지만 대지를 품었다는 기걸의 결의와 억울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세상을 뒤집고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월담과 기걸의 거사 계획은 “무(武)를 빌어 협(俠)을 적

33)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149-177쪽.
34) 이 말은 『삼국지』 조조와 원소 편에 나오는 말로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는 뜻이다. 원래는
더욱 큰 세력 확장과 외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양책의 의미였으나, 이를
빗대어 권문에 기대어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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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라는 무협소설의 심미화이다. 무협소설에서 무(武)는 무공과 무예를 가리키는데, 등장
인물의 행동양식으로서 대립,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 무
협에서 협(俠)을 강조하는 이유는 협객들이 살인을 위한 살인을 하는 일개 무인이 아니라
숭고한 사명을 지닌 영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바로 무협소설은 협을 통해 무를
합법화, 합리화, 신성화하는 것이다.35)
사마천은 「유협열전(游俠列傳)」에서 협객을 신뢰, 과감한 행동, 자기희생, 겸손 등을 갖
춘 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들은 역사적 변천 속에서 어려운 일에 맞서 백성과 연대하는 마음
과 행동을 보여 준 인물로, 열악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백성의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협객은 무리를 지어 위력을 행사하며, 약자를 괴롭히거나, 재물을 쌓아 사치스럽고
쾌락을 좇는 자들을 벌하였다. 그리고 빈천한 자를 도와주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자를 구하
여 민간에서 명성을 얻었다.36) 산체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취합하여 집단 생활을 하는 기
걸과 그의 무리들은 앞서 사마천이 규정한 협객의 면모를 드러낸다.
『벽오동 심은 뜻은』을 연재하던 시기 무협소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1961년 『경
향신문』에 연재된 무협소설 『정협지』는 대만의 무협소설을 번안한 작품이었지만 김광주
는 이를 대폭 손질하여 우리 독자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었고 그 후 무협소설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뿌리를 내리는 교두보가 되었으며 하나의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
다.37) 장덕조는 신문연재 대중소설의 집필하면서 당대 무협소설의 인기를 생생하게 탐지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뛰어난 한문 실력을 갖고 있었으며, 야담이나 역사류 집필에
능숙했기에 무협소설의 한 요소를 자신의 역사소설에 녹이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녹음이 검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정원에는 밤의 정밀(靜謐)이 어둠 속에 흐르
고 사나이가 몸을 움직이는 대로 일진(一陣)의 살기(殺氣)가 따른다. 드디어 별채 분합
앞에 이르렀다. 분합문은 아직 더위가 한창이건만 굳게 닫혔는데 댓돌 위에 놓여 있는
남자의 가죽신과 여자의 비단신 한 쌍이 적연하다. (중략)
삼척 장검이 푸른 섬광(閃光)을 배앝고 귀기(鬼氣)가 두 사람의 주변을 둘러싼다. 한
참을 그대로 노려보며 서 있었다. 언서의 칼끝이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
칼날이 한 번 백광(白光)을 그어 스며드는 초이레 달빛을 누빌 때 거기 닿은 물건이란
그대로 동강이 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38)
거사의 밤중 침실로 잠입하여 대결을 벌이는 유언서와 기걸의 무도는 마치 무협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그들의 무술은 서로의 협이 부딪히는 장면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의경
으로서 무협소설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언서의 장검과 기걸의 수리검은 무협소
설에서 협행수단의 병기로 협객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주요 장치가 된다. 기걸이 운용하는
수리검은 원래는 외국에서 쓰이던 것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던 경상도 지방 사람들이 응
용하여 만든 민중의 병기다. “끝은 창같이 뾰족하고 양편으로 날이 섰는데 자루가 없는” 수
리검은 멀리 있는 사람을 몰래 죽이기 용이한데 여러 개를 동시에 던져 사람을 정통으로 꿰
뚫는다. 유언서와 기걸의 첫 결투에서 수리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 관군과의
35) 정동보, 「무협소설 개관」, 『대중서사연구』 6, 대중서사학회, 2001, 9-41쪽.
36) 김경회, 「협객에 대한 조선 후기 지배층의 시선 연구」,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
화연구소, 2020, 123-15.쪽.
37) 대중문학연구회,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122-123쪽.
38) 『벽오동 심은 뜻은』 하권, 5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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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기걸이 날린 수리검에 유언서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유언서는 ‘애(愛)’로 본다
면 정인이지만 ‘협(俠)’으로 본다면 모리배일 뿐이다.
작가는 자신들이 처해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생활 속의 감회에 따라 협의 개념을 달리한
다. 작가는 허구로 만들어진 창작 인물들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협의 이상을 기탁한
다. 따라서 협은 역사 문헌의 기재에다 허구, 상상이 결합되었으며 각 시대에 따른 사회의
규칙과 사람들의 심리적 수요 및 작가의 이상 등이 융합된 것이다. 소설 속에 보이는 협의
가치관은 행위의 표준으로 의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관념과 일치한다.39)
장덕조는 자신이 역사소설을 집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인생에 불변하는 어떤
진리를 탐구”40)하는 것이며, ‘어떤 진리’로서 “논리(論理)와 정도(正道)”41)를 손꼽았다. 사
물이 생성하는 이치이자 사고와 행동의 타당한 규범이 되는 논리, 올바른 길로서의 정도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지켜할 준거이지만 삶 속에서 이를 거스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쉽지 않
다. 권세와 재물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의와 절을 지키고자 할 때 기투와 배신이 인간을 흔
들고 유혹한다.
특히 작가가 즐겨 재생하는 역사적 공간이 가장 부패했던 이조의 한 시대에는 더욱 그러
할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수만즉일(水滿則溢), 월만즉휴(月滿則虧)’, 물이 차면 넘치고 달이
차면 기운다는 주역의 말처럼 무슨 일이든 성하면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고, 크게 일어나
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
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며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논리와 정도를 지키는 것, 협을
이루는 이것이 작가 자신의 역사관이자 국가관, 인생관임을 확실히 하였다.
악정으로 하여 산 모양 들 모양까지 그 형태를 변하고 날짐승, 길버러지까지 원심을
품고 있다는 이 시대다. 오욕에 젖고 악귀 같은 간신떼가 백성들의 기름, 피를 빨고 있
는 이 나라가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지를 하는 것은 이 같은 몇 사람의 옳은 생
각, 부드러운 마음씨를 하늘이 살피심이라 생각하는 것이다.42)

6. 나오며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관계를 조명한 강민경의 논문에 따르면 사화는 역사적 제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독서물을 의미하며 야담은 민간전승의 이야기를 구연자를 전제로
각색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역사소설은 소설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의 경계가 늘 명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43) 이러한 해석은 장덕조의 역사물류를
고찰할 때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역사소설 집필에 있어 참고 서적이
너무 많으면 필자의 자유로운 구상력이 제한을 받기 쉽다”44)고 밝힌 바, 작가는 역사적 사
실의 핍진한 재현보다는 역사적 소재를 차용하여 작가의 윤리와 철학, 인생관을 양각해 보
39)
40)
41)
42)
43)

정동보,
「다음의
장덕조,
『벽오동
강미정,
남대학교
44) 「낙화암

앞의 책.
장편소설 『낙화암』」, 『동아일보』, 1956.6.17.
『벽오동 심은 뜻은』, 삼성출판사, 1964, 456쪽.
심은 뜻은』 하권, 132쪽.
「1930년대 역사문학론의 관점에서 본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거리」, 『인문연구』 97호, 영
인문과학연구소, 21-54쪽.
후기」, 『동아일보』, 195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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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덕조의 야담, 사화, 무협, 역사소설은 손쉽게 경계를 넘나들며
풍부한 이야기성을 구축한다.
작가가 계속해서 잘 읽히는 역사소설을 쓸 수 있었음은 곧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구성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역사에 기대지 않고 전체가 완곡하게 흘러가는 서사가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로 부분적 혹은 집중적으로 믹스될 때 독자들에게 큰 부담감 없이 재
미있게 읽힐 수 있다. 반면 시간성에 기댄 빠른 스토리의 전개는 주인공의 핍진한 심리묘사
나 주인공의 의식 구조의 형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특색이 사실 관계를 떠나서
흥미 위주의 추상적 역사의식이란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45)
1989년 장덕조는 그의 나이 75세에 원고지 2만 6천장 분량의 대하소설 『고려왕조 오백
년』(전14권)을 완성하였다. 고려왕조 오백년을 통틀어 엮은 소설은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
이기에 이 부문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10권으로 발표한 「조선왕조
오백년」에 이어 「고려왕조 오백년」을 끝냈고 계속해서 「해동삼국지」 20권을 다시 쓴
뒤 고대사 6권을 추가, 한민족 5천년사를 50권으로 완결한다는 야심찬 계획”46)을 발표했던
작가는 더 이상 작품을 출간하지는 못했다. 고령의 작가가 “집을 옮기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원고지 2만 6천장 분량을 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이 고
단한 작업은 말 그대로 생사를 건 고투였을 것이다. 역사소설가로서 장덕조의 집념과 치열
성은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그의 역사관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45) 국어국문학 편찬위원회 편, 「광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4.
46) 「「고려왕조오백년」 완간한 장덕조 씨 “3년간 남몰래 생사 걸고 싸웠죠”」, 『경향신문』, 198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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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적 역사소설과 장르믹스의 기원
- 장덕조의 『벽오동 심은 뜻은』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윤서(영남대학교)

선생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은 한국문학사에서 과히 광폭의 작가로, 또
한 역사소설 작가로 완숙경에 도달하고 있다는 역사소설의 1인자로 평가받는 장덕조의 역
사소설을 토대로 작가적 위치와 의미를 고찰한 유의미한 글이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의 기
본 개념과 방법을 여성역사소설에 적용하여 여성의 상황적 보편성을 인식하며 리얼리티를
확보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사적 담론과 여성적 담론을 동시에 구비하며 역사 속에서
소환한 여성인물의 부각, 로맨스가 갖는 광의성, 장르 믹스를 통해 장덕조 작품이 갖춘 대
중소설로서의 도식성과 잡식성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진행한 논의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 이해를 완성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토론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품 속 사회조직 원리가 신분과 성별이라는 위계적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도록 위
치지어진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유언서와 옥이는 어떻게
재현하고 있다고 바라보시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정조(正
祖)시기는 유교적 결혼관이 확산된 시기로 이들의 만남에 대한 ‘구조적 전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언서와 옥이의 만남부터 계층적 굴레를 전제하고 있고, 착한 언서의
심성과 체념적 정조를 탈피한 옥이의 신념과 무쇠를 출산 후에는 더욱 강한 의지와 뜨거운
모성애는 다소 신파적이라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장덕조 작가의 문학이 50 –60년대를 풍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의 기호에
밀착한 다양성, 심미성, 전복성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은 불편한 조합으로 장덕조 문학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
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담과 기걸의 캐릭터와 서사를 ‘협’을 향한 재배치로 전개한 논문의 구성이
텍스트를 읽을 때 만큼이나 흥미로웠습니다. 한편으로 세력이나, 제도 등 불가항력적인 악
에 저항하는 ‘선’과 ‘악’의 배치가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무협소설의 구조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5장에서도 전개하고 있으나 텍스트에 도입한 무협소설의 심미화
에 대한 문학사적 위상과 당시에 보여진 무협소설에서의 진전 및 재평가에 대한 좀 더 자세
한 설명해 주시면 5장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면서, 오랜 기간 장덕조 문학에 천착한 연구자 입장에서 선생님의
옥고를 읽어가면서 ‘느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덕조 문학을 연구할 때마다 자료 발굴의 어려움과 정리의 미흡함 등 난관에
부딪칠 때면 “장덕조 문학 특히 지역문학은 다소 문학성이 뒤지더라도 당대의 절실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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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 틀의 의미를 갖는다는 확신을 갖고 선행 연구
자들의 걸음걸음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본 연구의 마무리가 잘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논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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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독자의 ‘애도’ 이해 양상 분석 연구
–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시피>를 중심으로
김지혜 (극동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국내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 수업, “심리학개론”에
서 한국현대문학작품 독서가 지니는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학령 인구 감소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적으
로 전국의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나서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3년에는 12,314명이었
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에는 153,695명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였던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학내의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나 문화적 배경
지식 등이 한국인 학생들과 다소 차이가 나는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 및 운영하
고 있는 대학 교육과정에 바로 투입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흔히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언급
된다. TOPIK의 목적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TOPIK 4급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
쟁이 시작되면서,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TOPIK 점수가 없는 외국인의 입학도 허가하는 상
황이 초래되고 있다. 즉, 기존에 한국어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각 대학들은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높여줄 목
적으로 한국어 교양 강좌들을 다수 개설하였다. 하지만 학부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강좌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이 어학원 수업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
적이 있었고, 그래도 학부 교양 수업인 만큼 어학 이외의 다양한 수업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아무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여
도 그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어학 수업에 치우치는 것은 그들의
학습 기회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다수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수업을 다양하게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1)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과정에 한국적인 특색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
도 일고 있다. 이왕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인 만큼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을 다양하게 쌓아서 귀국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에

1) 이는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이 어학 수업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권
고사항을 발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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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온 학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국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생각한다면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도 좋고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이 개설한 심
리학 교양 강좌에서 한국문학작품을 활용할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
인 대상 심리학 교양 강좌는 국내 대학이 유학생 대상 교양 강좌의 내용적 넓이를 확장한다
는 의미가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 교양 교육과정에서 한국문학작품을 활용한다는 것은 외
국인 유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을 펼쳐 보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진행되었다.
-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 A 대학 외국인 유학생.
- 연구 참여자: 총 20명 참여하였으며, 과제를 제출한 학생은 그 중에서 15명이었다.
- 연구 내용
(1) 외국인 대상 교양 교육과정 ‘심리학개론’과 유사한 연구용 수업을 운영한다.
이 수업은 글로벌 교양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것으로, 중국어 강좌이다.
(2) 연구용 수업의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의도하지 않아도 참여 학생은 모두 연구용
수업이 운영중인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대학 수업의 특성상 학습자의
성별, 연령, 학습 정도 등을 제한하지 않았다.
(3) 연구용 수업이 3차시(3시간 * 4회) 진행된 시점에 한국현대문학 감상 과제를 낸다.
글로벌 교육과정에 따른 중국어 강좌인만큼 과제는 중국어로 작성 가능하다.
(4) 과제로 사용한 작품은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시피>이며, 중국어 강좌에서 제출한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심리학
수업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이 있다.
(5)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번역한다. 중국어 전공 한국인 1인이 1차 번역한 것을 한국
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조선족 유학생이 2차로 검토하였다.
(5) 번역한 과제를 심리학 수업의 내용을 규준으로 삼아 검토한다.
연구 설계를 하면서 유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실험 수업을 운영한 대학은 영어전용강의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어전
용강의를 운영한다. 영어전용강의나 중국어전용강의에는 수강 제한이 없다.
(2) 학생들에게 과제 작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을 주지 않았으나, ‘심리학 수업’에서
요구한 과제이므로 학생들은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작품을 감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3) 한국현대소설을 읽고 감상문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에 1주일을 제공했다.
2.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중국어전용강좌로 운영된 심리학개론 수업에서 한국현대소설 작품의 활용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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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현대소설을 읽고 감상
문을 쓰기 전에 심리학 이론을 공부했다. 또한 한국현대소설작품의 독서 및 감상문 작성을
심리학개론 수업의 과제로 부여받았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리학수업에서
배운 개념들을 작품의 독서와 과제 집필에 활용할 것이 기대되었다. 문학 용어로 말하자면
이 연구는 설계상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비평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던 셈이다. 정신분석비평이란 정신분석의 이론과 개념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분
석 비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신분석의 이론과 개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2)
첫째,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서사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서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타자와 소통한다.
둘째, 예술가에게 ‘미’란 자신을 졸라맨 고통의 흔적에서 처연하게 새어나오는 잔여와
같다. 작품은 주체의 상징적 재현이며 그의 고유한 주체성을 담지하고 있다.
셋째, 반복행위는 단순히 외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탄의 대상으로부터 수동적으
로 벗어나는 것 이상이다. 이는 우울증의 대상에 대한 강박적인 고착이다.
넷째, 우울증의 대상이란 결국 주체의 공백을 메우려는 부분대상, 즉 대상 a의 체현이
라는 점에서 강박적인 고착을 야기한다.
다섯째, 똑같이 반복행위를 하더라도 예술가는 ‘극심한 병리적 상태의 주체’와 달리 반
성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내적 세계가 환상임을 인지하며 의식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환상을 표현한다.
여섯째, 망상증은 망상증 환자의 주관적 체험이 직접 표현된 것이기는 하지만 개관성
이 전혀 없는 순수한 주관적 상태가 아니다.
일곱째, 깊이 있는 창조 행위는 조화로운 내적 세계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과, 그 내적
세계의 파괴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
여덟째, 우울적 위치에서 성취하고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들은 파괴된 대상에 대한 회
복충동과 더불어 이후 발달에서 창조성과 승화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아홉째, 우울적 위치에 놓인 자아가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우, 자아는
상징 작용에 의한 고통과 애도 작업을 모두 포괄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상실을 극복한다.
열째, 비탄과 슬픔의 고통스러운 정서는 애도과정을 통해 승화를 근거로 한 창조적 활
동에서 중요한 원천으로 존재한다.
열한째, 우울적 위치의 상징작용과 승화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체가
대상과의 분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열두째, 우울적 위치의 통과는 논리적 사고의 발달과 함께 상징적 대등을 적절한 상징
주의로, ‘비현실적 현실’을 ‘현실에 대한 진정한 관계’로 바꾸는 극복작업이다.
열세째, 자신에게 절대적 충족을 준다고 상상되었던 대상의 영원한 부재를 인식함으로
써 자아는 온전한 주체로 나아간다. 이러한 애도 과정은 ‘성공적인 포기’를 가능하게 한
다.
열네째, 환상은 외적 현실과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
과 요구, 향유에 직면해 주체가 이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이 타자에게 제시하는
2) 아래의 열 여덟가지 요소는 주로 박선영(2004)와 박선영(2008)에서 인용하였다. 이 내용은 심리학개론
수업에서도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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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의미한다.
열다섯째, 환상이 충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주체의 불안과 죽음
충동이 상징화되고 승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열여섯째, 우울적 위치에 있는 주체는 통제하기 힘든 비탄과 사디즘적 충동, 그리고
죄의식을 드러낸다.
열일곱째, 예술적 창조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창조성과 승화의 원천이며 상실한
대상에의 회복충동이 자리하는 곳이다.
열여덟째, 상실되는 대상은 주체가 만날 수 없는 한에서 사물의 숭고함으로 들어 올려
진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선을 넘어서 죽음 충동의 무한한 연동 속에서 간단없이 이어지
는 욕망의 순환고리 속에서 정신 분석의 윤리는 그것들이 배태하고 있는 근본적인 결여,
결핍의 차원을 주시한다. 그러한 빈곳, 결핍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우리는 선의 이데아를
넘어서는 정신분석의 윤리에 도달할 수 있다. 상실한 죽은 것만이 예술로 구현되어 승화
를 이룬다.
3. 이론적 배경과 작품의 관계
3.1. 연구 대상 작품의 내용
이 연구의 대상 작품인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시피>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주
인공이 보여준 행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쓰면 다음과 같다.
① 주인공(50대, 남성)의 어머니가 돌아가심.
② 아내에게 말하고 침착하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룸.
③ 구두주걱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 등 일상의 변화를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느
낌.
④ 뼈다귀 해장국에서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없는 것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을 강
하게 느낌.
⑤ 빨간 앞치마를 가져다준 여직원의 미소를 통해 자신이 이제 ‘고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쏟음.
⑥ 다른 사람에게 가엾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골목에 가서 울부짖음.
⑦ 너무 울어서 잠기고 쉬어 버린 자신의 목소리가 어머니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음.
⑧ 숨어서 울고 싶어서 노래방에 감. 노래방에서 쉰 소리가 나올 때 어머니를 느낌.
⑨ 노래를 잘 하라고 말한 노래방 주인이 어머니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
고, 어머니가 노래방 주인을 통해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함.
⑩ 어머니를 느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살짝 쉰 상태로 유지하려고 함. 그 목소리로 어머
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연습함.
⑪ 어머니 옷장에서 어머니의 옷을 깨내 입고 어머니가 쓰던 화장품을 바르면서 어머니
에 대한 상실감을 달램.
⑫ 어머니가 누워 있던 자리에 누워보며 어머니에 대해 회상하고 어머니를 느낌.
⑬ 어머니의 기일에 어머니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식구들 앞에서 어머니의 옷
을 입고 어머니의 화장품을 바르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름
⑭ 그런 주인공의 모습에 가족들이 모두 놀라고 행동을 만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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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소설은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주인공이 어머니를 모방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실에 대한 자신의 우울감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방하는 주인공의 행동은 다소 기이한 부분이 있다. 자신의 내면에 어머니가 있다고 믿으
며, 자신의 안에 자리한 어머니의 모습을 ‘출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기
이함은 마지막 장면에 제시된 가족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어머니를 상실한 주인공의 행동을 심리학적 비평의 관점에서 비평할 여지가 많다.
3.2. 심리학적 개념에 비춰볼 부분
50대 남성인 서사의 중심인물의 행동 변화 양상을 살펴볼 때,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
시피>에서 정신분석비평의 관점에 따라 주목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이다.
첫째, 이 인물에게 어머니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주목할 수 있다. 주인공은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상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장례를 침착하게 치룬 인물이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주목할 수 있다. 장례를 치르고 편지를 보낼 때까지 주인공은 일반적
인 장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행동이 바뀐 계기가 무엇이었
는지를 아는 것은 정신분석비평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셋째,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애
도의 심정을 표출하고 어머니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래’를 선택한 것은 예술적
승화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래방 주인의 말 등으로부
터 일종의 ‘계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주인공이 자신의 안에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통해 어머
니를 출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 어머니의 목소
리에 집착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그가 부르는 노래가 예술가적인 것인지 병적인 것인지를 구
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집착이 정신분석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
는지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를 모방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가진 의미가 논의될 수 있다.
남성이 주인공이 어머니의 옷을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주인공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 주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공연이 사전에 가족들과의 협의나 논의 없이 진행되는 점이나 가족들이 그
의 행동에 경악하는 점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인공의 슬픔과 고통을 가족들이 이
해하고 있는지, 주인공의 행동에 가족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주
인공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분석 및 추론할 수 있다.
4. 독자 자료 분석
4.1. 어머니를 잃은 주인공의 상실감에 주목한 사례
수집한 15편의 감상문 전체가 어머니를 잃은 주인공의 슬픔에 공감하였다. 공감의 사유는
한 개인에게 ‘어머니’라는 대타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점과 부모님의 사랑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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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했다는 점 등과 같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대감, 부모님의 죽음은 절대 대다수
의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 상실감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등 부모자신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 구도가 제시되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살아가면서 엄마의 사랑은 내게 수많은 감동을 주었고, 중국 속어 ‘박사효위선’처럼 효도를 하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닌가? 엄마는 매일매일 꼼꼼하게 나에게 손수건을 준비해 주었고 (중략) 엄마가
없어져서 고아가 되었다. 작가는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했고 주위의 눈길은 그에 대한 연민으로 가
득 차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고아를 보는듯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생각할 때
마다 내 마음은 항상 약간 시리고 아프다. 내가 얼마나 당신 곁에 다가가 내가 항상 당신을 생각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지 (학습자 감상문 1)
이 글은 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주인공이 자신과 어머니를 추억하는 작은 일들을 담고 있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평범하고 자연스럽지만 미묘한 친자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예로부터 생사의
이별이 가장 뼈아프다. 그러나 삶의 최종 귀결은 죽음이다. 누구나 곡절이 끝나고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끝에서 벗어날 수 없다.(학습자 감상문 12)

주목할 만한 점은 주인공의 슬픔과 고통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 감정의 형상화라고 해
석한 감상문이 주로 자신의 경험담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상문 10번이다.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던 꿈속에서, 수많은 밤에, 당신을 생각하는 순간마다 당신을 불러본다: 엄
마, 거기서 잘 지내시나요? 보고 싶어... <엄마도 아시다시피> 이 단편소설을 나는 두 번에 걸쳐서
다 보았다. 그것을 다 단숨에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
움이 너무 숨막히고 나를 자기도 모르게 책속에 깊이 빠져들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여름방
학 내내 나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다. 다행히 엄마의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지금
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ㅇ르 겪으면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직 안 늙
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자신이 중년이 되어 부모님도 조용
히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지도 않았던 절친들의 생이별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찾
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나도 ‘엄마도 아시다시피’의 남자 주인공처럼 힘들어
할 것 같다. 그의 애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공감되고 숨막힐 정도로 슬펐다. (학습자
감상문 10번)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빴던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했
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소설 내적으로 제시된 요소들에 주목하여 그것이 주인
공의 회한을 강화하였다고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4.2.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 변화에 주목한 사례
학습자들이 제시한 텍스트 중 1편을 제외한 모든 텍스트가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해의 근거로는 작품 속에 드러난 소소한 에피소드
들, 구둣주걱이 버스정류장 근처 휴지통에 꽃혀 있는 것을 발견한 일, 해장국을 먹다가 손
수건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없는 것을 발견한 일, 좀처럼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지
속되는 일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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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했다. 하나는 겉으로는 담담한 듯이 보
였지만 사실 주인공은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내면은 사실
스트레스로 가득하였으며 혼비백산의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이란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긴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된 심리적 생리
적 반응을 보이며 일종의 심신 긴장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자극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면 약간의 자극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을 때는 이상심리 상
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엄마도 아시다시피>에서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기존의 심신의 균
현이 깨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다. (학습자 감상문 2)

이런 분석에서 그가 일상에서 경험한 어머니 부재의 순간과 그 때에 느낌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내면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단서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침착하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애도하려 했던 주인공이 어머니의 부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직면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게 되었다고 정리한 학습자들도 다수 있었다.
우선 주인공의 행동은 사회적 이반 없이 이뤄진다. (중략) 그는 모든 사람이 하는 절차를 따랐고
아내가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봤다. 슬프고 막연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꾹꾹 참아내는 냉정하고 절제된 주인공의 모습이다.
(중략) 일부 생활 속에 익숙한 일들이 빗나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을 떄 “뒷주머니에 있어야 할 손수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주인
공의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그가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일
종의 상실감을 포함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챙겨줬던 물건들. 이런 어머니의 숨격을
지닌 습관들이 어머니를 따라 이미 그를 떠났다. 이런 슬픔 심정 속에서 그는 (중략) 우리가 보기
에 아무렇지 않은 행위가 그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여직원이 엄마를 잃은 사람임ㅇ르 간
파한 것 같다”는 현실 오류를 감지하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이해에서 우리는 주인공의 심경에 약
간의 변화가 느껴지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서 심리적 이상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학습자 감상
문 14)

이렇게 이해한 학습자들은 주인공이 경험한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를
야기한 계기적 사건이라고 이해했다.
4.3. 어머니 목소리에 집착하는 모습 등에 주목한 사례
수집된 감상문 중에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50%가 되지 않았다. 수집된 감상문 전체가 어머니를 잃은 주인공의 슬픔과 고통에 주목한
것과 비교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학생은 주인공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착하는 모습
을 다소 평이하고 담담하게 게지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자신의 공
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감상문에서 주
인공의 행동은 이상행동이기보다는 슬픔에 따른 몸부림 정도로 해석되었다.
‘엄마도 아시다시피’라는 글에서 남자 주인공은 중년이 된 후에 엄마를 잃고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목소리를 통해서 어머니와 연결된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남
자 주인공의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에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기억과 불행의 흔적이 담겨 있고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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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애틋함도 배어 있다. 이 소리는 슬픔을 간직한 사람의 것이다.(학습자 감상문 10번)

자기 안에서 어머니의 일부를 찾는 행위를 슬픔에 따른 행동이자 자기 위로의 행위로 해석
한 감상문은 이러한 행동이 문제적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연결 고리를 찾아서 부
모님을 추억할 수 있는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엄마도 아시다시피>의 남자주인공은 행운이었다. 엄마와 떨어져 있지만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엄마 목소리’를 찾았다. (중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은 어디에서 그런 위로와
연계를 찾을 수 있을까? 고물이든. 소리든. 냄새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고 언젠
가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온다면 나와 망자의 연결고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중략) 시
간아 좀 천천히 가 줄 수 없니? 나는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네가 나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생활 걱정 없게 보호해주길 바란다. 당신이 나를 제한된 시간 동안, 나의 부모님과 절친들과 함께
있을 기회를 더 많이 주길 바란다. (학습자 감상문 10번)

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 감상문을 쓴 독자는
이 소설을 통해 ‘시간이 흐르기 전에 애정을 충분히 나누자’거나 늦기 전에 ‘주변인들에게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 살아 생전 효도하라’는 동양의 효 사상이
언급된 감상문도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인공이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학습자도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지적 착각을 일으켰고, 그것이 감정 전이, 강박 증세 등으로
전이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한 학습자도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사람들이 학습, 직업, 생활환경에 비교적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개체가 적응하지 못하면 다
소 곤혹스럽고 막막하며 정서 불안정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녹아들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남자주인공은 한층 더 깊게 괴로워하며 적응불량이 나타났다. 남
자 주인공이 자신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쉰 목소리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괴롭히
는 결정을 하는 것, 일어나서 일부러 기침을 하고 가래를 억지로 내뱉고 버스정류장에서 나쁜 공
기를 들이마시며 목구멍을 바싹 마르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학습자 감
상문 9번)
그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인지적 착각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노래방 주인을 착각해 말을 전했
고 감정상의 전이가 생겨났다. 엄마의 노래를 부르다 노래에 대한 엄마의 이해를 느꼈으며 목이
잠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등 행위상의 강박 증세를 보였다. 그는 엄마의 옷을 입
고 엄마의 노래를 부르며 생전의 엄마의 모습을 재현해 엄마에 대한 출산을 마쳤다. 출산을 마친
그는 그때서야 기진맥진하여 엄마의 침대에 누웠고 자정 무렵에 엄마의 살며시 찾아오는 것을 느
꼈으며 평온함을 처음처럼 되찾았다.

위의 감상문들은 심리학개론 수업에서 배운 다양한 개념을 작품의 분석과 해석에 적용함으
로써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끝내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이는 인물의 심
리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이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
는 결론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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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머니의 기일에 있었던 공연에 주목한 사례
어머니의 기일에 있었던 공연을 직접 언급한 감상문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잉태 및 출산하
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인공에 대해 언급한 감상문의 수보다도 적었다. 어머니의 기일에 있
었던 공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감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 행위의 정당함
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기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한 것
이다.
주인공의 행동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감상문에서는 이 행위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 상실의 슬픔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인공이 지극히 사적이고 개별적인 애도표현이
자 일종의 “의례”라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안경과 가발을 쓰고 어머니의 립스틱을 바르고 어머니의 옷을 입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의 친척들 앞에서는 몰이해하고 창피하고 하지만 어머니가
계신 걸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친지들이 어머니가 그에게 어떤 의미의 존
재인지 알게 되면. 또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를 느끼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나
처럼 감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해를 못한다면 이런 행위를 이상 표현이나 슬픔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학습자 감상문 13번)

위의 감상문을 작성한 학습자는 자신이 주인공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 사유에 대
해서도 후술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과 “우리는 남이 느끼는 바를
100%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타인의 행위를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상하게 보이는 심리 또는 행동이란 사실 우리 생각만큼 나쁘지
는 않을 수 있고, 많은 경우 소통을 하면 당혹감이나 심리적, 행동적 이상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부분은 이 학습자가 이 소설로부터 주인공의 행동을 이상
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소통의 부재라는 상황 때문임을 의식했으며, 따라서 소통을 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주인공의 행동의 이상함을 지적한 학습자 중에는 어머니 상실의 슬픔이 이상 행동의 원인
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연결한 학습자가 많았다. 학습자 감상문
11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난 주인공이 어머니를 여읜 슬픔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다. 심
리학적으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주인공이 지나치게 슬퍼할 때는 적응이 안되는 행동 패
턴을 보이면서 뚜렷한 개인적 고통을 동반한다. 문장의 마지막에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자 친지
들이 모두 돌아와 어머니께 제사를 드렸다. 아이들이 순진무구하게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
안 주인공의 정서는 다시 극도의 슬픔에 도달했다. 그는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 립스틱을 바르
고 머리에 가발을 쓴 채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서 어머니의 모습을 흉내내며 애창곡을 부르기 시작
했다. 그렇게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니 목이 메었다. (학습자 감상문 11번)

일부 학생은 주인공의 행동이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동떨어진 불량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은 앞에서 살펴본 감상문 9번에 제시되어 있다. 이 감상
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의 이상 행동의 문제를 주변인들의 무관심과 연결지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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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마지막. 남자 주인공은 그에게 잘 맞지 않는 엄마의 작은 옷과 돋보기를 착용, 립스틱을 바르
는 등의 연습을 한다. 이런 행위가 바로 남자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괴
리 증상을 보여준다.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동떨어진 불량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글에서 남
자 주인공이 표현하는 이상심리적 행동은 현실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 확실
히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조절을 했고 어떤 사람은 곤혹스러워 헤
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심하게 발견하지 못했다. 마치 이야기 속 남자 주인공의 이상변화, 측근
인 아내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올바르게 대처하고 적
극적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 (학습자 감상문 9번)

실제로 소설에는 남자가 이상 행동을 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그에 대해
서 반응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행동 변화에 대해 가족들이
눈치채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소설 속의 빈자리에 해당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독자는
주인공이 문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결과를 통해 빈자리를 ‘가족의 무관심’으로 해석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사회와 가정이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야 하고, 나는 저자의 목적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회 현상을 파헤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병을 들춰내 치료에 주의를 끌어야 한
다”를 루쉰의 말처럼 말이다. 사회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이상 심리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집단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편견ㅇ르 가진 시각은 그 집단을 더욱 소외시킬 뿐이다. 가족의 입
장에서는 이상 심리와 행동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더 많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
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계도만이 이런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약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 감상
문 9번)

남자의 행동 변화에 대해 가족들의 인식 상태를 ‘무관심했다’고 인식한 9번 감상문의 독
자는 이 소설의 메시지가 극한의 슬픔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이상한 행동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에 대한 “주변의 사랑과 배려, 관심에 대한 촉구”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감상
사례는 주인공의 정신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작품의 메시지 추론의 단서가 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4.5.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과 그 이후 상황에 주목한 사례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의 “공연”과 그에 대한 반응은 인물의 행동
에 대한 가족들의 시선이나 판단 등을 제시한다. 소설에서 가족들은 그의 “공연”에 대해 경
악스러운 반응은 보였는데, 이는 그의 공연이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공연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가족들
의 반응이 격앙된 연원에 대해서 분석하는 행위는 한국의 문화적 공통감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감상문에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한 감상문이
매우 드물었다. 이 장면에서 가족들이 주인공에게 보여준 반응으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가’
를 분석한 감상문이나 그의 행위에서 어떤 점이 한국의 문화적 공통감을 위배하는가에 대해
주목한 감상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주인공의 “공연”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보여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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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감상문의 대표적인 사례는 학습자 감상문 14번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의례를 차리듯 어머니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온 가족의 추모식
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은 “형님이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요.”라며 기겁했다. 가족들의 눈에는 그가 이런 겉모습으로 이미 비통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심리 속 극단적 고통의 개인 표현. 이상한 외형적 행동. 삶의 중심지. 이질감 등을 떠
올리게 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일상 습관이 바뀐 것을 발견하고 엄마를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짐의 표현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그는 큰 슬픔을 감내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
략) 이상 판단의 기준에서 나는 주인공에게 현실에 대한 착오와 해석이 발생하고 심각한 개인적
고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설명과 구원ㅇ르 하고 있
다. 그의 끊없는 질문과 추억이 없었다면, “엄마가 없다”고 자신을 일깨우지 않았다면 그 슬픔이
마음을 두 침식하고 부정적 효과가 더 오래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 감상문 14번)

위의 감상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변인의 반응에 주목한 감상문도 결과적
으로는 다시 주인공 개인의 정서 문제로 다시 회귀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왜 주변이
격앙했는가보다는 주인공이 그런 행위를 한 이유에 다시 주목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
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킨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심리학개론’에서 한국문학작
품의 독서와 감상이 지닌 가능성과 가치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했다. 글로벌 교
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진 이상 외국인 대상 교양 교육과정이 그들의 언어능력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한국에 유학온 보람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한국에
유학을 왔으니 한국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확충할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어로 교양 수
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한국문학작품에 대한 독서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심리학개론’이라는 수업 안에서 그와 관련이 있는
한국현대문학작품의 독서 과제를 제시하고 감상문을 받아 그 효과성이 과연 있었는지를 살
펴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아직 연구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론을 내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언어능력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유학생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던 것보다는 훨씬 풍성한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언어능력과
문학(감상)능력은 확실히 변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특별한 조건이나 사전 설명 없이 소설만을 제시하고 감상을 해서인지 이 연구에서
수집한 유학생의 감상문은 생각보다 평이했다. 심리학개론이라는 강의를 듣는 중인 학생들
의 감상문이라는 점은 감상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작품 감상에 도입된 심
리학 개념들이 다소 일반적이고 평이한 것에 해당했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 작품은 연구의
2장에서 제시한 개념들이 접목되기 좋은 작품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심리학 수업에서 다루
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수집한 학습자 감상문 중에서 이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

- 185 -

시한 학습자는 거의 없었다. 그로 인하여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에 방에 있으면서 남자가 아
직까지도 자신의 죽은 어머니를 떠나 보내지 못하고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하는 장면에 대
해서는 제대로 해석한 학습자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2장에 제시된 개념이 도입되어야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개념은 다소 어렵다. 수집된 감상문의 학습자들의 전체가 학습한 심리적 개념에에 대해 명
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요소들은 아무리 심리학개론이란
수업에서 작품 감상활동을 했을지라도, 학습자들이 작품 감상에 필요한 심리학 개념을 어느
정도 학습한 상태라도, 교사의 명시적인 언급 없이 작품을 그냥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작품
을 통한 학습 효과의 증대라는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작품의 감상 결
과에 대해서 학습자들 간의 논의를 하게 하거나 교사가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습자
들이 자신의 생각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자극제를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심리학개론의 수업에서 한국현대문학이 감상된 만큼 학습자 대부분이 정신분석
적 비평방법으로 문학을 읽어 내려갔는데, 이런 방식의 독서에서는 작품에 대한 한국 문화
적 특색을 뽑아 읽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학의 여러 비평 방법 중에서
정신분석비평의 특징이나 한계로서 거론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그것이 개인의 심리나 정신에
대해서는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돕지만,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이
나 환경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것은 연구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숙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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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독자의 ‘애도’ 이해 양상 분석 연구
-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시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최단(서울대학교)
연구자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양 강좌들이 어학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현대문학작품에 대한 독서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한국
사회문화를 체험하고 문학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유익할거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학작품의 활용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천운영의 <엄마
도 아시다시피>의 원문과 중국어 번역본을 대상작품으로 삼아 심리학 관련 중국어전용강의
에서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감상 양상을 살펴보고 사례를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작품 분석과 감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본 논문의 의미가 독특해진다.
논문을 읽고 저의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를 아래와 같이 적어보았다.
1. 제목 및 서론 부분: ‘애도’ 이해
대상 작품의 주제, 주인공의 행동 양상을 심리학 개념과 연결지어 분석하는 것의 타당성
은 발표자의 논의대로 잘 입증이 되었다. 다만, 제목에서 키워드로 삼고 있는 ‘애도’ 이해라
는 것은 학습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대하는 주인공의 여러 모습을 통하여 주인공의 애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학습자들이 개개인의 사회생활에서 죽음
또는 상실 등에 대한 인식 양상을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는지 불분명하게 느껴졌
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의 ‘애도’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더 잘 드러났으면 한다.
심리학 교양 강좌가 교양강좌의 넓이를 확장하는 바를 깊이 인정하나, 심리학 강좌를 통
하여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겼다. 발표자께서 연
구를 시작하기 전에 구상했던 심리학 교양 강좌와 한국적 사회문화의 연결이란 어떤 것이었
을까?
2. 연구방법: 연구용 수업
총 4차시의 수업 중, 전반부는 일반심리학수업으로 개념들에 대한 강의와 박선영(2004,
2008)에서 인용한 개념들을 다룬듯한데,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연구용 수업에 참여할 당시
한국문학작품에 대한 감상 수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3차시가 돼서야 심
리학개념을 기반으로 한 독서 감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요? 문학작품 감상문 과제
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1차시부터 과제에 대한 생각을 심리학 수업과 연결지
어 고민했을 것이고, 두 부분이 더 잘 접목되지 않았을까.
3. 3장 2절과 4장 독자 자료 분석 간의 관계
3.2.에서 심리학적 개념에 비춰볼 부분을 5-6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는데, 4장의 세분화된
사례분석을 본다면, 3.2.의 첫 번째 요소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학습자의 감상에 드물게 출
현하고 있다. 요소의 출현빈도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3.2.와 4장

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독자 양상을 분석하여, 위 5-6가지의 심리학적 관점을 나
누었는지, 아니면 연구자가 정신분석비평 관점에 따라 <엄마도 아시다시피>의 주인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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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 양상을 나누고, 학습자의 감상 양상을 위의 구도에 맞게 분석하였는지요. 어느 부
분이 선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그리고 연구자가 독자 자료 분석 중 아쉬운 점으로 제시한 이 부분(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 에 대하여 해당 내용 관련 심리학 개념을 수업에서 다룸에도 불구하고 왜 잘
접목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학 감상문 과제가 처음이라서?
향후 교양 과정에서 일반 개념 강의와 함께 문학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도와 학습자간 상
호작용이 진행되어 학습자들의 더 다양하고 풍부한 감상과 해석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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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발표 2
<언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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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연구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조영미(대만 국립가오슝대학교 한국연구센터), 한혜민(한국외대)

1. 서론
본 연구는 대만 내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탐색하
고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학습자 요구조사를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교
재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한국문화 중에서도 특히 대중문화를 통하여 현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다.
대만의 한국어교육은 역사, 정치적인 이념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시기를 거쳐 2000년에
들어 한류 열풍으로 대만에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손정일, 2020). 대만 내 한국어교육의
수요 증대는 한류 열풍이라는 점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매체
를 통해 한국문화를 자발적으로 접해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대만 현지 학습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또 이것이 실제로 한국어교육으로 연계되기도 하기에 교
육 현장에서도 학습자들의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민이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습자
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교육현장으로 이어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대
만의 한국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와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왕청동, 2013;곽추문, 2016;진경지, 2017;박병선, 2019; 이하나, 2019;이현주, 2020;조
영미, 2019).
선행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대만의 문화 관련 과정이 한국어 학습
에 있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
존폐위기를 겪고 있고(증천부, 2004), 둘째, 대만 대학에서의 한국문화 교육은 하나의 학문
으로 간주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곽추문, 2016), 셋째,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의 보조 수단이나 흥미 위주의 접근이
대부분이고 광범위한 한국학의 측면으로 보면 대만의 문화 교육은 체계성이나 전문성을 갖
추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박병선, 2019)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만 현지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문화 교재가 필요한 실
정이다(박병선, 2019; 이하나, 2019). 교재 집필을 위해서는 학습자 요구분석이 불가피한데
그 이유는, 이것이 교재 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왕청동, 2013),
구체적인 교수요목을 확정하기 위함이며(강현화, 2006),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습 내
용을 설계하는 것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
하나, 2019)이다.
이에 본고는 대만의 한국학 교육 과정 내 문화교육에 대해 점검하고 전공자들의 한국어문
화 학습 과정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한 후 이들의 한국문화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대만 한국학
전공 과정 내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문화 교재 편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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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대만 한국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재는 대만 내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만 한국학 과정
의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대만에서 한국학이 전공으로 개설된 학교는 총 3개교로, 국립정치대학교와 문화대학
교, 국립가오슝대학교가 있다. 정치대학교의 경우 한국어학이 78%, 한국학 관련 과정은
22%으로, 문화 관련 수업으로는 국립정치대학교의 두 과목(從電影認識韓國社會與文化, 韓國
文化槪論)이 개설되어 있다(박병선, 2020). 중국문화대학의 경우 한국어학이 91%이며, 한국
학 관련 과정은 9%에 불과하며, 한국문화 관련 과정은 두 과목(韓國大衆文化, 韓國社會與文
化)이 개설되어 있다(김선효, 2017). 국립가오슝대학교는 한국문화가 한 과목(韓國文化槪論)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학 전공자들을 교육하고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 내 교과과정에서 한국
학 개설 과목이 눈에 띄게 적다는 사실 못지않게 해당 교육 과정 내 한국문화 교과목을 비
롯한 한국학 교과목이 학습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 교과과정이 어학 중심의 수업
으로 문화 교육이 외면,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한국학 전공자 대상의 교육이
한국어의 기능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김선효, 2017;이하나,
2019). 둘째는 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왕청동(2013)은 현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서는 문화를 일종의 지식과 정보 습득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
교육처럼 활발한 상호작용이 어려우므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보의 문제다. 전공 교수들은 주로 어학과 문학 전
공자들이므로 현지화되고 체계화된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한국문
화를 학습자 모국어로 설명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기 어
렵다는 문제도 있다(왕청동, 2013; 박병선, 2019).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
다 전문화되고 현지화된 문화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대만에
서 모두 한국어문화 교수를 경험한 교수자 주도로 학습자가 한국-대만 문화를 상호문화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
므로 전문화된 교재를 편찬해 어떤 교수자라도 그 교재를 활용해 현지 한국학 전공자들에게
한국문화를 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재 집필을 위해서는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
하며 이를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학습자 특성이나 이들의 시각에서 본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한국문화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의 학습자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류 문
화 콘텐츠 및 미디어의 영향으로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해왔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자
발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박병선, 2019;조영미, 2020). 한국어 학습이 초기 단계부터 자발
적이고 주도적이었다는 점(조영미·한혜민, 2022)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한국학 전공 내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특성, 즉 이들의 한국어 학습 배경 및 과정, 한국문
화 노출 정도, 한국대중문화 향유,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이들이 매체에 의존해 한국문

- 191 -

화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뒷받침된다면 한국문화교재 집필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한국문화교재는 대만 내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용할
것이며, 전공자들이 목표문화인 한국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여 차후
한국인들과의 건강한 교류에 밑받침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교재는 문화교육을 정보
나 지식 위주가 아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접하는 한국문화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문화교육을 위해 대중문화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만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
로서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의 선행 요건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3. 대만 한국학 전공자 대상의 한국문화교재 개발 원리
해외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은 국내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과는 그 차
별성을 두어야 한다. 교육 환경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김진량(2019)은 해외한국학 교
육과정에서 문화교육은 단독 교과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한국 내 교육 기관
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1) 또한 해외의 한국학의 문화교육은 한국어가 아닌 학습자 자국어나 영어와 같은 제3언
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김진량, 2019;한정한, 2020) 또한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어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교원 부족과
현지에 맞는 교재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원리를 두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3.1.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미디어를 사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가리키며(Buckingham, 2004), 미디어를 수용, 해석, 재생산하는 통합적인
능력을 총칭한다.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부터 Paulo Freire의 “글을 읽고 세상을 읽는
다”는 개념까지 아우르며, ‘미디어’는 인터넷, 광고, 텔레비전, 영화, 음악 등을 지칭한다
(Tisdell & Thomson, 2007).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들은 한국어를 고등기관에서 배우기 이전부터 미디어를 통해 한국어
와 한국문화를 수용해 왔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한국문화를 ‘수용’
하기만 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점검하였다.
첫째, 한류 콘텐츠가 한국학 전공자들의 한국어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고 해서 그
1) 김진량(2019)은 그 실례로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개발 2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케이팝은 4급에서 다루는 항목으로 배치되었는데, 이 모형을 따르자면 초급 학습자가 문화
교육에서 케이팝을 만날 기회는 없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 그밖
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등급별 목표기술과 내
용기술에서는 아예 찾기 어렵다는 부분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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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한류 소비자로만 국한할 수는 없다(조영미, 2020). 이들도 다른 미디어 사용자들처럼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대만 학습자들이 한국문화를 소비하고 이해하는 존재에서 한 단계 더 나아
가 ‘생산’할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문화교육이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둘째, 학습자들이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며 이해해 온 한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필요
하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학습자들이 접하며 축적해 온 특정 한국문화의 정보의 양을 교
수자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목표언어문화교육에서는 문화에 대한
양적 지식만이 능사는 아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지는 매체가 쏟아내는 다량의 정보
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학습자 자국문화와 비교·대조하며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
국문화를 낯설게 보며 정보를 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목표언어문화교육에서 필요
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우선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미디어 리터러
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수시로 접하
는 한국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3.2. 상호문화 능력
상호문화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 존중, 관용, 통합
이 가능한 세계시민적 자질로 정의한다(Chen, 1997). 기존의 외국어 학습에서의 문화교육
이 목표언어문화권의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었다면, 상호문화 교육은 외국어교육 현장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상호의 문화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
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서는 수동적 학습이 아닌, 특정 문화적인 내
용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이해, 해석,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련의 능력은 상호문
화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으로 이어진다. 상호문화 능력이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개인 간의 효
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필요한 능력이다.
대만 내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만 한국을 접한다면 실제와 다르거나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만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한국 및 한국 문
화, 한국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다(이현주, 2021). 학습자들이 상호가 아닌 일방적인 형태로 문화를
학습한다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왕청동(2017)은 문화 외교는
쌍방향에서 상호 발전 관계를 유지할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는데 본고의 연구대상이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인만큼 이들이 차후 한 대만 관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재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상호문화 능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표문화교육에는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 비판적 분석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이에 문
화교육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가되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문화 경험자의
자격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문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대만 한국학 전공자 대상의 한국문화교재 개발 원리를 위해 두 가지 논의를 살펴
보았다. 이는 본고에서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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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로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정한 대만 내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
다.
첫째, 학습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고 학습자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통해 학습자 주도로 진
행될 수 있는 문화교육을 지향한다.
둘째, 현지 상황에 맞는 문화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한국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춘 한국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교육을 지향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교재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문화교재를 사용할 학습자에 대한 파악과 문화교재에 포함할 한국문화 요소 선정을 위한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를 분석하도록 한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만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대만 내
한국학 전공을 개설한 3개교(국립정치대학교, 문화대학교, 국립가오슝대학교) 중 2개교(국립
정치대학교, 국립가오슝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8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구글 설문폼을 이용하여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온라인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는 한국문화 요소 및 주제 등
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대만 학습자 대상 한국문화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만 학습자 대상 한국문화 교재 개발 요구 조사 문항 구성
영역
1. 개인 정보
2. 한국어 학습 경험
3. 한국 문학
4. 대중문화
5. 대중문화에 드러난 한국문화

문항
성별, 한국 거주 경험
한국어를 처음 접한 때, 학습 기간, TOPIK 급수,
학습 시간, SNS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한국 문학 학습 경험 및 알고 있는 한국 문학
즐겨보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웹툰 등
대중문화 주제 관심도

문항수
2문항
13문항
3문항
6문항
21문항

4.2.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여성 76명(92.7%), 남성 6명(7.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
국 거주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을 한 응답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환학
생이나 유학으로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었고 응답자 3명은 3주~3개월의 ‘여행’이라고 응답
하였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4년 이상이 37명(45.1%)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1년 이상 2년 미만 27명(32.9%), 3년 이상 4년 미만 10명(12.2%), 2년 이상 3년 미만이 8
명(9.8%)으로 나타났다. 토픽 응시 경험은 83명 중 60명(73.2%)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답
했는데, 토픽 급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2급 9명(15%), 3급 3명(5%), 4급 10명(16.7%), 5급
14명(23.3%), 6급 24명(40%)으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5급 이상의 토픽 점수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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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표 2> 응답자 기본 정보
성별
한국 거주 경험
한국어 학습 기간
토픽 응시 경험

남 6명(7.3%)
있다 46명(56.1%)
1~2년
2~3년 8명(9.8%)
27명(32.9%)
있다 60명(73.2%)

여 76명(92.7%)
없다 36명(43.9%)
3~4년
4년 이상
10명(12.2%)
37명(45.1%)
없다 22명(26.8%)

응답자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한국어 수준은 초급 21명(25.6%), 중급 31명(37.8%), 중
고급 24명 (29.3%), 고급 6명(7.3%)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가 61명(74.4%)인 것으로 파악
되어, 대만 내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이 향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드라마 시청, SNS 사용을 포함한 한국어 사용 시간에 대한
응답에는 1시간 미만 6명(7.3%),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4명(29.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2명(26.8%), 3시간 이상 30명(36.6%) 대부분의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접하고 있어 비형식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SNS(Facebook, Instagram)에 한국어로 포스팅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2명
(63.4%) 학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한국문화 정보를 게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는 59명(72%)의 학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SNS를 통하여 한국문화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80명(97.6%)이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대만 학습자들
은 자신을 표현하는 SNS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즐겨보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웹툰, 영화를 두 개 이상 쓰라는 개방형 응답에
82명의 응답자 가운데 80명 이상이 모두 답변을 주었다. 응답을 살펴보면 대부분 최신 드
라마(나의 해방일지, 사내맞선,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와 예능 프로그램(아는 형님, 솔로지
옥,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등), 영화(기생충, 82년생 김지영 등)이라고 답하였고, 웹툰의 경
우에는 드라마나 영화화된 원작으로 <여신강림>, <경이로운 소문> 등을 꼽았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스스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5명(18.3%),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7명(57.3%),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9명(23.2%), ‘잘 모른다’는
1명(1.2%),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
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재 구성에 필요한 한국 대중문화의 요소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관심도
는 1(전혀 관심이 없다)~5(아주 관심이 많다)까지 5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아래 선정한 한국문화 요소는 2018년 2학기와 2019년 1학기 대만 한국학 부전공자를 대
상으로 한 한국대중문화개론 수업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수강생들이 발표한
관심 주제를 기반으로 하였다.2)

2)

이 중에서 ‘키오스크’, ‘환경’, ‘한강공원’은 연구자가 2019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한국 대
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와 토론>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관심 주제로 자
주 언급한 내용이기에 추가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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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문화 주제에 대한 대만 학습자의 관심도
주제
배달
커피/커피숍
방구하기
신용/교통카드 사용
결혼
교복
대학 생활
술, 회식
야시장
PC방
찜질방
연습생 생활
교통수단
한국음식
학원
종교
키오스크
패션
화장/화장품
한강/한강공원
제품간접광고(PPL)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행어, 신조어
스트레스
기념일(화이트데이, 빼
빼로데이)
한국식 나이
노래방
직장 관계
연예인 응원 문화(팬클
럽, 밥차)
카카오톡(예절)
포장마차
식습관/식당(무료

반

찬, 혼밥, 나눠먹기)
아르바이트
지불 방식(카카오페이)
환경(분리수거, 쓰레기
통)

5
20
33
6
11
6
5
23
34
2
8
11
33
12
53
8
2
10
35
45
30
17
9
25
22

4
27
28
23
27
18
27
30
27
20
20
24
25
30
25
26
12
25
39
20
25
25
26
36
41

3
22
17
24
28
36
24
22
17
29
26
27
11
30
1
30
28
22
7
12
17
23
26
16
14

2
8
3
21
12
14
14
6
4
21
16
17
8
8
1
9
24
16
0
4
8
11
17
5
4

1
5
1
8
4
8
4
1
0
10
12
3
5
2
0
8
16
9
0
1
2
6
4
0
1

평균
3.60
4.09
2.98
3.35
3.00
3.36
3.83
4.11
2.79
2.95
3.28
3.89
3.51
4.63
3.21
2.51
3.13
4.32
4.21
3.89
3.44
3.23
3.99
3.96

표준편차
1.14
0.93
1.11
1.05
1.04
1.09
0.97
0.90
1.03
1.20
1.06
1.22
0.95
0.58
1.09
1.05
1.19
0.68
0.95
1.09
1.18
1.06
0.87
0.87

15

35

20

10

2

3.62

1.00

28
30
25

35
32
33

16
15
18

1
3
4

2
2
1

4.05
4.04
3.95

0.90
0.96
0.92

42

24

10

3

3

4.21

1.04

22
23

25
32

23
19

8
8

4
0

3.65
3.85

1.13
0.94

42

32

8

0

0

4.41

0.67

15
21

27
25

29
22

10
11

0
3

3.55
3.61

0.97
1.12

6

19

38

12

7

3.06

1.01

한국 대중 문화 주제에 대한 관심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주제 항목은 한국
음식이 평균 4.63이었고, 뒤를 이어 식습관, 식당(M=4.41, SD=0.67), 패션(M=4.32,
SD=0.68), 화장/화장품(M=4.21, SD=0.95), 연예인 응원 문화(M=4.21, SD=1.04)로 나타났
다. 평균 4.0이상의 높은 관심을 보인 주제 항목은 술/회식(M=4.11, SD=0.90), 커피/커피
숍(M=4.09, SD=0.93), 한국식 나이(M=4.05, SD=0.90), 노래방(M=4.04, SD=0.96)이었다.
주제를 분석해보면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패션과 화장/화장품에 높은 관심을
표현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연예인 응원 문화, 술/회식, 커피같이 대만과 다른 한국 문
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관심이 가장 낮았던 주제는 종교(M=2.51, SD=1.05)이고 뒤를 이어 야시장(M=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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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03), PC방(M=2.95, SD=1.20), 방구하기(M=2.98, SD=1.11)순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대만 내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학습자들 파악 및 이들의 한국문화 요구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국대중문화 콘텐츠를 접하며 한국문화를 이해해나갔다. 이러한 경험이 한국학 전공으로까
지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래 한국학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들
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일은 전공 과정 개설 및 진행뿐만 아니라 한
국어문화교육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대만에서의 한국어교
육은 2000년에 들어 한류 열풍으로 대만에서 다시 활기를 찾았다는 논의로 보자면, 현재
대만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연령대로 보아 이들이 한국문화를 경험한
시기는 대만의 한류 열풍과 한국어교육 붐이 일어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만의 한국어교육의 부활에 힘을 실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 및 한국문화 학습 요구 조사를 하는 작업은 대만의 한국문화교육을 계획 및 진행
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차후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대만의 한국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재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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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진경지(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한국어 학습열이 정점에 다다른 지금 여태까지 어학이 중심이었던 대만 한국학 전공 교육
에서 벗어나 비교적 전문화, 그리고 현지화된 문화교육의 수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
다. 특히 태어나면서 한류 문화를 일상으로 접해온 대만 20대 학생들에게는 한국 대중문화
의 영향력은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대만 한국학 전공 과정에서의 문화교육 상황을 점검한 후 전공자들의 한국문화요구를 조사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학 전공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교육 교재의
편찬 기틀을 다졌다. 이는 대만 한국학 교육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발표 내용 혹은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질문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가지
는 동시에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문화교재는 대만 전공자들이 목표문화인 한국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에
서 올바르게 이해하여 양국 교류에 밑받침이 되어야 하며, 또한 학습자들이 수업에 주도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 한국학 수강생들의 구
성을 보면 필수과목은 대부분 같은 수준의 같은 학년으로 편성된 반면에 선택과목은 저학년
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개인적인 교수 경험을 빗대어 볼 때 한
국어 이해, 구사 능력의 차이가 많은 학급 구성원끼리 같은 문화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
면 몇몇 구성원들은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혹시 처음부터 학년
별로 교재를 개발할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각 학년 한국문화 주제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문화교재 개발 원리를 제시할 때 상호문화 능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문
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 존종, 관용, 통합이 가능한 세계시민적 자질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
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상호 문화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해야 된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이렇게 상호작용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목표문화인 한국
문화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국문화도 제대로 알아야 대조, 비교를 할 수 있다. 즉 한국문
화 교재 안에 양국의 문화를 심도있게 편입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양국의 문화를 다룰 경우
문화 관련 내용을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할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다.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많은 궁금증이 생
겼을 수 있다. 대만 문화교육교재 편찬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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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에 대한 인지적 해석
위설교(魏雪娇, 상해 외국어대학교)
1. 서론
국어 사전에 따라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환(중단)의미,
반복의미, 원인의미 그리고 조건의미 등 네 가지 의미를 제시한다.
(1) 교실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전환/중단)

(2) 날씨가 덥다가 춥다가 한다.

(반복)

(3) 놀기만 하다가 낙제했다.

(원인)

(4)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다가는 홍수가 나겠다. (조건) （표준국어대사전 1999：
1336）
공시적 측면에서 이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의미를 원형의미로 정하면 다른 의미로 확
장되는 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연결어미 ‘-다가’의 의
미확장과 그 체계적 관련성을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2.선행연구
지금까지 논의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방향으로 나
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다가'에 관련되는 문법범주의 근원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학자는 김문웅(1982)과 이숙(2006）등이 있다. 김문웅(1982)은 '-다가'가 접속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명사구에 결합되는 후치사, 그리고 '돌아다 보다'와 같은 '-아다' 접미사 등 세 가
지 문법범주의 용법과 의미기능을 분석하고 이들이 문법적으로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숙(2006）은 이와는 반대 의견을 갖고 '-다가'는 '다그다
(닥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다그다'는 이동, 접근, 놓여짐'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정후민(2014)에서도 여러 시기의 자료들을 검토해 봄으
로써 동사 ‘다그-’에서 기원한 조사 ‘다가’와 어미 ‘-어다가’의 ‘다가’가 어떤 문법화 과정을
거쳐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결어미의 의미기능을 초점으로 '-다가'의 원형의미1)와 맥락의미를 규명하는
연구들이다. '다가'의 원형의미는 학자에 따라 달리 설정되었다. 예를 들면, 최현배(1937)，
野间秀树（1993）, 송석중(1993)에서는 '다가'의 '중단'의미를 원형의미로 정하고 연구했다.
이기갑(2004),김준기(2010),이슬비(2014), 박종호(2015)에서는 '다가'의 '전환'의 원형의미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환'의 하위의미를 분류하고 논의했다. 그 외에도 요외(2016)는 '다가'의
원형의미를 '부가'로 정하고 '전환, 병렬, 대조, 인과, 반복, 중단' 등 다양한 의미는 기본의미
1)

다의관계에 대해서는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기본의미’와 ‘파생의미․ 전이의미’,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임지룡(2009)의 용언을 참고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와 ‘확장의미extended meaning)’를 사용하기로 한다. '원형 의미 (prototype meaning)'
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말하며, '확장 의미(extended
meaning)'란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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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생되고 상황에 따른 맥락의미라고 보았다. 이재성(2017)에서는 형태와 기능 등 측면
에서 '다가'의 원형의미를 '지향'으로 정하고 '전환'과 '인과'를 기능의미로 보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상관성에 대한 초점을 둔 연구가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는 송수진(2020)과 서정연(2012) 등이 있다. 송수진(2020)은 장이론과 의미 자질 분석
법을 이용하여 시간관계 연결어미인 '-고, -고서, -다가, -어서, -자, -자마자'를 대상으로
그에

관한

의미상관성

및

문법체계를

연구했다.

서정연(2012)은

인지연산문법이론

(grammaire applicative et cognitive）을 이용하여 과정상, 결과상, 상태상 등 시각으로 연
결어미 '-다가'의 다의기능을 분석하고 논의했다.
이처럼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기능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시도
해 왔다. 그러나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과 그 체계적 관련성을
해석하는 데에 아직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
선 사전을 통해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국어대사전 (1999) 및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등

사전을 선정하여 그에서 기술되고 있는 ‘-다가’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다음에, 이를 바탕
으로 연결어미 ‘-다가’의 원형의미를 정하고 그에 관련된 확장의미와 그 체계적 관련성을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3.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
1) 연결어미 ‘-다가’의 사전의미
본 절에서는 연결의미 '-다가'의 의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연세
한국어사전(1998)(이하연세), 표준국어대사전 (1999)(이하표준) 및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2009)((이하고려)등 사전에 기술되고 있는 '-다가'의 의미정보를 정리해보았다2).
<그림 1> 사전에 기술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정보3)
연세

도중 그침 전환

표준

중단 전환

도중 그침
완료 전환
도중 전환
전환

고려

그침 전환
도중 전환

번갈아 일어남

반복 지속

원인이나 근거

지속
반복이나 나열
계속
이유나 원인
조건
2)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기술된 순서를 약간의 조정을 하고 '용언이나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
말 어미 ‘-으시-’, ‘-었-’, ‘-겠-’의 뒤에 붙어'와 같은 기술된 내용을 삭제하였다.
3) 정수진(2011)을 참고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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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두 사전과 비하면 연세에서 제시한 연결어미 '-다가
'의 의미 정보는 보다 상세하다고 본다. 이에 연세의 의미정보를 기초로 삼고 '-다가'의
의미정보를 '전환의미', '반복의미', '원인의미' 그리고 '조건의미'로 정하여 그 체계적인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결어미 ‘-다가’의 원형의미
먼저, '원형'의 개념을 정의한 대표적인 학자는 로쉬(E.Rosch,1978)와 임지룡(2017) 등이
있다. 인지심리학자 로쉬(E.Rosch,1978)는 ‘원형이 주어진 범주의 실례를 가장 잘 대표하는
핵심 속성이나 자질을 결합한 비교적 추상적인 정신적 표상이다’ 라고 설명한다. 임지룡
(2017:55)에서는 '원형(prototype)'이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
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말한다. 곧 원형적인 보기는 중심적 보기이며, 비원형적인 보기
는 주변적 보기가 된다.
이어서 '원형의미'에 대한 정의도 내린다. 임지룡(2009:198 각주6))은 ‘원형의미’가 그 범
주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의미로서 인지적으로 두드러지며 중립적인 문맥에
서 가장 잘 활성화되며 용법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 외에는 다의적 의미확장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했다. Cruse(2000)에서는 ‘글자 그대로
의 의미’ 즉 ‘원형의미’의 본질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1) 가장 초기에 기록된 용법을 가진 단
어의 해석, 2)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어의 해석, 3) 단어의 ‘기준치(default reading)’
해석, 4) 가장 타당한 변화 경로가 시작되는 해석, 5) 기본적 인간 경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해석의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Tyler & Evans(2003: 89)에서는 ‘일차적 의미’, 즉 원형의미에 대한 언어적 증거로
1) 가장 초기에 입증된 의미, 2) 의미망 조직에서의 우월성, 3) 합성적 형태에서의 사용, 4)
다른 전치사와의 관계, 5) 문법적 예측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임지룡(2009:193-226)에서도 경험의 확장 양성, 타당한 확장 경로, 사용빈도4),
그리고 문법정보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다의적 의미확장의 분류기준을 논의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에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고 다의적 의미확장의 분류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경험이 확장되는 논리성
（2) 확장되는 경로의 타당성
（3) 의미망 연결되는 우월성
사전에 기술된 것처럼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정보를 '전환의미', '반복의미', '원인의미'
그리고 '조건의미'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반복의미', '원인
의미', '조건의미' 이 세 가지 의항과 비하면 '전환의미'에서 의미확장이 시작되는 해석은 상
대적으로 인간 경험이 확장되는 논리성에 더 이치할 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경로도 더 타당
하고 의미망 연결하는 데도 더 우월성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기
준을 따라 연결어미 '-다가'의 원형의미를 '전환의미'로 정하기로 한다.

4) 임지룡(2009:223)은 지적한 바처럼 상용빈도는 의미확장에서 구체적인 사용양상의 활성화 정도를 파
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경험의 확장경향성과 타당한 확장 경로와 일치되지는 않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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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
이 절에서는 장광군(1999)에서 제출한 문법적 환경소를 이용하여 연결어미 '-다가'의 통
사적·의미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장관군(1999)에서는 개별적 의미를 추출할 때 언어표면에서 잘 식별할 수 있는 문법적
환경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광군(1999)에서 보여준 유형별 문법적 황견소
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고착화된 구문적 환경소, 연결어미 앞에 나타나는 선행적 환경소,
뒤에 출현하는 후행적 환경소, 앞과 뒤에 동시에 나타나서 호응하는 선후적 환경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 문법적 환경소의 방법으로 '전환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다가'의 통사적·의미적
양상을 서술할 것이다.
【표현형식】-다(가), -（으려）다(가) 말고, -다(가) 못해（못한）,-다가 그만두다 등
【의미기능】어떠한 상황의 전환관계를 나타낸다.
【선행적 환경소】+형용사/동사/명사, ±았, -겠
【후행적 환경소】+동사, ±았, ±부정문/부정표현，-겠, -명령문
【선후적 환경소】+주어 일치성, +서술어 동질성
이것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발생하는 도중에 중단되거나 그쳐서 다음 동작이나 상태로
전환됨을 나타낸다.
(5) 기다리다 못한 그녀가 가 버렸다.

刘沛霖（2009）

(6) 경수는 선물을 보자 울다가 말고 그쳤다.

김준기（2010)

(7) 날씨가 흐리었다가 또 개었다.

宣德武（2008）

(8) 그는 선수였다가 이제는 감독 노릇을 한다.

李姬子，李钟禧（2010)

(9)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하다가(다) 그만두면 되는냐?
宣德武（2008）
(10) 이야기나 하다가 갑시다.

Eduworld标准韩韩中词典

위의 예문으로 모두 제시할 수 없겠지만 이런 용법은 일반적으로 '-다(가), -（으려）다
(가) 말고, -다(가) 못해（못한）,-다가 그만두다' 등 고착화된 구문적인 표현이 있다. 연결
어미 '다가' 앞에 나타나는 선행적 품사는 동사(기다리다, 울다)나 형용사(흐리다)뿐만 아니
라 명사(선수)와도 결합할 수 있다. 시제 측면에서는 현재시제나 과거시제와 선택적으로 결
합할 수 있지만 양태를 표현하는 '-겠'을 사용하지 못한다. 뒤에 출현하는 후행적 술어는 동
사만 나타날 수 있고 그 뒤에 현재시제나 과거시제와 결합할 수 있지만 '-겠'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에 문장 종류에는 서술문이나 의문문, 청유문에서 사용하고 명령문에서 쓰지 못
한다. 그리고 앞과 뒤에 동시에 나타나서 호응하는 선후적 환경소을 보면 주로 주어 일치와
동질적인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 용법이 있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의미, 원인의미, 조건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다가'의 통사적·
의미적 양상도 살펴보았다. 문법적 황견소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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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식】-다가, -（빈도부사）다가-다가，-다가-다가…곤하다/반복하다 등
【의미기능】두 가지 사실의 교체나 반복함을 나타낸다.
【선행적 환경소】+동사/형용사/명사,±았, -겠
【후행적 환경소】+동사/형용사/명사，±부정문/부정표현,±았, -겠
【선후적 환경소】+주어 일치성
【표현형식】-다가/ -다가 보니(까)+부정표현 등
【의미기능】두 가지 사실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선행적 환경소】+동사/형용사, ±았, -겠
【후행적 환경소】+동사/형용사, ±았, -겠, +부정문/부정표현, +서술문
【선후적 환경소】±주어 일치성
【표현형식】-다가（는），-다(가) 보면 등
【의미기능】두 가지 사실의 조건관계를 나타낸다.
【선행적 환경소】+동사/형용사/명사, ±았, -겠
【후행적 환경소】+동사, +겠/추측적 표현, ±었, +부정문/부정표현, +서술문
【선후적 환경소】±주어 일치성

4. 연결어미 ‘-다가’의 방사형 모델 및 인지적 해석
임지룡(2017:241)은 <인지의미론(개정판)>에서 의미확장의 원리를 언급했다. 단어는 본
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단순한 문맥적 변이
로 포괄할 수 없을 때 의미확장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은 공시적·통시
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결과 다의어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범주를 이
루게 된다.
이 절에서는 주로 공시적 측면에서 이 방사형의 방식으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확장 양상을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연결어미 '다가'의 방사형 양상
원형의미
[전환(중단)]

원인의미

조건의미

반복의미

→

내부확장

외부확장

내부확장된 의미

외부확장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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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그림처럼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 양상을 주로 내부확장과
외부확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부확장은 주로 '전환(중단)의미'로부터 '반복의미'로 확
장되는 것을 말한다. 내부확장은 원형범주의 내부로 한정해서 그 확장양상을 동그라미 안에
진행하고 가는 화살표로 보여주면서, 그 내부에 확장된 의미를 점선액자로 표시해 놓았다.
다음은 연결어미 '-다가'의 외부확장이다. 외부확장이란 '전환(중단)'의미로부터 '원인의미'
그리고 '조건의미'로의 확장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그 것을 연결어미 '-다가'의 외부확장으로
보고, 그 확장 양상을 원형범주의 외부로 설정하고 굵은 화살표로 보여주면서, 그 외부 확
대된 의미들을 실선액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다가’에 관련된 확장의미와 그 체계적 관련성을 인지언어학 관
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환(중단)의미'로부터 '반복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주
로 의미지속성의 역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Hopper(1991)에서는 의미지속성(persistence)이란 문법소가 어원어의 의미를 유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문법화가 된 이후에도 원래 의미의 흔적이 남아서 문법적 분포에 제약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에 제시한 예문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11) 날씨가 흐리었다가 또 개었다.
(12)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한다.
宣德武（2008）
위의 제시한 예문(11)-(12)는 각각 연결어미 '-다가'의 '전환(중단)의미'와 '반복의미'를 나
타낸다. 표현형식을 보면 '반복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다가'는 '전환(중단)의미'에 비해 일
반적으로 '-다가-다가' 의 반복적인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용법은 그
원래의미를 따져 보면 '전환(중단)'의 함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예
문 (12)에서 날씨 온도가 변덕스러워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한다는 정보를 기술한다. 그 중
에서 '추웠다가 더웠다가'와 같은 형식으로 반복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전환(중단)'의 의미
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날씨 온도가 원래 추었다는 상태가 중단되고 더웠다는 상태로 전환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점점 관습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반복의미가

변화되고 표현형식도 변화되지만 그런 변화를 거친 후에도 원래 '전환(중단)의 의미가 여전
히 지속된다는 것은 의미지속성의 원리에 따라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전환(중단)의미'로부터 '원인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면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주관적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강보유 (2019:200)가 지적한 것처럼 주관화는 주로 언어 형태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는
기제로서 언어 형태의 의미가 변화할 때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주관적인 의미의 방
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
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주관화는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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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고려 (2009)

(14) 못을 박다가 손을 다쳤다.

표준 (1999）

위의 제시한 예문(13)-(14)는 각각 연결어미 '-다가'의 '전환(중단)의미'와 '원인의미'를 나
타낸다. 표현형식을 보면 모두 '-다가'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문(13)은 '학교에 가는 행위'
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그 행위를 그치고 '친구를 만났다'는 행위로 옮겨간다. 예문 (14)
는 원래 '못을 박는 행위'가 진행되어 있는데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러한 상황이 자주 나타나면 부정적인 맥락에서 관습화되어서 점점 추상적인 의미로 전이된
다. 그리고 화자도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주관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선행
문과 후행문의 의미관계를 '전환(중단)'의 의미로 해석한 것보다는 선후사건이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것은 더 논리적 이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원인의미'로부터 '조건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주로 사
건의 '비현실성'이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학자 前田(1991)과 庵(2001)이 논리관계에 대한 분류에 따르면 인과관계와 가정관
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표 1> 논리관계에 대한 분류
순접

역접

현실성

원인·이유

대립

가정성(비현실성)

조건

양보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논리관계를 구분하는 핵심요소는 앞뒤 사건이 가정적이냐
현실적이냐, 순접이냐 역접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과관계와 가정관계를 살펴보면, 두
관계는 모두 순접적인 논리 전개방향이 있고,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앞의 사건 현실성 유
무(혹은 가정성 유무)에 달려 있다. 즉, 사건의 현실성이 점점 약화되고 가정성에 접근하게
되면, 원인의미가 조건의미로 확장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 늦잠을 자다가 차를 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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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다가는 홍수가 나겠다.

연세 1998

위의 제시한 예문은 각각 연결어미 '-다가'의 '원인의미'와 '조건의미'를 나타낸다. 표현형
식을 보면 '원인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다가'는 일반적으로 '-다가'의 순수한 형식으로 나
타나고 '조건의미'를 가진 '-다가'는 '부사(이렇게)+'-다가는'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문(15)
에서는 선행절은 이미 실현되고 알려진 사건으로 후행절에 과거시제가 나타나고 현실성이
있다. 그러나 예문(16)에서는 선행절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사건으로 후행
절에 '-겠'과 같은 추측 양태가 나타나고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현실성이
점점 약화되고 비현실성에 접근하게 되면, 원인의미가 조건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즉, 예문(15)의 인과관계를 '늦잠을 자다가 차를 타지 못할 것이다'의 조건의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인과관계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조건관계에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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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관계
의미관계
현실성
부각됨
표현형식

인과관계
（확실한）

（확실한）

현실성
현실성
-다가

가정관계
（비활실한）

비현실성
비현실성
비현실성(가정성)
-면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다가'는 앞의 사건이 현실성이나
비현실성을 가진 것은 고정된 관계가 아니고 이들 사이에는 비현실적 전경화와 현실적 배경
화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비현실적 전경화 과정(또는 현실적 배경화 과정)은 점진
적인 과정이고 앞의 사건의 현실성이 점차 약화되고 비현실성(가정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연결어미 '-다가'는 원인의미에서 조건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본 논문은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과 그 체계적 관련성을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해석
했다. 사전에서 기술되고 있는 의미정보에 따라 연결어미 ‘-다가’의 의항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다가’의 원형의미를 전환의미로 정하고 그에 관련된 반복의미, 원인의
미, 그리고 조건의미 등 확장의미와 그 체계적 관련성을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결론으로 말하면 연결어미 ‘-다가’는 원형의미인 ‘전환’이 의미지속성에 따라 반복의미의
해석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전환의미의 ‘-다가’는 부정적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함축적 해석이 차츰 관습화되어 원인의 의미로 확장된다. 나아가 연결어미 ‘다가’와 결합한 선행문은 비사실적인 사태가 가능해지면서 원인의미부터 조건의미로 변화된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관계를 가진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분
석하는 연구를 확장하여 ‘-어서’, ‘-니까’, ‘-느라고’ 등의 연결어미의 의미확장을 고찰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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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대한 토론문

허춘화(길림 사범대학교)
위(魏)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신 논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
다. 그동안 인지 언어학의 관점으로 다의 관계를 밝히는 건 주로 어휘 연구에 집중했습니
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연결어미 '-다가'의 다의성을 인지 언어학 차원에서 분석하여 추상
적인 언어 단위도 인지 언어학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신 연구 방법은 다른 추상적인 언어 단위를 연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어서 큰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다가'의 의미확장 양상은 한국어 교육
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인지적 차원에서 연결어미를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학
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면에 추가 보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
다.
우선, 논문의 4절(P.5-6)에서 '내부확장'과 '외부확장'의 기준으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류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내부확장'과 '외부확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
다. '내부확장'과 '외부확장'의 정의와 분류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의 확장의미인 '원인'과 '조건'을 설명할 때 전형적인 원인이나 조건 관계
연결어미 '-어서', '-니까', '-면' 등과 비교하시면서 설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
생님 논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가'의 '원인'과 '조건' 의미는 일반적인 사전에 ( 표준국어
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
는 아직 그리 널리 받아들이지 않는 거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
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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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竟然”과 한국어 “다니”의 양태 의미 유형 연구
汉韩语反预期标记"竟然"与"다니"的情态语义类型研究
단청총(单清丛, 상해 외국어대학교)＊5)
1.
2.
3.
4.
5.
6.

＜目 录＞
问题的提出
前人研究
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情态语义类型的实现手段
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情态语义类型的特点
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情态语义类型的异同
结语

1. 问题的提出
汉语"竟然"与韩国语"다니"是汉韩语中典型的反预期表达手段，其主要表示客观世界发生的情
况与言者或交际过程中其他主体的主观预期相悖。但是，在汉韩语的反预期表达过程中，其同各
自都与情态表达存在一定的共现关系，表达不同的情态类型，即预期范畴与情态范畴有紧密关
联。本文主要关注汉韩语典型反预期标记涉及的情态语义类型，主要包括以下三个方面：
（1）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的情态语义实现手段有哪些？
（2）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的情态语义类型有何特点？
（3）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的情态语义类型的异同特点？

2. 前人研究
汉韩学界对反预期标记“竟然”和"다니"的语法特点进行了深入细致的分析。汉语学界方面，周
兴志（1986）、郭梦婷（2016）主要从逻辑语义的角度分析了“竟然”的反预期语义。丁雪妮
（2005）、罗树林（2007）、何小静（2009）、刘慧（2012）、李婵（2014）等从句法、语
义、语用三个平面的角度对“竟然”的句法环境、共现连用、语义特征等多个层面进行了分析，基
本皆认为“竟然”表示的是结果与预测相反，其后出现的客观情况是说话者事前没有想到的，即未
曾做过预测的，具有较典型的反预期语义。有关“竟然”的反预期的专项研究，强星娜（2020）、
单威（2017，2021）、陈振宇（2021a,

2021b）、李秉震、郑氏明俊（2021）等从信息结

构、认知语义等方面进行了极具启发性的分析解释，尤其是陈振宇（2021a）提出了预期分析的
认知四分模型，为预期范畴的研究提供了极具解释力分析工具。韩国语学界方面，有关"다니"的
研究主要从"다니"自身的属性、语义、意外标记、语法化等角度进行的分析。例如，이필영
（1993）、박재연（2000）、이금희（2006）等将"다니"处理为引用词尾。针对"다니"自身的
属性，以往学者多将其处理为一种语义进行考察，강규영（2020）则将"다니"的用法进行三分，
分别用于回声疑问句、修辞疑问句、感叹句。此外，진관초（2016）的研究是将"다니"处理为意
外标记，扩大了韩国语意外范畴的研究范围，且认为"다니"蕴涵着否定语义。此外，有关"다니"

＊ 上海外国语大学 亚非语言文学 博士研究生. shanqingcong@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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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法化的相关研究也十分值得关注，장요한（2013）、이금영（2015）的相关研究认为"다니"
出现于18世纪之前，与引用表达有十分紧密的关联。
汉韩语学界对相关反预期标记的研究都十分全面，且逐渐关注到理论提升方面的研究。但是，
前人研究中有关预期和情态的相关研究较少，有关预期范畴的情态表达的相关研究较为全面的是
邓霞（2019），其在文中分析了相关预期标记，如“竟然”、“果然”等与多情态动词的共现情况以
及相关限制。此外，陈振宇（2021a）系统地解释说明了预期和情态之间的关系，其认为“预期就
是情态”，只不过情态更多地是从知识、评价本身的语义内容来讲，注意的是主观看法态度以及这
些看法态度的强度，而预期更多地是从知识立场、评价立场在言语行为中的即时呈现与影响来
讲，在情态研究的基础上，还要研究这些主观看法态度的来源，以及这些主观信息与当前信息即
所谓“事实”之间的关系。1)由此可见，预期范畴与情态有着十分密切的关联，有必要对预期范畴
中体现的情态语义进行分析。因此，本文主要从汉韩对比的角度，对汉韩语反预期标记“竟然”和"
다니"体现的情态语义类型进行对比分析。

3. 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情态语义类型的实现手段
通过对相关语料库的检索，我们可以发现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分别借助不同的情态连用
形式实现不同的情态语义表达，在此，我们主要以彭利贞（2007）对汉语情态动词表达的情态语
义系统中的表达为基础，初步考察可以与汉语"竟然"共现的情态表达情况，通过对语料库的检索
可以发现与"竟然"共现的情态助动词或情态副词主要有如下表达：2)
<表1> 汉语反预期标记“竟然”可共现的情态表达3)
【必然】竟然要（978）、竟然准（4）、竟然肯定（2）、竟然一定（1）
认识情态

【盖然】竟然会（3010）、竟然该（2）
【可能】竟然能（1419）、竟然能够（248）、竟然可能（13）
【必要】竟然必须（10）、竟然准（4）、竟然肯定（2）、竟然一定（1）

道义情态

动力情态

【义务】竟然要（367）、竟然会（261）[竟然应该* 竟然应当* 竟然应* 竟然当*]
【许可】竟然可以（1058）、竟然能（243）[竟然许*]
【勇气】竟然敢（845）
【意愿】竟然想（639）、竟然肯（45）、竟然愿意（40）

通过上述表格可知，汉语反预期标记"竟然"可以与表示认识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的相关
表达连用，但具体来看，与"竟然"连用的情态表达内部分布不均，有的表达可以达到上千条例
句，有的表达的例句则很少或不出现连用的情况，在此我们主要对分布集中的表达进行浅析。
首先，从认识情态方面来看，"竟然"可以与"必然"、"盖然"、"可能"的表达连用，其中在三种认
识情态类型中，连用类型最多的是"竟然要"、"竟然会"、"竟然能"、"竟然能够"，具体如下例句所
示：
1) 陈振宇, 『“预期”范畴研究，2021年复旦大学暑期FIST课程讲义, 2021，第23页。
2) <表1>的相关分类参照彭利贞, 『现代汉语情态研究，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第160页。
3) 本文的汉语语料皆取自北京语言大学BCC语料库，韩国语相关语料皆取自꼬꼬마 세종말뭉치，在此说
明，下文不再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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ﾠ
（1）其实他早已听说太子殿下的孙子，也就是皇上的曾孙还在人世。不过茶余饭后的闲谈，
此刻竟然要亲身去证实，他的心里还真不是滋味。（BCC 铁血柔情 A:令狐庸 Y:1999）
（2）我中午好激动地和我妈说了晚上不上课，我妈说那晚上就出去吃吧，没想到晚上竟然要
上课，爸妈都再外面吃，我去外面吃又来不及去学校上课，气死~先上下网，等下去华莱士打包
带去学校得嘞～（BCC 微博）
（3）只见他缓缓地放下了手中的杯子，改伸向她握刀的手。就连他自己也无法解释，为什么
此刻的他也会觉得心痛？他大可以将她当作一个背叛者处决，可是为什么这个时候的他竟然会下
不了手？他的脑子里没有办法划过任何愤怒的情绪，可是却满是这些日子跟她一起相处的景像。
（BCC 霸王情妇 A:黄若文 Y:UN）
（4）那一夜，他们却作为一群不能飞翔的人被杀，倒在尘泥之中。但即使是这样，鹤雪的神
射也使野尘军精锐损失近千。"我真是个疯子，我竟然会下令进攻鹤雪的总营。现在想起来……流
出冷汗。不过还好，那一夜，老天和我一样疯了。"（BCC 九州ﾷ羽传说 A:今何在 Y:2005）
（5）大鸟秃鹳以鱼为食，对鱼骨也感兴趣，竟然能一口吞下带刺的鱼头等而安然无恙。
（BCC人民日报 Y:2000）
（6）眼前这个面无常人之色，甚至连一丝神情都没有的男人，竟然能一眼就看穿自己的计
划，这不由让卡罗心中更为担忧.虽然心中担忧，但面上决不会显露出丝毫。（BCC天龙王

A:血

的纹章 Y:2007）
ﾠ
上述例句中，"竟然"主要表示客观事件的发展超出言者预期，表达言者的反预期语义，但同时
在具体例句中又通过与情态表达的共现实现或表达了言者的某种主观态度。如，例（1）、例
（2）中，言者对将要发生的事情感到吃惊、怀疑甚至蕴涵某种不满情绪，"竟然要亲身去证实"则
说明言者并未想到需要"亲身证实"，即"需要证实"应是尚未发生的事情，且蕴涵着言者内心的不
满情绪"心里还真不是滋味"；例（2）与例（1）相似，表示言者并未想到"晚上上课"，同样是将
要发生的事情超出了言者的预期，使言者带有明显的不满情绪。例（3）、例（4）中，"竟然会"
表达了言者反预期的情绪之外，还带有言者带有盖然性的推断，"竟然会下不了手？"、"竟然会下
令进攻总营"分别表示言者认为动作发出者的行为已超出了言者的预期，即"不会下得去手"、"不
会下令进攻总营"。例（5）、例（6）中，"竟然能"在表示反预期的同时，表达了动作主体的某种
能力，即"一口吞下鱼头而安然无恙"、"一眼看穿计划"都体现的是动作主体具有的某种能力已超
出了言者的常理预期范围之内。
ﾠ
其次，从道义情态方面来看，尽管可以有"竟然必须"、"竟然准"等必然情态的表达，但并不常
见，出现频次较多的是"竟然可以"、"竟然能"等表许可语义的表达，具体如下所示：
ﾠ
（7）自民航总局批准海口至广州、三亚至广州等8条航线5月20日开始可以公开打折后，广州
至全国各地的机票价格全面降低，其中广州至桂林的机票竟然可以280元买到，而到桂林的火车
卧铺票标价为283元。（BCC文汇报 Y:2001）
（8）现在有不少外国进口大片在我国上映的时间已经与海外同步了，但是许多国产片问世
后，不要说进军国际市场，就连国内市场也是姗姗来迟，有些影片拍完后竟然可以一年半载甚至
几年过后还不闻其声，不见其影，这和同步放映进口大片形成了鲜明对照，而这种现象的存在，
严重地损害和影响了国产影片的生存空间。（BCC文汇报 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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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一个直隶总督的院子，竟然能让一个从小在深宫内苑里长大、惯于认路的格格迷了路，
可想而知，他这个直隶总督的府第有多大。（BCC十四格格 A:郑媛 Y:1999）
（10）这我也不知道，王府的戒备森严，竟然能让个人外人来去自如，难怪大家会觉得这件事
不可思议。（BCC仇爱贝勒 A:梅贝尔 Y:1999）
ﾠ
上述例句中，"竟然"主要与表示许可、允准义的"可以"共现的频次较多，主要表示以当下的条
件可以实现某一结果，但这一结果是超出言者预期的，如例（7）中，从广州至桂林的机票可以
280元这样的低价购得、例（8）中有些国产片拍完后仍很久不见其影，都是带有反预期语义，且
带有允准性质的道义情态表达。例（9）、例（10）中，“竟然能”带有一种允准、许可的道义语
义。“竟然能让一个从小在深宫内苑长大的格格迷了路”、“竟然能让个外人来去自如”皆带有原本
不应如此或不应发生某种情况但确实发生了的反预期意味。
再次，从动力情态方面来看，"竟然敢"、"竟然想"等表示勇气和意愿的表达出现的频次较高，
具体如下所示：
ﾠ
（11）蓦地，毫无预兆的，一个巴掌毫不留情的朝怜情的左脸袭来；怜情抚着火热疼痛的脸，
茫然失措的看着她的主人一脸怒气腾腾的指着她的鼻子骂道："死小鬼，你给找摆什么架子啊？本
小姐问你话你竟然敢不回答？"在一旁的李嬷嬷赶紧上前解释："小姐，你别动怒。她不是故意不
回你话的，她是个哑巴啊！"（BCC阿哥怜情 A:季薇 Y:UN）
（12）昨天在等座位的时候，他看着来来往往无视我们的服务员说："竟然敢不给我们菜单，
知道我们是谁么？（一本正经地）我们是五个Vampire！"（BCC微博）
（13）１０３６８３号幸运地找到了一个对蚂蚁并不抱有敌意的"手指"。这个不可思议的"手指
"竟然想促使"手指"和蚂蚁两大种族相互交流。（BCC蚂蚁革命 A:贝尔纳ﾷ韦尔贝尔 Y:1999）
（14）原本我以为他会拿我向三弟邀功，但是却没想到，他竟然想以我的名义发动叛乱，独占
庞克帝国！（BCC天龙王 A:血的纹章 Y:2007）
ﾠ
上述例句中，"竟然"主要与表示勇气、意愿的动力情态表达"敢"、"想"共现使用，带有言者反预
期语义的同时也带有言者责备的语气，如例（11）和例（12）中，"竟然敢不回"、"竟然敢不给
我们菜单"在表示动作主体有某种勇气或胆量的同时，也表达了言者指责或强烈不满的语气。例
（13）和例（14）中，分别表示动作主体"促使两大种族相互交流"、"以我的名义发动叛乱"的意
愿性和未然性，表达了言者对动作主体行为的反预期态度。
以上是汉语反预期标记"竟然"的情态语义类型共现的大致情况，即"竟然"可以与认识情态、道
义情态、动力情态的表达共现，但其内部分布情况不均，表认识情态的"竟然要"、"竟然会"、"竟
然能"以及表道义情态的"竟然可以"、"竟然能"、表动力情态的"竟然敢"、"竟然想"等是出现频次
很高且彼此间存在交叉的表达。而与汉语"竟然"共现的情态语义表达既有共性又有不同的是，韩
国语表反预期的"다니"其主要情态类型的实现主要借助形态手段来表达，我们参照손혜옥（201
6）中有关韩国语情态表达的实现方式进行如下分类4)：
<表2> 韩国语反预期标记“다니”可共现的情态表达5)
4) <表2>的相关分类参照손혜옥,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第54页。
5) 在此需要说明的是汉韩语相关表达的数据差值比较大，原因是在语料库中检索的基数有较大差别所致，
汉语“竟然”在BCC语料库中出现了122174次，韩国语“다니”在世宗语料库中出现了1658次，两者差距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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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识情态
传信情态
道义情态
动力情态

-겠-（58）, -은지/-을지 모르다（17）, -은/을 것 같다（13）, -을 것이다
（12）, -은/을 모양이다（10）, -은/-을 듯하다（7）, -으리-（3）
-더-（16）
-어야 하다/되다（31）, -어도 좋다（9）
-을 수 있다（니）（32）, -을 수 없다（니）（15）, -려（고） 하다（20）,
-을까 (보다)（11）, -을 줄 알다（8）, -고자 하다（1）, -지 못하다（42）

通过上述表格可知，韩国语反预期标记"다니"可以与表示认识情态、传信情态、道义情态、动
力情态的相关表达连用，但与其共现的情态表达内部分布不均，在此我们主要对分布集中的表达
进行浅析。
首先，从认识情态来看，"다니"常与表推测、不确定的词尾表达连用，主要有"-겠-"、"-은지/
을지 모르다"、"-은/을 것 같다"等，此类表达主要表示言者的不确定性或某种推测，具体例句
如下：
（15）그도 그럴 것이 은퇴한 지 다섯 해가 지난 데다 20대도 아닌 34살의 나이로 불쑥
나타나 현역에 복귀하겠다니 말이다.<출처: 스포츠서울95 스포츠>
（16）더구나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국가원로의 처지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니, 너무도 한심하고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출처:한겨례 신문, 사설
(99)>
（17）그곳에서 싸웠다니 신분증이나 명함 같은 게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출처:
보이지 않는 나라>
（18）경찰에서 나오셨다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
건 바로 하느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라고 하겠지요」<출처: 사람의 아들>
（19）흑인도 백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짐승처럼 팔고 사고, 부려 먹고, 때리고 때
리고 하다니, 이때는 백인이 너무했던 것 같다. <출처: 이사 가던 날>
（20）한번은 문예창작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시를 쓰고 있다는 여자가 이력서를 들고
왔다고 한다. 어쨌든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니 재주는 있는 모양이었던 것 같다. <출처:
그러나 매춘은 없다>
ﾠ
上述例句中，"다니"主要与表推测、将要发生的"-겠-"共现使用，例（15）、例（16）表示言
者对"他将在34岁的年龄重返现役"、"煽动地区情感、将其用于政治"的惊讶；例（17）、例（1
8）中，"다니"同样与表不确定的认识情态表达"-을지도 모르다"共现，表示言者对后续发生的事
情，即"身份证、名片等弄丢了"、"不知道发生什么事情"带有一种不确定的推测性态度在其中。
例（19）、例（20）与前两种表达相似，以一种更显性的形式表达言者的不确定态度。
其次，从传信情态来看，"다니"常与表回想的词尾"더"共现使用，具体例句如下：
ﾠ
（21）『「빈」에 와서 韓國의 노래가락을 듣다니 「모찰트」가 땅 속에서 울겠구려』했
더니 서양음악을 들을 수록 가야금, 거문고의 깊이 있는 音律이 듣고 싶어 못 견디겠다고
尹兄은 말했다. <출처: 月刊 中央>
大，故具体的情态语义类型出现的频次差距也较大，但我们只对相关表达所在各自语料中的比重进行比
较，故能反映一定的倾向或趋势，在此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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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한번은 원행 장삿길 나간 본부를 두고 외간사내를 보더니 이제는 어린 젖먹이를
남기고 자문을 하다니……" <출처: 객주5>
ﾠ
上述例句中的"다니"除了表示言者反预期的语气外，与表示信息来源的传信标记"더"共现，表
示对"莫扎特在土地里哭泣"、"见到外奸"等相关事件的回想，表明了"다니"前接或后接的相关信息
的来源，是较典型的传信情态表达。相较汉语，韩国语"더"属于较典型的传信情态标记，是较有
特色的可以与"더"共现的情态表达类型。
再次，从道义情态来看，"다니"常与表应当、当为的固定词尾"아/어/여야

하다"共现使用，具

体例句如下：
ﾠ
（23）"원 참, 아무리 광고 시대라고 하지만 술 마시자는 선전도 해야 하다니……. <출
처: 돈의 여행>
（24）명절 때마다 이런 교통 지옥을 겪어야 하다니 무슨 대책이 없나." <출처: 돈의 여
행>
ﾠ
上述例句中，"다니"与表应当、当为的"아/어/여야 하다"连用，分别表示"在广告时代还要宣传
饮酒（即有宣传的必要）"，"每逢节假日都要经历这样的交通地狱"，即在表示必要或义务的道义
情态之时，表达了言者的反预期语气。
此外，从动力情态来看，可以与"다니"共现的表达主要有表能/不能、或表意愿的词尾表达，如
"-을 수 있다/없다","-려(고) 하다"，具体例句如下：
（25）헤라의 젖을 먹으면 영원한 삶을 약속 받을 수 있다니 저 하늘 가득히 흐르고 있
는 은하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출처: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26）몸에 드러나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아무런 혜
택을 받을 수 없다니…. <출처: 좋은 생각 1999년 12월호>
（27）그러나 그 정도로 내 입을 막으려 하다니, 어림없는 소리다. <출처: 살아남은 자의
슬픔>
ﾠ
上述例句中，例（25）和例（26）中的"다니"与表能力的"-을 수 있다/없다"连用，分别表示
对"喝赫拉的乳汁就能得到永生约定""在战场上吃了很多苦却得不到任何回报"的一种惊异的态
度，即在有无前件能力的情况下表达了言者的反预期语义。例（27）中"다니"则与表示动作主体
目标或意愿的连接词尾"-려(고)

하다"共现，表达了言者对动作主体想要进行的某种行为感到意

外或惊讶，其后直接引出了言者对动作主体行为的具体态度，即认为是"不可能/没门儿的"。此
外，除了上述例句外，"다니"与表示因客观条件无法达成的"-지

못하다"共现的用例较多，表现

了对无法实现的事件的某种反预期态度或不满语气。
以上是韩国语反预期标记"다니"与相关情态语义类型共现的情况，即"다니"可以与认识情态、
传信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等不同情态语义类型共现，但同样内部分布不均的情况，其中与
认识情态的"-겠-"，"-은지/-을지 모르다"，"-은/을 것 같다"，"-을 수 있다"，"-을 수 없다
"等表达共现的情况较多，与动力情态表达共现的情况较突出。

4. 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情态语义类型的特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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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我们主要对汉韩反预期标记"竟然"和"다니"在具体语境中可以共现的情态表达进行了浅
析，该部分主要对相关表达搭配的情态语义类型特点进行浅析。
首先，从相关反预期表达涉及的情态语义类型来看，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皆可表示认识
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等多种情态语义类型，但通过对相关语料的初步统计可以发现相关表
达在不同的情态表达类型中有不同的分布情况，与汉语反预期标记"竟然"共现的情态类型最多的
是认识情态，其次是道义情态，再次是动力情态，即"认识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的分布序
列，而与韩国语反预期标记"다니"共现的情态类型最多的是动力情态，其次是认识情态，再次是
道义情态和传信情态，即"动力情态＞认识情态＞道义情态/传信情态"的分布序列，或者说汉语"
竟然"是一种认识情态相对显赫的表达，而韩国语"다니"是一种动力情态相对显赫的表达。
其次，从相关反预期表达的辖域情况来看，汉语"竟然"与相关情态表达常以紧邻的方式表达，"
竟然"的管辖范围多与情态表达紧邻的内容一致，如相关例句中"此刻竟然要亲身去证实，他的心
里还真不是滋味"中反预期标记"竟然"和认识情态"要"的管辖范围皆为"亲身去证实"这一小句，而
韩国语"다니"与相关情态表达标记之间的管辖范围则则不局限于部分小句甚至可以扩展延伸至整
个句子范围，例如"그곳에서 싸웠다니 신분증이나 명함 같은 게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例句中表反预期的"다니"和表认识情态的"-을지

모르다"共同作用，其管辖的句子范围倾向于整

个句子。韩国语的相关情态表达多以词尾形式出现，在句中与"다니"共同作用实现对辖域的管
辖。在此需要说明的是，韩国语"다니"的相关表达也存在与汉语相似以紧邻的形式出现，将反预
期语义以及情态语义共同作用于部分小句中，例如"그도 그럴 것이 은퇴한 지 다섯 해가 지난
데다 20대도 아닌 34살의 나이로 불쑥 나타나 현역에 복귀하겠다니 말이다."该例句则是以
"-겠다니-"的形式将反预期语义以及情态语义共同作用在"현역에 복귀하다"这一小句范围内。换
言之，汉语反预期标记"竟然"多与情态表达以粘着形式出现作用在句中相对有限的辖域范围内，
韩国语反预期标记"다니"多与带有情态语义的词尾表达形式共同作用在句中相对较宽的辖域范围
内。
再次，从相关反预期标记的不可共现的表达来看，汉语"竟然"虽然可以与较多情态表达共现使
用，但在语料库检索过程中部分表道义情态的表达不能与"竟然"共现，如"竟然应该*"、"竟然应
当*"、"竟然应*"、"竟然当*"的相关表达在汉语中较难成立，这与"竟然"表达的反预期语义与"应
当"等表现出的道义情态语义有一定矛盾有关，既然"竟然"已表现出了反预期语义则说明在情理或
道义上理应实现的情况并未实现，其后再出现道义情态语义的相关表达则显得不必要，或者说已
无法实现，或者说"应该/应当"相关表达的时间先后顺序出现了矛盾，即现有道义上的当为性，而
后发生的客观现实与这种当为性相悖产生反预期语义，而非这种反预期语义已出现再强调应该做
某事。反之，韩国语相关情态语义表达多以固定的词尾形式出现，在情态语义相互交叉的情况不
似汉语明显，韩国语反预期标记"다니"可以与"-어야 하다/되다"等典型的道义情态表达连用，其
连用多以"-아/어/여야

하다니-"的形式出现，即先表示情理或道义上应做某事或应出现某种结

果，但其后以"다니"引介出与常理相悖的情况，即韩国语相关表达的时间先后顺序不与一般事理
的发展以及反预期信息相悖，是可以成立的表达。
以上我们主要对汉韩反预期标记"竟然"和"다니"的情态语义特点进行了初步浅析，可以发现
（1）从涉及的情态语义类型上，与汉语"竟然"共现的情态表达基本呈现"认识情态＞道义情态＞
动力情态"的分布序列，与韩国语"다니"共现的情态表达基本呈现"动力情态＞认识情态＞道义情
态/传信情态"的分布序列；（2）从相关反预期表达的辖域情况来看，汉语"竟然"与相关情态表达
多以紧邻的形式出现，辖域范围较小；韩国语"다니"与相关情态表达可以以较远距离共现，辖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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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围较大；（3）从相关反预期标记的不可共现的表达来看，汉语"竟然"不能与部分道义情态表达
连用，如"竟然应该*"、"竟然应当*"、"竟然应*"、"竟然当*"其与时间顺序原则相悖故难以成立，
而韩国语"다니"与道义情态词尾多以"-아/어/여야

하다니-"的形式出现，并不违反时间顺序原

则，即可以成立。

5. 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情态语义类型的异同
该部分主要对相关表达情态语义类型的异同进行总结，以期初步了解汉韩语反预期标记"竟然"
和"다니"搭配的情态语义表达情况，具体如下：
相同点方面，首先，汉语反预期标记"竟然"和韩国语"다니"皆可以与认识情态、道义情态、动
力情态的相关表达共现，且与认识情态"要"、"会"、"能"、"-겠-"、"-은지/-을지

모르다"、"-

은/을 것 같다"等表推测、不确定表达共现的情况较多。
其次，反预期标记与情态语义表达的共现可以表达不同的情态语义类型，如以“竟然要”、“竟然
准”等表示必然的认识情态语义，以“竟然会”表示盖然认识情态，以“竟然能”、“竟然能够”、“竟
然可能”表示可能认识情态等；韩国语以“-겠다니-”, “-다니...-은지/을지

모르다”等组配形式

表示推测、预测的认识情态，以“-을 수 있다니/없다니”, “-다니-...-지 못하다”的形式表示动
力情态等，即相关预期语义或情态语义的表达不是单独呈现的，而是在具体语境中相关标记共同
作用实现的。
不同点方面，我们主要在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的情态语义类型特点部分进行了浅析，在
此进行总结。首先，在情态语义类型上，尽管汉韩语相关表达皆可表达多种情态语义类型，但内
部仍存在分布差异，汉语“竟然”倾向"认识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的分布，韩国语“다니”倾
向"动力情态＞认识情态＞道义情态/传信情态"的分布，且在此分布序列中可以发现韩国语有较显
性的传信情态标记“더”。
其次，从反预期表达的辖域情况看，汉语"竟然"与相关情态表达多以紧邻的形式出现，辖域范
围较小；韩国语"다니"与相关情态表达可以以较远距离共现，辖域范围较大。
再次，从反预期标记不可共现的情况看，汉语“竟然”不能与部分道义情态表达连用，如"竟然应
该*"、"竟然应当*"、"竟然应*"、"竟然当*"其与时间顺序原则相悖故难以成立，而韩国语"다니"
与道义情态词尾多以"-아/어/여야 하다니-"的形式出现，并不违反时间顺序原则，可以成立。

6. 结语
本文主要通过语料库检索，对汉韩较典型反预期表达“竟然”和“다니”的情态语义类型情况进行
初步分析，初步可得出如下小结：
<表3> 汉韩语反预期标记“竟然”和“다니”情态语义类型的对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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异同

汉语“竟然”的情态语义类型
韩国语“다니”的情态语义类型
皆可与表示认识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的多种表达共现
反预期表达与显性的情态语义表达共现表达不同情态语义类型，

相同点

不同点

语境依赖性较强
相关表达呈"动力情态＞认识情态＞道
相关表达呈"认识情态＞道义情态＞
义情态/传信情态"分布，有较显性的
动力情态"分布
传信标记“더”
相关表达辖域范围较小
相关表达辖域范围较大
不能与部分道义情态表达连用(违反
可以与道义情态表达连用
时间循序原则)

第一，相同点方面，汉韩语“竟然”和“다니”皆可借助相关显性标记表达认识情态、道义情态、
动力情态等多种情态表达类型，且相关表达内部皆存在分布不均的情况。
第二，不同点方面，汉语“竟然”所在语境的认识情态表达较突出，倾向"认识情态＞道义情态＞
动力情态"的分布，韩国语“다니”所在语境的动力情态表达较突出，倾向"动力情态＞认识情态＞
道义情态/传信情态"的分布；汉语相关表达多以粘着形式出现，辖域范围较小，韩国语相关表达
可以不以粘着形式出现，辖域范围较大；汉语“竟然”与部分道义情态表达因违反时间顺序原则存
在不可共现的情况，韩国语“다니”的相关表达与时间顺序原则不相悖，可以共现。
本文仅对汉韩较典型反预期表达“竟然”和“다니”的情态语义类型进行初步的浅析和对比，并未
对可以共现或不能共现的情况进行细致的说明和解释，今后将带着相关问题展开进一步的研究。

< 参考文献 >
[1]강규영, ｢한국어 어미 ‘-다니’의 세 가지 용법｣, 『한국어 의미학』, 69, 2020,
pp.219-251.
[2]박진호,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
보 사회』, 15, 2011, pp.1-25.
[3]손혜옥,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4]송재목, ｢의외성(mirative)에 대하여: 독립된 문법범주 설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언
어』, 41, 2016, pp.593-617.
[5]진관초, ｢한국어 의외성 표지 ‘-다니’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2016,
pp.91-126.
[6]이윤복, 『한국어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9.
[7]陈振宇, 『逻辑、概率与地图分析，上海: 复旦大学出版社, 2020.
[8]陈振宇, 『“预期”范畴研究，2021年复旦大学暑期FIST课程讲义, 2021.
[9]陈振宇,王梦颖,

｢预期的认知模型及有关类型——兼论与“竟然”“偏偏”有关的一系列现象｣,

『语言教学与研究』5, 2021, pp.48-63.
[10]丁雪妮, 『意外义语气副词“幸亏”、“偏偏”、“竟然”比较研究』, 山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
文, 2005.
[11]邓霞, 『现代汉语预期范畴研究』,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2019.
[12]郭梦婷,

｢语气副词“竟然”的认知层面及语用意义探析｣,

- 218 -

『钦州学院学报』6,

2016,

pp.65-68.
[13]李秉震,郑氏明俊, ｢试论“竟然”和“居然”的语法意义｣, 『汉语学习』3, 2021, pp.56-64.
[14]李婵, ｢“竟”“竟然”语义语用分析｣, 『常州工学院学报(社科版)』3, 2014, pp.68-71.
[15]罗树林, 『“竟然”类语气副词语用功能分析』, 广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16]彭利贞, 『现代汉语情态研究，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17]强星娜,

｢无定预期、特定预期与反预期情状的多维度考察——以“竟然”“偏偏”等为例｣,

『中国语文』6, 2020, pp.675-689+767.
[18]单威, 『现代汉语偏离预期表达式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2017.
[19]单威, ｢意外类评注副词“竟然”的反预期功能研究｣, 『汉字文化』17, 2021, pp.41-44.
[20]谢子文, 『“竟然、居然”语法化研究』, 广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21]余琼,

『现代汉语语气情态副词的构句、联句能力研究』,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3.
[22]周兴志,

｢“果然”、“竟然”逻辑特性探微—兼谈假说分类｣,

『新疆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

版)』2, 1986, pp.78-82.
[23]BCC语料库(https://bcc.blcu.edu.cn/)
[24]꼬꼬마 세종 말뭉치(http://kkma.snu.ac.kr/search)

＜中文摘要＞
汉语“竟然”与韩国语"다니"是汉韩语较典型的反预期表达手段，其主要表示客观世界发生的情况
与言者或交际过程中其他主体的主观预期相悖。本文主要从预期与情态的关系角度出发，初步分
析汉语"竟然"和韩国语"다니"的情态语义实现手段、情态语义类型特点以及情态语义类型的异
同，初步可得出如下小结：相同点方面，汉韩语“竟然”和“다니”皆可借助相关显性标记表达认识
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等多种情态表达类型，且相关表达内部皆存在分布不均的情况。不同
点方面，汉语“竟然”所在语境的认识情态表达较突出，韩国语“다니”所在语境的动力情态表达较
突出；汉语相关表达多以粘着形式出现，辖域范围较小，韩国语相关表达可以不以粘着形式出
现，辖域范围较大；汉语“竟然”与部分道义情态表达因违反时间顺序原则存在不可共现的情况，
韩国语“다니”的相关表达与时间顺序原则不相悖，可以共现。
关键词 : 预期范畴，情态语义，竟然，-다니，共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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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韩语反预期标记"竟然"与"다니"的情态语义类型研究」에 대한 토론문

이명아(국민대학교)

이 논문은 反预期标记 중국어 부사 ‘竟然’과 한국어 어미 ‘-다니’를 대조 분석한 연구로
情态语义 유형 특징, 实现手段, 异同点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
국어 교육 및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 생각
됩니다.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 反预期标记와 공기하는 情态语义 유형을 조사하여 그 분석결
과로 중국어 ‘竟然’과 공기 빈도가 높은 情态语义 유형은 ‘认识情态＞道义情态＞动力情态’의
순서이며, 한국어 ‘-다니’와 공기 빈도가 높은 情态语义 유형은 ‘动力情态＞认识情态＞道义
情态/传信情态’의 순서를 제시하여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
다. 이 논문을 읽으며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한국어 ‘-다니’의 의미에 해당하는 反预期标记 중국어 부사는 ‘竟然’ 이외에 ‘居然, 偏偏’
등등이 있는데 ‘居然, 偏偏’ 등도 ‘竟然’과 유사한 쓰임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2. 중국어 ‘竟然’과 한국어 ‘-다니’의 차이점을 분석한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居然’은 ‘竟然’과는 다르게 ‘应该’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로, ‘他居然有脸说应
该道歉的人是我！’ 등의 쓰임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행연구 중 ‘“居然”引发的预设是真正来自
可能世界的预设, “竟然”引发的预设只是针对现实世界的预设。’, ‘“居然”与“竟然”相比没有“完
结”这层含义。’ 등등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 ‘-다니’의 预设는 ‘来自可能世界的预设’,
‘针对现实世界的预设’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조:

从相关反预期标记的不可共现的表达来看，汉语"竟然"不能与部分道义情态表达连用，

如"竟然应该*"、"竟然应当*"、"竟然应*"、"竟然当*"其与时间顺序原则相悖故难以成立，而韩国
语"다니"与道义情态词尾多以"-아/어/여야 하다니-"的形式出现，并不违反时间顺序原则，即可
以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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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주의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체언 중심 연어 습득 양상 연구
궈진(경희대학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휘 및 문법은 모두 언어 학습의 기본적 요소이나 초기의 제2 언어습득과 외국어 교육
에서 어휘는 문법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세기인 1980년대에 도달하여 연구자가
어휘 습득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혁신적인 교수법인 어휘 접근법을 제기하는 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wis(1993)은 혁신적인 교수법
인 어휘 접근법을 통하여 개별 단어가 빈번하게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방식을 연어
로 정의하였다. 연어는 제2 언어 학습과 교수에 있어서 지속해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한국
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연어 연구의 대부분이 연어 교수 방안 제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
며 다른 언어권과의 연어 대조 및 오류 양상 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실제
연어 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대조언어학의 시각이 아닌, 인공지
능,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분야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연결 주의 이론을 도입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대규모 말뭉치 구축과 통계적 방법의 발달로 인하여 언어 자료의
통계적 특성 및 언어습득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점차 주목받는데, 이중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연결 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邢紅兵, 2015). 1980년대 후반부터 연결 주의 이
론을 비롯해 인지 이론이 언어습득 연구에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Rumelhart &
McClelland, 1986; MacWhinney, 2000; Bybee, 1985, 1988; Ellis, 2002, 2003, 2013),
이를 기반으로 언어 학습이 선천적 기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입력으로부터 규칙을 추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규칙 및 패턴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기억에 강화된다는 특
징을 가진다(Gass et al., 2013:272-273).
제2 언어습득에 있어서 연결 주의학습은 학습에 연관된 심리 지향적 접근법이며, 흔히
창발론 및 사용-기반 이론에 하위분류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기반학습 이
론을 기반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인지와 연어 사용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
자의 연어 습득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2. 어휘 선정
실험도구를 제작하기에 앞서 실험에서 다룰 연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험을 위한
어휘 선정은 문금현(2002)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 목록화와 왕단, 박문자(2016)가 한
국어와 중국어의 연어 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가져왔으며, 주술 관계에 해당하는 연어를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1) 문금현(2002)에서 초․중․고급 각급에 해당하는 연어의 목록에서 초급
을 뺀 중․고급에서 주술 관계에 해당하는 연어를 선택하였다. 그중 '버디를 낚다', '벙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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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다'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서 쓰는 연어, '방아를 찧다', '베를 짜다'와 같이 토속적인 표
현이나 농사와 관련된 표현, '족두리를 쓰다', '송편을 빚다'와 같이 전통적인 민속행사나
관습에 관한 표현, '불구속 입건되다'와 같이 전문성이 강한 연어를 제외하고 중국어로 번
역이 가능한 연어를 30개를 선별하였다. 선별한 30개의 연어목록은 중국어를 5년 이상 학
습하거나 모국어 수준의 구사가 가능한 4명의 한국인과 중국어 모어 화자 1명에게 중국어
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이 중 5명이 모두 일치를 보이는 항목 20개를 대상으로 난이도와
교육적 가치에 대해 현직교사 두 명에게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두 교사에게 경험에
비추어 보아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와 각 연어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그 수준
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할 연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을 통해 추려낸 연어목록
소문이 나다, 날이 새다, 배탈이 나다, 공을 들이다, 꾸중을 듣다, 주의를 주다, 관계를 맺
다, 걱정이 되다, 부끄럼을 타다, 싫증이 나다, 허가를 얻다, 선을 보다, 격차가 벌어지다,
은혜를 갚다, 맞장구를 치다, 기지개를 켜다, 짐작이 가다, 군침이 돌다, 귀를 기울이다,
눈이 부시다

2. 이론적 배경
2.1. 연어의 의미 및 범위
Firth(1957)가 처음으로 연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후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연
어의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국어학계에서도 연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는데, 연어의 의미 및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정의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난다. 국어학계에서 대표적인 연어에 대한 정의로는 최현배(1950)의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겹진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곧 월은
물론이요, 아직 마디도 되지 못한 것을 이은 말이라 한다.”라는 개념이 가장 선행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 이후 최경숙(1997)은 연어를 구성 성분의 의미의 조합을 통해 전체 구의
의미 파악이 가능한 어휘의 연속체라고 보았고, 이는 공기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적 긴밀성
을 가지는 구성 성분의 요소가 상호선택적이라고 정의하였다. 임홍빈(2002)은 기본적으로
연어 관계가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난 두 어휘소 간의 어휘적 선택 관계라고 정의하
였으며, 송정근(2002)은 통사론적으로 어휘 제약을 통하여 서술어와 논항이 결합하고, 의
미론적으로 구성 성분의 축자적 의미의 합이 아닌 전체 의미를 가지지만 구성성분 중 한
성분의 축자적 의미가 투명한 구라고 연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하여 연어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에 따른 시각 차이가 존
재하지만 대체로 연어는 ‘구성 요소의 긴밀한 결합 및 공기관계’라고 본다는 공통점이 나
1)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연어나 토속적인 표현, 농사 관련 표현, 전통적인 민속행사 및 관습에 관한
표현, 전문성이 강한 표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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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즉, 연어는 일종의 관용 표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유결합 및
관용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어의 유형은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의미 결합에 의
하여 공기관계가 형성된 연어이고 후자는 문법적인 결합에 의해 공기관계가 형성된 연어
로 분류한다. 먼저 어휘적 연어는 어휘소가 중심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 용언, 체언, 부사
와 같은 내용어 간에 밀접한 공기관계가 존재하는 구성을 의미한다. 문법적인 연어는 통사
적 요인에 따라서 어절이 결합한 형태이며, 구성의 단위에 어휘소는 물론 문법소도 포함되
는 개념이다(임근석, 2002). 이에 대한 예시로는 ‘비록 ~일지라도’등이 대표적으로 해당한
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학 관점에서의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므로 문법적 연어는 제외하
고 어휘적 연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2.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연어는 연구자에 따라 개념 정의에 차이를 보이며,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어의 개념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국어학 관점에서 연어에 대한 연구는 연어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성 성분 사이의 제약 및 공기 빈도를 중요시한다. 또한, 연어
의 범위를 규정할 때 연어, 관용표현, 자유 결합의 차이를 통하여 정의한다. 반면,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연어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효율적인 연어 교수 방법론’에 중점을 둔다.
문금현(2002)은 연어의 개념을 규정할 때, 연어를 관용구절과 일반구절의 중간자로 간주하
고, 연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이라고
하였다. 또한, 출현빈도가 높으면서 심리적인 현저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강현
화(2008)는 연어를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
사이의 공기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한국어 교육학 관점에서 연어를 정의하는 경우, 학습
자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구 단위의 어휘를 연어로 보는 것은 국어학
관점에서 정의하는 연어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학 관점에서 출발한 연구이므로 광의의 범주에서 연어를 연구대
상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어는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학습자의 이해 및
표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단어들의 결합을 연어로 보고자 한다.
연어의 정의에 대한 연구자 간에 차이가 있듯이 연어의 유형에도 연구자의 관점 및 연
구의 목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연어에 관한 분류 기준을 살펴보
면, 연어는 크게 의미의 투명도(강현화, 1998), 결합 제약의 위치(강현화, 1998; 김진해,
2000), 통사적인 결합관계(문금현, 2002), 구성요소의 통사성분(임홍빈, 2002; 임근석;
2006)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에 관한 직감이 없으므로 의미 전이
여부나 결합 제약의 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연어의 의미 전이
및 결합 제약보다 모국어와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오류를 예방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사 유형에 따른 연어 분류 방
법을 채택하고 체언 중심의 연어를 주술 관계, 목술관계, 부술관계2) 연어로 분류하고자 한
2) 부술 관계 연어는 체언 중심 연어에 속하지만 현지 한국인 교사에게 경험에 비추어 보아 사용빈도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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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 사용기반 언어학습3)
사용기반 접근법은 언의 사용과 습득과 관련해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가설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인지과정의 보편성에 대한 가설이다. 이는 언어의 처리 및 습득이 보편적인
인지 원리를 따르고, 기억의 기능적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Diessel, 2017). Tomasello(2003)는 언어습득을 위한 핵심적인 인지활동으로 패
턴 발견하기를 제시하였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패턴은 전형(Prototyp), 점화
(Priming), 유추(Analogie), 자동화(Automatisierung)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현되고
언어사용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전형과 유추의 경우 유사한 자질을 공유하는 토
큰들을 기반으로 형성하고, 새로운 자극 토큰을 범주화하기 위한 인지적 판단기준
으로 활용한다(Rosxh, 1975). 인간의 인지체계는 전형을 중심으로 범주의 외연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범주를 변형, 유추, 확장하여개별 토큰이 형
성하는 다양한 비정규 단위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Johnson, 2009).
둘째, 가변적 언어단위에 대한 가설이다. 언어지식은 사용자 경험에 의해 좌우되
는 표현 및 기능의 가변적 단위들이고, 이는 하나의 연결망을 이룬다는 견해를 기
본으로 한다(Ellis, Cadiemon, 2009). 인간의 인지 체계 안에서 언어 능력에 어떤
위상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
들이 언어습득의 고유성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인지 원리가 적용된 인치체계의
보편성을 조명하는 것이다(Ellis, 2008). 즉, 언어 처리와 습득은 보편적 인지 원리
에 따라 기억의 기능적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은 언어처리의 단원성을 중심으로하는 인지학적 논리와도 이어진다(Fodor, 1983).
셋째, 선별적 주의에 의한 언어 습득 가설이다. 이는 input의 형태에 자연스럽게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언어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chmidt, 1990). 이와 관련하여 Ellis(2008)는 아동의 L1과 성인의 L2
학습방식이 완전이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고, 그는 아동은 일상 소통중에 복합
적인 언어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학습함으로써 L1 지식을 무의식적으로 도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언어를 언어 사용자가 스스로 인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암시적 지식이 주가 된다고 보았다. 이후 Ellis(2012)에서는 성인의 경우 순수한 사
용 경험만으로 목표한 학습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극에 관한 일정한
의식적 접근인 명시적 학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연구방법

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사용기반 학습은 연결주의 학습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하는 사용기반 학습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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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인의 연어 인지와 연어 사용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실
험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 및 학습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국인이 피험자를
모집한다. 단, Lewis(2000)에서 연어의 산출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자 수준
은 최소한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고 지적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제외한 중급(TOPIK 3급, 4급), 고급 학습자(TOPIK 5급, 6급)만을 피험자로 선정
한다. 선정한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숙달도에 따른 연어 사용 능력 파악을 위하
여 TOPIK 시험의 일부를 제시하여 숙달도 평균을 기준으로 연어 사용 능력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두 집간 단의 차이 검증을 통하여 숙달도에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3.2 연구 도구
실험도구는 크게 피험자의 숙달도를 측정하는 숙달도시험, 연어의 사용능력을 측
정하기 위한 번역시험과 CONTRIX시험으로 나뉜다. 두 시험의 목적, 내용, 특징에
관한 내용과 실험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2.1 숙달도 측정 시험
숙달도를 측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므로 피험자들이 각 문항에 부담을 최대
한 적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쉬운 문제부터 풀게 하였고, 뒤쪽
으로 갈수록 고급의 문항을 풀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선정한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숙달도에 따른 연어 사용 능력 파악을 위하여
TOPIK 시험의 일부를 제시하여 숙달도 평균을 기준으로 연어 사용 능력 상위집단
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두 집간 단의 차이 검증을 통하여 숙달도에 차
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와 연어 사용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수준은 중급이지만
연어 사용 능력은 초급 혹은 고급일 수 있기 때문에 연어 사용 능력을 먼저 파악하
고자 한다. 숙달도 측정시험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로 점수의 차이는
두지 않고 정답인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총 15점 만점으로 실험참
여자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숙달도측정시험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측정을 위하여
Cronbach의 α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Cronbach의 α값이
.862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아 숙달도측정시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2.2 번역 테스트
번역 시험은 모국어를 통하여 이해한 문장을 목표 언어(한국어)로 어떻게 생산하
는가를 파악한다. 번역 시험의 문항은 짧고 간결하게 구성하며 의미 혼동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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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연어의 의미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문장으로 선택한다. 시험은 15문항
으로 정리하고 정답으로 인정되면 1점, 인정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해 총 15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문장에서 연어 외의 부분에 어려운 어휘가 들어간 포함된 경우
에는 한국어로 제시해 주었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玩着游戏，不知不觉天亮了。（不知不觉：자기도 모르게）
1.

그리고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1.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

아침이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2, 더위를 탔는지 -> 더위를 먹었는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를 '아침이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로 의미를 풀어서 서술한
경우, '더위를 탔는지'를 '더위를 먹었는지'로 의미가 유사한 다른 연어를 사용한 경
우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3.2.3 CONTRIX 테스트
기존의 한국어 연어 연구에서는 연어의 사용을 측정하는 도구로 주로 빈칸 채우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빈칸 채우기는 문장에서 연어 핵을 제시하고 보기에서 연어 변
을 골라 넣는 방식으로 주어진 명사에 따르는 결합 관계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과제로, '체언+용언'의 형태인 경우 체언은 고정되어 용언만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구인 CONTRIX는 문맥에 어울리는 연어 핵과 연어 변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체언+용언'의 형태의 연어 사용을 측정한다고
할 때, '체언' 부분의 세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용언' 부분의 세 선택지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를 통해 연어 결합방식과
연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CONTRIX는 Robert(2009)에서 소개된 도구로 constituent matrix의 줄임말이다.
영어에서 덴마크인 영어 학습자가 연어 중 의미가 투명한 것, 투명하지 않은 것, 중
간인 것의 연어 지식이 각각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학습자
들은 동사 중 하나, 관사 중 하나, 명사 중 하나씩 선택하여 어휘의 구조를 조합하
여 연어 구성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를 통해 연어 지식을 측정할 수 있다.
CONTRIX 시험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연어의 체언과 용언에 알맞게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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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채운 경우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총 15점 만점으로 산
출한다.
이 두 가지의 테스트는 총체적인 연어 관련 지식 평가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Revier(2009), 심은경(2012), 안재경(2012)등의 선행연구에서 해당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가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테스트는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형태
로 구성한다.
<표 2> CONTRIX 테스트
Q.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각각의 요소에서 하나씩 골라 문장을 완성하시오.
“늦잠을 자는 바람에 ______________”
회사/지각/버스
이(가), 을(를)
넣었다, 놓았다, 놓쳤다

3.3 연구절차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표 3>과 같다. 실험은 1회 시행되며 사전동의서 작성, 설
문지 작성, 숙달도 측정시험, 번역시험 및 CONTRIX시험으로 이루어졌다.

<표 3> 실험절차
절차
사전동의서작성
실험 참가자 정보 작성
숙달도측정시험
번역시험
CONTRIX시험

예상 소요시간
2분
3분
15분
15분
15분

본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동의서, 설문지, 숙달도 측정시험을 시행하였다. 사
전 동의서와 중국어로 작성하여 피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구두로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숙달도 측정시험은 TOPIK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어, 문제지에 직접 정답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세 가지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이며, 숙달도 측정시험은 개인에 따라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본 실험은 번역시험을 먼저 실시하였다. 번역 시험과 CONTRIX시험에서 실험에
연어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목표로 설정한 연어는 동일하다. 하지만 CONTRIX시험
에서 한국어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선택지도 한국어로 제공
하고 있으므로 CONTRIX가 먼저 시행될 경우 연어가 한국어로 노출이 되어 번역
시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번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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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먼저 시행하였다.
번역 시험이 끝난 후에는 시험지를 걷고 CONTRIX시험지는 나누어 주었다. 이는
정답을 수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CONTRIX는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생
소한 유형이므로 예시 문항을 작성하여 정답을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체언
+(조사)+용언'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어로써 연결이 되어도 문맥에서 허
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시험을 실시하도
록 하였다.
앞서 테스트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치화하여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연어 사용 능력 집단 간과 집단 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연어 사용 력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연어 인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2. 연어 사용능력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연어 사용에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3. 연어 사용능력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내의 연어 인지와 사용
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4. 예비실험
본 연구의 실험도구의 타당성과 난이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실험을 실
시하였다. 예비실험 참가자들에게 실시한 결과를 통해 실험설계의 문제점 및 보완
해야할 점을 발견하고 본 실험이 시행되기 전에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4.1. 예비실험의 목적 및 방법
예비실험은 실험도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실험이 실시되는 환경에서의 문제점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본 실험에 반영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실험환경에서 시간 배분의
적절성, 시험 실시 순서, 실험 대상자의 집중 가능 시간, 문항 편집의 적절성을 확
인하였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연어 난이도의 적절성, 문장 난이도의 적설성, 중복
답안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예비실험은 본 실험에서 모집하는 대상과 같은
중국인 중급 이상의 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과 5월 23일 각각 실
시하였고, 중국어의 한국어 번역과 문항 자체의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 한국인 중
국어 구사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은 중국인 실험 참가자에게는 숙달도 측정시험, 번역시험, CONTRIX시험
의 순서대로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숙달도 시험을 제외한 같은 시험을 실시하였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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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가능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게 번역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나온 답지
또한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국어의

구사

여부와

상관없이

CONTRIX시험을 실시하여 문항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시험을 마친 후에
는 예비실험 참가자와 인터뷰를 하여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 문항이 적절한지를 알
아낼 수 있었다.
4.2.예비실험의 결과
예비실험의 결과는 실험 환경과 문항 각각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실험 환경에서
는 소요시간, 순서편집을 보았다. 중국인 예비실험 참가자들의 소요시간은 숙달도
측정실험에서 15분, 연어 사용과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두 실험에서 35분을 예상하
였으나, 예상 소요시간보다 길어진 43분이었다. 또한 설문조사와 숙달도 시험지를
거쳐 연어이해와 연어산출 시험까지 한꺼번에 치러지므로 피험자의 집중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실험하는 문항을 각각 번역시험 20개,
CONTRIX시험 20개로 구성하여 실시하였고, 본 실험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숙달도
측정시험은 더욱 간단한 문항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장, 개별 어휘, 연어의 난이도와 문장에서 중복된 답이 존재
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비실험결과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20개의
번역 시험 문항에서 15개의 문장이 정답으로 처리되었고, CONTRIX시험에서 20개
의 문항 중 17개의 문항에서 정답을 골라내었다. 반면 중국인 중급 학습자는 번역
시험에서 8개의 정답과 CONTRIX시험에서 10개의 정답을 보여 고급 학습자와 극
명한 차이를 보였다. 중급 학습자에게 연어에 포함된 개별 어휘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대부분의 어휘를 알고 있으며 '기지개', '맞
장구', '짐작', '군침'은 모르는 어휘라 고했다. 이와 같은 회답을 바탕으로 해당 연어
를 실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제외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어휘의 목록은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본 실험에 사용된 연어목록
소문이 나다, 날이 새다, 배탈이 나다, 공을 들이다, 꾸중을 듣다, 주의를 주다, 관계를 맺
다, 걱정이 되다, 부끄럼을 타다, 싫증이 나다, 허가를 얻다, 선을 보다, 격차가 벌어지다,
은혜를 갚다

실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연어에 포함된 어휘는 아니지만, '번역 시험이나
CONTRIX시험에서 문맥을 이해할 때 필요한 어휘 중 모르는 어휘가 있느냐'는 질
문에 대해 '빈부', '착륙' 및 '거슬리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은 회답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문장
을 구체화시키고, 어려운 어휘를 쉬운 어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항을 수정
하였다.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문장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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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본 실험에 수정된 문장
문항 수정 전

문항 수정 후

사회 내부에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
다.
착륙을 하려면 착륙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선생님의 눈에 거슬리어 꾸중을 들었다.

점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 고
있다.
이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나라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
다.
수업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예비실험 참가자들의 번역 시험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를 한국어로 옮겼을 때 적절
한 한국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ㄱ. 我忠告他不要过度饮酒。
ㄴ. 나는 그에게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ㄷ. *나는 그에게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한국인 실험참가자는 모두 ㄴ과 같이 '주의를 주었다'로 문장을 완성한 반면에, 중
국인 실험 참가자는 ㄷ과 같이 모두 '주의했다'로 문장을 완성하였다. 이는 중국어
의 '注意'가 '주의를 하다'와 '주의하다'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데에서 오
는 오류이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옮겼을 경우, 두 문장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다른
의미를 지니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ㄴ의 경우 충고나 조언을 의미하여 ㄷ의 경우 '
조심하다'의 의미에 가깝다.

ㄱ. 舆论, 丰富的, 治疗, 单调的, 周边国家, 贫富, 严酷地, 大概
ㄴ. 여론, 풍부한, 치료, 단조로운, 이웃나라, 임금, 호되게, 대충

위의 어휘들은 연어가 포함된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연어
사용을 밝히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채점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번
역 과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험 참여자가 문항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여 앞으로의 과제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어를 제시한
다. 한국어 번역이 참조된 번역 과제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5. 我厌倦了一成不变的生活，(一成不变: 변하지 않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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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실험을 통해 문항 수와 실험시간을 조정하고 난이도 조절을 위해 실험대상 어
휘를 재설정하고 각 문항에서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 어휘는 쉬운 어휘로 고쳐썼다.
또한 연어사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피험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어
휘는 원활한 실험 진행을 위해 중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을 주었다. 이와 같
은 내용을 본 실험에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수정한 내용 도구를 본 실험에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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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사용기반학습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체언 중심 연어 사용 및 오
류 양상 울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리며,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2. 05.
연구자: OOO

■ 학습자 기본정보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25세

② 26세-30세

③ 31세-35세

④ 35세 이상

3. 귀하의 한국어 수준은?
① 중급(3-4급)

② 고급(5-6급)

4. 귀하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1년

③ 1년-2년

④ 2년-3년

⑤ 3년-4년

⑥ 4년 이상

■ 다음을 읽고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각 1점)

1. 일주일 전부터 감기에 걸려서 시험공부를 (
① 반드시

② 다행히

③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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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다.
④ 나중에

2. 외국 잡지에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는 기사가 (
① 걸려서

② 불려서

③ 돌려서

) 기분이 좋았다.

④ 실려서

3.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말을 걸기가 (
① 마땅하다

② 당당하다

4. 동생은 입이 (

).

③ 망설여진다

④ 화려해진

) 어렸을 때부터 아무 음식이나 잘 먹지 않았어요.

① 다양해서

② 평범해서

③ 너그러워서

5.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에는 감기 몸살(

④ 까다로워서
)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없

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① 로 인해

② 로써만이

③ 로 볼 때

④ 로 미루어

■ [6~8] 다음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6.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①처음

②대신

③먼저

④바로

7. 과거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고대 도시에서의 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다.
①점차로

②영원히

③그대로

④희미하게

8.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①보시다시피

②보신다기에

[9.10] 다음의 (

③보신다면야

④보시더니만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각 2점)

9.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이 문제와 정답을 (

).

-내일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30분 빠르게 시계를 (
-요즘은 양복을 (
① 풀다

) 입는 사람보다 사서 입는 사람이 더 많다.

② 내다

③ 맞추다

④ 꾸미다

10.
직장에 (

).

) 몸이라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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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때 너무 인정에 (

) 원칙이 무너진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돈에 (
① 딸리다

) 산다.

② 매이다

③ 얽히다

④ 이끌리다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를 하다보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
여행은 그렇지 않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 그 체험으
로 자기자신을 채워가기 때문이다.

11.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이끌려가는 바에야

②이끌려가기가 무섭게

③이끌려가기 십상이지만

④이끌려가는 것은 고사하고

12.
㉡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느끼자니

②느끼기는커녕

③느끼는 것이니만큼

④느끼는 것이기로서니

[13~15］밑줄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3.
가:제 동생 못 봤어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아까 저 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①무슨 할 일이라도 있겠지
②무슨 할 일이라도 생길지
③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겨야지
④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지
14.
가:우리 나라 팀은 국내 경기에서 훨씬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 것같지 않아요?
나：어느 나라 팀이 건간에_________________________.
①자국에서는 실력 그 이상을 발휘할 뿐이거든요
②자국에서는 실력 그 이상을 발휘할 뻔하거든요
③자국에서는 실력 그 이상을 발휘하는 척하거든요
④자국에서는 실력 그 이상을 발휘하는 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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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 쓰레기 배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음식 쓰레기 배출을 규제한다고해서_______________________.
①환경 오염 문제가 쉽게 해결될지도 몰라요
②환경 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③환경 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④환경 오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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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2 / 번역시험
다음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시오.
1. 为了和新来的朋友更亲近我下了很大的功夫，

2. 得到父母的允许才可以出去玩，

3. 妈妈很关心我在韩国的生活，

4. 她离婚的消息很快传开了，

5. 我厌倦了一成不变的生活，(一成不变: 변하지 않다)

6. 我的姐姐下星期要去相亲，

7. 我们要和周边国家建立友好关系，

8. 我一定会报答你的恩情的，

9. 农村和城市的收入差距越来越大了，
10. 喝了凉的东西拉肚子了，

11. 我担心他不喜欢我，

12. 我做错了事挨了妈妈一顿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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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玩着游戏，不知不觉天亮了，（不知不觉：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4. 大学生做兼职可以积累社会经验，（做兼职：아르바이트를 하다)

15，她害羞地向男生表白了，（表白：고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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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3 / CONTRIX
*다음의 보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각각의요소에서 하나씩을 골라 문
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

꿈
생각
상상

이/가
을/를

꾸었다
들었다
보았다

소문
악명
유명

이/가
을/를
-

났다
섰다
얻었다

밤
새벽
날

이/가
을/를
-

새는
밝는
났는

배
배탈이
소화

이/가
을/를
-

불렀다
안 되었다
났다

공
밥
정

이/가
을/를
-

주었다

꾸중
혼

이/가
을/를

1.

이 음식점의 김치는 맛이 좋기로
.
2.

벌써

지 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3.

상한 음식을 먹어서

.

4.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친해지기

위하여

.

들였다

들었다

5.

동생이 못해서 어머니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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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들었다

야단

-

쳤다

주의
주장
흥미

이/가
을/를
-

주었다
받았다
했다

사이
관계
상관

이/가
을/를
-

났다
맺었다
했다

신경
걱정
마음

이/가
을/를
-

되었다
썼다
먹었다

창피
부끄럼
분위기

이/가
을/를
-

타는
짓는
하는

관심
주의
눈치

이/가
을/를
-

들고
가지고
보고

싫증
질림
싫음

을/를
이/가
-

나타났다
났다
했다

6.

도서관에서

.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에게

7.

중국과 한국은 우호한

,

8.

나는 동생이 지각할 까봐

.

9.

저는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곧
잘(马上) 빨개지곤 해요.
10.

나는 한국 역사에 대해 매우

있다

11.

요새 몸이 안 좋아 계속 죽만 먹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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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구청에서

한다.

서명
허용
허가

을/를
이/가

주어야
얻어야
되어야

13.

결혼한 사이다.

소개
만남
선

을/를
이/가
-

얻어서
해서
봐서

있다.

갈등
수입
격차

을/를
이/가
-

떨어지고
차이나고
벌어지고

날이 언제나 올까?

감사
은혜
신세

을/를
이/가
-

돌릴
받을
갚을

그들 부부는
14.

사회 내부에서 빈부(贫富)의
15.

부모님께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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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주의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체언 중심 연어 습득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남주연(명지대학교)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인과 같이 한자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어휘력이 비교적 일찍 발달합니다. 그
러나 유사 어휘나 연어로 인해 오히려 특정한 어휘 선택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어는 문
맥 안에서 어휘 간의 연결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문장 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와 의미
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결주의를 기반으로 한 체언 중심의 연어 습득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
의 연어 인식과 사용을 비교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
정에 있어 몇 가지 논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토론1>
‘1.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는 ‘연결주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말뭉치 구축과 통계적 방법의 발달로 인하여 언어 자료의 통계적 특성 및 언어습득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점차 주목받는데, 이중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연결 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邢紅
兵, 2015). (중략) 언어 학습이 선천적 기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입력으로부터 규칙을 추출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규칙 및 패턴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기억에 강화된다는 특징을 가진다(Gass
et al., 2013:272-273).’

그런데 ‘연결주의’4)에 대한 언급은 서론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연결주의’
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위와 같은 개념으로는 ‘연결주의’가 마치 통계
와 언어 습득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처럼 보입니다. Brown5)에 의하면, ‘연결주의
(connectionism)’는 ‘평행분배처리 이론’6)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Chomsky와 같은 생득론
자들은 언어 습득이 보편문법에 근거를 두고 신경 단위가 규칙적이고 순차적으로 연결됨
으로써 일어난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평행분배처리 이론’은 신경단위가 연속적으로 처리
되지 않고 평행적으로 동시에 처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행분배처리 이론’은 마치 오
케스트라와 같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뇌가 배경지식과 문자, 연어, 의미, 통사, 담화를 동시
에 처리하며 신경들이 상호 연결된다는 이론인데, 이것이 심리 언어학적 연구 분야로 발전
한 것이 바로 ‘연결주의’입니다7).
따라서 인지 언어학에서 ‘연결주의’는 인간의 언어 경험을 통해 특정 신경 단위의 연결
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연결주의’는 ‘단어 속에는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4) 제목이자 주제어인 ‘연결주의’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므로 하나의 이론으로서
붙여 써야 할 것입니다.
5)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제5판)』, Brown, H. D. 저, 이흥수 외 6인 공역(201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arson Education Korea.
6) 평행분배처리 이론(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PDP)
7) 영어를 모어로 하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go-went’를 사용하다가 점차 ‘-ed’라는 형태를 연결하여
‘go-goed’를 사용하고, 좀 더 복잡한 언어 연결을 경험하면서 다시 ‘go-went’를 사용하게 되는 사례
가 바로 ‘연결주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이흥수 외,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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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지적 작용이나 문맥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생각8)’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말샘). 이 연결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창발주의(emergentism)’9)와 같이
복잡한 언어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연결주의’는 결국 체언을 중심으로 결합된 연
어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연결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과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연구의 중심 배경이 되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함으로써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2.3. 사용기반 언어학습’에서도 ‘사용기반 학습을 연결주의 학습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
여 이하는 사용기반 학습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두 용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서론과 제목에서는 ‘연결주의’, 본
론에서는 ‘사용기반 학습’이라는 두 용어가 오히려 연구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거나,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설명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이론을 선택하여 제목과 주제, 문장, 내용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2>
‘1.2 어휘 선정’에서 문금현(2002)의 연구를 언급하며 ‘초․중․고급 각급에 해당하는 연어
의 목록에서 초급을 뺀 중․고급에서 주술 관계에 해당하는 연어를 선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속적인 표현, 농사와 관련된 표현, 전통적인 민속행사나 관습에 관한
표현, 전문성이 강한 연어를 제외하고 중국어로 번역이 가능한 연어를 30개 선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어휘가 문금현(2002)을 참고한 것이고,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고급 어휘의 목
표에 전통적이거나 전문적인 어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해당 어휘들을 제외한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
적인 고급 어휘를 제외했다면 결국 고급 어휘보다는 빈도가 높은 중급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론3>
‘2.1 연어의 의미 및 범위’의 마지막 문장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학 관점에서의 연
구를 실시하고자 하므로 문법적 연어는 제외하고 어휘적 연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어휘뿐 아니라 chunk와 담화표지를 비롯
해 ‘-을 수밖에 없다, -을 뻔했다. 만약 -라면’ 등의 문법적 연어도 매우 중요한 교육 내
8)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korean.go.kr/search/searchResult?query=%EC%97%B0%EA%B2%B0%EC%A3
%BC%EC%9D%98&dicType=3&wordMatch=N&searchType=&currentPage=1&cateCode=&fieldCo
de=&spCode=&divSearch=search&infoType=confirm&rowsperPage=10&sort=W (2022.6.20)
9) 복잡한 언어도 단순한 언어 연결체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 ‘창발주의’입니다(이흥
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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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학 관점에서 문법적 연어를 제외하고 어휘만을 대상으로 삼
았다.’는 설명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4>
‘2.3 사용기반 언어 학습’에서 배경이 되는 세 가지 주요 가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째, ‘보편성 가설’, 둘째, ‘가변적 언어단위 가설’, 셋째, ‘선별적 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가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설이 각각 본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토론5>
‘3.1. 연구대상’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 및 학습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국어를 학습
하고 있는 중국인이 피험자를 모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상은 ‘중국인 피험자’일 텐데
숙달도는 제시되어 있으나 인원수와 연령, 성별, 참여 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
지 않습니다. 또 ‘TOPIK 시험의 일부를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제시’라기보다는 숙달도 평
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론6>
‘3.2.2.번역 테스트’에서 ‘시험은 15문항으로 정리하고 정답으로 인정되면 1점, 인정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해 총 15점 만점으로 산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기로 산출되
는 평가의 경우 다양한 철자 오류와 어휘 오류, 문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험자
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할 때 어느 정도의 오류까지를 정답으로 인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항 수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2.예비실험의 결과’에서 ‘본
실험에서는 실험하는 문항을 각각 번역시험 20개, CONTRIX시험 20개로 구성하여 실시하
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3.2.연구도구’에서는 숙달도 시험, 번역 시험,
CONTRIX 시험 모두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실제 문항
구성에 대해 일치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7>
‘3.3 연구절차 및 연구문제’에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구 문제1. 연어 사용능력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연어 인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2. 연어 사용능력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연어 사용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3. 연어 사용능력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내의 연어 인지와 사용에 어떠한 차

위에서 ‘연어 인지’와 ‘연어 사용’을 중요한 연구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각각 어떤 연구 도구로 측정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가령, ‘3.2.연구 도
구’에서 ‘연어 인지’는 ‘CONTRIX 테스트’를 통한 이해 영역으로, ‘연어 사용’은 ‘번역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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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통한 산출 영역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 연구 목적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토론8>
원고에서 예비실험 결과로 연구가 종료되어 ‘연구 문제1, 2, 3’에 대해 어떤 결론을 예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위-하위집단 간의 연어 인지와, 연어 사용이 어떤 차이가 있
으며,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지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의 제목이 ‘연결
주의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체언 중심 연어 습득 양상 연구’인 만큼 연결주의가 체언 중
심 연어 습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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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발표 3
<사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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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규 작가의 구도자적 예술정신 연구

유성선(강원대 철학전공 교수)

Ⅰ. 권진규 작가의 예술 생평
권진규 작가(權鎭圭, 1922~1973년)는 1922년 4월 7일 함경남도 함흥군 신창리에서 권
정주와 조춘 사이의 2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권정주는 일본 와세다대학 상과
출신으로 양품점과 건축사업을 해 집안은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권진규 작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함흥제1공립보통학교에 다닐 때 상공회의소에서 행해진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입상하기도 했다. 권진규 작가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함흥제1보통학교를 졸업
하고, 부친의 사업을 따라 춘천으로 이주하여 1942년 춘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다. 어려서
부터 남달리 흙을 만지기 좋아하였으며, 손재주가 뛰어났다고 전한다. 춘천고보 졸업 후 징
용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이때 도쿄의 사설 아틀리에에서 미술 수업을 받게 된다. 태평
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4년에 고국으로 밀입국하여 서울에 정착하여 이쾌대
(1913~1965)가 운영하는 성북회화연구소에서 회화 수업을 받는다. 얼마 후 광복이 되고 2
년이 지난 1947년 다시 도쿄로 건너가 1948년 무사시노(武蔵野)미술학교에 입학한다.
1930년 4월 함흥제1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권진규 작가는 재학 시절 습성 늑막염으로
휴학을 했다. 병마와 싸우며 학업에 열중하며 7년 만에 보통학교 6년 과정을 졸업한 권진규
작가는 건강 회복을 바라는 부모의 권유로 따뜻한 남쪽인 춘천공립중학교에 입학했다. 중학
교 입학 후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던 권진규 작가는 2학년에 진급하면서 약사동 망대 부
근에서 하숙을 시작해 4학년을 마칠 때까지 살았다. 학적부 기록에 따르면, 권진규 작가의
취미는 독서와 등산이었다. 주로 소양강을 따라 북쪽으로 20km 가량 떨어져 있는 청평산을
즐겨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흥 출신인 권진규 작가의 남쪽 고향은 춘천이 유일했으므
로 모교가 있는 춘천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다.1)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인 2022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 권진규 특별관이 조성되는
등 여러 선양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성북구의 권진규 아틀리에에
서도 작가를 기리는 추모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2) 그의 제2의 고향인 춘천지역 문화와 언
1) 2021.4.8. 「강원일보」. “춘천출신 故 권진규 조각가 탄생 99주년을 기념하는 白壽宴이 7일 오전
춘천 약사동의 옛 하숙집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강일언론인회장과 유성선 강원대 철
학과 교수, 이대범 춘천고음악제 이사장, 김수학·한영호 조각가, 용호선 전 강원일보 논설위원, 현원
철 춘천지혜의 숲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족 동의 하에 열린 이날 행사는 권 작가의 탄생 100주년
을 한해 앞둔 白壽를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문 앞에 놓인 생신상은 평소 권 작가가 즐겨 찾
았던 음식이 초촐하게 차려졌고, 참석자들은 권 작가의 작가정신을 기렸다. 함흥 출신인 권 작가는
춘천공립중학교(현 춘천중·고)를 다니면서 대부분을 이날 행사가 열린 하숙집에서 살았다. 행사를 주
관한 용 전 논설위원은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춘천에서 권진규 선생 선양사업이 동력을 잃은 상
태여서 백수연을 맞아 다시금 권진규 선생을 기억하기 위해 뜻있는 이들이 모이게 됐다”며 “문화도
시 춘천의 시민들이 불꽃같은 조각가의 생을 산 권진규 선생을 기억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 본 논문의 애초 발제 제목은 ‘아카이브 구축’으로 2022년 올해가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으로
실천철학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파나단에서엿다. 그런데 유족회, 기념사업회, 춘천시 등
다양한 기념식 등이 예정되어 있고, 기념관 설립 등의 논의가 多岐하기에 ‘아카이브 구축’ 논의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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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3) 등에서는 “권진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간다”, “`비운의 조각 거장' 권진규 작품 공공미
술관 품으로”, “표류하던 권진규 작품과 자료, 서울시립미술관 기증으로 상설전 추진”, “다
시 빛을 보게 된 근대조각 거장 권진규 작품들”이라는 화두성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4)
2009년 일본의 명문학교인 무사시노미술대학에서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학교 역사를 대
표할 만한 단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고자 했다. 교수와 학생들의 엄격한 추천과 심사를 거
쳐 일본화, 서양화, 조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가 한 명을 선발
하였다. 그 한 명이 바로 1949년에서 1953년까지 이 학교를 다닌 한국인 조각가 권진규
작가이다.
일본의 명문대학에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을 가장 뛰어난 작가로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
면서도 신선한 충격이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교적 관계를 고려할 때에는 더욱 뜻
밖의 결과이다. 무사시노미대는 그해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과 대한민
국현대미술관의 공동 주최로 도쿄와 서울에서 ‘권진규전’을 성대하게 열었다.5)

Ⅱ. 권진규 작가의 구도자적 작업

무사시노미술학교에서 권진규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선생은 유럽에서 공부한 시미즈
다카시(淸水多嘉示, 1897~1981)이다. 그는 프랑스의 조각가 부르델(E. A. Bourdelle,
1861~1929)의 제자로서 일본 조각계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으며 부르델의 열렬한 신봉자였
다. 그러한 학맥 속에서 권진규 또한 부르델에 깊이 매료되어 큰 영향을 받는다.6)
권진규 작가는 재학 시절부터 일본 이과회전(二科會展)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 1953년에는 일본인 후배 가사이 도모(河西智)와 결혼까지 하였지만 모친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59년에 귀국한다. 당시 일본인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내 가사이 도모는 함께 들어오지 못했다. 권진규 작가는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도모의 부모님에 의해 이혼을 당하게 된다.
1965년 서울의 신문회관에서 제1회 개인전을 가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미술
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망한 그는 1968년 다시 도쿄로 돌아가 니혼바시화랑(日本橋畫
廊)에서 제2회 개인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때 일본 미술계의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의욕을

외로 하였다.
3) 육동한, 「[강원포럼] ‘권진규’의 숨결을 춘천으로」, 『강원일보』, 2021.3.23.19면. “춘천은 도시
전체를 갤러리화 함으로써 문화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하려는 취지로 매년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대담한 구상할 수 있었던 바탕과 이를 글로벌 수준으로 이끌어나갈 힘의 원천도 단연
코 권진규다.”
4) 육동한, 「[강원포럼] ‘권진규’의 숨결을 춘천으로」, 『강원일보』, 2021.3.23.19면. “점토로 빚은
테라코타의 단순한 면과 선, 흉상들의 구도자적 응시 속에 전시공간은 이미 숨이 정지된 명상의 장
이 돼 있었다. 경이로운 것은 그가 10대 중반부터 춘천에서 살면서 춘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사
실. 이를 알게 된 순간 문득 약사리 고개 어느 남루한 방에서 병약한 몸으로 시대와 인생을 일찍 고
뇌하던 어린 학생을 연상하기도 했었다. 권진규는 인생의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 대부분 춘천에서 보
냈으니 작품들의 본래 토양은 당연히 춘천일 수밖에.”
5) 권진규의 전시에 일본이 먼저 나섰다. 2009년 개교 80주년을 맞은 무사시노미술학교는 모교출신
대표작가로 권진규를 선정하였고, 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도쿄와 서울에서 특별전을 열었다. 지
금껏 가장 크게 열린 전시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권진규에 대한 전시와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 부르델은 프랑스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의 제자dl다. 권진규를 ’한국의로댕’이라rh 부르는 이유다.
권진규는 흙을 빚어 구워 내는 terra-cotta에 한국전통의 건칠을 하는 기법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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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권진규 작가는 1971년 명동화랑에서 제3회 개인전을 열어 제법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
신의 병, 현실의 공허함 등에 시달린다.
서울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는 조각가 권진규가 1962년에 지은 작업실이다. 한국적 사
실주의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권진규는 테라코타 흉상을 주로 만들었다. 작품 모델은 자
기 자신이거나 그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작품의 이름도 경자, 현옥,
혜정, 애자, 봉숙, 영희 등이다. 평범한 얼굴들에서 구도의 형상을 읽어낸 작가의 시선은 가
히 천재적이다. 하지만 많은 천재들의 삶이 불운했듯 권진규 작가 역시 고통스러워했다. 권
진규 작가는 52세에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힌다.
그는 인물 조각에서부터 동물 조각, 부조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의 변주를 보여
주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조형세계는
인물 조각 위주로 해석되어 온데다가 그 인물상이 이상향을 지향하는 모습이라는 단일한 구
도 아래에서만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권진규의 작업이 재현적 요소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
을 하나의 시각이나 지층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조형세계를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그의 조형성이 담보하는 여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지 못하는 한계를 의미한
다.7)
건강이 좋지 않았던 권진규 작가는 아버지의 권유로 공기 맑은 춘천으로 유학을 와 춘천
공립중학교를 졸업했다. 이 무렵 그는 조각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미술연구소, 성북회
화연구소 등에서 미술을 배우고 속리산 법주사 대불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다가 일본으로 밀항해 1948년 무사시노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했다.
권진규 작가는 무사시노미술학교에서 석조(石彫)와 테라코타(terra cotta · 점토를 구워서
만든 소상(塑像))를 처음 시작해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권진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일본에 머물며 작품 활동에 전념했으며 여러 차례 공모전에 입상 실력을 인정받았
다.
1959년 38세의 권진규 작가는 어머니의 건강과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일본의 부인 도모를
두고서 귀국했다. 그는 성북구 동선동에 정착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아틀리에 건립공사를 벌
여 1962년에 완성했다. 이곳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창작에 몰두하며 「자소상(自塑像)」,
「지원의 얼굴」 등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켰다. 또 서울대와 덕성여대, 홍익대, 수도여자사
범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권진규는 평생 뜨거운 예술혼으로 창작에 매진했으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생기는 제작 의욕의 소멸”
(권진규 사이버전시관 홈페이지)로 인해 작품창작에서 손을 뗐고, 결국 1973년 자신의 아틀
리에에서 자살했다.
권진규 작가는 무사시노미술학교에서 주로 석조와 테라코타 작품을 제작했다. 1952년 37
회 이과전에 출품한 <백주몽>과 1953년 38회 이과전에 출품한 <기사>와 <마두>는 모두
석조작품이다.8) 권진규의 작품세계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상과 흉상들은 명상과 구
도자(求道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작품들의 모델은 자기 자신이거나 제자나 친구, 이
런저런 인연으로 만난 지인들이다. 그래서 작품의 이름도 경자, 현옥, 혜정, 애자, 봉숙, 영

7) 이원숙, 「들뢰즈의 얼굴해체하기를 통해 본 권진규의 인물 조각」, 『교양교육연구』6, 한국교양
교육연구회, 2012, p.468.
8) 김이순, 「존재의 내면 표현을 위한 실험과 모색: 권진규의 건칠조각」, 『미술사연구』, 미술사연
구회, 2018,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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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등이다. 물론 그들의 실명이다. 일상사 흔한 이름이어서 토속적인 느낌마저 든다. 평범한
얼굴들에서 구도의 형상을 읽어낸 작가의 시선은 가히 천재적이다.
서울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는 여동생 권경숙이 2006년 (재)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해서
시민문화유산으로 보전되고 있다. 집은 흙 작업을 위한 우물, 가마와 작품을 전시하던 진열
대, 다락방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높은 천장에서 내려 온 선반과 간결한 계단이 독특한 조
형미를 보여준다. 앞쪽에는 한때 권진규 작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살림채가 있다. 아틀
리에는 현재 예술가들이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 입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04년 12월 31일 권진규 아틀리에를 등록문화재 제 134호로 지정했다.

Ⅲ. 권진규 작가의 구도자적 종교성
권진규 작가는 주로 인물이나 말, 닭 등의 동물 모습을 흙으로 구워 제작하는 테라코타
(terra-cotta)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물론 브론즈나 나무 조각도 있었으나 주로 테라코타와
건칠(乾漆) 작업에 주력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정신적인 구도 자세와 사물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한 것들이었다. 그의 작업은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표현 방식이라기보다는 감
성적이면서 직감적 신경에 의존한, 예민한 작업 방식이었다.
권진규 작가의 작품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정적이고 긴장감 있는 형식과 구체적인 경
향, 견고한 조형성은 일본 전위예술의 주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반시대적인 경향으로 비추
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근대예술과 한국 전통의 조화를 지
향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귀국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만년에도 외국작
품을 안이하게 모방하는 한국미술계를 보며 개탄했다고 한다. 근대예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예술의 전위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라면 그의 작품에도 ‘한
국’과 ‘근대’ 사이의 긴장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9)
권진규 작가를 따라다니는 몇가지 수식어 중에는 ‘비운의 조각가’도 있다. 예술가가 삶을
자살로 마무리했을때, 세상은그를그렇게부른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작 권진규가 얼마나 예
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종종 잊기도 한다.10) 이러한 그의 다
분히 동양적인 사고는 작업 대상인 사물에 대해 원초적 이미지의 본성을 파헤쳐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불필요한 형식적 장식물을 극도로 생략하면서 대상과의
정신적인 합일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의 사고는 때로는 불교적이기도 하고,
도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존주의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탄생된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인간이나 동물들의 애절한 고뇌가 처
절하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그가 주로 작업한 ‘자소상(自塑像)’과 다른 이들의
‘두상(頭像)’을 제작한 작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전시장에 놓인 ‘붉
은 가사를 걸친 자소상’이나 ‘비구니’ 같은 작품에서는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져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의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동물을 소재로 조각한 작품에서도 생명체들이
지니는 존재의 의미나 의인화된 생명체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주로 말을 많이 제
작하였는데, 이중섭의 소와 함께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그가 그린 말들
은 때론 원시적 생명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과 친근한 생명체로서의 모
9) 사와야마 료, 「우리가 몰랐던 저항」, 『플랫폼』, p.48.
10) 송은하, 「시민유산 5호, 서울 성북구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_하나밖에 모르던 사람」, 『월간
샘터』, 201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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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미술적 조형 면에서 완결된 모습을 보여 뛰어난 예술적 감
각을 보인다.
권진규 작가의 굴곡이 많았던 삶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가 죽음(자살)을 맞이한
순간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세 점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자 매우 즐거
워한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본 후 자신
의 동선동 아틀리에로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대에 목을 매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 순
간을 연출한다. 그는 죽음의 거사를 실행에 옮기기 전 가까웠던 두 사람에게 유서를 남긴
다. 유서를 받은 두 사람은, 말년에 가까이 지낸 서울대 교수 박혜일과 대학 강사 시절 제
자였다. 그가 남긴 유서는 그의 특별한 죽음만큼 파격적이라 많은 화제가 되었다. 박혜일에
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혜일 선생 감사합니다. 최후에 만난 우인들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분이었습니다. 인생
은 공(空). 파멸(破滅) 오후 6시 거사”
그동안 미술사에서는 대체로 권진규 작가의 자살 원인을 조각 미술계에 내재해 있는 차별
과 그에 절망한 권진규 작가의 좌절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당시 한국 조각
미술계에 만연한 교수 자리를 둘러싼 암투, 기념물과 같은 대형 조각물을 일부 세력이 독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에서 죽음의 원인을 찾았다. 당시 국내 조각계의 풍토에 실망한
권진규 작가의 좌절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었다.
2006년 연인 같았던 제자가 소장하고 있던 편지들과 작품이 권진규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33년 만에 한 미술품 경매회사에 출품되며, 죽음의 이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당
시 제자는 권진규 작가가 출강하기 시작한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 학생이었다. 제자
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정인이 있었으나, 제자를 향한 권진규 직기의 사랑의 불꽃은 거침이
없었다. 공개한 편지 속에는 나이와 현실을 뛰어넘은 권진규 작가의 애틋한 사랑의 행보가
잘 드러나 있다. 편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제자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
기도 하고, 때론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였다. 특히 마지막 편지에는
박혜일의 유서에 있는 “인생은 공(空) 파멸(破滅)이다. 거사 오후 6시”라는 구절이 그대로
나온다. 이로 보아 그의 죽음은 즉흥적인 판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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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의와 전망
그동안 권진규 작가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당시 조각계의 현실이라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고 알려져 왔다. 조금은 건조한 이유였다. 그런데 예술 작품을 이루는 모티브의 생
명과 같은 '사랑' 때문에 생을 마감했다는 흔적들을 보며, 한 위대한 예술가의 인간적인 면
을 볼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다. 권진규 작가는 예술없는 삶을 지속하기에 너무 고독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그는 고혈압, 신부전증, 수전증 등의지병악화로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
들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서에 남긴 마지막 말은 ‘인생
은 공(空), 파멸’이다.
권진규 작가의 동선동 작업실 벽에는 늘 일본인 아내 도모의 사진과 특이한 문구 하나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중국 근대 사상가 노신(魯迅, 1881~1936)의 이야기에서 따온 말인데,
권진규 작가의 사고를 잘 보여주는 경구이다.
“범인엔 침을, 바보에겐 존경을, 천재에겐 감사를”
일본의 명문 미술전문학교인 무사시노미술대학은 2009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학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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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할 작가 한명을 선정했다. 엄격한 추천과 심사를 거쳐 무사시노미술대가 배출한 “가장 예
술적으로 성공한 작가”로 권진규 작가가 선정되었다. 구로카와 히로타케 교수(무사시노미대
조각과)는 당시 권진규 작가를 추천하면서 “스승(시미즈 다카시)은 부르델을 맹주로 하는
정규군이었지만, 제자 권진규는 맹약이 실효된 고독한 유격대로서 1960년대를 반시대적으
로 살았다”며 작가의 독창성을 높게 평가했다. 무사시노미대는 그해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및 대한민국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도쿄와 서울에서 ‘권진규전’을
열었다. 권진규의 작품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미술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현대 한국 미술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조각가 권진규 작가의 작
품들이 세상을 떠난 지 46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11) 한국을 대
표하는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되도록 그가 남긴 대규모 작품이 변변한 미술관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돈 것이다. 사실상 권진규 작가의 유작 700여 점은 여
전히 표류 중이며,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의 현실이다.

11) 육동한, 「[강원포럼] ‘권진규’의 숨결을 춘천으로」, 『강원일보』, 2021.3.23.19면. “그는 박수
근, 이중섭과 더불어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장으로 대접받는다. 그가 졸업한 무사시노 미술대학교
는 2009년 개교 80주년 당시 예술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가로 권진규를 선정했고 다섯 달이나 회고
전을 열어 그의 업적을 기린 바 있다. 일본 최고 미술대학이 80주년 기념작가로 한국인을 선정했다
는 사실은 근현대 미술사에 그의 위상을 너끈히 가늠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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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규 작가의 구도자적 예술정신』에 대한 토론문
김태희 (강원대 철학과)

본 논문은

권진규(1922-1973) 작가의 생애를 통해서 구도자적 예술정신이 내포되어 있음

을 재조명하고 있다. 그는 매우 짧은 생애 속에서도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일구어 냈으며, 한국 근·현대 조각사에 있어서 특별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권진규는 교수와 학생들의 엄격한 추천과 심사를 거쳐 일본화,
서양화, 조각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가 한명을 뽑는 과정에서
한국인 조각가 한명으로 학교를 다녔으며 무사시노미술대학의 개교 80주년을 맞아 학교 대
표 작가가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럽의 교육과정을 본받아 아카데미즘적인 교육을 하였
으나 권진규는 당시 일본의 교육과정과 스승의 영향을 답습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노력으로
동양과 서양의 고전적 조각전통과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폭넓게 연구
하고 그들의 작품으로 부터 많은 영감을 찾았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영향을 있는 그대로
따르거나 실험적 작품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초기부터 일관되게 꾸준히 추구하였
다. 권진규가 한국으로 돌아온 60년대 우리나라 화단은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하고 새
로운 서구적 현대 조각의 실험에 대한 욕구가 한창일 때였다. 그러나 권진규는 당시의 상황
으로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보이는 구상 조각을 하면서 자신의 작업의 근간을 신라시대의 토
우를 비롯해 불교 조각 등 우리 전통의 맥락 속에서 찾아 현대적인 미감으로 계승하고자 하
였다. 권진규는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테라 코타와 건칠 등의

재료와 기법을 재현

하여 자신의 예술 세계와 동일한 무게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였으며 이를 “한국적 사실주
의"라고 불렀다. 권진규의 자소상과 주변 인물들의 흉상 등의 인물 조각은 그가 불상이나
토우에서 느꼈던 한국적 정서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을 향한 종교적,
실존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갈구를 표현해냈다.
권진규의 조각작품은 동시대 작가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테라코타, 건칠 등을 재료로
삼고 있다. 건칠 은 모시나 삼베를 바탕으로 옻칠을 입히는 기법이다. 주로 식기류나 불상
제작기법으로 사용되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인간이나 동물들의 애절한 고뇌가 처절하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그가 주로 작업한 ‘자소상(自塑像)’과 다른 이들의 ‘두상(頭
像)’을 제작한 작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전시장에 놓인 ‘붉은 가사
를 걸친 자소상’이나 ‘비구니’ 같은 작품에서는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져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의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동물을 소재로 조각한 작품에서도 생명체들이 지니는
존재의 의미나 의인화된 생명체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인물상 종교조각 동물조각 등의 유형별로 구분되어진다.

소재의 특징은 남자인물상 여인
작품의 제작과정의 순서상 대두되

는 중요한 개념을 모델 및 대상의 선택 체계적인 조형과정 형상의 반복 재료및 크기의 변주
등의 개념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작업을 더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원숙,「들뢰즈의 얼굴해체하기를 통해 본 권진규의 인물 조각」에서 권진규의 현대적 조형
성을 밝혀내기 위하여 권진규의 작품이 대상의 재현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성과 독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진규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얼굴 지우기 와 형상의 해체는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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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연적인 얼굴을 창조하였고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초월적인 몸
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권진규가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의 추구 완결을 향한 노력 미와 추의
경계, 생과 사의 궁극적인 일치 등의 개념을 들뢰즈의 유목주의 생성의 미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권진규는 전시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병,
현실의 공허함 등에 시달리다가

52세에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권진규 작가를 따라다니는 몇 가지 수식어 중에는 ‘비운의 조각가’도 있다. 예술가가 삶을
자살로 마무리 했을때,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작 권진규가 얼마
나 예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종종 잊기도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실존으로서의 죽음,고통과 같은 한계상황을 통해 본래적 자기
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실존조명을 제시한다. 작가는 정신적 고통과 공허함을 자살을 통해서
본래적 자기를 실현하고 싶었던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질문1.발표자는 권진규를 비운의 조각가로 설명하며 사물에 대한 원초적인 이미지와 본성을 파
헤친 작품에서 대상과의 정신적 합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의 사고는 불교적, 도
교적 그리고 실존주의적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연결고
리는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주었으면 합니다.
2. 논자는 권진규의 삶이 주는 철학적 사고 방식에 대한 언급이 미비하여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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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50년 북한체제의 영동지역 청년동맹
이세진(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차 례
1. 머리말
2. 청년의 의미와 근대적 청년운동
3. 청년동맹을 통한 공산체제의 기반 구축
4. 지역사회에서 청년동맹의 역할과 활동
5. 맺음말

주제어 : 조선청년총동맹, 청년동맹, 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 김일성, 북한체제

1. 머리말
청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했다. 과거 우리의 역사 속 화랑은 학생들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인구에도 회자(膾炙)되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근대적 의미를 갖는 청년운동이 시작
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청년운동은 해방 이후 공
산체제 형성기에 지역사회의 청년운동단체인 북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과 연결된다. 민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청년운동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청년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운동은 1919년 3.1
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 발전한 청년운동은 1924년 4월 28일 조선청년총동맹(청총)이
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청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계열의 청년운동은 기
본적으로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영향을 받았다.
청년운동은 확산되어 1926년 중반경에는 지식인 중심의 청년운동을 극복하고 노동자, 농
민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갖는 청년운동회가 만들어졌다. 1927년 제 2년 4회 집행위원간담
회에서 반제통일전선에 입각한 청년운동 역량의 강화와 그에 따른 신조직방침을 수립한다는
방향전환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청총에서는 8월 다음과 같은 3개항을 새로운 강령으로
채택한다. 강령은 첫째, 전조선청년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둘째,
전조선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셋째, 전조선 청년대중의 공고한 조
직의 완성을 기함이었다.
또한 청총은 개체단위1)로부터 군, 부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동맹 아래 지부와 반을 두기
로 했다. 1930년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합법공간에 활동을 주력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법운동자들은 공민권 획득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통해 일제 공법
(公法)이 허용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를 먼저확보함으로써 투쟁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스로 진정한 막스주의자를 자처했다. 이에 대해 반대파들은 타락한 간

1) 독립신문은 나라(국가)-인민, 백성, 동포, 국민-자기(몸)-직무(직분) 등의 말들이 전체의 키워드인 (자
주)독립을 향해 배열되면서 의미를 형성한다. 인민 혹은 국민으로서 동원하는 기제는 바로 개인과 연
결되는 것이었으며 이 사이에 다른 매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
『문화과학』, 2003, p.2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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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배격 등을 결하면서 반발하기도 하였다.2)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강원도 양양지역에도 청년운동이 나타났다. 조선청년총동맹 양양군
청년동맹은 1927년 8월 10일 창립하였다.3) 1928년 1월 8일 양양군 청년회관 내에서 양양
면 지부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최용대 군의 사회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집행부
선거, 경과보고, 지부규약통고, 임원선거 기타 등이었다.4) 일제강점기부터 양양지역의 엘리
트인 최용대, 최용달, 최의, 김병환 등이 지역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농민조합운동, 청년운동
을 주도하였다.

일제강점기 활발했던 청년운동은 해방 이후 북한정권은 국가체제를 형

성하기 위한 핵심 세력으로 청년조직들을 공식제도로 편입되었다. 즉 북한의 청년동맹은 체
제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 중의 하나로서 청년을 체제 계승의 주체로 양성하는 동시에 통제
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었다.5)
해방 이후 각 지방에는 공산주의청년동맹(이하, 공청)을 비롯하여 해방청년동맹, 농민청년
동맹, 학생동맹, 무산청년동맹, 적색청년동맹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청년단체들이 자연발생
적으로 조직되어 분산적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10월 6일 공청준비회가 개최되었다. 김일
성은 1945년 10월 20일 공청일꾼협의회를 소집하여 공청결성의 중심이 될 ‘청년 핵심’ 양
성을 목표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중적인 단기강습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공산주의청년동맹이 확장해나갔다. 1945년 11월 민족주의와 기독교 세력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공산주의청년동맹과 여타의 청년단체 간의 대
립이 격화되면서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 공청해소를 주장하였다. 공산주의청년들 가운데 일
부는 통일전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6)
조선민주청년동맹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1945년 10월 30일이다. 김일성은 공청을
개편하여 민청을 조직하기 위해 ‘민주청년열성자대회’를 소집하였다. 민청 창립은 1946년 1
월 16-17일 양일간 개최된 북조선 민주청단체 대표자 회의에서이다. 조선민주청년동맹 북
조선위원회 상무위원장 김욱진 등 11명을 포함한 23명이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회의는
전세계 부산계급의 영수 스탈린과 조선청년총동맹에 메시지를 보낼 것을 결정하였다.7)
강원로동신문은 민청을 인민의 일꾼으로 규정하고 민주조국건설의 초석으로 간주하고 있
다. 동기사는 ‘빛나는 북조선의 제민주개혁의 승리적인 성과는 약소 민주 해방의 은인인 쏘
련의 절대적인 원조이고, 우리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위원장의 올바른 영도를 적극
받들어야 한다. 청년들이여 굳게 단결하여 조국건설에 고귀한 애국정열의 헌신성을 선택하

2) 신주백, 「일제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역사연구회회보』,1994, p. 4; “서울(경성)청년회,
조선청년엽합회, 조선청년동맹, 직영청년회, 익산청년회, 신화청년회, 무주청년회 […],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총연합회는 조선청년총동맹을 조직한다는 선언서 발표, 계급적 대단결, 청년운동통일, 대중본
위, 조선민중해방운동[…].”(국사편찬위원회, 일본외무성기록, 문서철명,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
雜件)-선인(鮮人)의 부(部)-재상해지방(在上海地方)5,> 문서번호, <기밀 제 80호>, 문서제목, 「조선청
년동맹조직에 관한 건」, 참고).
3) 『중외일보』, 「양양군 청년동맹, 제회 위원회」, 1927년 8월 17일.
4) 『동아일보』, 「양양면 청년회지부설립」,1928년 1월 18일. 최용대는 공산체제하에서 양양고급중학교 교
장을 지내다가 원산농업전문학교 학장으로 부임하였다, 최용달은 일제강점기 농민조합활동을 주도했
고, 북한정권의 사법국장으로 북한의 헌법을 기초하였다. 최욱(최의)는 일본 유학과정에서 무산자활동
을 하고 돌아온 인물이었다. 김병환은 양양군농민조합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이세진, 「해방 이
후 속초, 양양 지역의 사회상황과 소군정 정책」, 『한중인문학』, 2020, p.347.참고).
5) 곽채원, 「북한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 연구(1946-1948)」, 『현대북한연구』17권 3호, 2014, p.8.
6) 김광운,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한국사학보』 제11호, 2001, p. 327.
7) 김종수, 「북한초기 청년동맹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연구」, 『평화연구』제15권 1호, 200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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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고 강조하였다.8)
김일성의 입장에서 북한체제를 정초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난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다. 근대적 의미의 청년은 개념적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사명,
목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김일성 정권하에서 이들의 열정은 공산체제 형성에 희
생 홍위병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 글의 목적은 공산체제 형성기 청년들은 어떤 역할과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정초되었는지 살피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북한체제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이란 이름으로 14-30세의 50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최대규모의 조직이다. 북한체
제형성기의 민청문제를 이 글에서 다루려는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권력의 핵심은 무엇인가하
는 문제 때문이다. 연구범위는 1945-50년까지를 집중하여 볼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초기
청년에 기댄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의의이다.
청년에 대한 기존연구성과는 곽채원 「북한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 연구(1946-1948)」,
김종수 「북한 초기 청년동맹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연구」, 김광운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통일전선」 , 신주백 「일제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단행본으로는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 민주주의 민족전선 『해방조선』1,2권, 김성수 『북한역사의 이해』 등이
있다. 사료로는 『강원로동신문』,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자료집 등을 참고할 것이
다.

2. 청년의 의미와 근대적 청년운동
우리 역사에서 청년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간단하게 청년이라는 용어를 언
제부터 사용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제, 청년 등의 표현이 나온다. 세
종실록에는 청년을 자제(子弟)로 표현했다.9) 연산군일기의 어제시(御製詩)에는 청년이란 표
현이 등장한다.10)광해군일기에도 청년이라는 말은 나온다.11) 청년이라는 말 자체는 일찍부
터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대적인 의미를 갖는 청년은 1905년 애국계몽운동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이후 국망(國亡)의 위기 의식 속에서 조선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은 근대국가와
각성된 개인들 즉 국민이었다. 즉 조선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근대국가를 건설
하기 위해 조선의 민중은 헌신적이며 각성된 개인인 근대화된 국민으로 거듭나야 했다.12)
그중에서도 청년은 근대국가의 핵심 세력이었다.
1907년 위기 상황에 직면한 조선은 국가의 역할 및 각성된 개인과 청년을 요구하고 있
다. “청년들은 총명하고 영특해서 연마하고 수양할 것이니 학업이 흥기하게 되어 몇 년 걸
리지 않아서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은 오직 어떻게 장려하고 이끌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유념해
서 스스로 깊이 반성하게 하여 쏠리듯이 따르게 하면 […] 수많은 인재가 양성될 것이니,
8) 『강원로동신문』, 「모범적인 민청 일꾼들의 활약상」, 1947년 11월 10일.
9)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濟州子弟文忠德、高得宗等上言。(“제주 청년 문충덕, 고득종 등이
아뢰기”)
10)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1월 15일: 功名身後盡空虛, 不似平時樂醉舒。 一作靑年黃壤客, 難回於
世恨何如?(“공명도 죽은 후에 다 헛것이니 평시에 음악과 술 취하며 편히 지냄만 못하여라, 한 번 청
년으로서 황토에 묻힌 손이 되면 이 세상 돌아오기 어려우니 한한들 무엇하리)
11) 광해군일기[중초본] 1권, 광해 즉위년 2월 21일: 光海君, 靑年英發 臣民服從, 宜令其選帶忠義陪臣。
(“광해군은 청년으로 기국이 영특하여 신민(臣民)들이 모두 복종하고 있으니”)
12)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2003,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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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혁신할 기초가 되는 근간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아무리 어리석어서 글
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이 말을 들으면 또한 스스로 깊이 반성하여 두려워하고 노력해서
각자가 나라와 자신을 위한 계책에 분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직과 외직의 주
임관과 판임관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면 가려 의망(擬望)할 수 없는 것을 정식(定式)
으로 삼도록 학부로 하여금 원소(原疏) 내용을 포함시켜 말을 잘 만들어 경사 및 각 해부
(該府), 해군(該郡), 해방(該坊), 해곡(該曲)에 포유(布諭)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방향을
알아서 지향하는 바가 있게 하겠다.”13)
이러한 대한제국의 구상은 일제의 침략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
제강점기 청년운동은 1924년 4월 조선청년총동맹(이하 청총)의 결성으로 비롯되었다. 이
시기 청년운동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동 시기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의 미약한 발
전으로 노동자계급의 형성 부진하고 봉건적 잔재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제반봉건의
역사적 과제를 학생, 지식인 중심의 청년층이 담당함으로써 청년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주
역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청년단체는 지역유지에 의해 주도되어 청년운동은 부
르주아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으며 문화계몽운동을 지향하였다. 1920년 중반 이후 청년운
동 안에 혼제되어 있던 부르주아민족주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청년운동은 운동의 발전과정
에서 분화되었고 후자가 청년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전위운동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노동, 농민운동은 본격화되지 않은 이 시기에 청년운동은 선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14)
참고로 국내에서 사회주의는 1920년경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전파엔는 1920
년에 창간된 『개벽(開闢)』, 『공제(共濟)』 등 잡지와 『동아일보』 등 신문이 많은 역할
을 하였다. 국내에서 사회주의는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하여 1922-3년이 되면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조로 부각되었다. 이와같이 사회주의가 영향력을 갖게 된
데에는 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신사조에 의해 각성되어가던 한국인에게 일제의 민족적 억
압과 참담한 농민의 실정에 대한 해결 출구로 사회주의가 일종의 광명처럼 비쳐졌기 때문이
었을 것이다. 사회주의가 민족운동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기대를 갖게 한 데에는 미국에 대
한 배신감도 작용하였다. 또한 파리회의와 워싱턴회의는 강자와 강자간의 세력균형을 약정
한 것이었고, 약소민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그 반면 워싱턴회의보다 약간 늦
게 1922년 1,2월에 소련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는 워싱턴회의에서 동양 제민족을
계속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의 음모가 폭로되고, 공산주의자는 중국과 조선의 모든 민족적
혁명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워싱턴회의 후 부르조아지는 다수가 독립운동을 포기하
거나, 독립을 먼 후일로 미루고 문화운동 곧 실력양성운동을 벌였고, 민족주의자의 일부와
청년 학생들은 사회주의운동에 합류하였다. 1922년 사회주의들과 부르주아지 또는 개량주

13)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1월 15일(양력, 1907): […]則靑年聰俊, 磨礪修鍊, 興起學業, 不幾年, 敎
育之效, 必彬彬然大著矣。(“청년들은 총명하고 영특해서 연마하고 수양할 것이니 학업이 흥기하게 되
어 몇 년 걸리지 않아서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 […] 發達之術, 惟在勸導
之如何。 使之惕念猛省, 靡然從之, 則十年而佇見免罝作成, 濟濟楨榦, 國家維新之基, 實於斯在矣。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떻게 장려하고 이끌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유념해서 스스로 깊이 반성하게 하여 쏠리듯이 따르게 하면 10년이면 토끼가 그물에 걸리는
것을 서서 바라볼 수 있듯이 수많은 인재가 양성될 것이니, 나라를 혁신할 기초가 되는 근간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雖蚩愚不解文字者, 耳其說, 亦將猛省而惕勸, 各自奮勵於爲國爲身之計
矣。 且自今內外奏判任官, 非學校卒業人, 毋得差擬, 著爲定式事, 令學部, 竝原疏措辭, 布諭於都下及
各該府郡坊曲, 令民知方有所趨嚮。"
14) 오미일, 「한국청운동에 대한 종합적 조명」,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5,pp.365-366.

- 261 -

의자 간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15)
청년운동은 1927년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1927년 민족통일전선의 형태로 신간회가
출현 조선청년총동맹도 시대적 요청 부흥하고자 조직체계와 강령 및 운동방침을 새롭게 하
였다. 정우회가 종래의 부분적 경제투쟁으로부터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운동방향을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해체하게 되자, 청총도 그 영향을 받아 1927년 8월에 정치행동을 시인하는
동시에 조직체를 정비해나갔다. 지방청년단체는 조직체의 변경 아래 중앙과 동일강령을 내
걸고 속속 청연동맹으로 개조 또는 새로운 청년동맹을 조직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었다.
청년동맹은 다시 면에 지부, 리에 반을 설치하는 동시에 전북, 전남, 경남, 황해, 평남, 평
북, 강원, 함북에 도 연맹을 설치하여 운동상의 협의기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청년총동맹은 1931년 후반부터 쇠퇴하고, 지방조직은 저마다 해소결의를 하
여 해체되고 말았다. 해체 뒤에 지방조직원들은 적색노조 및 적색농민운동 속으로 들어갔
다.16) 이러한 내용은 일제의 기록에도 나온다.
김순만은 1933년 6월 12일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사건 검거의 건에서도 보인다. 조
선청년총동맹원이었던 김순만, 김기범, 최의준은 신변구속되었다. 신변구속한 사건을 경성지
방법원에 송치한다. 이들은 소화 6년 1월 말 비밀회합을 가지고 일본제국을 기반(羈絆) 이
탈(離脫)하고,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 사유재산제도의 변혁을 위한 실행방법
을 서로 모의했고, (강원도)철원경찰서는 이들을 검거 취조하였다.17) 1934년 7월에 김순만
외 8명은 1931년 강원도에서 적색농민조합과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려 한 혐의로 검거되었
다.18)
앞에서 보았듯이 강원도 양양의 최용대, 오일영(오룡영)은 양양지역의 청년운동을 주도했
던 인물들이다. “조선청년총동맹 양양군청년동맹은 지난 10일에 창립한 것은 현보(現報)한
바어니와 대회 개회 후 의석에서 제1회 집행위원를 구성하고 8월 15일 임시대회를 개최할
것을 정하고 각 부장과 위원을 선거하였는데 씨 명은 다음과 같다. 서무부장 김두선, 교양
부장 최용대 00부장 오일영[…].”19) 오일영과 최용대는 김병환, 최욱, 최용달 등과 함께 후
일 양양군 농민조합의 핵심 인물들이었다.20)
1930년대 말 이후 태평양전쟁 이후 청년운동은 다시 전체 운동의 전면으로 부상한다. 해
방 후 청년운동계가 임정지지세력대 인공반대세력으로 분리되면서 인공지지세력은 1945년
12월 조선청년총동맹으로 결집하였다.21)
다음 장에서는 공산체제 하에서의 청년동맹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5) 서중석,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 『아시아문화』 제7호,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1, p. 18.
16) 김창순, 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청계연구소, 1986, pp.146-7, 160.
17) 국사편찬위원회,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사건 검거의 건」, 문서번호(강고비(江高秘) 제160호)사
상에 관한 정보철(情報綴)2, 1933년 6월 12일.
18) 국사편찬위원회, 「김만권 외 8명(치안유지법 위반)」,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기록해제 자료, 기록
호(1934형 1516), 보관번호 57-3-2, 1934년 7월 20일: 김만권 철원 청년동맹, 정의식 전 조선청년동
맹, 전 강원청년연맹 서무부장, 박용준 전철원청년동맹집행위원장, 안종호 전조선청년총동맹원, 정지
현 전 조선청년총동맹원, 조용구 전 철원청년동맹원, 임시배, 전 조선청년총동맹원
19) 『중외일보』, 위의 기사, 1927년 8월 17일.
20) 이세진, 「일제강점기 양양농민조합의 혁명화와 그 배경」, 『한중인문학』, 2020, p.3.
21) 오미일, 위의 글,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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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동맹을 통한 공산체제의 기반 구축
공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상호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의 아이디어 차
원이 지방에서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북한체제는 군중을 인민화로, 구체제의 지
역행정을 공산체제에 적합한 행정체제로, 구시대의 엘리트로부토 새로운 엘리트로 변화시켜
야 했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다. 그 세력은
바로 젊은 피를 가진 30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토대와 체제형성의
근간을 청년동맹에서 찾고 있었다. 지역의 청년조직들이 해방 이후의 북한체제 하에서 체제
의 근간을 이루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활동이 일제강점기, 소련군정기, 김일성 집
권 초기, 지역사회에서 대중조직으로 본격화되었다. 1946년 이후 청년조직이 민청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지역사회도 조직화되어 나갔다.
1920년대 조선청년총동맹은 코민테른을 통한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영향을 받았다.22) 이
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 직전 북한지역에는 공산주의 색체를 띤 소규모의 청년단
체들이 존재했다.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속초, 양양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적극적
검거 정책하에서 지하에서 결성되었던 청년단체들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못했으며, 조직
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특히 속초 양양지역에서는 청년동맹의 활동이 적색농민조합운동으
로 이어졌지만 김병환, 오룡영 등 지도부가 대거 검거23)되면서 양양군농민조합은 괴멸수준
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을의 평조합원들은 그대로 훈방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조직적인 네
트워크를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재확산될 가능성은 늘 있었다. 이렇게 양양농민조합
의 혁명화에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함경도 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이었다. 양양농민조합의 혁
명화된 이유는 공산화된 지역 엘리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함경도와의 지리적
인접,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 잦은 왕래, 사상의 해방구였던 만주와 소련지역으
로부터의 사회주의사상 전파 때문이었다.24)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소련군정이 들어서면서 북한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토양 위에 해방 직후 전개된 청년들의 반파시즘적 연합
정책의 연장이었다. 공산주의적 청년조직을 근로청년의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했
던 1936년 3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 회의의 결정은 코민테른 해체 후에도 유지되어
소비에트화 과정이 전개되던 동구 유럽 국가들과 북한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북한내 대중적
청년단체의 결성 임무는 김일성 및 그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입국한 빨치산 그룹, 그리고 동
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으로 국내에 파견되었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했다.
김일성과 함께 입북한 반일빨치산 그룹 중 일부는 청년조직 준비를 목적으로 각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대중적 청년단체의 결성 준비는 북한 내 당 조직 작업이 공식적으로 토의될 무
렵인 1945년 10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민청 준비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단일한
22)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청년운동은 1917년 4월 구 소련의 페트로그라드에서 페체르고-푸낱두크구사회
주의(區社會主義)노동자청연동맹 때부터 조직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국제청년운동은 1920년 11
월 콤소몰의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산청년동맹에 의해 1943년 5월까지 지도되었다. 이 사이에 국제공
산청년동맹에서는 청년운동에 관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한국의 청년운동에서도 제기되었던 쟁점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운동에서 청년의 역할 및 임무와 관련하여 당과 청년조직의 관계, 둘째,
청년층의 대중조직을 독자적으로 결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노동, 농민조합의 청년부로 편재시켜야 하
는가의 문제, 셋째, 여성청년운동에서 성별조직 여부 등이 있었다.(신주백, 위의 글, p.4)
23) 『동아일보』, 「양양농민조합 오용수 등 44명 불일(不日)간 공판에 회부 농민계급에 적화(赤化)교양」,
1934년 4월 1일.
24) 이세진, 위의 글,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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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청년단체의 결정이라는 목표는, 당의 전위로서 공산주의 청년조직을 지향했던 일부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1920년대로부터 코민테른과의 연계하에 공산주의
운동을 지속해오던 박헌영, 오기섭 등 토착공산주의자들은 투옥과 피신 등으로 인해 1930
년대 중반 소련과의 연계가 단절되었고, 이에 따라 변화된 소련의 국제 공산주의 정책에 대
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소군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지지 못했
다.
소군정의 지시를 따르던 김일성 및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립 및
조직 작업과 병행해 공산주의청년동맹(공청)을 단일한 대중적 청년단체로 개편할 것을 강력
히 추진하였다. 따라서 1945년 11월 15일 분국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공청을 북조선
민주청년연맹(이하 민청)으로 개편할 것이 논의 되었다. 12월 분국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
에서 공청을 민청으로 개조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11월 23일 방생
한 신의주 학생 사건은 소부르주아 계층이 다수였던 학생층의 구성을 노동자 빈농층으로 변
화시킬 구실이 되었다. 곧이어 12월 학생동맹을 민청에 통합할 것이 김일성에 의해 제기되
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6년 1월 16일 평양에서 개최된 민주주의청년단체 대표자회의
에서 조선민주청년북조선위원회가 결성되었다.25)
김일성은 청년단체를 이용하여 북한 인민을 각성시켜 체제형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우
선 자신의 권력을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의 연장선에서 민족
의 반역자와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인민 대중이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직접적인 이
유는 1945년 11월에 창당한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때문이었다. 조선민주당은 50만 명의 당
원을 확보한 최대의 정당이었다. 김일성은 혁명의 성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
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을 묶어 세우며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는데 돌려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통일전선의 형성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조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것이었다.26)
또한 김일성은 권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산체제에서 열외된 사람들도 인민 대중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해방 후 3년 동안에 자기의 정권
을 조직하고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직접 체험한 북조선인민들에게서 쟁취한 권리를 빼앗아낼
어떠한 힘이든지 없습니다. 문제는 로동자나 농민이나 녀성들이나 청년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기업인 수공업자 및 종교가들 할 것 없이 조선인 각계 각층에게 다 관
계되는 문제입니다.”27)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은 더 많은 대중조직을 전취하기 위
해 민족의 반역자와 친일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인민을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사회인 속초, 양양, 인제 지역에도 나타났다. 민청을 경험한 지역의
사람들의 구술은 다음과 같다. 구술자들이 민청 경험은 공산주의 활동이 왕성했던 양양지역
이다. 북한정권 초기부터 말단 지방의 주민들은 농민동맹, 청년동맹, 여성동맹에 소속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소년단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연령에 해당되면 (민청조직에) 다여(모두 포함) […] 민청 민주청년동맹 다 대단하고, 여성동

25) 곽채원, 「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 배경 연구: 소련의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2015, pp. 28-29.
26) 김종수, 위의 글, p.26.
27) 국사편찬위원회, 「김일성 장군의 연설」, 194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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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대단하구, 그 사람들 사회단체들 여기처럼 시시하지 않아, 뭘 한다하면 아주 열성적으로
나서야 돼, 거기 (뒤)떨어질라 그리면 반동분자 소리 듣는데, 죽어도 같이 대들어야지. […]
손가락질 받으면 사상범죄로 몰리면 아오지 탄광 가야 돼, 아오지 탄광 가면 죽어야 돼.
[…] 민청하고 여성동맹은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 그거는 조국보위훈련이구 가덜은 조
국보위훈련을 군사훈련하고 똑같애 지금 대한민국 국군하는 거보다 낫어, 국군(군사훈련)하
는 거보고 ‘저거’(형편없다) 우리 이랬어. (훈련 내용은)보병 군사훈련이여. […] 사격, 나중
에 사격까정 했어. (전쟁 발발한다는 사실) 알았어요. 내가 호(참호)파구. […] 가덜

훈련시

키는 기 우리나라라고 안 하고, 조국이라구 그래, 조국을 위해서 하나가 남을 때가지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우다 죽으면 영광이라 그래 […] (민청군사훈련)한 달에 몇 번이여, 어떤
때는 일주일에 매일 밤마다 나갈 때도 있구, 주로 밤으로 훈련이 그렇게 많지, 그리고 하루
건네 민청회의가 있어. 맨날 회의해야 돼. 노동당원은 더하단 말이여, 당 회의해야지, 세포회
의 해야지. […] 회의가 참 많았어, 만날 회의여.28)
조금 안다는 사람이 민청위원장이구 여성동맹 위원장하고, 그담에, 뭔 느무(뭔 놈의) 하여간
동맹이란 동맹은 별노무(별의별, 갖가지) 동맹이 다 있어, 동맹이 하여간 있어. 그거는 그 사
람들 누구누구를 시키는 기(것이) 좋겠다, 그래야지만 선거라는 거는, 선거라는 거, 뭐 해봤
나, 그렇게 시캔 거 같애, 난 참가 안 할 사람이니 날 부르지도 않더군, 그 대신 나는 지금
어떻게 움적거리나(움직이는가), 날(나를) 시찰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더구만. […] 청년은 어
떤 부락이든 청년은 무조건 (야간보초)안 스면(안 서면) 안돼, 누구누구 채래다(차례다), 그
리문(그러면) 서야 돼.29)

해방 이후 당시 속초, 양양지역의 민청에 가입되는 연령은 대략 10세 중후반 중학생부터
26세 정도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30) 결혼한 사람들은 주로 농민농맹에서 역할을 했고, 미
혼자들이 주로 민청조직에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민청규약은 지역사회에서
도 지켜지고 있었다. 민청조직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큰
틀의 규약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려주고 지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
도록 하였다. 매일 열리는 민청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토의하고 해결해 나갔다.
<북조선민주청년동맹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본동맹은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이라고 칭한다.
제2조 본동맹은 북조선의 광범한 선봉적 민주청년들을 00대열 내에 단결시키는 대중적 사회
단체이다.

28) 구술자 정0화, 김0철, 2010년 5월 3일, 양양 자택.
29) 구술자 박영식, 2010년 5월 3일, 조양동 자택.
30) 청년동맹의 가입연령은 초기(청년동맹 3차 대회, 1948년)에는 만 16세-26세, 4차 대회(1956년)에는
14-28세, 5차 대회(1964년)부터 현재까지 14-30세로 바뀌었다.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정치문화교양
부, 『동맹강령 및 규약해설』(평양: 청년생활사), 194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 284; 『조선민주청년
동맹 제4차 대회 문헌집』(평양, 민주청년사, 1956);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규약”『로동신문』,
1964년 5월 17일. 중국의 공산주의청년단의 가입 연령은 만 14-28세이다. 전체 청년 인구의 18%인
약 5,600만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구소련의 꼼소몰의 가입 연령도 만 14-28세이다. 1980년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60%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동맹이 모든 청년들을 포괄하
는 ‘조직’으로 발전한 데 반하여 중국과 구소련의 청년조직은 청년들의 ‘자원성’에 기초하여 가입, 활
동한 점이 차이이다.(최대석, 김종수, 「북한 권력승계 시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2006, p. 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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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동맹의 강행 규약을 승인하고 동맹의 일정한 조직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며 동맹
의 결정에 복종하는 만 16세 이상 26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동맹대열 내에 가입한 자는 맹
원으로 인정한다.
제4조 본동맹의 조직원칙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북조선과 같은 제반 민주개혁을 전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토를 보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동맹의 결정과 지시를 실행하며 동맹의 규약에 복종하여야 한다.
-자기가 속하고 있는 초급단체회의에 반드시 참가하며 맹비를 규정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8조 맹원의 권리
-동맹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12조 중앙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동맹회의 결정의 집행
2. 대회와 대회 간의 동맹사업의 지도
3. 하급민청 단위에의 지도
4. 소년사업지도31)

지역사회에서 노동력과 군사력의 자원성도 중요했지만, 청년동맹을 통한 지역의 대중조직을
북한체제와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북한체제가 염두에 둔
것은 ‘조직’적 차원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조직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민청의 맹원들은
가운데 일부를 공산당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세포 혹은 당 간부가 되었다.
또한 북한체제는 조직적 차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군중을 인민으로 각성시키는 것에도 게
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불만세력을 키워낼 수밖에 없었다. 인민으로
각성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민을 영도하는 방법까지 동원되었다. 아래의 영도방법은 조
선공산당 진남포시위원회 선전부의 사례이다. 이는 공산주의 조직상 중앙당 조직에서 지방
으로 하달된 문건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건은 영동지역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영도방법은 군중 가운데서 와서 군중 가운데로 가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실제 공작
을 정확하게 영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군중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고기서 찾아낸 방
법은 반드시 군중 속으로 침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분산이며 계통이 없는 군중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연구하여 계통이 있는 집중된 의견으로 만들어 또다시 군중에게 선전과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군중에게 해석하고 선전하는 끝나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군
중 자신의 의견으로 변하게 하며 따라서 군중들이 일어나 억세게 나가게 하며 실제 행동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32)

북한체제는 군중을 스스로 주인공으로 각성시키고 있다. 북한체제는 국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말단 지방 단위의 군중들에게까지 파고들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는 미조직적 상태에
머물고 있는 군중을 공산주의의 사상의 옷을 입은 인민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영도방법’제
31) , Item #77 “북조선민주청년동맹 규약(수첩)”,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9 II, 서울국립중앙도서관 전자
자료.
32) Item #27 “領導 方法”,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9 II,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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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4. 지역사회에서 청년동맹의 역할과 활동
청년동맹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민주개혁, 공산당원, 교양으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사상과
조직적 활동, 노동력, 공산주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변화된 세
상에서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새로운 세력이었다. 청년동맹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활동
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년동맹원들은 교양사업의 중심이었다. 해방 이후 북한체제가 들어서면서 동무라
는 표현은 딴 세상에 와 있음을 의미했고 그것은 동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관계를
함축하는 상호 간 호칭이었다. 이는 단순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존의 전통 관념과 사고방식에 결박된 그들은 갑작스런
시대 변화에 적응할 유연성이 부족하였다. 기존 전통에 결박된 노인층은 새로운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의 체득에 한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역량을
소유하지도 못했다. 1946년 말 인민위원회선거 선전사업에 착수한 평안북도 선천군 학생들
은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도 인제군 농민동맹위원장 이
종명도 농민들의 교양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바로 “늙은이들”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학습 이
해력이 낮은 데다 많은 과오를 범하는 층도 그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33)
급변의 시대에 두각을 나타낸 이들은 청년층이었다. 북한체제하에서 청년층은 민청 맹원
이 된다. 민청은 민주주의 학교였다. 도시에서 농촌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강연회, 독습회,
야학, 음악회, 웅변대회 등 개최하여 항성 청년의 교양에 힘썼다. 그리하여 젊은 청년의 정
의감을 고무시켰으며, 민주주의 병사로서 이론의 무장을 강화시켰다. 민청원은 언제나 인민
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분투 협력한다. 민청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이앙, 제초, 벼갈
이 등의 작업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맹원을 동원하였고 또 장래에도 그렇게 할 것을 게획
하고 있다. 수재와 그대로 방치해 두어 못쓰게 된 도로를 복구하는 것은 긴급한 요망이므로
민청원이 대량으로 출동하여 도처에서 도로수리에 종사하고 있다.34)
민청원들은 사상적인 면에서도 개혁의 진보성을 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직한 품행은 대
단히 모범적이었다. 민청은 노동력의 자원으로, 인민대중조직으로, 교양적으로도 북한체제의
초석이 되어줄 믿음직스러운 일꾼이었다.
둘째, 청년동맹원들은 당원으로서 간부가 되었다. 청년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간부로
진출하는 현상은 일반적이었다. 해방 후 첫 선거인 1946년 11월 3일의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선거를 통해 인민위원이 된 26세 이하의 청년수가 590명에 달했다. 전체 도시,
시, 군 인민위원회 4,459명의 약 17%에 달하는 점유율이었다. 1947년 면, 리 인미위원까지
더한 전체 청년위원 점유율은 그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인민위원 70,444명 가운데 26세
이하 청년들의 비중이 약 41.9%(29,500명)에 달했다. 1949년에는 34세 이하의 간부직원이
85.2%에 달했다.
청년들의 활동은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기구보다 당 기구에서 두드러졌다. 1947년 2
월 현재 전체 노동당원들 중 26세 이하 민청원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고 지적한 북
로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당원들의 평균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노년층 당원
33)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pp.516-518.
34) 민주주의 민족전선 편집, 『해방조선Ⅰ』, 과학과 세상, 1988,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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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지장을 준 데다, 당 사업이 연련분포는 그러한 당
중앙의 정책이 결실을 이끌어냈음을 보여준다. 1947년 말 45.1%에 달한 26세 이하 청년당
원들의 비중이 1949년 1월 현재 33.7%로 감소했다.
<1948년 6월 현재 북로당 강원도 인제군당 당원 연령분포>
당원연령
당원비율

~26세
36.6

27-30세
16.4

31-40세
32.6

41세~
14.4

계
100

26세 이하 민천원이 전 당원의 36.6%, 청년당원의 범주에 속한 30세 이하 당원비중이
53%에 달하고 있다.35) 이러한 청년들의 당원진출은 비단 다른 도, 시, 군 및 인제군의 현
상만은 아니었다. 인제군의 인접지역인 속초, 양양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
로 보인다. 당시 리인민위원장이었던 최형근 옹은 당시 자신도 30대의 젊은 나이에 되었다
고 한다. 구시대의 지역의 유지가들은 마을의 의사결정권으로부터 한발 물러섰다. 당원의
핵심세력인 세포는 대체로 빈농출신의 젊은 세대들이 담당하였다.
셋째, 청년동맹은 지역의 현물세 납부에 동원되었다. 『강원로동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
사가 보인다.
금년 (강원도)평강군 농민들이 10월 현물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평강군 민청을 중심으로
한 군내 전체 농민 청년들의 애국적 활동은 바야흐로 전인민들의 찬양을 받고 있다. 그들은
조기작물현물세 선납운동에서 강원도 제2착이란 빛나는 영예의 기록을 가졌던 것인데, 이
혁혁한 승리를 획득한 평강군 농민 청년들의 고상한 투쟁을 다음에 간단히 소개한다. 농민청
년들의 민청조직이 철통같이 단결하여 우량품을 기한 전에 납부하는 데 주동이 되었다. 평강
군 농민들도 함께 열렬히 호응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까와 같이 만기작물현물납 협
조과업을 지난 9월 8일 제 20차 군민청상무위원회에서 결정 토의하였다. 각급초급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영도하며 반등시키기 위하여 간부들은 각 초급단체에 관여하여 집중적인 중심사
업을 전개할 것. 선납운동에 애국열을 심취시키 위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념을 보강할 것과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 신속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맹원들이 선발적으로 도로를 살피며
우마차 동원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확보할 것. 기한 전 선납을 위하여 돌격대에 운반반, 감
시반, 여성맹원의 위안반 등을 조직할 것. 면밀한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9명의 군(郡)간부
가 전체 동원되어 각 면을 담당하였고 면에서 또한 각 초급단체를 3,4개씩 분담하여 협조하
였다. 돌격대 각반에는 장을 정하고 반장은 자기 반원을 통솔하여 맡은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여성맹원들은 위안반으로 선현물세납부장에 현물세가를 가져온 농민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며 위안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초급단체 맹원들은 집안 일에
열심히하였다.36)

북한체제는 민청 청년들을 동원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의 조기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현물
세37) 납부는 민청 청년들이 마치 전시 작전을 방불케하는 사전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5) 김재웅, 위의 책, pp. 520-521.
36) 『강원로동신문』, 「만기현세부조선제2착의 승리를 보장한 평강군 민청원들의 활약」, 1947년 11월 5
일.
37) 리인민위원장이었던 최형근 옹에 따르면 현물세는 다음과 같다. 전답에서 나온 곡식은 물론이고 조
나 수수 같은 것, 밭고랑에 간작한 것, 감나무, 밤나무, 집안의 과실수도 수량을 파악하여 현물세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현물세 납부에는 마을의 젊은 청년이 중심이 돼 모든 사람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구술자 최형근(리인민위원장), 2010년 2월 2일,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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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의 맹원은 여러 반으로 나뉘어 군대의 돌격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여성맹원들은 과
업을 완수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위안반이라 하여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다. 민청이 지방사회
에서 역할 중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물세 선납’이었다.
또한 민청은 직장에서도 직맹의 형태로 조직되었다. “국영원산유지화학공장 직맹에서는
이미 이 사업(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전선, 해설 등 모든 준비를 하여 오던바 지난 4일 오
후 5시 반부터 동공장 회의실에서 제26차 직맹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와 위원선거를 거
행하였다.”38) 직장 내 민청이든 지역사회의 민청이든 각종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 청년조직
은 인민들의 선거독려와 승리를 위한 전선과 해설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평강군과 원산유지화학공장만의 현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같은 지역에 있
었던 속초 양양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은 있었다. 리인민위원자을 지냈던 최형근 옹의
경우 현물세 납부에 인민위원장, 각 동맹들, 세포들까지 회의를 거듭하고 총동원되었다고
한다.
넷째, 민청 회의록에 나타난 민청의 역할을 보기로 한다. 이 자료는 양양군의 인접지역인
인제의 사료이다. 자료는 <북조선 로동당 강원도 인제군 민청 당조 제17차 회의록>이다.
참가인원은 대략 맹원 5-6명, 의장 1명 서기 1명 정도가 참가한다. 회의 내용은 “군 민청
당조 사업 강화에 대하야, 민청 교양 사업 강화에 대하야, 체육 문화 사업 강화에 대하야,
교육사업 정형에 대한 군당 결정 집행에 대하야, 고공품 생산 계획에 대하야”이다. 이들 가
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군 민청 당조사업 강화에 대한 토의 내용은 38선 접근 초급 사업에 관심을 돌릴
것, 청년들이 수시로사상 침투를 전개하야 반동분자에 대한 각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산
애호 및 반동파와의 투쟁심을 앙양하도록 교양사업의 강화를 할 책임을 김태흥 동무에게 맡
긴다.
다음으로 민청 교양사업 강화에 대한 토의 내용은 이동 강습회를 제 때에 정상적으로 가
지지 못하였으며 독보회 강사들의 수준이 얕다. 선전원이 미약하다. 선전부 일꾼이 오랫동
안 결원되었다. 독보회 경쟁조직을 통하여 이 사업을 발동시켜야 한다. 이 토론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보회 강사를 검투하고 우수한 맹원을 출장할 것, 군면 간부 강습회
를 1개월 1회씩 할 것, 남면(인제군) 민청 사업이 잘된다고 나태하지 말고 수시로 검열하고
지도할 것, 반동분자와 결결히 투쟁할 수 있게 정치 교양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질 것 등이
다.39) 이 자료는 속초 양양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의 민청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민청은 군민청 당조사업강화와 민청 교양사업강화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대체로 당사업과 교양사업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
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해방 이후 북한체제 형성기 영동지역 청년동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년동맹의 기원을 갖는 일제시기의 청년활동도 살펴보았다. 1924년 조선청총동맹이 결성
되었지만 부으아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청년운동이
전체 청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 강원도 양양지역에서도 최용대를 중심으로 양양군청
년운동이 창립되었다.
38) 『강원로동신문』, 「맹원의 총의로 선거-원산유지화학공장」, 1947년 11월 15일.
3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Ⅳ: 조선노동당 자료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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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38선 이북은 공산치하에 놓이면서 시대의 변혁을 맞이하였다. 공산체제 형성기
소련군정과 김일성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체제의 힘이 되어줄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와 김일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정열을 가진 집단이어
야 했다. 그것을 바로 젊은 피를 가진 30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토대와 체제형성의 근간을 청년동맹에서 찾고 있었다. 김일성은 청
년단체를 이용하여 북한 인민을 각성시켜 체제형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우선 자신의 권력
을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의 연장선에서 민족의 반역자와 친
일파를 제외한 모든 인민 대중이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직접적인 이유는 1945년
11월에 창당한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때문이었다. 조선민주당은 50만 명의 당원을 확보한
최대의 정당이었다. 김일성은 혁명의 성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을 묶어 세우며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는데 돌려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통일전선의 형성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
조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사회인 속초, 양양, 인제 지역에도 나타났다. 해방 이후 당시 속초,
양양지역의 민청에 가입되는 연령은 대략 10세 중후반 중학생부터 26세 정도까지였던 것으
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노동력과 군사력의 자원성도 중요했지만, 청년동맹을 통한 지역의
대중조직을 북한체제와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북한체제가
염두에 둔 것은 ‘조직’적 차원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조직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민청의
맹원들은 가운데 일부를 공산당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세포 혹은 당 간부가
되었다.
청년동맹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민주개혁, 공산당원, 교양으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사상과
조직적 활동, 노동력, 공산주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변화된 세
상에서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새로운 세력이었다. 첫째, 청년동맹원들은 교양사업의 중심이
었다. 둘째, 청년동맹원들은 당원으로서 간부가 되었다. 셋째, 청년동맹은 지역의 현물세 납
부에 동원되었다. 넷째, 민청 회의록에 나타난 민청의 역할은 군 민청 당조 사업 강화, 민청
교양 사업 강화, 체육 문화 사업 강화, 교육사업 정형에 대한 군당 결정 집행, 고공품 생산
계획 등에 대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체제는 민청의 젊은 청년들을 이용하여 체제가 요구했던 군중에서 각성된
근대적 인민으로, 미조직적 대중을 조직적 인민대중적 조직으로 만들어 북한체제의 근간을
정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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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50년 북한체제의 영동지역 청년동맹｣에 대한 토론문
허대영(한국한중앙연구원 태학사 과정)
이세진 선생님의 발표 ‘1945-1950년 북한체제의 영동지역 청년동맹’은 양양·속초 등 지역
청년동맹의 활동을 통해 당시 동맹조직을 매개로 한 북한체제의 조직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 글입니다. 발표문에서는 지역신문, 관련 문서 등의 자료를 비롯하여 구술자료를 활용하
여 양양지역 동맹조직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또한 근대적 청년운동의 흐름
속에서 영동지역 청년동맹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발표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다만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본문 2장은 ‘청년의 의미와 근대적 청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서 조선시
대부터 대한제국시기까지 청년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검토한 후 대한제국기 이후 일제시기까
지의 청년운동의 전개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청년이나 청년운동을 정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며, 시기와 연구자에 따라 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발표
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생각하는
청년과 청년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보충하여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문 2장에서 대한제국
시기 “각성된 개인”, “근대화된 국민”을 필요로 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이때에 주목된 계층을 청년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제시한 민영휘의 상소는 인재선발에 있
어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을 요청하여, 교육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 시기 학교교육을 받은 계층을 근대적인 청년
의 시작으로 보시는 것인지, 혹은 이러한 교육제도 자체를 청년운동의 시발로서 인식하는
것인지 관련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체제에서 청년조직이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이며, 김일성 역시 자신의 권력
의 토대와 근간을 청년동맹에서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일성이 의도적으로
청년동맹을 활용하여 대중을 조직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청년동맹은 결국 최종적
으로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30대 이하 남녀 모두가 통합되긴 합니다만, 45-50년 당시 민
청 조직의 청년은 농민, 여성과 구분된 16-26세 미혼인 남성만을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김일성은 대중의 조직화를 위해서 청년의 개념을 확장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발표문의 제목은 시기적으로 그리
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를 다룰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청년의 개념에서부터 근대적 청년운동의 전개과정까지 총체적인 차원에서 청년운동을 다루
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근대적 청년운동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영동지역의 청년운
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제한된 분량 속에서 영동지역 청년동맹의 활
동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풀어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머리말과 본문 2장의 내용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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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압축하고 3장과 4장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서술해주시면, 전체적
인 논지를 부각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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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 韓國에서 進行된 陶淵明 硏究史 檢討
裴圭範(華中師範大學 敎授)·池水湧(華中師範大學 敎授)
국문초록
본고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도연명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 연구의 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고는 通時的 分析과 共時的 分析을 통해 연도별 특징과 주제별 특징으로 나눠서 접근하
는 논지 전개 방식을 선택했다. 통시적 분석을 통해서는 1990년대 한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는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
했으며, 전체 261편의 논문 중 65.6%에 달하는 171편이 2000년 이후에 집중되어 발
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연명과 그의 문학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높
은 관심이 ‘현재진행형’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공시적 분석을 통해서는 대륙
의 연구 성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종합화·분석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주제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논증했다. 또한 단순 비교를 뛰어넘는 관점
으로서 ‘문학적 공통 요소에 대한 재점검’, 比較文學의 典型을 유지하되 韓國的 文學 傳
統에 기반을 둔 東亞的 文化 硏究로 확대 가능한 것, 한국에 산재한 도연명 유적과 그
문학화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등을 미래지향적 연구의 전망으로 제시해보았다.
Key Word: 陶淵明, 21世紀, 韓國, 硏究史, 通時的, 共時的.

Ⅰ. 序論
고려 중기 대표 문인 李奎報는 陶淵明의 시를 읽고 “자연에서 나온 평화로운 말들 씹을수
록 참맛이 느껴져, 시를 읽고 사람을 상상하면 천 년 동안의 높은 의리 우러르게 된다”1)고
했다. 문학을 통해 그 사람을 알고, 또 그가 꿈꾸었던 세상을 그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
로 문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지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중국문학사에서 도연명을 최고 시
인의 레벨에 놓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는 魏晉南北朝를 대표하는 시인이
자 중국 田園詩의 창시자로서 시인들이 사랑하는 시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125수에 불과한
작품을 남기고도 대대로 그런 평가를 받아온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불가사의한 매력
이 현대 도연명 연구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른바 陶學으로 일컬어지는 도연명 연구는 역
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시공을 뛰어넘어 지속되고 있다.
근대 학문으로서 도연명 연구는 그동안 중국 대륙과 홍콩, 대만을 넘어 일본과 한국에서
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陶淵明 硏究史를 검토한 논문으로는
총 3편이 있다. 모두 대륙 학자인 陳忠(1996·2003)과 許放(2020)이 발표한 논문이다. 陳忠
은 陶學 연구의 산실이 된《九江師專學報》의 主編을 1984년부터 맡아왔고, 2000年 廬山
에서 “中日學者第二屆陶淵明學術硏討會”를 개최하며《二十世紀中日韓陶淵明硏究資料索引》
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그는 우선 1954년~1995년에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정리한 뒤,2)
1) 李奎報, <讀陶潛詩>,《東國李相國集》卷14. “吾愛陶淵明, 吐語淡而粹.……平和出天然, 久嚼知醇味.……
讀詩想見人, 千載仰高義.”
2) 陳忠, 韓國四十年(1954-1995)陶淵明硏究槪說,《九江師專學報》1996年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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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대하여 2000년까지 中日韓 삼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정리했다.3) 비록 데이터 위주인
데다가 약간의 오류도 발견되지만 방대한 연구 자료를 동아시아 삼국으로까지 넓힌 점은 이
논문의 가치를 말해준다. 許放은 國家社科基金重大項目 “陶淵明文獻集成與硏究”의 일환으로
1940년대 중기~2019년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도연명 연구사를 검토했다. 陳廣宏의 시대 구
분을 따라 1940년대 중기~1970년대 말, 1980년대 초~2010년, 2011년~2019년 세 단계
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연구의 특징을 잘 정리했다.4) 특히 연구의 경향을 ‘中國風’과 ‘韓國
風’으로 나누어 설명을 시도한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즉, ‘중국풍’은 도연
명의 生平·作品·思想·影響 등 중국 학계의 관심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을, ‘한국풍’은 朝鮮半
島로의 전래 과정·高麗 文人과 朝鮮 文人의 수용과 비교 분석 등 한국적 특색을 가진 부분
을 말한다. 다만 한국 대학 내 中文學科의 설립을 기준으로 30년 단위로 시대를 구분하여
연구사 정리를 시도한 것은 기계적인 적용이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 본고의 검토
에 의하면, 박사학위논문의 연이은 등장과 2000년대의 폭발적 증가세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그가 주목한 1980년대보다는 오히려 1990년대가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의 본격적인 기점
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許放의 논의는 최근 논문답게 한국 중문
학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치밀한 분석을 갖추어 이 방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고는 그중에서도 21세기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도연명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살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방점은 ‘2000年 以後’와 ‘韓國’에 찍혀 있다.
한국 연구자들은 중국 대표 시인 중 한 명인 도연명과 그의 문학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20세기 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
본고는 通時的 분석과 共時的 분석으로 나눠 접근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정리된 한국 논문
261편을 대상으로5) 발표 연도별 특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뒤, 그 구체적인 특징을 연구
주제별로 나누어 공시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
가 갖는 특징과 미래지향적 연구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연구사에 대한 연구가 가지
는 일차적인 기능으로서 전체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된다. 참고로 논문의 구체적인 분석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2000년 이후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Ⅱ. 陶淵明 硏究의 現況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에 대한 검토는 크게 통시적·공시적 두 방면으로 나눠
서 진행하고자 한다. 즉, 역사적인 검토 방법과 주제적인 검토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연대별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전개된 연구의 세부 주제를 추적해 보는 방식
3) 陳忠, 二十世紀中日韓陶淵明硏究信息槪說,《九江師專學報》2003年4期.
4) 許放, 近七十年韓國陶淵明硏究綜述,《古典文獻硏究》第22輯上卷, 2020年1期.
5) 중국 대륙에서는 陶學이라는 학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미 질적 양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 中國智網
(www.cnki.net)에 ‘도연명’을 입력해봐도 5,266개의 논문자료가 검색된다.(2022년 3월 20일 기준) 이
를 토대로 필자가 직접 논문 목록화 작업을 한 결과, 20개의 대분류 항목와 64개의 중분류 항목에
걸쳐 총 4,000여 편의 논문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는 2022년 2월
현재 261편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의 편의를 위해 세운 논문 선정 기준은 첫째, 한국학자가 집필한 논
문. 둘째, 한국 소재 대학이나 학술저널에 게재된 논문. 셋째, 한국어로 집필된 논문 등이다. 본고에
서는 해외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도연명집 번역서를 논의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통계수
치를 산정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참고로 陳忠 선생의 조사에서는 1995년까지 75편이, 2000년까지
170편이 발표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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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 通時的 分析: 연도별 특징

통시적 분석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10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총 7단계로 구분해 보았
다. 이중 車柱環에 의해 첫 번째 논문이 나온 1951년부터 1979년까지의 3단계는 초창기로
함께 묶었고, 이후 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로 나누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연도별 논문의 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표1]과 같다.
[표1]을 보면 1951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차주환이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한 이래 1959년
까지 5편, 1969년까지 8편, 1979년까지 7편, 1989년까지 28편이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
와 갑자기 43편으로 늘더니 이를 계기로 2000년대에는 73편, 2010년대에는 98편으로 급
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으로 세분해서 살펴보자. 우선 학위
논문으로 보자면, 1980년대 이전 5편에서, 1980년에 11편, 1990년대에 11편, 2000년대에
23편, 2010년대에 21편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2000년대 이후 그 수가 급증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논문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14편에 불과하던 것이 1980
년대에 17편, 1990년대에 32편, 2000년대에 50편, 2010년대에 77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급증세가 학위논문을 앞설 정도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에서 도
연명 연구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1990년대라 할 수 있다. 1984년과 1985년 김주순과 송정
헌이 國立臺灣師範大學에서 도연명과 한국문인의 비교나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
국한 뒤 1990년대 한국에서도 崔雄赫(1991)·河祥奎(1996)·金昌煥(1999)의 박사학위논문 3
편이 연속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해방 후 40년간 31편에
불과하던 일반 논문도 1990년대에만 32편으로 급증했다. 물론 여기에는 1992년 체결된 한
중수교의 영향도 있으리라 본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면서 대륙의
다양한 연구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연구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본격적인 도
연명 연구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본고의 주 대상인 2000년대 이후를 연도별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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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도연명 연구 논문의 65.6%인 171편이 2000
년 이후에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연명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중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대륙과의 교류
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좋은 연구 환경이 마련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
만 도연명과 그의 문학이 갖는 매력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였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른바 아무리 자리가 잘 깔려도 논문거리나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논문발표로까지 이어
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표2]를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16편(일반13+석사3)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줄어들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 들어서 박사학위논문을 필두로 9편
이 발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
황에서 田園詩人으로 칭송받는 도연명과 그의 문학이 주목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친자연적, 친환경적 요소는 문명사회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섰던
과거의 예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 시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
위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도연명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발
표한 중국인 유학생은 동달(1987)·趙海波(2008)·王茜(2015)·汪翠(2021)·왕혜혜(2015)6) 등
이 있었다. 발표 연도가 동달을 제외하고 모두 2008년 이후로 최근 추세라 해도 무방하다.
언어 구사나 석사학위논문의 전반적인 질 저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직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한 학술교류의 첨병으로서 박사과정 진학 등 향후 높은 기대를
가질만 하다.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사를 검토함에 있어 학위논문, 특히 박사학위논문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연도별 학위 논문의 수를 살펴보자면, 1979년까지 석사학위논
문만 5편이던 것이 1989년까지는 박사학위논문 1편과 석사학위논문 10편으로 늘었고, 다
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박사학위논문 3편을 포함 총 11편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0년
대에 박사 2편, 석사 21편으로 급증했고, 2010년대에도 박사 3편, 석사 18편으로 그 추세
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논문과 달리 학위논문은 논문대상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세세한 부분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위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이 속칭 논문거리가 되어야만 한다. 학위논문은 수년에 걸친 정규
과정을 통해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된 긴 호흡의 연구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비 학자들이나 지도교수의 주요 관심사 또는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추세 등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게다가 박사학위논문은 자료 조사의 범위나 논지 전개의 깊이에
서 해당 분야 연구를 매조지하거나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 3편의 박사학위논문은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의
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崔雄赫(1991)의 《陶淵明 田園詩 硏究》와 하상규(1996)의
《韓國 自然詩歌에 미친 陶淵明의 影響》은 도연명의 시를 전원시로 정립했다. 또한 김창환
(1999)의 《陶淵明詩 硏究》는 《陶淵明集》版本, 生涯, 시의 내용, 表現技巧, 風格, 文學史
的 意義 등에 초점을 맞추어 2000년대 도연명 문학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대시켰다. 이들
의 연구는 2000년대 도연명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토대가 되
었다. 200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한 박사학위논문과 그 경향은 다음과 같다.
6) 이 외에도 오경의 ｢李退溪<和陶饮酒诗>二十首硏究｣(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이 있지만 중문
으로 작성이 되어 본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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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상(2002)은 《샐린저와 벨로우의 작품과 도연명의 작품 비교 연구》에서 미국작가
샐린저(J.D.Salinger)의 소설《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과 벨로우(Saul
Bellow)의 소설 《허조그(Herzog)》을 도연명의 작품과 비교했다. 그는 도연명을 전원시인
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작품을 불교와 노장사상을 공통 분모로 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이어
서 윤석우(2005)는 《飮酒詩에 나타난 中國詩人의 精神世界》에서 도연명의 飮酒詩를 李白
과 白居易의 음주시와 비교하여 그들의 시적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영숙(2012)은
《晦峯 河謙鎭의 <和陶詩>와 <首尾吟> 硏究》에서 한국문인 晦峯 河謙鎭(1870~1946)이
지은 和陶詩와 首尾吟을 검토했다. 이영숙 한반도 문인들에게 오랜 세월 애창되었던 두 시
체가 20세기 초 道學者 하겸진에게서 어떻게 재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세 논문은
도연명 연구의 초점을 비교문학적 차원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도연명 문학을 미국작가의 작품 또는 중국 내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했다. 그리고 蘇
軾에 의해 창작되기 시작한 和陶詩가 한반도 문인들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향유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중국의 화도시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7년 나온 金是晩의 《陶淵明의 隱逸詩人 典型化 비판적 硏究》와 가장 최근
인 2021년 나온 이수진의 《도연명 주요쟁점 연구》는 그간 중국 대륙에서 진행된 도연명
관련 다양한 쟁점에 관한 결집의 성격을 갖는다. 김시만의 연구는 도연명이 隱逸詩人으로서
전형화된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재논증
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도연명의 삶과 문학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즉, 은일 형상을 만들었던 요소를 史書와 도연명의 작품에서 각각 5가지씩을 추려 설명
하고, ‘오두미’ 봉록의 문제점 등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은일시인 관련 9가지 점을 고증하
여 도연명은 隱仕라기보다는 田園詩人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李受辰이 제
기한 주요 관점은 도연명의 享年에 대한 문제의식, 시 위주로 전개된 기존 연구에 반해 <閑
情賦>·<感士不遇賦>·<歸去來兮辭>의 내적인 연결망을 확인하여 도연명의 삶과 문학을 조망
하고 이를 토대로 <五柳先生傳>·<桃花源記> 이해하기, 晉·宋의 政治적 풍운 속에서 陶淵明
의 對應을 재점검하기 등이었다. 향년 고찰에서는 기존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遊斜
川>을 중심으로 <陶徵士誄>·<與子儼等疏> 등 11편의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袁行霈의
76세설을 지지 했고, 도연명의 의식 근저에 자리한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陶侃과 孟嘉에 대
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확인했으며, 辭賦와 산문의 분석을 통해 田園으로 회귀하는 도연명
의 의식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추세는 한국에서의 陶淵明 연구가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다. 이를 “개괄적인 비교와 일방적 수용 단계➞부분적 範疇化 단계➞본격적인 비교 단계➞
대륙에서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창의적 심화 단계”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주제 분류를 통해 도연명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共時的 分析: 연구 주제별 특징
앞서 언급한대로 200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은 171편으로 전체의 ⅔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에서 도연명과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증거이다. 이 장에서는 발표연도별 특징인 통시적 분석에 이어 연구 주제별 분석을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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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논문의 주제가 2000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
인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사를 검토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된 도연명에 관한 모든 연구의 주제를 나눠보면 [표3]과 같다.
[표3]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 주제 분류

대분류

편
수

Ⅰ.綜合
硏究

6

Ⅱ.生涯

10

Ⅲ.思想

19

중분류
6
1. 生涯와 주요
爭點
2. 出仕 考證
3. 家族
4. 典範化
1. 老莊
2. 儒家
3. 儒佛道
1. 詩 一般
2. 主題

Ⅳ.文學

208

3. 意象
4. 飮酒詩
5. 四言詩
6. 仕隱詩
7. 散文
8. 挽歌
9. 文學思想
10. 田園詩 및
歸園詩
11. 隱逸詩
12. 個別 作品
分析
13. 比較文學:比
較와 受容(影向)
14. 版本
15. 陶淵明 文學
에 대한 評語
16. 和陶詩

Ⅴ.美術
과 文化
Ⅵ.硏究
史

9
2

소분류

1. 美術
2. 文化

4

인간 도연명(1), 生涯의 주요 쟁점(3)

2
1
3
11 老壯사상(5), 武陵桃源(1), 생명의식(5)
2
6
시의 淵源(1), 시의 特徵(2), 表現 技巧(1), 詩的 空
7
間(1), 詩型(1), 詩語 分析(1)
유머(1), 心理分析[孤獨ㆍ葛藤ㆍ矛盾ㆍ悲哀](6), 樂
27 (1), 名(1), 가난[貧士](2), 治癒(1), 人生觀 및 出處觀
(10), 生死觀(2), 自然觀(2), 是非觀(1)
3
9
6
1
1
1
4
12
5
6

<乞食>(1), <雜詩>(2), <閑情賦>(2), <形影神>(1)

중국 작가나 작품과 비교(22),
한국 작가나 작품과 비교(67:전체12·高麗文人24·朝
96
鮮文人30·現代文人1),
기타 작가나 작품과 비교(7:日本文人2·西洋文人5)
7
6
韓國 和陶詩 全般(4), 韓國 和陶詩 作品(11:金壽恒
17 2·金時習3·申欽1·李晩秀1·田愚1·河謙鎭2·洪錫謨1), 蘇
軾 和陶詩와 比較(2)
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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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본고에서는 연구의 전체 흐름 상 크게 6가지 대항목을 설정하고, 각각 중분류와 소분류 체
제를 설정했다. 6가지 대항목으로는 綜合硏究, 生涯, 思想, 文學, 美術과 文化, 硏究史를 선정
했다. 이를 분량으로 보면, 문학(81.8%)➞사상(7.5%)➞생애(4%)➞미술과 문화(3.5%)➞종합
연구(2.4%)➞연구사(0.8%) 순이다.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겠지만 한국에서 도연명 연구라고
하면 80% 이상이 문학 연구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학과 문학 외적인
것의 발표 연도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에는 비문학과 문학의 비율이 18대 61이
던 것이 2000년 이후가 되면 28대 147로 급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2000년 이전에는 비
문학적 요소, 이를테면 생애와 관련된 논쟁이나 老莊思想, 儒佛道 혼합 사상 등 생애와 사상
에 초점을 맞추던 것이 2000년 이후가 되면 문학의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논문들이 집
중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도연명 연구가 보여주는 표면적 특징 중 하
나이다.
그럼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주제의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비문학적 주제들이다.
첫째, 종합연구. 이런 유형의 연구는 초창기 학위논문에서 볼 수 있는 구조로 실제 6편
중 5편이 석박사 학위논문이다. 2편만이 2000년 이후일 정도로 최신 풍조에는 어울리지 않
는 조금은 두리뭉실한 주제라 하겠다. 갈수록 전문화, 분업화되어 가는 학술논문의 특성상
실제 목차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더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하는 등 갈수록 외면받을 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일반논문의 경우는 거의 선택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다.
둘째, 생애. 여기엔 하위 중분류로 생애와 관련된 주요 쟁점, 출사 시기와 내용 고증, 가
족, 전범화 경향에 대한 논문이 해당된다. 생애와 관련된 주요 쟁점의 경우는 1980년대 후
반 발표된 논문으로 대륙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일부 소개하는 식으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
다. 이후 진행된 대륙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는 이를 典範化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김보경(2010)은 蘇軾에 의한 도연명의 전범화를, 노우정(2013)은 朱熹에 의
한 도연명의 전범화를, 이남종(2016)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전범화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그리고 李光哲·金是晩(2012·2013)은 도연명의 出仕 시점과 대상, 기간에 대해 대륙의
다양한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여기다 자신의 논거를 적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도 언급했지만 이수진(2021)은 생애와 관련된 대륙과 한국에서 기존에 전개된 주요 쟁점들
을 총정리하였다.
셋째, 사상.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연구의 차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제이기도 하다.
중분류로는 노장사상, 유가사상, 유불도 혼합 사상이 있다. 노장사상의 경우, 1990년대 임
채룡에 의해 본격적으로 여러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주로 도연명의 노장사상 또는 작품이나
시에 나타난 노장(도가)사상 연구 등이 해당한다. 이렇듯 포괄적으로 전개되던 논의는 2000
년대를 넘어서면서 보다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김송희(2004)의 ｢도연명 시를 통해
본《장자》의 생명의식｣, 노우정(2014)의 ｢생태, 생명 그리고 상상력｣, 이규일의 ｢도연명의
문학에 표현된 생명관념｣, 李蘭淑(2015)의 ｢도연명의 形神觀과 생태적 삶｣, 金志淵(2015)의
｢陶淵明의 生命에 대한 미련과 초월｣ 등이 그것이다. 유불도 사상이 두루 산재하고 있다는
식의 논지 전개는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고, 생명의식이나 무릉도원의 형상화 등 보
다 구체적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연구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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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술과 문화. 도연명 연구의 폭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주로
미술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로, 도연명과 그의 작품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연구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륙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袁行霈의《陶淵明影像》(中華書局,
2009)7)을 필두로 현재까지 31편이 넘는 논문이 나와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 내
용을 보더라도 역대 수많은 문인이나 전문 화가들에 의해 창작된 도연명 肖像畵나 刑象畵,
故事圖, 扇上畫贊, 陶淵明詩意屏, 그리고 도자기나 書法에서의 도연명 연구 등 다채롭기 그
지없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연구는 歸去來圖에 나타난 도연명의 隱者 이미지(강경희,
2012), 조선시대 桃源圖(허용, 2006), 도연명의 歸去來辭와 朝鮮畫家 安堅(?~?)의 자연회귀
(문혜령, 2004), 陶淵明圖의 儒學적 가치관(선승혜, 2009), 도연명 초상화와 歸去來圖(선승
혜, 2013), 술을 매개로 한 陶淵明圖의 도연명 형상화와 그 시각(노우정, 2014), 중국화가
石濤의《陶淵明詩意冊》에 구현된 인간 도연명(노우정, 2014), 採菊圖와 도연명 작품의 상
호텍스트성(강경희, 2018) 등 총 8편이 발표되었다. 물론 대륙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연구
의 질과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도연명 연구의 외연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 방면에서의 연구는 이종묵의 ｢도연명을 사랑하는 집｣(2014) 1편이 있다.
그는 귀거래사의 내용을 그림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 재현하려고 한 역대 한국문인들의 시도
를 정리하여 소개했다. 李仁老(1152~1220)의 臥陶軒, 南有容(1698~1773)의 景陶庵를 비
롯하여 景陶齋·戀陶齋·揖陶齋 등의 서재명, <歸去來辭>에서 따온 到處의 臨淸閣과 歸來亭·
歸來堂·歸去來館·寄傲軒·盤桓臺, <飮酒>에서 따온 見南軒·悠然堂, <讀山海經>에서 따온 愛吾
廬·愛吾齋 등 수많은 예를 열거하며 도연명의 정신을 자신의 주거 공간에 끌어들인 것은 조
선 선비들의 일반적인 꿈이었음을 밝혔다. 蘇軾의 赤壁船遊과 함께 한국 문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도연명이었기에 향후 이 방면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
상된다.
다섯째, 硏究史. 김주순은 ｢宋代의 도연명 연구｣(2005)와 ｢金元代 도연명 연구｣(2005)를
통해 각 시대별로 도연명과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했다.
원칙적으로 도연명과 그의 문학에 대한 硏究史라는 점에서 중세는 물론 현대 연구에 대한
史的 정리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논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학적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문학 부분은 16개의 중분류
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시 일반. 도연명의 시 세계 전반에 걸친 특징을 주제로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소분
류로는 시의 淵源, 시의 특징, 표현 기교, 시적 공간, 詩型, 詩語 분석 등이 있다. 총 7편의
논문 중 2000년대 이후는 5편이다. 이 중 양영순(2000)은 ｢陶淵明 詩의 思想과 詩語分析｣
에서 도연명의 시어를 회화성 시어, 정감 표출의 소재어, 口語 운용, 重疊語 운용으로 나누
어 살폈다. 시어의 회화성은 (1)생활 (2)풍경 (3)躬耕의 세 측면을 기준으로 추출했고, 정감
표출의 소재어는 술, 국화, 솔, 닭, 새가 등장하는 시어의 해석을 통해 그 상징성을 설명했
다. 또한 도연명 시구에 사용된 구어적 표현의 사례를 추출했으며, 중첩어는 거리나 시간,
작가의 심정 표현, 자연 풍물 묘사 등으로 그 의미를 해석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어의 상징
성을 나름 치밀하게 추출하여 이 방면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정
7) 이 책은 한국에서《도연명을 그리다》(김수연 역, 태학사, 2012)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 작업의 연장
선에서 袁行霈는 최근 일본에서《陶淵明影像 文學史と繪畵史の交叉硏究》(尙斯國際出版社, 2022)를 출
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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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열거 차원에 그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노우정
(2015)은 ｢도연명 시의 공간 이동과 공간 표상의 의미｣에서 도연명의 문학에 드러난 ‘체험
공간’의 변화와 이동, 공간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도연명이 집이라는 협소
한 공간을 이탈하여 무한하고 낯선 길로 진입했다가, 다시 집으로 귀환하고, 세계의 중심인
집을 떠나 무덤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체험을, ‘길’-‘집’-‘무덤’의 공간으로 분류하고 각 체험
과 감정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탐색하여 인간 도연명의 심리 파악을 시도했다.
새로운 논지 제시에는 실패했지만 공간 이동과 변화라는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기존에 제기
된 도연명 문학의 飮酒, 徘徊와 回歸, 固窮安貧, 農耕, 生死 등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착안점
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둘째, 시의 주제. 도연명 시 세계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를 말한다. 시의
주제는 유머, 심리 분석, 樂, 名, 가난, 治癒, 人生觀이나 出處觀, 生死觀, 自然觀, 是非觀 등
10가지 소분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총 27편 중 5편을 제외한 22편이 200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이다. 특히 작품 분석을 통해 도연명의 심리 분석에 나선 연구들이 자주 발표되
고 있어 주목된다. 김시내(2010)은 ｢도연명과 마음｣에서 사회적 환경이나 전기적 사실을 기
준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전통 방식을 벗어나 텍스트 내부의 문체를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 도연명 시문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마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心이라는 글
자가 시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즉, 心과 결합하고 있는 동사
의 유형을 ‘마음이 있다[有心]’, ‘마음을 표현하다[寫心]’, ‘마음을 따라 살다[委心]’의 단계
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有心 단계에서 도연명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만물로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 心 대신 性·情·意·志·懷·拙·眞 등의 글
자를 사용하였다. 이어 寫心 단계에서는 시인으로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다른
말을 찾으려 했고, 그 결과 화려한 수식의 남북조 시에 비해 문체를 단순화하고 침묵함으로
써 새로운 말을 찾았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委心 단계에서는 도연명의 마음에 대한
탐구가 본성에 대한 자각과 자연에 대한 통찰로 이어져 ‘마음에 맞게 살고[稱心]’, ‘마음을
따르고[委心]’, ‘마음 가는대로 자신을 맡기는[縱心]’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도연명의 시문에 등장하는 心 자를 추적하여 마음에 대한 도연명의 태도를 해명함으
로써 도연명의 문학 세계를 이해한 새로운 각도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노상균(2010)은 도
연명을 남과 전혀 다른 생활방식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삶
에 대한 부단한 의미부여 등으로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고뇌했던 지극히 실존적인 인간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의식으로 고독을 상정하고, 이를 1차적
표층적 고독의식(본성과 세계관으로 인한 고독), 심층적 고독의식(淹留無成이라는 내면의 깊
은 자아성찰로 인한 고독), 궁극적 고독의식(知音 부재로 인한 존재론적 고독)의 세 층차로
나눠서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전형화된 도연명의 겉옷을 벗기고 역사적 실체로서의 인간적
모습을 존재론적인 불안과 궁극적인 고독으로 파악한 점은 참신하다. 이 외에도 김시만
(2009)은 出仕와 隱退, 隱逸과 固窮에 대한 도연명의 矛盾 심리에 대해, 정영희(2009)와 이
현우(2021)는 悲哀의식 또는 슬픔의 표현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노우정은 ｢도연명시, 치유와 체험의 미학｣(2015)과 ｢도연명의 詩化된 철학과 유머 미학｣
(2018)에서 도연명 시에 나타난 ‘치유와 체험’, ‘유머’에 대해 분석했다. 전자에서는 도연명
의 문학이 ‘인간과 대자연’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욕망이란 이름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시대
적 傷痕을 산림 소유, 정원 가꾸기, 躬耕, 침묵과 같은 일상적인 체험과 치유의 방식들을 통
해 극복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후자에서는 도연명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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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머의 대상으로 삼아 독자의 예상을 뒤엎고 전복시키는 의외성, 시제와 본문의 불일치,
인물 형상의 대립, 언어유희, 상상적 구상, 대화와 스토리 형식의 표현 수법을 운용함으로써
삶의 비극성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인간의 모순과 세상의 불합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魏晉시대 玄言적 談論에 머물던 老莊사상을 통속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시에 유입시켜 ‘天然의 諧謔’과 ‘성숙한 유머’로 창출해 냄으로써 새로운 시의 경
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精致한 분석과 기존 연구의 폭넓은 수용을 통해 도연명 시가 갖
는 주제론적 미학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어 향후 연구가 더욱 기대된다.
최형록(2012)은 ｢도연명 시에 나타나는 ‘名’의 의미 연구｣에서 孔子의 正名論에 기반하여
도연명의 시문에 나타난 ‘名’의 실존으로서의 이름, 예를 들면 도연명으로서의 이름, 지식인
으로서의 이름, 歸園의 주체로서의 이름, 농부로서의 이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도연
명이 ‘名’ 혹은 ‘名’의 의미를 내포한 이름이 표현되는 시들을 통해 ‘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명’과 ‘실’이 부합되지 않는 ‘명’을 무가치하게 보았고 ‘歸園’에 의해 자신이 잃어버
린 名實相符의 이름을 찾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연명의 가난에 대한 논문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윤수영(2002)은 ｢도연명 시에 나
타난 守拙과 固窮의 의미｣에서 세상살이의 기교가 없는 순박한 태도와 궁함을 지켜가는 것
을 도연명 시의 핵심으로 보았다. 정신과 물질, 현실과 초현실, 聖과 俗 사이에서 도연명은
자발적으로 拙과 窮의 선택하였고 이는 淸貧의 개념으로 재평가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유
사한 관점으로 유혜영(2007)의 ｢陶淵明 <詠貧士> 七首의 창작 취지와 ‘貧士’의 특성｣이 있
다. 유혜영은 <詠貧士>의 분석을 통해 비록 도연명이 宋玉 이래 嘆貧의 전통을 이었지만,
張望·江逌·左思·張協이 자신들의 飢寒과 貧困 이로 인한 愁苦에 초점을 맞춘 반면, 도연명은
貧困을 지속적으로 달게 여기고 固窮의 節操를 堅守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상에 관한 연구로 도연명 시의 주제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총 15편) 앞서 비문학적 주제에서도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상이
儒家·道家(老莊思想)·佛家 등 기존의 종교철학적인 틀에 도연명의 사상을 끼워 맞추는 식의
연구였다면 여기서는 도연명 시 작품의 분석을 통해 그의 人生觀·出處觀·自然觀·生死觀·是非
觀 등을 추출 해내는 방식이다. 주로 2000년대 이후 등장하는 방식으로, 도연명의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대표적인 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수영(2010)은 ｢陶淵明 詩에 나타난 自適의 意味｣(2010)에서 도연명 생애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조로 ‘自適’을 꼽았다. 즉, 도연명은 난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연 속
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자연이 허여하는 진리 가운데서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平和라고도 할 수 있는 자적의 모습을 우정, 은둔, 체념, 자연 등
의 주제와 연결시켜 분석한 뒤, ‘욕망의 최소화’가 도연명 자적의 비결이었다는 결론을 도출
했다. 노상균(2010)은 ｢陶淵明의 시문으로 본 正體性의 갈등 요인 연구｣에서 후대의 평가에
의해 이상적이고 숭고한 문화적 이미지로 가려진 도연명의 고뇌하는 실존적 모습을 파헤쳤
다. 그는 儒家의 立功成名之路와 개인적 無成 두 방면에서 전개된 도연명의 고뇌와 갈등,
심리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도연명은 자신의 정체성을 立德에서 찾고자 했음을 주장했다.
김원중(2001)은 도연명 자연관의 淵源을 玄學家의 그것에서 찾았다. 魏晉六朝시기 문인들이
추구한 자연의 실체가 玄學家의 자연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이 도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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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관에 수용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현학가의 자연관은 漢代의 유가적 틀이나 제자백가의
인간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였고, 儒와 道의 화해와
융합의 바탕 위에서 형성됨으로써 도연명의 자발적 歸去來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연명의 사상과 田園詩가 중국 고전시가의 浪漫主義 경향을 개척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철저하게 유가적 가치에 근거하여 도연명의 자연관과 출처관을 본 논문도 있다. 손흥철
(2020)은 ｢陶淵明의 歸去來와 出處觀 考察｣에서 도연명의 자연은 田園이라는 생활공간과
天命이라는 유가적 가치관에 순응하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無爲自然의 도가적 자연과의 연관
성을 부정했다. 그리하여 그의 귀거래를 절개를 지키고 不遇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가적 출
처관의 실천으로 평가했다.
셋째, 시의 意象. 여기서는 도연명 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시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분
석하고 있다. 대륙에 비해서도 한국에서 의상을 단독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생각보다
적은 편이다. 인생관이나 자연관 등 다른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어의 의상
을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노우정(2019)은 ｢도연명의 새로운 이상적 인간‘철인’과
‘달인’｣에서 도연명이 哲人과 達人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인생 철학을 시에 유
입하기 위해 거문고[琴]의 意象을 활용하였고, 鼓琴의 雅趣와 예술의 심미성을 통해 인간
존재와 인간 삶의 의미를 미적으로 승화시켰음을 밝혔다. 그리고 거문고의 意象과 情感을
생동감 있게 살려냄으로써 동진 玄言詩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정성과 철리성을 확보하게 되
었고, 이를 토대로 위진의 시대정신에 호응하면서도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고 인도했다고 평
가했다.
넷째, 飮酒詩. 음주시는 “도연명의 시에는 각 편마다 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8)
는 평을 들을 정도로 도연명 문학의 대표 주제이자 소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목을 받아 총 9편 중 2000년대 이후는 5편에 불과하다. 그 5편 중에서도 석사
학위논문이 3편이나 되고, 2010년대 이후는 한 편도 나오지 않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에게 도연명의 음주시는 진부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
다.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음주시에서 隱逸思想(정태회, 2002), 고뇌와 초탈(박귀숙, 2007),
인생관(손복, 2008) 등 다양한 모습들을 추출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송용준(2011)은 ｢도연
명 시에 나타난 ‘술’의 의미｣에서 술이 직접 언급된 51편의 시를 대상으로 도연명에게서 술
또는 술을 마시는 행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9가지로 분석했다. 하지만 새로운
논의가 없고 분석이 치밀하지 못해 다양한 얘기들을 열거하는 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섯째, 四言詩. 도연명이 남긴 시는 四言詩 9題 9首와 五言詩 57題 125首로 알려져 있
다.9) 이 중 사언시는 시경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도연명 시 세계의 특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도연명 사언시의 특색과 문학
사적 의미, 연원, 시상 전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우석(2005)은 ｢陶淵明 四言詩의 특
색과 그 지위｣에서 도연명은 엄숙한 어조로 공식적 장소에서 ‘美刺’의 내용을 주로 읊던 전
통적 사언시를 벗어나 농후한 서정적 색채로 자신의 흉금을 토로하고, 일상에서 체득한 도
리를 읊는 등 중국 四言詩史의 絶唱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淵源에 대해서는 노경희와
박혜정의 연구가 있다. 노경희(2003)는 ｢도연명 시어의 연원｣에서 도연명 사언시의 詩型,
詩題, 章法 등 형태적 측면과 시어의 운용 측면을 검토하여 그 연원을 추적하였다. 도연명

8) 蕭統, <陶淵明集序>. “有疑陶淵明之詩, 篇篇有酒.”
9) 袁行霈 撰,《陶淵明集箋注》, 中華書局, 20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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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언시가 시경과 마찬가지로 連章형식을 띠고 있어 雅頌의 우아하면서도 장중한 형식
을 따랐으며, 詩題를 첫 구 4자 중에서 취했다, 毛詩序를 본떠 사언시 모두에 서문을 붙이
고 있다, 시경의 編章방식 중 하나인 疊句 양식을 따르고 있다 등의 형태적 측면에서의
논거와 사언시 9수 중 총 17군데서 시경의 詩句를 인용했다, 載~·爰~·於~등의 常用句型
을 사용하고 있다, 疊語을 자주 사용했다 등의 표현 양식적 측면에서의 논거를 통해 도연명
의 사언시가 시경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혜정(2016)은 오언시에 가려져 있
던 도연명의 사언시가 사언시 자체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만의 시어를 통해 차별성
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사언시 9수의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즉, 시경에서는 단순 소재로
사용되던 첩어와 시어를 9수의 사언시에서 일관되게 통일된 意象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명확
한 주제와 意境을 완성시켰다고 평가했다. 노경희의 연구가 시경과의 공통점 나열에 초점
을 맞췄다면, 박혜정은 도연명만의 진일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가 대륙의 연구 성과를 간접 수용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창의적 결론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박소현(2021)의 ｢4언시 <停雲>의 詩意 전개 및 詩體 고찰｣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도연명의 ‘平淡自然’의 풍격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받는10) <停雲>
시에 주목하되 蘇軾의 차운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두 작품에 대한 정치
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도연명의 사언시가 詩敎의 “發乎情, 止乎禮義” 정신과 溫柔敦厚한
풍격을 잘 지키면서도 그만의 자연스러움과 진솔함을 시와 일상에서 구현했으며, 이는 소식
의 <停雲>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라고 평가했다.
여섯째, 仕隱詩. 도연명은 393년 江州祭酒에 임명된 뒤부터 404년 11월 彭澤令을 사직하
기까지 1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관직에 나아갔다. 주지하듯 그 이후는 歸去來의 시간이었
다. 곽은경(2003)은 ｢陶淵明 仕隱詩 硏究｣에서 혼란한 시대에서 出仕와 歸隱을 반복하며 체
득한 도연명의 사상이 시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의 삶과 문학에서
儒家的 出仕와 道家的 隱逸을 단절된 행위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본성에 따라 살아
가는 최선의 길이었으며, 출사시의 내용도 유가적 가치관에 입각한 출사의 포부, 正道가 행
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지식인의 태도, 본성을 지키기 위한 은일 희구 등으
로 구분했다. 도연명의 전체적인 삶이란 점에서 출사와 은일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 작품의 분석과 도출된 결론은 기존 논의의 반복이라는 한계도 분명한
연구였다.
일곱째, 田園詩, 歸園詩, 隱逸詩. 기존의 연구에서 도연명의 귀거래와 그 심정을 담은 시
를 지칭하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전원시라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은일시도 공존한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함께 다루도록
한다.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은 총 17편에 달하는데, 2000년대 이전에는 12편 중 7편으로 田
園詩가, 이후에는 5편 중 4편으로 隱逸詩가 더 많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전원시의
경우, ‘도연명의 전원시 연구’ 이런 식의 제목이 ‘도연명 전원시의 내용상 특징, 歸의 의미’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전원시의 특색을
冲淡·眞純·高妙로 본 김주순(2004)을 제외하고는 왜,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는 수
필식 전개라든가(원정근, 2004), 전원시를 상정하고 歸隱·自然愛·躬耕生活·전원 동경·逍遙自
適 등 주제별 분류(홍현정, 2005 ; 이수정, 2008)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은일시는 이현우와

10) “四言自曹氏父子王仲宣陸士衡後, 惟陶公最高. 停雲榮木等篇, 殆突過建安矣.” (宋) 劉克莊 撰,《後村
集》卷17, <詩話>上, 《淸文淵閣四庫全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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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만의 연구가 돋보인다. 鍾嶸이《詩品》에서 陶淵明을 “古今隱逸詩人之宗”이라고 평한
이후 문학사적 정론으로 굳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현우(2010)의 ｢陶淵明의 시문에 나타난
隱士의 수용 양상｣는 그런 연장선에 출발하여 도연명의 시문에 등장하는 隱士 28명을 추출
하고, 도연명이 그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은일관을 투영시켰다고 보았다. 구체
적으로는 隱逸의 유형을《後漢書》<逸民傳>의 유형을 따라 6가지로 정한 뒤 앞선 28명의
은사들을 回避以全其道(54%)➞隱居以求其志(25%)➞去危以圖其安(14%)➞垢俗以動其槩(7%)
로 분류하고 개별적 특징을 논했다. 그 결과 도연명 자신은 세상과 맞지 않아 棄官하고 향
리에 돌아와 躬耕하는 자연추구형의 隱士이지만 실은 위에 언급한 4가지 유형을 모두 유기
적으로 수용하고 긍정함으로써 복합적이고 重層的인 은일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古籍에 근거한 기준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융통성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점은 눈여겨 볼 점이다. 이렇게 연구자 스스로가 전형화된 틀을 전제로
작업에 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방향의 모범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여덟째, 比較文學. Ⅳ.문학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인데, 총 97편으로 전
체의 46.9%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도연명과 중국 작가(작품)의 비교(22편), 한
국 작가(작품)의 비교(68편), 기타 국가 작가(작품)의 비교(7편)로 나눌 수 있다. 이를 2000
년 이전과 이후의 경향으로 한정해 보면, 8편/14편·20편/48편·2편/5편으로 관심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도연명과 중국 작가(작품)을 비교한 경우다. 辛棄疾의 詞·劉勰의 문학관·謝靈運의 歸
隱사상·蘇軾의 창조적 수용 등의 연구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다양하게 전개된다.
즉, 김주순(2000·2001)은 唐代 시인·南北朝 시인과의 비교와 영향을, 홍승희(2004)는 소동
파의 자기동일시를, 이선희(2007)는 寒山의 귀은 양상 비교를, 송영정(2012)는 鮑照의 수용
을, 최병규(2012)는《紅樓夢》의 수용을, 박성원·이석형(2018)은 <五柳先生傳>과 <六一居
士傳>의 비교를, 윤석우(2006)는 李賀의 回歸와의 비교를 다루었다. 특히 음주시에 대한 관
심이 큰데, 윤석우는 陶淵明·李白·白居易의 음주시에 나타난 정신세계를 비교하는 박사학위
논문(2005)을, 서유원·장창호(2010)와 김연아(2014)는 이백의 음주시와 비교를, 이명애
(2021)는 阮籍의 음주관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비교를 통한 영향 관계를
기술하는 평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작가(작품)과 비교한 경우이다. 흔히 비교문학이라고 하면 도연명 문학이
한국 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용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비
교문학 중에서도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부분이라 하겠다. 편의상 작가가 속한 시대에 따
라 전체 시기(12편), 고려시대(25편), 조선시대(30편), 현대(1편)로 나눠볼 수 있다. 현존 자
료를 감안하자면 고려시대 작가와의 비교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시기는 41.7%, 고려시대는 66.7%, 조선시대는
92.6% 순으로 조선시대 작가와의 비교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까지 비교 대상이 된 고려
시대 문인은 李仁老(1152~1220, 7편)➞李奎報(1168~1241, 6편)➞李穡(1328~1396, 3편)
➞金克己(?~?)·李崇仁(1347~1392)·三隱(각
(1501~1570,

1편)

순이다.

또한

4편)➞朴仁老(1561~1642)·金時習(1435~1493,

(1431~1492)·鄭澈(1536~1593)·尹善道(1587~1671,

각

조선시대
각

문인은

李滉

3편)➞金宗直

2편)➞金終弼(?~?)·金昌協

(1651~1708)·丁若鏞(1762~1836)·李時憲(1803~1860, 각 1편) 순이다. 고려시대 문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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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로는 한국 최초의 도연명 화운시인 <和歸去來辭>를 지었고, <讀陶潛傳, 戲成呈崔太尉>
등 작품 곳곳에서 도연명의 인품과 행적, 문학을 사랑했던 인물이다. 흥미롭게도 7편 중 6
편이 석사학위논문인데, <歸去來辭>와 <和歸去來辭>의 비교(임락명, 2013·노남중, 2013·단
소동, 2014)와 전원시 비교(오호연, 2016), 무인집권기 대표 문인인 李仁老·李奎報·陳澕를
묶어서 도연명 문학의 수용 양상을 살피고 있다.(서양명, 2018) 고려시대 문인 중 도연명
관련 시문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은 李奎報와 李穡이다. 김창경은 이규보의 문학에 비친 도
연명의 영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거나(2008) 이규보와 도연명의 자연관을 비교했으며
(2009), 김주순은 이색의 出處觀과 도연명의 隱逸觀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가 동일한 儒家사
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다.(2010) 고려시대 문인의 도연명 수용에 관한 연구로 눈에 띄
는 수준의 논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의외의 결과다. 아무래도 석사학위논문의 인기 주제라
서 그런지 개별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보다는 포괄적인 논조를 띠고 있는 점이 한계라
고 하겠다. 이런 문제는 조선시대 문인으로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용과 비교 분석의 기준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권주연(2003)은 조선후
기 宮中畫員들의 시험이던 祿取才에서 출제되던 도연명의 시문 분석을 통해 그 시대 도연명
유행의 풍조를 설명했고, 이현우(2015)는 조선의 正史인《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도연
명 관련 기사를 호칭, 작품, 기타로 나눠서 추출한 뒤 그의 인물과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정
리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그를 성리학적 관점에서 忠節之士의 이미지로 읽었으며, 그
의 작품 역시 공적 윤리적 관점에서 공유했음을 밝혔다. 이훈(2018)은 도연명의 四言詩를
和作한 조선조 문인들의 작품을 ‘和陶四言詩’라 명명하고 그 양상과 수용의 내부적 발전의
양상을 살피고 있다. 17세기 古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朝鮮漢詩史의 흐름 속에서 金時習·
申欽·金壽恒·金昌3協·李晩秀 등의 和陶四言詩가 갖는 양상을 押韻과 詩意에 따라 和韻和意
型·和意不和韻型·두 가지 결합형으로 나눠서 살핌으로써 도연명의 사언시를 개성있게 재창
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한시 장르를 벗어나 다양한 장르에서의 도연명 수용 양상도 살피게 되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한글詩歌 장르인 時調와 歌辭에서 도연명의 작품을 어떻게 변
용 수용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장르적 울타리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김주순
(2004)은 음주시가 시조 가사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살폈고, 육민수(2016)는 시조에 구현된
도연명의 이미지를 분석했다. 또한 이위(2015)는 대표적인 歌辭作家인 朴仁老(1561~1642)
의 江湖歌辭를 도연명의 전원시와 비교하여 그 수용 양상을 살피기도 했고, 김주순(2009)은
박인로와 도연명의 비슷했던 생평을 토대로 漢詩, 時調, 歌辭 세 부분에서 도연명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가 當代의 吟風弄月式 문학 풍조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사실적으로 묘
사하고 애국 충효사상을 일깨웠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타 국가 작가(작품)의 비교는 일본 古典詩와 桃花源의 비교 등 2편과 서양
작가 헤르만 헷세·샐린저와 벨로우·워즈워드·제임스 힐튼의 작품과 도연명의 武陵桃源 등을
비교한 논문 5편이 발표되었다.
아홉째, 版本. 201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연구 주제로 총 7편이 나왔
고 그중 5편이 黃瑄周의 논문이다. 황선주는 한국에만 현존하는 도연명 시문의 몇몇 판본들
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중한 양국 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우선 ｢한국본
《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校讀｣(2011)은 汲古閣本 등 여러 宋元本을 참고하여 한국본《精
刊補註東坡和陶詩話》중 도연명의 시를 校勘함으로써 기존 陶淵明集과 다른 내용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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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는 원래 元代 초기 蔡正孫이 복건성에서 편찬한 책으로, 도
연명의 시와 이에 대한 蘇軾·蘇轍 형제의 화답시, 그리고 이에 대한 주석을 담고 있다. 이어
나온 ｢한국본 陶淵明集의 서지적 연구｣(2012)는 조선시대에서 간행된 도연명집의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조선전기에 간행된 宋末 須溪 劉辰翁 편집의
《須溪校本陶淵明詩集》(3권본), 明代 李夢陽 편집의《陶淵明集》(8권본), 편찬자 미상의
《陶淵明集)(8권 부록 1권본), 元代 李公煥 편집의《箋註靖節先生集》(10권 부록 1권본), 明
代 何湛之 편찬의《陶靖節集》(2권본) 등과 조선후기에 覆刊된 何湛之本과《陶靖節集抄》
(不分卷)을 30가지가 넘는 항목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앞선 논문에서 언급한《精刊補註東坡
和陶詩話》와 함께《須溪校本陶淵明詩集》,《箋註靖節先生集》,《陶淵明集》은 대륙에 없는
유일본이며, 다른 판본도 대륙본과는 일부 내용상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李夢陽本
陶淵明集의 계통｣(2013)에서는 李公煥本의 유행으로 대륙에서는 사라진 李夢陽의 한국본
《陶淵明集》을 정밀 분석하여 李夢陽本이 汲古閣本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계통이 다른 판본
중 하나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본 須溪校本陶淵明詩集의 원문 교정｣(2015)에서는《須
溪校本陶淵明詩集》의 교감을 통해 須溪本이 湯漢本, 蘇體大字本, 焦紘本, 李夢陽本과 판본
의 선이 닿아 있으며 李公煥本과 가장 가까워 송원본의 한 무리에 엮일 수 있으나 총 28군
데의 새로운 글자 중 18군데가 문맥상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본이라 결론
내렸다. 이 외에도 이남종(2013)은 한국에서 수용된 대륙의 역대 “주석”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반도에 수용된 도연명의 이미지를 검토하였다. 즉, 유쾌한 술꾼, 천진한 은자상, 躬
耕篤志, 충분애국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던 이미지가 宋代 朱子의《楚辭集注》와 그의 再
傳제자 陳德秀《文章正宗》, 元代 劉履의《選詩補注》등과 湯漢의 도연명시 주석인《陶靖節
先生詩注》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인해 충신 형상으로 자리를 굳히는 과정을 검증했다. 또한
탕한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해석을 시도한 <述酒> 시에 대한 조선작가들의 화작시 양상을
덧붙여 논거를 추가했다. 또한 노요한(2020)은 ｢조선전기《須溪校本陶淵明詩集》의 간행과
유진옹 비점의 양상｣에서 남송의 유민이자 당대 대표 평점가였던 劉辰翁(1232~1297)이 붙
인《須溪校本陶淵明詩集》의 批點의 세부 내용을 眞의 추구와 탈세속의 境界, 인생의 유한
함과 及時行樂, 전원의 일상과 노동하는 삶, 知音의 부재와 尙友千古 등으로 분석했다. 이남
종과 노요한의 논의는 ‘內容書誌學’의 단계로 들어감으로써 한국본 도연명집에 대한 다양한
분석의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열째, 도연명 문학에 대한 평가. 이것은 중국 내 도연명 문학에 대한 평가를 연구한 것으
로, 역대 詩話나 詩評集에서 도연명 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역대 詩選集에서 어떤
작품을 選錄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 있는 논문들이다. 문승용(2007)은 鍾嶸이《詩
品》에서 언급한 應璩 기원설과 左思 풍격설을 전제로 그 來源이 楚辭와 國風에 있음을 밝
히고, 도연명이 은일시인의 으뜸이라는 평가는 그의 시가 사회정치 현실에 대한 슬픔과 원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최웅혁은 역대 중국의 詩話에 등
장하는 도연명 시에 대한 평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宋代 歐陽修의《六一詩
話》와 筆記體 형식의 시화에 수록된 평어를 분석하여 세속을 초월한 도연명의 인품에 대한
매료와 그의 平淡한 詩風과 詩語를 칭송하는 내용이 위주임을 밝혔고(2011), 明代 李東陽의
《懷麓堂詩話》와 許學夷의《詩源辯體》에서 도연명 시에 대한 학습법과 章法, 句法, 시어
운용상의 특징, 새로운 시체 창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2012). 또한 淸代
《淸詩話》와《淸詩話續編》에 수록된 77부의 詩話에서 前人들의 陶詩 評價에 대한 批評·
陶詩의 源流에 대한 批評·타 시인들과의 비교를 통한 批評·陶詩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풍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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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평·기타 비평 등을 추출하여 도연명 시가 얼마나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검증
했다(2003).
열한째, 和陶詩. 도연명과 그의 시문이 중국문학사에서 각광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蘇軾에 의해 창작된 和陶詩 109首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문인들에 미친 소
식의 영향은 수많은 한국 문인들이 화도시를 짓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韓國文集叢
刊》350책까지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창작된 和陶詩(辭 포함)는 134명 작가, 1000여 수(시
942수, 사 49수) 작품이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11) 그런 점에서 화도시는 전형적인
비교문학의 주제로서, 도연명의 시문과 이를 화운한 한국 문인의 和陶詩를 비교하거나, 蘇
軾과 한국 문인의 화도시를 비교한다든지 하는 이중의 비교가 가능하다. 현재 화도시에 관
한 논문은 총 17편에 달하는데, 한국 화도시 전반에 대한 논문이 4편, 한국 문인의 화도시
작품에 대한 논문이 11편, 소식 화도시와 비교한 논문이 2편 발표되었다. 화도시를 지은 수
많은 한국 문인 중 단독 논문으로 연구된 작가는 金時習(1435~1493)·申欽(1566~1628)·金
壽恒(1629~1689)·李晩秀(1752~1820)·洪錫謨(1781~1857)·田愚(1841~1922)·河謙鎭
(1870~1946)가 있다. 이중 주목할 만한 연구는 임준철(2015)의 ｢조선 전기 和陶詩의 轉變
｣을 들 수 있다. 그는 조선 전기 도연명 시 수용의 주요 경로가 李公煥의《箋注陶淵明集》
(《箋注靖節先生集》)·《東坡先生和陶詩》·《精刊補註東坡和陶詩話》의 영향 아래 湯漢의 주
석서와 소식의 和陶詩였음을 밝히고, 김시습·南孝溫·金宗直의 화도시가 소식의 화도시를 확
충, 변주, 재인식하는 방향으로 轉變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숙인(2012)은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飮酒> 20首 연구｣에서 조선시대 문인들의 화도시 창작 유형을 도연명 시에
직접 追和, 소식 화도시의 영향, 문인들 사이의 唱和 활동, 고인이 된 선배 시인의 화도시
영향으로 구분한 뒤, 申欽이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과 울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도
시를 창작했음을 주장했다. 특히 달관적 자세와 깨달음을 평이한 어조로 토로한 작품의 意
境은 도연명과, 出仕觀이나 飮酒觀은 소식과 닮았음을 밝혔다. 향후 조선시대 문헌이 점차
발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문인의 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수준은 점차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특징과 미래지향적 연구 전망
이상으로 그간 한국에서 발표된 253편의 도연명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이제는 결론을 대신해서 그간 연구의 경향 특히 21세기의 연구 특징과 향후 지향되어야 할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가 70년의 역사를 갖추고 있
고, 한국내 대학에서 배출된 학위논문만도 71편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만큼 이런 식의 논의가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에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
시하고자 한다.
우선 21세기 한국에서 전개된 도연명 연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
다. 첫째, 대륙의 연구 성과를 일방적으로 수용 전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분석하고 종합화
하는 단계로 진보했다. 이를 본문에서는 “개괄적인 비교와 일방적 수용 단계➞부분적 範疇
化 단계➞본격적인 비교 단계➞대륙에서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창의적 심화 단계”로
정리해보았다. 초창기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는 車柱環·崔完植이 주도하였고, 이를 이어
11) 김보경, 韓國 <和陶詩> 硏究 序說,《중국문학》6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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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 金周淳·宋政憲·崔年均 등 臺灣 유학생들의 활약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
른 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연구의 질과 양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1992년
에야 중한수교가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연구자의 수나 상황들이 당시 대륙에서 쏟아져나오
는 연구 성과를 수용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의 고군분투에 힘입어
200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연구는 안정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부 또는 단순
비교와 수용이 아닌 종합적인 수용과 창의적인 분석 비판의 경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적 재창조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하겠다. 金是晩
의 ｢陶淵明의 隱逸詩人 典型化 비판적 硏究｣(2017)과 李受辰의 ｢陶淵明 主要爭點 硏究｣
(2021), 李光哲·金是晩의 ｢陶淵明의 出仕에 관한 考察｣(2012)·｢陶淵明의 出仕에 관한 再考｣
(2013) 등은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둘째,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고 구체화 됨에 따라 전문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표
3]의 주제 분류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문학 방면의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살핀 바 있
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인 느낌이 나는 논문의 제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도연명 시의 특징’은 ‘시적 공간 이동과 공간
표상의 의미’·‘표현기교의 특징’·‘守拙과 固窮’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또한 ‘도연명의 노장사
상’은 ‘생명 의식’과 ‘武陵桃源 형상화 유형’ 등으로 구체화 되었고, ‘도연명의 儒佛道 통합
사상’ 같은 포괄적 주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치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도연명
의 심리를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흥미로우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이를테면 ‘詩化된 유머
미학’·‘名의 의미’·‘治癒와 체험의 미학’·‘다층적 고독감’·‘모순 심리’ 등의 연구 주제들이 연이
어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셋째, 연구 인력의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몇몇 연구자에게 집중된 경향을 벗어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현재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
구자로는 金周淳 25편, 崔雄赫 11편, 林采龍·盧又禎 9편, 尹壽榮 8편, 李永淑·車柱環·黃瑄周
5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許放은 金周淳을 가장 넓은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을 생
산한 연구자로, 崔雄赫·尹壽榮·林采龍을 우수한 학자로, 黃瑄周의 朝鮮刊本 도연명 시문집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 간 가장 주목을 끈 文獻學 방면의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
다.12)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논문의 수와 연구자의 수가 급증하는 동시에 노우정과 이영숙
을 제외하고는 논문 편수가 3편을 넘는 연구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자층이 한층 더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집중적으로 많은 연구를
쏟아냈던 차주환·김주순·최웅혁·임채룡 등의 주요 활동 무대는 2000년대 이전이었다. 하지
만 이런 현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 연구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얻게 되는 연구의
체계화와 계통화, 전문화 등은 여러 學術大家들을 통해 확인된 바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은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도연명에 대한 다양하
고 깊이 있는 천착이 무르익으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다만 효율성과 성과
위주를 강조하는 현대 학계의 일부 풍토에 휩쓸려 도연명 연구가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회성, 표피성, 유행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넷째, 중한 연구 인력의 교류로 인한 공동 연구와 유학생의 활약이다. 1992년 중한 수교
로부터 시작된 대륙과 한국 연구자들의 교류는 어느덧 30년의 경륜을 쌓았다. 해마다 양국
을 오가며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장은 양국 학자들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
12) 許放, 앞의 논문, 322~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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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연구의 가능성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본 도연명집에 대한 대륙 연구자들의
관심은 한국 문인의 도연명 수용에 대한 연구 등과 함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급
증하면서 그들에 의해 진행되는 연구도 점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도연명 연구에
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인력 집단이 넓어질수록 향후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현재까지 중국유학생에 의해 진행된 도연명 연구로는 석사학위논문 6편에 불과하
다. 아직은 개괄적 정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점차 중한 양국의 다양한 연구 정보와
방법론을 수용하여 전문 연구자 집단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향후 미래지향적 연구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이는 거창하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주로 비교문학 방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도연명과 한국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단순 비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이라고 해서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수 문학적 공통 요소에 대한 재점검’이라는 문학 본연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
은 어떨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대부분은 文學家 개인을 지배한 시대와 사상을 배경으로
깔고, 개인적 삶과 문학 주제에 대한 공통점 비교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벗어나 보
다 창의적인 연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작품이 가진 문학성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漢文學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押韻法과 修辭法 등 다양한
문학적 기교랄지, 詩意의 유형별 수용이랄지, 소재와 주제의 美學的 기준 등 문학적 구성
요소로 다시 돌아가 순수문학적 관점만으로 도연명과 그의 문학,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던
조선 문인의 문학 활동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한국에서 오늘날까지도 도
연명 문학이 생명력을 유지한 채 향유되고 연구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
까 싶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에서 許放이 언급한 ‘韓國風’ 분야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은 明若觀火
한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탐색해나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이다.
한국적 특징을 가진 소재나 주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時調나 歌辭처럼 한국 고유의
詩歌 장르에 투영된 도연명 문학의 수용 모습, 李顯雨의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陶淵
明에 관한 키워드와 인식의 양상｣(2015)이나 黃瑄周의 《箋註靖節先生集》·《須溪校本陶淵
明詩集》등 한국본 도연명집의 판본 고찰 등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 史
書나 한국본 도연명집은 중요하고 좋은 소재이기는 하지만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자료 발굴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적 문학 전통에 포커스를 맞춘 비교문학의 典型을 유지하면서도 시선을 외
부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즉, 도연명 문학의 수용과 비교를 토대로 하되 韓中 또는 韓中日
의 다국적 공동 연구를 통해 도연명과 그의 문학에 대한 재창조의 모습을 검증해 가는 것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연명을 하나의 ‘문화 코드’로 보고 그것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각
각 어떤 식으로 내면적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즉 단순 素材論을 넘은 동아시아적 문화 연
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한국 和陶詩(和陶辭)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징, 이를 통한 ‘陶淵明↔朝鮮 文人↔蘇軾 등 中國 文人↔日本 文人’과의 상호 비교
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산재되어 있는 도연명 遺迹에 대한 관심과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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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的 접근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문인들 사이에는 도연명의 삶과 문학을 그리워하고 모방
하는 것을 넘어 ‘崇慕’의 기풍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상 공간 속에 도연명
의 遺風을 되살림으로써 그와 함께 호흡하고자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공간과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문학 연구의 현장성 확보로 이어져 도연명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
드시킬 것으로 본다. 이는 시각화와 체험화를 중시하는 신진세대의 코드에도 맞으며, 이를
통해 중세 선진 문화코드에 대한 흡인과 재창조로써 고전연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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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 韓國에서 進行된 陶淵明 硏究史
考察(21世紀韓國的陶淵明研究述評｣에 대한 토론문
제영(화중사범대학교)

배규범 교수님의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도연명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전
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 연구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通時的 分析과 共時的 分析을 통해 연도별 특징과 주제별 특징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논지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
지 발표된 253편의 도연명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연구사 검
토라는 주제는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 특징과 향후 방향까지 전망을 해야 하
는 것이라 매우 힘들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의 도연명 연구는 무려
70년의 역사를 갖추고 있는 만큼 자료 정리와 검토만 해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분류는 물론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배규범 교수의 도연명 연구사 검토는 방법론적으로 볼 때 매
우 창의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든 아쉬움 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제시함으
로써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논문의 2장 연구 현황에서 통시
적 분석과 공시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시적 분석은 표 두 개를 통하여 연도별 발표 논
문수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특히 박사학위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3편의 박사학위논문과 200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한 박
사학위논문과 그 경향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색다른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데 통시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공시의 분석에 비하여 약간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리고 다만
박사학위논문 분석에만 그친 것 같아 전체적인 방향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지 않을까란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연구 논문 설명도 보강이 되면 더 좋은 내용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통시 분석도 연도에 따라 어떤 주제의 연구가 많이 이뤄졌는지 제시하고 분
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논문 주제별 분석에서는 향후 연구 주제의 방향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언급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후학들에게 일종
의 지도서로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의 논문 잘 읽고 많은 공
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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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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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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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

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

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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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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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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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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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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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
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
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
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
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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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
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
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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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
(회)에게 알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

- 295 -

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
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
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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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
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
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
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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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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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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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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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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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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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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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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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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