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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

송현호*

국문요약

한중관계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시점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인문학 30년을
회고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한중인문학 30년의 기점을 1990년 1월로 설정하고 한중인문학
회 회장을 사임한 2009년 12월까지는 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는 한국학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구술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中華民國과 中華人
民共和國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한국은 中華人民共和國과 수교하기 전까지는 中華民國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고, 한중인문학은 곧 한국과 中華民國의 인문학을 의미했다.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이 수교
하면서 한중인문학은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 한국과 中華民國의 인문학을 포괄하게 되었다.
中華民國에서 한국학연구는 1956년 東方語文學系에 韓國語文組가 설립되고, 1963년 中國文
化大學에 東方語文學系 韓文組, 國立中央硏究院 근대사연구소, 中華民國史料硏究中心, 國
立政治大學 東亞硏究所와 國際關係硏究所, 中華學術院 韓國硏究所가 설립되거나 개설되면

서 본격화되었다. 1980년 3월 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Chine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를 창설하고, 1981년 학회지 뺷韓國學報뺸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이후 中華民國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성장하고 실질적인 한중인문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中華
人民共和國과의 교류는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대학생 연수단 대륙방문이나 대륙에 진

출한 기업과의 교류를 제외하면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1995년 10월 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
硏討會와 1996년 12월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한중인문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게 된 中華人民共和國의 한국학과
는 한국학진흥사업에서 가장 높은 선정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1982년 一國兩制에 의한 통일방식이 논의되면서 中國은 中國共産黨의 中華人民共和國

체제와 中國國民黨의 中華民國체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一國兩制
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中華人民共和國과 中華民國을 별개의 국가로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中國에 대한 개념 설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중인문학은 한국과 中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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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共和國의 인문학만을 지칭하지 않고 한국과 中華民國의 인문학까지 포괄하기에 中國이

아닌 中華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조심스럽다.
주제어

中華民國, 中華人民共和國, 한중인문학, 中華圈, 한중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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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부
한중인문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한중관계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시점 문제로 고민했다. 수교 전까지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
기에 의해 中華民國을 自由中國, 中華人民共和國을 中共이라고 불렀다. 1971
년 유엔에 가입하여 中華民國이 보유하고 있던 상임이사국 의석을 中華人民共
和國이 승계하면서 일방적으로 中華民國에 대해 국가 자격이 없고 中華人民共
和國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나, 辛亥革命으로 1912년 수립된 中華民國은 1949

년 國府遷臺 이후에도 여전히 中華民國이라는 국호를 유지하고 民國이라는 연
호를 공문서와 영수증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외교적인 문제로 中華民國보다는
臺灣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지만, 中華民國人(華僑 포함)들은 대륙이 中華
民國의 미수복지역이고 臺灣은 中華民國 영토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최근 中
華人民共和國에 대한 반감과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民進黨 정부에서 국호를 臺
灣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중인문학은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의 인문학만을 지칭하지 않고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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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의 인문학까지 포괄하기에 中國이라는 약칭에 혼선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 1982년 一國兩制에 의한 통일방식이 논의되면서 中國은 中國共産黨의 中
華人民共和國체제와 中國國民黨의 中華民國체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최근 一國兩制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中華民國과 中華人民
共和國을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교 이전까지 우리는 中華人民共和國과 교류가 없었고 中華民國의 유학생
들과 교류하면서 한중교류는 곧 한국과 中華民國 학자들의 교류라고 생각했다.
1980년대 한국에 유학 중이던 中華民國 한국학 연구자들인 林明德, 謝目堂, 胡
啓建, 張介宗, 楊秀芝, 劉麗雅, 曾天富, 왕숙의, 주봉의 등과 교류하였고, 中華
民國을 방문하여 國立政治大의 陳祝三 교수를 만나고, 中華民國에서 체류한

바 있는 송지영, 이명구, 강신항, 정양완, 윤병로, 전인영, 김언종, 유병례 등을 만
난 것을 기점으로 설정한다면 40년, 1990년대 北京大 경제학과의 董文俊, 한국
연구중심의 楊通方, 杭州大 毛昭晰, 沈善洪, 人民大學 李東哲, 한국사회과학원
김준엽, 고려대 정규복 등을 만난 것을 기점으로 설정한다면 30년이 되었다.1)
일단 한중인문학 30년이라고 했으니 1990년 1월을 기점으로 설정하고 한중인
문학회 회장을 사임한 2009년 12월까지는 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한국
학진흥사업과 관련한 논의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술하려고 한다. 그간 필자
는 여러 차례 한중인문 교류와 관련한 강연을 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를 논문으
로 정리하여 학술지에 기고한 바 있다.2) 또한 한중미래포럼과 中華人民共和國
1) 필자는 1990년 1월 대학생방문단을 이끌고 中華人民共和國을 방문한 바 있다. 연수 기간
은 1990년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였다. 北京에서는 北京大와 人民大와 紫禁城을, 山
東省에서는 山東大, 孔子廟, 康有爲 生家를, 上海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虹口公
園, 魯迅紀念館 등을 방문하였다.
2)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뺷한국문화뺸 33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6),
｢중국의 한국학 현황｣(뺷한중인문학연구뺸 35집, 2012.4), ｢중앙민족대학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뺷한중인문학연구뺸 40집, 2013.8), ｢연변대학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뺷한중인문학연
구뺸 41집, 2013.12), ｢한중 인문 교류의 현황과 과제｣(뺷한중인문학연구뺸 44집, 2014.9), ｢
한중문화교류와 인문 공동체 건설｣(중산대학, 2014.6.), ｢中華民國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中華民國韓國學硏究會, 2015.12), ｢한중간 학술교류의 변천과 전망｣(뺷한중인문학연구
뺸 54집, 2017.3), ｢中國華南地域 韓國學의 現況과 展望｣(뺷韓國語敎育硏究特性化及其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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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使館이 공동 주최한 수교 25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중 인문 교류의 현황과 전

망｣을 발표한 바 있다.3) 1980년대부터 21세기 전에 김준엽, 송지영, 정규복, 윤
병로, 이명구, 강신항, 정양완, 陳祝三, 張存武, 楊通方, 沈善洪, 毛昭晰, 金健人,
黃時鑒, 沈定昌, 김병민 등을 만나 나눈 방담과, 1999년 제3회 한중인문학회 학

술대회에서 國立東方言語專門大學의 제자들을 서울대로 유학을 보내고 한국전
쟁으로 생사를 몰라 마음고생을 했다는 김준엽 이사장의 강연 등을 기록으로 남
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구술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中華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고 당시의 기억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2.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 수교 전후의 한중인문학 교류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이 수교하기 직전과 직후의 한중인문학 교류는 주로
中華民國과의 교류가 중심을 이루었고,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교류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대학생 연수단 대륙방문이나 대륙에 진출한 기업과의 교류를 제
외하면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중인문학 교류는 中華民國과
의 교류와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교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中華民國 國民政府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함께 전개했고 해방 후
자유민주국가를 표방한 유사한 성격으로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
다. 1927년 蔣介石은 中華民國 國民黨 간부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中央黨務學
校를 南京에 설립하였고, 1929년 中央政治學敎로 개칭하였다. 1946년에는 1944

년 설립된 中央幹部學校와 통합하여 國立中央政治大學이 되었다. 1949년 國府
遷臺 후 1954년 國立政治大學을 臺北에 복교하고 대학원 과정만 개설하였으나

1955년부터 인문사회과학 고급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생을 받기 시작

하였고, 1956년 한국과의 실질적인 외교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東方
展方向뺸, 中國韓國(朝鮮)語敎育硏究學會, 2017.6), ｢한중 수교 25년 인문교류 현황과 전
망｣(駐韓中國大使館, 2017.8)

3) 송현호, 뺷한중인문교류와 한국학연구 동향뺸, 태학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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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文學系에 韓國語文組를 설립하였다. 韓國語文組 창설 초기에는 교육 인프라

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컸다. 한국 정부는 57년 장기근 교수를, 59년 이
원식 교수를 國立政治大學에 파견하였고, 유학한 졸업생이 교편을 잡기 전
1950년대에는 方用賢 교수가 유일한 교원이었다. 1회 졸업생은 4명인데, 그 가

운데 3명이 한국에 유학하였다. 1967년까지는 2명에서 5명까지의 졸업생을 배출
한다는 菁英政策(엘리트정책)을 고수하였다. 1회 졸업생 가운데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陳祝三은 학계로 진출하고 葉乾坤은 관계로 진출하였으나 모두
駐韓中華民國大使館 文化參事를 역임하였다.4) 1963년 가을에는 中國文化大
學에 東方語文學系 韓文組가 설립되었다. 초대 학과장은 한국정부에서 國立政
治大學에 파견한 이원식 教授가 맡았다. 2대는 林秋山 教授가 맡았다. 이어서
國立中央硏究院 근대사연구소, 中華民國史料硏究中心, 國立政治大學 東亞硏
究所와 國際關係硏究所, 中華學術院 韓國硏究所가 개설되었다.5)
韓中 關係를 中國語 資料로 연구한 宋晞, 張存武 등과, 한국에 유학한 경험

이 있거나 한국학을 한국어 문헌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陳祝三, 林秋山 등은 中
華民國의 한국학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1980년 3월 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Chine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를 창설하고, 1981년 학회지 뺷韓國學
報뺸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창간호 편집위원은 陳祝三, 張存武, 胡春惠, 陳捿先

이다. 12기 편집위원은 張存武(總編輯), 劉德海(執行編輯), 陳祝三, 蔡茂松, 宋
晞, 葉泉宏, 王俊, 李明, 陳寧寧, 胡春惠, 黃寬重이다. 학술대회명은 中韓文化關
係國際學術會議로 國立政治大學에서 開催되고 있다. 陳祝三, 張存武, 胡春惠,
陳捿先, 黃俊儏, 陳希沼, 蔡石山, 蔡茂松, 南昌佑, 孫同勛, 朴泰根, 李在方, 千
國勳, 繆全吉, 林美英, 陳三井, 黃新煌, 吳惠純, 尹貞粉, 葉乾坤, 王俊, 李明, 胡
啓建, 劉德海, 高明士, 陳寧寧, 張介宗, 楊秀芝, 張少文, 林明德, 胡春惠, 王民
信, 林秋山, 傳宗愁, 朱立熙, 王德毅, 呂凱, 朱松柏, 李雲漢, 王壽男, 王廣亞, 黃
寬重, 毆陽勛, 呂彼得, 曾天富, 宋晞, 葉泉宏, 서대숙, 전해종, 고병익, 이기문,

4) 陳祝三 교수와의 대담, 國立政治大學 韓國語文學系 系所簡介 本系沿革 참조.
5) 林明德 교수와의 대담, 中國文化大學 韓國語文學系 系所簡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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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복, 윤사순, 강신항, 정양완, 신형식, 신승하, 박용옥, 강동엽, 이영희, 이성무,
이장우, 윤병로, 이원순, 이병한, 이상익, 김영화, 김주순, 윤병석, 박성수, 홍순호,
신용하, 조영록, 송항룡, 박원호, 박현규, 이문원 등이 참가하였다. 연구자들의 논
문은 어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포괄하고 있다.6)
陳祝三 교수는 한국에 유학하여 1963년 ｢3.1운동과 5.4운동의 비교연구 - 주체

세력 문제를 중심으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77년 ｢李奎報
硏究｣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國立政治大學에서 동방어계 교수

로 재직하면서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가 韓中華民國大使館에서 문화참사로 근무
하였다. 필자는 臺北을 방문하여 國立政治大學과 자택에서 만나기도 하고 韓中華
民國大使館과 아주대학교에서 만난 바 있다. 張存武 이사장은 國立臺灣大學 역

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연구소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중국 근대사,
미중 관계사, 한중 관계사다. 국립역사박물관 편집장,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1958-1998), 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이사장, 中華民國海外中國人硏究
學會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뺷光緒三十一年中美工約風潮뺸, 뺷清韓宗藩貿易

뺸, 뺷清代中韓關係論文集뺸, 뺷菲華商聯總會之興衰與演變(1954-1998)뺸 등이 있
고, 한국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7)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교류는 人民大, 北京大, 杭州大(합병 후 浙江大)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교류한 학자는 北京大 董文俊, 楊通方, 葛振家, 宋成
有, 赵杰, 何镇华, 沈定昌, 杭州大 毛昭晰, 沈善洪, 鄭造桓, 金健人, 黃時鑒, 陳
新錡, 陳揮, 人民大 李東哲 등이다.
人民大는 1990년 1월 31일 북경에 도착한 날 심야에 방문했다. 당초 만리장성

과 자금성을 안내할 사람은 北京大 출신 林贊淑이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
서 이동철로 대체하였으니 그를 만나보자고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밤에 돌아다
니지 말고 북한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밤에 낯선 곳을 가는 것이
찜찜했지만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동철이 숨어 있는 곳은 지도교수의 연구실
6) 뺷韓國學報뺸 창간호에서 12호까지의 논문발표자와 논문목록을 中國文化大學 김선효 교
수가 전송해주었다.
7)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장이 張存武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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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는 천안문 사건에 관련이 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遼寧省 출신
으로 人民大學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가노동부에 취직하여 재직하다가 퇴직
하고 人民大學 대학원에서 경제철학을 연구하다가 천안문사태에 관여하였다.
지도교수가 진보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동구권의 변화,
중국문화의 형상, 세계문화의 현황, 중국에서의 개혁개방과 진보주의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北京大는 1990년 2월 2일 방문했다. 이때 한국연구중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經濟學院 부원장인 董文俊 부연구원이 우리에게 한 시간에 걸쳐 중국의 경제개

혁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北京大에 갈 때마다 궁금했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
해서 만나지 못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의 명함과 일정표
를 발견하여 北京大 沈定昌 교수에게 연락하여 그의 근황을 알게 되었다. 그는
1959년 베이징대 경제학원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하여 1965년 졸업하고 北京大에

남았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경제학과 부주임 겸 사무실 주임을 거쳐 1985년
부터 1993년까지 经济学院 副院长, 1993년부터 1994년까지 工商管理学院 副院
长, 1994년부터 1998년까지 光华管理学院 副院长,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재임

용되었다. 그는 10여 년에 걸친 중국의 경제 변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다. 개
혁 이전의 1958년 대약진운동, 10년에 걸친 문화혁명, 평균주의가 낳은 노동 의
욕 상실로 개혁개방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전면적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
는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요지는 자본주의를 수용하여 생활자율권이 부여되
고, 개인의 능력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변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
다. 5가구 호도 거리 책임제는 새마을운동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다. 향후 한
중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91년 한중 수교 직전 北京大 총장과 楊通方 교수 일행이 아주대를 방문하

였다. 楊通方 교수는 國立東方言語專門學校 한국학과(北京大 한국학과 전신)
를 졸업하고 김준엽 교수의 추천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인민군을 따라 귀국하였고, 北京大에 재직하다가 문화대
혁명 기간에 下放으로 對外에 있다가 1991년 4월 ‘北京大學 朝鮮歷史文化硏究
所’를 창립하면서 복귀하여 주임을 맡았다. ‘朝鮮歷史文化硏究所’는 199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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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學硏究中心’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8) 아주대와 北京大가 교류 협정을 맺

은 것은 대우학원의 김준엽 이사장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김준엽 이사장은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학도병
으로 강제 징집되어 中華民國에 갔다가 탈영하여 重慶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해방 후 광복군 신분으로 귀국하기를 기다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中華民國에 있으면서 1946년 國立東方言語專門學校 한국어과
강사가 되어 1949년까지 근무하였고9), 1947년 國立中央大學(현 南京大学) 연
구원에 입학하였다. 1949년 中華民國이 臺灣으로 옮겨가는 國府遷臺로 귀국하
여 고려대 문리대 조교가 되었고, 1951년 國立臺灣大學 硏究院에 유학하였다.
귀국 후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려대 亞世亞問題硏究所 소장, 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전두환에 의해 타의로 총장직을 사
퇴하고 대우학원 이사장, 한국사회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아주대와 北京
大, 아주대와 杭州大의 교류 협정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 北京大 沈定昌 교수의

아주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김준엽 이사장께서 타진해왔다. 沈定昌 교수는 1979
년부터 北京大学 东语系 朝语教研室 教员으로 근무하면서 1979년 9월부터
1981년 8월까지 朝鲜金日成综合大学 研究生, 1990년 1월부터 1993년 5월까지
中国驻朝鲜大使馆 교육관을 역임한 바 있다.

1992년 杭州大學 沈善洪 총장 일행이 아주대학을 방문하였다. 당시 항주에는

대우에서 운영하는 서호전자와 대통전자가 있었다. 아주대와 北京大가 교류 협
정을 맺은 것은 대우학원의 김준엽 이사장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역할에 힘
입은 바 크다. 필자는 1995년 杭州大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沈善洪 총장, 鄭造桓
당서기, 浙江省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毛昭晰 副主任, 金健人 부소장, 黃
時鑒 부소장, 陳新錡 외사처장, 陳揮 외사처 주임 등을 만났다.
沈善洪 총장은 浙江師範大學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中國人民大學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중국철학 전공자로 총장과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겸임하였고, 浙江
8) 沈定昌, ｢중국에서의 한국학연구 실황 및 전망｣, 뺷21세기 중국의 정치와 경제현황 및 전
망뺸,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대학원, 2001.10.25., pp.12-13.
9) 沈定昌, ｢北京大學의 중한인문교류와 한중인문학회｣,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 2017,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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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로 합병되면서 종신 한국학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영면하였다. 金健人 교

수는 杭州大 중문학과 출신으로 연구처장을 하면서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을 맡
았고,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까지 한국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毛昭晰 교수는
杭州大 총장을 역임하고 浙江省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副主任, 浙江省 고

고학회 회장, 浙江省 박물관 명예관장을 역임한 인문학자다. 黃時鑒 교수는 北
京大 역사학과 출신으로 도서관장을 하면서 부소장을 맡은 역사학 교수다.

한국연구소 구성원들은 전선희 조리연구원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하고
강좌를 개설하였다. 한글 자모에서부터 시작한 수업은 지루함을 피하고 효용성
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어에 대해 강의하면서 아리랑이라는 민요
를 가르쳤다. 쉬운 노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게 하려
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수강생은 黃時鑒, 金健人, 黃征, 任平, 兪忠鑫 교수, 교육
과 謝長法 박사연구생, 법학과 陳信勇 부교수 겸 변호사, 도서관 陳華, 楊雨雷,
陳習, 宮云維, 馮建宏, 楊芳茵, 張愛萍, 金衛華, 王勇, 羅衛東(현 浙江大 부총

장), 王勁敏, 史晉川 등이다.
1995년 12월 金健人 부소장과 富陽의 郁達夫 生家를 방문하였다. 郁達夫는
浙江省 富陽縣 출신으로 1913년 일본에 유학하여 1922년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1921년 도쿄에서 郭沫若, 成仿吾 등과 創造社를 결성하였고, 上海
에서 뺷創造季刊뺸을 편집하였다. 北京, 武漢, 中山에서 교수를 역임하였고, 좌경
한 창조사를 탈퇴하고 은둔 생활을 하였다. 金健人 교수는 魯迅學會와 郁達夫
學會를 소개하고 郁達夫 誕辰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논문청탁을 하였다. 1995

년 12월 동양사학회가 杭州大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郁達夫學會나 동양
사학회 학술대회는 중국학 관련 학술대회였다. 당시 많은 대학에서 중국문학회,
중어중문학회, 중국사학회, 동양사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수교 직후
라 중국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많지 않아서 한중인문학 교류를 하기도
쉽지 않고 한중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쉽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학 인프
라가 구축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한중인문학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학
회를 구성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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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 활동을 통한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의 인문학 교류
1995년 10월 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硏討會를 北京大에서, 1996년 1월 한국

동양사학회 학술대회를 杭州大에서, 10월 주중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중한 교
류 및 협력 학술회의’를 北京大에서, 12월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중한인문과학
연토회)를 杭州大에서, 1997년 8월 ‘한국독립운동사국제학술회의’를 杭州大학,
10월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세미나를 杭州大에서, 1998년 10월 명지대학교와 공

동으로 ‘중한 문화 및 현대화 국제학술회의’를 北京大에서, 12월 제2회 한중인문
학회 학술대회를 杭州大에서, 1999년 5월 제2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아주
대에서, 7월 ‘中韓海上交流 및 불교문화에 관한 세미나’를 浙江大에서, 10월 제3
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세미나를 山東大에서, 12월 제4회 한중인문학회 학술
대회를 浙江大에서, 2000년 6월 제5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洛陽外大에서,
9월 제5차 아시아·태평양지역 한국학국제학술회의를 北京大에서, 2001년 5월

제6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남서울대에서, 7월 제7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
회를 北京大에서, 10월 제4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세미나가 復旦大에서, 2002
년 6월 제8차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한국현대문학회와 공동으로 浙江大에
서, 11월 제9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한남대에서, 2003년 6월 제10회 한중
인문학회 학술대회를 아주대에서, 10월 제5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세미나가
南京大에서, 12월 제11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山東大에서, 2004년 6월 12

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한국현대소설학회와 공동으로 洛陽外大에서, 11월
제13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부산외대에서, 11월 제1차 베이징포럼을 중국
人民大회당에서, 12월 국제유학컨퍼런스를 中國人民大에서, 2005년 5월 상하이

포럼을 復旦大에서, 6월 제14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성도에서, 9월 제1차
동북아포럼을 辽宁大에서, 10월 제6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세미나를 辽宁大
에서, 11월 제2차 베이징포럼을 人民大會堂에서, 12월 제2차 국제유학컨퍼런스
를 中國人民大에서, 2006년 1월 제15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아주대에서,
6월 제16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吉林大에서, 9월 제2차 동북아포럼을 辽
宁大에서, 10월 제7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대회를 北京大에서, 11월 제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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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강릉대에서, 11월 제3차 베이징포럼을 北京大에서, 12
월 제3차 국제유학컨퍼런스를 中國人民大에서, 2007년 5월 제2차 상하이포럼을
復旦大에서, 7월 제18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湖南大 嶽麓書院에서, 8월

제8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대회를 延邊大에서, 9월 제3차 동북아포럼을 辽宁
大에서, 10월 제19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군산대에서, 11월 제4차 베이징

포럼을 北京大에서, 12월 제4차 국제유학컨퍼런스를 中國人民大에서, 2008년 5
월 제3차 상하이포럼을 復旦大에서, 6월 제20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山東
大 威海分校에서, 9월 제4차 동북아포럼을 辽宁大에서, 10월 제1회 두만강포럼

을 延邊大에서, 11월 제5차 베이징포럼을 北京大에서, 11월 제21회 한중인문학
회 학술대회를 서울대에서, 12월 제5차 국제유학컨퍼런스를 中國人民大에서,
2009년 5월 제22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아주대에서, 5월 제4차 상하이포럼

을 復旦大에서, 7월 제23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浙江大에서, 10월 제2회
두만강포럼을 延邊大에서, 11월 제6차 베이징포럼을 北京大에서, 11월 제24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12월 제5차 동북아포럼을 辽宁大
에서, 12월 제6차 국제유학컨퍼런스를 中國人民大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회의는 1995년 이후 격년 단위로 개최되다가 2005년 이
후 매년 1회 중국에서 개최되고, 한중인문학회는 1996년 이후 1년에 1회씩 中國
에서 개최되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1년에 2차례 한국과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획주제가 있을 경우 3회까지도 개최되었다. 중국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베이징포럼은 2004년부터, 국제유학포럼은 2004년부터, 상하
이포럼은 2005년부터, 동북아포럼은 2005년부터, 두만강포럼은 2008년부터 개최
되고 있다. 톈진포럼은 2015년, 난징포럼은 2015년, 산동포럼은 2016년 개최되었
다. 아주대에서 개최된 ‘21세기 한국학국제학술세미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
원한 ‘세계한국학국제학술대회’, 한국국사편찬위원회가 지원한 ‘중한사학가포
럼’, 中国浙江地区与韩国友好交流国际学术会议,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학
술대회, 중국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International Coferance on Asian
Studies 등도 개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베이징포럼은 경제, 경영, 정치, 행정, 국

제관계, 사회, 교육, 법률, 역사, 인류학, 철학, 문학, 예술, IT 중심의 포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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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포럼은 금융, 에너지, IT 중심의 포럼이고, 국제유학포럼은 유교 사상 중
심의 포럼이고, 동북아포럼은 지정학적 특성, 경제 발전, 평화, 안보 문제 중심의
포럼이고, 톈진포럼은 도시발전과 지역 개발 중심의 포럼이고, 난징포럼은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포럼이고, 산동포럼은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에 관해 논의하는 포럼이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교육 등에 국한된 학
술대회나 정치, 외교, 경제, 도시문제에 치중한 한중학술대회를 제외하고 어문,
역사, 철학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인문학 학술대회에 국
한하여 논의한다면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대회와 한중
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두만강포럼만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인문학 관련 학술대회라 할 수 있다.
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硏討會(중국한국학국제학술세미나)는 1995년 김준엽

한국사회과학원 이사장과 北京大, 复旦大, 杭州大, 南京大, 山东大, 辽宁大의
한국학연구소장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으나 점차 참가 기관이 늘어나고 있
다. 현재는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학 학술회의로, 중국에서 北京大, 中国
人民大, 北京外大, 北京语言大, 中国对外经贸大, 北京第2外国语大, 中央民族
大, 北京联合大, 北京师大, 中央党校, 中国社会科学院, 中国国际问题研究所,
国务院发展中心, 中国国际战略学会, 外交部, 中联部, 文化部, 人民日报, 新华
社, 当代韩国, 南开大, 天津外大, 天津师大, 复旦大, 华东师大, 同济大, 上海海
洋大, 上海社会科学院, 上海国际问题研究院, 中山大, 暨南大, 厦门大, 华侨大,
湘潭大, 成都大, 浙江大, 南京大, 东南大, 南京师大, 解放军国际关系学院, 扬
州大, 华中师大, 武汉中南民族大, 淮北师大, 洛阳外大, 西安外大, 山东大, 山
东师大, 济南大, 青岛大, 中国海洋大, 烟台大, 曲阜师大, 吉林大, 东北师大, 吉
林师大, 延边大, 吉林省社会科学院, 哈尔滨工大, 黑龙江大, 黑龙江省社会科学
院, 辽宁大, 东北大, 大连外大, 大连大, 辽东学院, 辽宁省社会科学院 등이, 한

국에서 서울대, 고려대, 한중연, 연세대, 이대, 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명지대,
건국대, 한양대, 단국대, 홍익대, 아주대, 계명대, 숙대, 동덕여대, 인하대, 인제대,
서강대, 상명대, 안동대, 관동대, 강원대, 강릉대, 부산대, 부산외대, 경상대, 경남
대, 경북대, 공주대, 강남대, 안동대, 순천향대, 동아대, 전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 13

울산대, 교통대, 한림대, 호서대, 한국사회과학원, 한중인문학회, 동북아역사재
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경제전략연구원, 한국아산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
구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명칭도 변경하였다. 국내
대학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세미나로 회의 규모는 보통 130150명이다. 한중 수
교 이후 '중국한국학 국제학술세미나'는 한중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으며, 양국 학자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한반
도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10)
제1회 대회는 중국에서는 北京大, 杭州大, 復旦大, 南京大, 山東大, 辽宁大,
南开大, 人民大, 中央民族大, 中國社會科學院 등이 참여하였고, 한국에서는 고

려대만 참가하였다. 학술대회를 준비할 당시 김준엽 이사장은 6개 대학의 한국
학연구소장들이 모여 협의를 하고 순차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했으나 당시 한국학연구소가 北京大, 杭州大, 復旦大, 山東大, 辽宁大에는 있었
지만 南京大에는 없었고, 中央民族大, 延边大, 北京語言文化大에는 있었지만
中央民族大만 참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기억할 수 없어서 구술사의 중

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1회 대회 참가자는 김준엽(한국사회과학원), 박용운(고려대), 김정배(고려대),

조광(고려대), 정규복(고려대), 윤사순(고려대), 김대식(대우학술재단), 이현경
(한국국제교류재단), 伊藤英人(东京外国语大), 서대숙(美国夏威夷大), 이채진
(Claremont Mckenna College), 冯玉忠(辽宁大), 赵德志(辽宁大), 田廷柱(辽宁
大), 曹中屏(南开大), 孙卫国(南开大), 李德征(山东大), 陈尚胜(山东大), 晁中
辰(山东大), 庄锡昌(复旦大), 徐洪兴(复旦大), 牟元珪(复旦大), 龚延明(杭州
大), 杨渭生(杭州大), 金健人(杭州大), 黄时鉴(杭州大), 陈新绮(杭州大), 高宗
文(文艺出版社), 陈龙山(东北亚研究所), 李洪甫(连云港地方志编委), 步近智

(中国社会科学院), 杜继文(中国社会科学院), 宣德五(中国社会科学院), 沈仪琳
10) 沈定昌 교수가 조사하여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학술대회 개최 장소는 다음
과 같다. 제11회 山东大(2010), 제12회 吉林大(2011), 제13회 中山大(2012), 제14회 辽宁
大(2013), 제15회 浙江大(2014), 제16회 复旦大(2015), 제17회 山东大(2016), 제18회 北京
大学(2017), 제19회 延边大(2018), 제20회 南开大(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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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社会科学院), 苑利(中国社会科学院), 赵习(中国社会科学院), 李岩(中央
民族大), 祈庆富(中央民族大), 严圣钦(中央民族大), 徐永燮(中央民族大), 孟济
永(人民大), 杨通方(北京大), 葛振家(北京大), 刘渤(北京大), 张传玺(北京大),
魏常海(北京大), 刘金质(北京大), 白化文(北京大), 王邦维(北京大), 赵朝洪(北
京大), 钱志熙(北京大), 赵杰(北京大), 贺剑城(北京大), 何镇华(北京大), 沈定
昌(北京大), 金英姬(北京大), 安娜(北京大), 刘素琴(北大分校), 白锐(中国文化
部), 郑保勤(新华社), 周必忠(人民日报), 童斌(当代韩国 编辑), 郑成宏(代当韩
国 编辑) 등이다.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의 동양학 전공자들이다. 제2회 대회부

터는 한중인문학회 회원들이 별도의 세션을 구성하여 참가하면서 한국의 한국
학 연구자들의 참여폭이 커졌다.11) 김덕중, 신용하, 이원순, 김상대, 변인석, 조
동일, 신승하, 박원호, 박옥걸, 사재동, 이상억, 송현호, 심경호, 박현규, 손희하,
김대현, 윤병로, 강신항, 김갑주, 최병헌, 박노자, 이장희, 김종원, 이양자, 고혜령,
김영하, 이영춘, 김태승, 兪忠신, 楊芳茵, 徐朔方, 林明德, 許維翰, 漆瑗 등이 새
롭게 참가하였다.
한중인문학회는 1996년 한중 인문 교류의 당면 과제들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
국학을 통한 동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출범한 학회로 한중
문화의 영향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에서부터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을 확인하
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계를 지배해온 이식사관을 극복하고 세계문화의
한 축인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을 찾으려는 장이다.12) 제1회에는 龔延明(杭州
大), 金健人(杭州大), 김공환(아주대), 김광해(서울대), 김상대(아주대), 김성렬

(아주대), 김성희(杭州大), 김승일(동국대), 金耀輝(浙江省), 김창수(동국대), 나

각순(서울시), 남윤수(강원대), 盧向前(杭州大), 毛昭晰(杭州大), 박영원(영훈
고), 박옥걸(아주대), 方立新(杭州大), 변인석(아주대), 傅伯模(杭州大), 徐朔方
11) 제1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을 沈定昌 교수에게 의뢰하고, 제2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을
金健人 교수에게 의뢰했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필자가 보관한 자료
집은 제2호 논문집을 만들면서 분해하여 보관하다가 학회에 기증하였으나 간사들의 부
주의로 유실되었다. 다행스럽게 제2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손희하 교수가 자료를 보내와
서 참가자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보완하였다.
12) 뺷中韓人文科學硏究뺸, 국학자료원, 1996.12,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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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杭州大), 薛艶莊(杭州大), 성낙희(숙명여대), 束景南(杭州大), 송현호(아주대),

신범순(관동대), 沈善洪(杭州大), 양명학(울산대), 楊雨蕾(杭州大), 楊渭生(杭
州大), 呂洪年(杭州大), 吳秀明(杭州大), 吳熊和(杭州大), 阮洁(浙江省), 劉俊
和(杭州大), 윤여탁(서울대), 李敦球(杭州大), 李洪甫(淮海工學院), 임영정(동

국대), 任平(杭州大), 張德明(杭州大), 전기철(숭의여전), 鄭造桓(杭州大), 趙秀
英(杭州大), 조창환(아주대), 周月琴(中國社會科學院), 陳新錡(杭州大), 천병식

(아주대), 崔鳳春(杭州大), 漆瑗(華東師大), 鮑志成(杭州大), 夏春豪(淮海工學
院), 許高渝(杭州大), 黃時鑒(杭州大), 黃征(杭州大) 등이 참가하였다. 한국의

한국학연구자들이 대거 참가한 학술대회였다. 1997년 이후 강신항(성대), 姜日
天(人民大), 구인환(서울大), 권용옥(남서울대), 김경혜(이화대), 김대현(성대),

김병욱(충남대), 김상태(이대), 김영철(건국대), 김영하(성대), 김일영(경산대),
김정자(부산대), 김종복(성대), 김종원(부산대), 김종철(계명대), 김종철(서울대),
김중신(수원대), 김호웅(연변대), 羅遠惠(북경어문대), 류덕제(대구교대), 유인순
(강원대), 劉志東(遙寧大), 李巖(중앙민족대), 李正子(青島大), 馬池(陝西師大),
苗春梅(북경외대), 박민수(춘천교대), 박윤우(서경대), 박종홍(영남대), 박충순

(천안대), 박현규(순천향대), 박현수(춘천교대), 박현숙(숙대), 潘於旭(浙江大),

방인태(서울교대), 白銳(北京大), 徐凱(北京大), 서준섭(강원대), 孫敏強(浙江
大), 손희하(전남대), 宋成有(北京大), 송일기(전남대), 심경호(고려대), 牛林杰

(山東大), 우찬제(서강대), 우한용(서울대), 유순희(서울대), 윤병로(성균관대),
尹保云(北京大), 尹允镇(吉林大), 윤정룡(한남대), 이영춘(국편), 이영화(한중

연), 이용남(명지대), 이재오(동양대), 이정숙(한성대), 이종순(서울대), 이주형
(경북대), 이춘식(고려대), 이태숙(단국대), 張伯偉(南京大), 장사선(홍익대), 장

현숙(경원대), 전봉관(서울대), 전영숙(아주대), 전인영(이대), 전혜자(경원대),
정규복(고려대), 정병헌(숙대), 정태섭(동국대), 조건상(성대), 趙杰(北京大), 조
남현(서울대), 曹虹(南京大), 주승택(안동대), 陳輝(浙江大), 肖瑞峰(浙江大),
최병우(강릉대), 최병헌(서울대), 최학출(울산대), 沈定昌(北京大), 한계전(서울
대), 韓理洲(西北大), 한승옥(숭실대), 한용수(동국대), 박경현(경찰대) 등이 새
롭게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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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們江포럼은 2008년부터 중국 延边大와 한국고등교육재단이 공동 주최한

국제적인 포럼이다. 21세기가 태평양 시대의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인 동북아, 동북아의 찬란한 경계인 두만강 유역은 각종 문명이 충돌하고 융
합하는 곳이자 세계화 시대에 다민족문화가 공존하고 번영하는 가치관을 창조
하는 공간이다. 다원 공존과 변방의 선택을 주제로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 지역
통합이 병진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문화 공존과 경제 세계화가 변방 지역에
가져온 문제들을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여 학술적 플랫폼을 만들고,
다문화 공존과 발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두만강 지역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혁신적인 가치관을 제공하기 위한 학술회의다.13)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등의 저명학자들이 참석해 동북아
각국 간 교류와 두만강 지역 협력 개발이 직면한 중대 현안 등을 폭넓고 다차원
적이며 깊이 있게 논의해 공감대를 모색했다. 두만강 지역의 경제, 정치, 법률,
사회, 역사와 문화의 전면적인 진보에 대한 조언을 하는 자리였다. 다년간의 노
력 끝에 학술적 사회적 영향력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두만강 지역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제1회 참가자는 金柄珉(延边大), 蔡美花(延边大), 朴文一(延边大), 朴永浩
(延边大), 金成镐(延边大), 金春善(延边大), 金虎雄(延边大), 金京勋(延边大),
金宽雄(延边大), 金强一(延边大), 金香海(延边大), 金永寿(延边大), 李洪锡(延
边大), 李晶(延边大), 柳燃山(延边大), 李忠实(延边大), 马金科(延边大), 朴灿
奎(延边大), 朴承宪(延边大), 孙春日(延边大), 王晓波(延边大), 吴东镐(延边
大), 徐东日(延边大), 许辉勋(延边大), 尹太顺(延边大), 郑日南(延边大), 郑艳

(延边大), 全莹(延边大), 정영진(延边大), 허명철(延边大), 김철수(延边大), 李
官福(延边大), 金光洙(延边大), 沈丁立(复旦大), 石源华(复旦大), 孙科志(复旦
大), 宋承有(北京大), 许莲顺(延边作家协会), 应惟伟(北京外大), 林坚(人民大),
牛林杰(山东大), 刘广名(洛阳外大), 崔红一(延边作家协会), 沈丁立(复旦大),
石源华(复旦大), 孙科志(复旦大), 宋承有(北京大), 이서행(한중연), 송현호(아
13) 김호웅 교수가 한국학연구소의 서옥란 선생에게 부탁하여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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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 이승우(성대), 최병우(강릉대), 류종렬(부산외대), 박경하(중앙대), 박영근
(중앙대), 홍윤기(동국대), 안삼환(서울대), 황상익(서울대), 한정숙(서울대), 유

초하(충북대), 최미정(계명대), 홍순석(강남대), 김세원(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
회), 조주연(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진일상(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찬
영(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손준철(국회), 심오택(총리실), 황재호(국방연구
원), 김재열(한국고등교육재단), Robert A· Scalapino(Roberson Institute), 최경
희(시카코대), 임정빈(버클리대), Elmer Malibiran(菲律宾大), 金光林(新泻产业
大), 李相哲(龙谷大), Larisa Zabrovskaa(俄罗斯科学院), Vladimir Karakin(俄
罗斯科学院), 문성렵(朝鲜社会科学院), 문영호 (조선사회과학원), 리준항(朝鲜
社会科学院), 조희성(조선사회과학원), 김광일(조선사회과학원), 공명성(조선사

회과학원), 전하철(조선사회과학원) 등이 참가했다.14) 2회 대회부터 김일성종합
대 교수들도 참가하였다.

4. 한국학진흥사업을 통한 한중인문학 교류
필자는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 2011년 1월부터 2014.12월까지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
장을 맡았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을 방문하여 해외 한
국학 진흥사업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6년 동안 해외 한국학진
흥을 위해 일하면서 쌓인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9년 3월 종합심사에 세계의 유명대학들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사업 선정

대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 가운데 延邊大學과 中國海洋大學이 있었다. 미국이
나 유럽의 여러 한국학연구소에 비해 延邊大學 한국연구소는 주목할 필요가 있
었다. 延邊大學은 한국학의 요람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수교 이후 한국
어 학과 개설과 수많은 한국학연구기구의 설립과정에서 延邊大學은 주된 인력
공급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점이 간과되고 점수가 바닥에 있었다. 물론 개별심

14) 김호웅 교수가 한국학연구소의 서옥란 선생에게 부탁하여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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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겠으나 延邊大學 조
선어문학부 관련 연구소가 100대 중점연구기지로 선정된 것이나 조선어문학부
를 일류학과로 인증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임이 분명하여 시정을 요청했다. 한국
학진흥사업위원회의 입장에서 해외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대학이고, 한국학진흥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한국학을 ‘세계의 주류 학문으로 발전시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한국학의 인프라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세계적인 한국학 전문가와 학문 후속세

대를 양성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한국학연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동북아지역에 있는 일
본 연구와 비교해 볼 경우, 중국의 한국학은 그 연구의 심도나 연구 인력의 수
등 모든 면에서 일본학을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많은 대학교에서
한국학연구기구를 설치하였지만 대부분 소수 연구 인력이 운영하는 상태여서
그들을 이끌어갈 핵심 연구소가 필요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들이 고려되어 延邊
大學을 중핵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9년 중국에서 4개의 사업단

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0년 실시된 연차평가에서 중앙민족대학과 연변대학이 문제가 되었
다. 중앙민족대학은 일회성 행사의 과다, 학술행사가 아닌 문화 행사 진행, 학생
관련 행사의 예산 사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 延邊大學은 연구,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교류로 나뉘어 전반적, 포괄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었다. 중국 동북지역 내 한국학을 견인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
게 필요하고, 학술성과도 장기비전에 입각하여 연구 목표가 설정되고 내용이 모
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주제에 맞게 중국학자와
일본학자를 포함하여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 모
색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
핵대학의 사업 성격에 맞추어 연구성과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
다. 제출된 연구성과는 개인 연구 성격이 강하고 기존 연구성과의 보완 및 수정
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핵대학의 학술연구 성과는 해당 지역
에서 한국학의 수준을 견인하고 중국학계에서의 평가를 유도하여 중국 내 한국

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 19

학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제기되
었다. 두 대학 모두 c 평점을 주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北京大, 浙江大, 吉林大, 中山大, 復旦大, 中央民族大, 南京大, 延边大,
中國海洋大, 山東大, 遙寧大, 河北大, 四川外大, 吉林大學 珠海學院, 浙江越秀
外國語學院, 國立政治大, 中國文化大學, 高雄大學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자문

을 해주었다. 2010년 위해분교에서 개최된 이주문화센터 세미나에서 축사와 논
문발표를 하고 牛林杰, 金哲, 劉寶全, 李學堂, 최병우 등을, 사천외대 한중인문
학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하고 임향란, 金虎雄, 유성선, 유인순, 박순애, 한용
수, 김유중, 우한용, 최병우, 우상렬, 박윤우 등을, 图们江포럼에서 논문발표를
하고 연변대 교수들과 高喆焄, 허련순, 석화 등을 만났다. 2011년 中國海洋大學
에서 강연을 하고 李海英, 戴華, 李光在 등을, 아주대 초청강연에서 김관웅, 牛
林杰 등을, 국제한인문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김경훈, 김종회 등을,

화남사대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하고 禹漢鎔, 钱兢, 李海英, 전영, 金春善,
윤해연, 김경선, 박경수, 이미림, 곽명숙, 김유중, 이태숙, 이승준, 전영의, 최유학,
김성진, 임향란, 李學堂, 전우, 손희하, 유성선, 박순애, 박강, 许世立, 李仁顺, 吳
偉明, 박인기, 류종렬, 한용수, 전영근, 김영희 등을, 고구려 발해 문화유적 답사

단을 인솔하고 延吉에서 김호웅, 전영, 瀋陽에서 張東明, 北京에서 沈定昌을,
北京포럼에 참석하여 이상희, 권병현, 조백제, 엄영석, 박진백, 沈定昌, 이암송,

하홍위, 김경선, 왕광명 등을 만났다. 2012년 中國海洋大學에서 강연을 하고 戴
華, 이해영, 이광재 등을, 中央民族大學에서 석학초청 강연을 하고 太平武, 李
巖, 金春善, 리원길, 강용택, 오상순, 김명숙, 최학송, 최유학, 박순희, 박문자, 김

성란 등을, 아주대를 방문한 浙江新通華文大 陳新錡 교수 일행을, 臺灣 東吳大
學을 방문하여 劉源俊 등을, 图们江포럼에서 강연과 논문을 발표하고 연변대학

교수들과 최홍일, 석화 등을, 浙江論壇에서 축사를 하고 문정인, 金健人, 박인국,
劉麗雅 등을 만났다. 2013년 中國海洋大學에서 강연을 하고 吳德星, 안재환, 張
彤, 万榮, 李海英, 戴華, 李光在, 박재역, 김윤태, 윤정용 등을, 中央民族大學 학

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중앙민족대학 교수들과 윤여탁, 方龍南, 池水涌 등을,
中央民族大學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중앙민족대학 교수들을, 山東大學 韓國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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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에서 명사초청 강연을 하고 牛林杰, 劉寶全, 金哲 등을, 中國海洋大學에서

강연하고 이해영, 차희정, 한홍화 등을, 中央民族大學에서 강연을 하고 金春善,
강용택, 오상순, 김명숙 등을, 北京外大에서 강연하고 김경선을, 图们江포럼에
서 강연과 논문을 발표하고 延邊大學 교수들과 우광훈, 최홍일, 허련순, 석화, 姜
銀國, 金健人, 劉德海, 張東明 등을, 中國海洋大學 세종학당에서 강연을 하고

이해영, 이광재 등을, 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劉德
海, 蔡蓮康, 介文汲, 王俊, 李明, 曾天富, 陳慶智, 郭秋雯, 朴炳善, 陳蕎堯, 李天
承, 鄭性勳, 張少文, 鄭湘榮, 朴正九, 林龍基, 崔末順, 卜乃夫, 林明德, 扈貞煥,
鄭潤道, 金善孝, 董達, 吳忠信, 張秀蓉, 周健, 劉源俊, 王國良, 謝目堂, 張琳禎,
河凡植, 王淸棟, 蕭新煌, 현인택, 정상기, 이상렬을 만났다. 2014년 靑島理工大
學 공상홍, 金興林, 한홍화 등을, 中山大學에서 강연을 하고 徐瑤, 魏志江 등을,
吉林大學 珠海學院에서 축사와 논문발표를 하고 付景川, 전영근, 이선이, 유성

선, 한용수, 許世立, 李仁順, 최병우, 전영의, 李海英, 정호웅, 이태숙, 김명숙, 박
경수, 류종렬, 전우, 魏志江, 이영춘, 전영, 최일의, 박강, 윤선자, 钱兢, 임경순,
김정우, 조수진, 박인기, 최유학, 박순애 등을, 칭화대 위즈강 부총장과 당서기,
遼寧大 張東明, 권세영 등을 만났다. 2015년 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학술대회

참석하여 축사와 논문발표를 하고 臺灣의 한국학 연구자들과 강신항, 정양완,
변종현, 박동욱, 이문원, 이영춘, 엄태암, 양수지, 金强一, 李鍾林, 唐彦林 등을,
아주대를 방문한 浙江工商大學 金俊, 길림대학 윤윤진, 길림사대 이명권, 허춘
화 등을 만났다. 2016년 延邊大學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延邊大學 교수들과 최
홍일, 우광훈 등을, 제4회 세계인문학대회에서 조동일, 윤여탁, 김기석을, 한중인
문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상대, 한계전, 沈定昌, 최병우, 박인기, 정기웅, 손희하,
박화염, 姚委委, 郭沂滨, 전긍, 白雪飞, 이명아, 李铁根, 李莉, 赵楠楠, 金汝珍,
김승남, 조원일, 류종렬, 황영미, 박윤우, 문철영, 박환, 유성선, 한용수, 임경순 등
을, 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학술대회에서 축사와 논문발표를 하고 中華民國의
한국학 연구자들과 張東明, 방수옥, 윤대규, 임홍빈, 맹강현, 김덕수, 하타노 세
스코 등을 만났다.
2017년 泛주강삼각주지역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축사와 논문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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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吉林大學 珠海學院 교수들과 전영근, 金基石, 강보유, 姚委委, 呂學峰 등
을,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 수교 25주년 기념 포럼 강연에서 중국대사 등을, 中
華民國韓國硏究學會 학술대회에서 축사와 논문발표를 하고 中華民國의 한국

학 연구자들과 고영근, 금희연, 이민원 등을 만났다.
2018년 中国浙江地区与韩国友好交流国际学术会议에서 축사와 논문발표를

하고 金健人, 葛振家, 陳校語, 方秀玉, 陈辉, 楊雨蕾 등을, 泛珠江三角洲地域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축사와 논문발표를 하고 吉林大學 珠海學院 교
수들과 金健人, 李德昌, 許世立, 于柱, 전영근, 方龍南, 陳校語 등을 만났다.
2019년 吉林大學 珠海學院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許世立, 이인순, 박화염, 權
基虎 등을, 河北大 姚委委를, 浙江大學에서 거행된 ｢기미년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金健人, 陳校語, 陈辉, 楊雨蕾, 千勇, 백승호, 허새 등을, 한
국문학번역원이 延邊大學에서 개최한 ｢중국권역 한민족 이산문학 심포지움｣에
서 주제발표를 하고 金柄珉, 金虎雄, 李光一, 리원길, 김사인, 김종회, 김인숙, 허
련순, 석화, 최학송 등을, 하북대 허초사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姚委委, 박현
규, 임치균, 허영무 등을, 遙寧大에서 강연을 하고 장동명 등을, 중앙민족대학 강
연을 하고 왕단, 김경선, 김춘선, 김명숙, 김청룡, 최유학, 최학송, 손경란, 김성옥,
유미란 등을, 천진외대에서 조용숙, 김명숙 등을 만났다. 자문을 해준 대학 가운
데 해외 한국학진흥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있고, 탈락한 대학들도 있다.
해외한국학진흥사업 가운데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사업은 누적과제로 총 62개
과제 가운데 중국에서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해외 한국학 씨앗형사업은 138
과제 가운데 중국에서 1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사업은 교
육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고,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
고 운영하여 한국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해외 한국학진흥사업
에 선정된 대학들은 한국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중인문학 교류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사업에는 中央民族大學
(김춘선, 2008.12.～2013.12.), 南京大學(윤해연, 2008.12.～2013.12.), 延邊大學
(김강일, 2009.5.～2014.5.), 中國海洋大學(이해영, 2009.5.～2014.5.), 山東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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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걸, 2012.10.～2013.9.), 南京大學(윤해연, 2013.11.～2018.10.), 中央民族大
學(김춘선, 2013.11.～2018.10.), 中國海洋大學(이해영, 2014.9.～2019.8.), 延邊大
學(박찬규, 2015.9.～2020.08.), 遼寧大學 (장동명, 2018.06.～2023.05.) 10개 과제

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 씨앗형사업에는 上海外國語大學(유충식,
2010.12.～2012.12.), 北京大學(김경일, 2010.12.～2012.12.), 大連外國語大學(김

용, 2011.12.～2013.11.), 復旦大學 (황현옥, 2011.12.～2014.11.), 濰坊學院(왕방,
2012.7.～2015.6.), 河南理工大學(김홍대, 2013.7.～2016.6.), 華東師范大學(왕평,
2014.07.～2017.06.), 山東大學(고홍희, 2015.7.～2018.6.), 華中師範大學(지수용,
2016.7.～2019.6.), 吉林大学珠海学院(허세립, 2016.7.～2019.6.), 河北大學(요위

위, 2017.6.～2020.6.), 濰坊學院 (왕가, 2017.6.～2020.6.), 南昌大學(전병욱,
2019.6.～2022.5.) 濰坊學院 (왕가, 2020.6.～2025.5.), 浙江越秀外國語學院(방용

남, 2020.6.～2023.5.) 1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中華民國의 경우 해외 한국학 중
핵대학사업에는 中國文化大學(호정환, 2010.7.27.～ 2015.7.26.), 國立政治大學
(진경지, 2015.09.01.～2020.08.31.)가, 해외 한국학 씨앗형사업에는 國立高雄大
學(이경보,

2016.11.01.～2019.05.31.),

國立高雄大學(하범식,

2020.08.01.～

2025.06.31.)이 선정되었다.15)

5. 한중인문학 교류의 전망
1983년 中華民國을 방문했을 때 양안 관계는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던 시기였

다. 中華人民共和國이 中華民國의 자본주의 및 군대유지 등에 대한 고도의 자
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 9개 방안(1981. 9.) 및 一國兩制에 의한
통일방식(1982. 12.)을 제안하였다. 中華民國이 그에 화답하여 1985년 ‘대륙교역
삼원칙’을 마련하였고, 1987년에는 인적교류를 통한 양안 교류를 추진하면서 평
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커가면서 변화
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대회와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를
15) 여러 글에서 선정대학을 밝힌 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2021년 1월 현재 자료까지 보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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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중인문학 교류가 본격화될 무렵인 1997년 中華民國 중앙연구원 근대사
연구소의 張存武 연구원이 中華民國의 지원을 받지 않은 한국의 중국학 연구자
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비난하여 장내가 숙연해진 바 있다. 당시 양안 관계의 변
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이었다.
中華人民共和國의 一國兩制란 中國이라는 큰 울타리에 공산당정권인 中華
人民共和國체제와 국민당 혹은 민진당정권인 中華民國체제가 양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中國共産黨은 中國은 곧 中華人民共和國이고 臺灣省은
中國의 영토라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되었고, 그에 반발하여 中華民國

은 자신들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9년 李登輝 총통이 兩
國論을 제기하면서 파란이 일었다. 이어서 陳水扁 총통이 中華民國 국경절 행

사를 취소하고 臺灣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一邊一國論을 주장하면
서 양안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2016년 蔡英文 총통의 탈중국화 성
향과 미국이 中國과의 갈등에 中華民國을 이용하면서 양안 관계는 더욱 불안정
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수교 후 中華人民共和國을 자유주의 국제질
서에 편입시키고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인했으나 민주화되기는커녕 군사력 증
강을 통한 팽창정책을 추구하여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바이든 정부
에서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
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는
양자택일의 딜레마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구상 중인 쿼드(Quad) 플러
스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中華人民共和國은 동북공정과 혐한 기류에 편승하여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드 갈등 때보다 더 큰 압박을 가해올 것이다. 우리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델로 삼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화운동
을 전개하고 있는 홍콩에 대해 시종일관 침묵하고 동맹국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쿼드 플러스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
하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의 전략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간의 현안 그리고
‘사드 기지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장기계획 마련’ 문제로 미국, 中華人民共
和國,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요원하고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40여 년간 미중 관계의 큰 틀이었던 一國兩制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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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을 독립 국가로 용인하지 않으려는 中華人民共和國, 그에 반발하여 中
華民國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려는 미국, 미국을 활용하여 독립 국가의 염원

을 실현하려는 中華民國이 서로 얽히면서 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홍콩에
서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에 中華人民共和國이 개입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親中派를 심는 것 역시 一國兩制와 港人治港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소수민

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철회하고 ‘中華民族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진핑의
정책 노선은 一国两制가 아닌 共产党 중심의 一国一制를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一國兩制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고, 확대되면서 中華人民共和
國과 中華民國을 별개의 국가로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中國에 대한

개념 설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중인문학은 한국과 中華人民共和國의 인
문학만을 지칭하지 않고 한국과 中華民國(臺灣)의 인문학까지 포괄하기에 中國
이 아닌 中華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조심스럽다.

◆ 참고문헌
1. 자료
뺷韓國學報뺸1호- 25호, 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1981.

2. 단행본
송현호, 뺷한중 인문교류와 한국학연구 동향뺸, 태학사, 2018.

3. 논문
김상대, ｢학회 창립 20 주년을 축하하며｣,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2017.4.
김하림, ｢한중 수교 20년, 인문학 교류의 의미와 과제｣, 뺷한중인문학연구뺸 39, 2013, 4.
문철영 박환, ｢한ㆍ중 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서술을 중심
으로｣, 뺷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뺸, 2016.11.
송현호, ｢중국에서의 한국학연구 동향｣, 뺷한국문화뺸 33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6.
송현호, ｢중국의 한국학 현황｣, 뺷한중인문학연구뺸 35집, 2012.4.
송현호, ｢한중간 학술교류의 변천과 전망- 한중인문학회의 학회사와 학술대회 추진과정
을 중심으로｣,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2017.4.

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 25

심정창, ｢중국에서의 한국학연구 실황 및 전망｣, 뺷21세기 중국의 정치와 경제현황 및 전망
뺸,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10.25.
심정창, ｢북경대학의 중한인문교류와 한중인문학회｣,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2017.4.
유성선, ｢한중간 철학사상 연구의 성과와 전망 - 한중인문학회 20주년 변화와 모색을 중
심으로 -｣,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2017.4.
이인순 허세립, ｢중국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4년제 대학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뺷
제33회 한중인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동아시아의 근대와 ‘도시’뺸, 2013, 11. 20.
최병우, ｢뺷한중인문학연구뺸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사｣,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2017.4.
한계전, ｢한중인문학회 20년 역사의 회고｣,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2017.4.
한용수, ｢한중간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2017.4.

논문접수일

2021년 01월 16일

심사완료일

2021년 0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03월 05일

26 한중인문학연구 70

Abstract

Transition and Outlook of Academic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ong, Hyunho
The concept, category and timing of Korea-China relations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is, the 30 years of Korean-Chinese humanities were reviewed
and the prospects were presented. The period of 30 years of Korean-Chinese
humanities was set in January 1990 and the period from December 2009 when
he resign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China Humanities Association was
described as the center of academic activities, and from 2009 until recently,
he described the project related to the promotion of Korean studie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oral history, I investigated and organized records of
exchanges with researchers of Korean studies in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rea had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China until it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Korean-Chinese humanities meant the humanities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Korean-Chinese humanities have come to
encompass the humanities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China, the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56 in the East Defense Literature
Society, and in 1963, the Oriental Literature Research Institute, the Modern
History Research Institut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he
Dong-A Research Center of the National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the
Chinese Academy of Chemical Technology were established or opened in
earnest. In March 1980, the Chine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was
founded and the inaugural issue of the journal ‘Korean Studies’ was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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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81. Since then, it has grown into an academic organization that studies
Korean studies in the Republic of China and has engaged in practic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re not active except for visits to the continent by the Korean
government's college student training group or exchanges with companies
operating on the continent. The Korea-China Humanities Exchange began in
earnest with the hosting of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in October 1995 and the Korea-China Humanities
Associatio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in December 1996.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has
been equipped with education and research infrastructure through academic
conferences, has recorded the highest selection rate in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Project.
With the discussion of the unification method by the Chinese system in 1982,
China was recognized as a concept encompassing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system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Chinese People's Party's
system of the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 recent exposure of differences
over the one-state system has led to confusion in setting up the concept for
China, as the situation of claim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as separate countries has developed. It is cautious whether
the term ‘Greater China’ should be used instead of ‘China’, as it does not only
refer to the humanities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also
covers the humanities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Keyword

the Republic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orean-Chinese humanities, Greater China, Korea-China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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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1세기가 되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 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회체제에서도 나타났던 것처
럼 현재의 산업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인문학의 전개이다. 이를 위한 활동은
학문연구이외에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강좌 등의 개설에서처
럼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학문적인 발전은 학자들의 교
류와 소통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표적 활동 가운데 하나인
한중인문학회는 오랜 기간 준비하며 활동하여 한중 양국 인문학 활동에 기여하
며 나아가고 있다.
현대인의 관심 분야중 하나인 공학과 경영학 등등의 학문 고양을 위해서도 인
문학의 공존과 함께 학문에서 조화로운 구성이 되도록 그 발전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학문분야 구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9회
한중인문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16.11.19. 주제:한중인문학회 20
주년 회고와 한중 인문학 연구의 전망)에서 발표한 주제가 뺷한중인문학연구뺸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송현호(2017), ‘한중간 학술교류의 변천과 전망-한중인문학회의 학회사와 학술대회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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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우(2017), 뺷한중인문학연구뺸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사.
한용수(2017), 한중간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유성선(2017), 한중간 철학사상 연구의 성과와 전망-한중인문학회 20주년 변화와 모
색을 중심으로-.
문철영(2016), 한·중 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서술을 중심
으로-.

상기의 논문 등에서는 학회가 1996년5월 ‘한중인문과학연구회’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문
학 연구에 대한 활동 등을 제시하여 20년의 학회의 학술활동을 그 분야별1)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회 24년의 활동을
돌아보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년의 학술지와 학술대회 활동 등을 추가
하여 살펴보면서 분야별 연구 내용과 향후 학회가 진일보 확대 발전되어야할 분
야 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2. 학회의 발전과 학술지의 의의
한중인문학회는 인문학의 여러 학문분야뿐 아니라, 융복합적인 학문으로 한
중간 인문교류라는 학회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를 위해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의 발간과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주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의 연 4회 발간(38집부터)과 학술대회 연 2회 개최
(2001년부터 중국에서 1회, 국내에서 1회)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의 참여와 교류

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에서의 학술교류 등을 위해 국내외 학자가
함께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등 그 성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개최한 학술대회의 주제 ‘중국 내 한국어교육 및 타전공 연계 가능성

과 발전 방향’(중국개최),뺳일제 강점기 한·중 지역 독립운동의 인문학적 가치와
전망’(한국개최)으로 국내외 관련 학자 등 회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발표

1) 언어 및 통번역, 교육, 문화 및 방송, 사학과 철학, 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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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술대회를 통한 폭넓은 회원 확보를 마련하고 있
다. 이는 국제화 노력을 통한 사회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학술대회는 그 기획을 공동 연구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한국인문학 연구 방향을
위해 기획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토론과 참관을 위해 중국의 전 지
역에 걸쳐 50여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한중 학술교류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 회원들의 확보를 위해 매년 중국 학술대회의 개최지를 지역
에 따라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문 교류를 통한 한중간 사회문화
적인 유대와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국내 한국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긴다.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의 관점에서
인문학에 편재되어 있는 보편성을 탐색·추출하여 세계 문화의 한 축인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둘째,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한국학의 특성을 규명하
는데, 본 학술지는 한국과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학,
언어, 교육, 역사, 철학 등과 같은 인문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국학의
이해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중인문학회 회원 소속은 다음과 같다.
한국회원: 서울대, 고려대, 아주대, 성균관대, 경희대, 홍익대, 서경대, 동국대,
단국대, 연세대, 방송대,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원대, 강릉원주대, 국민대, 순천향
대, 남서울대, 군산대, 전남대, 호남대, 대전대, 대구대, 경북대, 부산대, 부산외대,
영남대, 춘천교대, 부산교대, 한국외대, 대진대, 전주대, 선문대, 제주대, 가톨릭
관동대 등등.
중국회원: 연변대, 중앙민족대, 북경대, 남경대, 복단대, 절강대, 산동대, 산동
대 위해캠퍼스, 중국해양대, 북경외대, 대련외대, 낙양외대, 사천외대, 북경어언
대, 중국사회과학원, 길림대, 길림대 주해캠퍼스, 요녕대, 서북정법대, 호남사범
대, 화중사범대, 대련민족대, 월수외대, 하북대, 운남사범대학 문리학원 등등.
한국회원의 각대학의 인문․사회과학 전공자 중심이며, 중국에서는 각 대학
의 한국학 전공 교수들이 참가하여 한·중 양국의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 한국의 언어문화 및 관계사에 관심이 많은 일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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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몽골의 학자들도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뺷한중인문학연구뺸는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의 논문이 투고되고 있는데 이는
학제적, 융복합적인 시각에서 한국학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학은 동아시아라는 특수한 지역적 성격에서 고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의 연구 의의를 가진다. 한국 인문학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서 발
전해 왔다. 특히 문화교류 관점에서 한·중간의 관계는 한국학의 특성을 규명하
는 데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한·중 인문학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학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양적, 질적인 면에서 인접분야의 가장 종합적
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진 학술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인문학분야에서도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가운데 국제학술논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도 이러한 본 학술지의 위
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중국 한국학 전공학자의 논
문 투고가 급증하는 등 관심을 갖는 것은 본 학술지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반
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여타 중국학 관계 학술
지나 한국학 학술지에서 다루기 어려운 인문학에서 비교분야의 연구결과를 나
타낸 것은(본문뺳3장뺴참고) 본 학술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기획주
제>에서 나타난 한중연구의 주제별 연구 성과는 1992년 한중간의 외교관계 수
립 후 양국교류의 문제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검토하는 등 총체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하여 국내외 인문학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여긴다.

3.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연구내용 분석
뺷한중인문학연구뺸에 게재된 연구내용은 인문학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 및 통번역, 교육, 문화 및 방송, 사학 및 철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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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타분야를 살펴보고자 하며, 본 학회 학술회의는 국내와 국외(중국)개최를
포함하여 연 2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창립시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학술회의
연혁 등을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먼저, 학술지 창간호 1집부터 52집까지의 자료를 근거2)로, 2017년 53집(2016
년12월30일발행)부터 2020년9월에 발간된 68집(2020년9월30일발행)을 추가하
여, 게재한 총 204편의 논문에 관하여 분류를 하였으나 먼저, 총 1081편의 발행
연도에 따른 게재편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발행연도에 따른 학술지 게재편수[1집(1996년)-68집(2020년)]

내용순서: 호수(발행연도,발행횟수)게재편수
1집(1996,1회)27
5집(2000,2회)10
9집(2002,2회)16
13집(2004,2회)20
17집(3회,2006)15
21집(3회,2007)14
25집(2008,3회)17
29집(2010,3회)16
33집(2011,3회)14
37집(2012,3회)17
41집(2013,4회)18
45집(2014,4회)18
49집(2015,4회)16
53집(2016,4회)16
57집(2017,4회)13
61집(2018,4회)10
65집(2019,4회)16

2집(1997,1회)17 3집(1998,1회)34
4집(2000,2회)15
6집(2001,2회)18 7집(2001,2회)13
8집(2002,2회)14
10집(2003,2회)13 11집(2003,2회)12 12집(2004,2회)14
14집(2005,3회)20 15집(2005,3회)20 16집(3회,2005)19
18집(3회,2006)16 19집(3회,2006)24 20집(3회,2007)19
22집(3회,2007)17 23집(3회,2008)14 24집(3회,2008)19
26집(2009,3회)16 27집(2009,3회)15 28집(2009,3회)20
30집(2010,3회)12 31집(2010,3회)18 32집(2011,3회)13
34집(2011,3회)19 35집(2012,3회)17 36집(2012,3회)14
38집(2013,4회)14 39집(2013,4회)18 40집(2013,4회)15
42집(2014,4회)18 43집(2014,4회)15 44집(2014,4회)21
46집(2015,4회)18 47집(2015,4회)19 48집(2015,4회)18
50집(2016,4회)12 51집(2016,4회)14 52집(2016,4회)15
54집(2017,4회)15편3)55집(2017,4회)17 56집(2017,4회)14
58집(2018,4회)10 59집(2018,4회)12 60집(2018,4회)12
62집(2019,4회) 8 63집(2019,4회)12 64집(2019,4회)10
66집(2020,4회)11 67집(2020,4회)10 68집(2020,4회)18

총 게재 편수

1081편4)

2) 한용수, ｢한중간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뺷한중인문학연구뺸, 2017, p.61.
3) 기타 20주년 창립특별기고문 3편포함 총18편.
4) 877편(1집부터-52집까지)+204편(53집부터-68집까지)=1081편.
※ 기타 외국어 논문 파악은 투고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려 하였으나, 외국인 중에도 한국
어 논문 투고가 다수 있었으나, 다양한 외국어 투고를 장려하고 국제화의 역할에 기여한
다는 관점에서 소개하는 외국어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 1집부터-52집까지: 초창기의 논문은 학술회의 발표문의 번역문 게재로 이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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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및 통번역분야
언어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고대와 현대문법과 음운,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주
로 현대문법과 어휘의미론에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중언어비교
와 음운에 관련된 논문의 주제가 증가는 어학의 다양한 범위확대로 보여 진다.
번역에 관한 연구논문의 증가는 향후 언어교육에서 관심분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번역에 관련된 주제는 교육현장과 함께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유의미한 연구로 여겨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8편)
ZHANG JINGXI, 한국어 추측 표현 ‘-겠-’의 중국어 대응표현 연구-한ㆍ중 신문기사
병렬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53집, pp.267-290.
하성금, (45편)(직역체 언해자료에 나타난 한문문법 영향 고찰-<소학언해>의 명사화
어미 ‘-ㅁ/음’의 사용을 중심으로- 57집, pp.257-276.
노광위, ‘-(으)러’ 목적관계 접속문의 특성에 대하여, 62집, pp.43-65.
어용에르덴, 신어 형성에서의 접사화에 대한 연구, 65집, pp.51-77.
張碩, ㅸ의 음가에 대하여, 66집, pp.215-239.
孙磊, 한국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내재한 거리 도상성 연구, 67집, pp.131-155.
노채환,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연구, 68집, 227-247.
상향함,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치경 마찰음 지각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접근－구성
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68집, 249-270.
- 중국어(30편)
金正勋·金炫兑, 汉语感叹标记“多(么)、真、太”的三个平面研究, 53집, pp.145-163.
이명아, 말뭉치에 나타난 중국어 ‘人民/国民/公民+N’형 인물지칭어 구조 분석, 53집,
pp.245-266
차예슬, 현대중국어 보어‘到’의 주관성, 53집, pp.291-313
한경숙, 중국어 부사 ‘正’, ‘正在’, ‘在’ 時相(Tense and Aspect) 자질 중한 대조 분석,
53집, pp.365-381.
蔡象丽, 试辨“是(……的)”句式中的易混句及其与“것이다”句式的对应关系-从“的”字
偏误谈起- 54집, pp.321-340.
이명아, 2015년 중국어 인물지칭 신조어 유형과 수사 현상 분석, 55집, pp.251-265.
钱兢, 现代汉语近义动词“改正, 纠正, 更正”的辨析研究, 55집, pp.325-341.
김순진·한용수, 현대 중국어 오색 색채어의 구조 小考, 56집, pp.149-171.
박재승, 현대중국어 양태동사 ‘可以’에 관한 연구, 56집, pp.173-198.
(1집-2집), 중국어논문 50편, 일본어논문 3편이 실림.
- 53집부터-68집까지: 중국어논문 35편, 영어논문 1편 등 외국어 논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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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범·李明儿, 중국어 연인 지칭어 분석, 57집, pp.33-54.
尹海良·闫冰, 汉语“管+人称代词”类结构的词汇和句法地位及其连接功能研究, 57집,
pp.151-169.
钱兢, 汉语近义单音节动词“关、闭、合、盖、扣”比较研究, 57집, pp.211-231.
南黎明, 近代汉语非处置义处置式的语义研究-以《金瓶梅》(崇祯本) 为例- 58집,
pp.69-85.
曾茂·韓容洙, 汉语助词“来着”与韩语对应语义研究, 58집, pp.195-214.
이명아, 중국어 관용 표현의 색채어 ‘黑’ 인지 의미 형태 분석, 59집, pp.195-218.
郭沂滨, 从认知主体内心的动态过程考察副词的语义功能-以“还/已经”为中心- 60집,
pp.189-216.
이명아, 승려 지칭어 관련 현대 중국어 분석, 61집, pp.125-148.
李铁根, 定语为述补短语的偏正短语的类型与功能研究
, 61집, pp.197-224.
崔惠善, 近代词汇的环流-以‘保守’、‘传统’为例- 62집, pp.167-192.
曾常红·白水振, 比喻流水句的“眼”, 63집, pp.129-143.
左思民, 汉语“差点儿VP”再探讨, 63집, pp.165-183.
李憶琦·韓容洙, 淺探臺灣過去與現行的語言政策, 64집, pp.207-226.
김은희, 현지화 된 다국적 브랜드의 중문명 연구-소비재 브랜드를 중심으로- 65집,
pp.183-205.
南黎明, “把”字句语义色彩分析－以剧本《北京人在纽约》为中心- 65집, pp.207-223.
이후일, 汉语词类及语篇研究述评, 65집, pp.293-312.
李铁根, 谓语为述宾短语的“被”字句考察, 67집, pp.213-237.
신경미, 중국어 근접상 표지에 관한 고찰, 68집, 299-317.
左思民, 从三个方面看意义的规约化, 68집, 461-478.
이억기·한용수, 淺析臺灣和中國大陸語言政策的未來與展望, 68집, 441-460.
곽이빈, 时体及语用因素对‘给VP’结构语义功能制约的考察, 68집, 391-419.
- 비교대조 및 기타(22편)
김용군, 한중 관습적 간접부정의 표현 특징과 사용 기제, 53집, pp.117-143.
최윤곤·하효우,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고래>와 <鲸>,
<빛의 제국>과 <光之帝国>을 중심으로- 53집, pp.343-363.
白雪飞, 汉韩虚拟位移表达的类型学考察-以延伸型虚拟位移为例- 54집, pp.177-193.
李铁根·方香, 韩国语和汉语现在时的表达特点及翻译方法, 54집, pp.253-278.
이윤경, 중국어 광전식 담화표지어 분석 및 중한 대조 연구, 55집, pp.267-291.
許春花,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체면’의 개념화 양상, 55집, pp.399-421.
왕둬둬, 교감적 언어사용의 감탄적 표현에 관한 한중 대조 연구, 57집, pp.125-150.
이선희·신지언, 한국어 ‘개’와 중국어 ‘狗’의 의미 확장 소고, 57집, pp.171-190.
朱偉, 한국어 ‘的’자 구성과 중국어 대응어에 대한 연구, 57집, pp.233-255.
여홍령, 한국어와 중국어 장사 방언(長沙方言)의 음운 체계 대조 연구, 59집,
pp.169-194.
장경희,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한국어 추측 표현 {-을 것 같다}의 중국어 대응표현 연
구, 59집, pp.2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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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楠·韩容洙, 한·중 ‘눈/眼’의 의미 확장과 개념화 연구, 60집, pp.141-164.
史欣艳, 韩汉语差比范畴的语义基础和句法表达形式对比研究-以韩语“보다”句和汉
语“比”字句为中心- 60집, pp.217-238.
李琳蓉·韩容洙, 拟人隐喻的概念整合视角分析, 62집, pp.97-110.
주선, 한국어 명사화 현상에 대한 중국어 번역 양상-명사 파생 접미사 ‘-ㅁ/음’에 의한
명사화를 중심으로- 62집, pp.111-137.
유가·임진호, 중국어와 한국어의 入声韻尾 비교 연구-양주(扬州)방언의 入聲字를 중
심으로- 63집, pp.145-164.
陈润柱, 母语对汉语普通话声调感知的影响-以首尔和釜山地区听者为例- 63집,
pp.215-237.
양소열·악일비, 의외성 표지의 문법화 현상에 대한 범언어적 고찰-중국어 방언 의외성
표지와 한국어 ‘-다니’를 대상으로, 64집, pp.185-205.
이명아, 한중 관용 표현에 나타난 냉온(冷溫) 표현 단어의 인지의미 분석, 65집,
pp.247-272.
황육림, BnF 소장 滿漢 주음 자료 뺷千字文뺸의 주음 방식에 대하여, 65집, pp.357-379.
朴花艳, 汉韩“脸/面”类词的语义取象特征分析, 67집, pp.53-73.
최형용, 계열 관계에서 본 뺷표준국어대사전뺸의 추가 표제어, 68집, 361-389.
- 번역(7편)
최윤곤·주선, 한국어 주어 생략문과 무주어문의 중국어 번역 양상-<한계레신문> 사
설을 중심으로- 55집, pp.373-398.
신경미, 중국어 자동 번역 시스템 현황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56집, pp.199-219.
임형재·이선, 한국어 인과관계 표현에 대한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번역을 중심으로- 56집, | pp.251-280.
한위성, 독자반응이론에서 본 문학 번역의 의미 구성 연구, 57집, pp.277-294.
정혜영, 식민지 탐정문학과 제국의 사법체계-김내성 일본어 탐정문학의 조선어 번역
과정을 중심으로- 60집, pp.165-188.
박성일·조연, 对唐诗《清明》韩译文本的功能语篇分析, 61집, pp.173-195.
김명순, 한/중 양방향 통역 수업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64집, pp.159-184.

2) 교육분야
외국어교육에서 기본이 되는 외국어에 대한 이해는 그 학습자의 학습능력 확
대로 언어교육 위주에서 활용하는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된 학습에서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학습자와 교수자와 관련된 주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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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4편)
노채환,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관한 연구, 55집, pp.229-250.
이은희, 결혼 이민자 대상 높임법 교육 양상-교재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61집,
pp.1-28.
이은희, 한국어 맛 표현 어휘의 교재 제시 양상 및 개선 방안 연구, 64집, pp.111-133.
김혜진, 입력 처리 교수가 한국어 문법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초급 학습자를 중
심으로, 66집, pp.189-214.
- 중국어교육(2편)
钱兢, 汉语学习者智能手机运用的行态研究, 61집, pp.225-240.
钱兢, 汉语教职课程的相关问题分析及研究5), 65집, pp.313-331.
- 기타(23편)
범해영·배도용, 교실 수업에서 교사 발화의 지시화행 유형 및 특징 연구, 53집,
pp.51-73.
全優, 한·중·일 ‘대학교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및 전망, 54집,
pp.279-296.
김지혜·윤대석, 복합 매체의 담론 분석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웹툰 뺷미생뺸에 대
한 중국인 학습자의 감상문을 중심으로- 55집, pp.27-57.
배도용, 플립러닝에서 학습준비도 확인 및 평가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55집,
pp.59-81.
임경순, 전쟁, 기억 그리고 문학교육에 대한 일 연구-윤흥길의 뺷소라단 가는 길뺸을 중
심으로- 56집, pp.75-95.
우신영, 문학교육에서 동아시아 문학의 수용 방향 연구, 56집, pp.221-249.
한경숙, 한국 한자어가 중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및 교수 방안 연구, 56집,
pp.323-341.
임경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 교육, 58집, pp.1-20.
정보미·김종철, ‘희소성’ 개념의 교과 융합적 활용 방안-<장화홍련전>의 가족 갈등을
중심으로- 59집, pp.69-100
朴银淑, 중국내 대학교 한국어과 번역 관련 교과목 및 교재에 대한 연구, 58집,
pp.111-132.
유재원, 고등학교 뺷중국어뺸 교과서의 성모 발음 설명에 관한 연구(2)-조음 방법을 중
심으로- 61집, pp.77-101.
한혜민·김재욱,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사례 연구, 63집, pp.265-286.
이희정,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교육방안 연구-대구 원도심의 문화유산
답사를 중심으로- 64집, pp.1-30.
배도용, 한국어 교실 담화에서 구현되는 교사와 학습자의 교감적 친교 연구, 64집,
5) 사범계열과 비사범계열에 설치된 교수자를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동일한 과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만, 교육부의 규정대로 운영은 하지만 설치된 강좌명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제시를 통해 공개의 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钱兢, 汉语教职
课程的相关问题分析及研究, 65집, pp.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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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5.
우신영, 문학교육에서 김유정 문학 읽기의 지평과 전망, 64집, pp.57-82.
박성일·오재근,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과 한국 대학의 체육학 전공 간 연계 가능성
연구6), 65집, pp.1-22.
김혜원·정래필, 문학을 활용한 시민교육의 가능성 연구-이야기그림책을 중심으로- 65
집, pp.23-49.
陈润柱, 汉语普通话阴平和去声产出实验研究-以首尔和釜山的高级水平学习者为例
- 65집, pp.333-356.
김경남, 근대 유학생 담론의 지형 변화와 1920년대 중국 유학 담론 분석, 66집,
pp.167-187.
郭玲, 중국 4년제 대학의 한국어 교육 문제점과 새로운 교육 모델의 모색, 67집,
pp.1-28.
劉偉漢,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요인과 자기결정성 및 계획행동이 한국어 학습행
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매개 역할 중심으로- 67
집, pp.75-105.
김정우,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방향－문학작품 번역과 해석의 경험
을 중심으로- 68집, 165-189.

3) 문화 및 방송분야
문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이해를 위한 문화연구가 나타나고 있고, 방송분야와
관련되는 연구는 향후 문화의 연구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한국과 중국문화 및 영화(3편)
김영주,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를 통해 본 제주도민의 종교심에 관한 연구, 53집,
pp.29-50.
문경희·권순희, 중국 코미디 영화에 드러난 유머 요소-<도학위룡>과 <미인어>의 번
역 자막 분석을 중심으로, 60집, pp.119-140.
池龙日·韩容洙, 传统村落空心化的无地方性理论究源, 66집, pp.241-263.
- 한중문화비교 및 기타(5편)
박경화·문현주, 한중 공동제작영화의 현지화 전략 연구-영화 <20세여 다시 한 번>을
6)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한국어전공의 한국의 체육관련 전공과의 연
계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한국어교육의 다른 학문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도한 것으
로 보여진다. 특히 융합전공과 더불어 그 연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일·오재근,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과 한국 대학의 체육학 전공 간 연계 가능성 연구｣, 뺷한중인문
학연구뺸, 65집,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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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53집, pp.165-190.
서옥란·오창학, 한국방송뉴스에서 그려진 중국과 미국이미지 비교연구-KBS 뺷뉴스9뺸
을 중심으로- 53집, pp.191-217.
엄진주, 일제강점기 대만의 라디오 방송에 관한 연구, 53집, p.219-244.
Kim, Yeongjoo,Peck YooJung,Lee, Seog-Ju, Myth and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Jeju Myth and Jeju Traditional Houses, 60집,
pp.49-71.
김종수,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전쟁 영화에 담긴 반전(反戰) 의식, 62집, pp.1-22.

4) 사학 및 철학분야
지금까지 학회 회원 가운데 인문학분야의 회원이 절대 부족한 분야로 참여자
의 활동이 절실하다. 아래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학회 인문학의 한축을 담당
하는 문,사,철 가운데 가장 활동이 필요한 분야로 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학(4편)
李丹, 朝鲜通事群体与朝清关系研究—以凤城徐氏家族为中心- 65집, pp.225-246.
이세진, 일제강점기 양양농민조합의 혁명화와 그 배경, 66집, pp.105-133.
汤振 , 影响与接受 : 朴殷植 ｢ 安重根传 ｣ 与中国近现代文学的安重根叙事, 66집,
pp.265-294.
이세진, 해방 이후 속초ㆍ양양 지역의 사회 상황과 소군정 정책, 68집, 319-359.
- 철학(15편)
유성선, 율곡 ｢동거계사｣ 함의 분석의 가족공동체 연구-‘화목’범주의 철학상담치료 논
의- 53집, pp.75-90.
유성선, 한중간 철학사상 연구의 성과와 전망-한중인문학회 20주년 변화와 모색을 중
심으로- 54집, pp.45-58.
유흔우, 郭店楚簡 뺷性自命出뺸의 心性論 연구, 54집, pp.225-252.
유흔우, 뺷論語뺸 ‘攻乎異端’章에 대한 한ㆍ중ㆍ일 주석의 비교, 56집, pp.21-50.
조영임, 계당 최흥림(崔興霖)의 삶과 교유, 56집, pp.97-119.
염승준, 한국적 공동체주의의 보편화를 위한 성찰과제-유교 공동체주의와 서양 개인
주의 논쟁– 58집, pp.155-178
俞成善, 栗谷李珥和鹿门任圣周的理通气局异同变容研究, 59집, pp.49-68.
石少颖, 崔鸣吉“主和论”及其外交实践再评述, 59집, pp.145-167.
유성선, 4차 산업혁명 AI시대 인성교육의 방법과 전망, 60집, pp.33-48.
정두호·유흔우, 先秦儒學의 수학 方法에 관한 연구, 63집, pp.185-213.
이석주, ‘홀로 있음’과 노년-유가와 도가를 중심으로, 65집, pp.273-292.
유성선, 화서학파 한·중지역 독립운동의 사상적 가치 및 전망, 66집, pp.1-21.

한중 언어, 교육, 문화, 사학과 철학연구의 회고 및 발전 41

박명화, 최한기 뺷기측체의뺸의 수명관(修明觀) 연구, 67집, pp.107-130.
김영주·유흔우, 뺷窮達以時뺸의 ‘天人有分’과 ‘時命觀’에 관한 硏究, 68집, 27-49.
왕수원, 유득공의 중국체험서사와 근대의식, 68집, 51-74.

5) 기타분야(7편)
아래의 연구는 학회의 회고와 발전을 위한 연구이며, 기타 인문학분야와 관련
지을 수 있는 내용 몇 편을 소개한다.
송현호, 한중간 학술교류의 변천과 전망-한중인문학회의 학회사와 학술대회 추진과정
을 중심으로- 54집, pp.1-27.
최병우, 뺷한중인문학연구뺸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사, 54집, pp.29-44.
한용수, 한중간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54집, pp.59-75
刘永连, 韩国汉文文献在中国流传和利用的现状研究, 54집, pp.195-224.
朱蕾, 2003-2018年中国国内韩国学研究综述, 59집, pp.245-267.
王明真·任晓霏, 中国古代蒙学典籍的海外传播及其影响研究-뺷千字文뺸在韩国- 60집,
pp.239-252.
박현규, 1948년-1949년 하얼빈 한글신문 뺷民主日報뺸 분석, 66집, pp.73-104.

4. 국내외 학술대회연혁
창립대회부터 2020년까지 한중 인문학 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22회를 개최하
였고, 중국에서는 23회를 개최하여, 이때만큼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전
공자와 국내학자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연구주제 뿐 아니라 다
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은 유익한 학술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주로 문학, 사상, 도시, 문화, 교육, 한국학, 인문학 등으로 요약이 되며,
연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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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인문학회 역대 학술대회 연혁7)
한중인문과학연구회 창립대회(1996.5.21.아주대)
제1회중한인문과학학술연토회(1996.12.22～28.중국항주대및항주玉泉호텔)
제2회중한인문과학학술연토회(1998.12.23～28.중국절강대)
제3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1999.5.1.아주대)
제4회중한인문과학학술연토회(1999.12.19～26.중국절강대)
주제:한중 근대소설과 근대성
제5회한중인문과학연구회국제학술대회(2000.7.4～12.중국서안)
제6회한중인문과학연구회국제학술대회(2001.5.5.남서울대)
주제: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제7회한중인문과학연구회국제학술대회(2001.7.23～28.중국北京凯迪克大酒店)
제8회중한인문과학학술연토회(2002.6.23～28.중국절강대)
주제:개화기문학과 전통문화의 교류
제9회한중인문과학연구회국제학술대회(2002.11.2.한남대)
주제:한국의 전통문화
제10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3.6.28.아주대)
제11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3.12.15～19.중국산동대)
주제:전통사상과 문화의 교류
제12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4.6.22～26.중국낙양외대)
주제:한국문화와 중국 체험
제13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4.11.6.부산외대)
주제:한중문화 속의 민속
제14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5.6.30～7.5.중국성도)
주제:삼국지와 한중문화
제15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6.1.7.아주대)
주제: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
제16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6.6.25～27.중국길림대)
주제:한국문화와 동북3성-조선족 문학 연구
제17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6.11.4.강릉대)
주제:중국 조선족 문학의 현황과 전망
제18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7.7.6～11.중국호남대)
주제:한중문화와 유학
제19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7.10.27.군산대)
주제:한중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용
7) 지금까지 학술대회는 본 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를 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학교기관 도
는 타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적이 있다. “1997년 한국전통문화학술회의 일부를 한
중인문학회가 배당받아 개최한 것으로 이를 제2회 학술대회로, 1998년12월 개최한 회의
를 제3회 학술대회로 볼 수 있으나, 우리학회만의 학술대회로 순번을 매기기로 결정…”.
송현호, 한중간 학술교류의 변천과 전망, 뺷한중인문학연구뺸, 54집, pp.5-19.

한중 언어, 교육, 문화, 사학과 철학연구의 회고 및 발전 43

제20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8.6.22～25.중국산동대위해학원)
주제: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제21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8.11.1.서울대)
주제:서울, 북경 그리고 상해
제22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9.5.30.아주대)
주제:한국문화에 나타난 인간상 탐구
제23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9.7.1～5.중국절강대)
주제:한중 문화에 나타난 강남
제24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09.11.3.한국국회)
주제:한중 문화(사)의 정치적 상관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조명
제25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0.6.28～7.1.중국사천외대)
주제:동아시아의 근대 체험
제26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0.11.6.백석대)
주제:한국 근대 정신사에 대한 재검토
제27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1.6.21～25.중국화남사대)
주제:현대 한중 문화교류의 흐름과 전망
제28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1.11.12.한성대)
주제:한중간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과제와 전망
제29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2.12.3.영남대)
주제:이주민 후속세대의 현실인식
제30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2.6.30～7.3.중국해양대)
주제:한중수교 그리고 중국 조선족 사회
제31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2.10.29.한국외대)
주제:한중 수교 20년의 인문학적 조명
제32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3.6.28～7.3.중국상해외대)
주제:한국과 중국의 근대와 상해
제33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3.11.12.서울시립대)
주제:동아시아 근대와 도시
제34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4.6.27～7.1.중국길림대주해학원)
주제:한중 인문학 교류의 현황과 과제
제35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4.11.29.동국대)
주제:해방의 역사, 항쟁의 문학-한중 현대사 속 현실응전의 인문학적 조명
제36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5.6.19～23.중국북경외대)
주제:韓·中/中·韓 交流와 人文學 飜譯의 方向
제37회한중인문학회전국학술대회(2015.11.21.서경대)
주제:21세기 동아시아의 공존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제38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6.6.30～7.3.중국화중사대)
주제:한중 인문학 교육과 번역의 방향
제39회한중인문학회창립2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2016.11.19.아주대)
주제:한중인문학회 20주년 회고와 한중 인문학 연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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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7.6.29～7.3.중국남경대)
주제:동아시아 시각에서의 한중 인문학 교류와 소통
제41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7.11.25.동국대)
주제: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제42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8.6.28～7.1.중국대련민족대)
주제:‘제4차 산업혁명’ 배경 하에서의 인문학 발전방향과 국제협력
제43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8.11.24.한국외대용인캠퍼스)
주제:한중 反戰意識의 인문학적 성찰
제44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9.6.26～7.1.중국운남사대문리학원)
주제:중국 내 한국어교육 및 타전공 연계 가능성과 발전 방향
제45회한중인문학회국제학술대회(2019.11.30.강원대)
주제:일제 강점기 한·중 지역 독립운동의 인문학적 가치와 전망

위와 같이 학술회의는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에서의 창립대회를 시작한 이
래,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22차례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중국
에서는 절강대학의 전신인 항주대학에서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7년을 제외하
고8) 23차례를 매년 진행하는 등 총 45회를 개최하였다. 한중인문학회 창립 24주
년을 맞이하여 이제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학회는 총 45회의 학술회의 개최동
안 전문성을 띤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5. 나오며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중인문학회는25년의 활동을 통해서 한중간의 인문학자
교류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지 뺷한중인문
학연구뺸에 게재 발표한 논문을 언어, 교육, 문화 및 방송, 사학과 철학, 그리고
기타분야로 분류하여 그 논문을 살펴보았고, 국내외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연혁
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회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술지
발간 68집, 학술회의 45회 개최는 24주년을 맞은 학회의 활동에서 가장 큰 업적
8) 1998년 제2회 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국학자들의 경비문제로 1997년에는 제2
회 한국전통문화국제학술세미나(산동대학개최)로 대체하였고, 2001년을 기점으로 학술
대회는 1년에 2차례(한국과 중국) 개최. 송현호, ｢한중간 학술교류의 변천과 전망｣, 뺷한중
인문학연구뺸, 54집,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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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만하다. 이는 학회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진들의 활약과 국내외 회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니 학회의 큰 장점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해 본다.
첫째,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 발간(1집-68집).
둘째,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국내 22회, 중국 23회).
셋째,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회원(문학, 어학, 교육, 역사, 철
학 등등 회원수 800여명).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인문학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의 귀추
가 주목되며, 인문학 연구 활동의 대표 주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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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and Development of Studies on Chinese and Korean Language,
Educaton, Culture, History and Philosophy Research
Han, Yongsu
Academic society for Korean and Chinese Humanities is involved in various
fields of humanities. Academic society for Korean and Chinese Humanities
continues working mostly on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as Korean and
Chinese Humanities Research and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in order to
realize its very purpose which is a mutual exchange humani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o understand the research on Academic society for Korean and
Chinese Humanitie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and Chinese
Humanities Research are classified as follows:
Language, Education, Culture, Broadcasting, History, Philosophy, Others,
etc.
As focusing on the topics that have been going on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conferences so far, publishing the sixty-eight editions of the academic
journal and holding forty-five times of academic conferences which are the
greatest achievements in the 24th anniversary of the academic society.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Publishing from the 1st to 68th editions of Korean and Chinese
Humanities Research.
2. Holding the academic conferences twenty-two times in Korea and
twenty-three times in China.
3. Major of society members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above, Academic society for Korean and Chinese Humanities
will be paying attention to continuous acade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and
also expecting to serve as a representative of the humanities research activities.
Keyword

Language, Education, Culture, Broadcasting, History,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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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재중국 유학생을 통한 지식 교류와
김광주 문예 활동의 의미*
김 경 남 **

국문요약

김광주는 유학을 목적으로 1929년 상하이로 건너갔으나, 문학에 뜻을 둔 뒤 학교를 중퇴하
고 광복 후 귀국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작가이다. 이 글은 한중 지식 교류 차원에서
1930년대 중국 유학 담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김광주의 문예 활동이 갖는 의미를 분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지식 교류 차원에서 그의 활동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1930년대
국내에 중국 문단과 관련한 다수의 평론을 남겼다는 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백화문으로 조
선 문단과 영화를 소개하는 평론을 남겼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문예
활동에 전념한 것이나 한국과 중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 작가
라는 점에서 그의 이력은 그 당시 다른 작가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는다.
김광주는 1930년대 어두운 상하이 생활을 바탕으로 아나키즘적 사유 방식을 갖고 있다. 이
는 그의 소설이나 시 속에 빈번히 형상화된다. 그러나 그는, 예술은 관념이나 의식보다 실천적
활동이자 만인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다. 이에 따라 그는 1930년대 중국의
문예 상황을 국내에 번역 소개하였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조선의 문단 상황 및 영화계를
백화문으로 중국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본질적으로 한중 문예 발달뿐만 아니라
지식 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김광주, 유학, 지식 교류, 아나키스트, 백화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I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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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대 이후 지식 증장과 교류의 차원에서 해외 유학생의 역할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81년 조사시찰단 수행원 세 사람의 일본 유학을 시작으로 1895년 갑
오개혁기의 관비 유학생, 1900년대 일본이나 서구에 개인적으로 유학을 떠난 사
람들 등 한국인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들에 의해 외국이 학문 이론이나
사상, 문학 활동 등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또 한국의 실정이 그들에게 알려지기
도 하였다.
그럼에도 근대 이후 전통적인 지식 교류의 대상이었던 중국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김경남(2020)에서 분석된 바와 같
이,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뒤처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권 상실 이후 중국은 지리적인
면에서 망명지로서의 역할과 서구 유학의 중간 지점으로서의 역할, 1920년대 사
회주의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 등에 따라 유학 담론이 활발히 전개된
다. 김보림(2014)의 ‘한중일 3국의 유학생을 통한 한말ㆍ식민지 시기 근대 학문
수용 비교 연구’, 이재령(2015)의 ‘일제강점기 재중 한인 유학생의 실태와 지적
교류’, 이재령(2017)의 ‘일제 강점기 재중 한인유학생의 근대학문ㆍ사상의 수용북경을 중심으로-’ 등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의 중국 유학의 의미를 규명한 대
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1920년대 중국 유학생을 통한 지적 교류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과 중국의 학제상의 차이, 중국의 경제 사정, 재중 서양인 중심의 학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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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등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연재된 중국 유학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유학생을 통한 중국 전통 문학이나 신문화 운동, 사회주의 이론 번역
소개 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920～30년대 중국과의 지적 교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된

인물은 백화 양건식, 정래동, 김태준, 신언준 등이다. 양건식은 관립한성외국어
학교 출신으로 1910년부터 10여년 간 북경 평민대학에서 유학했던 인물로, 불
교진흥회월보, 조선불교계, 조선불교총보 등의 기자를 지내면서 중국의 소
설과 평론, 희곡 문학 등을 번역ㆍ소개하였다. 그가 남긴 번역물과 작품 수가
200여 편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래

동은 1918년 일본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와 도쿄 대성중학교(大成中學
校)를 졸업하고 1924년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 민국대학(民國大學)을 졸업했다.

그는 오남기(吳南基), 국순엽(菊淳葉) 등과 함께 아나키즘 그룹에 가담했고, 국
내의 신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매체에 중국 현대 문단과 관련한 기
사 및 번역물을 다수 연재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 또는 중국 현대 문학 수용자
의 입장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태준은 1928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1931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뒤 1944년 옌안(延安)으로 가 공산주

의 활동을 한 인물로, 실제 유학 활동을 한 인물은 아니다. 다만 그가 관심을 보
인 조선학과 소설사, 조선 가요 및 옌안에서의 활동 등에 포함된 중국 신문화
운동 관련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신언준은 1923년 중국 항저우 영문전수학교
(杭州 英文專修學校), 우쑹 국립정치대학(吳松 國立政治大學)을 졸업한 뒤, 흥

사단 입단, 상해 인성학교 학감 등을 맡았다. 또한 그는 난징에 머물면서 동아
일보 특파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와 관련한 언론 활동과 신문화 운동
소개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시인이자 소설가로 알려진 김광주(金光洲)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예
상황을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의 신문화 운동을 국내에 알려준 인물이라는 점에
서 좀 더 흥미로운 인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관심은 최병우(2008)의 ‘김광주
의 상해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이후 김철ㆍ장경도(2017)의 ‘상하이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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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면에 게재된 김광주의 영화 소개 및 비평에 대한 소고’ 등에서 일부 제기되
바 있고, 현재 김경남 편(2020), 일제 강점기 한ㆍ중 지식 교류의 실천적 사례로
본 김광주 작품집(한글편)과 김철 외(2020), 김광주 문예 평론집(중국어판)
(경인문화사) 등과 같이 일제 강점기 그가 남긴 자료집이 출간된 상태이다. 그러

나 그의 문예활동이 1930년대 재중 유학생 실태와 한중 지식 교류의 차원에서
연구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30년대 중국 유학 실태
를 바탕으로 지식 교류 차원에서 김광주의 문예 활동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일제 강점기 중국 유학생들의 지식 교류 상황
1) 1930년대 중국 유학과 지적 풍토
근대 이후 한국인에게 중국 유학은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김경남
(2020)에서 밝힌 것처럼 근대의 중국은 노쇠국으로 인식되었고, 학문과 문화 차

원에서도 시급히 배워야 할 국가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20년
대 이후에는 중국 관련 유학 담론이 급증하는데 그 이유는 3.1독립운동 이후 인
접 국가 중국이 망명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구 유학을 대신하거나 구미로
가는 중간 지역으로 인식된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1). 이 경향은 김광주가 상하
이로 유학을 떠난 1930년대도 비슷하다. 이는 조선일보 1931년 4월 28일자 유
진동(劉振同)의 ‘중국 유학 고찰’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유학의 사적 고찰]
과거 시대의 國粹跡 觀念으로 지내 온 在滿 同胞는 지금 와서는 반드시 前過를
後悔할 것이다. 어대를 가던지 그 나라의 政治 文化 風俗을 理解치 못하고 잇슨 것

은 우리의 過去 海外 僑居 歷史에 잇서서 錯誤 中에도 大錯誤이다! 말을 하고 보니
그만 岐路로 다러낫다. 滿洲에 잇서서 留學生의 史는 以上 理由로써 아모 價値도

1) 김경남(2020), 근대 유학생 담론의 지형 변화와 1920년대 중국 유학 담론 분석, 뺷한중인문
학연구뺸 66, 한중인문학회, 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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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見할 수 업섯다. 中國 本部(十八省)에 限하야 庚戌 以後에 上海 南京 北京 等地

를 中心하야 留學生의 數爻가 猝然히 增加되엿섯다. 그 때에 留學生의 狀態를 보면
中國을 硏究하려고 뜻한 學生이 極少數이엿고 大部分은 上海 等地에서 臨時로 英
語나 準備해 가지고 渡米 留學하겟다는 目的이엿섯다.2)

이 논설에서 나타나듯이, 1930년대 중국 유학에서도 중국 자체에 대한 연구보
다는 영어를 준비하여 도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보
여준다. 특히 이 시기 중국의 정치 상황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쟁투, 일제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설립 등 혼란스러웠으며, 이에 따라 재중 유학생들의 학업이나
학문 활동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1930년대 중국 유학 담론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중국 유학 담론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만주와 봉천
지역으로의 유학을 권유하는 기사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1930
년 2월 27일 ～ 3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된 ‘만주 입학 안내’(봉천지국 일
기자), 1930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봉천 유학의 권유’(봉
천에서 XY생), 1930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6회 연재된 ‘봉천 유학에 대하여’
(馮用大學 김봉수), 동아일보 1931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6회 연재된 ‘동

삼성(東三省) 교육기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만주와 봉천(만주국 수도) 유
학 안내가 급증한 것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한 교육 상황과 일제의 만주 침략에
따른 봉천 개발이 맞물린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유학 권유 기사에서도 비교
적 명료하게 나타난다.
[봉천 유학 담론]
ㄱ. 奉天 京城의 사이가 멀지 아니하니 二日의 旅程이면 到着할 수 잇것마는 못
가는 것은 世人事임니다. 閑話休題하오며 在滿同胞의 問題는 今日의 大問題이오
그의 解決은 時急한 重大 懸案임니다. 여긔에 對하야 政策的 長遑한 論은 이에 避
하기로 하고 現下 就學難에 呻吟하고 잇는 우리 靑年 學生들이 滿洲의 首都인 奉
天으로 와서 만훈 學校에 留學하기를 懇切히 勸誘하고 싶슴니다. 우리 사람들의 外
國에 對한 觀察 밋 그 態度가 자못 틀렷스니 첫재는 넘우 率直한 自己네의 氣分에
2) 유진동(劉振同), 중국 유학 고찰, 뺷조선일보뺸 1931년 4월 6일, 4월 28일, 4월 29일, 5월 1일
4회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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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을리고 或은 一片 公式的인 理論에만 熱中하야 朝鮮人으로서 民族的 利害觀과
또는 그 時期時期마다 過程的 政策을 잘 捕捉할 줄 모르는 것 가틉니다.(중략) 昨
日에도 말슴하엿거니와 나는 결코 허름한 宣傳도 아니오 一時의 氣分으로도 아니오
더구나 無責任한 放言도 아닙니다. 昨今의 中途에 學窓을 떠나서 새로히 갈 바를
모르는 有爲한 청년들인 學界의 失路人이 반듯이 만홀 것을 짐작할 때 참으로 同情
과 感激으로 다시 責任感을 가지고 이 學費가 低廉하고 交通이 便利하고 將來조차
安全하며 兼하야 事業의 길이 無數 健實한 敎養 잇는 靑年 諸君을 기대리고 잇는

것을 볼 때에는 실로 하루 밧비 이 通信을 보내려 하엿스나 느진 것만이 悔恨입니다.
지금 차례차례 奉天 留學에 必要한 諸項目을 紹介할 것의니 이것을 學界에 彷徨하
는 諸君을 위하야 널리 紹介하엿스면 합니다.3)
ㄴ. 現今 中國 南北이 爭鬪하고 잇는 此際를 두고 보드라도 확연한 태도를 取치
아니하고 曖昧한 입장에서 環境만을 窺視하고 잇슬 뿐이 아니라 平和 通電이니 慰
撫이나 云云함은 대체 自己自體를 如斯히 證明함이다. 이상은 내치 형편을 말함이
오 다음 外治 卽 外交上으로 보면 可觀할 것이 적지 아니하다. 東三省 특히 奉天省
에는 日本의 勢力이 偉大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滿鐵沿線을 중심으로 日
本의 ××勢力은 중국인으로서 恐怯치 안흘 수 업스리만치 侵蝕되어 잇다. 토지는 中
國 국가도 中國이면서 外部的으로 一見하면 日本이나 아닌가 疑心하리만치 그들의

뿌리를 박은 곳이 往往 잇스며 더구나 이 奉天은 東三省 首都이면서도 中國 政治
範圍에 속한 市街에 가기 전에는 全혀 日本의 中國이오 中國人의 中國이 아닌 感

도 잇다.4)

이 두 편의 기사에서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취학난, 경제적인 문제를 비
롯하여 중도 퇴학하는 학생이 급증하는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봉천 유학 담론이 활성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일제의 만주국 건설과 그
에 따른 봉천 개발은 식민지 조선의 정치ㆍ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
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비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장래조차 안전
하며 사업의 길이 무수히 건실하다’는 것은 식민지 조선과 만주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만주국 설립 이후 이 지역의 학교 확장이 이루어져 배울 만한
것이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기사의 내용이 1930년대 중국
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중국 유학이
3) 奉天 留學의 勸誘, 봉천에서 XY생, 뺷조선일보뺸 1930.3.19.～3.20.
4) 奉天留學에 對하여, 馮用大學 金鳳洙, 뺷조선일보뺸 1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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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 학생들의 탈출구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며, 준비되지 않은 유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좌절하는 경향이 많았음을 일깨우기 위한 기
사로 볼 수 있다. 그 경향에서 동아일보 1934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5회
에 걸쳐 연재된 북국인의 ‘중국 유학 안내’를 살펴볼 수 있다.
[중국 유학 안내]
現下 우리 朝鮮 學生들에게 가장 煩悶을 주는 것은 배울 길이 맥혓다는 그것일
것이다. 중학을 나오는 卒業生은 勿論 卒業도 못하고 中途에 退學을 當한 學生들에
게야 말로 어데가서 배움의 길을 찾을 것인가? 그들에게 正當한 배움의 길을 주지

안엇으므로 그들은 자포자기하게 되어 마침내 前途를 그릇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만이 본다. 그 중에서도 最後 希望을 中國에 두고 그저 아모 생각도 批判도 없이
뛰여 들어와서는 모든 事情이 처음 기대하든 바와는 엄청나게 다른 것에 크게 失望
하고 落膽하야 靑年에게 가장 禁物인 자포자기와 同時에 墮落하기까지에 이름을
우리는 슬푸게 생각하는 자다5)

이 기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후의 희망을 중국에 두고 아무 생각, 비판
없이 뛰어들어 온 유학생’이 많은 까닭은 국내에서 배움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중국 유학 담론에서는 중국의 실정을 좀 더 이해하
고 유학의 길에 오를 것을 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 1930년대 중국 문예 수용 배경과 양상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탈출구로서 준비되지 않은 유학은 대부분 좌절과 불

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유학 담론에서는 ‘중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것을 권유하게 된다. 앞의 북국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 筆者는 中國 오려는 學生들에게 부탁할 말이
잇다. 우리는 中國을 朝鮮이나 日本 內地 그것과 같이 認識하고 들어옴은 큰
잘못이다. 過去에 中國 留學 오는 우리 學生들은 이러한 錯誤가 만헛다. 그런고
로 그들은 中國에 온 後 一二年 잇어 보고는 배울 것도 없고 맘에도 들지 안는
5) 북국인(北國人), 중국 유학 안내, 뺷동아일보뺸 193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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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야 失望하고 돌아가는 學生들 만히 보앗다. 大體 그들은 中國을 天堂으로
나 알고 온 모양이다. 그들의 恒用 하는 말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러치 안흔 줄
알앗는데 하고 이리 후회 저리 후회한다. 물론 中國을 紹介한 우리 先輩들이 中
國을 過하게 稱讚한 原因도 잇겟지만 中國까지 留學하려는 사람들이 이만한
環境을 실허할 것이면 애초에 中國으로 오지 안는 것이 上策이다. 웨 그러냐 하

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무엇을 中國에서 배울 수 잇다는 事實
을 모르는 사람들인 때문이다6)”라고 충고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중국에서 배
워야 할 ‘그 무엇’이다. 그것은 유학생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이나 정
치 또는 사상에서 찾고자 했을 것이고, 학술과 문화에서 찾고자 한 사람도 있었
다.
1930년대 유학생들에 의해 번역 소개된 중국 문화, 학술, 문예운동 관련 논설

이 많은 까닭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
아일보 소재, 양건식(梁建植)의 ‘중국 문화의 근원과 근대 학문’(章炳麟 原著
번역, 1929.1.19.～29, 11회 연재), 김태준(金台俊)의 ‘문학 혁명 이후 중국의 문
예관’(1930.11.12.～12.8.

18회 연재),

정래동(丁來東)의 ‘현대 중국 희

극’(1931.3.31.～4.2. 11회 연재), 김광주 역(金光洲 譯), ‘중국 여류 작가
론’(1934.3.4.～3.30. 賀玉波 원저, 21회 연재), 신언준(申彦俊)의 ‘중국의 거인 군
상-그들의 印象 及 其他’(1935.1.2.～1.6. 5회 연재) 등과 같은 연재물은 유학생
출신의 학자 또는 작가들이 1930년대 중국의 학술 문예를 소개하고자 한 대표적
인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연재물은 그 당시 다른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또한 1930년대 중국 관련 지적 풍토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양백화는 장빙린(章炳麟)의 ‘중국 문화의 근원과 근대 학문’을 소개
하면서, “이제 역술(譯述)하는 것은 장태염적 백화문(章太炎的 白話文)이라
는 소책자인 바 무슨 그의 학문(學問)을 찬미(讚美)함은 아니지마는 중국의 국
학(國學)을 한 대 어울러 가지고 그 풍부 충일(充溢)한 독서력(讀書力)과 통렬
직절(痛烈直截)한 관찰안(觀察眼)으로 일반 개념(槪念)을 보인 것을 우리는 타
6) 북국인, 위의 글, 뺷동아일보뺸 193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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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他山)의 석(石)으로 보자 함이니, 가다가 시대에 뒤진 진부(陳腐)한 말도 있
으나 어쨌든지 중국(中國)의 학문(學問)을 아는 데는 대단히 필요(必要)한 것이
요, 더욱이 학생으로는 경청(傾聽)하여 배울 말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7)”라고
번역 동기를 밝히고 있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중국의 새로운 문화, 학문 연구
성과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문예 운동과 관련한 번역물이 많아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1930년대 중국 문예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것을 번역 소개하는 일이

조선 문학 발전을 위한 사명으로 여겨진다. 양백화가 ‘중국 문학, 문학 혁명에서
혁명 문학’에서 후쓰(胡適)를 소개하면서, “만근 10년 동안의 中國文學을 말하
랴면 먼저 민국 5년의 胡適 씨의 提唱한 문학혁명을 잠간 말 아니할 수 업다.
그것은 嚴正한 의미에서 중국의 새로운 문학은 이부터 일어난 닭이다
中國人의 문학에 대한 認識이 다시금 새로워진 것이다.8)”라고 평가한 것이나,

천태산인 김태준이 ‘문학 혁명 후의 중국 문예관’에서 “모든 것을 改革하여 보자
는 분투 중에 잇나니 벌서 녯날의 중국이 아니다. 그들은 孔子를 버린지 오래다
– 우리는 일반 民衆의 정신생활에서 이에 대한 만흔 예증을 瞥見하얏다.9)”라

고 부르짖은 것은 1930년대 유학생 출신 비평가들의 새로운 중국관을 반영한 것
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30년대에는 중국 문단의 실상과 주요 작가에 대한 소개
및 주요 작품 번역이 활발해졌다. 특히 김광주가 역술한 ‘중국 신문예운동 개론’
(조선일보 1931.5.12.～5.25. 11회 연재), ‘중국 프로 문예 -운동의 과거와 현

재’(조선일보 1931.4.4.～8.7. 7회 연재), 이경손(李慶孫)의 ‘중국 문인의 수난과
영예’(조선일보 1931.8.26.～29. 3회 연재), 정래동의 ‘움직이는 중국 문단의 최
근상’(조선일보 1931.11.8.～12.1. 10회 연재) 등은 이 시기 중국 문단을 소개한
대표적인 비평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 양백화는 루쉰(魯迅) 아Q정전(조선일보 1930.1.
7) 백화 양건식(1929), ‘중국 문화의 근원과 근대 학문의 발달’, 뺷동아일보뺸 1929.1.13.
8) 양백화(1930), 중국 문학, 문학 혁명에서 혁명 문학, 뺷동아일보뺸 1930.4.1.
9) 천태산인(1930), 문학 혁명 후의 중국 문예관, 뺷동아일보뺸 193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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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왕두칭(王獨淸)의 희곡 양귀비(조선일보 1931.5.25.～6.26.), 궈모

로(郭沫若)의 탁문군(卓文君)(조선일보 1931.4.29.～5.14.) 등을 번역 연재
했으며, 김광주는 루쉰(魯迅)의 ‘행복된 가정’(조선일보 1933.1.28.～2.1.), 톈한
(田漢)의 극작품 ‘호상의 비극(일막)’(조선문단 제4권 제4호, 1935.8.)을 번역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30년대에는 유학생 출신의 작가나 평론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중국 문예운동이 소개되었다.

3. 김광주의 문예 활동과 한중 지식 교류의 의미
1) 김광주의 문예 활동과 중국 문예 수용
김광주의 문예 활동은 상해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김명섭(2016)의
‘1930년대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아나키즘 인식’, 김은하(2017)의 ‘김광주 문학

연구(1932～1953)-상해 체험의 문학적 변용과 아나키즘 수용을 중심으로’, 유예
현(2018)의 ‘김광주의 아방궁과 상해시절 회상기 연구’, 이양숙(2017)의 ‘김광주
소설에 나타난 탈경계의 의미-1930년대 상하이 체험을 중심으로-’, 정은경
(2018)의 ‘상하이의 기억-식민지 조선인과 제국 일본인의 감각-김광주와 요코미

쓰 리이치를 중심으로-’, 최낙민ㆍ이수열(2019)의 ‘상하이의 우울-1930년대 해
항도시 상하이의 삶과 기억-김광주와 요코미쓰 리이치를 중심으로-’, 최병우
(2008)의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연구’ 등과 같이, 일제 강점기

김광주의 문예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상해 체험’을 중시했던 까닭
은, 그의 문예 비평이나 소설, 또는 시에서 1930년대 상해 유학생들의 우울한 삶
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주는 1929년 상하이로 건너가 그의 맏형 김동주의 권유로 의사가 되기
위해 남양의학대학(南洋醫學大學)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문학에 관심을 가지면
서 이 대학을 중퇴하고, 상하이 지식인들과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聯
盟)’이라는 아나키스트 조직에 가담하여 대외 선전 관련 문필 활동을 전개하기

도 하였다. 1931년에는 일시 귀국하여 문예 잡지 신흥문단을 발간하고자 국내
문인들과 접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10), 1933년 다시 상하이로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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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晨報)의 전속 필진이 되었다.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모친을 귀국시키고
자신은 홀로 중국 대륙을 주유하다가 광복 이후에 귀국했다.11)
유학을 목적으로 떠난 상하이의 생활과 아나키스트 조직에 가담했던 상하이
체험은 그의 작품 곳곳에 나타나는데, 소설 ‘상해(上海)와 여자(女子)’ 속의 화자
나 동무 P군(조선일보 1932.3.27.～4.4. 7회 연재), ‘장발노인(長髮老人)’ (조
선일보 1933.5.13.～5.20. 6회 연재)속의 화자와 박군 등은 학업을 중단한 상하
이 유학생들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김광주 소설 속의 어두운 상하이 생활상]
ㄱ. 동모 P군은 상해에 온 지도 나보다는 오래된 사람으로 대중화영편공사(大中
畵影片公司)라는 활동사진 회사의 촬영 감독으로 잇는 몸이라 아츰에는 내가 눈이

우기도 전에 나가서 밤이 이식해야 집이라고 차저 드러오곤 하엿다. 이러한 관계
로 방주인인 P군보다도 오히려 내가 집에 부터 잇는 날이 만엇섯다.12)
ㄴ. 박군은 조선에서 소학을 맞추고는 중국에서 자라나다 십히 한 사람이라 그 
신진 극작가(劇作家)로 상당한 인긔를 가젓섯고 조선 사람이라는 점에서 문단적으
로 만흔 사랑을 밧고 잇섯다. 그러나 일년에 만허야 일막 희곡을 두어 서너 편밧게
더 써내지 안는 박군의 생활은 입을 축이기만도 어려웠다. 조선보다는 고료가 만타
할 수 잇지만, 한 편에 이삼십 원 밧는 것으로 방세를 주면 쌀을 팔 것이 업고, 쌀을
팔면 방세를 줄 것이 없슬 가 일 년이면 한두 번이 아니엇다. 그리고 나는 말하자
면 박군의 기생충(寄生蟲)이엿다.13)

두 편 소설 속의 인물은 1930년대 재중국 상하이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조선 지식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김광주의 상하이 체험은 일제 강점기 그가 남
긴 대부분의 작품에 반영된다. ‘장발노인’으로 형상화된 방랑하는 조선인 노동
10) 뺷동아일보뺸 1931.10.28. 신흥문단 발간과 관련한 기사에서는 김광주, 유산방(柳山房), 이
경손(李慶孫), 시인 황석우(黃錫禹) 등이 프롤레타리아 잡지인 뺷신흥문단뺸을 창간할 계
획이라고 보도하였다.
11) 최세준(2018), 1930년대 김광주 영화평론 연구-상해 뺷신보, 매일전영뺸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가정 박사학위 논문, 1-2.
12) 김경남 편(2020), 뺷김광주 작품집(한글편)뺸, 안나푸르나, 284.
13) 김경남 편, 위의 책,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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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국인 노파에게 방세를 독촉 받는 화자와 박군, “조선은 당파 싸홈으로 망
하우, 망하지 안코 되겟소! 생각하면 허무한 일이거던! 한나라 한 민족을 생각하
고 목숨을 바친다는 사람들이 조고마한 당파! 드러운 영웅 심리에 넉을 일코 산
대서야 될 말이요!14)”라는 장발노인의 탄식은 일제 강점기 상하이의 암울하고
답답한 삶을 드러낸다. 김광주의 아들이자 소설가인 김훈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다.
[아들의 말]
그는 글을 써서 이 세계의 야만에 대항하려는 꿈을 키웠고, 동료들과 함께 등사기
를 밀어서 문예 동인지를 만들어 발걸음으로 배달했고, 원고료 수입으로 생활을 이
어가는 실천가였지만, 거대한 악을 완성해 가는 세계의 현실 앞에서 글쓰기의 무력
함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는 무장 투쟁에 목숨을 바치는 혁명가들 앞에서 문학이네
예술이네 하면서 자기도취에 빠진 무리들을 혐오했는데, 그가 혐오한 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세계에 대한 절망과 문예를 향한 열정 사이에서 자기
분열되어 있었다. 당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김광주는 끝끝내 몸 둘 곳 없었다.15)

김훈은 아버지 김광주의 사상적 귀의처가 아나키즘이었다고 회고한다. 민족
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신봉하지 않고, 정치나 권력 등의 이데올로기에 구속되
지 않으려는 아나키즘의 사유 방식은 김광주의 문예관이나 생활 방식에도 반영
된다. 일제 강점기 그가 남긴 산문 ‘주의자(主義者)’는 “世上 사람들이 누구에게
던지 무슨무슨 主義라는 일홈을 부치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밧는 사람도 滿足
을 늣기는 모양 갓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主義者라는 이 名牌가티 曖昧하게 그
리고 함부로 쓰여지는 말을  업슬 것이다.16)”라고 시작한다. 그는 이 주의자들
을 ‘막연한 시대 풍조에 물들어 아무런 각성이나 의식의 철저한 파악 없이 맹목
적으로 수종(隨從)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렇기에 명예심, 영웅심을 떠
나 진정한 문예를 추구하고자 했다. 예술에 대한 어리석은 감정이라는 뜻의 ‘예

14) 김경남 편, 위의 책, 323,
15) 김훈(2020), 아들의 말, 김경남 편(2020), 위의 책, 9.
16) 김광주, 신춘편감 -토막글 수제(數題), 뺷조선일보뺸 1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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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우감(藝術愚感)’에서 그는 “사회생활을 무시하며 시대성을 무시하고 개인생
활 속에서만 출발된 예술이 아무러한 가치 없는 것임은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막연한 관념과 의식에 부합시킬 목적만으로 쓰인 예술은 전자와
똑같이 값없는 예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1930년대 마르크스
주의 예술관이 널리 퍼진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술의 계급성이나 사회성을 전면적
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예술이 ‘어느 군주나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도 아니요 한 정당의 정치적 선전 공구(工具)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을 고
수한다. 그는 “예술은 실로 만인을 위한 예술”이어야 하며, “관념이나 의식만으
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다.17)
예술이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사유 방식은 관
념과 의식을 벗어나 구체적인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는 데 유효하다. 김광주의
산문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자기(自己)’이다. 그는 “자기 자
신의 역량이나 재질이나 지식을 과대히 자신(自信)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도 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비심(自卑心)을 가지자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자신의
처지나 역량의 냉정하고 정당한 인식에서 모든 사업의 출발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18)”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김광주의 소설과 산문에서 빈번히 등
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통(飯筒)’이라는 사실이다.
[飯筒, 生의 두려움]
飯筒- 이 두 글 字는 說明을 加하지 안드라도 글짜 뜻 그래도일세. 읽기는 北平
語로 ‘봔등’, 上海語로 ‘배동’이라고 하네. 조선말로 하자면 곳 ‘밥통’이란 뜻이요, ‘바

보’이니, ‘멍텅구리’니 하는 뜻으로 쓸 수도 잇고, 日本말로 ‘馬鹿’라는 뜻도 되네. (중
략) 自己의 生活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갈 길 모르고 彷徨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어리석은 일도 아니요, ‘生’에 대한 勇氣없는 弱者만이 가지는 卑怯한 것도 아일세.
실오락지만한 自己의 使命이라도 이를 똑바로 認識하고 自己의 生活에 充實한다는
것도 한 아름다운 態度임에는 틀님없네..19)

17) 김광주, 신춘편감 - 예술 우감-, 뺷조선일보뺸 1933.1.8.
18) 김광주, 신춘편감 - 예술 우감-, 뺷조선일보뺸 1933.1.8.
19) 김광주, 강남하야산필(江南夏夜散筆), 뺷동아일보뺸 19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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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어(北平語)로 ‘봔등’, 상하이어(上海語)로 ‘배동’이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
는 우리말로 ‘밥통’으로 번역된다. 즉 바보나 멍텅구리라는 뜻이다. 그는 이 단어
가 하층계급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던 여성(중국어로 摩登小姐)에게도
적용되며,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20) 자신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원고료에 매달리는 밥통이라는 식이다. 스스로를 반통(飯筒)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생활에 충실한 태도로 예술에 임하고 싶은 까닭이
다. 그가 일컬은 ‘자파 옹호(自派擁護)’, ‘얼토당토 않은 인신공격(人身攻擊)’,
‘사적 감정에서 출발한 찬사(讚辭)’ 등의 비평 행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비

평가 전체를 ‘반통’으로 만드는 행위였다. 그렇기에 그는 ‘예술은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옹호한다.
김광주는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예술,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를 떠난 만인을
위한 예술, 관념과 의식을 벗어난 예술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중국 문예를 소
개하거나 번역하는 일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번역물로 ‘중국
문단의 회고-1929년 이후로-’(중국 錢杏邨 述, 조선일보 1931.3.27.〜4.1. 5회
연재), ‘중국 신문예운동 개론’(중국 華漢 述, 조선일보 1931.5.12.〜5.25. 11회
연재), ‘중국 여류 작가론’(賀玉波 原著, 동아일보 1934.2.24.〜3.30. 21회 연재)
등이 있고, 루쉰(魯迅)의 ‘행복된 가정’(조선일보 1931.5.21.〜5.25. 4회 연재),
‘호상의 비극’(典漢 作, 조선문단 1935년 8월호) 등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하였

다. 이 번역물들은 1930년대 중국 문단의 실상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중국 신문예 운동 개론’은 5.4운동, 5.30운동, 북벌전쟁, 광저우 사변 등 1920년

대 격변 중국의 문예 운동을 개관한 것으로 ‘문학의 사회성’, ‘계급성’, ‘이론과 실
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전제하여 10년간의 중국 문예 운동을 정리한 논문이다.
5.4운동 당시 신청년을 중심으로 봉건적 이데올로기와 대립한 부르주아 문예

이론, 창조사(創造社)와 방우(仿吾)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문예 운동과 ‘문학연
구회’의 자연주의 문예 이론, 5.30운동 이후 창조월간(創造月刊)을 중심으로
한 혁명주의 문학 운동, 1927〜28년 사이의 프로 문예 운동(무산계급 문예 운동)
20) 김광주, 강남하야산필(江南夏夜散筆), 뺷동아일보뺸 19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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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이 논문은 당시의 중국 사회사와 문예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중국 여류 작가론’은 ‘빙신(氷心, 본명은 婉瑩)’, ‘루인(廬
隱, 본명은 黃英)’, ‘딩링(丁玲, 본명은 張褘文)’ 등 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

한 것으로, 1930년대 중국 여성 문학의 실태를 소개한 대표적인 논문이다.
김광주의 중국 문예 수용은 ‘중국 푸로 문예 -운동의 과거와 현재’(조선일보
 1931.4.4.～8.7. 7회 연재), ‘현대 중국 희극과 극작가’(조선일보 1932.3.16.～
3.25. 6회 연재), ‘중국 극단 일별’(동아일보 1933.12.8.～12.10. 3회 연재), ‘중국

극단의 동향과 학생 운동의 약진’(동아일보 1934.12.5.～12.11. 6회 연재), ‘중국
문단의 현세 일별’(동아일보 1935.2.5.～2.8. 4회 연재), ‘현대 중국 수난기의 창
작가 텐한(田漢)과 그의 희곡을 논함’(동아일보 1935.11.17.～11.27. 8회 연재)
등의 평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푸로 문예 운동’은 1926년 창조월간에 궈모로(郭沫若)가 ‘혁명문학’을

발표한 이후 1929년까지 지속된 문화비판(文化批判), 문예생활(文藝生活),
태양월간(太陽月刊), 해풍주보(海風週報), 신류월보(新流月報) 등의 간
행물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그 당시 중국 프로 문예와 민족 문예의 대립 상
황을 살필 수 있으며, ‘중국 문단의 현세 일별’은 1934년 중국 문단 활동 상황을
정리한 평론으로 민족주의 문예 운동과 계급 문학 운동 및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잡지 발행 상황 등을 살필 수 있다.
‘현대 중국 희극과 극작가’는 천다베이(陳大悲), 슝포시(熊佛西), 어우양위첸
(歐陽予倩)의 작품세계와 톈한(田漢)의 사회극을 대상으로 한 평론으로 마얀샹
(馬彦祥)의 ‘현대 중국 희곡’(현대문학평론 (중국문학 특집호) 상하이에서 출

간)에 ‘극작가’를 첨가하여 번역한 글임을 밝히고 있다. 이 평론에는 시대적 고민
과 물질적 제한이 예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예술가는 시대적 고민에 맞서
면서도 시대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중국 극단 일별’은
1932년〜1933년 사이의 중국 극계와 극단 상황을 소개한 글로, ‘남국사(南國社)’,
‘희극협사(戱劇協社)’, ‘춘추극사(春秋劇社)’ 등의 극단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

았다. 상하이 사변 이후 연극과 제국주의 타도 운동을 사실을 중심으로 소개하
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그 경향에서 ‘중국 극단의 동향과 학생 운동의 약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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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의 ‘대학 희극 연합회’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한 글이다.
‘중국 수난기의 창작가 톈한과 그의 희곡을 논함’은 톈한 희곡집(田漢戱曲
集)(現代書局), 톈한희곡별집(田漢戱曲別集)(湖風書局)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톈한의 삶과 작품 활동, 경향 등을 소개한 평론이다. 톈한은 1922년 잡
지 남국반일간(南國半日刊)을 발행하고, 남국사(南國社)를 조직하여 신극 운
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신극 운동 지도자이다. 한때 국민당 정부의 예술 고문
을 맡기도 했던 톈한은 파벌과 당파싸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버리고 상하이 예
술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극단 활동을 지속했다. 김광주는 그의 작품을 ‘반전
(反戰)과 군벌의 죄악을 주제로 한 작품’, ‘유미주의 내지 예술 지상주의 경향의

작품’, ‘감상주의적 서정극(感傷主義的 抒情劇)’, ‘일반 사회생활을 취급한 작품’,
‘여성 심리를 묘사한 작품’, ‘희극(喜劇)’, ‘구가정제도(舊家庭制度)의 모순을 풍

자한 작품’, ‘기타’로 나누고, 그의 대표작 ‘소주야화(蘇州夜話)’를 분석하면서,
“희극이라는 것은 당연히 민중적이어야 하며 민중을 위한 부르짖음이어야 할 것

을 명백히 알면서도 시대와 거리가 있는 작품”을 쓴 작가라고 평하였다. 그럼에
도 텐한은 김광주의 문예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데, 1936년 국내
극예술연구회에서는 그가 번역한 톈한의 ‘호상의 비극’을 공연한 것으로 나타난
다21). 이처럼 김광주의 문예 활동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중국 문예
수용 차원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중 지식 교류 차원에서 본 김광주의 문예 평론
김광주가 조선 문예를 중국어(백화문)로 소개한 것은, 일제 강점기 한중 지식
교류 연구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이무영(李無影)의 ‘영남주간기
(嶺南走看記)’에서도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영남 지방 기행문인 이 글에서

이무영은 장혁주(張赫宙)가 갖고 있던 문예설영(文藝雪影)이라는 중국 잡지
속의 김광주 작 ‘조선 문단 소개(朝鮮文壇紹介)’라는 글을 읽게 되었다. 짧은 기
행문인 탓으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무영은 “氏의 白話文의 能함에 놀
21) 극단공연을 앞두고-田漢 作, 金光洲 譯, 뺷동아일보뺸 193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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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다.”라고 적고 있다22).
김철 외(2020)의 자료집에 따르면 이 글은 상하이에서 발행된 문예전영(文
藝電影) 제1권 제4기(期) ‘문예논문’에 수록된 ‘조선 문단의 최근 상황(朝鮮文
壇的最近狀況)’으로 추정된다. 이 평론에서 김광주는 조선 문단 상황을 중국에

소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 문단의 최근 상황]
시대와 나라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의 습관과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면 예술의 하
나인 문학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 중국 문학계에서는 역사 지리 및 민족적 환경 측면
에서 어느 나라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한국 문학계에 대한 연구나 소개
가 없다. 이것은 유감이 아닌가? 물론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문학이 아직
세계 문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이 해외로 퍼질 힘이 없고
장벽이 있어 이국인이 접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언어적, 문자적 
중국 문인들이 조선의 사회 진실과 사회 운동, 민족 운동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나 적
나라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문학을 무시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도 극심한 경제 · 이념적 압박 속에서도 출판에 자유롭지 못한 한국인
의 특별한 환경과 한국 문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문학계의 일반적인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많
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소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독자 여
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보고할 예정이다.23)
22) 이무영, 영남주간기, 뺷동아일보뺸 1935.5.2. 이 글에 나타난 뺷문예설영뺸은 뺷문예전영(文藝
電影)뺸의 오식이다. 이무영이 보았다는 ‘조선 문단 소개’는 상하이에서 발행된 뺷문예전영
뺸 1935년 3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23) 김철 외(2020), 뺷김광주 문예 평론집뺸, 경인문화사. 不論在那一個時代，那一種民族，如
果想要理解別的民族的生活習慣及感情的時候，那就非得借助於藝術之一的文學的力
量不可. 中國的文壇上，對於歷史地理及其他種種民族環境上比任何一國有著更密切關
係的鄰邦朝鮮文壇 ，直到現在 ，還不曾見有何等的研究和介紹 。這不是很遺憾的事
嗎 ？而所以這樣 ，第一個根本原因 ，當然是朝鮮文學現在還沒有達到世界文學的水
準，所以他們的作品沒有傳播到國外的力量，倂且具有言語與文字上的隔閡，不容易
被異國人瞭解的緣故。其次，中國的文人們，只是對於朝鮮的社會真相及社會運動民
族運動加以注意却把能夠表現一個民族的赤裸裸的感情的文學忽略了，這也許可說是
原因之一吧. 可是，在中國大概也有一部分人，理解朝鮮民族的特殊環境和朝鮮文人在
極度的經濟與思想重壓下出版不自由的苦衷，我對於這方面不願多講。這裏僅簡單介
紹最近朝鮮文壇的一般狀況. 不過因為篇幅有限，對於許多作家和他們的作品不能做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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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론에 따르면 1930년대 중국 문단은 조선 문단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
는데, 그 이유가 언어ㆍ문자적 장벽이나 중국 문인들의 조선 문학에 대한 무관
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 한국은 극심한 경제적, 이념적 압박
을 받고 출판물의 간행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 문학계를 소
개하는 것은 다른 민족의 습관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자 그 나라의 특별한
환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즉 김광주의 조선 문단 소개는 문학
지식에 대한 한중 지식 교류의 실천적 사례가 되는 셈이다.
백화문으로 쓰인 또 하나의 주목할 작품은 ‘조선영예운동사(朝鮮影藝運動
史)’(신보(晨報) 1934.9.5.～9.11. 중화민국 23년 9월 5일～9월 11일, 7회 연재)

이다24). 이 평론은 ‘서언’, ‘운동의 변천 과정’, ‘주요 작품 몇 편 및 기타’, ‘영화
인물 소개’, ‘결론’으로 구성된 글로, 1920〜30년대 조선의 연극ㆍ영화계를 중국
에 소개할 목적에서 쓰였다.
이 평론에서는 조선일보 소재 ‘조선영화사(朝鮮映畵史)’를 근거25)로 1922
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 영화의 역사를 항목별로 요약하고, 조선에서 영화 운동
이 어려운 이유를 ‘경제적인 제한’, ‘검사 제도의 가혹’(검열 제도), ‘일반 민중의
영화에 대한 이해력이 유치함’, ‘영화인 자신의 수양 문제’ 등에서 찾고 있다. 이
와 함께 조선의 주요 영화인을 소개한 뒤, 한중 영화 교류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결론]
細的檢討和介紹，還望讀者原諒. 假使將來有機會的話，我當再做較細的報告.

24) 김철 외(金鐵 중국 발음 진저, 2020), 뺷김광주 문예 평론집뺸, 경인문화사. 이 자료집에 따
르면, 중국어로 발표된 김광주의 작품은 237편에 이른다. 이 자료집은 ‘문학편’, ‘영화편
(電影編)’, ‘평론편’, ‘수필편’, ‘기타’, ‘담여편(淡如編: 일종의 잡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가운데 ‘조선’과 관련된 것은 ‘조선 문단의 최근 상황’과 ‘조선영예운동사’ 두 종뿐
이다.
25) 이 평론에서 근거로 삼은 ‘조선영화사’는 뺷조선일보뺸 1933년 5월 28일 게재된 손위빈(孫
煒斌)의 ‘조선영화사-10년의 변천’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요약한 항목에서 손위빈이 거
론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자료 이외에도 다수의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했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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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조선의 영화계가 피차의 영화 운동을 상호 이해하기 어려운 제1원인은 당
연히 과거와 현재 피차 작품 교류가 없는 연고이다. (비록 중국의 작품 소개가 조선
에 이른 경우는 있으나 다만 ‘삼국지’, ‘태호전’ 등 오래된 작품 몇 편에 지나지 않는
다.) 끝으로 간단한 몇 마디를 붙인다. 장래 중국과 조선의 영화계에 바라는 바는 작
품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아울러 서로의 사회적 환경과 인민 억압의 공통 상태
를 이해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국 영화가 조선에 도입되면 조선 청년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의 우열에 관해서는 여기서 감히 거론하기 어
려운 별개의 문제이다.26)

김광주가 평가하는 그 당시 한중 영화 교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다만 ‘삼국지’, ‘태호전(太湖傳)27)’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류가
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에서 영화 운동이 어려운
이유를 참고하면 그 당시 한중 영화 교류가 어려웠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설명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김광주는 장래 한중 영화 교류가 상호간의 사회적 환경
과 억압된 인민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광주가 상하이에서 신보(晨報) 등에 게재한 백화문 평론에는 ‘영국 문단
의 순문학 문제(英國文壇的純文學問題)’, ‘최근 독일 문학의 특성(最近德國文
學的特性)’, ‘일본 전영사 개관(日本電影史槪觀)’, ‘미국 전영 기업 부시(美國電
影企業剖視)’ 등과 같은 세계 문학과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나 ‘전영극본론(電影
劇本論)’, ‘전영본질론(電影本質論)’ 등의 영화 이론 등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평론들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데, 이는 그 당시 국내의 경우 구미 문단 상황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신문ㆍ잡지 매체에서 구미 문단 소개에서
26) 김철 외(2020), 뺷김광주 평론집뺸, 경인문화사. 中國與朝鮮的電影界，不能互相理解彼此
的電影運動的第一個原因，當然是因為過去或現在彼此沒有交換過作品的緣故.(雖然中
國的作品介紹到朝鮮去的也有，但那不過是｢三國志｣，｢太湖傳｣等幾篇屬於很久以前
的作品.) 所以最後的簡單的幾句，就是希望在將來中國與朝鮮的電影界, 作品的交換盛
行起來, 倂且依靠它我們彼此去認識互相的社會環境與共同的民眾的壓迫狀態. 有人也
許說這是一種不可實現的空想, 但是我想假使中國的電影作品, 運到朝鮮去的話, 受朝鮮
青年們的熱烈的歡迎是無疑的, 於作品的優劣恐怕是第個問題吧.
27) 이 작품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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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주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광주의 영화 이론도 비슷한 이
유에서 국내에서 소개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계 문학이나 영화
이론에 대한 김광주의 식견은 백화문을 통해 중국인에게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의 영화나 문단 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4. 결론
이 글은 한중 지식 교류의 차원에서 일제 강점기 김광주의 문예 평론 활동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하였다. 김광주는 유학을 목적으로
1929년 상하이로 건너갔으나, 문학에 뜻을 둔 뒤 학교를 중퇴하고 광복 후 귀국

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작가이다. 지식 교류 차원에서 그의 활동을 주목
할 수 있는 이유는, 1930년대 국내에 중국 문단과 관련한 다수의 평론을 남겼다
는 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백화문으로 조선 문단과 영화를 소개하는 평론을 남
겼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문예 활동에 전념한 것이나 한
국과 중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 작가라는 점에서
그의 이력은 그 당시 다른 작가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는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광주의 지적 토양을 이룬 상하이 체험은 1930년대 중국 유학생들의
지적 풍토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근
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유학에 큰 관심이 없었다. 1920년대 이후 지리적,
정치적 차원에서 중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 유학
은 서구 유학을 위한 경유지로서 인식되거나 중국을 멸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
다. 1930년대 중국 유학 담론은 식민지 조선의 취업난이나 교육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만주국 봉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유학 권유 운동
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유학생활은 무기력이나 좌절에 이
를 경우가 많고, 중국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
에서 중국 유학을 통해 중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담론
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30년대 중국 문예를 수용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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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김광주의 문예 작품 속에는 1930년대 유학생들의 삶의 방식이 빈번히
등장한다. 상하이의 어두운 삶의 환경 속에서 아나키즘적 사유 방식을 갖게 되
었으나, 예술은 관념이나 의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실천적 활동이자 만
인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국의 문
예 활동을 국내에 번역 소개하였고, 그와 반대로 조선의 문단 상황과 영화계를
백화문으로 중국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말 그대로 한중 지식 교
류의 실천적 사례가 되는 셈이다.
얼마 전 일제 강점기 김광주의 한글 평론집과 중국어 평론집이 간행되었다.
이 평론집은 김광주 개인의 문예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거시적인 맥락에서 문학 지식의 생산과 전파, 지식 교류의 의미를 연구하
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식 교류의 실천가로서 김광주는 광복 이후
귀국하여 언론인, 작가,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특히 무협 소설 분야에서 많은 작
품을 남겼다. 일제 강점기 상하이 체험과 관련된 그의 문예 활동 연구는 광복
이후의 김광주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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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Knowledge Exchange and Kim Gwang-ju Literary Activities
through Foreign Students in Chin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Kim, Kyungnam
Kim Gwang-ju moved to Shanghai in 1929 for the purpose of studying
abroad, but he was a writer who was active in China until he dropped out of
school after setting up his interest in literature and returned to Korea after
liberatio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discourse of studying abroad in
China in the 1930s in terms of knowledg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Kim Gwang-ju's literary activities. In terms of
knowledge exchange, his activities are noteworthy because not only that he left
a number of reviews related to Chinese literature in the 1930s, but also that
he left a review introducing Joseon literature and films in China as
Baekhwamun(白話文). In particular, his career was different from other writers
at that time in that he stopped studying medicine and devoted himself to
literary activities.
Kim Gwang-ju has an anarchist way of thinking based on the dark life of
Shanghai in the 1930s. This is frequently manifested in his novels and poems.
However, he believes that art should be a practical activity and an activity for
everyone rather than an idea or consciousness. Accordingly, he translated and
introduced the Chinese literary situation in the 1930s to Korea, and on the
contrary, introduced Joseon's literary situation and the film industry to China
through Baekhwamun. Essentially, these activiti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knowledge exchange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literature.
Keyword

Kim Gwang-ju, studying abroad, knowledge exchange, anarc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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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機論의 사회적 성격 일고찰
－ 洪世泰를 중심으로

김휘*

국문요약
洪世泰는 비록 당대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목격하면서 변혁까지는 꿈꾸지 않았지만 현실

을 주목하고 閭巷계층과 그 문학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필생의 노력을 해왔
던 인물이다. 洪世泰가 창작활동을 전개하던 때는 문학사적으로 閭巷문학이 擡頭하던 시기였
다. 洪世泰의 天機論적 詩學觀은 閭巷文學에 대해 문예미학의 측면에서 性情之眞을 통한 미
학적 풍격과 문학의 완성도를 가려 볼 수 있도록 하는 외에 無慾의 心性을 통한 창작성향도
짚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고로 閭巷文學과 士大夫문학은 또 하나의 평가
지평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바 閭巷人들이 慾望의 有無를 통해 사회적 신분과 계층을 가리
고 나아가 이를 文藝理論의 範疇에까지 도입한 것은 閭巷文學의 사회적 효용을 조명하는 데
이론적 근거로 될 것이다. 한마디로 性情之眞과 無慾의 心性은 閭巷人들이 주장한 天機論의
내포를 한층 풍부히 했고 閭巷文學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데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된다. 洪世泰를 망라한 閭巷문인들은 비록 처했던 시대의 신분적 불평
등을 망라한 제반 모순을 정치적ㆍ사회적 안목으로 觀照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
하기보다는 문예적으로 연화시켜 창작성향에 그쳤다. 비록 제한된 先進性밖에 띠고 있지 않
지만 無慾의 心性을 통한 人格平等 주장과 인간 도덕성의 고양은 조선후기라는 역사적 단계
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個性회복과 도덕의식을 깨우치는 데서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발휘
했다.
주제어

천기론, 홍세태, 사회적 신분, 무욕의 심성, 사회적 성격

* 중국 연변대학교 조한문학원 조선어학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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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조는 비록 兩班士大夫 문화가 발달한 조대였지만 17세기말부터는 그 체
통과 권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회·정치적 理念하에 문예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양반문화와는 구별되는 庶民문화가 형성되었다. 조선사
회의 신분계층은 대체적으로 两班, 中人, 常民, 良人, 贱人으로 나뉜다. 양반은
중앙의 문벌가문과 乡班, 土班, 残班으로 다시 구별될 수 있으며 中人에는 医
生, 译官 등의 杂职技术官, 两班庶孽, 그리고 胥吏, 乡吏, 军校, 驿吏 등의 구

분이 있었다.1)
17세기까지만 해도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차츰 붕괴되면서 中人계층은 점차

경제적 성장과 지적 기반의 확대를 망라한 여러 면에서 실력을 튼튼히 쌓으면서
자아의식의 고양과 자아역할의 증대, 신분상승운동 등을 통해 兩班계층에 필적
하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2) 사회적 진출이 제한된 자신들의 처지에
더욱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불만은 文藝에 대한 취향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에 의해 漢詩와
時調, 辭說時調 등의 창작이 주류를 이룬 閭巷文學이 대두하게 되였다.

이 논문은 閭巷文學의 天機論적 詩學觀에 내포된 사회 의식적 요소를 홍세
태의 文藝理念으로 풀어보고자 했다. 먼저 2.1에서는 天機論의 사회 의식적 요
소는 ‘無慾의 心性’으로 歸結됨을 논의하고 그 기저에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1) 한우근, 뺷한국통사뺸, 을유문화사, 1970, pp.266—274.
2) 정옥자, 뺷조선후기 문화운동사뺸, 일조각, 1990,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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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分과 도덕성이 깔려 있음을 논의했다. 2.2는 無慾의 心性이 閭巷군체에 끼친

문예적·사회적 영향을 2.2.1의 신분적 갈등과 2.2.2의 同流의식으로 나누어 논의
해 보았다. 3에서는 無慾의 心性에서 기인한 인간의 도덕성이 閭巷文學에서 구
현된 樣相을 살펴보고 心性과 비판적 리얼리즘과의 연관성을 논의해 보았다. 性
情之眞으로 天機論의 사회적 성격을 논한 선행연구는 다소 補遺의 여백을 남겨

두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性情은 文藝理論의 범주에 속하므로 문예의 완성
도와 미적지향을 짚어보는 데 편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여항인들이 주장했던 ‘인간의 身分에 기반한 無慾의 心性’을 논의의 근거로 삼
고 天機論이 띠고 있는 사회적 성격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 했다. 閭巷人들은 신
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群體었으므로 身分과 心性에 善惡의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어 사회상을 보다 깊게 觀照하고 時弊에 一針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心性은 性情과 함께 天機論이 사회적 성격을 띠도록 하는 데서 불가
결의 요소로 되며 여항문학이 天機論을 고양하는 과정에 비판적 리얼리즘 성향
을 통해 문학의 사회의식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2. 閭巷文學의 天機論적 詩學觀의 사회의식적 요소
1) 無慾의 心性
天機는 중국의 고대예술이론과 조선의 고전문예이론에서 문예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하나로, 또 문예생산 주체의 독특한 사유범주로 두 나라의 고대 문예이
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3) 즉 중국에서 天機는 고전미학의 개념이자
範疇로서 가장 우수하고 독특한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는 契機로 인식되면서
絶妙의 境地에 이른 창작주체의 技藝와 奇妙한 구조를 갖춘 작품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었다.4) 조선후기 詩歌論에서 天機論은 문학을 유교적 理念을 강조하
는 敎化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兩班士大夫의 문학관에 대한 반발로 나선 주장으
3) 蔡美花·郭美善, ｢朝鮮古代‘天機論’的形成與發展｣, 뺷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뺸 42,
2009, p.59.
4) 張晶·張振興, ｢天機論的曆史脈絡與美學品格｣, 뺷天府新論뺸,2001年 第六期, pp.66—70.

74 한중인문학연구 70

로 이해할 수 있다.5)
조선조는 그 창업과 동시에 性理學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문학에
서도 性理學이 문학위에 군림하는 載道觀이 성립하게 된다.6) 이를 기반으로 조
선전기의 문학사상은 載道論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理를 인간의 本然之性으로
강조하면서 본연의 순수하고 깨끗한 心性을 드러내야 한다는 性情之正이 原論
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회·정치적인 혼돈과 함께
기존의 가치관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문단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이중
돋보이는 것이 中人계층이 閭巷文學을 이루면서 제기한 天機論이다. 天機論은
기존의 문학관에 대한 異議로 문학이 인간의 사상과 덕목을 교화시키려는 목적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문학다운 문학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 하에 문학의 表
現力과 작가의 個性 및 心境의 순수성을 등장시켰다.

조선후기 詩壇에는 당시의 정치 참여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산림에서
詩業에만 沈潛했던 일부 士大夫 문인에 의해 朝鮮詩의 真境을 보여주는 이른

바 真詩運動이 일기 시작했다. 金昌協·金昌翕 형제와 이들의 門下에 있었던 李
秉淵, 俞拓基 등이 이에 속하며 身分상 이들과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詩

를 통해 交遊한 洪世泰 등도 이 運動에 뜻을 같이한 詩人들이다.7) 載道論을 통
한 문학의 敎化에만 편중했던 士大夫 문학에 대한 반발로 이 시기의 文壇은 위
의 士大夫로부터 아래의 平民, 中人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理念과 表現을 시도
했다. 이중 대표적 인물로 許筠을 꼽을 수 있다. 洪世泰와는 반세기 안 되는 시
대를 먼저 살다 간 許筠은 性情之眞에 기반한 문학의 個性論과 表現論을 주장
하면서8) 부분적인 士大夫와 閭巷의 文人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5) 정형기, ｢조선시대 시가 요소론 고찰｣, 뺷국어국문학뺸 111, 국어국문학회, 1994, p.241.
6) 민병수, 뺷조선한문학개론뺸, 태학사, 1996, p.315.
7) 민병수, 앞의 책, p.318.
8) 필자는 拙稿 ｢‘性情之眞’으로 접근한 柳下 洪世泰의 天機論적 시학관 연구｣에서 性情之
正에 기반한 載道論으로부터 性情之眞에 기반한 天機論에 이르기까지의 전개과정과 閭
巷문인들의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논문에서 필자는 許筠은
性情之眞을 통한 個性의 발현을 주장했고 金昌協은 性情之眞에 기반하여 眞詩論을 주
장하면서 두 사람 모두 性情과 天機를 문예방법론의 측면에서 고양했다고 보았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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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世泰는 金昌協·金昌翕 형제를 비롯한 士大夫와 閭巷계층 문인들과의 交
遊를 통해 閭巷文學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자기의 무리는 마음의 純粹性

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기에 性情의 純粹性이 더 짙으며 이러한 心性에서 우러
나온 詩도 士大夫의 詩에 비해 월등함을 강조했다.
인간의 心性과 天機와의 관계에 대해 金昌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깥세상의 지위와 재물에 유혹되면 의지가 약해지고 욕심에 마음이 불타면 판
단력을 잃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흐리멍덩한 채 물덤벙술덤벙하기만 하
니 어찌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육신이 영욕의
경지에서 벗어나고 마음속의 허례허식을 버려야 허와 명이 하나같고 판단력이 설수
있으며 사물의 깊이를 가려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야 민연히 천기와 만나
게 될 것이다. …9)

‘욕심은 버려야 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야’ 天機가 자연스럽게 우

러나온다는 이 논조는 身分으로부터 오는 자격지심을 무마하기 위해 兩班士大
夫를 상대로 漢文學을 택했던 閭巷文學에 이론적 기반을 닦아준 것으로 된다.

욕망과 문학에 대해 洪世泰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시는 한낱 하잘것없는 재주이다. 그러나 명리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것에 연연하
면 시에 능할 수 없다. 장자는 기욕이 많은 자는 천기가 얕다고 했거늘 예로부터 시
에 능한 사람은 초야에서 많이 나왔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도를 부리는 자라 해서
洪世泰의 性情주장에 대해서는 許·金과의 다른 점을 性情의 평등으로 갈무리했으며 性
情과 天機에 대한 洪世泰의 문예 방법론적 인식에 대해서는 性情을 미적창조의 과정으
로, 天機를 미적체험과 미적관조의 방법론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心性은 性
情과 함께 모두 문예창작 주체가 보유한 원초적인 自覺意識으로서 문예미학의 평가기준
인 天機의 구성요소이자 範疇라는 데서 서로 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다르다면
心性은 天機의 사회의식적 특징에 편중하고 性情은 天機의 문예미학적 특징에 편중하여
서로 다른 논의의 場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이다. 필자 주.

9) “…勢利誘乎外 則志意分 嗜欲炎於中 則視聽昏 若是者 眩瞀勃亂 尙不知其身之所在 又
何暇於玩物而得其樂哉 夫惟身超乎榮辱之境 心遊乎事爲之表 虛明靜一 耳目無所蔽 則
其於物也 有以觀其深 而吾之心 固泯然與天機會矣 …” 金昌協, <霽月堂記>, 뺷農庵集뺸
卷二十四, 뺷韓國文集叢刊뺸 162, 다른 생각, 2007년,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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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반드시 능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시는 얕잡아 볼 바가 아니다. 역시
인간까지 가려볼 수 있다 ……언제나 무욕염담하고 세상사는 마음에 걸어두지 않고
오직 시에만 빠져 있었다. 이가 바로 최승태가 시에 능한 이유다.…10)

閭巷人의 ‘無慾의 心性’은 天機까지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心性의 純粹性만

이 眞詩를 낳는다는 논조는 洪世泰의 天機 주장이 완전한 이론의 틀을 갖췄음
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시는 사람을 궁핍하게 만든다. 최승태의 궁핍 역시 시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고 한다. 인간의 궁달은 하늘에 달렸는데 어찌 시 때문에 궁핍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시를 짓지 않는 궁핍한 사람을 보면 시를 모르기에 더 궁핍해 보인
다. 그들은 살아서 돈밖에 모르고 죽어서 주검이 식기도 전에 이름조차 매몰될 터인
데 그 이름을 떠올릴 가치가 있겠는가?…11)

위의 논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에 능한 자의 생존을 궁핍과 연결시켜 閭巷
文學만의 優越性을 펴가기에 앞서 天機論에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洪世泰

의 의도이다. 즉 ‘無慾의 心性’은 眞詩를 지을 수 있는 참된 시인이 갖춰야 할
불가결의 선제조건이며 眞詩라는 미학적 이상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궁핍이라
는 인간의 사회적 생존환경과도 연관된다는 것이다.
문학이 주는 쾌락은…한층 더 고상한 종류의 활동의 쾌락, 즉 이해관계를 떠난 명
상이기 때문에 ‘한층 더 고상한 쾌락’이며 문학이 가진 바 효용―그 엄숙성과 교훈적
인 점―은 쾌락을 줄 수 있는 엄숙성, 즉 수행해야 할 의무의 엄숙성, 知覺을 주는
엄숙성인 것이다.12)
10)“詩者 一小技也 然而非脫略名利 無所累於心者 不能也 蒙莊氏有言曰 嗜欲深者 其天機
淺 歷觀自古以來 工詩之士 多出於山林草澤之下 而富貴勢利者未必能焉 以此觀之 詩
固不可小 而其人亦可以知矣…蓋其心泊然 於世間事 無一掛意 而所嗜者詩耳 此其詩之
所以工 …”, <雪蕉集>序, 洪世泰, 뺷柳下集뺸 卷九, p.472. 본 논문에서는 뺷韓國文集叢刊뺸
167(다른 생각, 2007) 중의 뺷柳下集뺸을 기초문헌으로 쓴다. 이하 같음.
11) “…或者曰 詩能窮人 崔子之窮 以詩工耳 詩不可爲也 夫人之窮達 有命在天 豈係於詩之
工不工耶 見今世之不爲詩而窮者何限 窮等耳 寧工於詩 彼生爲守錢虜 死屍未冷而名已
滅者 亦何足道哉 …”, <雪蕉集>序, 洪世泰, 위의 책卷九, 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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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떠난 명상’과 無慾의 心性을 연결시켜 볼 때, 또 洪世泰가 無慾

의 心性은 閭巷人들만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閭巷人 스스로가 閭巷人의 위상을 설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13) 이는 또 閭巷文學이 그 성향에 있어 신분과 사회에 대해 부
정적인 비판의식을 띨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無慾의 心性’은 또 은연중
閭巷문인 계층의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도 발휘했다.
…인간은 천지간에 태어나 정을 느껴 말로 표현하면 시로 되며 시에는 귀천이 없
다. 이런 연고로 시 3백편은 세속의 가요에서 나온 것이 많은 데도 공자님께서는 취
하였고 ‘풍’의 범주에 드는 민간의 시 ‘토끼그물’, ‘여수의 언덕’ 등을 ‘아’와 ‘송’의 범
주에 드는 국사와 민생과 관련된 시를 나란히 놓으셨다. 이처럼 공자님께는 처음부
터 인간의 부귀비천에 연연하지 않은 즉, 이것이 곧 성인의 지극히 공정한 마음인
것이다. …14)

역시 兩班士大夫에 대한 傲氣가 내비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뺷海東遺
珠뺸에 이어 20년 뒤에 나온 閭巷詩集 뺷昭代風謠뺸에서도 洪世泰를 망라한 閭巷
文人들의 재능을 고평함과 함께 당대 사회가 안겨준 신분적 멍에를 비판한다.
…天生柳下奚蓬蒿
健筆三韓無頡頭
目余家數雖不大
瀏瀏風調亦跌宕
與東文選相表裏
一代風雅彬可賞
貴賤分歧是人爲
天假善鳴同一聲…

…하늘은 왜 홍세태를 초야에 낳았는가
문필은 나라에서 당할 자가 없었네
비록 대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고고한 풍격은 격탕하다네
동문선과 서로 어울리니
일대의 풍아는 우러를만하네
귀천의 구분은 인간이 만든 것
하늘이 내어준 소리는 다를 바 없네…15)

12) 르네 웰렉·오스틴 워렌, 뺷문학의 이론뺸, 을유문화사, 1986, p.43.
13) 천병식, ｢조선후기 위항시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p.135.
14) “…夫人得天地之中以生 而其情之感而發於言者爲詩 則無貴賤一也 是故三百篇多出於
裏巷歌謠之作 而吾夫子取之 即兎罝汝墳之什與淸廟生民之篇 並列之風雅 而初不係乎
其人 則此乃聖人至公之心也…”, <海東遺珠>序, 洪世泰, 앞의 책卷九,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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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世泰도 그러했듯이 뺷昭代風謠뺸의 편찬자 高時彥 역시 閭巷人의 시도 하

늘이 준 소리이기에 결코 신분에 의해 優劣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성공이나 명성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는 예술의 생산과
수용 사이를 가장 신뢰할 수 없게 연결시키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이미지
는 어떤 특정한 理想의 의미에서 작품에 대한 평가를 규정짓게 하며, 그리하여 그것
은 예술작품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해석과 평가의 유동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
다.16)

閭巷人들의 天機論은 그 기저에 無慾의 心性과 궁핍한 생존, 비천한 사회적

신분을 펴고 ‘신분이 비천한 자에게서 오히려 더 참다운 시가 나올 수 있다’는
논조가 시종 강조되었다. 즉 사회제도상에 있어서는 불평등을 감내하였지만 문
학의 창조주체로서는 평등을 확고히 인식하여 문학하는 일로 자기 존재를 드러
내려 했던 것이다.17)

2) 신분적 갈등과 同流의식
(1) 경제적 궁핍과 신분적 갈등

신분적 갈등은 洪世泰의 한생을 동반한 심적 고통이었다. 항상 자신을 士로
인식하면서 儒學에 입각한 濟世救民의 뜻을 품고 있었지만 좌절만 따랐다.
客愁不可道

객지의 슬픔 쏟을 길 없고

客遊何太苦

떠돌이 신세 또 얼마나 힘든가
나를 보고 허튼 짓 한다고 웃는데
장인도 아니고 장사치도 아니어라…18)

笑我胡爲乎
非工亦非賈 …

15) 재인용: 高時彥, <소대풍요 첫머리에 쓰노라>, 이충실, 뺷조선중세기 풍요문학연구뺸, 연변
대학출판사, 2010, p.185.
16) 아놀드 하우저, 뺷예술의 사회학뺸, 한길사, 1983, pp..176-177.
17) <여항문학총서 해제>, 뺷閭巷文學叢書뺸 1, 다른 생각, 2007, p.4.
18) <隅川>, 洪世泰, 앞의 책卷一,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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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시다. 洪世泰는 나이와 무관하게

언제나 나라의 부름을 고대했다. 60여 세에 미관말직에라도 부임했고 부침을 거
듭하면서도 기다리는 자세는 버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 洪世泰는 뜻을 펼칠 길
없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울분과 고민에 모대기는데 그 원인은 역시 자신을 士
로 인식한 데 있다.

騰身欲化龍

몇 자 안된 어린 대나무
구름도 넘어설 뜻 지녔네
몸을 날려 용이 되리라

不肯臥平地

평지에 눕지는 않으리19)

嫩竹才數尺
已含淩雲意

자아가치 실현의 의욕이 팽배한 시다. 그러나 性理學에 바탕을 둔 봉건사회
의 신분적 위계질서는 洪世泰와 같은 이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洪世泰는 天機論을 사회적 範疇에까지 연장하여 그 의미의 폭을 넓히
려 했고 平等과 道德에 대한 執念을 문예활동에 침윤시켜 不平之氣를 해소하
기 위한 길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때문에 문학이 필요로 하는 感性的 심리활
동을 굳이 사회적 身分의 平等과 인간의 道德적 범주에 속하는 心性에까지 이
어간 것은 身分상승에 대한 執着이 낳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예술가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자신의 물질적인 독립, 명예 및 영
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공을 얻으려고 부심한다. 일견 사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활동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20)

보다시피 身分에 대한 집착은 사실 洪世泰도 이미 ‘세상사의 번거로움’에 얽
매였음을 의미하며 ‘無慾의 心性’과도 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 자신도 이
미 한마음 가득한 慾望을 안고 있으며 ‘無慾의 心性’도 兩班士大夫와 閭巷의
문학을 분별하는 데서 자칫하면 공허한 슬로건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 <嫩竹>, 洪世泰, 위의 책卷二, p.344.
20) 아놀드 하우저, 앞의 책, p.175.

80 한중인문학연구 70

그러나 신분적 桎梏을 宿命으로 받아 안고 살아야만 했던 사회적 현실에 맞서
平等과 인간의 도덕성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가 批判의식과 覺醒의식을 갖춘 文
人임을 입증한다.

(2) 交遊와 結束을 통한 同流의식
閭巷人들은 身分으로부터 오는 制約을 감수하면서 지식의 추구가 무의미함을 느

끼게 되었고 따라서 문학적 취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예방면에 눈길
을 돌린 이들은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모여서 시회를 열어 風流를 즐겼다.21)

閭巷詩社의 출현은 身分제도의 붕괴와 생산관계에서의 자본주의적 맹아의

발생 등 근대적인 요소에 편승했다고 할 수 있다. 천병식은 이에 대해 詩社는
그들의 문학 활동의 무대요,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로서 성장된 의식의 표출과 모든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본거지로 된다22)고 일
괄한다. 洪世泰가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洛誦樓詩社는 1682년부터 1689년까지
그리 길지 않은 명맥을 이어갔던 詩社이다. 洪世泰는 이 詩社에서 문예창작의
중견으로 활약하면서 閭巷人들과의 同流의식을 한층 다졌고 林俊元, 金昌協·金
昌翕 형제를 망라한 士大夫들과의 交遊 속에서 閭巷문학의 理念에 ‘맞춤형’의
天機論을 정립시켰다.
金石漻然扣始鳴

금석을 맑게 두드리자 울리기 시작하는데

百事存人有汚隆

인간의 온갖 일은 성쇠가 있다네
옛적엔 백설곡 오늘날엔 절양곡 부르는데
긴긴밤 오래도록 바람만 불어치네

古稱白雪今折楊
長夜漫漫足繁風
胡笳燕築鳴赤縣
安知吾道不在東
萬古千秋浿水清

호가와 연축이 중국에서 울리니
우리 도가 동방에 있지 않음을 어찌 알리오
천년만년토록 패수가 맑으리니

21) 황패강 등, 뺷한국문학 연구입문뺸, 지식산업사, 2003, p.309.
22) 천병식, 앞의 논문,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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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令華嶽增靑蔥

나는 화악에 푸른 빛 더하리23)

흐트러진 당대 문단의 詩道를 꼬집으면서 事大主義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개성을 이뤄가자고 호소하는 시다. 문학에 대한 애착과 원대한 포부도
돋보이는데 金昌翕의 이 주장은 洪世泰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시에서 金昌翕과 洪世泰와의 돈독했던 우의와 함께 理念의 투합을 엿볼
수 있다.
…一榮一辱古人有
有才如君竟奇絶
天驥側側朱蹄踠
豫章鬱鬱霜根裂
凍飲三杯擊瓦壺
此歌有意廣柳車
洛陽賢豪其誰人
夜夜三諷龍門書
男兒結交金不足
終是悠悠棄路衢

…朝來雙鯉傳消息
忽復相逢北山色
高樓虛閴山月寒
星漢縱橫氣微白
且將樽酒慰茲夕
展詩淸歌宛如昨
虞卿自赴魏齊厄
阮籍謾作窮途哭

…엇갈리는 영과 욕 옛사람에게도 있었건만
그대 같은 재주는 종내 기이하구나
수많은 천리마는 붉은 발굽 굽혔고
서리맞은 녹나무 숲 뿌리도 갈라터지네
추위 속에 술 석잔 마시고 질동이 두드리니
이 노래 상여수레에 뜻 두었네
낙양의 현인호걸 그 뉘인고
밤마다 사마천의 글 세 번씩 읊조리네
남아의 사귐은 금보다 귀하건만
언젠가는 길거리 한끝에서 헤어지겠지24)
…아침에 편지로 소식이 전해와
문득 다시 북산에서 만나게 되었네
높은 누각 고요하고 산중의 달 찬데
별들은 엇갈리고 기상 또한 희미하네
한 동이 술로 오늘밤을 위로하니
옛적처럼 시 나누고 읊어보네
우경은 스스로 위제의 곤경 향했고
원적은 부질없이 궁지에서 통곡했네

嗟 我平生得有我二公 오호라, 내 평생 두 공을 얻었으니

23) <短歌行>其三, 뺷漫錄뺸, 金昌翕, 앞의 책卷三十六, 뺷韓國文集叢刊뺸 166, 다른 생각, 2007
년, p.176.
24) <喜洪世泰來宿 與李瑞卿對酒同賦>, 金昌翕, 위의 책卷二, 뺷韓國文集叢刊뺸 165, 다른
생각, 2007.p.35.

82 한중인문학연구 70

老死溝洫吾亦足

늙어 도랑에서 죽는대도 족하네25)

知己와의 再會의 기쁨, 不得志의 憂鬱함 등 엇갈리는 萬感은 金昌翕과 李瑞
卿과 같은 절친들과의 우의를 다지는 경건함으로 끝난다. 이처럼 洛誦樓詩社는
洪世泰가 士大夫들과의 交遊로 우의를 다져가는 場이자 身分과 心性에 기반한

사회적·문예적 理念을 형성하는 데도 잠재적 의식을 깨우쳐준 場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詩社는 洪世泰에게 個性적인 詩風을 형성하도록 하고 당대 閭
巷시인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힐 수 있었던 행운의 공간이기도 했는바 그 자

신도 詩社를 조직하여 시를 짓고 風流를 즐기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았
다.26)
…哦詩不作煙火語
兩公拍肩稱洪崖
少壯幾時吾已老
白蓮峰高又春草
我今與子爲此遊
綠鬢朱顔豈長好
醉發狂歌四座聽

…시 속에 세간의 속된 말 쓰지 않으니
두 공은 어깨 다독여 주며 신선이라 격려하네
젊음이 언제인 듯 나는 이미 늙었는데
높은 백련봉엔 봄풀 싹 텄네
내 지금 그대와 여기서 노닐지만
검은 머리 붉은 얼굴 얼마나 오래 가랴
취해서 미치도록 읊으니 주변에서 귀 기울이고

북소리 거문고소리 바람타고 맑게 퍼지네
살구꽃 떨어지지 않는데 물은 흘러가니
君不見千金不易一蘭亭 그대 아는가 천금이라도 난정의 모임 바꿀수 없음을27)
傍有鼓琴風泠泠
杏花未落西澗去

詩社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다. 詩會 현장에서 모든 이들이 다 듣고 따라

불렀다는 것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과 이상이 잠시나마 대리만족을 얻는
순간이었고 靑雲職과 身分적인 제한을 뛰어 넘어 ‘無慾의 心性’과 ‘性情之眞’을
구애됨이 없이 보여줄 수 있는 理想鄕이었다.

25) <至月初十夜 同妙軒會洛誦宅 酒後賦詩>, 洪世泰, 앞의 책卷一, p.315.
26) 조동일, 뺷한국문학사상사시론뺸, 지식산업사, 1984, p.173.
27) <白蓮峰歌>, 洪世泰, 위의 책卷五,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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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社會詩의 비판적 리얼리즘 특징
여항문학에서 ‘性情之眞’과 ‘無慾의 心性’은 두말 할 것 없이 성리학에 대한
참작을 전제로, 나아가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性情
之眞’이 閭巷文學의 미적 지평이라면 ‘無慾의 心性’은 身分에 토대한 사회적 불

평등과 그 연장선에 있는 民苦를 주목하여 여항문학의 창작성향과 주제의식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無慾의 心性’은 ‘性情之眞’과
함께 天機論을 閭巷文學의 文學觀으로 정립시키는 데서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학의 效用면에서 볼 때, 士大夫문학에서는 天機論이
載道論을 위한 도덕적인 敎化에 편중했다면 閭巷文學에서 天機論은 心性에 기

반한 인간의 善과 惡을 비판적 리얼리즘으로 표현하면서 사회와 보다 가깝게 접
근하는 데 편중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르네 웰렉과 오스틴 워렌은 문학에 대한 가장 흔
한 연구 태도는 대부분 문학 작품을 사회적 문헌으로서, 사회 현실의 모습을 반
영하는 것으로서 연구하는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사회의 모습이 문학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체계적인 문
학 연구가 가장 일찍이 문학에 부여한 효용의 하나28)라고 지적한다. 閭巷文學
이 그 主題에 있어 사회적 身分에 대한 갈등, 인간 도덕성의 優劣과 善惡을 다
룬 것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의 온갖 부조리와 인간
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苦는 비판적 리얼리즘의 특징을 띨 수 있는 요인으
로 된다.
현실을 리얼하게, 또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예리한 비판을 가
하고 그 현실의 廣幅性도 揭示하는 비판적 리얼리즘29)은 방법론에 있어 정치
적, 도덕적인 갈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생
활 그 자체이고 그것이 어떻게 영위되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간주한다.30)
28) 르네 웰렉·오스틴 워렌, 앞의 책, pp..153-154.
29) 冉欲達·李承烈 等, 뺷文藝學概論뺸, 遼寧人民出版社, 1984,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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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不幸과 사회적인 不遇로 일관된 삶을 洪世泰는 사회와의 연관 속
에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我自感君誠孝意

선친께 제사 지낼 길 없어 막막한데
은비녀 파는 것 또한 서슴지 않았네
그대 효성에 감동되냐만

此生虛作丈夫身

이 장부의 삶은 헛된 것이었구려31)

祭先無力奈家貧
不惜銀尖賣與人

노년기에도 궁핍에 시달리다 蔚山 監牧官에 부임해서야 겨우 溫飽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 감목관에 부임해 나라로부터 곡식과 물고기를 받으니 이제는 부모를 무난
히 봉양할 수 있는데 계시지 않는다. 자로가 박봉으로 부모님을 봉양했던 기쁨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32)

洪世泰의 生涯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또 정처 없는 방랑이다. 관직 재임시

절을 빼고는 거의 방랑으로 보냈다. 남쪽의 慶州, 북쪽의 平安北道, 동쪽의 關東
지방과 서쪽의 江華까지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는데 가장 자주 간 곳
은 開城지역33)이였다.
그가 이처럼 가정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순력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의 아량과 감당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有妻有妻自結髮
百事傷心但琴瑟

아내여 아내여 결혼 때부터
온갖 슬픔 속에서도 금슬은 좋았네

30) 최유찬·오성호, 뺷문학과 사회뺸, 실천문학사, 1995, p.353.
31) <先忌日 家貧無以供祭需 室人拔頭上銀尖子鬻之 感而有作>, 洪世泰, 앞의 책卷三,
p.359.
32)“…向得蔚山考牧之任 有官供米魚足以養親 而親不待焉 此子路所以有三釜之歎也…”,
<祭先墓文>, 홍세태, 앞의 책卷十, p.503.
33) 이상진, ｢조선후기 려항문학의 전개과정과 문예의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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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荼如薺無慍色
微子吾能得今日
愧無寸報慰餘生
獨有前期指同穴
嗚呼二歌兮歌正悲
此意可憐天或知

씀바귀 먹어도 냉이 먹은 듯 화난 얼굴 없었으니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의 오늘 어이 있었으랴
부끄럽구나 여생 보답할 길 없으니
다만 앞길에 같은 무덤에 묻히기를 바랄 수밖에
아아, 두번째 노래 참으로 슬프도다
가련한 이 뜻 하늘이나 혹 알려나34)

가장으로서의 洪世泰는 또 8남 2녀를 모두 먼저 보내야 하는 최대의 슬픔도
맛보았다. 40대 초반 여덟 명의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했고 60대 중반에
는 두 딸마저 각자의 가정을 남겨둔 채 사망했다.
處世何人百歲能

세상에 살면서 그 누가 백세를 누리랴

一生歌哭苦相仍

한평생 괴로운 노래만 거듭되네
오늘 아침 또 아아가 죽었다니
문득 두타산의 스님 생각나누나35)

今朝又報阿兒死
卻憶頭陀峰上僧
有女有女在九原
想爾抱恨爲寃魂

딸아 딸아 황천에 있겠구나
아마도 지금은 한 품은 원혼이겠지

經霜老木猶未死

부모도 있고 자식도 두었는데
슬퍼서 차마 유언 듣지 못하겠네
풍상 겪은 나무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縱複花開可庇根

다시 꽃피운다 한들 뿌리를 덮을소냐36)

上有父母下兒女
哀哉不忍聽遺言

40대 초반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잃고 지은 시와 60대 후반

역시 하나 남은 딸을 잃고 지은 시다. 특히 하나 밖에 안남은 딸을 잃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두 동생마저 잇따라 사망하고 만다.
不有我久生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34) <鹽谷七歌>其二, 洪世泰, 앞의 책卷十三, p.539.
35) <有感>, 洪世泰,, 위의 책卷二, p.335.
36) <鹽穀七歌>其三, 洪世泰, 위의 책卷十三, 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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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爲見此苦
孑然餘一身
骨肉皆入土
今又哭兩弟
哀痛裂肝肚
三年嶺海陬
一別遂千古
終天不復見
惟待地下聚
回顧此衰病
後事危一縷
縱有孱侄存

어찌 이같은 일 당해야 하나
외롭게 나 혼자 남았는데
혈육은 모두 흙에 묻혔네
오늘 또 두 동생 잃으니
애통함은 간장을 찢는듯하네
삼년간 영해 한구석에 살았더니
그때 이별이 마지막이었구나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땅 밑에서 상봉하길 기다리리
병들고 시든 이 몸은
죽을 일도 한낱 걱정거리네
어린 조카 있다 해도

可能得繩武… 조상의 기상 이어 갈는지37)

가히 징크스라 할 수 있는 不幸이 잇따랐지만 洪世泰의 이 個人적인 悲는 사
회전반, 특히 民에 대한 觀照에까지 증폭된다.
예술가의 예술에 인간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염려에서 인
간의 조건을 솔직하면서 자기기만이나 값싼 양보를 함이 없이 그려내려는 노력, 그
리고 자신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다.38)

보다시피 홍세태가 社會詩를 量産할 수 있은 것은 역시 자신은 ‘無慾의 心性’
을 안고 사는 閭巷人이라는 良心 때문이다.
물론 士大夫들에게 있어서도 ‘無慾의 心性’은 시종일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의 실천조항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閭巷人, 특히 閭巷의 문인들에
게 있어 心性은 문예창조와 행위실천에서 보다 투철하고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性情에 대한 平等이 人格에 대한 平等으로

37) <余老病垂死 無一子女 而落此嶺海千裏外 數月之間 連哭兩弟 哀痛慘絶 情事罔極 爲
詩述哀 有淚透紙 見者當亦不忍讀矣>, 洪世泰, 앞의 책卷七, p.448.
38) 아놀드 하우저, 앞의 책,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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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됐다면 心性 앞에 놓여진 ‘無慾’이라는 수식어는 여항인들이 자아가치를 실
현하는 과정에 자기의 신분에 스스로 갖다 댄 도덕의 잣대로 볼 수 있다.
儒家에서 핵심적인 관념으로서의 心性은 인간의 정감과 윤리규범을 미적으

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체에 출발점을 두고 주체의 의지와 내재적인
관념도 중시한다.39) 明과 暗으로 心性의 부류를 나눈다 할 때, 心性의 無慾이라
는 특징은 善이라는 특징과 함께 明의 부류에 속한다 할 수 있고 兩者는 道德性
이라는 공분모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홍세태의 행력을 일람해보면 “50세를 전후해 白蓮峯 아래에 서재를
짓고 柳下亭이라 扁額하고 거처”한 시기는 극히 드물었고 인생의 대부분 시기
는 窮厄을 면치 못했다. 앞에서 언급된 官職을 얻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기
쁨을 읊은 시를 보면 蔚山 監牧官을 제수받을 때 그는 이미 67세 나이었다. 동
시대 中人층의 부분적 閭巷人들이 譯官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쌓은 데 비하면
洪世泰의 무능력을 탓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제나

자신을 士로 인식하면서 儒家의 덕목을 실천하려 했던 洪世泰에게 ‘無慾의 心
性’은 ‘道德적인 心性’에까지 그 의미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閭巷
人들의 ‘道德적인 心性’은 그들의 보고 느낀 바를 통해 문예창조의 場에서 능동

적으로 실천되었다.
예술의 사회적 사명은 예술과 삶에 있어서 〈총체적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다.…〈인간의 총체성〉이란 인간의 개별적 삶에 속한 측
면치고 공동체 삶의 한 부분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의 완전한 자각을 의미한다.
예술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취할 목표는 하나의 전면적이고〈총체적인〉사회적―인
간적 도야이다.40)

위에서 ‘〈총체적 인간〉의 존엄성’을 性情이라 한다면, ‘〈총체적인〉사회적
―인간적 도야’는 心性으로 봐야 할 것이다. 閭巷文學이 主唱했던 天機論에서
性情을 문예창조 動機의 매커니즘이라 한다면, 心性은 창조주체의 情感과 결부
39) 趙建軍·王耘, 뺷中國美學範疇史뺸 第二卷, 山西教育出版社, 2006, p.197.
40) B·키랄리활비 저, 김태경 역, 뺷루카치 미학비평뺸, 한밭출판사, 1984, p.169.

88 한중인문학연구 70

된 또 하나의 自覺意識으로서 兩者는 모두 天機를 구성하는 요소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天機論의 사회의식적 성격은 心性에 의해 집약적으로 체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보다시피 閭巷人들은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라는 데 입각하여 인간의 心性
에 내재된 善(閭巷人)과 惡(士大夫)을 자신의 문학에서 理想鄕에 대한 憧憬과
民에 대한 同情으로 外在化시켰다. 이 과정에서 閭巷人들은 心性의 사회의식적

특징인 道德性(善과 惡)을 士大夫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으며 이
는 또 閭巷文學으로 하여금 士大夫문학에 비해 보다 뚜렷한 비판적 색채를 띠
도록 했다.
匹夫好義雙手赤
恨不千金擲如石
今年偶得一屯官
眼前突兀看蓄積
便欲散之爲我惠
坐使流離各安宅
豈無汲黯發倉心
直恐難逃上司責
上司法重屯官弱
嗚呼古人吾不若

한낱 대장부 맨주먹으로 의리만 좇다가
일척천금 못하니 한스럽구나
올해 우연히 둔전관직 얻어
눈앞에 높이 쌓인 곡식 보았네
곡식 헐어 은혜 베풀어
떠돌이 백성들 편히 살게 하고파라
어찌 급암처럼 창고를 열 마음 없겠냐만
상전의 추궁 또한 두렵구나
상전의 법 무겁고 둔전관의 힘 미약하니
아! 나는 옛사람만 못하구나41)

1696년, 屯田官으로 있는 기간 官衙에서 징수한 곡식을 본 感受를 적은 시다.

흉년에도 官谷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는 不作爲에 대한 지탄에다 무능력
한 자신에 대한 원망을 얹고 있다. 중국 漢나라시기의 名臣이었던 汲黯처럼 창
고를 열어 백성을 구하고 싶지만 그에게는 그럴만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疾風渡海來

세찬 바람 바다를 건너와

掀簸一山谷

산골짜기 온통 뒤흔들었네
바닷물도 뒤집혀 부대끼는데

海水爲之蕩

41) <屯官行>, 洪世泰, 앞의 책卷四,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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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況爾白屋
漂搖若鳥巢
窸窣鳴四角
客心何栗烈
猛勢不可觸
中夜潛伏枕
直愁飜地軸
天寒兼雨雪
浩膠彌川陸
雖雲助颶虐
且喜消瘴毒
平明風稍息
餘怒在山木
千林鳥獸窮
小村煙火寂

그대의 오막살이 한 채쯤이야
새둥지처럼 흔들리고
안방 네 귀퉁이에선 바람소리 울리네
나그네 마음 너무나 두려워
사나운 기세에 어쩔 줄 모르네
한밤에 베갯머리에 엎드려
지축 뒤집힐가 걱정만 하네
추위에 진눈개비 쏟아지더니
강인지 땅인지 분별하지 못하겠네
몰려온 구름에 회오리바람 기승부려도
장독 가셔지니 그래도 기뻐라
날 밝자 바람도 잔잔해졌건만
산속의 수림은 아직도 바람 이네
산새와 짐승들 자취를 감추고
작은 마을에는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네

少年索弓箭

농사꾼 늙은이 소작료 걱정으로
빙판길 나섰다 소다리 분질렀는데
소년들은 활 찾아 메고

獨自出射鹿

사슴 잡겠다 홀로 나서네42)

田翁念租期
冰路折牛足

1705년 10월 16일 밤 악천후에 시달리는 어느 마을의 쓸쓸한 정경을 그리고

있다. 악천후가 天災라면 관아의 냉혹함은 人禍이다.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종일 몸부림치는 民苦가 생동하게 그려져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 民生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중한 課稅로 民弊만 불러오는 고
통은 <牛谷>, <海村> 등 시에서도 나타난다. <牛谷>43)에서는 흉년에도 호롱
불 아래서 물레방아를 돌려야 하는 과부한테 苛斂雜稅는 例外일 수는 없다고
하며 <海村>44)에서는 궁벽한 곳에 숨어살면서 흉년의 세금을 피해야 하는 하
42) <十月十六日夜 大風而雪>, 洪世泰, 앞의 책卷四, p.372.
43)“宿客寒同野雀棲 空山雨雪曉凄凄 小燈欲滅繅車響 凶歲誅求到寡妻”, 洪世泰, 앞의 책卷
八, p.454.
44)“孤村纔數戶 道是海夫居 屋小分依樹 籬腥盡掛魚 偸生地窮處 逃賦歲荒餘 不及耕南畆
齊民共室廬”, 洪世泰, 위의 책 卷七,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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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민의 고달픈 삶을 그리고 있다.
洪世泰가 살았던 시대는 또 三政의 문란과 함께 貨幣의 과도한 鑄造로 인해
民苦가 극심했던 시기였다. 특히 肅宗 시기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貨幣
鑄造사업이 실시되었다. 貨幣의 출현은 物物交換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하

고 무역에도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었지만 銅을 이용한 貨幣鑄造를 통해 국
가는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더욱이 貨幣鑄造에 필요한 원자재
인 銅은 국내에서 거의 나지 않아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銅에 대
한 수입은 대부분 조정에서 통제하고 있었고 극소부분만 사적인 무역을 통해 流
入되었는데 조정과 극소수의 기득권층은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45) 이처럼 혼란했던 貨幣 제도에 대해 洪世泰는 다음과 같이 생동하게
그리고 있다.
大車彭彭服兩牛
前牛後牛皆垂頭
牛罷車重行不得
十步之內五步休
借問車中載何物
官家鑄錢須銅鐵
此鐵由來出南蠻
萊州大商緣其間

소 두 마리 짐 가득한 수레 끄는데
앞의 소 뒤의 소 모두 고개 떨구었네
소는 지치고 수레는 무거우니
열 걸음 가다가 다섯 걸음 쉬네
수레 속에 무얼 실었나 물으니
관아에서 돈 만들 구리쇠라네
구리쇠는 남쪽 오랑캐 땅에서 나는 것
부산의 거상들도 장사에 손 대네

…
九府何曾救人困
還聞細民竊爲幣
往往私鑄幹邦憲
官家養牛亦有食
車丁歲饑分牛飯
我謂車丁鞭莫疾
牛蹄蹶兮車軸折
車軸折尙可
牛斃不可說

관아에서 언제 백성들 구해줬으랴
가난한 백성들도 몰래 돈을 만든다니
사사로이 돈 만들어 나라 법 어긴다네
관아의 부림소 여물은 있다지만
수레몰이군 해마다 소여물로 주린 배 달래네
몰이군아 채찍질로 재촉하지 말거라
소 넘어지면 수레축도 부러질라
수레축이야 부러져도 괜찮다지만
소까지 죽으면 어찌할소냐

45) 박진석 등, 뺷조선간사뺸, 연변대학출판사, 2007, pp.3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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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洪世泰처럼 三政의 문란과 도농 각지의 피폐상을
문제로 삼고 현실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한 작품이 閭巷문인들에게
서 量産될 수 있은 것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서 기인한다. 즉 지배자의 편도
아니고 피지배자의 편도 아닌 중간의 위치에 설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비판적
안목을 세울 수 있는 근저가 되며47) 閭巷人들의 문학이 사회적 현실에 보다 접
근하고 인간의 진솔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은 것은 그들이 시 창작을 삶의 본질
로 인식할 정도의 투철한 작가의식의 발로48)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 裏面에는
身分제도에 대한 閭巷人들의 강한 반발이 어려 있는바 身分제도에 대한 對峙로
閭巷人은 ‘無慾의 心性’에서 기인한 ‘心性의 道德性’을 내들었고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적 인간의 優劣을 가르려 했다. 다시 말해 신분제도의 억압 속에서, 또
현실로부터의 일탈도 가망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보고 듣고 느낀 사회 곳곳
의 부조리와 積弊에 선차적으로 주목했으며 이로부터 느끼는 내적 갈등을 비판
적 리얼리즘의 기법을 통해 문예창조에 담아냈다.

4. 결론
洪世泰는 비록 그 시대와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목격하면서 변혁까지는 꿈꾸

지 않았지만 현실에 주목했고 閭巷文學의 擡頭期에 閭巷人의 신분상승과 그
문학의 위상향상에 고심했다. 홍세태의 性情之眞을 근간으로 하는 天機論적 詩
學觀은 당대 漢詩문학 領域의 多樣化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자기가 처

한 시대의 제반 모순을 정치적·사회적 안목으로 觀照하면서 비판의 필묵을 아끼
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洪世泰는 無慾의 心性에 기반한 인간의 道德性이
라는 사회적 의식을 詩學觀에 침윤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예실천에도 적극 도입
46) <鐵車牛行>, 洪世泰, 앞의 책卷二, p.343.
47) 천병식, 앞의 논문, p.117.
48) 천병식, 위의 논문,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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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판적 리얼리즘 색채가 짙은 社會詩를 量産하기도 했다. 문예미학의 感
性적 사고와 정치·사상 의식의 理性적 사고는 洪世泰의 天機論 주장에서 각기
性情과 心性과 짝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洪世泰의 詩學觀과 文藝實踐은 조

선후기라는 역사적 단계에서 인간의 個性회복과 인간의 도덕의식을 환기시키는
데서 소중한 萌芽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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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ory of Cheon-gi[天機論]‘s Social Character
-Focus on the Hong Se-tae

Kim, Hwi
Although Hong Se-tae did not dream of a transformation while witnessing
all kinds of absurdities in society, he has been making lifelong efforts to pay
attention to reality and to improve awareness and status of the Yeohang
Literature. His creative activities were when Yeohang Literature emerged in
literary history. His poetry museum of Cheon-gi is In addition to distinguishing
the aesthetics and completeness of literature from the aspect of literary
aesthetics, Yeohang Literature presents the possibility to point out the creative
propensity through the mind of lust by arguing for equality of personality and
social status. With this connection, Yeohang Literature and Sadaebu Literature
have secured another evaluation horizon. In addition, the social function of
Yeohang Literature was further strengthened by distinguishing social status
and class and introducing it into the category of literary theory. In a word, the
truth of the Holy Spirit and the heart of the lust were enriched by the inner
circle of Cheon Ki-ron, which was claimed by the Yeo Hang-man, and provided
another theoretical basis for further and in-depth research on the Yeo
Hang-hak Altar and leaving it in the history. Although the Yeohang writers,
including Hong Se-tae, have only limited advancement in creativity and
techniques, rather than actively seeking to resolve the contradictions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nequality of the times.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storation of human individuality and self-awareness in the historical stage
of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

the theory of Cheon-gi, social character, Hong se-tae, the theory of

voiding desires, social status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0.095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효능감에 관한 연구*
－ 모국어 쓰기 불안 및 쓰기 효능감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童 曉 玲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 11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 쓰기 불안 및 쓰
기 효능감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의 양상을 살펴보고 한
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와 함께 두 요인이 한국어 쓰기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쓰기 과제 수행 시 중등
수준 이상의 불안과 효능감을 체험하고 있으며 중국어 쓰기 불안에 비해 한국어 쓰기 불안
정도는 높으며 중국어 쓰기 효능감에 비해 한국어 쓰기 효능감 정도는 낮다. 둘째,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들의 중국어 쓰기 불안은 한국어 쓰기 불안에 영향을 미치나 중국어 쓰기 효능감
은 한국어 쓰기 효능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셋째, 한국어 쓰기 불안이 한국어 쓰기 성적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어 쓰기 효능감이 쓰기 성적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며, 두 요
인이 합하여 한국어 쓰기 성적의 22%를 예측할 수 있다.
주제어

쓰기 불안, 쓰기 효능감, 독립표본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서안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20XWB15).
** 西安外國語大學 한국어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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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능력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외국인 학습자는 물론 모국어화자도 쓰기가 가장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일 것이다. 그만큼 쓰기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서 가장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국어에 유창한 외국인 학습자
들조차 쓰기 활동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쓰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
며, 최근 들어서는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가 더욱 증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어 쓰기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쓰기교육의 개념、원리、위상
을 다루는 연구, 쓰기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안에 대한 연구, 쓰기 교재에
관한 연구, 쓰기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쓰기교육 연구의 틀을 이루었으며 풍부
한 연구 성과물을 낳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쓰기 지식과 전략 등 주로 인지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최근의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
루어져 왔던 쓰기 동기, 태도, 효능감 등에 주목하고 있다.1) 쓰기는 복잡한 인지
적 행위이면서도 정의적 행위이므로 쓰기 불안 및 쓰기 효능감 등 정의적 요인
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안은 두려움, 긴장, 그리고 번뇌와 같은 감정을 생산하고 이러한 부정적이
1) 백혜선·방상호, ｢대학생의 쓰기 효능감 양상 연구｣, 뺷리터러시연구뺸 제9집, 한국리터러시
학회, 2018,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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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극적인 감정 상태는 쓰기 활동과 같은 특정 학습 행동의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실패는 다시 긴장과 두려움을 가중시켜 학습 과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인·김영주(2015)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3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쓰기 불안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대부
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쓰기 불안의 5가지 구성요인도 추출하였다. 박현진(2018)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5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모국어 쓰기 불안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쓰

기 불안을 조사하였는데 모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불안의 요인을 추출했
으며 모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불안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한
국어 쓰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 Pajares(2003)와 박영민·최숙기(2009) 등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쓰기 효능감은 쓰기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기 요
소이고, 쓰기 성적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쓰기
수행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박영민·최숙기(2009)는 한국인 초·중·고등
학생 4310명을 대상으로 한국 학생의 모국어 쓰기 효능감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
펴보았다. 백혜선·방상호(2018)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 쓰기 효능감의 계열별 양상을 밝혔고 쓰기 효능감과 글쓰기 수업 학점과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기존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 및 쓰기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이
쓰기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쓰기 불안, 한국
어 쓰기 효능감이 모국어로 작문할 때 느끼는 모국어 쓰기 불안, 모국어 쓰기
효능감과 관계가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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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효능감이 그들의
모국어 쓰기 불안과 효능감에 비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모국어 쓰기 불안
간,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모국어 쓰기 불안 간에 관계가 있는가?
셋째,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 쓰기 효능감, 쓰기
성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본론
1) 쓰기 불안
Horwitz, Horwitz & Cope(1986)는 처음으로 ‘외국어 불안’이라는 용어를 제

시하였는데 ‘외국어 불안’은 외국어 학습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형성된 자기 지
각, 신념, 감정과 행위에 대한 독특한 복합체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외국어
불안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생긴 상황 특수적 불안임을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
로 ‘외국어 교실 불안 측정 도구(FLCAS)’를 개발하였다. 그 후 연구자들에 의해
FLCAS가 외국어 말하기 불안을 측정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점점 제

기되면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기능별 불안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2)
쓰기 불안(writing apprehension)은 Daly & Miller(1975)에서 처음으로 제기
되었는데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 나타난 초조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글
쓰기를 회피하고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염려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등이 쓰기 불안의 외재적인 표현이다. 아울러 쓰기 불안
을 측정하기 위하여 Daly & Miller(1975)는 ‘쓰기 불안 측정 테스트(Writing
Apprehension Test, WAT)’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WAT는 모국어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조사 내용은 자기 개념, 감정 반응과 평가 반응과 관련되며

2) 예를 들어, Saito, Horwitz, & Garza(1999), Cheng et al.(1999)과 Vogely(1998) 등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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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요인(특히 불안 요인) 문제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국어 학습자들이
특정한 쓰기 활동에서 발생하는 불안함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3)
이에 Cheng(2004)에서는 외국어 쓰기 불안을 외국어 쓰기 과정에서 형성된
비교적 안정적인 불안 기질로 정의하며 대만 내 대학 영어 전공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SLWAI(Second Language Writing Anxie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4) SLWAI에 따르면 외국어 쓰기 불안의 하위 요인으

로 신체 불안(Somatic Anxiety), 회피 행위(Avoidance Behavior), 인지적 불안
(Cognitive Anxiety)이 있다고 하였다. 신체 불안은 불안으로 인한 생리적 증상

을 의미하고, 회피 행위는 글쓰기를 회피하는 행위를 뜻하며, 인지적 불안은 부
정적 평가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후 연구자들이 SLWAI를 활용하여 외국어 쓰기 불안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SLWAI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검증
되었으며 외국어 쓰기 불안이 쓰기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가 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쓰기 불안
을 탐색하고 한국어 쓰기 불안이 모국어 쓰기 불안과 관계가 있는가, 한국어 쓰
기 불안과 쓰기 성적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쓰기
불안과 그들의 모국어 쓰기 불안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성
적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쓰기 효능감
Bandura(1977)는 처음으로 자기효능(Self-efficacy)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20

년 정도의 연구를 거쳐 1997년에는 자기효능을 ‘자신이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

3) Cheng, Y., A measure of secong language writing anxiety: Scal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4, 2004, pp.314-315.
4) 본고에서 제2언어라는 말은 외국어와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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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자기효
능은 자신이 실제 수행 가능한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자기효능은 개인이 어
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로서 직접 관찰하고 측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에서 ‘자기효능’ 대신에 측정할 수 있
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하 ‘자기효능감’이라 통칭함).5)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안정된 인격적 특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며, 자기효
능감의 구체적 수준은 활동, 임무 또는 상황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
면, 자기효능감은 영역 특정성을 가진다. 즉, 개체가 서로 다른 과제를 수행하거
나 서로 다른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가 있
다. 따라서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을 다룰 때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
별로 나누어 듣기 효능감, 말하기 효능감, 읽기 효능감, 쓰기 효능감을 구분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쓰기 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의미한다.6) 쓰기 효능감을 구성하
는 요인으로는 문법 기능 효능감과 표현 기능 효능감 두 가지가 있다. 문법 기능
효능감이란 어휘나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맞춤법, 단·복수, 접사, 시제 등 문법적 지식에 대한 정확한
사용은 모두 문법 기능 효능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이와 달리, 표현 기능
효능감은 글의 조직, 문단 구성 및 전개 등에서 나타난 효능감이다. 지정된 문장
장르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는 것, 중심 문장이나 중심 사상을 포함하는 단락을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입·전개·결론 각 부분의 연결이 원활하고 구조가 완전
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것 등은 모두 이에 포괄된다.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비교적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과제 수행
5)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자기효능(perceived self-efficacy)이기도 하고 자기효능에 대한 조
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로 볼 수 있다.
6) Pajares, F., Self-efficacy beliefs,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writ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19, 2003,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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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 있는 적극적이며 긍
정적인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능감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강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일을 회피하거나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쓰기 효능감도 마찬가지다. 이는 학습자들의 쓰기 행
위 선택, 쓰기 과정의 노력, 어려움을 극복하고 쓰기 과제를 지속하는 인내력, 쓰
기 불안의 감소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7) 이에 쓰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국인 모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글을 쓰는 과정에
서 느끼는 효능감의 양상을 살펴보거나 효능감이 학업 성취도나 쓰기 성적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한 박영민·최숙기(2009)와 백혜선·방상호(2018) 등 몇 편이 진
행되었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쓰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
가 드물었다. 특히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을 결합하여 진행해 온 연구는 전무
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모국어
쓰기 불안 및 쓰기 효능감의 양상을 각각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어 쓰기 불안과
모국어 쓰기 불안 사이,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모국어 쓰기 효능감 사이, 그리고
한국어 쓰기 불안, 한국어 쓰기 효능감, 한국어 쓰기 성적 사이에서의 각각의 상
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 서북 지역 ○○대학교 한국어 전공 학습자 총 113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2학년이 46명, 3학년 43명, 4학년 24명이

7) 박영민·최숙기,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발달 연구｣, 뺷새국어교육뺸 제82집, 한국
국어교육학회, 2009,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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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조사가 진행된 무렵(2020년 12월)에 1학년 신입생들
이 한국어를 배운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1학년 신입생은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최
대한 회수율과 믿을 만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조사 진행 당시 한국어 수업을 담
당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1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108부를 회수하였다. 회
수된 108부의 설문지에서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된 응답을 제외한 뒤 2학년 41
명, 3학년 38명, 4학년 19명 총 98명의 학습자의 응답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
(1) 쓰기 불안 및 쓰기 효능감 설문지 구성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Cheng(2004)이 개발한 SLWAI와 Pajares 외(2001)가 개발한 쓰기 효능감 설문지

를 한국어교육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작업에 ○○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2명이 참여하였다. Cheng(2004)이
개발한 SLWAI에 의하면 쓰기 불안 설문지는 신체 불안(7문항), 회피 행위(7문
항), 인지적 불안(8문항) 등 세 가지 구성 요인,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다.8)
Pajares 외(2001)가 개발한 쓰기 효능감 설문지에 의하면 쓰기 효능감 설문지는

문법 기능 효능감(5문항)과 표현 기능 효능감(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록<1> 참고).

설문지는 두 세트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
감에 대한 설문 응답을 완료한 후 모국어(중국어) 쓰기 불안과 모국어 쓰기 효능
감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전혀
8) Cheng(2004)이 개발한 SLWAI는 제2언어/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측정 도구이지
만 기존 연구에서 SLWAI를 사용하여 모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고 신뢰
도와 타당도도 검증받았다. 또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작용하면 서로 비교하기에는 더 편
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불안과 모국어 불안을 측정할 때 동일한 측정 도구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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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SPSS25.0에 입력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했
듯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한국어 쓰기 불안, 한국어 쓰기 효능감, 중국어 쓰기
불안, 중국어 쓰기 효능감 측정 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74, .834, .898, .910
인 것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도 높게 나타났다.9)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쓰기 불안
한국어
쓰기 효능감

쓰기 불안
중국어
쓰기 효능감

하위 요인
신체 불안
행위 회피
인지적 불안
전체
문법 기능
표현 기능
전체
신체 불안
행위 회피
인지적 불안
전체
문법 기능
표현 기능
전체

Cronbach's α
.888
.781
.746
.874
.722
.818
.834
.884
.827
.871
.898
.809
.916
.910

(2) 쓰기 성적

쓰기 성적은 현재 학기(2020년 가을) 기말고사 ‘精讀’이라는 과목의 시험에서
출제된 마지막 2문제의 득점을 취하였다. ○○대학교의 ‘精讀’시험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출제된다. 또한 ‘精讀’수업은 단어와 문법 등

언어 지식 해설 및 훈련 위주의 시험 방식이며 특히 시험에 출제된 마지막 두

9) 신뢰도 분석하는 과정에 일부 항목은 설문지 내 기타 항목들과 상관도가 낮아 제거 후
더 높은 신뢰도 계수가 나왔기에 이 부분의 항목들을 전체 항목에서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어 쓰기 불안 설문지에서 18번, 22번, 23번, 25번, 27번, 30번, 32번 등 항목들이
신뢰도 분석 원리에 의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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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문항은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제와 동일하게 빈칸 채우기와 작문으로 구
성되었다. 이 두 문항의 점수는 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수준을 설득력 있게 설명
할 수 있으므로 ‘精讀’기말시험에서 마지막 2문제의 득점을 쓰기 성적으로 취하
게 되었다.

3) 연구 절차
설문지 조사는 2020년 12월에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학과 2,3,4학년
학습자 총 113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수업 시간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우선
본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학습자에게 설명해 준 뒤, 問卷星이라는 사이트에 만
들어진 설문지 링크 주소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설문지의 질문에 솔직하게 응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었으나 학번이 기재되어 있어 학
생들의 쓰기 성적과 설문지 응답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속함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한 자료를 코딩하고 SPSS25.0에 입력하여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를 통하여 중국 대학 내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
과 모국어 쓰기 불안,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모국어 쓰기 효능감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 후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연구 결과
1)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어 쓰기 불안, 한국어 쓰기 효능감의 특징
첫 번째 연구문제인 ‘한국어와 모국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이 어떤 특징이 보이는가’라는 연구 과
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시행하
였다. 분석 결과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 <표 2>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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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어 쓰기 불안 및 모국어 쓰기 불안 기술통계 (N=98)
불안 및 요인별

한국어

중국어

평균

평균편차

평균

평균 편차

신체 불안

3.14

.85

2.42

.82

회피 행위

3.47

.63

3.11

.57

인지적 불안

3.66

.56

3.48

.50

불안 전체

3.43

.52

3.02

.51

<표 3> 한국어 쓰기 효능감 및 모국어 쓰기 효능감 기술통계(N=98)
효능감 및 요인별

한국어

중국어

평균

평균편차

평균

평균 편차

문법 기능

3.48

.50

4.48

.48

표현 기능

3.34

.57

4.29

.61

효능감 전체

3.41

.47

4.38

.50

<표 2>를 보면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이 한국어 쓰기 과정에서 느낀

신체 불안, 회피 행위, 인지적 불안 및 전체 쓰기 불안은 각 M=3.14, 3.47. 3.66,
3.43으로 3점의 평균 점수 기준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어 쓰기 과정에서

는 형성된 신체 불안, 회피 불안, 인지적 불안, 그리고 전체 쓰기 불안은 각
M=2.42, 3.11. 3.48, 3.02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쓰기 불안은 상황

특수적 불안으로 외국어 쓰기뿐만 아니라 모국어 쓰기 영역에서도 다소 평균치
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국 내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 전체는 모국어 쓰기 불안 전
체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였다(t=7.296, df=97, Ρ=.000).
또한 요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쓰기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불안 요인들이
이에 대응한 중국어 쓰기 불안 요인보다 모두 높은 편이며,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쓰기 불안 요인들에서 동일하게 인지적 불안이 가장 높고, 회피 행위가
그 다음이며, 신체 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두 언어의
쓰기 불안이 비슷한 패턴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려주며, 나아가 쓰기 불안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언어 간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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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인들의 비난이나 비판거리가 될까
봐 걱정하는 심리나 인지, 그리고 쓰기 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은 한국어 학습자
들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불안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분의 중국인
들이 타인의 시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부족
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표 3>은 중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중국어 쓰

기 효능감의 전체 및 요인별 기술통계 결과이다. <표 3>에 의하면 실험 대상들
의 쓰기 효능감 평균치는 3.5미만으로, 그 중 문법 기능 효능감 수준이 표현 기
능 효능감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
들이 중간 정도 이상의 쓰기 효능감을 경험하고, 글의 조직, 문단 구성 및 전개,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것 등에 대한 ‘표현 기능 효능감’보다는 여러 가지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문법 기능 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어휘·문법 훈련을 충분히 받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
이라고 분석되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예상보다 조금 높은
쓰기 효능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쓰기 행위를 최대한 회피하기도 하고 한국
어능력시험 3가지 영역에서도 쓰기 성적이 가장 낮았다.
중국어 쓰기 효능감은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유사하게 표현 기능 효능감보다
문법 기능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치 4.2이상으로 한국어 쓰기 효능
감 전체 및 요인별보다 매우 높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도 중국어 쓰기 효능감 전체는 한국어 쓰기 효능감 전체보다 통계적으로 높
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t=-16.012, df=97, Ρ=.000). Bandura(1977)에서 자기
효능감이 성공 경험(mastery experience),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 사
회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생리적 상태(somatic and emotional
state)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인 학생들이 초등학교 3
10) 전형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불안에 관한 연구 - 모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불
안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뺷우리어문연구뺸 제 56집, 우리어문학회, 2016,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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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부터 글쓰기 지도와 훈련을 받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해 기계적
쓰기 연습이나 쓰기 기술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으므로 학생들이 이런 과정에서
성공 경험과 대리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높은 쓰기 효능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으
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쓰기 효능감 요인별 보인 수치의 순위는 중국어
쓰기 효능감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는 두 언어의 효능감 사이에 어떠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언어의 효능감 간의 관계가 있는가는 다음 절에
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중국어 쓰기 불안에 비해 한국어 쓰기 불안 정도는 높고, 중국어
쓰기 효능감에 비해 한국어 쓰기 효능감 정도는 낮다는 차별성이 보이면서 요인
별로 두 언어의 쓰기 불안 요인과 쓰기 효능감 요인은 모두 같은 순위로 나타났
다.

2) 한·중 쓰기 불안 간 관계 및 한·중 쓰기 효능감 간 관계 분석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한국어 쓰기 불안과 중국어 쓰기 불안 간,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중국어 쓰기 효능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SPSS25.0을 적용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11)
(1) 한국어 쓰기 불안과 중국어 쓰기 불안 간의 관계

한국어 쓰기 불안과 중국어 쓰기 불안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 <표 5>와 같다.

11) 중국어 쓰기 불안이 한국어 쓰기 불안에, 중국어 쓰기 효능감이 한국어 쓰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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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중 쓰기 불안 간 상관관계
한국어 쓰기 불안
중국어 쓰기 불안

.42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5> 중국어 쓰기 불안이 한국어 쓰기 불안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중국어 쓰기 불안
상수=2.125

b
.432
F=20.713

β
.421
R2=.177

t값
4.551*

p<.01

<표 4>를 보면 중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중국어

쓰기 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둘은 상관계수가 .421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중등 수준의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었다.
<표 5>에 따르면, 결정계수인 R2값이 .177인 것으로 보아, 중국어 쓰기 불안

은 한국어 쓰기 불안의 17.7%를 설명해 준 것임을 살필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Beta 값(.421)을 보면 중국어 쓰기 불안이 높아지면 한국어 쓰기 불안도 높아지

게 된다. 이는 Wu(1992)와 박현진(2018)에서 다루었던 외국어 쓰기 불안과 모국
어 쓰기 불안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Cheng(2002)과
전형길(2016)에서 보고한 두 언어의 쓰기 불안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Cheng(2002)은 외국어 쓰기 불안은 동일한 언어
의 말하기 불안과 더 큰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배
경、교육 경력、교육 환경 등 연구대상들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중국어 쓰기 불안이 한국어 쓰기 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일정한 상황 특수적 불안으로서의 쓰기 불안이 다양한 언어 간
에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연구 결과는 그 자체
가 외국어 쓰기 불안의 복합성을 보여주고 학습자 이해를 증진시켜 학습자를 중
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 탐색이나 발전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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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중국어 쓰기 효능감 간의 관계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중국어 쓰기 효능감 간의 관계를 위한 상관분석 및 회
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6>, <표 7>과 같다.
<표 6> 한·중 쓰기 효능감 간 상관관계
한국어 쓰기 효능감
중국어 쓰기 효능감

.22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7> 중국어 쓰기 효능감이 한국어 쓰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중국어 쓰기 효능감
상수=2.511
*p<.05

b
.205
F=4.890

β
.220
R2=.048

t값
2.211*

<표 6>에 따르면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중국어 쓰기 효능감 간의 상관계수는
.22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중

국어 쓰기 효능감 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R2값이 .048인 것으로 보아 중국어 쓰기 효능감은 한국어
쓰기 효능감의 4.8%만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왔다(위 <표 7>참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이지만 4.8%에 불과한 영향력은 실제로 중국어 쓰기 효능감이
한국어 쓰기 효능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모국어 쓰기 과정에서 느낀 효능감이 높더라도 그들의 외국어 쓰기
활동 진행 시 생성된 효능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와 외국어인 한국어 두 언어
사이에 문법적·어휘적 차이가 많으므로 학습자들이 모국어 쓰기에서 형성된 문
법 기능 효능감이 문법적 체계가 완전 다른 한국어 쓰기로 전이되지 못하기 때
문으로 측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중국어 쓰기 불
안은 한국어 쓰기 불안에 영향을 미치나 중국어 쓰기 효능감은 한국어 쓰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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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한국어 쓰기 불안, 쓰기 효능감, 쓰기 성적 간의 관계 분석
세 번째 연구문제인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 한국
어 쓰기 효능감과 쓰기 성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8>, <표 9>와 같다.
(1) 한국어 쓰기 불안, 쓰기 효능감과 쓰기 성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 8> 한국어 쓰기 불안, 쓰기 효능감 및 쓰기 성적 간의 상관분석
1
한국어 쓰기 불안(1)

Pearson 상관

2

3

1

Sig.(2-tailed)
한국어 쓰기 효능감(2)

쓰기 성적(3)

N

98

Pearson 상관

-.355**

1

Sig.(2-tailed)

0

N

98

98

Pearson 상관

-.347**

.386**

Sig.(2-tailed)

0

0

N

98

98

1
98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8>에서 제시했듯이 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 간의 상관계수가
-.355로,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성적 간의 상관계수가 -.347로 나타나 중등

수준의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었다(p<.01). 또한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쓰기 성
적 사이의 상관계수가 .386,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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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서적·생리적 상태’는 효능감 형성의 4가지 원천 중
하나로서 정서적·생리적 변화나 체험은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간 불안하고 긴장된 생리적 상태는 사람의 행동을 늦추고 성공에 대
한 기대를 저하시킴으로써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음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치면 적극적인
해결을 시도하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불안감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 사이에 부
적 상관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성적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보인 것은 한쪽의
수치가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낮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어 쓰기 효능감과 쓰기
성적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보인 것은 한쪽의 수치가 높아지면 다른 쪽의 수치
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이 쓰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은 쓰기 성적과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위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나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 두 요인은 쓰
기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미지의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 쓰기 불안, 한국어 쓰기 효능감 두 요인이 쓰기 성적과 인과관
계가 성립하는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한국어
쓰기 성적을 종속변수로 지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12) 그 결과는 아
래 <그림 1>과 <표 9>와 같다.

12) 본 연구의 연구 목적 중 하나는 한국어 쓰기 불안, 쓰기 효능감 등 정의적 요인이 쓰기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회귀분석 시 쓰기 불안과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쓰기 성적을 종속변수로 지정하여 회귀분석을 작용하였다. 다른 한
편, 쓰기 성적은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므로 관련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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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귀 표준화 잔차와 회귀 표준화 예측값 도표

<표 9> 중다회귀분석 결과 (n=98, p<.05)
변수

R

R2

성적
불안
효능감

0.447

0.22

Adjusted
R2
0.183

F

Beta

t

-0.24
0.30

-2.44
3.067

11.844

종속변수: 성적(한국어 쓰기 성적)
독립변수: 불안(한국어 쓰기 불안), 효능감(한국어 쓰기 효능감)

<그림 1>에 따르면 표준화잔차가 정규분포를 이루며, 잔차와 예측된 종속변

수 값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진행된 중다회귀분석
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이 한국어 쓰기 성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계수인 R2값이 .22이므로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
기 효능감이 쓰기 성적의 22%를 설명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쓰기
불안의 Beta(β)값이 -.24로 나타나 한국어 쓰기 불안은 쓰기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 쓰기 효능감의 β값이 .30으로 나타
나 한국어 쓰기 효능감은 쓰기 성적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결과는 F값이 11.844로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얻은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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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어 쓰기 불안은 쓰기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국어 쓰기
를 두려워해서 회피하듯이 낯선 외국어로 쓰기 활동을 진행하는 학습자들은 자
신의 글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까 봐 또는 부정적인 평가나 낮은 작문 평가 점수
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쓰기 과제와 무관한 정신적 스트레스
가 제한된 인지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해 쓰기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어 쓰기 효능감은 쓰기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존
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쓰기 효능감이 쓰기 성적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
며, 중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Woodrow & Lindy(2011) 연구와 이란의
영어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한 Sarkhoush(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기의 작용을 동반하는 특성
을 가진다. 즉 자기효능감은 주체의 행동, 환경에 대한 선택, 행동의 견지, 노력
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쓰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이 자
기가 쓰기 과제 수행에 대한 능력을 믿어 쓰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쉽
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며 더 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은 합하여 쓰기 성적의 22%를 예측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이 학습자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요인, 가정, 학교 등 외부적 요인 등 너무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22%
의 예측력은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의 영향력을 충분히 검증해 준다. 그러므
로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없다면 쓰기 과제에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쓰기의 성공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어 교사
나 학우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쓰기 효능감
을 신장시키고 더욱 질 높은 작문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쓰기 불안이 한국어 쓰기 성적에 부정적 영향, 한국어 쓰
기 효능감이 한국어 쓰기 성적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며, 두 요인이 합하여 한
국어 쓰기 성적의 22%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과 함께 정의적 요인을 고려한 쓰기 교수법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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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 쓰기 불
안 · 모국어 쓰기 효능감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의 양상을 살펴보고, 또한 한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효능감 사이
에 관계가 있는지, 두 요인이 한국어 쓰기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 내 한국어 학과 학습
자 113명에게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 내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이 한국어 쓰기 과제 수행 시 중등 수준
이상의 불안과 효능감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어 쓰기 불안에 비해 한국어 쓰기
불안 정도는 높고, 중국어 쓰기 효능감에 비해 한국어 쓰기 효능감 정도는 낮다
는 차별성을 보이면서 요인별로 두 언어의 쓰기 불안 요인과 쓰기 효능감 요인
은 모두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국어 쓰기 불
안은 한국어 쓰기 불안에 영향을 미치나 중국어 쓰기 효능감은 한국어 쓰기 효
능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셋째, 한국어 쓰기 불안이 한국어 쓰기 성적에 부
정적 영향, 한국어 쓰기 효능감이 쓰기 성적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며, 두 요인
이 합하여 한국어 쓰기 성적의 22%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선, 중국인 한국어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요인이 모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 쓰기 과정에서
형성된 정의적 요인을 전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
쓰기 불안 및 쓰기 효능감 간의 상관성과 이 두 요인이 쓰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함으로써 쓰기 과제 수행 중 정의적 요인의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적 의미를 보여주고 한국어 교사들이 쓰기 교육을 할 때 쓰기 지식,
쓰기 전략 등을 교육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정의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쓰기
활동의 불안 감소와 쓰기 효능감의 신장 등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게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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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모국어 정의적 요인과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어 정의적 요인을 살
펴보는 것과 회귀분석을 거쳐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 두 가지 정의적
요인이 쓰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
이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감정 상태나 변화를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효율적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의미
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 쓰기 불안 전체 및 쓰기 효능감 전체
가 쓰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만 그쳤으며, 쓰기 불안 및 쓰기
효능감의 요인별 미치는 영향, 쓰기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쓰기 효능감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등을 수행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한 한국어 쓰기 불안과 쓰기 효능감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표본 수의 제한으
로 학년별, 성별별 등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지 못하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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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쓰기 불안 및 쓰기 효능감 설문 문항
*1번부터 10번까지는 쓰기 효능감 설문 문항이고, 11번부터 32번까지는 쓰기

불안 설문 문항이다.
1. 我能够在一页纸的故事或作文中正确拼写出所有单词。
2. 我能够在写作中正确地使用标点符号。
3. 我能够在作文中正确使用各种词性，如名词、动词、形容词等。
4. 我能够用较为准确的语法写出简单的句子。
5. 我能正确使用时态（时制）、助词等。
6. 我能够写出包含中心句或中心思想的一段话。
7. 我能够将几个句子有序组织成一各段落，以便清楚地表达某个主题。
8. 我能够以适当的结论结束一个段落。
9. 我能够写出一篇条理清楚结构完整的韩语/中文作文，包括好的绪论（导
入）、正文和结论。

10. 我能够保持专注而不脱离主题，以清晰的方式传达想法。
11. 当我在时间限制下写韩语/中文作文时，我感到心跳加速。
12. 当我开始写一篇韩语/中文作文时，我的头脑往往是空白的。
13. 当我在时间压力下写韩语/中文作文时，我会发抖或出汗。
14. 当我在时间限制下写韩语/中文作文时，我的思想变得混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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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当我在时间限制下写韩语/中文作文时，我经常感到恐慌、担心。
16. 当我意外地被要求写韩语/中文作文时，我感觉身体僵住了。
17. 当我写韩语/中文作文时，我通常感到全身僵硬和紧张。
18. 我经常选择用韩语/中文写下我的想法。
19. 我通常尽力避免写韩语/中文作文。
20. 除非我别无选择，否则我不会用韩语/中文写作文。
21. 我尽我最大的努力避免我不得不用韩语/中文写作的情况。
22. 如果要我写韩语/中文作文，我会尽量找借口不写。
23. 只要有可能，我就用韩语/中文写作文。
24. 我通常在课外寻找一切可能的机会写韩语/中文作文。
25. 在用韩语/中文写作的时候，我一点也不紧张。
26. 在写韩语 / 中文作文时 ，如果我知道作文会被评价 ，我会感到担心和不
安。

27. 我不担心我的韩语/中文作文比别人差很多。
28. 如果我的韩语/中文作文要被评价，我担心得到一个很差的分数。
29. 我担心其他学生读了我的作文会嘲笑我。
30. 我一点也不担心别人会怎么看我的韩语/中文作文。
31. 我害怕我的韩语/中文作文被选为课堂讨论的样本。
32. 我一点也不担心我的韩语/中文作文会被评为很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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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riting Anxiety and Self-efficacy of Chinese Korean Learners
－In Contrast to Writing Anxiety and Self-efficacy in First Language Writing

Tong, Xiaoling
With 113 Korean learners in Mainland China as the participa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ir writing anxiety and self-efficacy in both Chinese and Korean
writing settings. In contrast to writing in first language,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their anxiety and self-efficacy in Korean writing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anxiety and self-efficacy. It also further
explored Korean writing anxiety and self-efficacy to find out whether they could
predict writing performance. Some of the findings show that: 1) Chinese
Korean learners showed medium to above-medium level of anxiety in Korean
writing, which was higher than the anxiety in Chinese writing. While the
self-efficacy in Korean writing was lower than that in Chinese writing. 2) The
anxiety in Chinese writing affected the writing anxiety in Korean while the
self-efficacy in Chinese writing did not affect the writing efficacy in Korean.
3) The anxiety in Korean writ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writing
performance while the self-efficacy in Korean writ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writing performance. Together, writing anxiety and self-efficacy could
predict correctly 22% of the writing performance.
Keyword

writing anxiety, writing self-efficacy, independent-samples T test,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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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 대조 연구
－ 합성어를 중심으로

린샨*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임시어 유형 중 합성어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임시어를 대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시어는 대화나 문맥에서 상황에 따라 화자의 언어 능력에 의해 즉석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는 아직 사회적 공인을 거치지 못하고 사용되자마자
버려질 수도 있다. 또한, 사용하는 사람의 수와 사용 빈도에 따라 사전에 등재되어 고정어휘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임시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에 비해 중국어에서는 연구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대조 연구를 실시한 경우
는 더욱 드물다. 본 연구는 먼저 임시어의 유형 체계를 나열하고 그 중 합성어를 중심으로
임시어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론에서 한국어 임시어와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면서 중국어
와 비교 분석하고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간 임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예정이
다. 합성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 어휘 현상 및 양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이해하면서 중국어 학습자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휘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
주제어

한국어, 중국어, 합성어, 임시어, 단어 구조, 이탈, 비어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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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어의 유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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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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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임시어 유형 중 합성어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임시어
를 대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연구 중 임시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어 임시어에도 한국어 임시어 형성법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언어 간의 임시어 대조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어휘 교육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므로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정립하였다. 임시어란 필자나 화자가 당면
한 어떤 필요 때문에 갑작스레 새로 만든 복합어(complex word)이다1). 임시어
의 특성은 일탈, 문맥 의존성, 비어휘화 기능성 등으로 Hohenhaus(1998)에서 논
의된 바 있다. 즉, 임시어는 성격이 일탈적이고, 그 의미 해석은 대화 배경이나
문맥에 따라 이해될 수 있으며 사전에 수록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한국어는 교착어(agglutinating)이고 중국어는 고립어(isolating
language)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시어라는 언어 현상은

세상 어느 언어에든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임시어의 특성이
화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만들어 쓰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2)의 합성어 유형을 통해 대조 분석하고자 한
다.
최근 한국에서 임시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임시
어에 대한 연구는 어휘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형태적, 통사적 측면에서 임시어
의 문제들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 대표 논문은 송원용(2000, 2002), 이재인(2003),
정재은(2003), 이상욱(2007), 김민국(2008), 정한데로(2010, 2011, 2013가, 2013나,
2014라), 노명희(2018) 등을 들 수 있다. 송원용(2000, 2002)에서는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임시어에 대한 개념과 임시어의 판정 기준을 정의하였고 고립

1) Bauer. L,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45-47.
2) 본고에서 제시된 예시들은 아직 사회적인 공인을 받지 못한 임시어지만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임시어를 ‘단어’ 혹은 ‘어휘’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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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계와 한자어계에 임시어의 형성 접사를 다수 찾았다. 이재인(2003)에서는 한
국어 임시어의 예시를 들면서 임시어에 나타나는 형태론적인 특성을 분석하였
다. 정재은(2003)에서는 한국어 광고에서 나온 임시어를 중심으로 임시어의 특
징을 제시하였다. 이상욱(2007)에서는 비판적으로 단어형성의 기존 논의들을 검
토하는 가운데 단어형성론에 한국어 임시어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김민국(2008)
은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의 경계를 중심으로 접미사에 의한 공시적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 임시어의 대한 연구도 포함되
었다. 정한데로(2011)에서는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문제를 연구하였다. 정한데로(2013나)에서는 도구 명사를
중심으로 명명 과제(naming task)를 기반으로 한국어에서 한 임시어의 형태론
문제를 연구하였다. 정한데로(2013가)에서는 한국어 임시어의 실재성 확립 문제
를 연구하였고 단어 형성의 공인화 과정도 제시하였다. 정한데로(2014라)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어 임시어의 개념, 생생동기, 등제 등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노명희(2018)에서는 한국어 임시어와 신어 문제를 구분하면서 임시어의 특성과
유형 문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임시어에 대한 연구는 개념부터 단어 형성 과
정, 임시어의 형태 분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중국어 임시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중국에서 임시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어 임시어에 대해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金印凤(1987A), 金印凤(1987B), 赵伟礼
(1995), 绍志洪(1996), 刘全福(1997), 周邦友(2000), 黄渊柏(2002), 王金玲
(2002), 陈彦捷(2006), 王松槐(2009)를 들 수 있다. 위 선행연구들은 연구 주제

및 내용이 다를 뿐 주로 영어 임시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杨晓丽(2014)
에서는 영어 임시어를 연구하면서 중국어의 임시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린샨(2020)에서 처음으로 중국어 임시어의 개념 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린샨
(2020)에서 중국어 임시어에 대한 개념3)은 화자가 당면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

해 새로 만든 단어로 형식이 새롭지만 의미는 문맥에서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임시어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 중국어의 통사적 원리를 따라야 하고, 두 번
3) 린샨, ｢중국어 임시어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연구｣, 뺷한국어교수와연구뺸,
2020,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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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어휘부에 저장되지 않아야 하며 아주 생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임시어 안에 구체적인 유형을
다루면서 대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장에서 임시어 유형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합성어의 유형을 바탕으

로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임시어 중 합성어의 유형 정의에 따라 임시
어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예들을 제시하여 다루기로 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
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본 연구를 마
무리하도록 할 것이다.

2. 임시어의 유형 체계
임시어의 유형 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단어의 유형 체계를 봐야 한다. 한
국어에서 단어는 형태소 하나로 구성된 것도 있고 몇 개의 형태소가 모여서 구
성된 것도 있다. 단어는 이처럼 그 구성 요소가 형태소 하나인가 아닌가에 따라
단순어/단일어4)(simple word/simplex word)와 복합어(compound word)로 나
눌 수 있다5). 또한 복합어는 그 구성 요소들을 둘로 나누었을 때 모두 어기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성요소의 모두가 어기인 것이 합성
어(complex word)이고 구성 요소 안에 하나가 접사인 것이 파생어(derived
words)이다.

중국어에서 단어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어소(語素, 형태소)로 구성되는 것이
다. 단어의 구성 어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근(詞根)이라고 하는
데 이는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합성어 안에 위치가 고정되지
않은 단어를 구성할 수 있는 어소와 단어를 구성할 수 없는 어소를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접사(词缀)이다. 접사는 의미가 실재하지 않으며 합성어(合成词)
4) 단순어/단일어는 형태소 하나로 구성된 단어이므로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눈, 코,
산, 바다’ 등을 들 수 있다.
5) 형태론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용어체계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그 용어체계를 밝힘으로써 시작되
어야 할 처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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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홀로 단어를 구성할 수 없는 어소를 말한다.
하나의 어소로 구성된 단어는 단일어이고,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어소로 구성
된 단어는 합성어(合成词)라고 한다.
<표 1 >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의 구조에 따른 분류
한국어

중국어

단순구조

단일어

1음절어, 2음절어, 3음절어, 4음절어,
4음절어(이상), 겸어(兼語)

복합구조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첩어

위 <표 1>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 형성 원리 및 유형을 제시했다. 임시어
는 한국어와 중국어에도 존재하므로 위 표에 제시된 단어 유형에 적용될 수 있
다. 그러므로 임시어의 유형 체계를 설정하고 살펴볼 것이다.
임시어를 형성하는 단어 유형 중에는 단순어가 있고 복합어도 있다. 복합어는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접사인지 모두 어근인지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파생어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접사인 것이며 합성어는 구성 요소가
접사가 아닌 어근인 것을 말한다6). 다음의 (1)은 파생어와 합성어 각각의 예들
이다.
(1) 가. 맨-발, 음악-가
나. 길-바닥, 오-가(다)

(1가)에서 ‘맨발’은 접두사 ‘맨-’이 어근 ‘발’ 앞에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이며,
‘음악가’는 어근 ‘음악’ 뒤에 접미사 ‘-가’가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나)에서
‘길바닥’은 어근 ‘길’과 ‘바닥’이 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며, ‘오가(다)’ 역시 어

근 ‘오(다)’와 ‘가(다)’가 모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임시어는 말하는 사람이 대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만든 단어로
6) 국립국어원, 뺷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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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간이 지나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사용하자마자 버릴 수도 있는 단어이
다. 광고임시어는 새로운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둘 이상의 어근이 만들어
진 합성어로 그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7). 그리고 접사로 구성하는 파생어와 같
이 세 종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상 생활 용어에서 의성어나 의태어
를 제외하면 단일 어근으로 직접 구성되는 단일어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임시어 형성 구조 중에 합성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파생어에 대
한 연구는 다음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한국어에서 합성어8)는 그 품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부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어의 합성어 중에는 합성명사가
가장 많다. 그만큼 그 구성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명
사는 합성명사라고 한다. 합성명사의 구성 유형의 예시는 ‘명사+명사’(이의 용례
는 ‘창문, 손목’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한자어 어근인
합성명사도 그중에 포함되어있다. 예: 家具, 父母), ‘명사와 명사 사이 간 사이시
옷이 개재되어 이루어진 복합명사’(예: 바닷가, 콧물), ‘관형어+명사’(예: 새언니,
첫사랑), ‘용언의 관형사+명사’(예: 굳은살, 어린이), ‘용언의 어간에 명사 직접 결
합시킴.’(예: 덮밥, 묵밭), ‘두 부사로 이루어진 매우 특이한 구성’( ‘잘못’ 말고는
용례를 찾기 어려움), ‘명사형이지만 그 자립성이 약해서 독립된 명사까지는 되
지 못한 채로 복합어 구성에 참여한 점에서 특이한 유형을 이루는 복합명사’(예:
줄넘기, 갈림길), ‘부사+명사’(예: 살짝곰보, 딱성냥), ‘부사형 어근+명사’(예: 보슬
비, 꽁생원), ‘동사의 부사형이 명사와 결합된 복합명사’(예: 살아생전, 섞어찌개),
‘한자어와 고유어가 같은 의미로 중복되어 만든 합성어’(예: 外家집, 새新郞), ‘하

나의 명사가 반복된 합성어’(예: 집집, 씀씀이) 등으로 들 수 있다. 둘 이상의 단
어가 결합된 동사는 합성동사라고 한다. 합성동사의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명사 + 용언 어간’(예: 낯설다, 힘들다), 두 번째는 ‘용언 어간 + 용언
어간’(예: 감싸다, 붙잡다), 세 번째는 ‘용언 어간 + -어+용언 어간’(예: 접어들다,

7) 정재은, ｢광고 임시어에 관한 연구｣, 뺷광고언어연구뺸, 박이정, 2003, pp.151-158.
8) 이익섭 외, 뺷국어문법론강의뺸, 학연사, 1999,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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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다), 네 번째는 ‘용언 어간 + -고 + 용언 어간’(예: 타고나다, 파고들다),
다섯 번째는 ‘부사 + 용언 어간’(예: 잘나다, 못나다), 마지막은 그 동일한 형용사
어간 사이에 ‘디’를 개입시켜서 만든 일종의 반복합성어’(예: 크디크다, 검디검
다)로 나눌 수 있다.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된 부사는 합성부사라고 한다.
합성부사의 구성 방식은 매우 다양한 편이며, 그 유형 중에 의성의태어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는 의성의태어가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들 대부분이 부사이므로 이는 반복 부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
성부사의 유형은 ‘명사+명사’(예: 밤낮, 여기저기), ‘관형사+(의존)명사’(예: 한층,
어느새), ‘관형사형+의존명사’(예: 된통, 이른바), ‘부사+부사’(예: 좀더, 잘못), ‘부
사 또는 부사성 어근의 반복’(예: 오래오래, 두근두근), ‘명사 또는 의존명사의 반
복으로, 또는 접미사류가 덧붙어 구성된 합성부사’(예: 하나하나, 집집이)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어와 같은 합성어의 개념은 복합식이라고 한다. 복합식(复合式)9)이란 어
근이 두 개나 두 개 이상으로 결합해서 구성된 방식이다. 어근과 어근의 관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유형은 병렬식(并列式), 수식식(修饰
式), 보충식(补充式), 지배식(支配式), 진술식(陈述式)으로 나눌 수 있다. 병렬식

(并列式)은 의미가 비슷하거나 가깝고, 혹은 의미가 서로 반대된 어근으로 단어

를 구성된 방식이다. 예를 들어 ‘增加, 关闭, 反正’ 등이 있다. 수식식(修饰式)은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热心, 雪花, 葱
绿’ 등이 있다. 보충식(补充式)이란 뒤 어근이 앞 어근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방

식이다. ‘改良, 书本, 羊群’ 등이 이의 예를 들 수 있다. 지배식(支配式)이란 앞
어근은 동작, 행위 등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뒤 어근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站岗, 刺眼, 失业’ 등이 있다. 진술식(陈述式)이란 앞 어근은 진술의 대상
이고 뒤 어근은 앞 대상에 대한 진술이다. 따라서 진술식이라고 한다. ‘地震, 年
轻, 脑残’ 등이 이의 예를 들 수 있다.

9) 黄伯荣·廖序东, 뺷现代汉语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 pp.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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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와 중국어의 임시어 중 합성어의 유형 비교 분석
합성어란 둘 이상의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어휘이다. 합성어 중 구성 요소
들을 합하기만 하면 뜻이 잘 드러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떤 합성어는 구성요
소들의 개별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임시어 유형 중 합성어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임시어에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임시어 예시들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예시를 선정해서 중국어와 대조하
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한국어 임시어에 대한 연구에서 광고 임시어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어휘의 생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광고를
통해 임시어를 형성하는 것도 그 방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임시어의 예시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광고 임시어도 포함한다.
다음은 임시어 유형 중 합성어 유형의 예들이다.
(2)10) 고유어+고유어(꿀꽈배기, 돼지코, 오징어집 등)
고유어+외래어(인디안밥, 꼬깔콘, 옥수수퐁 등)
고유어+한자어(바다시대, 구수미, 우유사랑 등)
한자어+외래어(뉴면, 야채크래커, 모닝두유 등)
혼성어(나뚜루: nature+tour, 빅파이: victory+pie 등)
머릿글자어(비냉: 비빔냉면 등)
축약어(맛있구마: 맛있는 고구마 등)
비통사적 합성어(깜두, 감치미 등)

예시 (2)에서 볼 수 있듯이 광고를 생산하는 사람은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
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제품명은 소비자를 유혹하는 중
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언어에 대한 선택 성향을 무시한 채 만들 수 없
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진 제품명은 지금 언중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며, 임시어의 독특한 특성을 잘 드러낸다.
(2)에서의 ‘합성어-고유어+고유어(꿀꽈배기, 돼지코, 오징어집 등)’에서 그와
10) 이기동, ｢광고언어의 생성 단계: 단어를 중심으로｣, 뺷우리어문연구뺸, 200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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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중국어는 ‘蜂蜜麻花[蜂蜜(꿀)+麻花(꽈배기)], 猪鼻子[猪(돼지)+鼻子
(코), 乌贼店[乌贼(오징어)+店(집)]/鱿鱼店[鱿鱼(오징어)+店(집)]’이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 번역하는 방식으로 중국어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유어+외래어(인디안밥, 고깔콘, 옥수수풍 등)’에서 ‘인디
안밥[Indian+밥], 꼬깔콘[꼬깔+corn], 옥수수퐁[옥수수+pong]’처럼 ‘印第安饭
[Indian+饭(밥)]11), 咖啡馆[coffee+馆(관)], 汉堡包[Hamburg+包(빵)]으로 들 수

있다. ‘고유어+한자어(우유사랑, 바다시대, 구수미 등)’는 중국어에서 그와 대응
하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 ‘한자어+외래어(야채크래커, 뉴면, 모닝두유 등)’이러
한 유행은 중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酒吧[酒(술)+bar], 茶吧[茶
(차)+bar],

奔驰车[Benz+车(차)],

宝马车[BMW+车(차)],

内衣秀[内衣(속

옷)+show], 时装秀[时装(패션)+show], 粉丝圈[fans+圈(권)], 粉丝群[fans+群
(군)], 芭蕾舞[ballet+舞(무용)12)’ 등이 있다. 그중에 ‘酒吧[酒(술)+bar]13)’는 사

전에 등재되어 임시어가 아닌 것으로 본다. ‘혼성어(나뚜루: nature+tour, 빅파
이: victory+pie 등)’는 중국어에서 그 유형과 대응하는 예를 ‘巧克力派
(chocolate+pie), 粉丝俱乐部(fans+club)’로 들 수 있다. ‘머릿글자어 (비냉: 비빔

냉면 등)’는 그와 대응한 중국어는 ‘山大14)(山东大学-산동대학교), 文革(文化革
命-문화혁명)’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축약어(맛있구마: 맛있는 고구마)는 중국어

에서 ‘环卫处(环境卫生管理处-환경위생관리처), 朝中社(朝鲜中央通讯社-조선
중앙통신사)’로 들 수 있다. 한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깜두, 감치미 등)’는 중국
11) ‘인디안밥’은 한국에서 ‘인디안식 음식’의 의미와 비슷한 중국어에서 ‘印第安饭’으로 그와
대응된다. ‘印第安饭’이런 표현 자주 쓰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12) 순서대로 ‘바(술+bar), 바(차+bar), 벤츠 (Benz+차), BMW (BMW+차), 코르셋 (내복
+show), 패션쇼 (패션+show), 팬클럽 (fans+권), 팬클럽 (fans+군), 발레 (ballet+춤)’ 그
와 대응된다.
13) 중국어의 고유어와 영어 ‘bar’와 결합된 합성어 ‘酒吧[酒(술)+bar]’는 처음 사용하게 되었
을 때 한 임시어로 되는 것을 추측한다. 그 사용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한 사용의 빈도
수가 높아지면서 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단어는 임시어로 보기 힘들다.
14) 여기 ‘山大’는 지역에 따라 같은 이름으로 쓰이지만 산동대학교와 산서대학교 두 대학의
줄임말은 똑같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없지만 타지역에 사람들은 구별하
려면 대화의 배경을 참고해야 한다.

130 한중인문학연구 70

어에서 대응되는 예시를 찾을 수 없었다. 정리하자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합성어
조어 방식 중 고유어와 고유어, 외래어와 명사, 한자어와 외래어, 혼성어, 머릿글
자어 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중
국어는 한국어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단어가 없다. ‘비통사적 합성어(깜두, 감치미 등)’ 문제는 중국어
와 한국어 같은 어족이 아니고 중국어에서는 형태 변화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
에 대응되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음은 광고에서 나온 임시어의 예들이다.
(3) 생활특권 OK 캐쉬백
난 부자남편을 꿈꾼다.
변치말자, 색깔빨래
첫키스기념일
우유챔피언
마음까지 이어주는 디지털세상
나는 제로칼로리

<OK 캐쉬백, SK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증권, 한국투자신탁증권>
<파워그린컬러, (주)옥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서울우유 기업PR, 서울우유>
<삼성전자, 삼성전자>
<코카콜라 라이트 레몬맛, 한국코카콜라>15)

둘 이상의 명사가 모여서 합성명사를 이루는 경우에 두 명사가 대등하게 결합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식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위의 예시 순서대로 중국어
와 대응하는 단어는 ‘生活特权[生活(생활)+特权(특권)], 富豪老公[富豪(부사)+
老公(남편)], 彩色洗衣[彩色(색깔)+洗衣(빨래)], 初吻纪念日[初吻(첫키스)+纪
念日(기념일)], 冠军牛奶[冠军(챔피언)+牛奶(우유)], 数字世界[数字(디지털)+
世界(세상)],

零卡路里/零卡[零(제로)+卡路里(칼로리]/[零(제로)+卡(칼로리)]’

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중국어에서 대응된 단어를 찾은 이유는 명사와 명사 결합
한 합성어를 형성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어
의 ‘冠军牛奶[冠军(챔피언)+牛奶(우유)]’는 합성어의 유형으로 똑같이 쓰이지만
결합 순서는 상반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零卡路里’는 한국어의 ‘제로칼로리’처
럼 합성어이지만, 중국어에서는 ‘零卡路里’의 줄임말 ‘零卡’의 사용 빈도가 훨씬
15) 정재은, 앞의 논문,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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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부사와 명사가 합성어를 이루는 예는 한국어의 다른 단어에서도 볼 수 있다
(부슬비, 헐떡고개, 촐랑새). 이때의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적 관계를 가지

는데,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과 일치하
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른다. 광고의 임시어에도 이러한 구조를 가
지는 합성어를 볼 수 있다.
(4) 가르침보다 큰 스스로교육-재능교육

<재능교육, JEI재능교육>16)

위에 예시 (4)에서 합성어 ‘스스로교육’은 부사 ‘스스로’와 명사 ‘교육’이 결합
된 단어이다. 이 단어의 경우에는 부사인 ‘스스로’가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은 뒤의 명사 ‘교육’이 가지는 서술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어에서는 ‘主动学习[主动(형용사)+学习(명사)], 自主学习[自主
(동사)+学习(명사)], 自觉学习[自觉(부사)+学习(명사)], 自愿学习[自愿(부사)+
学习(명사)]’이 ‘스스로교육’과 대응된다. 중국어에서 한국어와 같은 합성어 구성

유형도 존재하지만 동일한 의미로 보인 ‘스스로 교육’은 중국어에서 더 다양한
형태 구성을 나타냈다.
5）심심打破17)

<보글보글 BnB, 엠드림/소프트닉스>

‘심심+打破(타파)’로 분석될 수 있는데, 국어에서 ‘심심’은 ‘-하다’ 등의 접미사

를 취하여 형용사를 구성하기도 한다. ‘심심打破’에서 어근 ‘심심’은 마치 명사처
럼 사용되어 서술성 명사 ‘打破’에 대해 ‘대상(목적어)’ 정도의 의미 관계를 가진
다. 중국어에서 ‘심심하다’와 대응하는 형용사는 ‘无聊’이고 불완전 명사 어근이
‘타파’와 결합하는 것은 ‘无聊打破’야 하는데 실제 사용은 ‘打破无聊’로 어순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중국어와 한국어 같은 어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순도
16) 정재은, 앞의 논문, p.154.
17) ‘심심打破’의 뜻은 심심함을 없애는 것이다. 정재은, 앞의 논문, p.155.

132 한중인문학연구 70

다르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6) 가. 운동화 - 운동신(임시어)
나. 피아노인(피아노 관련 일을 하는 사람)18)

우리가 특정 문맥에서 어떤 어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정착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퍼뜨리고자 의도하지도 않는다는 것
을 임시어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이다. (6가)의 경우 한국어 ‘화’는 한자어
‘靴’인데, 중국어에서 ‘靴’는 ‘장화, 부츠’의 뜻이다. 한국어 ‘운동화’는 중국어로
‘运动鞋’인데 ‘鞋’와 ‘靴’는 중국어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

국어에서 위와 대응되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운동화’ 같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 어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운동신’이라는 단어를
즉시 만들어 썼다는 것은 임시어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6나)에서 ‘피아노인’은
발화 시 즉석에서 만든 임시어로 볼 수 있다. 그 뜻은 ‘피아노와 관련된 일을 하
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특징 상황에서 ‘연주 피아노인’으로 ‘피아노 연주자’를 가
리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钢琴演奏者(피아노연주인)’이 존재
하지만 ‘钢琴人(피아노인)’이 없다. ‘钢琴人物(피아노인물)’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피아노인’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인’은 중국어에서도 ‘人’이 존재하지만 다른 직업 명사와 결합했을 때 무조건 그

직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역사상 같은 한자어지만 각각 나라
에서 사람들이 사용에 따라 그 나라의 형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변화시켰으므
로 여러 측면에서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피아노인’과 대응하는
단어는 없다.
(7)19) 명사 반복합성어
가. 병세가 하루하루 호전되다 / 하루하루가 즐겁다
나. 소리가 구석구석 울려퍼지다 / 집안 구석구석이 먼지에 쌓여있다
18) 노명희, ｢임시어의 특성과 유형｣, 뺷국어학뺸, 2018, p,57.
19) 노명희, 앞의 논문,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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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목골목 숨을 곳이 많았다 / 골목골목으로 도망쳤다

(7)에서는 보이는 내용과 같이 기존의 명사 반복어 ‘하루하루, 골목골목, 구석

구석’들은 ‘복수’를 표현하면서 명사와 부사로 사용된다. 중국어에서 그와 대응
하는 예로 ‘하루하루(一天一天), 구석구석(角角落落), 골목골목(街街巷巷)’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어에도 명사 반복 합성어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용언의 어간을 어미 없이 반복하여 쓰는 예시들이 출현하여 그 새
로움과 특이성이 인정된다. 국어 어간 반복합성어의 경우 ‘쓰담쓰담, 띄엄띄엄,
넓적넓적, 드문드문’등 형식처럼 용언의 어간에 어미 같은 매개어를 넣어 반복해
서 쓰는 예시들이 주를 이룬다.
(8)20) 가. “사진 많이 줍줍 하고 싶어요. / 게임 아이템 줍줍.”
나. “미소/자신감 뿜뿜 /친구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뿜뿜하더라
구요.”
다. “날씨가 춥춥.”

(8가)의 ‘줍줍’은 ‘줍고 줍는다.’ 이 문장을 줄여서 하는 말로 쓰인다. ‘게임에서

는 버려진 돈 따위나 아이템을 줍는 것을 뜻하며, 인터넷 상에서는 웹서핑을 통
하여 자료(글이나 그림 등)를 수집한다.’는 뜻을 의미한다(네이버 오픈사전). (8
나)는 ‘뿜다’의 어간 반복형이다. (8다)는 ‘춥다’의 어간 반복 유형이다. 예들은 이
전의 반복합성어와 비슷하게 ‘상태나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는 반복어로서 지위
를 획득해 가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용언의 어간이 어미 없어도
반복되어 쓰인다는 것과 앞의 명사 반복어처럼 용언 어간 반복형에 또 ‘하다’와
결합하여 쓴다는 것이다. 어간이 반복된 ‘뿜뿜, 줍줍’ 등의 반복형 전체가 어근이
나 명사처럼 인식되어 ‘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듯하다. 이처럼 조어 방식상의 특
이점이 이 단어들을 형식상 어색하거나 새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게 한다.
(8가)는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줍고 줍는다’를 줄여서 하는 말의 의미와 똑

20) 노명희, 앞의 논문,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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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은 없지만 ‘捡垃圾-捡捡垃圾(쓰레기를 줍다)’처럼 단어 전체 반복형으로
일상대화에서 많이 쓰인다. (8나)에서의 ‘자신감/미소 뿜뿜’에 대응하는 중국어
는 ‘自信心(자신감)/微笑满满[微笑(미소)满满(뿜뿜)]’이다. ‘满满都是那个想法’
의 해석은 ‘满满(뿜뿜)都是(전부)那个(그)想法(생각)’으로 들 수 있다. 즉 ‘充满满满’는 ‘充满’의 뒤 글자 반복합성어이다. (8다)는 중국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있

다. 날씨를 수식하는 ‘冷-冷冷(춥다), 凉-凉凉(쌀쌀하다), 暖和-暖暖(따뜻하다)’
등과 같이 앞 글자의 반복형 합성어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아
이에게 쓰는 애교말도 있다. 예를 들어 ‘饭饭[饭(밥)], 菜菜[菜(반찬)], 鞋鞋[鞋
(신발)], 肉肉[肉(고기)], 蛋蛋[鸡蛋(계란)], 臭臭[屎(똥)], 奶奶[奶粉冲的奶(탄

분유)], 手手[手(손)]21)’ 등을 들 수 있다. 이의 통사구성은 단어 전체의 반복형
이나 뒤 글자만 반복형으로 나타낸다.
(9) 명사 합성어: (X+바보)
가. 자식바보, 아들바보, 딸바보, 조카바보...
나. 요리바보, 영어바보, 청소바보, 정리바보, ...
다. 설거지바보, 신발정리바보, 여행바보...22)

(9가)는 ‘자식, 아들, 딸, 조카’ 등이 인성명사인 어기 X와 결합하면서 ‘바보스

러울 정도로 X밖에 모르는 사람’을 뜻한다. (9나)는 ‘요리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을 뜻하고, ‘청소나 정리를 잘 못 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청소바보, 정리바
보’ 등의 단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정리바보’가 처음 쓰일 때에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정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잠재적인 중의성을
지녔는데 문장 맥락에 의해 전자의 의미로 제한된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누군
가 설거지를 잘 못하는 상황을 보고 즉석에서 ‘이제 알고 보니 너 설거지바보였
구나.’라는 임시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신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21) 순서대로 ‘밥, 반찬, 신발, 고기, 계란, 똥, 분유, 손’이다. ‘똥’은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글자
는 ‘屎’인데 여기에서 아이에게 쓰는 말은 냄새를 표현하는 글자가 반복되는 ‘臭臭’를 사
용하여 애교스럽게 표현한다.
22) 노명희, 앞의 논문,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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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신발정리바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혼자 여행을 잘 다니지 못
하는 사람을 일컬어 ‘여행바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성어 유
형으로 수많은 임시어들이 형성될 수 있고 화자가 특정 발화 상황에서 만들어
사용한 후 사라져 정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9가)와 대응하는 중국어는 (X+奴): ‘女儿奴(딸바보), 儿子奴(아들바보), 孩子
奴(자식바보), 侄子奴(조카바보)23)’ 등이 있다. 한국어 ‘X+바보’는 사람을 가리

키는 명사인 어기 X와 결합하여 ‘바보스러울 정도로 X밖에 모르는 사람’을 뜻한
다. 중국어 ‘X+奴’는 인성명사인 어기 X와 결합하여 ‘X를 노예처럼 사랑한다.’를
의미한다. (9나), (9다)는 중국어에서 ‘X+小白’으로 그와 대응한다. 예를 들어 ‘英
语小白(영어바보), 做饭小白(요리바보), 整理小白(정리바보), 打扫小白(청소바

보), 刷碗小白(설거지바보), 整理鞋子小白(신발정리바보), 旅游小白(여행바보)’
등이 있는데 ‘X’를 잘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한국어는 ‘X+바보’는 하
나의 유형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중국어는 더 세밀한 파생접
미사로 사용한다.
(10) (X+벌레/충)
“공붓벌레, 책벌레, 일벌레, 연습벌레, 점수벌레, 훈련벌레, 연구벌레, 사랑벌
레, 생각벌레24)...”

(10)의 제시한 예시를 근거로 ‘벌레’와 결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낚시/골프/

바둑’에 매우 열중하는 사람’을 일컬어 ‘낚시벌레, 골프벌레, 바둑벌레’라는 임시
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낚시충, 골프충, 바둑충25)’이라는
23) 중국어에서 ‘女儿奴(딸바보), 儿子奴(아들바보)’는 흔히 듣거나 볼 수 있는데 ‘孩子奴(자
식바보), 侄子奴(조카바보)’보다 사용 빈도수가 높지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孩子奴
(자식바보)’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이 많은 부모들을 가리킬 수 있고 ‘侄子奴(조카
바보)’는 조카를 아주 사랑하는 고모나 숙부들을 가리킬 수 있다.
24) 노명희, 앞의 논문, p.74.
25) 최근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서 나온 ‘맘충’이 큰 화제가 일어났다. ‘엄마’를 의미하는 ‘맘
(mom)’의 뒤에 혐오의 뜻으로 ‘벌래 충(蟲)’을 붙인 신조어로, 카페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
에서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젊은 어머니들(여성)에 대한 혐오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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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도 뜻에 의미 차이를 지니면서 만들어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바보,
벌레’ 등 명사는 약간 의미 변화를 지니면서 명사 합성어에 반복 출현하여 임시
어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X+虫): 学习虫(공붓벌레),
上班虫(출근충)’가 그와 대응한다. ‘충(蟲)’은 한국어와 중국어 의미상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충(蟲)’은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
좀 애매하다. 중국어의 ‘虫(충)’은 한국어의 ‘벌레’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각
주 25번 참고). 역사적으로는 기원이 같은 한자어지만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 습
관에 따라 의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합성어 유형에
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11) (혼-X)26)
가. “혼밥(혼자 밥을 먹음), 혼술(혼자 술 마심),”
나. “혼영(혼자 영화를 봄), 혼행(혼자 여행을 함),
혼공(혼자 공부를 함), 혼캠(혼자 캠핑을 함),
혼강(혼자 강의를 들음), 혼곡(혼자노래를 부름)”
다. 혼집, 혼족

(11가)의 ‘혼밥’은 ‘혼자서 먹는 밥’에서 형성된 약어라기보다는 술이나 밥을

혼자 먹는 상황을 떠올린 후 핵심 단어 ‘혼자’와 ‘밥’이란 두 단어를 선택하여 ‘혼
밥’이란 단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혼-’은 주로 혼자 하는 것이 일상적이
지 않은 단어들과 결합하여 특수한 상황을 표현한다. ‘혼밥, 혼술’에서 시작하여
(11나)에서는 ‘영화, 공부, 여행’ 등의 상황과 관련된 ‘혼영, 혼공, 혼행, 혼강, 혼

곡’ 등의 단어가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이들의 계열 관계를 인식하여 ‘혼-X’의 틀
을 이용하여 새 단어를 만들게 된다. 혼자 커피를 마시면 ‘혼커피’라는 말을 만들
어 쓴다든지 ‘혼맥주, 혼등산, 혼산책’과 같은 말을 특정 발화 상황에서 만들어
쓴다면 임시어가 형성된 것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에 ‘혼-X’라는 유형이 친숙한
낸다. ‘벌레’와 비교하면 ‘충’은 훨씬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붓벌레’는 공부밖에 모른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일벌레’의 경우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26) 노명희, 앞의 논문, p.75.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 대조 연구 137

구성에서 X에 다시 새로운 명사를 넣어 즉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임시어
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임시어의 경우 X는 의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단되지 않은 명사가 올 수 있다. 그와 대응되는 예는
모두 ‘혼산책하다, 혼맥주하다’와 같이 ‘하다’ 결합이 가능한 예들이다. (11다)의
‘혼집, 혼족’은 ‘하다’ 결합이 불가능한 특수한 예에 해당한다. 이는 ‘혼집’이 ‘혼자

집에서 사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집’을 뜻하기 때문이다. ‘혼
족’도 ‘혼자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하다’ 결합이 불
가능하다. (11가, 11나)에서 ‘혼’이 결합한 예들과 그 의미 관계가 다르게 해석됨
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앞의 ‘혼밥’과 다르게 ‘혼집’의 경우 ‘혼자 사는 집’에서
줄여 썼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어에서도 (11)번과 같은 합성어 유형이 있으며 ‘独食(独自+吃饭), 独酒
(独自+喝酒), 独游(独自+旅游), 独学(独自+学习)’가 이에 대응할 수 있다. 그의

의미는 ‘独食[独自(혼자)+吃饭(밥을 먹다)], 独酒[独自(혼자)+喝酒(술을 마시
다)], 独游[独自(혼자)+旅游(유행을 다니다)], 独学[独自(혼자)+学习(공부하
다)]’이다.
(12)27) 가. “[Adn-N] : 단모금(원샷); 몹쓸편지, 허튼메일, 허튼쪽지(스팸메일);
새동네(뉴타운); 온끼니(슬로푸드); 온벌(풀세트); 온삶(웰빙); 한속
(코드)”
나. “[[Adn-N]-N]: 내손제작(다이(DIY)); 두곳일(투잡); 온누리접속(로
밍); 한끈가방(크로스백); 한뜻관계(파트너십); 한마음벗(솔메이트);
한뼘바지(핫팬츠); 한숨잔(원샷); 한울통신(유비쿼터스)”
다. “[Adn-[N-suf]]: 새누리촌(뉴타운)”
라. “[[Adn-[N-suf]]-N]: 새손질창작(리메이크)”

(12)의 임시어는 명사와 관형사가 결합한 명사구 형식의 통사론적 구성이 하

나의 단어로 다시 구조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공시적 차원에서 통사론적
구성의 어휘화가 적용되었는 일정한 시간 안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
27) 정한데로, 앞의 논문,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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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12가)와 중국어에서 그와 대응하는 단어는 ‘一口[一+口](단모금), 恐吓信[恐
吓+信](몹쓸편지), 垃圾邮件[垃圾+邮件](허튼메일), 垃圾字条[垃圾+字条](허튼

쪽지), 新村[新+村](새동네), 慢食[慢+食](온끼니), 全套[全+套](온벌), 一辈子
[一+辈子](온삶), 一伙[一+伙](한속)’ 등이 있다. (12나)는 중국어에서 위와 대응

하는 단어가 ‘亲手制作[亲+手]+制作](내손제작), 两份工作[两+份]+工作](두곳
일), 全人类连接[全+人类]连接](온누리접속), 单肩背包[单+肩]背包](한끈가방),
同心关系[同+心]关系](한뜻관계), 同心朋友[同+心]朋友](한마음벗), 一拃短裤

[一+拃]短裤](한뼘바지), 一口杯[一+口]杯](한숨잔), 全世界通信[全+世界]通
信](한울통신)’ 등이 있다. (12다)의 ‘새누리촌(뉴타운)’은 중국어에서 ‘新世界村

[新+[世界+村]]’으로 그와 대응한다. (12라)의 ‘새손질창작(리메이크)’는 중국어

에서 ‘新手艺创作[新[手+艺]创作]’으로 그와 대응한다.
(13) ‘N-N’: (비유를 활용한 방식)28)
가. “거짓낯, 거짓얼굴, 비밀얼굴, 숨김표정, 표정속임수. (직접적인 의미)”
나. “돌얼굴, 바위얼굴, 안개낯, 양파표정, 얼음낯, 인형낯, 인형표정, 철판낯”

위에 단어들은 모두 정한데로(2013)에서 포커페이스(poker face)와 같은 의미
로 제시된 단어이다. 중국어에 그와 대응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13가)에서 ‘거짓
낯, 거짓얼굴, 비밀얼굴, 숨김표정’은 중국어에 대응되는 것이 없다. ‘표정속임수’
는 ‘表情骗术’으로 대응된다. (13나)에서 ‘안개낯, 돌얼굴, 바위얼굴, 양파표정,
인형낯, 인형표정’은 중국어에서 그와 대응되는 단어가 없다. ‘돌얼굴/바위얼굴’
은 ‘石头脸’으로 번역하지만 의미적으로 ‘포커페이스’와 맞지 않다. ‘안개낯’은 중
국어에서 ‘迷雾脸’으로 번역하지만 뜻은 메이크업의 하나이다. ‘양파표정’은 번
역하면 ‘洋葱表情’인데 이모티콘의 한 종류이다. ‘인형낯’은 번역하면 ‘娃娃脸’인
데 아이의 얼굴을 가리킨다. ‘인형표정’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娃娃表情’인데 이
모티콘의 한 종류이다. 그런데 ‘얼음낯’은 중국어에서 ‘冰脸’으로 그와 형태 구조
28) 정한데로, ｢임시어의 실재성 확립을 위하여｣, 뺷어문연구뺸, 2013,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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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미나 모두 같다. 그리고 ‘철판낯’도 중국어에서 ‘铁板脸’으로 똑같은 의미와
형태 구성을 가진다. 또한 중국어에 ‘포커페이스’와 비슷한 단어는 ‘古铜面/面瘫
脸/扑克脸’을 들 수 있다. 이의 뜻은 ‘고동얼굴, 안면 신경 마비 얼굴, 트럼프 얼

굴’이다.
(14) ‘V-N’: 두껍얼굴29)

(14)에서는 ‘V-N’의 형식에서 ‘두껍얼굴’은 중국어로 ‘厚脸皮’인데, 중국어에

서 ‘厚’는 형용사이자 의미도 ‘얼굴이 뻔뻔스럽다’이지만 한국어에서 ‘두껍얼굴’
은 ‘포커페이스’와 같은 의미로 양국의 단어가 큰 의미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30). 정한데로(2011:218) 논문 각주 (5)에서는 ‘V-N’구성31)이 다수 확인
되었다. 그 중에 ‘가리문, 살피문(스크린도어)’은 그 구성에 맞다고 판단되지만
‘두껍문’의 경우 ‘두껍다’는 사전에 형용사로 나와 있다. 그리고 ‘두껍다’와 대응

하는 중국어 ‘厚(두껍다)’도 형용사이다. 따라서 여기의 합성어 구성 방식은
‘V-N’구성이 아니라 ‘Adj-N’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5) 신문+X32)
신문장수
신문상
신문꾼

[참고] 떡장수, 쌀장수
[참고] 고물상, 금은상
[참고] 담꾼, 땅꾼

신문쟁이
신문장이

[참고] 반찬쟁이, 참기름쟁이
[참고] 간판장이, 감투장이

29) 정한데로, 앞의 논문, p.124.
30) 참고로 한국어에서 ‘너 진짜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면 ‘뻔뻔하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
다.
31) 정한데로(2011)에서 ‘V’는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폭넓게 설명한 것이다. 일부 동사(동
작동사, 행위동사)와 형용사(상태동사)를 묶어서 ‘Verb’로 쓰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
에 문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정한데로,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19세기 말~ 20세기 초 자료의 의의-｣, 뺷언
어와정보사회뺸, 2015,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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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X’ 복합어도 임시어로 충분히 형성 가능한 단어들이다. 중국어와 한국어

에서 종합합성어의 유형뿐만 아니라 ‘명사+명사’ 합성어, ‘명사+접사(고유어 접
사/한자어 접사)’ 파생어 등 여러 다양한 방식의 형식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
문장수, 떡장수, 쌀장수’는 중국어의 ‘新闻商人[新闻+商人], 年糕商人[年糕+商
人], 大米商人[大米+商人]’으로, ‘신문상, 고물상, 금은상’은 중국어의 ‘新闻商[新
闻+商], 古董商[古董+商], 金银商[金银+商]’으로, ‘신문꾼, 담꾼, 땅꾼’은 중국어

의 ‘新闻人[新闻+人], 挑山夫[挑山+夫], 捕蛇人[捕蛇+人]’으로, ‘신문쟁이, 반찬
쟁이, 참기름쟁이’는 중국어의 ‘新闻小贩[新闻+小贩], 拌菜小贩[拌菜+小贩], 香
油小贩[香油+小贩]’으로, ‘신문장이, 간판장이, 감투장이’는 중국어의 ‘牌匾匠[牌
匾+匠], 纱帽匠[纱帽+匠]’으로 이와 대응된다.
(16) 명사 복합 구성의 두음어33):
공홈(공식 홈페이지), 국대(국가대표), 청대(청소년 대표),
국장(국가 장학금), 말라(말보로 라이트(고유명사), 예신(예비 신부),
예랑(예비 신랑), 자싸(자기와의 싸움), 점약(점심 약속),
밥약(밥을 같이 먹는 약속), 축동(축구 동영상), 토달볶(토마토 달걀 볶음).

이영제(2015)에서 제시된 임시어는 (16)의 예시처럼 12개뿐인데 중국어에서
이와 대응하는 임시어34)는 ‘房交会(房地产交易展示会), 邮编(邮政编码), 奶站
(牛奶站), 文概(文学概论), 毛概(毛泽东思想概论), 马哲(马克思主义哲学原理),
双百(百花齐放, 百家争鸣.), 申奥(申办奥运), 三包(商业: 保修, 包换, 包干; 农
业: 包工, 包产, 包干), 北大（北京大学), 亚青赛(亚洲青年锦标赛)’ 등으로 매

우 많다. 이와 같이 중국어에서 많은 대응 유형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중국어에
서도 한국어와 같이 복합 구성의 두음어 유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영제(2015)에서는 통사적 구성의 두음어화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두음어화
를 연구하였다. 두음어는 줄임말의 일종으로 단어의 첫 번째 소리를 따서 만든
33) 이영제(2015), ｢한국어의 두음어화 연구｣, 뺷한국어학뺸, 69, pp.193-198.
34) 여기에 제시한 복합 구성의 두음어형 중국어 임시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현실 중
국어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시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 대조 연구 141

단어이다. 한국어는 인구어의 acronym과 다르게 주로 단어 첫머리의 음절에 의
해 줄임말로 만든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두음어들을 오픈사전(네이버 지식in 오
픈 국어사전 등재어),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자료집 등재어, 이정복(2013), 이
주영·김정남(2014),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자료집 미등재어에서 수집하였고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단어들은 새로 확인된 임시어들이라고 언급했다. 즉, (16)
과 같이 중국어에서도 줄인 말이지만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단어들을 이와 동일
한 식별 기준으로 찾고자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임시어를 형성하는 유형 중 합성어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
어의 임시어를 대조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한국어 임시어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예시를 제시하면서 중국어에 그와 대
응하는 임시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한국어 임시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언어학자들에 의해 벌써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도록 하며, 중국어 임시
어에 대한 정의는 린샨(2020)을 참고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린샨(2020)의 판단
기준에 따라 중국어 유형을 찾아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 대조 분석하였다. 한국
어와 중국어 임시어 대조 연구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를 구성하는 유형 중 합성어의 경우는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가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한국어 합성
어 대조 예시는 중국어에서도 같은 유형 구조로 볼 수 있다. 일부 합성어 유형의
경우 예상과 달리 중국어에서 한국어에 비해 더 많은 예시가 존재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에도 중국어와 같이 한자어가 다수 사용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합성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어는 한국어와 비슷
하지만 한국어와 같은 조사와 어미 등의 기능범주가 없기 때문에 차이점이 생기
기 마련이다.
다음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유어+한자
어(바다시대, 구수미, 우유사랑 등)’는 중국어에서 그와 대응하는 단어를 찾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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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국어의 언어 성분은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로 구성되는데 중국어는 고
유어와 한자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같은 한자어지만
의미는 각 나라의 언어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응하는 단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같은 한자어이면서도 간체자도 있고 번체자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적으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임시어는 중
국어에서 한국어와 똑같은 유형이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어와 유사한 한자
어 발음이 아니고 심지어 단독적으로 보면 뜻도 다른 단어가 합성어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가 한국어와 일치하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성이태(異聲異態)의 임시어 대조 유형으로 볼 수 있
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고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관형형 어미를 취하는 경
우는 한국어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의 이러한 관형형 어미를 취하는 합
성어 현상은 중국어와 대응하는 단어가 없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
습자와 중국어 학습자가 임시어와 같은 문법 현상을 학습하면서 어휘를 배울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더 다양하고 많은 예시를 모
두 다루지 못하고 대표적인 예시들만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앞으로 임시
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 의해 이러한 연구가 더 많은 언어에서 적용되어 관
련 연구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구본관, 뺷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뺸, 태학사, 1998.
국립국어원, 뺷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뺸, 코뮤니케이션북스, 2005.
이익섭 외, 뺷국어문법론강의뺸, 학연사, 1999.
허용 · 김선정, 뺷대조언어학뺸, 소통, 2013.
黄伯荣·廖序东, 뺷现代汉语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
Bauer, L, 뺷English Word-formation뺸,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 대조 연구 143

2. 논문
김민국, ｢접미사에 의한 공시적 단어형성 연구 -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경계를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의수, ｢언어단위로서 상당어 설정 시고｣, 뺷형태론뺸 4권 1호, 2002, pp.81-101.
노명희, ｢임시어의 특성과 유형｣, 뺷국어학뺸 85, 2018, pp.45-82.
송원용, ｢현대국어 임시어의 형태론｣, 뺷형태론뺸 2권 1호, 2000, pp.1-16.
송원용,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이기동, ｢광고언어의 생성 단계: 단어를 중심으로｣, 뺷우리어문연구뺸 25, 2005, pp.7-33.
이상욱, ｢임시어의 위상 정립을 위한 소고｣, 뺷형태론뺸 9권 1호, 2007, pp.47-67.
이상욱, ｢한국어 복합명사 형성과 통사부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 논문, 2018.
이영제, ｢한국어의 두음어화 연구｣, 뺷한국어학뺸 69, 2015, pp.165-198.
이재인, ｢임시어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특성｣, 뺷사회과 언어학뺸 6, 2003, pp.191-206.
정재은, ｢광고 임시어에 관한 연구｣, 뺷광고언어연구뺸, 2003, pp.145-170.
정한데로, ｢문법 차원의 등재에 대한 연구｣, 뺷형태론뺸 12권 1호, 2010, pp.1-22.
,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 뺷한국어학뺸
52, 2011, pp.211-241.
, ｢명명 과제(naming task)를 기반으로 한 임시어의 형태론 -도구 명사를 중심
으로-｣, 뺷국어학뺸 68, 2013, pp.367-404.
, ｢임시어의 실재성 확립을 위하여｣, 뺷어문연구뺸 41, 2013, pp.119-149.
, ｢임시어의 관한 몇 문제｣, 뺷국어학뺸 71, 2014, pp.61-91.
, ｢국어 등재소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19세기말〜20세기 초 자료의 의의-｣, 뺷언
어와정보사회뺸 제24집, 2015, pp.125-158.
陈彦捷, ｢灵活的英语临时词｣, 뺷职业技术뺸, 2006, p.74.
黄渊柏, ｢临时语的作用, 成因及其发展趋势｣, 뺷渝州大学学报뺸, 2002, pp.84-86.
金印凤, ｢复合临时语的构成方式和修辞效果｣, 뺷山东外语教学뺸, 1987, pp.53-57.
金印凤, ｢英语临时语(Nnoce Words)探讨｣, 뺷外国语뺸,1987, pp.24-28.
刘全福, ｢临时语·语言常规·语言共核｣, 뺷福建外语뺸, 1997, pp.23-27.
林杉, ｢对汉语中临时语的概念定义研究｣, 뺷韩国语教学与研究뺸 第31期, 2020, pp.21-30.
绍志洪, ｢Nonce words简化英语的意义-从托马斯·哈代作品中的Nonce word谈起｣, 뺷外
国语뺸, 1996, pp.44-48.
王金玲, ｢英语“临时语”的构成方式及修辞效果｣, 뺷盐城师范学院学报뺸,2002, pp.76-78.
王松槐, ｢浅论英语临时语的构成及其特点｣, 뺷教科文汇뺸(中旬刊), 2009, pp.167-168.
杨晓丽, ｢临时性词语及其认知语用探析｣, 뺷长春师范大学学报뺸,2014, pp.78-82.
赵伟礼, ｢英语词语的临时性意义——谈语义与语境的关系｣, 뺷福建外语뺸, 1995, pp.5-10.

144 한중인문학연구 70

周邦友, ｢临时造词与汉译英｣, 뺷安徽大学学报뺸, 2000, pp.93-95.
Hohenhaus, P, Non-lexicalizability A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nonce
word-formation in English and German, Lexicology 4-2, 1998, pp.237-280.
온라인 현대 중국어 사전 xh.5156edu.com

논문접수일

2021년 01월 13일

심사완료일

2021년 0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1년 03월 12일

한국어와 중국어 임시어 대조 연구 14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Nonce-Words
-Focusing on the Compound Words

Lin, S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nonce-word between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focusing on the joint language type among the
nonce-word types. Nonce-words can be improvised by the speaker's linguistic
ability in conversation or context, which can be discarded immediately after
use, or added to the list depending on the number and frequency of use of the
frequency of use. Research on nonce-word is active in Korean language, but
there are fewer studies in Chinese language and more rare comparative studies
with Korean language. This work first attempts to list the type schemes of the
temporary terms and to focus on the compound words in them. In the main
topic, we will present examples of Korean language nonce-word and compare
them with Chinese language and discus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nonce-word. It is hoped that
it will help Chinese language learners or Korean language learners learn
vocabulary by understanding such vocabulary phenomena in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and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eyword

Korean language, Chinese language, synthetic, nonce-word,

vocabulary structure, deviation, Non-lexicaliz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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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來’와 ‘V起來’ 구문의 자질 문법 분석

신경미*

국문요약

본고는 전산언어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자질 표기법을 통해 중국어의 ‘起來’와 ‘V起來’
구문을 분석하고, 각각의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에 대한 정보를 ‘정보 테이블’ 형태의 모형으
로 제시해 보았다. 자질 정보는 ‘起来’와 ‘V起来’ 구문을 구성한 성분들 자체의 통사 및 의미
특징뿐만 아니라, 성분들 간의 관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중국어 번역기와 같은 언어 관련 기기 시스템에서 ‘起來’와 ‘V起來’ 구문에 대한 정보
는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자질 문법의 개념 및 특징과 표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원형의
‘起來’와 여기서 문법화 과정을 거쳐 확장된 3개 유형의 ‘V起來’ 구문의 통사 및 의미 자질을

분석하여 정보 테이블을 통해 일차적인 자질 정보를 제공해 보았다. 더 나아가 각 구문을 더
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초보적인 해석 방법, 즉 알고리즘까지도 제시해 보았다.
중국어 연구 분야에서는 제4차산업과 관련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와 관련된 기기 시스템을 개선, 보완 및
새로운 구축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 앞서 중국어 성분과 문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방법과 결과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관련 연구를
위한 초보적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자질 문법, 문법 자질, ‘起来’，‘V起来’, 통사 자질, 의미 자질, 정보 테이블

*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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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자질(feature)’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들의 변별적 특징을 말한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起來’와 ‘V起來’ 구문의 문법적 자질들을 분석하여 일차
적 자질 정보를 설정하고, 구문 분석에서 결과가 산출될 때 보이는 정보 제공
모형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이러한 모형을 통해 해당 구문
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자질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각 성분들의 문법적인 내재 정
보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서의 관련성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국어에서 ‘起來’와 ‘V起來’ 구문은 의미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여 언어
환경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중의성(ambiguity)’의 출현도 빈
번하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번역기나 구문분석
기 등의 기기 시스템 결과에서도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起來’와
‘V起來’ 구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 및 문장 전체에 대한 의미

와 기능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새로운 ‘알고리즘
(algorithm)’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자질 문법의 특징과 표기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起來’와 ‘V起來’ 구문의 문법적 자질, 즉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을 각각 분석한

다음, 해당 정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 테이블(information table)’1)
형태의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起來’와 ‘V起來’ 구문을 형성하는
성분들과 문장 전체구조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 것으로, 명제 정보뿐만 아니라
1) 이것은 고창수(2002)의 한국어 구문분석기 ‘workbench’의 자질 정보 테이블을 토대로 하
여 구성해 보았다. 고창수, 뺷자질연산문법 이론뺸, 서울, 월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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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상 및 서법 등과 같은 양태 정보 분석 모두를 포함한다.

2. 자질 문법의 특징과 표기법
이전의 중국어 문법 연구는 언어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특정 어휘 및 문장 구
조를 분석하거나 한국어와의 대조, 중국어 교육 등에 관한 연구가 대체적이었다.
그러나 제4차산업을 마주하게 된 현재 언어연구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지만,2) 아
직까지 정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시적 결과물을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 언어연구에서 진행되는 실용 연구는 대체적으로 언어 관련 기기와 미디
어 시스템 성능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일차적 정보 제공이다. 예를 들어 번역기
시스템의 경우 번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품사 태깅 자료이거나 문법 성분을
분석한 구문 분석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품사 태깅과 구문 분석 정보
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분석 방법과 표기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로 ‘자
질’ 문법 분석 및 표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질은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성분들의 변별적 특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주는 기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 정보를 통해 각 문법 성
분들이 갖는 자질 명칭과 자질값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신경미(2015)에 의하면, 본래 자질은 Roman Jakobson(1963/1989)이 음운론
(phonology)에서 음운 성분들을 구별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문법 체계

에도 도입되어 어휘 성분들의 통사적 자질과 의미적 자질을 구별하는 기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문법 체계에서의 자질은 크게 ‘통사 자질(Syntactic feature)’과 ‘의미 자질
(Semantic feature)’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하나의 통사 성분이 다른 통사 성분

과 구별되는 자질을 말하고, 후자는 하나의 의미 성분이 다른 의미 성분과 구별
되는 자질을 말한다.3) 따라서 통사 자질은 문장 간 상호 관련 속에서 구별한다
2) 이와 관련한 언어연구는 번역기 성능 개선, 구문분석기 구축, 외국어 교육 관련 데이터베
이스 구축 및 미디어 교육 방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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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미 자질은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들이 내재하고 있는 개별적 의미
에서 구별하는 것이다.
본고는 ‘起來’와 ‘V起來’ 구문에 대한 문법 자질, 즉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선적으로 정보 테이블에 표기되는 자질 표
기법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4)
본고에서는 신경미(2015)가 제시한 중국어 문법 자질 정보 표기를 기반으로 ‘起
來’와 ‘V起來’ 구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해당 자질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문법 자질 표기법(신경미, 2015)5)

문장 정보 표기
Sub
주어
AdvP
부사구

Obj
목적어
FnP
기능구

PreD
서술어
Com
보어

UcnP
관형구

PreP
전치사구

Pre
전치사
Prp
고유명사
Cla
분류사
TopM
주제어표지

Con
접속사
PPro
인칭대명사
Qut
양화사
DisM
담화표지

통사 자질 정보
V
동사
Aux
조동사
Whq
의문대명사
Pc
조사

N
명사
Ic
감탄사
Ref
재귀대명사
Neg
부정

Adv
부사
DPro
지시대명사
Num
수사
AspM
상표지

3) 이관규,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 뺷국어국문학뺸, 제5집, 1996, pp.42-43.
4) 통사 자질의 표기 방식은 이미 언어학 및 전산언어학 분야에서 체계화되었지만, 의미 자
질의 표기 방식은 각 언어마다 성분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완전한 하나의 유형으
로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어 성분이 갖는 변별적 특징에
의해 자질 표기법을 새로이 생성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 신경미, ｢중국어 자질 문법의 응용 시론｣, 뺷中國語文學論集뺸 제90호, 2015,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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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 자질 [V]의 의미 자질
Cau
사동성
Ach
성취성

Pss
피동성
Acc
완수성

Awd
수여성
Mov
이동성

Act
활동성
Sls
단계성상태

Sem
순간성
Ils
개체성상태

통사 자질 [N]의 의미 자질
Hum
사람
Fod
식료품
Org
조직

Aml
동물
Cur
화폐
Rlg
종교

Nat
자연물
Prt
일부분
Bod
신체부분

Atf
인공물
Spc
공간

Veh
교통수단
Lnd
지역

통사 자질 [AspM]의 의미 자질
Inc
시작

Res
결과

Dur
지속

Pec
완료

Exp
경험

기타 통사 자질의 의미 자질
Numb
숫자
Sen
지각
Amb
중의성

Tm
시간
Rel
관계
Scmp
미등록어

Psy
심리
Dur
기간

Hop
희망
Mod
양태

Cog
판단, 인지
Pred6)
술어성

물론 위의 ＜표 1＞의 문법 자질 표기법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추후 중국어
문장 및 각 성분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통해 중국어 자체만의 표기법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위의 문법 자질 정보 표기법이 기존 한
국어와 영어 자질 목록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시
6) ‘Pred(술어성)’은 본래 술어를 담당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구성 내에서
술어성을 부여받아 술어를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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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도 마찬가지로 신경미(20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음운 자질 표기법에 의거하여 각각 ‘[ ]’와 ‘{ }’로 표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중의성인데, 이것은 중국어 문장을 전산으
로 분석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장은 의미적으로 중의성이 나타난다.
(1) 鳥飛起來了。
a. 새가 날아올랐다.
b. 새가 날기 시작했다.
(馬玉汴, 2005:37)

중국어의 경우 위의 (1)과 같은 중의성 현상이 매우 빈번하여 중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중의성 표기는 ‘/(slash)’를 사용하
여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위와 같이 중국어 자질 표기법은 한국어 및 영어와 같은 다른 언어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이다. 그것은 다른 언어와 중국어
의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대조하는
연구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起來’와 ‘V起來’의 문법 자질 정보
‘起來’는 본래 ‘일어나다’의 의미를 갖는 술어동사이다. 이것은 다시 다른 술어

동사와 결합하여 ‘V起來’의 구조를 형성하고, 현대중국어에서 다양한 의미와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 ‘起來’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적으
로 일관되지만, 이것이 확장된 ‘V起來’ 구문의 의미와 기능은 학자들마다 조금
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V起來’ 구문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起來’가 원형적 의미를 가지고 술어동사 뒤에 부가되어 ‘방향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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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작’, ‘지속’ 및 ‘완성ㆍ결과’와 같이 상적
(aspectual) 의미를 포함하여 ‘상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내어 ‘담화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각각 ‘V起來1’, ‘V起來2’, ‘V起來3’으로 칭할 것이며, 그 예들은 아래와 같다.
(2) 他從地上撿起來一本書。(V起來1)
그는 땅에서 책 한 권을 주었다.
(HuangㆍChang, 1996:202)
(3) 慈祥地呵呵笑起來了。(V起來2)
자상하게 허허하고 웃기 시작했다.
(北京語言大學 BCC)
(4) 算起來, 這間店有十年曆史了。(V起來3)
계산해보니, 이 상점이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北京語言大學 BCC)

위의 (2)-(4)와 같이 동일한 ‘V起來’ 구조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원인은 앞의 ‘V’의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HuangㆍChang 1996 참
조).7) 하지만 본고는 ‘起來’와 ‘V起來’ 구문에 대한 문법적 자질을 분석하고, 그
에 대한 정보를 가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V起來’의 ‘V’유형에 관
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자 한다.

1) 술어동사 ‘起來’의 문법 자질
먼저 동사 ‘起來’의 문법적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이에 해
당하는 예문이다.
(5) 張三起來了。
張三이 일어났습니다.
7) Wang(2005)도 ‘起來’ 앞에 선행하는 동사의 유형은 각기 다르며, 그 유형에 따라 다른
의미와 기능의 ‘V起來’ 구문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Yu-Yun Wang, “The Multiplicity of
the V-qilai Construction”, USTWPL. Vol.1, 2005,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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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Sheng L, L, 2007:43)
(6) 他六點就起來了。
그는 여섯 시가 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呂叔湘, 1980/2007:441)

위의 (5), (6)의 ‘起来’는 ‘일어나다’의 의미를 갖는 술어동사 자체의 의미 및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방향보어 구조인 ‘V起來’ 구조를 형성하기 이전 단계로
많이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馬玉汴(2005)은 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
는데, ‘起’의 경우 어떠한 대상이 존재하던 공간에서 위치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의 자세 변화를 나타내어 방향동사에 포함시
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최규발(2008)도 마찬가지로 ‘起來’는 다른 동사와 결합할 때 이동사건(motion
event)을 나타내지 못하여 다른 복합방향동사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起’가 ‘來’와 결합한 ‘起來’는 t0에서 t1로의 변화만이 존재하여 ‘I=F’의 특징
이 나타나 ‘성취동사(achievement)’에 포함된다고도 하였다. 더욱이 성취동사는
‘-지속’, ‘+경계’, ‘+종결’, ‘+결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동작 발생의 지속성은 없

지만, 해당 동작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상태는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고도 하였다.8) 그렇다면 이러한 동사 ‘起來’는 어
떠한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구문 분석에서 산출되는 결과의
모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먼저 예문(5) ‘起來’
의 문법 자질 정보 테이블이다.

8) 최규발,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起來’를 중심으로-｣, 뺷中國學論叢뺸 제24집, 2008,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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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문(5) ‘起來’의 문법 자질 정보 테이블

위의 <그림 1>은 예문(5)에 대한 정보 테이블인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먼저 문장 정보에서 ‘張三’은 ‘주어(Sub)’, ‘起來了’는 ‘PreD(술어)’로 분석하였
다. 그리고 ‘起來’ 자체의 통사 자질은 [V]이며, 이것이 갖는 의미 자질 정보는
최규발(2008)에 의하여 {Ach}로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張三’의 통사 사질은 [Prp]이고, 의미 자질은 {Hum}에 해당한다.
구문 분석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인명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인데, 한국어나 영어는 문법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명이나 지명을 하나
의 [Prp]로 등록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도
문법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張三’, ‘李四’ 등의 인명들은 하나의 [Prp] 어휘로
등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了’의 통사 자질은 [AspM]이고, 의미 자질은 {Pec}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바로 ‘了’의 의미와 기능인데, 이것이 완료상 표지 ‘了1’인지 혹은
어기조사 ‘了2’인지는 통사론과 의미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본고는 문장 성분에 대한 일차적 자질 결과 표기 모형 방식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어서 마찬가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 Li&Thompson(1981/2001)의 ‘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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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의해 표기하였다.9)
두 번째로 아래는 예문(6)의 문법 자질 정보 테이블이다.

<그림 2> 예문(6) ‘起來’의 문법 자질 정보 테이블

위의 <그림 2>는 예문(6)의 문장 정보 테이블이다. 이것은 위의 <그림 1>의
예문(5) 정보 테이블과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설명되지만, 여기에 ‘AdvP(부사
구)’가 하나 더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六點’과 ‘就’는 통사 자질이 동
일한 ‘[Adv](부사)’이지만, 의미 자질은 ‘{Tm}(시간)’과 ‘{Mod}(양태)’로 분명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V起來1’의 문법 자질
‘V起來1’은 중국어의 대표적인 복합방향보어 구조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 ‘起來’가 완전한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
어서 ‘V起來1’에서 ‘起來’가 방향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견해는 다시 한번 고찰해
9) Charles N.LiㆍSandra A. Thompson, Mandarin Chinese, 1981, 박정구 외 역, 뺷표준 중국
어 문법뺸 한울아카데미, 2001,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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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起來’가 이동동사(motion verb) 및 기타 성분들과의 결
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동사건이10)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구문만을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7) 鳥飛起來了。
a. 새가 날아올랐다.
b. 새가 날기 시작했다.
(馬玉汴, 2005:37)
(8) 太陽就昇了起來，照亮了大地。
태양이 떠올라 대지를 밝게 비추었다.
(北京大學 CCL)

위의 (7), (8)과 같은 문장에서 ‘V起來1’은 하나의 이동사건을 나타낸다. ‘이동’
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출발점(0시간, 0공간)에서 도달점(+시간, +
공간)에 이르는 동안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이
동동사가 이동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11) 따라서 위의 예문(7),
(8)에서 ‘鳥(새)’와 ‘太陽(태양)’은 이동동사 ‘飛(날다)’와 ‘昇(오르다)’에 의해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공간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위의 두 문장의 문법적 자질 정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예문
(7)의 문법 정보 테이블은 아래와 같다.

10) 신경미(2009)에 의하면, ‘V起來1’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 동사들과 결합하
여 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1) 전형적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과의 결합
예) 天亮的時候，野鴨都飛起來了。(北京大學 CCL)
(2) 동사의 영향을 받아 대상의 이동이 나타나는 동사들과의 결합
예) 他把算盤舉起來。(北京大學 CCL)
(3) 유사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과의 결합
예) 老太太生氣地站起來。(王朔，≪我是你爸爸≫)
신경미, 뺷현대중국어 ‘起來/V起來’ 구문 연구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39.
11) 임지룡, 뺷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뺸, 서울, 한국문화사, 2000,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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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예문(7) ‘V起來1’의 문법 자질 정보 테이블

위의 <그림 3>에 의하면, 동사 ‘飛’의 통사적 자질은 [V]이고, 의미적 자질은
{Mov}이다. 그리고 위의 정보 테이블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중의성인

데, 예문(7)의 ‘飛起來’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날아올랐다.”와 “날기 시작했
다.”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중의성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Abm}’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는데, 하나는 앞의 ‘V’에 의해 이동을 나타내어 방

향보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작’의 의미를 갖는 상표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세한 자질 정보 표기를 위해 ‘起來’와 결합했을
때 중의성이 드러나는 동사들은 언어자료체에서 추출하여 중의성 자질 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3) ‘V起來2’의 문법 자질
HuangㆍChang(1993), 한용수ㆍ束赟杰(2014)에 의하면, ‘起來2’는 공간적 의

미를 나타내는 ‘起来1’에서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을 거쳐 시간
적 의미까지 나타낸다고 보았다. 戴耀晶(1997)도 마찬가지로 起來2’는 ‘了’, ‘着’,
‘過’와 같은 다른 상표지에 비해 문법화의 정도는 높지 않지만, 하나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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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지로 간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起來2’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로는
‘시작’, ‘지속’, ‘결과ㆍ완성’ 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예들

을 제시하였다.
(9) a. 巧珍說著，淚水已經在眼眶裏旋轉起來。 (시작)
巧珍은 말하면서, 눈물이 이미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다.
b. 她望著鏡中的自己，莫名其妙地高興起來。(지속)
그녀는 거울 속(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c. 噢，這事情我想起來了。(결과ㆍ완성)
오! 이 일이 생각났어.
(戴耀晶, 1997:95)

위의 (9a)-(9c)는 모두 ‘起來’가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들인데, 아래에서
는 간략하게 예문(9c) ‘起來2’의 문법적 자질만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림 4> 예문(9c) ‘V起來2’의 문법 자질 정보 테이블

위의 <그림 4>를 보면, ‘起來2’의 통사 자질은 [AspM]이고, 의미 자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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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이다. 다양한 상적 의미에서 어떠한 의미 자질을 부여해야만 하는가는 앞

에 동사의 의해 결정되므로 ‘起來2’와 공기하는 동사들의 자질에 따라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줘야만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這件事情’이 문두에 위치해 있지만, 주어가
아니라 주제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는 ‘주제어 부각 언어(topic Prominence language)’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2) 따라서 중국어 구문 분석에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바로 주제어가
출현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주제어는 문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
가 주어로 산출해 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규
칙을 설정하여 해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Hum} 혹은 {+Aml} 자질의 성분만을 주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설정한다.13) 다시 말해 위의 예문(9c)와 같이 주제어가 {-Hum} 혹은
{-Aml}의 자질을 가진 경우 주어로 해석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제어와 주어가 동일하게 {+Hum} 혹은 {+Aml}의 자질을 갖는
경우 제일 앞에 위치한 성분을 주제어로 분석하도록 규칙을 설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0) 他，我看過了。
그를, 난 본적이 있어.

위의 예문(10)에서 주제어인 ‘他’와 주어인 ‘我’가 모두 {+Hum} 자질을 가지
고 있어 구문 분석에서 두 가지 모두를 주어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때 맨 앞의 {+Hum}을 가진 ‘他’를 주제어로 분석하고, 다음의 {+Hum}을 가진
12) 주제어는 그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으로 항상 문두에 위치하며, 화자는 청자가 이미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주제어로 제시한다.
(1) 張三我已經見過了。(張三은 내가 이미 만난 적이 있어.)
Charles N.LiㆍSandra A. Thompson, Mandarin Chinese, 1981, 박정구 외 옮김(2001),
뺷표준 중국어 문법뺸,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p.26-36.
13) 이것은 현재 한국어와 영어 구문분석기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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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를 주어로 분석하게 하는 규칙을 설정한다면, 분석에서 주어와 주제어의 분

석 충돌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 ‘V起來3’의 문법 자질
盧福波(1996), Cheng-Sheng, L,L(2007) 등은 ‘起來3’이 ‘추측’, ‘평가

(evaluative)’, ‘시도(trial)’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신경미(2009), 吴
为善(2012) 등은 이러한 ‘起來3’을 하나의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로 간주

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보자.
(11) 這件事說起來容易，做起來難。
이 일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12) 看起來，他不會同意了。
보아하니, 그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13) 算起來, 這間店有十年曆史了！
계산해보니, 이 상점이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北京大學 CCL, 北京語言大學 BCC)

위의 예문(11)-(13)의 ‘起來3’은 구문 분석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담화표지는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의도적으로 부가하는 ‘양태표지(modality markers)’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태표지는 담화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련지어 화자가
화제나 청자에 대한 태도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번역기와 같은 기기
가 판단하고 해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문 분석 처리에서 이러
한 ‘起來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起來3’은 대체적으로 ‘看, 聽, 說, 算’ 등과 같은 한정된 동사와만 결합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동사들은 위의 ‘起來2’와도 자주 결합한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起來2’와 ‘起來3’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경우에만
‘起來3’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규칙을 설정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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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문 분석에서 ‘起來3’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
(A)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起来3’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어,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은 형태로
자주 출현하기 때문이다.
(14) 看起來, 他女伴40多歲吧? 그의 여자친구는 40대로 보이죠?
(北京語言大學 BCC)
(B) ‘V起來’ 구조가 ‘PreD’가 아닐 경우를 판단한다.
위의 (A)와 달리 주어나 목적어가 출현하여도 ‘V起來’가 문장 정보에서
‘PreD’가 아니면, 통사 자질에서 ‘V起來’를 [DisM]으로 분석하게 한다.
(15) 這聽起來有點不可思議。
이건 들어보니, 조금 불가사의한 것 같다.
(北京語言大學 BCC)

위의 예문(14)의 ‘看起來’는 주어 및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
문(15)의 ‘聽起來’는 [PreD]의 자질 정보를 갖지 못한다. 여기서의 [PreD] 자질
은 뒤에 ‘不可思议’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가A), (가B)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모두 ‘起來3’으로 분석하는 규칙
을 설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질 정보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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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예문(11) ‘V起來3’의 문법 자질 정보 테이블

위의 <그림 5>와 같이 예문(11)은 복문이어서 각각의 문장을 별도로 분석하
여 문장마다 각각의 자질 정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위의 두 문장에서
‘V起來’는 모두 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PreD]의 자질이 아닌 [FnP(기능

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통사 자질 정보는 [DisM]이고, 의미 자질 정보
는{Cog}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起來3’이 담화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부가한 표지이고, 기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추측’, ‘평가’, ‘시도’는 인간의 판단 및 인지 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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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는 말
본고는 자질 표기법을 통해 ‘起來’와 ‘V起來’ 구문의 문법 자질을 분석하고,
일차적인 자질 정보를 설정한 다음, 결과 산출 시 보이는 ‘정보테이블’ 형태의 모
형을 제시해 보았다. 이것은 해당 구문을 구성하는 각 성분들에 대한 문법적 자
질 정보를 자세하고 명확히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분들 간의 관계성도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起來’와 ‘V起來’ 구문은 활용이 높고, 외국인이 중국어를 학
습할 때 어려움이 많은 어휘 및 특수구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많이 의존하는 번역기나 구문분석기에서도 오류의 발생이 빈번한데, 이것은 이
들 성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진다.
본고에서는 자질 문법의 특징과 표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동사 ‘起
來’와 3개 유형의 ‘V起來’ 구문에 대한 문법 자질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을 모두 포함하였고, 더 나아가 각 구문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초보적인 해석 방법, 즉 알고리즘까지도 제시하였다.
앞서 제4차산업과 관련한 언어연구는 정성적인 결과를 보여줌에 있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어와 관련된 기기 및 시스템을 구축
하거나 기존의 것의 기능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어 성분 및 문장
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방법, 분석 과정 및 결과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
국어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성적인 면에서
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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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Feature Grammar of “Qilai” and “VQilai” in Chinese
Shin, Kyeongmee
This paper analyzed the grammatical features of “Qilai” and “VQilai” through
the feature grammar, set the primary feature information, and presented a
model in the form of an “information table” displayed when calculating the
results on the device. This not only provides detailed and clear grammatical
feature information for each component constituting the corresponding phrase,
but also makes it possible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In Chinese, “Qilai” and “VQilai” are often utilized and correspond to
vocabulary and special phrases foreign learners find it difficult when learning
the language. Therefore, the errors occur frequently in translation and syntax
analysis machines on which foreign learners rely heavily, and this is believed
to be due to poor primary analysis of these components.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features and notation of feature grammar
and provides grammatical feature information for the verb “Qilai” and three
types of “VQilai” phrases. This includes both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and even suggests as a rudimentary interpretation method an
algorithm that can analyze each phrase in more detail.
In order to build Chinese language-related devices, systems, or to improve
the functions of existing ones, it is required to have a detailed analysis method,
process, and result data on Chinese components and sentences.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research in language studies.
Keyword

Feature Grammar, Grammatical Features, “Qilai”, “VQilai”,

Syntactic Feature, Semantic Feature, Information Table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0.169

일제강점기 이규환 시나리오의 영향 관계와
변용 과정 고찰*
오 영 미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이규환 감독의 일제강점기 시나리오 4편을 중심으로, 그의 시나리오 세계의 형
성과 변화 과정을 고찰해 보려고 하였다. 이규환은 나운규와 더불어 한국영화 초창기를 이끌
어온 대표적인 감독으로 한국 영화를 고양시키고, 해외에 진출한 최초의 감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규환은 <임자 없는 나룻배>와 같은 작품을 통하여 민족영화인으로 평가받는가 하면
<군용열차> 등을 통하여 친일영화인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되는 평가는 향후 이

규환의 영화세계와 족적에 대하여 더욱 넓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고는 특히 그의 시나리오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탄식하는 해골>과 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스즈키 시게요시의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비교해
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특질들이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용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탄식하는 해골>에서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계몽적인 인식과 서정성이 드러나
며, 이는 후기작으로 이어지면서 나운규 풍의 활극적 요소가 가미되어 대중화하는 양상을 보
인다. 이것은 살인과 겁탈(여성의 환난신고, 딸 팔기 모티프) 등의 반복적 양상으로 변용되고,
문명성으로 대립되던 <탄식하는 해골>의 농촌과 서울의 공간 의미가 이후의 작품에서는 역
전되고 여기에 그가 즐겨 사용하던 기차의 이미지도 변용되어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
한 변용과 지속 양상은 친일영화인 <군용열차>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이규
환이 보여준 세계는 일본에서의 영화 경험과 조선적인 것에 대한 엘리트적 현실인식, 그리고
조선의 무성영화기의 특성을 대중적으로 가미해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고난과 기차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던 그의 영화가 추적해 올라가면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와 같은 일본 경향 영화의 영향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맞물린 풍경으로
변화해 갔다고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국교통대학교의 해외파견 연구교수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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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이규환, <탄식하는 해골>, <임자 없는 나룻배>, <나그네>, <군용열차>, 한국시

나리오작가, 한국영화

<목차>
1. 들어가며
2. 출발과 현실인식- <탄식하는 해골>
3. 경험과 흔적-<何ガ彼すだそうさせだか>(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4. 지속과 변용-<임자 없는 나룻배> <나그네> <군용열차>
5. 나오며

1.들어가며
‘무성영화 시대의 전반이 <아리랑>의 나운규 시대였다면, 후반은 <임자 없는

나룻배>(1932)로 데뷔한 이규환의 시대였다’1)라고 평가될 만큼 이규환은 일제
강점기 우리 영화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임자 없는 나룻
배>를 통하여 하향세에 휘청거리던 나운규의 연기 인생을 부활시켰고, 무성영
화기의 상투성을 환기시킨 새로운 영화세계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평단의 찬사
를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또 다른 대표작인 <나그네>(1937)에서는 조선
의 로컬리티를 잘 살렸다는 평가로 일본에 수출되어 흥행을 누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그의 영화 전적은 30년대 이후 한국 영화계가 가히 그의 독점 무대였다
고 불릴 만도 했음을 보여준다.2) 이규환의 전성기는 나운규나 심훈과 같은 대표
적 영화인들이 요절하면서 그에 견줄만한 특출한 영화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영화 환경도 그랬고, 일본에서 쌓은 영화수업과 인맥 덕에 식민지 조선의 영화
1) 정종화, 뺷한국영화사뺸, 한국영상자료원, 2008, p.46.
2) 제1회 조선일보 영화제(1938. 11.18, 조선일보 기사)에서 팬들로부터 선정된 베스트 텐을
매기는 자리에서, 무성영화부 2위를 <임자 없는 나룻배>가, 발성영화부 1위를 <나그네>
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영화관객들이 바라보는 이규환 영화에 대한 관심과 그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일제강점기 이규환 시나리오의 영향 관계와 변용 과정 고찰 171

를 일본의 선진적 영화와 연결하는 위치에서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이
규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화성장기를 보내고 그들과의 합작 속에 대표작들을 생산
해냈던 그의 영화경력은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논의에 직면해 있기도 하
다. <군용열차>와 같은 대표적 친일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경력은 피해갈
수 없는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문화 풍토에서 성장
해 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영화는 저항과 의존의 양자에서 비정상적 역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화 환경에서 대표적 민족영화인3)으로 찬사받
던 나운규도 그렇고, 이규환의 경우도 재평가라는 불편한 진실 앞에 놓이게 되
는 것이다.
조선에 영화가 유입된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재조선 혹은 본토 일본의
영화계는 조선영화가 시작되고 성장해 가려던 시기를 잠식하던 터라4), 산업성
이 강한 예술로서 조선만의 독자적인 영화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사실상 할리우드나 유럽 영화를 동경하던 영화 지망생들이 선진 영화를 접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일본일 수밖에 없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화 환경에
서 <아리랑>이나 <나그네>가 받는 짙은 혐의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인정
에 이르러야 한다. 완벽하게 ‘반도’(조선)와 ‘내지’(일본)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시대적 특수성에서 그들이 일본의 영향력 하에 조선의 영화를 성장시킨

3) 이영일, 뺷한국영화인열전뺸, 한국영화진흥공사, 1982, p.146.
유현목, 뺷한국영화발달사뺸, 한진출판사, 1980, p.241.
4) 이에 대한 연구는,
한상언, ｢1920년대 초반 조선의 영화산업과 조선영화의 탄생｣, 뺷영화연구뺸 55, 한국영화
학회, 2013.
이화진, ｢식민지영화의 내셔널리티와 ‘향토색’-1930년대 후반 조선 영화 담론 연구｣, 뺷상
허학보뺸 13, 상허학회, 2004.
김려실, ｢조선을 조센화 하기: 조선 영화의 일본 수출과 수용에 대한 연구｣, 뺷영화연구뺸
34호, 한국영화학회, 2007.
정종화, ｢조선영화는 어떻게 ‘반도예술영화로 호명되었는가-<한강>의 일본 배급을 중심
으로｣, 뺷사이 間뺸 0(20),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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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탄식하는 해골>5)은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규환의 창작 시나리오이

다. 기록상으로는 중국 체류 시 썼다는 <영육난무>(靈肉難舞)가 첫 작품으로
여겨지지만6) 실체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현존하는 그의 작품 중에서 <탄식하
는 해골>은 최초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 이 작품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대표작들을 분석하는 자리에
서 빼놓을 수 없는 기차 이미지나 로컬리즘, 농촌계몽 운동 등의 모티프를 그대
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영화세계가 일본 체류 시 주변적 영향 관계
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새로운 시각의 확보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 자칫 이규환의 영화세계가 전적으로 일
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유도는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스튜디오 생
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기 전 그는 <임자 없는 나룻배>를 썼고, 이 작품으로 상징
성과 저항성에 대한 혐의를 받은 것도 사실인데다 <탄식하는 해골>과 더불어
조선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
겠다.
이규환은 생전 인터뷰를 통해 쿄토의 신코키네마에서 조감독으로 일하던 시
절,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선일보
학예부장으로 있던 안석영에 부탁하여 연재를 하게 됐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
다.7) 이렇게 <탄식하는 해골>이 나오기까지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면 <탄식하
는 해골>은 그가 일본에서 쌓아온 영화세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담고 있을 거라
는 추측과, 뒤로 이어지면서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임자 없는 나룻배>
<나그네>, 더 나아가서는 <군용열차>에 이르기까지 전사(前事)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무엇인가를 담고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5) 조선일보 1931.8.20.-22.
6) 한국예술연구소 편, 뺷이영일의 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뺸, 도서출판 소도, 2003, p.127
이규환 인터뷰 채록 중에서.
7) 한국예술연구소 편, 전게서,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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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자 없는 나룻배>나 <나그네>로서 그의 명성이 워낙 확고한 데다,
<탄식하는 해골>은 시나리오로만 전해져 올 뿐 영화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술한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가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동안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임자 없는 나룻배>와 <나그네>의 시나리오
가 각색이나 재집필의 형태로 전해져 오는 실정까지 고려하면 현존하는 시나리
오 중에서 <탄식하는 해골>만큼 그의 문학적 흔적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탄식하는 해골>에 대한 유일한 연구는,
김수남의 뺷조선 시나리오의 제 형식뺸8)에서 ‘콘티뉴이티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형식상의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탄식하는 해골>이 영화소
설의 형태에서 사실주의 형식의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중간 정도의 형식적 특질
을 지니고 있는 콘티뉴이티 시나리오로 명명됨으로써 그나마 사적인 자리매김
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본다.
본고는 이규환의 시나리오 중에서 자료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
가 진행되지 못했던 <탄식하는 해골>에 주목하고, 그 지속과 변용으로서 <임자
없는 나룻배> <나그네> <군용열차>를 고구해 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그
의 시나리오를 형식적, 내용적으로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그가 이 작품
을 집필할 당시 조감독으로 참여했던 스즈키 시게요시(鈴木重吉)9)의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이 이규환의 대표작들로 이어지는 출발로서의
위치 규명에 이르기를 바란다.

8) 김수남, 뺷조선 시나리오의 제 형식뺸, 도서출판 월인, 2009, pp.223-286.
9) 이 영화를 감독한 일본인 스즈키 시게요시는 ‘스즈키 주기치’라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날
일본학계에서는 대체로 시게요시로 통일한다고 정종화는 진술한 바 있어 그에 따르기로
한다.(정종화, 전게 논문, p.184 각주 1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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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발과 현실인식-<탄식하는 해골>
1) 계몽성과 비문명성으로서의 로컬리티 형성
<탄식하는 해골>은 무성영화용 시나리오로 촬영용 대본의 성격을 지닌다.

각종의 카메라 지시와 화면 분할, 연기 지시 등이 기본 시나리오 구성에 덧붙여
져 있는데, 오늘날의 촬영용 스크립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화를 촬영한다는 전
제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김수남은 이 시나리오를 콘티
뉴이티 시나리오로 분류하고 사실주의 시나리오, 발성영화 시나리오의 전 단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무성영화기에 쓰여진 시나리오가 대체로 본격문학으
로 정립되지 못하고 영화 촬영의 현장 대본적 성격이 강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감독이 자신이 촬영할 영화를 기록하는 형태로 대부분 쓰여졌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갖는 특수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러한 문학적 기록과 영화의 현장
성이 혼재된 형태는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단계에서 조선보다 한 단계 앞서가던 일본에서 체험적으로 영
화수업을 한 전문인으로서 현대 시나리오에 매우 근접한 형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성영화 시나리오는 중간 자막으로 대사를 대신한다. <탄식하는 해골>은
유성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자막도 많은 편인데, 이 자막을 통하여 대화는 물론
인물 소개, 상황 설명, 시간 경과 표시 그리고 노래 가삿말까지 담아내고 있다.
대화체 장르에서 대사가 지니는 기능은 인물의 성격 표현, 사건의 전개, 주제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가장 비중이 있는 구동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무성영화의 경
우 장르의 특성상 작가보다 변사에 의해서 다양한 현장성을 발휘하게 된다. <탄
식하는 해골>이 대사가 다기능으로 기술됐다는 것은 이러한 변사의 역할이 약
화됨을 의미한다.
대사로 기능화 된 이 영화의 전반을 살피기 위하여 내용을 잠시 알아보자. 아
내가 죽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좌 마을로 오게 된 성춘 일가는 서울에서 내
려와 약초 연구를 하는 의학생 일환이 성춘의 딸 영애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서 본격적으로 비극이 시작된다. 성춘 일가는 경제적으로 힘없는 소작농인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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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탐내는 지주 최참봉이 또한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협박한다. 일환이 서
울로 떠나고 그를 기다리는 영애는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며 일환을 기다리다
미쳐서 집을 나가고 성춘마저 설상가상으로 죽고 만다. 야학에서 아이들을 지도
하며 살아가던 아들 영식은 아버지가 죽자 마을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되는데, 여
기서 일환을 마주치게 되고 복수의 심정으로 그를 죽이려다 용서하기에 이른다.
일환은 회개의 인생을 살겠다며 영식과 그의 애인 정옥을 따라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 시나리오는 제목이 풍기는 비극적 뉘앙스와는 달리 계몽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사랑하던 여자와 자식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던 청년
이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결말은 감정적인 공감을 받기는 어렵지만 계몽이 더
절실했던 조선의 현실 앞에서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식이 일환을 죽이려다가 마음을 돌이키며 하는 대사에는 “세상에는 영애와 같
은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네가 영애에게 대한 잘못을
뉘우쳤을 것이면 영애와 같은 불행 속에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몸을
받쳐주게” 라고 하고 있다. 전형적 멜로드라마의 권선징악 결말을 따르면 일환
은 징벌적 결말에 처해야 하지만, 영애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의 현실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일환의 회개와 봉사가 더 절실하다는 사회 계몽적 인식의 표
현으로 보인다.
이규환 영화에서 계몽성은 ‘로컬리티’ 혹은 ‘리리시즘’을 수반한다. <탄식하는
해골>에서 두드러지는 계몽성은 후기작에 이르러 비극성이 강화되면서 ‘예술성’
넘치는 새로운 영화세계로 극찬을 받고, 이러한 찬사는 그가 계몽성을 벗어나
리리시즘을 극대화 한 데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탄식하는 해골>의 계몽
성은 도시적인 피폐함으로부터의 탈출과 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대적
으로 묘사된 농촌은 환경으로서는 아름답고 현실로서는 불우한 양가적 가치로
그려진다.
작중의 성춘 일가에 있어 그들이 사는 가좌 마을은 굶주림과 노동의 생활터전
이다. 별스럽게 평화롭거나 풍요로운 이미지일 수가 없다. 그러나 작중에 묘사된
농촌은 들에서 풀을 뜯는 농우가 있고 풍년제가 열려 농악이 울려퍼지는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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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골 정경으로 이미지화된다. 이후로도 ‘농촌의 대자연미’ ‘실같이 올라오는
저녁 연기’ ‘돌아가는 물레방아’ ‘달빛에 비춰 희유스름한 수면’ ‘춤추는 농군들의
발’ ‘소나무 위에 쌓인 백설’ ‘베틀에 앉아서 베를 짜는 여자’ 등의 비유적 지시를
통해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을 그려내려고 노력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농촌의
정경과는 달리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치달아가는
데, 농촌의 정경 포착은 수위를 낮추지 않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포착된다는 것
이다. 이규환이 회고하듯 3.1운동으로 피신해 간 밀양의 전원풍경과 사람들 이야
기가 자신의 로컬리티를 배태시킨 근원이라고 했지만10), 이 시나리오의 주동,
반동의 대척점이 도시와 농촌의 문명성 대립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도시성과 비
견되는 평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보아야 하겠다.

2) 플롯과 캐릭터 구현
제목의 ‘탄식하는 해골’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시나리
오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는 관통하는 서사에 잘 실려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극 초반에 결정적인 악인으로 등장해 각성하는 인물로 일환을 들
수 있으니 여기서 ‘탄식하는’의 의미는 ‘뉘우치는’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죄도 없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성춘과 영애의 ‘탄식’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
면 여기서 ‘탄식하는’은 ‘개탄하다’ ‘슬퍼하다’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어느 것
하나로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작품의 통일성, 일관성 의
미흡으로 결국 개연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탄식하는
해골>은 아직 플롯과 캐릭터가 조응을 이루지 못해 시간예술로 불리는 영화예
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면이 노출된다. 하나의 서사물로서
시나리오의 캐릭터 구축은 플롯의 개연성에도 기여하며 주제의 향방과도 밀접
하게 관련을 맺는다. 또한 작가의 주제의식은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행위, 즉 관통행위(through-going action)11)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
10) “내 작품에 농촌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향토적인 화면의 구성이 대개 그때 그 밀양, 산내
면에서 피신 생활할 때 보던 대부분 그 장소입니다.”-한국예술연구소 편, 전게서, 이규환
편,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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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여기서 관통행위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뺷시학뺸에서 언급한 시작, 중간, 끝으
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한 전체를 의미한다. 관통행위가 이루어지는 근간은 인
과율이라 볼 수 있는데, 주역으로 여겨지는 등장인물 일환을 통해서 이 지점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일환의 캐릭터와 플롯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먼저 들여다보면 과장된 악인
설정으로 개연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환은 서울에서 가좌마
을로 약초를 연구하러 내려온 의학도이고 영애와의 인연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로 돌아가 기생집을 드나들고 영애
와의 연락을 끊고 흥청망청 유흥에 빠져 사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 부분이 사전
의 암시나 설정이 없이 묘사되기 때문에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득
력이 떨어진다. 그는 영애를 만나 사랑하고 떠나기까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만을 보여준다. 그의 본 모습에 어떠한 의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시나리오의 설정 상 그가 악인으로 위치해야 영애가 가출하고 성춘이
죽는 플롯으로 연결되지만 그의 느닷없는 변심은 극 안에서 온전한 공감을 자아
내지 못한다. 최소한 가좌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한 번 쯤 부정적인 성향을 시각
화할 필요가 느껴진다.
또한 일환의 캐릭터와도 연관돼 있는 영식의 등장과 플롯에서 구동하는 역할
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극의 종반에 영식은 가장 주인공다운 면모로 마
지막을 지킨다. 일환을 용서하고 그를 야학에 끌어들이고, 정옥을 범죄의 현장에
서 구출하는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이자 주인공다운 캐릭터이다. 그러나 가장 잘
짜여진 플롯은 주인공의 등장과 역할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사한 비중을 지녀야
한다. 영식은 비교적 앞부분에서 야학을 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기는 했지만 극중
역할 부여는 성춘이 다치고 일환과 나누는 짤막한 대화 속에 등장하며, 비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영애와 성춘이 모두 극중에서 사라진 뒤에서야 가능하다.
극의 길이로 따지면 중반부를 넘어서는 지점인데, 중요 사건이 진행되고 가좌마
을을 떠나는 데서 비로소 그의 역할이 무게를 지니게 된다. 전통적으로 중후반
11) 홍재범, ｢각색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 뺷한국극예술연구뺸 36호, 한국극예술학회, 2012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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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새로운 인물의 부각은 조역만이 가능한데, 이것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대
화체 장르의 특성상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플롯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
면에서 <탄식하는 해골>은 시나리오 전후반의 캐릭터 비중이 달라지면서 플롯
의 구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결국
이야기의 향방은 농촌봉사를 외치는 계몽성으로 가고자 한 것인지 의문으로 남
는다. 여기서 인물 캐릭터가 플롯을 만들고 그것이 주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
성 요소 간의 체인형 연결고리를 보이는 시나리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3) 기차의 이미지와 시퀀스 분할
<탄식하는 해골>의 배경은 한적한 농촌이다. 그러나 영화가 페이드인 되면

타이틀 씬으로 해골을 그린 그림과 종소리가 울리고 번잡한 서울을 화면에 담아
나간다. 영화 서두에서 그려지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과장된 카메라 워킹으로 혼
돈감을 표현하고 있다. 시가(市街)의 모습이 관객석으로 달려들고 온갖 눈과 입
들이 달려드는 이러한 장면은 마치 표현주의의 왜곡을 보는 듯하다. 그리고 빠
르게 달리는 기차가 보이고, 농촌 풍경으로 넘어가는데, 연결의미를 보면 ‘기차
를 타고 농촌으로 간다‘로 받아들여진다.
기차가 달리는 화면 설정은 첫 장면을 포함해 작품 전체에서 총 여섯 군데가
보인다. 첫 부분은 아직 인물 등장 전이라 상황을 알기 어렵고 뒤에 이어오는
장면을 보면 의학생 일환이 약초 연구 차 농촌으로 향하는 기차일 것이라는 추
정을 할 수 있다. 두 번 째는 일환이 서울로 떠나는 시점, 그러니까 일환이 서울
에 다녀오겠다며 영애 식구와 이별하는 시점, 여기서는 일환이 타고 가는 기차
로 볼 수 있다. 세 번 째는 일환이 타고 가는 기차 바퀴가 보이고, 네 번 째는
영식이 농촌을 떠나는 시점, 그가 타고 떠나는 기차, 다섯 번 째는 영식이 서울
에 도착한 시점, 여섯 번 째는 영식과 일환이 농촌 봉사활동을 위하여 떠나는
시점, 이 역시 그들이 타고 갈 기차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농촌, 농촌
에서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내러티브 연결 지점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이동수
단으로 사용된 예(인물이 타고 가는 실제 설정)가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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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동 시에 설정된 추정적인 이미지 화면이다.
이렇게 기차의 이미지가 내러티브의 연결 지점에 설정됨으로 해서 플롯의 구
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시퀀스 구분이 그것이다. 용명(溶明), 용암(溶暗)으로
표현된 페이드 인. 아웃과 동시에 기차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히 주제연결적인 이미지의 차용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퀀스 분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기차이미지는 시계가 돌아가는 화면과 함께
제시되면서 이러한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탄식하는 해골>에서 기차의 이미지 구현은 매우 의도적이고 상징적으로 의

미를 형성한다. 한 편의 무성영화 안에서 여섯 군데의 기차 화면을 등장시키는
것은 작가의 의도적인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가 기차를 이용해서
의도적, 상징적으로 부여하려했던 이미지는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
한 바대로 이 작품에서 기차는 인물들의 이동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출발과 도
착에 연관된 에피소드를 들여다보면 ‘문명성, 비순수성, 타락’을 의미하는 도시
와 그 반대의 농촌을 연결하는 양자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잡하기 이
를 데 없는 서울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일환과 자신의 부도덕성을 회개하고 서
울에서 농촌으로 다시 떠나는 일환의 설정은 영식이 지닌 희생정신의 고양이자
일환의 회개의 상징으로 기차를 이미지화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일환이 영애를
두고 떠나는 서울로의 귀향이나 영식이 가족을 잃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는 세속
으로의 회귀이자 분노의 표상이 된다.
이규환의 영화에서 기차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작품세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진 연구 방향이다. 그만큼 이규환은 기차 이미지를 매우 비
중 있게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연구 대상이 <임자 없는 나룻배>나 <군용
열차>에 주로 맞춰져 있어서 초기작인 <탄식하는 해골>로 소급해 기차 이미지
의 변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으로 여겨진다. 특
별하게도 이규환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한 영화들에서 기차의 이미지 변용으로
작품세계를 논할 수 있는 드문 작가이다.
영화와 기차의 특질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전우형은 ‘영화와 기차는 계몽의
미디어이다’12)라고 하며, 외래의 것인 기차에 상징적 지위를 부여하고 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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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열을 통해 동일시를 수행하게 하는 계몽의 장치라고 했다. 그의 연구 역
시 <미몽>과 <군용열차>에 맞춰져 있다. 보다 본격적으로 이규환 영화에서
기차 이미지를 분석의 도구로 삼은 강성률은 <임자 없는 나룻배>는 철교라는
일제의 강압적 근대문물이 조선 민족의 삶을 위협하고 파탄으로 치닫게 하는 요
소로 그려져 있는 반면, <군용열차>는 기차가 힘과 정확성을 겸비한 근대의 산
물이며 전시체제 때에는 전쟁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군국주의의 도구로 그려져
있다고 보았다.13) <탄식하는 해골>을 분석하면, 그의 영화세계에 기차 이미지
를 형성하는 단계는 <임자 없는 나룻배>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문명성, 파괴성’
의 상징으로부터 출발했던 <탄식하는 해골>로부터 잡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강성률이 위협과 파괴의 요소로 <임자 없는 나룻배>에서 끌어낸 기차이미
지가, 이전 단계의 <탄식하는 해골>로부터 출발 변용되어 한층 강화된 극적 상
징에 이름을 볼 수 있다.

2. 경험과 흔적-<何ガ彼すだそうさせだか>(무엇이 그녀를 그렇
게 만들었는가)
이규환에 있어 스즈끼 시게요시는 영화계의 사수이자 내지와 반도를 오가는
동지적 협업 관계에 있었다. 이규환은 교토에서 조감독 시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으로 스즈끼 시게요시를 꼽고 있는데14), 그들의 관계는 이후에도 이어
져 <나그네>를 제작할 당시 스즈끼 시게요시는 그를 도와 제작 지도를 한 것으
로 기록돼 있고, 해외로의 영화 배급에 있어서도 파트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15) 이규환이 교토를 떠나 귀국하기 전 마지막 조감독 작업이 <무엇이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1931, 스즈끼 시게요시 감독)였는데, 그는 생전
12) 전우형, ｢영화와 기차, 폐기된 계몽의 극장｣, 뺷서울학 연구뺸 7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
구소, 2020, p.88.
13) 강성률, 전게서, p.26.
14) 한국예술연구소 편, 전게서, p.135.
15) 정종화, 전게 논문,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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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이 작업에 대해 매우 자세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시게요시가 보
여준 영화 편집의 엄정성을 깨닫게 됐다는 의미의 회고였다.16)
1930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성공한 경향영화로 불린다. 일본에서의 경향영화

는 프로키노에 자극 받은 상업영화계가 만들어낸 프롤레타리아적 경향성을 담
은 일련의 영화를 의미한다. 대략 28년에서 31년 사이에 잠시 제작되다 사라진
이 스타일은 이규환이 교토에 머물던 시기와 맛물려 있어 그가 이 스타일에 경
도되었을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더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스즈끼 시게요시의 작품이자 본인이 조감독으로 참여했던 작품이었으니 더욱
밀접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조선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탄식하는 해골>을 썼고, 귀국 후 작업할 설계의 의도로 <임자 없는 나룻
배>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 그가 이렇게 조선으로 돌아가 펼칠 자신의 세계를
구상하던 시기였던 만큼 그가 참여했던 교토의 스튜디오 작업들이 특히 민감하
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는 1시간 19분 런닝타임의 무성영화로

복원판 필름이 전해져오고 있다. 이 영화는 제국키네마 연예주식회사에서 소화
4년에 제작한 것으로, 러시아에서 보관하던 필름을 복원하였는데, 앞뒤 부분이

누락되었고 새로이 해설을 보강돼 있다. 영화의 소개 자막에는 소화 5년(1930년)
키네마순보 우수영화 제1위였다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영화 중 걸작으로 평가 받
는다는 기술이 자막으로 들어가 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린 소녀 스미코는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아버지가
자살한 것도 모르고 큰아버지 집을 찾아 새로운 삶을 기대했으나 큰집 식구들은
돈만 빼앗고 곡예단으로 그녀를 팔아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곡예단에서는 단
원들을 학대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일삼는 단장에 저항하기도 하고 같은 단원이

16) “스즈끼 주기치,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옆에서 보는데요 한 콤마, 한 콤마를 어디 아마
더 짤랐던 모냥이지. 이거를 밤새도록 그 콤마를 찾아 내라두만. 그래서 밤을 세워서 다
다미 모두 틈바구니 있는 가운데서, 고 코마 한 토막을 찾아주니까 고거를 깍아가지고
딱 이어가지고 넘어가는 걸 내가 볼 때, 역시 한 코마라는 게 이리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비로소 첨 알았지.”(한국예술연구소 편, 전게서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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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소년과 도망을 치다가 혼자 몸이 되고 경찰서를 찾게 된다. 경찰서 순사의
도움으로 보육원으로 보내지지만 그곳도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고, 세
력가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지만 상류층 가정의 추악한 내면을 보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온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낸 뒤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하여 다른
가정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는 스미코를 탐내는 주인의 야욕으로 뛰쳐나오게
되고 마침 곡예단 시절 서로 좋아했던 소년을 우연히 만나 동거를 시작한다. 그
러나 이러한 행복도 잠시 가난으로 이들의 동거도 오래 가지 못하고 둘은 바다
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는데 스미코만 살아남아 부인 수용소인 종교단체 천
사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종교의 허울을 쓴 이곳도 온통 경멸스러운 일들
로 가득 차 스미코는 결국 교회에 불을 지른다. 마지막 유실된 부분을 자막으로
처리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김유영의 관극담에 의하면 스미코는 방화 후 경
찰에 체포되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외치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
제목 자막과 함께 영화가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배역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인생은 걸음이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며 고통스러운 길이다’ 라는 자막
이 흐른다. 그리고 기차길을 걷고 있는 소녀에 대한 장면 설명이 나온다. 수학여
행을 가고 있는 여학생들이 차창 밖으로 손을 뻗으며 즐겁게 놀고 있는 기차길
을 걷고 있는 주인공 소녀의 모습은 그녀의 황량한 운명의 상징이자 암시라는
자막을 띄우고 있다. 여기서 기차길을 걷고 있는 스미코 장면은 소녀에게 펼쳐
질 암울한 운명을 의도한 장면임을 보여주는데, 안타깝게도 기차 선로 장면은
복원판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김유영이 상영 당시 일본에서 관람한 이 영
화의 첫 장면을 묘사하는 글17)에서 ‘질주하고 가는 열차-그리고 ’인생은 걸음이
다‘라는 서브타이틀에서부터 스크린에 비친 00 광에 비추인 철도선로를 타박타
박 힘없이 걸어가는 표랑의...’라고 하고 있고, 일본영화사를 다룬 책18)에서 ‘서
두의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지평선을 열차가 비스듬하게 달리고’라고 묘사하는
17) 정재형 편저, 뺷한국 초창기의 영화이론뺸, 집문당, 1997, p.175 ‘김유영의 외국영화평’ 재인
용.
18) 요모타 이누히코 지음, 박전열.최중락 옮김, 뺷일본 영화, 전통과 전위의 역사 -일본 영화
사 백십년뺸, 민속원, 2017,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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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을 보면, 서두에 기차가 비스듬히 달리고 있고 그 길을 소녀가 우울하게 걷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녀는 백부의 집을 찾아 가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실된 앞 장면, 기차가 달리고 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우울한 소녀의
설정은 이규환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기차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에 주목하고자 한다. <탄식하는 해골>에서부터 <군용열차>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화에는 기차가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며, 이것이 주제로 이어지는 핵심 은유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물론 이규환의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1890년
대에 철로가 놓여지기 시작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전쟁 수단으로 강제된 조선
의 열차 건설은 매우 특별한 의미와 이미지로 조선사회에 기능했기 때문에 영화
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에서도 자주 원용되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선영화에 있
어 이규환만큼 기차 이미지를 즐겨 차용한 예도 드물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에서 초반의 철로와 기차, 그리고 그 길

을 걷고 있는 소녀의 시각적 표현은 그녀가 걸어야 할 고난의 인생을 내포적으
로 의미화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백부의 집을 찾아가는 현실적 여정이다. 주
인공이 길을 나서고 그 길에 기차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기법과 마침
내 은유적 상관물로 기능하게 만드는 기법은 이규환의 작품과 유사하다. 그것은
의미적으로도 긍정보다는 부정, 희망보다는 피폐의 이미지와 닿아 있기도 한다.
스미코는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기차로 표상된
삶의 여정은 그녀의 인생을 사회의 온갖 환난과 모순 속에 빠뜨려 버리고 있어
서, <탄식하는 해골>에서 등가화돼 있는 도시성, 문명성, 비도덕성으로 가는 기
차의 이미지와 동궤에 놓여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는 경향 영화 혹은 프롤레타리아 영화로

불리워진다.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중반 나프(NAPF)와 프로키노를 중심으
로 사회주의 사상에 복속하던 일련의 사상과 영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일본의
경우 프로영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좌익적인 성향의 영화를 제작하던 경향성을
지적하여 별도의 경향영화라는 표현을 쓴다. 카프의 일원으로 프롤레타리아 영
화 활동을 전개한 김유영은 스즈끼 시게요시의 이 작품에 대하여 ‘신파풍자조의
경향적 영화를 그들 부루주아 영화제작 사회에서 무산대중을 위한 전위적 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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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타리아 영화라고 선전할 때는 용서할 수가 없다...이 영화는 선정주의와 자연
발생적 리얼리즘을 가미한 경향적 프롤레타리아적 테마를 가지고 있다’19)고 관
극평을 내놓고 있는데, 경향영화가 주로 상업영화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
에 일종의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고자 하는 심리였다고 볼 수 있다. 1929년에
시작돼 특유의 정치, 사회 비판적인 성향으로 오래지 않아탄압이 시작되기는 하
였으나 일본의 경향 영화는 시대극, 현대극에도 작가의식을 강화하는 사상으로
일본 현대 영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20)
일본의 경향영화는 프로키노의 강령(1930)처럼 영화를 공장과 농촌으로 가져
가고자 하는 노력이 기반이었고, 본격 프로영화처럼 집단쟁의나 정치 비판 등의
요소가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비판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한 동정적인 휴머니즘을 사회개혁의 요인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식에 있어
서는 프로영화의 범주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향영화 중에 가장 성공한 예로
평가받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는 주인공 스미코가 경험하게 되
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모순적 사회상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녀가 종교 집단에
대한 항거로 방화를 하는 마지막 장면은 비록 개인의 항거에 그쳤지만 사회개혁
에 관한 경향적 사고를 십분 담아내고 있다. 김유영이 이 영화를 프로 영화 범주
에 넣지 않으려 했던 것도 이러한 집단성의 결여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
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 대항력을
행사했다는 면에서 집단성과 동궤의 개인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탄식하는 해골>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와 유사한
두 번 째 지점으로 사상적인 경향성 기반을 들고자 한다. 그것은 <탄식하는 해
골>이 주된 갈등을 해결하는 기재로 개인적인 복수나 권선징악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라는 계몽적이고 탈개인적인 화두를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낙후된 농촌현실에서 인식 계층들이 사회봉사에 뛰어드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조선에서 브나로드 운동이 본격화한 것도 1931년 동아일보 주
19) 정재형 편저, 뺷한국 초창기의 영화이론뺸, 집문당, 1997, p.117.
20) 최영철, ｢일본 프롤레타리아 영화운동과 경향 영화에 대한 연구｣, 뺷영화연구뺸 (20), 한국
영화학회, 2002, pp. 4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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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 행사로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규환의 인식 속에 일본 경향영화의
농촌지향과 사회성 지향이 미쳤을 그 어떤 지점도 연결지어 볼 수 있겠다. <탄
식하는 해골>에서 가장 사회계몽적인 인물은 영식이다. 그는 비중 없이 다루어
지던 영화 초반에도 동네에서 야학을 하고 있으며, 가좌마을을 떠나서 서울의
빈민굴에서도 정옥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일환과 함께 서울을 떠
나서 하는 일도 농촌에서의 봉사활동이다. 극적인 감정선으로 보면 일환을 응징
하고 정옥과 함께 농촌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는 일환을 용서하고 품어 안는
다. 개인적인 원한보다는 조선의 불운한 현실을 위해서 공적인 도모를 하는 것
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일환을 깨우치면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드러낸
다.
<탄식하는 해골>은 미약하게나마 경향영화들이 지녔던 자본주의에의 대항

성과 휴머니즘에 대한 지향성을 의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재력가로서 악인 캐
릭터가 주어진 최참봉은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계급 사회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데, 그가 힘없는 소작인의 딸을 넘보고 있는 설정은 당대 영화에서 흔히 보이던
돈과 권력으로 여성 유린하기 모티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겁탈 유린 모
티프는 영식의 애인 정옥의 경우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빈민가의 한 떨
기 꽃‘으로 표현된 그녀가 정미소 사장의 완력에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설
정이 그러하다. 영식이 달려가 난투 끝에 그녀를 구해주는 장면은 겁탈 유린 모
티프의 해결사로서 작용하던 당대 영화의 활극성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반복되는 활극성과 달리 해결점의 사건이 이규환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본을 가진 정미소 사장의 권력 휘두르기가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운규 영화가 이러한 지점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하다 법이나 권
력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비극적인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비해, 이규환은 별다
른 저항 없이 걸인을 돌보고 더 큰 봉사를 위하여 일환을 감싸 안는 영식을 그리
고 있기 때문이다. 야학에 매진하는 젊은 캐릭터들은 나운규 영화에서도 등장하
지만 전반적으로 정조에 있어 긍정적이고 건강성이 두드러지는 게 이규환의
<탄식하는 해골>이다.

일본 경향영화의 기저인식이라는 면에서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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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탄식하는 해골>은 유사 상태에 있지만, 이규환은 분명 조선적인 현실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저항성’과 ‘계몽성’, ‘내지’와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인식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31년 동

아일보 주최의 브나로드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야학에 참여했고 일제는 사상성을 의심해 지속적으로 해산과 탄압을 이어왔다.
이것은 프로 예술의 지향에 있어 일본이 전통적이고 상업적인 영화에의 저항적
움직임이 ‘새로움’으로 인식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의 그것은 계몽과 교화 의식이
저항성으로 인식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중성이 강한 영화예술에
집단적이건 개인적이건 저항적 결말로 유도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규환이 <임자 없는 나룻배>에 대한 회고에서 ‘착상은 역시 일본에 대한 반항
인데, 그 반응을 문명에 대한 반항으로 캄프라치한 거지’21)라는 표현은 캄프라
치해야 할 조선의 작가로서 그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4. 지속과 변용-<임자 없는 나룻배> <나그네> <군용열차>
<탄식하는 해골>의 분석을 통하여 일본 경향 영화의 영향을 받은 일면과 그

것이 조선의 현실 속에서 형성된 측면을 고찰해 보았다. 그의 첫 시나리오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성은 이규환 이전의 조선영화계의 그것과 비교적인 지점을
보이는데, 이어지는 <임자 없는 나룻배> 이후 그의 영화는 지속과 변용이라는
또 다른 특질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의 대표작이자 영화의 내용이 전해
지는 <임자 없는 나룻배> <나그네> <군용열차>를 통하여 어떻게 그의 영화
시나리오가 진행돼갔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대두하는데, 확인 가능한 기초 자료가 없
다는 것이다. <임자 없는 나룻배>는 시나리오가 전해져 오지만 1962년도 복원
판에서 사용된 곽일로, 유일수의 재집필 원고로 1932년 이규환 영화의 줄거리와
달라진 지점도 보인다. 여러 영화사가들의 기억과 기록으로 내용은 전해져 오는

21) 한국예술연구소 편, 전게서, 이규환 편,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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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텍스트 외의 자료를 참고해서 줄거리와 개요를 이해하는 선에서 그
쳐야 한다. <나그네>는 1961년도에 재영화화 되면서 다행히도 이규환의 재집필
본으로 전해지는데, 1937년도 작과 동일한지 변화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탄
식하는 해골>과 더불어 그의 손이 닿은 작품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군용열
차>는 영화로만 전해져 오는데, 이규환이 원작을 쓰고, 조영필, 기쿠치 모리오가
각색한 것으로 돼 있어서 시나리오의 흐름과 기본 설정을 이해하는 자료 정도이
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탄식하는 해골> 외의 세 작품을 묶어서 지속과 변용의
관점에서 특징만을 추출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활극적 요소와 환난신고의 여성 캐릭터
1939년도 1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이규환씨와 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

렸는데 다음과 같다.
뺷나그네뺸에서 도끼로 살인하는 장면이나 또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뺷새출발뺸에서
단지(斷指)하는 장면이나 이것은 모두가 감독 이규환씨가 즐겨 사용하는 강우렬한
수법이다. 녹음이 불완전해서 고요한 세리후로만은 사건을 전개할 수 없으니까 일부
러 이러한 과장된 동작을 얼거넛는지 까닭은 알 수 업지만 하영튼 조선영화의 명랑
성을 이야기하려는 지금에 잇서서 이러한 자극적인 처참한 트릭은 고려하여야 되지
안흘까.

살인이나 충격적인 장면 연출을 이규환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하며 이
를 조선영화의 명랑성을 위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기사는 이규환 영화
의 한 특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규환 이전의 무성영화에서 즐겨 사용하던 수
법으로 특히 나운규 영화에서 두드러졌던 장면 연출이다. 앞서 진술했듯 <탄식
하는 해골>에서는 살인과 겁탈로 대표되는 활극류적인 특성이 자제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계몽성을 진단해 보았다. 그러나 이규환 역시 <임자 없는 나룻배>
와 <나그네>에서 도끼로 살인을 하거나 화염에 휩싸인 집, 겁탈 등의 자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무성영화기의 특성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지상에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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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식하는 해골>과는 달리 자본이 투입된 극장 영화로서의 대중성 추구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임자 없는 나룻배>는 영화로서 그의 첫 데뷔작이었음
에도 침체된 영화계에 민족적 혼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기념
비적 작품으로 칭송받았다. 이러한 칭송은 이규환 뿐만 아니라 침체일로에 놓였
던 나운규에도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조선영화의 관
중들이 상투적인 활극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화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
자 이규환 연출과 나운규 연기가 그것에 부합된 결과였다. <임자 없는 나룻배>
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던 데에는 도끼 살인과 같은 자극적 장면이 전대의 활
극적 성향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특유의 서정성, 토속성과 맛물려 예술적
영화의 무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조선 영화의
관중에 신선함으로 수용되던 활극성이 30년대 말의 기사에서 보듯이 고정된 수
법으로 자리하면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변모 인식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기사인 (조선일보, ‘39년 11월 1일) ‘조선영화와 리리시즘’에서는 조선
영화의 매력을 리리시즘으로 보고 그 예를 <나그네> 등에서 찾고 있는데, <새
출발>같은 작품은 페시미즘이 지나쳐 젊은 조선영화의 불행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 리리시즘으로 보자면 <나그네>의 경우도 로컬리즘의 영역에서 선택된 용어
일 뿐 실제 구현된 사건들을 보면 도박, 주먹질, 외도, 겁탈,도끼 살인 등 리리시
즘과는 거리가 먼 것들로 채워져 있다. 시나리오와는 달리 실제 카메라 작업에
서는 서정적 분위기를 담아낼 만한 씬들을 포착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활극
성이 리리시즘으로 불려진 데에는 작품 전편에 흐르는 인물들의 지향과 정서적
맥락이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나그네>와 <새출발>은 유사하게 부모 세대
의 희생과 뒤늦게 이를 깨달은 자식의 뉘우침이 주된 맥락을 형성하는데, 어떤
작품은 리리시즘으로 어떤 작품은 과도한 페시미즘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도
이것은 모티프의 반복적 활용과 과도한 자극성에 대한 평자들의 기호가 이규환
영화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변화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현실 표현은 모든 예술의 영역에서 특히 여성들의 피해와 환난
신고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남성과 신분상의 차별을 두는 유교적 인식 사회
에서 여성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식민지 현실 속에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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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공동체가 일제와 피지배 관계에 놓여 있으니 여성들의 삶은 식민지 전
시기보다 더욱 황폐해졌음은 충분히 인지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시기 많은
작품들에서 돈과 권력을 이용한 여성 겁탈이나, 딸 팔기 모티프가 자주 등장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규환의 영화에서도 이러한 여성 묘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탄식하는 해골>이나 스즈키 시게요시의 작품에서도
남성주인공의 배신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죽어가는 여성을 지적한 바 있는
데, 이러한 여성 캐릭터가 나머지 세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러나 변형되어
등장한다. <임자 없는 나룻배> 이후로 강화된 활극성은 여성을 유린하고 겁탈
하려는 장면으로 변화하면서 그녀들의 환난신고의 세월은 더욱 강하게 설정돼
있다. <임자 없는 나룻배>와 <나그네>가 그렇고, <군용열차>에서 여주인공
영심은 오빠를 공부시키기 위해 기생집에 발을 들인 상황으로 그려져 있다. <탄
식하는 해골>에서 남성의 무책임함으로 여성이 불행해졌다면 이후의 작품에서
는 남성의 이기심과 완력이 여성 유린의 수단이 된다. 대부분 여성을 남성 중심
플롯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두고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동인으로 여성 캐
릭터의 희생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남성 캐릭터의 강화와 상
대적으로 여성캐릭터의 약화가 맞물려 여성을 더 수동적이고 피해적인 캐릭터
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군용열차>를 대상으로 ‘30년대의
여성상과 패션을 연구한 두 논문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1930년대 한중일 영화
의 신여성 비교 연구｣22)에서는 ’순종적인 조선적 구여성의 특질과 신체제가 요
구하는 양처로서의 이상적인 신여성의 특질을 이중적으로 절합한다‘고 하였고,
｢1930년대 후반 조선 영화의 여성 패션 연구｣23) 에서는 의상의 색상과 양식 면

에서 조선의 전통에 위치하는 구여성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며, 이것은 여성을 남
성에 종속된 존재로 위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규환이 시나리
오에서 구현한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양상은 영화화 과정에서도 젠더의 의미 형
성과 의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식민지 시기에 피지배 대상

22) 정민아, 뺷인문사회뺸 21, 제6권 제2호, 2015, p.352.
23) 이윤경, 강혜승,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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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선을 타자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파생됐지만 조선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인
식의 연장선에서 더욱 고착화된 현실인식을 배태했다고 볼 수 있다.

2) 역전된 향토성의 의미와 기차 이미지의 변용
그동안 농촌을 배경으로 처절하게 삶과 대치하는 인간군상을 그려내는 것이
이규환 영화의 특질로 언급돼 왔고, 앞서 <탄식하는 해골>에서도 유려한 문학
적 수사로 농촌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그
의 향토성과 서정성은 <임자 없는 나룻배>나 <나그네>에도 이어져 ‘강렬한 향
토색으로 조선영화의 최고봉이라 평할 만’(<나그네>, 남궁옥)하다거나 향토적
리얼리즘의 전통‘(<임자 없는 나룻배>, 정종화)에 놓여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영화가 지니는 장소로서의 배경과 인물의 환경을 두고 언급
될 뿐 시나리오 자체에서 보다 면밀하게 그 색채를 규명하기란 어렵다. 그것은
전술했다시피 <임자 없는 나룻배>는 재구성된 각색본으로 전해오고, <나그네>
는 집필 당시의 감수성이 사라진 1962년 재영화화될 당시의 재집필본으로 전해
지기 때문이다. 영화를 연구하는 범주에서는 이러한 텍스트가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는 세부적인 어구와 표현 스타일을 읽어낼 수 없
다는 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규환 본인에 의해 재집필
됐다는 <나그네> 시나리오를 보면 <탄식하는 해골>과는 다르게 사건 전개 이
상의 문학적 필치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향토성은 있으나 서정성은 읽어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군용열차>의 경우도 공간으로서도 향토성은 벗어나 있고
인물들도 도시적인 외양을 하고 등장한다.
이규환의 시나리오를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논의의 과정은 기점인
<탄식하는 해골>을 시작으로 변용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된다. 그의 영화 대

부분이 위치한 향토성의 의미나 여기에 맞춰 차용된 기차의 이미지도 그렇게 풀
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진술에서 <탄식하는 해골>의 농촌과 서울의 공간적 의미는 문명성이라
는 의미 경계로 나뉜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고향의 의미이자 어머니로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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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가 들어간 농촌은 서울로 떠난 남성의 그것처럼 배신과 비정함, 해골이 우
글대는 문명성의 전형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비문명에서 문명으로 향하는 경
계에 기차가 동원되고, 이는 시퀀스 분할이라는 극적인 수단으로서도 작용한다
고 보았다. 물론 <탄식하는 해골>에서의 농촌은 삶의 환경으로서는 가난과 불
편함 그대로이지만 문명 안에서의 뉘우침과 반성의 결과는 비문명인 농촌으로
의 회귀로 정해진다.
그러나 다음 작품인 <임자 없는 나룻배>에 이르면 농촌과 서울은 그 의미가
역전된다.24) 주인공 춘삼은 물난리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 서
울로 향했지만 그곳도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못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뱃사공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일제에 의한 철도 건설이었다. 서울과 농촌을 막론하고 철도가 놓이는
곳은 원주민들의 터전을 몰아내고 거기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고통도 극심한 것
이어서 식민지 시기의 철도는 문명의 상징이지만 노역과 고통의 상징이기도 했
다. 춘삼은 이러한 철도 건설로 누구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나루터를
건너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거기다 철도 부설공사장의
24) 1932년 판 <임자 없는 나룻배>의 내용은, 안종화(1962) <한국영화측면비사>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고, 호현찬의 기억에 의한 내용 진술이나 김종욱, 이영일의 구성 역시 안종화
의 그것과 일치한다. 시나리오로 전해져 오는 내용은 1962년도 재영화화된 것이라 앞부
분이 상이하다. 안종화의 기록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뭄과 수해로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진 수삼은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간다
2. 인력거 일을 하며 어렵게 서울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만삭인 아내가 난산을 겪게 되고
남의 돈을 훔쳐 입원비를 마련했으나 입원도 시키지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 아내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다.
3. 수삼이 형기를 마치고 출옥해보니 그 사이 아내는 어느 자동차 운전수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화가 난 수삼은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4.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수삼은 나루터 뱃사공을 하고 딸아이는 성장해 처녀가 되어
수삼의 일을 도우며 살아간다.
5. 일제는 강에 철교를 설치하고 수삼의 뱃사공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철도 부설 공사
장의 기사가 수삼의 딸을 유혹하게 된다.
6. 수삼은 기사를 도끼로 죽이고, 딸은 집이 불 타 죽게 되고, 수삼은 기차에 치어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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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딸 애련을 유혹하고 있어 춘삼은 극도의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춘삼의 일가가 살아가는 농촌은 재해로 고통 받고 문명이 덮쳐와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잃은 상처로 남는다. 그런데 이 작품의 서울은 <탄식하는 해골>과 달리
문명성 때문에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 농촌이든 서울이든 두 공간 모두가 힘
없는 농민의 현실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환경인 것이다. 그래서 춘삼이 저항하고
자 했던 것은 철도로 상징되는 제국 일본이 되고, 여기서 이 작품의 민족적 색채
를 읽어내려는 후대의 시도가 연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제국 일본에의 저항이
표면화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철도로 상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춘삼이
철도를 도끼로 찍어대는 마지막 장면이 몇 차례 삭제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농촌은 가난이자 상실의 공간이 되고, 화마에 사랑하는 딸마저 잃고 자
신도 죽게 되는 종말의 공간이 된다. 일제의 전쟁 야욕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조
선의 철도 건설은 <군용열차>에 이르면 <임자 없는 나룻배>의 향토적 비극성
에서 나아가 전쟁 참여와 독려를 건강성으로 미화하려는 수단으로 전환된다. 이
러한 기차의 이미지는 강성률의 연구에서 하나는 민중을 강탈하는 외세로서, 하
나는 근대화의 표상과 전시체제의 수단으로서 기차가 이미지화되고 있다고 언
급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연구자의 덧붙인 시선은 향토성의 공간
의미와 그것의 역전으로서 기차의 이미지가 변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던 것이었
다.

5. 나오며
이규환은 새로운 영화기법과 로컬리즘의 구현으로 조선 영화가 해외에 수출
되는 호황을 누리면서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영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명성에 비해 이규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나마도 <임
자 없는 나룻배> <나그네> <군용열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고는 그의
초기작인 <탄식하는 해골>이 이규환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온전한 형태의 인
쇄물로 전하여 온다는 것과 후기작들로 이어지는 흔적으로서의 시나리오적 특
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의 영화세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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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즈끼 시게요시와 그의 대표작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와의 유
사점을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고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사 영향 관계가
서지적 근거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규환의 생애사적 흐름이나 인터뷰 기록
을 보건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니는 추정일 것으로 보인다.
<탄식하는 해골>에서 보이는 그의 시나리오적 특질이 후기작 세 편에 이어

지면서 지속 내지는 변용의 과정을 겪는 과정을 연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그의 영화가 단편적인 특징들로 평가되던 장에서 나아가 보
다 종합적으로 그의 작품과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면모를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 영화인들이 일본과의 밀접한 영향 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던 전후사정은 우리가 익히 알면서도 영화적 환경을 언급하는 데에 그
치고 구체적인 비교 작업이나 영향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검토에 있어서는 미약
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이규환의 영화세계를 진척시키는 것은 물론
조선영화사 연구에 있어 미약한 부분인 영향관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
는 마음이다. 보다 유의미한 근거를 위하여 한.일 양국을 아우르는 자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작업으로 넘기고자 한다. 이규환 연구에
있어서 <탄식하는 해골>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연구의
장으로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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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fluences and Change Process of Lee Gyu-Hwan’s Scenario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h, YoungMi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director Lee
Gyu-Hwan’s scenario world, focusing on his four scenario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s a representative director leading the initial stage of Korean
films, together with Na Woon-Gyu, Lee Gyu-Hwan is recorded as the fist
director who entered the overseas market, and enhanced Korean films. Lee
Gyu-Hwan is evaluated as a national film maker through a work like <A Ferry
Boat That Has No Owner>, and he is also criticized as a pro-Japanese film
maker through a work like <Military Train>. Such conflicting evaluations show
the necessity to more extensively research Lee Gyu-Hwan’s film world and
footprints in the future.
Especially, this thesis aimed to compare <A Sighing Skull> that is his only
remained scenario with Suzuki Shigeyoshi’s <What Made Her Like That> that
is estimated to have influences on him, and also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shown here were continued and transformed in his late works.
In <A Sighing Skull>, the lyricism and enlightening perception of the reality in
Joseon are revealed, and when this is led to his late works, Na Woon-Gyu-style
active elements are added for the aspect of popularization. This is transformed
to the repetitive aspect such as murder and violation(report on woman’s
misfortune, motif of selling a daughter), and it is relatively continued as
lyricism and folkways, so he is specialized as an author containing the
landscape of Joseon. This aspect of transformation and continuance was also
led to his pro-Japanese film <Military Trai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Lee Gyu-Hwan formed his own world by complexly showing his film experiences
in Japan, something about Jose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s silent
movie period. Tracking his films that often used the image of train, those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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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m to be according with a Japanese-tendency film like <Who Made Her Like
That> and the scene of railroad constructed in colonized Joseon.
Keyword

Lee Gyu-Hwan, <A Sighing Skull>, <A Boat That Has No Owner>,

<Traveller>, <Military Train>, Korea Scenario Writer, Korea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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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특성
연구*
이 은 희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점검하는 기초 연구로서, 사회통합프로
그램 한국어 교재가 지닌 특성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2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이 지닌 전반적 특성을 교육 체계와 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학습 대상자로서의 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구성된 프로그램이지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문법 영역 역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
이다.
3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문법 영역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재

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들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은 교육과정의
범주에 속하지만 표현 범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식으로 문법 범주별 비율에서 특이
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문법의 등급화 방식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문법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
다.
4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들을 제시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교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상황에 적합하게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모습
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교육 내용이 누락되고, 문법 항목의 제시 방식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난다.
주제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재, 문법 영역,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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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후,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면서 2019년 현재 250만 명을 넘어섰다. 장기
체류외국인이 체류외국인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자처럼 이주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익숙해지
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
록’(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1)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을 운영하고 있다. 소정의 교

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에게 체류허가나 영주권 및 국적 부여 등과 연계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데,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56,535명이 308개의 기관에
1)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류외국인, 장기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체류외국인
장기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2015
1,899,519

2016
2,049,441

2017
2,180,498

2018
2,367,607

2019
2,524,656

1,467,873

1,530,539

1,583,009

1,687,733

1,731,803

151,608
123,255

152,374
130,237

155,457
136,334

159,206
142,151

166,025
1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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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한국어교
육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한국문화 이
해 능력을 기르는 언어문화 교육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이해’ 교
육 이수를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도구 교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되어 왔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던 한국어교육 과정이

폐지되면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원화되
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이 시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과 같은 기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교육이 먼저 시행되고 이후에 기반 연구가 보완되어 온 모습을 보인다. 이미혜
(2015)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중심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교

육과정은 부재하면서 교육이 시행된 1단계, 교재 개발과 평가 체계 개발로 교육
과정을 보완 운영한 2단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편이 이루어진 3단계로 나눈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정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기본적 체계가 완성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체
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0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2)가 국립국어원 기획으로 출

판된 일이다. 이 교재는 2013년부터 개발되어 사용되던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던 기
존 교재에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도록, 그간의 학문적 연구를 기반
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재가 개발되었
다는 것은 점차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체
계적 시행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2) 본고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어 교재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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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서는 이 교재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가 지닌 특성을 문법 영역을 중
심으로, 문법 영역의 전체적 구성 방식과 문법 항목의 제시 방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어교육의 전반적 특성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영역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3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서 문법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
램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들이 제시 방식상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특성
이 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이 어떤 특성을 가지며, 그 속에서
문법 영역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통
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전체 체계와 단계별 특성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고찰해 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영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사회통합프로그램3)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여섯 단계로 이루어지며, ‘한
국어와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이해’라는 두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프로
그램은 영주, 귀화까지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기에 엄정한 평가체계 속에서 운
영되고 있으며4), 각 단계별 과정 및 이수시간은 <표1>과 같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onet.go.kr)을 참조할 수
있다.
4) 평가체제를 살펴보면, 1단계〜3단계에서는 각 과정 종료 후 해당 교육기관에서 단계평가
가 이루어지며, 4단계 교육 이수 후에는 한국어과정 전반에 대해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
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IIP-KLCT:Korea Language and Culture Test)’이
시행된다. 5단계 기본 및 심화 단계 수료 후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영주용종합평가
(KIRRAT: Korea Immigration and Permanent Residence Aptitude Test)와 귀화용종합
평가(KINAT: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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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5단계 ‘한국사회이해’에서는 4단계까지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TOPIK 4급 이

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
은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한국어교육 본연의 목적 외에, 이를 기반으로 5단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 목적을 함께 지닌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교육 대상이나 교육 목적의 면에서 일반 목
적 한국어교육에 비해 특이성을 지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한국어교육의 전체
적인 체계 속에서 존재하기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5)을 준거로 그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
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보인다.
전체 체계상 가장 눈에 뜨이는 차이점은 교육 단계 설정에서 나타난다. 한국
어 표준 교육과정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여섯 등급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사회
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에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 단
계로서의 0단계를 포함해서 0〜4단계의 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단계 설정 방식
5) 국가 수준에서 수립된 한국어 교육과정으로는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2010년부터 2017년
까지 4단계에 걸친 연구과정을 통해 수립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교과교육
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2020년 개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있다. 이 중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라버스나 교재 개발, 평가의 준거로 작용하는 것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한국
어 표준 교육과정’이라 칭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특성을 고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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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르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0단계를 제외한, 1〜4단계가 한국어표준
교육과정 등급 체계의 1〜4급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한국어교육 실시 기관과
의 연계과정 운영이나 한국어능력시험과의 연계 설정6) 등의 방식을 통해 밝히
고 있다.
이러한 등급의 특성은 교육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이 실현될
때7)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나타난 단계별 총괄목표8) 중 맥락과 관련해서 기능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기술
한 부분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등급별 특성 비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1단계

이주민으로서 한국생활에서 접하는 사적인
영역에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정형화된 표현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단계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
고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우체국, 은행 등
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제
를 해결할 수 있다.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
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단계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 낯선 사람과의 사회
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4단계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
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하다.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
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6)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연계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예를 들면 TOPIK
2급 보유자는 1단계와 2단계 수료를 인정받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3단계에 배
정되는 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진다.
TOPIK 등급
배정 단계

1급
2단계

2급
3단계

3급
4단계

4〜6급
5단계

7)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이 실현되는 모습은 연도별로 제시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8) 단계별 총괄목표는 주제, 기능과 과제, 언어지식, 언어기술, 문화를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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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단계별 특성을 언어사용 맥락의 측면에서 살
펴보면, ‘사적인 영역 →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장소 → 조금 낯선 사람과의 사
회적 관계 →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 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최소한의 활동’의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초급, 중급, 고급9)에 걸쳐서 ‘일상생활 → 친숙한 사
회적 맥락 →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으로 단순하게 제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
정에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세부 단계별로 조금 더 상세화된 경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10).
내용 범주의 면에서 살펴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주제, 기능·과
제, 언어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
화’로 이루어져 있으며(조항록 외, 2012), ‘텍스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어 표
준 교육과정의 등급 기술 영역과 공통성을 보인다11). 이러한 구성 방식은 교육
현장에서도 이어지는데, 2020년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서 한국어교
육의 각 단계는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와 같이 ‘주제, 기능과 과제, 언어지식, 언
어기술,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
단계인 0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6단계 체계를 기반으로 이 중 초급과 중급 단계의 특성에 따라 1〜4단계를 설정

한 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다. 즉 사회
9)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고급 단계는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
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기본적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5급),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6급)로 나타난
다.
10) 4단계의 경우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이라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다음 항목에서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으로 기술되어 있기에 한
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1) ‘텍스트’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1단계와 3단계 연구에서는 언어지식 영역의 일부로 설
정되었지만, 4단계에 와서 언어지식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되는 식으로 교육과
정 개발 단계에 따라 위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이은희, 2020). 조항록 외(2012)가 이루어
졌을 때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초기 단계이기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영역이 분리 설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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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학습 대상자로서의 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구
성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틀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법 영역 또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같은 방
식으로 전체적 내용 범주 속에서 위상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등급별 특성도 한
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수 학
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시간 설정 방식 역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의 체계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단계별 교육시간을 72〜200시간으로 설정
한 후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그런데 <그림1>(국립국어원, 2017:11)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시간별로 영
역 비중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1> 각 시간별 영역 비중

<그림1>에 따르면 전체 교육 시간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등급에서 언어

지식을 배우는 시간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언어기술이나 문화와 관련된 시간에
서 변화를 주는 식으로, 영역 비중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 방식에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 시간과 무관하게 한국어의 언
어지식적 특성은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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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경우 단계별 교육 시간이 100시간이기에,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 정규기관과 비교하면 언어기술이나 문화와 관련

된 교육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언어지식의 교육 시간은 전체
교육 시간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설정되어 있기에, 문법 영역을 다루는
시간은 200시간 기준의 국내 정규기관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지닌 학습 대상
자와 교육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과정 내용을 교재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변
용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의 문법 영역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구성 방식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초 문식
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0단계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밖에서
운영되며 교재에서도 문법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이
를 제외한 1〜4단계 교재를 중심으로 문법 영역 구성 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겠
다.
교재의 전체적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단원의 수는 초급 각각 18개, 중급 각각
16개이며 각 단원은 초급과 중급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주제, 어휘,

문법, 활동, 발음, 문화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문법 항목은 단원별로 2개씩 제
시되어 있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영역은 초급에서는 단
계별로 36개, 중급에서는 3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급과 2급 각각 45개,
3급과 4급 각각 67개, 5급과 6급 각각 56개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

정 문법 평정 목록과 비교해 보면 수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에, 교재에서 교
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법 항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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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단계별로 어떤 문법 항목이 다루어지며,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문법 영역의 구성 방식을 고찰해 보겠다. 한국어 교재에서 단계별로 제시
된 문법 항목의 형태는 무엇이며 이것이 분류 범주상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12),
그리고 이것이 단계와 형태 측면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어떤 차이점을 보
이는지 살펴보면 <표3>과 같다13). 이 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문법 영역의 구성 방식상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기에 문법 항목의 분
류 범주와 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법 항목들이 지니는 형태적 특
성은 4장에서 살펴보겠다.
<표3>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문법 영역과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비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단계

단원
1
2

1
단계

3
4
5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문법 항목
형태

단계

분류

명이에요/예요
□

조사

명은/는
□

조사

명이/가
□

조사

명에 있어요
□

표현

동□
□
형-어요

종결어미

명을/를
□

조사

명에 가다
□

표현

명에서
□

조사

명에
□

조사

형태
이다

x
-어
x

12) 문법 항목의 범주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문법 평정 목록의 분류 방식에 따라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표현’으로 구분하며, 교육과정의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x’로 표시한다.
13)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것은 표시하지 않고, 제
시 단계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표시한다. 교육과정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기
능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별개의 항목으로 보며, 이형태나 문장 부호 표시 방식상의 차이
나 결합 환경 표시 방식의 차이는 제시 방식의 특성이기에 형태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
한 항목에 두 개 이상의 문법 형태가 제시된 경우,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등급을
달리하는 것이 있을 때는 단계 부분에서 해당 형태를 괄호 속에 넣어서 표시하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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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2
단계

3
4
5

명이/가 아니에요
□

표현

이 아니다

명부터 〜 □
□
명까지

표현

부터, 까지

안□
동□
형

x

-지 않다

동-고 싶다
□

표현

동-으세요
□

종결어미

명하고 □
□
명

조사

동□
□
형-습니다,-습니까?

종결어미

동□
□
형-었-

선어말어미

명도
□

조사

동□
□
형-으시-

선어말어미

동□
□
형-지만

연결어미

명에게/한테/께
□

조사

2급(께)

동-어 주다
□

표현

2급

동-을 거예요
□

표현

x

동□
□
형-고(나열)

연결어미

명으로(수단)
□

조사

동-으러 가다/오다
□

표현

-으러

동-을까요?
□

종결어미

-을까

못□
동

x

동□
□
형-네요

종결어미

명보다
□

조사

동□
□
형-어서

연결어미

동-는 것
□

표현

명으로(방향)
□

조사

동-지 마세요
□

표현

-지 못하다
2급

-네

2급
2급

-지 말다
-지

동□
□
형-지요?

종결어미

2급

동□
□
형-는데(대조)

연결어미

2급

명이라고 하다
□

표현

3급

형-은
□

전성어미

동-을게요
□

종결어미

동-은 다음에
□

표현

명이나
□

조사

이라고
-을게

1급

-은 후에

-을 수 있다

동-어 보다
□

표현

동-을 수 있다/없다
□

표현

1급

반말

x

x

동□
□
형-으면

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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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단계

3
4
5

동-어서(순차)
□

연결어미

1급

동□
□
형-겠-

선어말어미

1급

동□
□
형-을 때

표현

동-을래요?
□

종결어미

동□
□
형-으니까

연결어미

1급

-을래

동-기 전에
□

표현

1급

동-기로 하다
□

표현

동□
□
형-을 것 같다

표현

동-는
□

전성어미

동□
□
형-는데

연결어미

동□
□
형-기 때문에

표현

형-게
□

연결어미

동-으면서
□

연결어미

-는 것 같다

x14)

동-은 적이 있다
□

표현

동□
□
형-는 편이다

표현

3급

동-으려고 하다
□

표현

x

동-어야 되다
□

표현

1급

동-어도 되다
□

표현

동-으려면
□

연결어미

3급

동-고 있다
□

표현

1급

동-은
□

전성어미

동-을
□

전성어미

동□
□
형-거든요(이유)

종결어미

3급

동□
□
형-으면 좋겠다

표현

3급

명에
□

조사

1급

동-는 게 어때요?
□

표현

x

형-어 보이다
□

표현

3급

동□
□
형-고 해서

표현

4급

동□
□
형-으면 되다

표현

형-어지다
□

표현

동□
□
형-는 대신(에)

표현

동□
□
형-는지 알다/모르다

표현

동-다가
□

연결어미

동-을 만하다
□

표현

동□
□
형-어 가지고

표현

명이나/밖에
□

조사

-거든

-으면 안 되다

x
5급
x(이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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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밖에)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2
4
단계

3
4
5

동□
□
형-는다고 하다

표현

피동

x

x

-는다고

□-자고 하다
동
동-으라고 하다, □
□
동□
형-냐
고 하다
명만큼
□

표현

x

표현

x

조사

x

사동①

x

x

사동②

x

x

동□
□
형-어서 그런지

표현

동-나요?, □
□
형-은가요?

종결어미

4급
4 급 ( - 나
요?)/5급(-은
가요?)

동-기 위해서
□

표현

동-어 놓다
□

표현

동□
□
형-는 데다가

표현

동□
□
형-는다

종결어미

동□
□
형-어도

연결어미

동-게 되다
□

표현

동-게 하다
□

표현

-어서인지

-기 위해
5급

2급

동-어 가다
□

표현

동□
□
형-잖아요

종결어미

동□
□
형-어야

연결어미

동-으려던 참이다
□

표현

동-자마자
□

연결어미

동□
□
형-을 텐데

표현

동-어 있다
□

표현

2급

동-느라고
□

연결어미

3급

동□
□
형-을수록

연결어미

동□
□
형-을 뿐만 아니라

표현

x

동□
□
형-을 수밖에 없다

표현

2급

동□
□
형-는 줄 알다

표현

동-곤 하다
□

표현

동□
□
형-더니

연결어미

동□
□
형-은 나머지

표현

5급

얼마나 □
동□
형–는지 모르
다

표현

x

-잖아
x

-는 줄
5급

-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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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형-든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연결어미

동□
□
형-던

전성어미

3급

동□
□
형-을 정도로

표현

x

동-되
□

연결어미

6급

동-었더니
□

연결어미

3급

동□
□
형-는다면서요?

종결어미

동-을 겸 □
□
동–을 겸

표현

동-을 뻔하다
□

표현

동으로 인해
□

표현

동-고 말다
□

표현

3급

동□
□
형-는 척하다

표현

5급

명조차
□

조사

5급

동□
□
형-기 마련이다

표현

5급

동-나 보다, □
□
형-은가 보다

표현

3급(나 보다)

명이야말로
□

조사

x

동-는 한
□

표현

동-도록
□

연결어미

동□
□
형-으므로

연결어미

명은/는커녕
□

조사

동-다시피
□

연결어미

x
으로 인하여

3급
커녕

동-는 법이다
□

표현

5급

동□
□
형-을지도 모르다

표현

x

명치고
□

조사

문법 항목의 분류 범주는 교육과정상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의 분류 범주
상 비율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표4>와 같다16).
14) 이 단원에서 제시된 ‘-게’는 ‘맛있게 먹어라.’처럼 뒤에 오는 내용의 ‘정도, 방법’ 등을 보충
하는 연결어미로,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정 2급에 제시된 ‘-게’는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15) 이 단원에서 제시된 ‘이나’는 ‘밖에’의 반의어로, 수량이 예상보다 크거나 많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정 2급에 제시된 ‘이나’는 선택의 의
미로, 2단계 교재에서 다루어진다.
16)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는 ‘KIIP교재’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으로
표시한다. KIIP교재에서는 하나의 항목에서 연관된 문법 형태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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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문법 항목의 분류 범주상 비율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표현
범주 외17)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KIIP교재

33.3%

5.6%

6.3%

12.5%

교육과정

42.2%

22.2%

14.9%

19.4%

KIIP교재

5.6%

2.8%

0

0

교육과정

6.7%

0

1.5%

0

KIIP교재

11.1%

19.4%

12.5%

28.2%

교육과정

15.6%

13.3%

22.4%

25.4%

KIIP교재

0

11.1%

0

3.1%

교육과정

0

13.3%

1.5%

0

KIIP교재

16.7%

8.3%

9.4%

3.1%

교육과정

15.6%

13.3%

10.4%

16.4%

KIIP교재

27.8%

50.0%

62.5%

53.1%

교육과정

20.0%

37.8%

49.3%

38.8%

KIIP교재

5.6%

2.8%

9.4%

0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들은 대부분 교육과
정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범주 외’에 해당하는 것은 ‘안’이나 ‘못’처럼 교육과
정에서 어휘 범주로 다루어지는 것이거나, ‘반말, 사동’처럼 특정 문법 현상을 포
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한정된다.
단 문법 항목들이 포함된 문법 범주의 비율을 보면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는 상이한 모습이 나타난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다양한 문법
범주 중 표현의 비율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4장에서 살펴볼, 문법 항목 제시 방식의 특성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 따라 다른 문법 범주들은 표준
교육과정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특히 조사의 경우 전체 단계에 걸쳐 이
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는데, 이들은 분류 범주상 동일한 유형에 속하므로 범주별 비율을 계산할 때는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17) 교육과정의 범주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범주 외’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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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법 항목들의 등급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화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 나타
난다. 등급별 문법 항목 중 급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1급의 경우 10개에 그
치지만, 2급의 경우 36개 중 19개로 늘어나며, 3급의 경우는 32개 중 16개, 4급의
경우는 20개를 차지할 정도이다18). 특히 3급과 4급에서는 상위 등급에서 다루어
지는 항목이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이 다수 나타나면서, 고급 단계의
교육 내용이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 단계에 속하지만, 학습
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교재에서 다룸으로써 중급 단계까
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특성을 보완하는 것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등급 체계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점을 드러낸다.
등급화 방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보다 큰 문제는 교육과정의 문법 항목 중
실제로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등급과 무관하
게, 교육과정 항목 중 교재에서 다루어진 것19)을 찾아보면, 1급 항목은 전체 중
80%가 다루어지지만, 2급 항목은 62.2%, 3급 항목은 43.3%, 4급 항목은 20.9%

에 그친다. 즉 등급이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 중 교재에서 다루
어지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
해 보면,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의 범주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의 틀을 따르고 있
지만, 범주별 구성과 교육 단계 및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상이한 모
습이 나타난다.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은 표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틀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교
육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18) 한 항목에서 둘 이상의 형태가 다루어지는 경우 두 형태 모두 또는 그 중 하나가 등급에
서 벗어나면 해당 항목은 급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처리했다.
19) ‘-은 후에’와 ‘-은 다음에’, ‘-으러’와 ‘-으러 가다’처럼 어휘 교체나 문법 분류 범주 변경
등으로 인해 형태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교재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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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문법 영역의 경우에는 단계별 교육
시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교육 시간을 배정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교
육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를
보면 과연 교육과정에서 의도했던 문법 교육의 목표가 교재를 통해 충실하게 구
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제시 방식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는 다양한 문법 항목들이 다루어지고 있
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들 문법 항목이 제시
되는 방식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며, 어떤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지를 살펴
보겠다.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나
타나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사회
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상황과 관련해서 고찰해 보겠다.
첫째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 문장 속
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환경이나 형태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항목들은 조사와 어미, 그리고 표현 범주에 해당하기에 문장에
서는 체언이나 용언과 결합하여 실현되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에서는 ‘□
명’
‘□
동□
형’ ‘□
동’ ‘□
형’같이 문법 항목이 결합하는 환경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표준

교육과정에서 설정되지 않은, ‘에 있어요’, ‘에 가다’, ‘-으러 가다’ 같은 형태를 문
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문법 형태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표현
범주를 중심으로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종결어
미를 제시할 때에는 상대높임법이 실현된 모습20)으로, 의문형으로 사용되는 경
우에는 문장부호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당 종결어미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 상대높임법 등급 중에서 ‘해요체’로 실현된 모습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수·학습 단계
상 상대높임법 등급 중 해요체를 가장 먼저 교육하는 현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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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에 따라 다양한 이형태를 제시하는 모습도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이형태 중 하나를 대표형으로 제시한 후,
음운론적, 형태론적 이형태들은 관련형에서 보여주는 데 비해, 사회통합프로그
램 한국어 교재의 경우는 품사에 따라 이형태를 노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
를 들면 어미의 경우에는 ‘□
동□
형-어요’ ‘□
동□
형-었-’ ‘□
동□
형-는다’처럼 운운론적, 형
태론적 이형태를 밝히지 않지만, 조사의 경우는 ‘□
명은/는’ ‘□
명이/가’ ‘□
명을/를’처
럼 음운론적 이형태를 밝히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 문장 속에서 실현
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교육 시간과 관
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은
단계별로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법 영역을 포함한 언어지식에 대한
시간은 고정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언어기술에 대해 충분한 교육 시간이 배정
되기 어렵다. 학습자들에게 문법 형태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
여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제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관련성이 큰 문법 형태들을 두 개 이상 묶어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다
명에게/한테/께’처럼 기능상
양하게 나타난다. 묶여서 제시되는 문법 형태들은 ‘□
공통성을 가지지만 화용적 차이나 높임법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
동-으러
가다/오다’나 ‘□
동-을 수 있다/없다’처럼 반의어 관계에 있는 것, ‘□
동-나요?, □
형은가요?’나 ‘□
동-나 보다, □
형-은가 보다’처럼 결합하는 품사에 따라 형태 차이를
보이는 어미, ‘□
동□
형-습니다, -습니까?’나 ‘□
동-으라고 하다, □
동□
형-냐고 하다’처럼
문장 종결법에 따른 형태 차이를 보이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수적인 면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이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설정된 문법 평정 목록을 충실히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문법 목록들을 재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묶어서 제시할지에 대
해서는 많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관련성이 큰 문법 형태들을 묶어서
제시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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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의 문법 목록들을
재구조화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법 항목들을
제시하는 모습에서는 아쉬운 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는 교육과정상 하나의 문법 항목이
지니는 다양한 기능을 여러 단원에 걸쳐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한 형
태를 기능에 따라 여러 문법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방식은 한국어 표준 교
육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한 항목으로 제시된 것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식으로 이런 경향을
보다 강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항목인 조사 ‘에’는 한국
어 교재에서 4개의 문법 항목으로 나타나는데, 장소와 관련된 ‘에’는 1급에서 ‘에
있어요’와 ‘에 가다’라는 표현으로 제시되고, ‘에’라는 형태로는 1급에서 날짜와
요일, 시간 뒤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2급에서 어디에 좋은지 나쁜지를 말할 때
사용되는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재에서 다룰 수 있는 문법 항목의 수가 교육과정의 문법 평정 목록
의 수보다 작은 상황에서 하나의 형태를 교육과정보다 세분화해서 다루는 방식
은 교육과정의 문법 목록 중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재의 문법 항목 제시 방식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교육
과정의 문법 목록 중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문법 형태의 용법 중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해
당 문법 항목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면
‘-는데’의 경우 교육과정에서는 2급에서 연결어미인 ‘-는데1’과 종결어미인 ‘-는

데2’를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는 데 비해, 교재에서는 연결어미 ‘-는데’는 1급
에서는 대조, 2급에서는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지
만, 종결어미로서의 ‘-는데’는 제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을 문장 속에서 실현
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채 문법 항목이 제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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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사와 같은 특정 품사를 대상으로 이형태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교
재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동일한 품사 내에서도 제시 방식에서 일관성이 부족
한 부분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조사의 경우 음운론적 이형태를 제시하는 방식
명으로’ ‘□
명이나’처럼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나 ‘-으-’가 결
을 취하면서도 ‘□
합되는 경우에는 이형태를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어미의 경우에는
이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이다’의 활용형인 ‘이에요’와 ‘예요’
를 함께 제시하는 것처럼 일부 이형태는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며, 동사와 형용
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
동-는’ ‘□
형-은’처럼 단원을 달리하거나,
‘□
동-나요?, □
형-은가요?’ ‘□
동-나 보다, □
형-은가 보다’처럼 같은 단원에서 두 형태

를 함께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21).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은 종결어미를 제시하는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종
결어미는 상대높임법 등급 중 해요체로 실현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교수·학습 단계와 무관하게 상대높임법 등급이 변화
된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1단계의 경우, 해요체인 ‘에 있어요’ ‘이/가 아니
에요’와 학습자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해라체인 ‘에 가다’ ‘-고 싶다’가 함께 나타
나고 있다.
제시 방식의 일관성 문제22)는 한국어 문법 형태에 익숙한 모어 화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초급 또는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문법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21) 동사와 형용사에서 실현되는 형태를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
형사형 전성어미 형태와의 일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재에 제시된 형태보다는, 형용
사에서는 ‘-은가요’ ‘-은가 보다’를, 동사에서는 ‘-는가요?’ ‘-는가 보다’를 제시하는 방식
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22)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
의 문법 항목에서 두 개 이상의 형태를 다루는 경우, 이들 형태를 표시하는 방식에서 ‘은/
는’ ‘-으러 가다/오다’ ‘에게/한테/께’처럼 ‘/’가 사용되는 것과 ‘-습니다, -습니까?’ ‘-나
요?, -은가요’처럼 ‘,’가 사용되는 것이 함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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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고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점검하는 기초 연구로서,
2020년 새롭게 발간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교재가 어떤 특성을 보이

는지를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2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전체적

교육 체계와 교육 단계별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통합프로그
램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학습 대상자로서의 이주민
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 고찰 대상으로 하는 문법 영역 역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영역의 특성 및 단계별 특성이 규정되고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문법 영역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살

펴보았다.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들을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은 교육과정의 범주에 속하지만, 표현 범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식으
로 문법 범주별 비율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그리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문법의 등급화 방식에서 벗어난 부분이 나타나며,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문법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4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들을 제시 방식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을 제
시할 때 문장 속에서 실현되는 환경이나 형태를 반영하면서, 관련성이 큰 문법
형태들을 두 개 이상 묶어서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상
황에 적합하게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어 표준 교
육과정에서 설정한 문법 교육 내용이 누락되고, 문법 항목의 제시 방식에서 일
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교
육이 먼저 시행된 후 지속적으로 기반 연구가 보완되어 온 모습을 보이는데, 이
러한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이 실현되는
매개체로서 교재가 지닌 중요성을 생각하면, 교재의 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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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민자로서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이 사회통
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에 대해서 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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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rammar Area in Korean Textbooks for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Lee, Eunhee
As a basic projec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extbooks for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grammar area.
Chapter 2 discusse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emphasizing on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education stage.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in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reconstruct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as learners, but
exists within the system of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as a foreign
language. In that sense,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grammar area should
also be organized within the system of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Chapter 3 explores the composition method of the grammar area of the
Korean textbook for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Compared to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as a foreign language, grammar items handled
in this textbook seem to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standard curriculum in
most cases, but specificity in the proportion of grammar categories appears in
the way that the proportion of expression categories is very high. In addition,
there are parts that deviate from the grading method of grammar set in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and it seems that the content of grammar
education set in the curriculum has not been faithfully reflected.
Chapter 4 investigates the grammar items presented in the Korean textbook
for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in terms of presentation
methods. In various aspects, the textbook presents grammar items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 Immig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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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Program. However, in this process, the educational content set in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is omitted, and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method of presenting grammar items.
Keyword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textbook, grammar area, Korean standard curriculum as
a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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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습을 활용한 한국문학 교육 사례
－ 해외 대학(대만, 홍콩) 수업을 중심으로

조영미․한혜민*

국문요약

본고는 해외 한국(어)학 부전공자들의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 수업에서 협력학습
(collaborative learning)을 활용한 한국문학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대상은 대만 내

한국학 부전공 과정의 <한국유행문화개론>과 홍콩 내 한국어 부전공 과정의 <미디어로 배
우는 한국어>의 수강생들이다. 한국문학은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자료임에도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가장 큰 난제는 바로 부족한 강의 시
간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 배경의 상이, 전문 인력 부족 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국문학 수업에서 협력학습
을 교수-학습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사례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해외 한국(어)학 과정 및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
들에게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으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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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외 한국학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
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해 왔다(김영아, 2010; 김선아, 2017).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서 한국어, 한국문화 교과목에서 한국문학을 수업 자료로 삼는 노력이 시도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문화 교육에서 한국문학을 다루는 이유는 문학이 섬세하고
정확한 언어로 그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학습의 주체이
면서 독자인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로 된 문학작품을 접함으로써 그 문화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국 문화와의 차이점을 찾아갈 수 있
다는 점에서 목표 언어문화교육의 유용한 자료가 된다. 또한, 문학작품을 활용하
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학습자들의 상
호문화 이해 능력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이는 차후 상호문화 화자들 간의 성공
적인 의사소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
하는 해외의 한국어 전공자들에게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학 전공자로
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지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해외의 한국학 과정 내에서는
적절한 문학 자료를 선정한 뒤 효율적인 한국문학 교육 방안이 구안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해외의 한국학 교육 현장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에는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가장 큰 난제는 바로 부족한 강의 시간1)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 배경의 상이, 전문 인력 부족 등이다.2)
1) 해외 대학 한국어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 대학 기관 어학원의
한 학기 정규과정의 총 수업 시간(200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해외 대학의 한국어 수업
시수는 약 1/4, 수업 횟수는 약 1/2 수준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Kim, S.-A., Han, H.
M., & Shin, S. H., “Classroom activities for college learn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le Intelligences”,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12(Supplement 1), 2015, p.398.)
2) 한혜민·김선아 ｢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플립드 러닝 수업 개발과 활용 사례｣, 뺷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뺸 제45집,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6, pp.391-418.
조영미, ｢상호문화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사례 연구 – 대만 대학생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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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해외 한국학 교육 현장에서의 환경적인 문제점을 보안을 유지
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대만 A 대학의 <한국유행문화개론>과
홍콩 B 대학의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에서는 한국문학 교수-학습 과
정에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을 도입하였다.3)
협력학습이란, 두 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함께 학습하거나 학
습을 시도하는 방법이다.4) 협력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
능력,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의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해주기도 한다.5) 협력학
습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며,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 학습자만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체계화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6) 특히 언어 교육에서의 협력학습은 언어 기
능을 연습하고 교실 안팎에서 새로운 지식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준
다.7) 협력학습은 학습자가 서로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
과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점에서 의사소통능력
을 향상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8)
상으로-｣, 뺷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뺸 제49집,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2018, pp.225-248.

3) 두 대학을 교육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연구자들이 각각 대만 A 대학과 홍콩 B 대학
에서 교수하며 겪는 연습 시간 부족, 학생 간 한국어 능력과 학습 배경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같았고, 둘째, 두 대학 모두 중화권으로 학습자들 간 유사한 성향이 있었다. 셋
째, 두 대학 모두 한국어 과정이 전공이 아닌 부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어 한국어와 한국문
화를 깊이 있게 배우려는 학습자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4) Dillenbourg, P. Collaborative Learning: Cognitive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Advances in Learning and Instruction Series. New York, NY: Elsevier Science, Inc,
1999.
5) Chiu, M. M., “Group problem solving processes: Social interactions and individual
action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0:1, 2000, pp.27-50.
Chiu, M. M. “Flowing toward correct contributions during groups' mathematics
problem solving: A statistical discourse analysis”,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7 (3), 2008, pp.415-463.
6) 정희모, 뺷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뺸, 삼인, 2006.
7) Kukulska-Hulme, A., & Viberg, O., “Mobile collaborative language learning: State of
the ar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9(2), 2018,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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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의 한국학 교육 현장처럼 한국어 능력과 학습 배경이 다른 학습자
들로 구성된 학습 환경에서 협력학습으로 한국문학을 학습한다면 더욱 효과적
인 한국어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의 한국학 부전공자들의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 수업
에서 협력학습을 활용한 한국문학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사례를 통하여 협력학습이 한국문학 학습의 난점이었던 학습자 간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문학을 다루기에 부족했던 수업 시간을 보다 효과적
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2. 한국어문화 교육에서의 한국문학
1)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교육 현황
문학 교육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꾸준히 연구된 분야 중의 하
나이며,9) 문학이 한국문화 이해의 방법으로써 활용되는 방안에 관한 연구 또한
지속되고 있다(이소영·고경민, 2011; 강소영, 2016).
이에 반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계의 문학교육에는 여러 난점에 봉착해 있다.
김재욱(2012)의 연구에서는 세종학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학 교육에 대한 설
문을 실시하였고, 문학교육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현지 한국어교육 수준과 학습자들의 흥미나 관심사가
전혀 다르며, 둘째, 수업 시간이 제한적이고 학생들이 한국문학에 관심이 거의
8) 임정연, ｢PBL 모델에 기반한 협력학습과 비평적 글쓰기 활용 방안｣, 뺷국제어문뺸 제66집,
국제어문학회, 2015, pp.365-395.
9) 2021년 1월 20일 기준으로 RISS에서 ‘한국어 문학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학위논
문이 823건에 달했다. 발행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 30편, 2011년 47편이었으며, 이후 점
점 그 수가 증가해 2019년에는 74편에 달했다. 즉,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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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가르치기 어렵고, 셋째, 실용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필요 없으며, 넷째, 수업
시간이 부족하며 적당한 한국문학교육 교재가 없어서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어
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문학 제재 선정과 그 기준의 문제가 교사
들이 문학교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교육에서 사용 가능한 문학 작품들이 선정되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활
용한 한국어교육 방안과 관련 논문이 늘어나 문학 품 활용에 대한 학자들 및 한
국어 교육자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문학작품 활용 상황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볼 해외의 한국(어)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
교육의 상황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해외의 경우에는 어학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인한 문학 수업의 부족 및 부재(박안토니나, 2015;10) 정현숙,
2016; 김선아, 2017), 학습자의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교수-학습 방법의 어려

움(유홍주, 2016), 문학 강의를 전담할 전문 인력의 부족(하티제 쾨르올루 튀르
쾨쥬, 2015)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문학을 보다 효
율적으로 교수-학습하는 방안으로 협력학습을 통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육 및 대학 교육에서의 협력학습 연구
한국어 및 대학 교육에서 협력학습을 적용한 연구로는 읽기와 쓰기의 언어 기
능 교육 방안과 문학작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쓰기와 읽기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해석, 확장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
문에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기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및 활동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10) 국가별로 보자면, 박안토니나(2015)는 우즈베키스탄, 정현숙(2016)은 폴란드, 김선아
(2017)는 홍콩, 유홍주(2016)는 헝가리, 하티제 쾨르울루 튀르쾨쥬(2015)는 터키에 한국
학이 개설된 대학의 교과과정을 각각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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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지혜(2015)의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협력적 쓰기 활동이
개별적 쓰기 활동보다 효율적으로 내용 지식을 확장할 수 있으며, 글쓰기에 있
어서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는 문제를 수월하
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은(1999)는 미국 재미교포 아동들을 대상으로
협력학습 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모형을 제시하면서 협력학습이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반
복, 흥미 속에서 유의미한 언어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불안감을 감소시킨다고 했
다.
임정연(2015)에서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에 기반을 둔 협력학습을 시행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협력학습이 경험은 글쓰기 동기를 부여하고 주제 선정의 어
려움과 절차에서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결과물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이 밝혀
졌다. 정형근(2017)의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협력
학습에 기반을 둔 확장형 읽기 수업을 고안하였다.11) 그는 자율적 협력학습 모
형을 적용한 읽기 수업에서는 구성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효재·조윤경(2019)는 한국어 교육에서 협력학습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
하였는데,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일반강의
집단보다 협력학습을 경험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국어 자기효능
감을 보였다.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실행한 정은균(2011)은 제목, 화자, 내용, 주
제, 소재, 배경, 표현의 7단계로 이루어지는 시 학습 단계를 자기 주도와 협력의
원리에 바탕을 두어 학습 모형을 탐색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는 교사가 학습자들이 갖는 자기 주도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태도가 야기하는 효
11) 자율적 협력학습은 한 학급에서 정한 전체 과제를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습 전체가 협동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단별로 학습을 하는 형태이며 대주제 선정, 소집단 구성과 하
위주제 선정, 읽기 자료의 선정과 확장형 읽기 활동, 소집단 별 발표 준비와 실시, 학업
성취평가와 학습 결과물 활용의 단계를 거친다(정형근, 20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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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교육적 의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진(2012)
는 시조를 활용한 협력학습 글쓰기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협력학습이 학습
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글쓰기에 참여하며 학습자
의 생각을 이끌어 내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한국어문화 교육에 협력학습을 활용할 때 다
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협력학습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활발
히 일어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 간
의 정보 교환, 결과물 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이
루어져야 하므로 협력학습을 해외 한국어문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제한
된 수업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심화 내용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이 감소할 수 있다. 제2외국
어 교육에서는 보통 제한된 분량의 텍스트 쓰기나 읽기가 제시되지만, 정형화된
틀 외의 긴 글 읽기나 쓰기의 과제가 주어지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학습은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내용의 읽기, 쓰기, 문학 학습에도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협력학습은 학습자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소통이 핵심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텍스트
를 해석하고 창조하고 의미를 확장해야 하는 읽기와 쓰기 수업에 효과적으로 작
용할 것이다.

3. 협력학습을 활용한 한국문학 교수-학습 사례
1) 수업 정보 및 학습자 특성
본 사례의 연구 대상은 대만 남부 소재 A 대학교의 부전공 과정(韓國語言文
化與産業學分學程12)) 중 <한국유행문화개론(韓國流行文化槪論)>의 수강생
12) 부전공 과정 신청자는 개설과목 가운데에서 필수과목으로 14학점, 선택과목으로 6학점으
로 총 2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과목은 선택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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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13)과 홍콩 소재 B대학교의 부전공 과정14) 중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Korean through Media)>의 수강생 27명이다. 두 대학 모두 학습자 수준이 초·

중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하고, 한국문학을 접해본 학습자는 거의 없다. 대만 A
대학교의 강의 시간은 일주일에 일 회 두 시간(총 100분)이었으며, 한국문학 작
품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2, 3주 차에 진행되었다. 홍콩 B대학교의 강의 시간은
주 1회 세 시간(총 150분)이었으며 한국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9, 10주
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과목의 학습 목표와 수강생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수업 정보 및 연구 대상 정보
항목

학습 목표

학기

대만 A대학교

홍콩 B대학교

ㄱ. 한국유행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ㄴ. 한국유행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ㄷ. 문화이론과 관련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
ㄹ. 한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ㄱ. 중급 수준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
ㄴ.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한국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다.
ㄷ.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신
감을 키운다.
ㄹ. 한국 사회의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 문
화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규범을 습득할
수 있다.

2019년 2월 학기(2월~6월)

2019년 9월 학기(9월~12월)

수업 시간

주 1회 두 시간(100분)

주 1회 세 시간(150분)

문학수업

2, 3주 차 쓰기 수업

9, 10주 차 읽기 수업

수업 자료

한명희 <무하마드 아크바르>

정유진 <종의 기원>

여 21, 남 0

여 27, 남 0

초·중급 16, 중급 4, 고급 115)

초·중급 7, 중급 12, 고급 816)

성별
학습자
수준

13) 본고의 연구 대상은 “조영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 <한국유행문화개론>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 뺷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
육뺸 제59집,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pp.1-32.”과 동일하나 본고는 해당
학습자들의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수-학습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14) 홍콩 B대학의 부전공자는 개설과목 중 필수과목 12학점, 선택과목 6학점, 총 18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한국어 과목은 수준별로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고급 1, 고급 2 과정과 주제별 과정인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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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한국문학
접촉 여부

대만 20, 중국 1

홍콩 24, 중국 2, 대만 1

유 1, 무 20

유 0, 무 27

두 강좌는 공통적으로 한국문화 학습을 통한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인과
이상적인 교류를 학습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두 대학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 기간 등이 다르고, 학습자 간의
한국어 학습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 1∼2회, 100분∼150분의 주
어진 수업 시간만으로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
상으로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참여와 함께 학습자 간의 협력이 요구되었
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모둠별 협력학습을 활용하였는데 김상진(2012)의 연
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협력학습에서는 학습자 간의 도움을 통하여 학습자
의 실력 편차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17)
효율적인 협력학습을 위해서는 세분된 수업 절차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
희모(2006)의 협력학습의 절차 요소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표 2> 협력학습의 절차 요소(정희모, 2006:205)
단계

내용

1

학습 목표 설정

학습 과제의 방향을 잡아 준다.

2

학습 과제 선정

학습 목표를 구현해 준다.

3

모둠 구성

협력적 학습을 위해 일정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15) 설문조사 결과, 대만 A대학의 학습자들 중 한국어 능력시험(TOPIK) 합격자가 고급(6급)
1명, 중급(4급) 2명, 초급(2급)이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 적이 없었
으며 이들의 한국어 수준 초·중급 수준이었다.
16) 홍콩 B대학의 학습자 수준은 한국어 부전공 수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초급 1과
초급 2를 수강한 학생은 초·중급, 중급 1을 수강한 학생은 중급, 중급 2 이상은 고급에
해당한다. 학생에 따라 레벨테스트를 보고 반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때는 판정 결
과에 따라 초중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다.
17) 김상진, ｢시조 텍스트를 이용한 글쓰기 협력학습 전략｣, 뺷한국언어문화뺸 제49집, 한국언
어문화학회. 2012,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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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둠 상호활동

과제를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

5

개인 평가 및 모둠 평가

모둠 보고서를 작성해 개인별 책임 완수를 확인한다.

본고에서는 이 학습 절차를 수정, 반영해 교수-학습 진행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해외 한국어문화 교육 현장에서 협력학습이 한국문학
교수-학습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협력학습을 활용한 쓰기 중심 한국문학 교육 사례
대만 A대학의 강좌는 문학작품을 한국문화 및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자료로
써 사용했다. 여기서는 문학작품을 문화 수업 초기 단계에서 활용했는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18) 문학 교육의 성취 기준을 고려했을
때, 문학작품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경험한 문제의식을 공유하
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둘째, 문학 읽기의 목적이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아 형성임과 동시에 자아 형성을 통한 사람됨의 추구19)라고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한국문학 학습을 통해 포용력 있는 자세로 타인을 이해
하며, 자아를 성찰하며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 학습자들은 한국
어, 한국문화 관련 수업에서 한국문학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으므로20) 이
들에게 한국문학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21)
해당 수업에서는 한명희 시인의 작품인 <무하마드 아크바르>를 선택했다.
작품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 손진은 ｢교실 협동학습 패러디 시 쓰기 수업의 실제｣, 『어문학』제130집, 한국어문학회,
2015, pp.159-186.
19) 선주원 ｢국제이해교육 자료로서 다문화 그림동화가 갖는 의의와 상호문화적 감수성 증진
｣, 『국제이해교육연구』11-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6, pp.65-96.
20) 해당 학교에는 한국 문학 관련 과목이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아 교수자가 학습 자료로
한국문학 작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은 한국문학을 접할 기회가 과정 내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21) 해당 질문에 한국문학을 접해봤다고 답을 한 유일한 수강생은 “86년생 김지영(원제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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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어 초·중급 수준이었다. 비교적 평이한 어휘 및 문장 구조로 이루어
진 작품을 선별해 학습자들이 작품 이해에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며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문학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했다.
둘째, 학습자 간의 상호의존성 및 모둠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있
어야 한다. 협력학습에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 및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작품에
담겨 있어야 했다.
셋째, 학습자들이 공동체 내 비판적 주체22)로 성장하도록 이끌 수 있는 작품
을 선택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작품을 문화 수업에서 활용하는 이유가 문학
작품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경험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표현
한다고 했을 때, 문학을 읽고 쓰는 학습자들이 공동체의 비판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한명희 시인의 <무하마드 아크바르>를 수업 자료로 선
정했다.23)
다음은 협력학습24)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 쓰기 수업 교안 및 한국문학 작
22) 강석(2013)은 비판적 주체란 정치·문화·사회적 입장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
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의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의 계기를 만드는 존재라고
정의했으며, 여기에서 ‘실천’이란 주어진 현실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성을 상실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주체를 둘러싼 세계를 재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습자들은 익숙한
자국 문화를 낯설게 보고, 자국 문화와 상이한 타문화의 요소를 발견,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문화 수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을 고를 필요가 있
었다. (강석, ｢비판적 주체 형성을 위한 시 창작 교육 연구｣, 『작문연구』제17집, 한국작
문학회, 2013, pp.359-384.)
23) 작품 선정을 위해 함께 검토한 작품으로는 한명희의 <무하마드 아크바르> 이외에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표현한 한명희의 <김밥>과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표현한 정호승의
<수선화에게>가 있었다. 이 세 작품 중에서 <무하마드 아크바르>가 위의 세 가지 조건
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판단해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24) 교수자는 첫 수업 시간에 모둠을 구성했다. 모둠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학습
자들의 한국어 능력이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배경과 능력이 다양하고, 교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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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이다.
<표 3> 협력학습기반 한국문학 쓰기 중심 수업 교안
학습 목표 설정

(1) 협력학습을 통해 상호문화 이해 능력과 한국어 능력 신장
(2) 협력 쓰기 활동을 통해 한국문학 이해 및 표현 능력 향상

학습과제 설정

(1) 학습 자료 선정 - 읽기 자료(한명희 시 <무하마드 아크바르>)
(2) 문화개념 이해 - 핵심어(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문화차이, 등) 이해
및 읽기 자료 이해 및 분석 (교사의 설명, 교사-학습자 간의 대화)

모둠 구성
상호모둠 활동

개인 평가 및
모둠 평가

교수자가 구성, 팀장 선출
(1) 자문화 인식 - 교사-학습자 대화 및 학습자 경험 공유(대만 사람이 본 대
만인의 특징 정리. <예> 오토바이, 야시장, 외국인에게 친절하다, 등)
(2) 모둠 별 브레인스토밍: 한국인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매운 음식, 술, 애
국심, 화장, 잘 생긴 남자, 어른 공경 등) 및 비판적으로 자국, 목표 문화 이해
(1) 개별 학습 일기 작성
(2) 개별 과제: <내가 만난 한국인>을 주제로 시 쓰기
(3) 모둠 활동: 다른 학습자들의 시를 읽고 시적 화자의 경험 추측하기
(4) 협력 쓰기 및 개인 쓰기, 학습 일지로 교수자가 평가

교수-학습은 위의 교안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수업 자료로 사용한 작품의 일
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하마드 아크바르
- 詩 한명희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파키스탄인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무례해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핸드폰이 울리면 그냥 그대로 받지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때로는 끔찍해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질문이 있다곤 불러서 한참동안 말을 시키지25)

강의를 한국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모둠 구성이
필요하였다. 모둠은 총 6개로 나누었다. 각 모둠에서는 대표를 선출했는데, 대표의 조건
은 다른 팀원들에 비해 높은 한국어 능력이었다. 또한, 한국어 수준이 높고 당시 교수자
의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수강생 2명이 반장을 맡아 각 모둠에서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도록 했다.

25) 한명희, 뺷두 번 쓸쓸한 전화뺸, 천 년의 시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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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위의 시는 파키스탄 학생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한국어 교사가 점차 그
학생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 뒤, 문화 차이, 고정
관념, 편견, 선입견 등의 개념을 학습했다. 이후 ‘대만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한
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둠별로 각각 쓰게 했다. 이어서 외국인을 봤을 때 우
리가 으레 갖게 되는 고정관념 혹은 문화 차이로 인해 갖게 되는 오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패러디 시 쓰기를 준비
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으로 보아 과제로 자유 작문을 부여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어 모델 텍스트를 마련했다.26) 이 모델 텍스트는 교수자가 대만 생활에
서 실제 관찰한 대만인의 모습이자 그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화 차이로 인
해 겪은 오해와 갈등을 묘사했다. 모델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진진 씨
진진 씨는 대만인
진진 씨는 친구가 있어, 하지만 항상 혼자 다녀
진진 씨는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아무 데나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어
진진 씨는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해, 그리고는
(하략)

위의 글은 모델 텍스트이자 교수자가 직접 쓴 패러디 시이다. 학습자들은 팀
별로 한국인에 대한 시를 썼다. 시를 쓸 때는 팀별로 토의한 내용인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참고하도록 했다.27) 서너 명의 학습자로 구성된 팀에서 세 문
장 시를 쓰도록 했다. 다음은 팀별로 쓴 시의 예이다.

26) 임진숙(2017:3)은 모델 텍스트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쓰
기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고, 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 학습자들이 한국인에 관해 쓴 대표적인 고정관념으로는, “운동을 좋아한다, 외모가 중요
하다, 친구를 좋아한다, 친구와 같이 재미있다, 화장품을 좋아한다, (친구와)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한다, 밤 생활이 풍부하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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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선미 씨는 한국인
선미 씨는 나한테 말해. “우리 예쁜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을까?”
나는 선미 씨가 부담스러워.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은데…
<예시 2>
아이린 씨는 한국인
아이린 씨는 나한테, “우리 같이 술을 마셔요”라고 말해.
나는 술을 싫어해, 어떻게 해?
<예시 3>
순자 씨는 외모를 중시해요.
순자 씨는 운동을 좋아해요.
순자 씨와 친구들은 사이가 좋아요.

협력학습으로 패러디 시 쓰기를 한 후, <한국인에 대한 시 쓰기> 과제를 내
주었다.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쓴 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성규 씨는 나에게 포크를 선물로 줬습니다.
“내일 시험 파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포크를 줬습니까?
<예시 2>
유진이는 “나 요즘 살쪘지?”라고 항상 얄밉게 물어봐.
유진이는 매일 다이어트한다고 했는데도 잘 먹어.
유진이는 매번 “다음에 같이 밥 먹자”하고 다음에는 없어
유진이는 누구에게도 예의가 바른데 나한테는 아냐.
<예시 3>
민아 씨는 친절하고 활발해, 근데 성격이 안 맞아
민아 씨는 나 만날 때마다 우리 전화해, 말해.
난 항상 계속 기대되고 또 기대되고, 전화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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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씨는 진짜 나랑 친구가 되고 싶냐?

다음 단계에서는 위의 시를 읽고 모둠별로 이 시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했다.
<예시 2>와 <예시 3> 작품의 의미는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 이 과

정에서 학습자들은 형식적인 말, 빈말 등의 어휘를 학습하기도 했다. <예시 1>
의 모둠별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몇 차례 나왔다. ‘포크’의 ‘포’는 ‘복(福)’
과 발음이 비슷하고, ‘크’는 형용사 ‘크다’에서 왔으니 시험을 앞두고 “복이 크다
(행운이 있다, 복이 온다)”와 발음이 비슷한 ‘포크’를 선물했다고 해석한 것이었

다. 중국어 표현을 직역해28) 적용한 흥미로운 해석이었으나, 이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수자의 개입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증거이자 사례
가 되었으며,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상대 문화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 부족도 의사소통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한국인들과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썼고, 각
자의 글에는 자신들이 한국인에 대해 갖는 감정을 가감 없이 표현했다. 학습자
들은 친구에 대한 기준과 기대의 차이, 혹은 생활 습관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인
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시로써 표현하였다. 한국인의 태도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고, 그들은 한국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
다가도 그것이 때로는 가치관의 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처럼 학
습자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학습 결과는 학습자들이 쓴 학습일지29)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수업 종
료 10분 전에 학습자들은 모두 정해진 양식에 학습일기를 썼다. 이는 학습자 스
스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감상을 적는 시간이자,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교사가 점검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협력학습을 통한 한국문학 수업의 평가 및 결과는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쓴
28) 대만에서는 “복(행운)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福報很大(복이 크다)”와 “有福氣(복이 있
다)”를 쓴다. 불교에서 쓰이는 말로 “量大福大(도량이 클수록 복도 많이 받는다)”라는 말
도 종종 쓰이는데 여기서도 “복이 크다(福大)”라는 의미가 있다.
29) 학습일지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한국어 혹은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중국어
로 작성된 부분은 연구자가 번역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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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일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다음은 21개의 학습일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1) 다른 친구들이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들음으로써 많은 지식을 얻었다.
(2) 한국인 하면, 술, 남성 우월주의가 떠오른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
는 않다. 선입견으로 타문화와 외국인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3) 문화교류는 아주 중요하다. 타문화 출신자들을 편견으로 보기는 쉽다. 이는
오해를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했
던 일을 이야기해 준 것이 참 흥미로웠다.
(4) 오늘 배운 시가 아주 재미있었다. 그 뒤 이야기도 궁금하다.

위에서 언급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미루어 보아, 이들은 협력학습을 통한 문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효과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화자(교수자)와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자국 문화(대만)와 목표문화(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둘째,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며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타자 이해를 통한 자아 형성이자, 자아 형성을 통한 사람됨의
추구”라는 문학 읽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셋째, 한국문학을 접해 본 적이 없는 학습자들이 한국문학에 관한 관심을 보
였다. 이는 해외의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방안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볼 수 있다.

3) 협력학습을 통한 읽기 중심의 교수-학습
홍콩 B대학의 한국문학수업에서 선정한 작품은 홍콩 한국문화제의 ‘작가와의
대화’에 초청된 작가의 작품이다.30) 이 행사는 본교 학생들과 홍콩인들에게 한
국문학을 접할 기회이자 작가와의 대화를 통하여 한국문학과 작가관을 보다 깊
30) ‘작가와의 대화’ 행사는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 및 홍콩 한국문화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주체로 매년 10월〜11월 사이에 한국 유명 작가들을 홍콩으로 초청하여 한국문화제의 목
적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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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이기도 했다. 홍콩에 초청되는 작가들은 영문이
나 중문으로 번역본이 출판된 작품이 있는 시인이나 소설가들이다.31)
학생들이 행사에 초청된 작가의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자국 문화와 목표문화를 상호문화적 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초
청 작가의 한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이해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고 번역본을 제
시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수업 목표와
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수준 격차를 극복하고 한국문학을 이해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기에 대만 A대학과 마찬가지로 협력학습에서 그 해결책
을 찾아보았다. 협력학습은 한국어 능력이 서로 다른 학습자들이 도움을 주고받
으며 한국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
법이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한국어로 된 자료를 이해하고 그 내용과 관련
된 자기 생각을 각자 모둠 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 결과를 다른 모둠의
구성원과 나누면서 상호문화 능력 향상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국문학 수업에서는 모둠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모둠마다 초급,
중급, 고급의 학습자가 그룹별로 골고루 섞이도록 교수자가 직접 구성했다.32)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교안을 작성했으며 한국문
학 작품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협력학습기반 한국문학 읽기 수업 교안
학습 목표 설정

(1) 협력학습을 통한 한국문학 이해 및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
(2) 감정 표현(우습다, 무섭다, 슬프다, 짜릿하다, 찜찜하다, 절망하다)의 이해

학습과제 설정

(1) 읽기 자료(정유정 소설 <종의 기원> 중 발췌)
(2) 교사 자체 준비 자료(소설의 배경, 한국어 표현)

31) 이 행사에 초청된 작가들은 2014년 문정희(시인), 2015년 김후란(시인), 2016년 김애란(소
설가), 2017년 이기호(소설가), 2018년 전성태(소설가), 2019년 정유정(소설가)이다.
32) 한국문학 수업을 제외한 다른 주차의 수업에서의 모둠 구성은 학습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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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구성

상호모둠 활동

개인 평가 및
모둠 평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직접 선정
(2) 읽기 자료 소개 (교사의 설명, 교사-학습자 간의 대화)
(1) 모둠 활동 1: 각자에게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 파악, 모르는 단어 및 표현의
의미 찾아보기
(2) 모둠 활동 2: (1) 번에서 조직한 모둠에서 동일한 텍스트를 맡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모둠으로 모여서 주어진 텍스트의 구체적 의미 파악
(3) 모둠 활동 3: (1)에서 조직한 모둠으로 돌아가 전체 내용을 완성하기
(4) 상호문화 이해 및 내용 확장하기
(1) 개인 평가: 소설 읽고 느낀 점 말하기
(2) 모둠 활동: 뒤에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비슷한 배경의 자국 문학, 영화, 드
라마 내용 공유하기,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 차이점과 공통점 발견하기

2019년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는 정유정 작가가 초청되었으며 2019년 1학기
<미디어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에서는 작가의 대표작인 <종의 기원>을 다루

었다.33) 장편 소설 한 권을 기한 내에 전부 한국어로 읽기에는 학습자들의 한국
어 실력도 부족하고 시간상으로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자는 소설의 내용
중에 발단이 되는 장면을 선정하여 수업 자료로 사용했다.
종의 기원
- 정유정 作
(중략)
닭이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웃음이 터졌다. 이후로도 종종 키득거렸다. 제 패거리
들을 속이고 호텔로 뛰어들어간 리틀 제가 신나게 총질을 해대는 장면에선, 낄낄 소
리까지 내서 웃어댔다. 웃다 문득 웃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어둠 속에서 검은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두 눈은 내게 묻고 있었다. 뭐가 우습니?
어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영화가 끝난 후,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하고 있었다. 해진도 앞만 보며 걸었다. 나는 또 두 사람의 궁둥이만 보며 뒤따
라갔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 골이 아팠다.
(중략)

33) 작품의 선정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홍콩 B대학, 정유정 작가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홍콩 B대학 측에서는 홍콩 학습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 가운데
에서 영문 번역본이 있는 최근 작품을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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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어머니가 영화관 안에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이유가 이해됐다. 내겐 신
나고 짜릿했던 영화가 사실은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어느 지점에서 무
서워하고 슬퍼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중략)
해진은 나와 시선을 맞대왔다. 그렇지? 라고 묻는 눈이었으나 대답을 할 수가 없
었다. 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다만 녀석의 덩치가 나보
다 두어 뼘쯤 커 보였다. 나와 불과 한 살 차이였건만, 열 살쯤 차이가 나는 형 같았
다. 심지어 어머니와 대등해 보이기까지 했다.34)
(하략)

위의 내용은 소설에서 주인공이 처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남들과 다름
을 인지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인 사이코 패스의
입장에서 사건과 장면이 서술되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인 ‘선과 악’, 자식과 어머
니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홍콩 B대학 한국문학 읽기 수업
의 교수-학습 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협력학습에 앞서 교수자는 수업에 앞서 소설의 배경과 텍스트에 등장하는 감
정 관련 어휘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발췌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협력학습의 첫 번째 모둠활동을 실시했다. 모둠은 교수자가 수업 전에 초급, 중
급, 고급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한 모둠은 4∼6명으로
구성되었고 학습자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교수자가 모둠별로 나눠준 5∼6 문
장을 분담하여 각자 1∼2문장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이 부담이 적은 분량이었다. 전체 모둠은 총 6개로 모둠 1에
서 구성원 1이 담당한 문장은 모둠 2, 3, 4, 5에서 구성원 1이 맡은 문장과 동일하
게 설정했다.
첫 번째 협력학습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문장의 내용 파악을 목표로 모르는
단어 및 표현을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앞뒤 문장을 담당한 동료
학습자에게 물어보게 하였다. 이때 교수자는 교실을 순회하며 문법 설명이 필요

34) 정유정, 뺷종의 기원뺸, 은행나무, 2016,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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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시 도움을 주었다. 첫 번째 모둠
활동의 목표는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 문장에 제시된 단어, 문법, 표현을 이해하
는 것으로 삼았다.
두 번째 협력활동에서는 세부 내용 파악을 목표로 동일한 텍스트를 맡은 다른
모둠의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모둠을 구성했다. 새로운 모둠에서는 각자
가 해석한 문장의 의미를 논의하였는데, 같은 문장을 가지고 각 구성원이 이해
한 방식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검은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눈’과 ‘궁둥이만 보며 뒤따
라갔다’라는 문장의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교수자는 학습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표현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했고 학습자들은 자신
이 생각한 대로 소설 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며 답을 찾아갔다. 또한 학습
자들은 해진과 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질문했다. 학습 자료인 발단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단락에 서술된 표현인 ‘열 살쯤 차이
가 나는 형 같았다’에 주목하여 나와 해진과의 관계를 유추해보도록 지도했다.
세 번째 협력학습은 전체적인 맥락 이해를 목표로 첫 번째 모둠 활동을 수행
하였던 모둠으로 돌아가 진행했다. 두 번째 협력학습에서 각자가 담당한 텍스트
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구성원들은 다시 모여 학습 자료의 전체 의미를 맞
추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이해 및 내용 확장 단계를 거쳤다. 주어진 텍스트를 바
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전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기, 소설의 배경과 비슷한 배경
의 자국의 문학, 영화, 드라마 내용 공유하기,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의 차이점과
공통점,35) 갈등 상황 발견하기 등을 질문하였고 모둠별로 의견을 냈다.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 읽기 수업의 학습 효과는 학기 말에 실시한
강의 평가의 서술형 응답, 교수자의 수업 관찰, 수업 후 학습자들과의 간담회에
서 나눈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강의 평가 서술형 응답에서 학습자들
35) 소설에서 어머니는 주인공의 이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하게 통제하는 역할로 등장
하는데, 중화권에서도 통제가 강한 어머니를 타이거 맘(tiger mom)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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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 작품을 실제로 접하고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학을 읽고 같이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았다”, “한국 문학 작
품을 더 읽어보고 싶다” 등의 응답을 하였다. 또한 학습자 평가와 함께 교수자의
관찰, 수업 후 간담회를 통하여 협력학습을 기반 한국문학 읽기 교수-학습에서
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 수준이 서로 다른 학습자 간의 협력을 통해 주어진 텍스트를 이
해했다. 첫 번째 모둠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각자 분담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
하여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찾아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장의 이해가 어려운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한국문학을 실제로 접하면서 학습자들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스스로 한국어로 된 문학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다고 밝혔다.
셋째, 총 세 번의 모둠활동을 통한 협력적 읽기 학습으로 전체 내용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전체 맥락 파악하기 및 내용 확장의 단계별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4. 결론
한국어문화 교육에서 한국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주장해
왔지만 정작 한국 문화와 사회를 목표어로 접할 수 있는 훌륭한 학습 매체로서
의 한국문학은 해외 한국어문화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 및
무관심, 수업 시간 부족, 인력 부족의 이유로 등한시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대학 한국어문화 수업에서 협력 학습을 기반으로 한 문
학 교육 사례를 제시하며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문학 교육을 실시하기가 힘든
교수자들에게 효과적인 방안을 공유하고자 했다.
우선 대만의 사례에서 밝혔듯이 협력학습 기반의 한국문학 쓰기 중심 수업에
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등을 팀 활동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짧은 시 쓰기 활동을 했다. 이러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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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인들과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떠올려 팀원들과 함께 공유
함으로써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자아와 타인을 이해,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며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홍콩 사례에서는 읽기 중심의 협력학습기반 한국문학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협력학습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그룹별로 나누어 문학 작품의 발단이 되
는 부분을 읽으면서 각자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협력학습
활동에서는 각자 맡은 문장이 일치하는 학습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교수자
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고 보다 깊은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협
력학습 활동에서는 첫 번째 모둠으로 돌아가 각자가 맡은 문장의 의미를 모둠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전체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세 차례에
걸친 협력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났고
한국문학을 접하면서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며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대만과 홍콩 사례에서
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어 학습 능력과 배경이 다른 학습자들이 함께 협력학습을 통해 문
학작품의 내용 이해 및 쓰기 활동을 학습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능력을 키웠으
며, 학습 부담감도 감소시켰다.
둘째, 학습자들은 협력학습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
학작품을 이해, 표현했다.
넷째,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문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을 뿐더러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본 활동을 통해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 간의 수준 차이가 크고 수업 시간이 부
족한 해외 교수-학습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었
다.
본고는 대만과 홍콩 지역에 국한하여 한국문학 교육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아울러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 교육의 지역적 모델이 각각의 교수-

협력학습을 활용한 한국문학 교육 사례 247

학습 환경에 맞게 구안되어야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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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Through Collaborative Learning
－With a Focus on Foreign College Cases in Taiwan and Hong Kong

Cho, Young Mi․Han, Hae Min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a teaching-and-learning method utilizing
collaborative learning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es designed for
Korean minors in foreign colleges. The subjects are students of the class
<Korean Popular Culture> as a part of the minor course in Taiwan, and <Korean
Through Media> as part of the minor course in Hong Kong. Although Korean
literature provides exceptional educational materials assisting learners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society, mindset, and behavior, it faces numerous
problems when being put into place in educational settings. Some of the major
difficulties include a lack of lecture time, disparity between the learners’
Korean abilities and learning background,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workforce. As such, this research provides cases where collaborative learning
was applied to the teaching-and-learning process in Korean literature courses
to address those challenges. The authors expect the class cases provided in this
research to serve as efficient teaching-and-learning methods for instructors
struggling with said difficulties teaching Korean-related classes internationally
or to foreigners in Korea.
Keyword

Collaborative learning, Korean literature education, Learner-

centered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0.251

‘싶다’ 구문의 의미-통사적 특성과
주어 실현 양상 분석
하성금*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싶다’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싶다’ 구문을 ‘용언+연결어미+싶다’ 유형, ‘용언+
선어말어미+연결어미+싶다’ 유형, ‘용언+종결어미+싶다’ 유형, ‘의존명사+싶다’ 유형으로 나누
고 문장 유형의 의미-통사적 특성에 기초하여 주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연결어미 계열과 결합한 보조용언 구성은 주어 일치 구성의 특징을 보이고 종
결어미 계열과 결합한 보조용언 구성은 주어 불일치 구성을 이루면서 암시성 주어 구문의 특
징이 강하다. 즉 ‘-고 싶다’와 같은 ‘용언+연결어미+싶다’ 유형은 주어 일치 구문의 특징만
보이는데 선행용언의 주어와 보조용언 ‘싶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주어가 일치하다. ‘-면 싶다’
와 ‘-려니 싶다’와 같은 ‘용언+선어말어미+연결어미+싶다’ 유형에서는 주어가 일치한 구성과
불일치한 구성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며 ‘-거니 싶다’ 구성에서는 주어 일치의 구성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싶다, -지 싶다, -ㄴ가 싶다, -ㄹ까 싶다, -나 싶다, -랴 싶다,
-구나 싶다’와 같은 ‘용언+종결어미+싶다’ 유형은 주어 불일치의 양상을 보이며, ‘추측’의 주

체는 1차적으로 화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듯 싶다’, ‘성 싶다’와 같은 ‘의존명사+싶다’ 유형은
주어 불일치를 보이며, ‘추측’의 주체는 1차적으로 화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주어 일치의 경우 ‘싶다’ 구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1인칭이며, 의문문에서는
2인칭이, 전지적 시점에서는 3인칭이 주어로 나타난다.
주제어

‘싶다’ 구문, 의미-통사적 특성, 주어 실현 양상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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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싶다’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싶다’ 구문 용례들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싶다’ 구문의 주어 실현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한국어에서 보조형용사로 자리매김한 ‘싶다’는 한국어 보조용언 중에서 주어
제약을 받는 대표적인 예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어 제약 현상을 ‘싶다’ 구문
의 구성요소들의 의미-통사적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싶다’ 구문에서 규칙적인 문법만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비문들 중 말하는

이의 시점 전환으로 자격문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어 실현 양상을 의미-통
사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싶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조용언의 일부분으로 다루면서 ‘싶다’의 의미와

통사적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주요 논문은 강흥구(2000), 김영태(1997), 김흥수
(1983), 박선옥(2005), 변정민(2001), 성광수(1993), 성낙수(1987), 손세모돌(1995,
1996), 차현실(1984), 최재희(1996), 호광수(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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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고 싶다’에서 ‘싶다’가 보여주는 이른바 ‘격 교체’
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격 교체의 원인이나 통사적 제약,
심리 형용사와의 통사적 유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으며,1격 교체를
포함한 ‘싶다’ 구문의 통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엄정호(2003), 조준호(2001), 최종
주․이남근(2000) 등 최근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고 싶다’ 구문의 격 교체를 ‘-기 쉽다’ 구문과 동궤의 것으로 파악하
고 명사구 이동을 상정하여 ‘-기 쉽다’ 구문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김영희(1989), 김선웅(1996)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싶다’의 경우 공시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싶다’구문
의 사적 변천 양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손세모돌(1995, 1996) 안주호 (2005),
이영경(2005) 등 논문에서 주로 ‘-고 식브다’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싶다’에 관한 연구는 ‘격 교체’에 대한 연구와 공시적 연구
및 통시적 변천 연구 등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싶다’와
어울려 쓰이는 어미들의 유형을 분류하여 구성한 ‘싶다’ 구문 속에서 주어의 실
현 양상 관계를 한 선상에 놓고 입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각각 세
부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싶다’ 구문이 보조동사로 쓰였을
때와 내포절을 포함하는 상위문으로 쓰일 때 그에 선행하는 어미들의 유형에 따
라 ‘싶다’ 구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속에서 ‘싶다’ 구문의 주어일치
및 불일치 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한 ‘싶다’ 구문의 주어 실현
양상을 의미-통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과 내용
본 논문은 ‘싶다’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설정한 ‘싶다’의 의미와 구문 유형을
바탕으로 하면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용례추출기로
추출한 ‘싶다’구문을 대상으로 ‘싶다’구문에서의 주어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 처리는 잠시 미루고 ‘싶다’구문의 각 유형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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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특징적인 용례분석에 한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주어 개념은 주격조사 ‘가/이’에 의해 표현되는 문장성분
적 주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싶다’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경험주 또는
사유주 등의 주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어는 단순하
게 주격조사에 의해 표현된 문장성분의 하나인 주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험주 또는 사유주 등 서술어의 서술 대상의 주체로 확대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주어임을 미리 지적해 둔다.

2. 본론
1) ‘싶다’의 의미와 ‘싶다’ 구문의 유형
(1) ‘싶다’의 의미와 기능
‘싶다’에 대해서는 대체로 화자나 주체의 ‘희망’이나 ‘욕구’ 또는 ‘추측’의 심리

적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형용사로 논의되어 왔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
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싶다’의 품사적 성격을 보조형용사로 처리하며 다음
과 같은 기술을 보이고 있다.
① ‘싶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
가. (동사 뒤에서 ‘-고 싶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먹고 싶다/ 가고 싶은 고향…)
나.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일부 종결형 뒤에 쓰여) 1)앞말이 뜻하는 내용
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꿈인가 싶다/ 비가 오는가 싶어 빨래
를 걷었다…)
다. (동사 뒤에서 ‘-을까 싶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대로 될까 걱정하거나 두려워
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누가 볼까 싶어 고개를 푹 숙였다/ 시험에 떨
어질까 싶어서 조마조마하였다…)
라.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주로 ‘-었으면 싶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
1) 본고에서는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입장이기에 ‘싶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서 ②의 경우는 동사와 형용사의 종결형 어미 뒤에 쓰이는 경우로 본다. ‘이다’를 형용사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홍빈․장소원(1995) 및 임홍빈 (2001, 200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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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거나 앞말의 상태가 이루어지기
를 막연하게 바람을 부드럽게 나타내는 말. (예: 일찍 잤으면 싶었다/ 일이 좀 적었
으면 싶다…)
마. (동사 뒤에서 ‘-을까 싶다’ 구성으로 쓰여) 마음속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머리도 아픈데 그냥 집에 갈까 싶었다.)

이처럼 ‘싶다’는 주로 동나 형용사 뒤에서 ‘-고 싶다’, ‘-을까 싶다’, ‘-었으면
싶다’ 등의 구성으로 쓰여 선행내용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
구를 나타낸다. 사전에서 기타 보조용언은 그에 대응되는 본용언을 찾아볼 수
있지만 ‘싶다’의 경우 그에 대응되는 본용언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십브다
＜식브다<월인천강지곡(1447)>’의 형식으로 그 어원만을 제시하고 있다.

김흥수(1983)는 ‘싶다’의 기본의미를 ‘느끼다’로, 차현실(1984)은 ‘싶다’의 공유
적 의미를 ‘명제 내용에 갖는 화자의 불확실한 믿음’이라 하고 ‘싶다’를 주체적
심리상태를 표명하는 어소로 처리하고 있다.
손세모돌(1995, 1996)은 중세자료에 기초하여 ‘싶다’가 ‘생각하다’류의 동사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듯 싶다’나 ‘ㄴ가 싶다’, 내포문을 가지는 ‘싶다’, ‘ㄹ까
싶다’의 ‘싶다’는 ‘생각하다’로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박선옥(2005)은 ‘싶다’의 기본의미를 동사 ‘생각하다’의 의미2)와 연관하여 선
행동사의 종결형에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생각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
낸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고는 손세모돌(1995, 1996)의 주장과 같이 하는 바이다.
사전적 기술의 5가지 부류에서 (나〜마)의 경우 ‘생각하다’류의 동사로 바꾸는
2) 박선옥(2005)에서 ‘생각하다’의 의미를 7가지(①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
단하는 작용을 하다. ②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을 하다. ③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진다. ④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다. 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상상해 본다. ⑥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진다. ⑦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성의를 보이거나 정성을 기울인다.)로 나누고 ‘싶다’가 선행동사의 종결형에 결합
하여 사용되는 ‘싶다’의 의미를 ‘생각하다’의 ⑤와 ⑥ 정도의 의미와 견주어 볼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7가지 의미에 한하여 볼 때 ⑥ 만을
‘싶다’가 본동사로 기능할 때 나타내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⑤의 경우 ⑥
을 토대로 기타 구성요소와의 연결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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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가)의 경우 ‘싶다’를 ‘생각하다’로 바꾸는 데는 자연
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고 싶다’가 중세의 ‘-고져 식브다’
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현대의 ‘-고 싶다’를 ‘-고자 생각하
다’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2) ‘싶다’ 구문의 유형
‘싶다’의 사전적 기술로부터 ‘싶다’의 의미와 기능은 앞에 선행하는 성분과 밀

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싶다’ 구문에서
‘싶다’에 선행하는 성분의 성격에 따라 연결어미 통합형-1, 연결어미 통합형-2,

종결어미 통합형, 의존명사 통합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연결어미 통합형-1 유형은 ‘싶다’의 선행요소가 용언에 연결어미’
가 결합한 구성에 해당한다. 즉 연결어미 통합형-1 유형은 ‘용언+연결어미+싶다’
구성을 이루며 ‘-고 싶다’가 대표적인 예로 된다.3)
② 연결어미 통합형-1
가. 때론 대담하게, 때론 우아하게 변신하면서 살고 싶어.
나. 차라리 눈을 감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 저한테 차 한잔 사고 싶다구요?
라. 영생이라는 꽃을 보면서 나도 조금은 위안을 얻고 싶습니다.

연결어미 통합형-2 유형은 ‘싶다’의 선행요소가 용언에 선어말어미와 연결어
미가 결합한 구성에 해당한다. 즉 연결어미 통합형-2 유형은 ‘용언+선어말어미+
연결어미+싶다’ 구성을 이루며 주로 ‘-면 싶다, -거니 싶다, -려니 싶다’ 구성이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 -었-, -였-, -겠-’ 등과 결합하여 사용된
다.4)
3) 연결어미 통합형에 ‘-고 싶다’ 외에 ‘-면 싶다, -거니 싶다, -려니 싶다’ 등을 하나로 묶어
논의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흔히 ‘-었으면 싶다, -겠거니 싶다, -었으려니 싶다’의 식
으로 사용되기에 본고에서는 따로 유형화하였다.
4) 한 심사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겠으면 싶다’를 예로 ‘선어말어미’는 거의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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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어미 통합형-2
가. 그도 함께 갔으면 싶었는데 그는 가지 않았다.
나. 그가 원하는 데로 들어주는 것이 최고이겠거니 싶었다.
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탓에 자신이 잘못 들었으려니 싶었다.

위 유형에서 ‘싶다’는 ‘하다’ 또는 ‘생각하다’류 동사와 바꾸어도 무방하다. 즉
위 용례를 각각 ‘그도 함께 갔으면 했는데 그는 가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데로
들어주는 것이 최고이겠거니 생각되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은 탓에 자신이
잘못 들었으려니 생각했다.’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처럼 실제 언어사용에서 ‘-었으면 싶다, -겠거니 싶다, -었으려니 싶다’의 형식
보다는 ‘-었으면 (생각)하다, -겠거니 (생각)하다, -었으려니 (생각)하다’ 형식의
쓰임이 더 일반적이다.
종결어미 통합형은 ‘싶다’의 선행요소가 용언에 종결어미가 결합한 구성에 해
당한다. 즉 종결어미 통합형은 ‘용언+종결어미+싶다’ 구성으로 이루며 이 유형에
는 ‘-다 싶다, -지 싶다, -ㄴ가 싶다, -ㄹ까 싶다, -나 싶다, -랴 싶다, -구나 싶
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되는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④ 종결어미 통합형
가. 반대로 좋은 법도 불리하다 싶으면 묵살하는 사례도 있어 법 경시 풍조가
크게 번지기도 했었다.
나. 이모는 그 ‘지은 죄’의 주역인 이형렬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말없이 밥만
먹는 것이지 싶다.
다. 아마도 그 배경의 첫째는 최근 4년간 이 급속한 경제 퇴조와 대일 적자의 급
증이 아닌가 싶다.
라. 그리고 형처럼 야간 중학교에라도 다닐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마. 수혜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눈길로 진우가 새삼스레 수혜를 찬찬히 뜯
어보았다.

이어서 다양한 선어말어미가 모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미 나타난 결합양상을 이 ‘용언+선어말어미+연결어미+싶다’구성으로 분류한 것으로 선
어말어미 자리에 다양한 선어말어미가 모두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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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글쎄요, 그 근거가 있으랴 싶지만......
사. 나는 영국 출장 간다고 처음 비행기 탔을 때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죽어
도 좋구나 싶었다.

의존명사 통합형은 ‘싶다’의 선행요소가 의존명사인 경우이다. 즉 의존명사
통합형은 ‘의존명사+싶다’ 구성을 이루며 이 유형에는 주로 ‘듯 싶다’와 ‘성 싶다’
가 포함된다.5)
⑤ 의존명사 통합형
가. 14일째 계속되고 있는 KBS 사태라고 예외는 아닌 성 싶다.
나. 거기에는 갑판장과 선장의 친척인 듯 싶은 사람들 여럿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
다.
다. 여행이 무슨 시합이 아닌 바에야 좀 여유 있게 다니는 것도 좋을 성 싶은 생각
에 2박 3일 동안 푹 퍼질러 앉았다.
라. 이 세상의 평화라는 평화는 모두 이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 싶게 어린이의 잠
자는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이상 제시한 유형들의 구체적 용례들을 대상으로 다음 절에서 ‘싶다’ 구문의
주어 실현 양상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싶다’ 구문의 의미-통사적 특성과 주어 실현 양상 분석
(1) ‘용언+연결어미+싶다’ 유형의 주어 실현 양상

주지하다시피 ‘-고 싶다’는 원칙적으로 제1인칭 주어만 가능하며, 흔히 화자
의 ‘의도’나 ‘견해’를 ‘희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제2, 3인칭 주어
의 경우에는 ‘싶어하다’가 사용되거나 ‘바라다’나 ‘원하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경우와 제3자에 관하여 수사학
5) 국립국어연구원(1999)은 학교 문법에 기초하여 의존명사와 ‘하다’를 하나의 단어로 간주
하여 ‘듯싶다’, ‘성싶다’의 형식으로 붙여쓰기를 하고, 한글학회(1992)는 ‘듯 싶다’, ‘성 싶
다’의 형식으로 ‘싶다’를 의존명사와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
서 한글학회의 처리법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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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문을 하는 경우에 ‘-고 싶다’ 구문의 주어는 제2인칭과 제3인칭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은 예문으로 제시한다.
⑥
가. 나는 그들에게 위안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
나. 내가 언니들과 함께 학교 놀이를 하면 동생은 언제나 대장이 되고 싶어한다.
다.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니?
라. 그는 통증을 몰고 오는 자신의 이빨을 저렇게 산산조각으로 깨고 싶었을까.

인칭에 따른 ‘싶다’ 구문 용례 ⑥에서 (가)는 주어가 제1인칭인 경우이고 (나)
와 (라)는 주어가 제3인칭인 경우이며 (다)는 주어가 제2인칭인 경우이다. 평서
문에서 ‘-고 싶다’의 주어가 제2, 3인칭이 되는 경우에 대해 손세모돌(1996)은
‘구문적 제약 해지’와 ‘화용론적 제약 해지’로 설명하고 있다.6) ‘싶다’가 제1인칭

이외의 주어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화용론적으로 타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말할
이의 확신 정도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전지적 시점에서 상황과 관련하여 '싶다' 구문에서 제3인칭 주어가 가
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문법 외적 현상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다. 이를 본고에서
는 자유간접화법의 표현으로 귀결시키고자 한다.
자유간접화법은 내포절이 없으면서도 시제와 인칭대명사의 일치가 있어 작가
(또는 화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동시에 표현되는 것으로 두 시제와 두 목소
6) 손세모돌(1996)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1인칭 이외의 주어가 가능한 경우는 ‘싶다’가 관형형인 경우이다.
a. 당신 먹고 싶은 것 다 사 줄께!
b. 너 가고 싶은 데로 가.
c. 그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말만 기억해.
둘째,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경우 평서문에서 2. 3인칭 주어가 허용된다.
a. 그런 여자라면 아마 너라도 결혼하고 싶을 거야.
b. 아니, 넌 부정하지만 그때 분명히 너도 거기에 가고 싶었어.
셋째, 전지적(全知的) 시점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3인칭 주어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a. 철마는 달리고 싶다.
b. 희선은 그 자리에서 그만 달아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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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중첩되어 있고 상호 얽혀 있다. 흔히 소설이나 드라마 또는 연극의 해설
부분에서 작중 인물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때 표현되는데, ‘-고 싶다’의 경우 제3
인칭 주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표현된다.
‘-고 싶다’의 주어가 제3인칭으로 실현되는 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⑦
가. 그 말을 들은 M씨는 K씨의 면상에 술이라도 끼얹고 싶었다.
나. 침대를 보면서 효철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잠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 그러나 수혜는 왠지 발걸음을 재촉하고 싶지가 않았다.
라. 다희는 한송이 보라빛 글라디올러스처럼 살고 싶었다.

주어가 제3인칭으로 나타나는 ‘싶다’ 구문 용례 ⑦에서 (가)는 ‘M씨는 (M씨
자신이) K씨의 면상에 술이라도 끼얹고 싶었다’로 (나)는 ‘효철은 (효철 자신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들고 싶은’으로 (다)는 ‘수혜는 (수혜 자신이) 왠지 발걸음
을 재촉하고 싶지가’로 (라)는 ‘다희는 (다희 자신이) 보랏빛 글라디올러스처럼
살고 싶었다’의 식으로 재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주어가 제3인칭으로 실현된 ‘싶다’ 구문은 형식적으로는 내포절이 없
지만 주절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고 싶다’는 주어로 실현되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나타내지만 이는 작가(또는 화자)의 언술에 기대어 표현된
이른바 자유간접화법의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형식은 언어학적이고 문체론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것으로 야콥슨의 전이사(shifter)의 개념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서는 향후 검토하기로 한다.
(2) ‘용언+선어말어미+연결어미+싶다’ 유형의 주어 실현 양상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쓰인 연결어미 통합형 ‘싶다’ 구문에서 일반적
으로 과거형 시제와 결합하는 ‘-면 싶다 ’구성과 ‘-려니 싶다’ 구성은 주어 실현
양상에 일정한 제약이 없다. 즉 선행용언의 주어와 보조용언의 주어가 제약 없
이 자유롭게 선택된다.7) 그러나 ‘-거니 싶다’구성은 일반적으로 미래형 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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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 주어 불일치의 특성만 보인다.
⑧
가. (나는) 그도 함께 갔으면 싶었는데 그는 가지 않았다.
나. (나는) 그가 이해하겠거니 싶었다.
다. (나는) 그가 잘못 들었으려니 싶었다.
라. (영희는) 그도 함께 갔으면 싶었는데 그는 가지 않았다.
마. (영희는) 그가 이해하겠거니 싶었다.
바. (영희는) 그가 잘못 들었으려니 싶었다.
사. (나는) 나도 함께 갔으면 싶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아. *(영희는) 자신이 이해하겠거니 싶었다.
자. (영희는) 자신이 잘못 들었으려니 싶었다.

선어말어미가 쓰인 연결어미 통합형의 ‘싶다’ 구문 용례 ⑧에서 (가〜다)는 화
자가 ‘추측’의 주체로 나타나는 경우이고, (라〜바)는 앞서 언급한 자유간접화법
의 표현으로서 전지적 시점을 조건으로 제3인칭이 ‘추측’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
우이다.
(가〜바)는 모두 주어 불일치의 경우인데 여기에서 ‘-면 싶다’, ‘-거니 싶다’,
‘-려니 싶다’ 구성에서 모두 성립된다.

주어 일치의 경우를 제시한 (사〜자)에서 예문 (아)와 같이 ‘-거니 싶다’만 성
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겠거니’를 통해 선행절의 내용을 ‘미루어
단정’하는 것으로 이를 ‘추측’하여 ‘단정’하는 경험주와 선행용언의 주어가 일치
를 이루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8)
7) 호광수(2003)에서는 ‘-면 싶다’구성이 ‘-(으)면’을 통해 선행절의 내용을 가정하게 되므로
본용언의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보조용언의 주
어인 ‘희망’을 표현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화자이지만, 의문문의 경우 2인칭 청자가 되
고, 전지적 시점에서 3인칭도 주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예로 ‘(그는) 이런 날은 학교
에 가지 않고 아랫목에 엎드려서 볶은 콩이나 주워 먹으며 뒹굴었으면 싶었다.’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다.
8) 한 심사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 비문으로 되는 것은 ‘-거니’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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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불일치의 경우 선행용언에 존칭 선어말어미가 ‘-시-’가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9) ‘싶다’의 뒤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는 것
은 자연스럽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문들
을 제시한다.
⑨
가. (나는) 선생님께서 함께 오셨으면 싶었는데 그이는 오시지 않았다.
나. (나는)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겠거니 싶었다.
다. (나는) 선생님께서 잘못 들으셨으려니 싶었다.
라. (영희는) 선생님께서 함께 오셨으면 싶었는데 그이는 오시지 않았다.
마. (영희는)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겠거니 싶었다.
바. (영희는) 선생님께서 잘못 들으셨으려니 싶었다.
사.? (선생님께서는) 그가 함께 갔으면 싶으셨는데 그는 가지 않았다.
아.? (선생님께서는) 그가 이해하겠거니 싶으셨다.
자.? (선생님께서는) 그가 잘못 들었으려니 싶으셨다.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가 출현한 ‘싶다’ 구문 용례 ⑨에서 (가〜바)는 존칭
의 선어말어미 ‘-시-’가 ‘싶다’에 선행하는 용언인 ‘오다, 이해하다, 듣다’와 결합
한 경우리고 (사〜자)는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가 ‘싶다’ 뒤에 결합한 경우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추측은 모순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겠-’의 문제라고 지적하셨다.
또한 ‘-겠-’을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로 보면서 (아)에서는 미래가 아닌 추측 의미 선어말
어미로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겠-’을 ‘이다’의 어간, 용
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 혹은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미래의 일이나 추측
을 나타내는 어미,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3)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4)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나누는 것으로 볼 때 ‘-겠-’이 ‘추측’의 의미
로 쓰일 때 ‘미래’의 의미도 함께 동반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아) 예문을 삭제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한다.

9) 호광수(2003)에서는 ‘-면 싶다’ 구성만을 예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주어가 모두 존대의
대상일 때 존대의 ‘-시-’가 분포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면서 양쪽에 모두 분포되
는 것도 용인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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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사〜자)에서와 같이 ‘싶다’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
-’의 분포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는 ‘추측’ 또는 ‘희

망’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화자가 1차적으로 제1인칭이고, 그것이 전지적 시점
에서 제3인칭으로 전환되어 존경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
디까지 자유간접화법의 표현으로 제1인칭의 화자의 언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표면상 존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제3인칭의 내심세계를 표현하
는 경우 거기에 존칭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3) ‘용언+종결어미+싶다’ 유형의 주어 실현 양상

일반적으로 연결어미 계열과 결합한 보조용언 구성은 주어 일치 구성의 특징
을 보이고 종결어미 계열과 결합한 보조용언 구성은 주어 불일치 구성을 이루면
서 암시성 주어 구문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다.10)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구성의 특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다 싶다, -지 싶다, -ㄴ가 싶다, -ㄹ까 싶다, -나 싶다, -랴 싶다, -구나 싶다’

구성은 대부분이 주어 불일치의 양상을 보이며, ‘추측’의 주체는 1차적으로 화자
가 담당하고 전지적 시점에서 제3인칭이 주체로 표현되는데 그 용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⑩
가. (사람들은) 반대로 좋은 법도 불리하다 싶으면 묵살하는 사례도 있어 법 경시
풍조가 크게 번지기도 했었다.
나. (나는) 그 사이에도 이번 겨울 방학에 기득이가 오지나 않았는지 싶어서 한쪽
으로 궁금하기도 했다.
다. (나는) 저곳으로 가면 혹시나 진감선사부도가 나오는가 싶어 따라가 보니 다
른 길로 이어져 마을이 나오는 것이다.
라. (나는) 남의 흉내만 내면서 (사회가) 어떻게 자립˙독립이 될까 싶다.
마. (진우는) 수혜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눈길로 진우가 새삼스레 수혜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10) 호광수(20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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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글쎄요, (저도) 그 근거가 있으랴 싶지만…
사. 나는 영국 출장 간다고 처음 비행기 탔을 때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좋구나 싶었다.

종결어미와 결합한 ‘싶다’ 구문의 용례 ⑩에서 (가)와 (마)를 제외한 기타 용
례의 화자는 모두 제1인칭인 ‘나’로 분석할 수 있다. 용례 ⑩에서 (가)와 ⑩(마)의
경우 제3인칭인 ‘사람들’과 ‘진우’는 전지적 시점에서 ‘싶다’ 구문의 화자로 등장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종결어미와 결합한 ‘싶다’ 구문에서 심리표현의 주체인 화자가 생략되
어 문맥 속에 암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제3인칭이 화자로 등장하는
경우 역시 앞서 언급한 자유간접화법의 표현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의존명사+싶다’ 유형의 주어 실현 양상

의존명사 결합형 ‘싶다’ 구문에서 ‘싶다’에 선행하는 의존명사는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유사성 또는 짐작과 추측을 나타내는 ‘듯’11)과 추측이
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성’이 있다. 이러한 의존명사와 결합한 ‘싶다’ 구문 유형
의 용례를 다음 ⑪과 같이 제시한다.
⑪
가. (화자) 14일째 계속되고 있는 KBS 사태라고 예외는 아닌 성 싶다.
나. (화자) 거기에는 갑판장과 선장의 친척인 듯 싶은 사람들 여럿이 나를 기다리
고 있었다.
다. (화자) 여행이 무슨 시합이 아닌 바에야 좀 여유 있게 다니는 것도 좋을 성
싶은 생각에 2박 3일 동안 푹 퍼질러 앉았다.
라. (화자) 이 세상의 평화라는 평화는 모두 이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 싶게 어린이
의 잠자는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11) 물론 현대한국어에서 ‘듯’은 ‘이다’의 어간이나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후행 절의 내용이 선행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용례는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 또는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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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명사 결합형 ‘싶다’ 구문의 용례 ⑪에서 의존명사 ‘성’과 ‘듯’에 선행하는
부분은 각각 ‘아닌, 친척인, 좋을, 우러나는’ 등과 같이 ‘아니다, 이다, 좋다, 우라
나다’ 등 용언의 관형형으로 나타나며 전체 문장의 추측을 나타내는 주체는 화
자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싶다’와 직접적 연관
을 맺고 있는 주어는 전체 문장의 화자가 아닌 ‘사태의 예외, 사람들, 여행, 평화’
등과 같은 제3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의존명사 ‘듯’, ‘성’과 결합한 ‘듯 싶다’, ‘성 싶다’ 구성도 주어 불일치의
특성을 보이며, ‘추측’의 주체는 1차적으로 화자가 담당하고 있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싶다’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싶다’ 구문을 ‘용언+연결어미+싶다’
유형, ‘용언+선어말어미+연결어미+싶다’ 유형, ‘용언+종결어미+싶다’ 유형, ‘의존
명사+싶다’ 유형으로 나누고 문장 유형의 의미-통사적 특성에 기초하여 주어의
실현 양상들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연결어미 계열과 결합한 보조용언 구성은 주어 일치 구성의 특징
을 보이고 종결어미 계열과 결합한 보조용언 구성은 주어 불일치 구성을 이루면
서 암시성 주어 구문의 특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 싶다’ 구성은 주어 일치 구문의 특징만 보이는데 선행용언의 주어와 보

조용언 ‘싶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주어가 일치하며 주어는 제1인칭, 제2인칭, 제3
인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 싶다’와 ‘-려니 싶다’ 구성에서는 주어가 일치한 구성과 불일치한 구성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데 ‘-거니 싶다’에서는 주어 일치의 구성이 제약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난다.
‘-다 싶다, -지 싶다, -ㄴ가 싶다, -ㄹ까 싶다, -나 싶다, -랴 싶다, -구나 싶다’

구성은 주어 불일치의 양상을 보이며, ‘추측’의 주체는 1차적으로 화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듯 싶다’, ‘성 싶다’ 구성은 주어 불일치를 보이며, ‘추측’의 주체는 1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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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싶다’ 구문에서 주어 일치의 경우 주어는 일반적으로 제1인칭으로 나타나며,

의문문에서는 제2인칭, 전지적 시점에서는 제3인칭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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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Meaning-Syntactic Characteristics of ‘싶다’ Structure
and the Forms of Subject
He ChengJin
This paper categorized ‘싶다’ structure into ‘predicate+connective ending+싶
다’ type, ‘predicate+prefinal ending+connective ending+싶다’ type,
‘predicate+sentence-closing ending+싶다’ type, and ‘dependent noun+싶다’
type depending on meaning and function of ‘싶다’ and looked at the forms of
subject based on meaning-syntactic characteristics of sentence type.
Generally, auxiliary predicate combined with connective ending construction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concord construction and auxiliary verb
construction combined with sentence-closing ending construction forms subject
discord structure with strong characteristics of suggestive subject structure.
‘predicate+connective ending+싶다’ type like ‘-고 싶다’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concord structure only and the subject of preceding predicate agrees
with the subject that delivers the meaning of auxiliary predicate ‘싶다.’
‘predicate+prefinal ending+connective ending+싶다’ type like ‘-면 싶다’ and ‘-려
니 싶다’ shows both subject concord and subject discord and in ‘-거니 싶다’
construction, subject concord construction is restricted. ‘predicate+sentenceclosing ending+싶다’ type like ‘-다 싶다, -지 싶다, -ㄴ가 싶다, -ㄹ까 싶다, -나 싶다,
-랴 싶다, and -구나 싶다’ shows subject discord pattern and the subject who
‘guesses’ is primarily a speaker. ‘dependent noun+싶다’ type like ‘듯 싶다’ and‘성
싶다’shows subject discord and subject who ‘guesses’is primarily a speaker.
Overall, in case of subject concord, the subject of ‘싶다’ structure is generally
the first person, the second person in interrogative sentence, and the third
person in omniscient point of view.
Keyword

‘싶다’ structure, meaning-syntactic characteristics, forms of subject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0.269

兼语短语的句法功能及相关问题

李铁根*

국문요약

본문에서는 兼語短語의 문법적 기능 및 관련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兼語短語는 술어, 주어, 목적어, 전치사목적어, 관형어, 보어로 될 수 있고 또한“的”
와 결합하여“的”字短語，방위사와 결합하여 方位短語를 구성할 수도 있다. 兼語短語의 각종
유형간의 다른 점은 문법적 조합 방면에서도 반영된다.
둘째, 兼語短語가 문장 중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발생하며 그 語義指向도 다양성을 띤다.
셋째, 兼語短語가 술어로 되는 兼語句가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성분
에 포함된 兼語短語 문장에서도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已然句 혹은 未然句로 될 수 있
다.
넷째, 대외한어 교육 현장에서 兼語句에 대해서만 다루지 말고 兼語短語의 각종 문법적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兼語短語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실제 활용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주제어

兼語短語, 유형, 기능, 語義指向, 시제

* 启明大学人文国际学院中国语文学系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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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引言
一个述宾短语和一个主谓短语套叠在一起，而且述宾短语中的“宾语”兼
做主谓短语的“主语”，这样的短语叫做兼语短语。1)例如：
请他来 派我去 选王强当班长 称老刘为师傅 有人找你 没人去

兼语短语是现代汉语中使用频率很高而且很有特色的一种短语类型，由
其充当谓语构成的兼语句也是汉语主要句式之一，是对外汉语教学中一个重
点语法教学项目，所以一直受到语法研究者与教学工作者的普遍重视。但是
不得不承认，尽管有关兼语短语的本体研究和教学研究取得不少成果，但仍
有很多问题没有得到很好的解决。
兼语短语的句法功能问题就是其中之一。大多数语法论著都只侧重描写
兼语句的特点，而对兼语短语本身的功能则论及甚少。对外汉语教材中这种
倾向更为明显。不少有影响的对外汉语教材只谈兼语句，不单独介绍兼语短
语，如刘月华（2003），卢福波（1996）等，其结果就是学生只通过兼语句了
解了兼语短语做谓语的一种功能，而对兼语短语在非兼语句中的各种功能所
知甚少，更不用说加以应用了。
对兼语短语句法功能描写较为详细的是张斌主编的뺷现代汉语描写语法뺸，

1) 张斌主编，뺷现代汉语描写语法뺸，北京: 商务印书馆，2010，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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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而，该书描写仍有遗漏。如说兼语短语做主语时谓语中心词一般是判断词

“是”，这显然没有注意到或者说是忽略了兼语短语主语句所包含的其他常见谓
语类型，如形容词谓语句、助动词谓语句等。此外，除了做主语、宾语、定语
以外，兼语短语还有其他一些常见功能，如构成“的”字短语的功能(如“催人老
的”、“称自己为哀家的”)，该书亦未论及。2)
有鉴于此，本文拟在广泛搜集语言事实的基础上，全面考察兼语短语的
句法功能，并在此基础上讨论相关语法问题，以进一步深化兼语短语的本体
研究及对外汉语教学研究。
为行文方便，文中用“V1”指称兼语短语的前一个动词性词语，“J”指称兼
语，“V2”指称后一个谓词语，可以是动词性词语，也可以是形容词性词语。

2. 兼语短语的句法功能
依据V1的语义特征，兼语短语可分为如下三类：3)

a.使动类
使动类兼语短语的V1具有“致使”义。有的是纯“致使”义动词，如“使、
让、说服”等，有的是准“致使”义动词，如“派、请、命令”等。例如：
使人难过 让她吃饭 说服员工辞职 派他出差 请你克制 命令部队前进

b.推举、称谓类
推举、称谓类兼语短语中的V1没有“致使”义，只有认定和称谓义，有的
是推举类动词，如“推荐、选”等，有的是称谓类动词，如“叫、认”等。例如：
推荐我出国留学 选他当厂长 叫我为大哥 认他做干爹

2) 张斌主编，뺷现代汉语描写语法뺸，北京: 商务印书馆，2010，pp.336-337。
3) 关于兼语短语的类型，各家所分多有不同。本文主要采用张斌（2010)的分类，各类详细描
写请参见张斌主编，뺷 现代汉语描写语法뺸 ，北京: 商务印书馆，2010，pp.33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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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有无”类
“有无”类兼语短语中的V1由表示领属或存现意义的“(没)有”充当。例如：
有人找你 没人理他 有个村庄叫货郎屯 没有谁不惧怕死亡

下面我们将在上述分类框架内描写兼语短语的各种句法功能。

1) 兼语短语做谓语
做谓语是兼语短语最基本的功能，各类兼语短语都能做谓语，构成所谓的兼语句

——兼语短语做谓语的句子。例如：
（1）他让我办一张信用卡。
（2）大家选他当人大代表。
（3）我有个儿子考上了首尔大学。

兼语句是前人描写得最为全面、认识最为深刻的，本文不必赘述。4)
兼语短语在谓语位置上的使用频率远远高于其在其他句法位置上的使用频率，这
一方面是因为做谓语是动词性短语最为典型的功能，因而各类兼语短语都能做谓语，
在这个位置上的使用几乎不受限制，另一方面是因为有相当一部分兼语短语只能做谓
语，没有充当其他句法成分的功能，这样的兼语短语可称之为唯谓兼语短语。以下几
种兼语短语均属此类：

a．一些V2中有时间副词“终于”、“顿时”、“马上”、“忽然”或形容词“突然”、“偶
然”的兼语短语，如“让他终于火了、有人突然喜欢上别人”等;

b．一些V1或V2前含有具体时点的时间状语的兼语短语，如“让我于6日上午十一
点前去面试、叫他明天晚上九点半或十点半给我打电话”等;

c．一些 V1前或V2前有表全句语气的语气副词“幸亏”、“难道”、“简直”、“果然”
4) 需要指出一点，兼语短语不仅可以做一般兼语句的谓语，还可以在充当其他句法成分的主谓
短语中做谓语。按目前学界给兼语句所下的定义，这样的句子显然都不能称为兼语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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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的兼语短语，如“幸亏没有让她脱鞋、让我简直不敢相信自己的眼睛”等;

d．某些V2中带有时态助词“了”、“着”的兼语短语，如“托他买了六桶爱他美奶粉
使他改变了中国QQ表情包、已经让她感到了身边的种种不明力量在对抗着” 等;

e．V1或V2的充当者为复杂短语的兼语短语，如“劝你别去劝他放弃自己的想
法、万万不要让法国年轻人觉得中国文化只局限于杂技、熊猫这类很肤浅的东西”等;

f．只用作标题句的兼语短语，如“让他们相遇于清晨、让我们荡起双桨(歌曲) ”等。

2) 兼语短语做主语
一般认为兼语短语做主语时，谓语中心词限于判断词“是”。然而事实并
非如此。经我们考察，兼语短语常在以下各类谓语句中做主语。

a. 等同类谓语句
所谓等同类谓语句是指谓语动词表示主语和宾语具有等同关系的谓语
句，谓语动词多为关系动词“是”、“等于”、“意味着”、“像”、“如同”等。使令
类和“有无”类兼语短语常在此类句中做主语，例如：
（4）让大家达到双赢才是我的目标。
（5）有人不用你所要求的方式来爱你，并不意味着他们真的不爱你。

b. “有”字句
使令类和推举、称谓类兼语短语常做“有”字谓语句的主语，例如：
（6）请人吃饭有什么讲究？
（7）称呼金硕珍为大哥有何不妥吗?

c. 形容词谓语句
各类兼语短语都能做形容词谓语句的主语。例如：
（8）求人办事很难，其实别人求我们办事也不简单!
（9）选哪个当女朋友比较好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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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有人爱总比没人爱好吧?

d. 助动词谓语句
使动类和推举、称谓类兼语短语还经常做助动词谓语句的主语。谓语可
以是单个助动词，也可是助动词与其他动词或形容词构成的短语，例如：
（11）要我道歉可以，但你得跪着听。
（12）选他做班长不会有人反对。

e. 疑问句
各类兼语短语还常做特殊疑问句或正反疑问句的主语。例如：
（13）请他帮忙怎么样？
（14）选他当班长好不好？
（15）没有人喜欢我怎么办?

3) 兼语短语做宾语
各类兼语短语都经常做宾语。经常带兼语短语做宾语的动词有如下几类：

a. 关系动词
表示等同 、相似意义的关系动词“等于 ”、“是 ”、“相当于 ”、“像 ”、“好
像”、“如同”、“算（是）”经常带各类兼语短语做宾语，例如：
（16）张大大的生存之道就是迷之自信，让他面对现实就等于让他去死。
（17）彭楚粤爸爸都是叫他为欢欢仔
（18）现在真的是没人玩了吗?

b. 心理动词
各类兼语短语都能做“想、知道、同意”等心理动词的宾语，例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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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我想劝他买份保险。
（20）我同意选他当代表。
（21）怎么样才知道有人定位我的手机号?

c．视听、言说类类词
“看、听”等视听类动词和“说、讲”等言说类动词也都经常带各类兼语短语做宾
语，例如：
（22）昨天做了个梦，梦见请人吃饭。
（23）女子蒙冤上刑场，忽听有人当众大喊：我才是你们要抓的人
（24）他说最好选小王做班长。

“宣布、判定、声称、呼吁、发誓”等动词既可以用做口头表达，也可以用做书面
表达，可归入言说类动词，例如:
（25）法院已经判定让他还钱了。
（26）勇士队宣布有两名球员感染新冠肺炎，球迷建议勇士找人看看风水！

兼语短语还可以做“问”等询问义言语动词的远宾语。例如：
（27）我想问你为什么称他为青帝?

d．建议、计划类动词
“建议、主张、恳求、命令”等建议、要求对方做什么的建议类动词和“打算、计
划、准备”等表示将来要做某种事情的计划类动词常带使动类和推举、称谓类兼语短
语做宾语。例如：
（28）安宁手下提议派人盯着陈伟霆，安宁拒绝了。
（29）我建议以后称他为“高爹”
（30）你打算选她们当领导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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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发现”、“暴露”义动词
“发现”义动词和“暴露”义动词常带“有无”类兼语短语做宾语。例如：
（31）发现有人吸毒，你应该如何处理?
（32）上次某金V揭露有人不断发表诋毁中国的言论

f．“终始”义动词
“开始”可以带各类兼语短语做宾语，例如：
（33）宝宝多大可以开始让他自己刷牙？
（34）“约书亚”原名不叫约书亚，是谁开始称他为约书亚的?
（35）主角团开始有人死亡，观众习惯的“恶”来了

“停止、禁止”义动词可带使动类兼语短语做宾语，例如：
（36）请停止让孩子背诵数学。

4) 兼语短语做介词宾语
兼语短语还可以做介词宾语。经常带兼语短语做宾语的介词主要有如下三种。

a. 表缘由的介词
表原因的“因（为）、由于”等介词常带使动类和“有无”类兼语短语做宾语组成介
词短语，在句中做状语或全句修饰语，中心语动词前常用“而”与其呼应。例如：
（37）我因让他如此不方便而感到后悔。
（38）军统局主任准备秘密刺杀汪精卫 却由于有人告密而被捕

“为、为了”等表目的的介词常带使动类兼语短语做宾语组成介词短语，在句中
做状语或全句修饰语。例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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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我老公为了逼我出去上班，一分钱不给我。

b. 表对象的介词
“对、对于、关于、至于、和”等表示对象的介词经常带使动类兼语短语做宾语
组成介词短语，在句中做状语或全句修饰语。例如：
（40）这话也就表明，此时熊显突破了方才的纠结，对派谁去临淄已经有了决断。
（41）关于派谁去浙江，乾隆的一番话让和坤心里直打鼓。

表比较对象的“比”也经常带使动类兼语短语做宾语组成介词短语，用做“比”字句
中的状语。例如：
（42）当下抵抗“病毒”，教人定心比教人打拳更重要

c. 表排除的介词
表排除义的介词“除了”也经常带使动类和“有无”类兼语短语做宾语，句中常与

“还”搭配使用。例如：
（43）樊城之战，曹操除了派徐晃救援，还想派谁去？
（44）我现在是除了没人疼浑身上下哪都疼。

5) 兼语短语做定语
做定语也是兼语短语的主要功能之一。兼语短语做定语一般都要带“的”。
根据定语与中心语（N）之间语义关系的不同，可将定语为兼语短语的偏正短
语分为如下几类。

a. 主体类
主体类中N为定语所表事件的主体，因而具有如下变换式：
V1+J+V2的N——NV1+J+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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请他跳舞的佐罗——佐罗请他跳舞

主体类偏正短语是最为多见的类型。所谓主体可以是动作的发出者，N多为指人
名词，一些表示具体动作的使动类兼语短语和推举、称谓类兼语短语经常做此类偏正
短语的定语，如上举变换式例中的“佐罗”。 再如：
（45）托我办事的人就到公安报警说我诈骗。
（46）问题不在塞蒂恩身上，在选他当教练的人。

但有的主体并非动作的发出者，只是与其相关者，可以是人，也可以是事物。
一些非动作性使动类兼语短语经常做此类偏正短语的定语，例如：
（47）做一个讨人喜欢的人，不如做一个讨自己喜欢的人。
（48）能使人快乐的食物有哪些？

b. 受事类
受事类中 N 为兼语短语中 V2 所表动作的受事，即动作行为的承受者。受事类有
如下变换式：
V1+J+V2的N——V1+J+V2+N
强迫自己做的工作——强迫自己做工作

从出现频率来看，兼语短语做定语构成的受事类偏正短语远远少于主体类偏正
短语。在此类偏正短语中做定语的主要是部分使动类和“有无”类兼语短语，该偏正短
语多用于疑问句中。例如：
（49）一个不把求他办的事放在心上的朋友值得交吗?
（50）有人卖的资料员教程是真的吗？

c. 时间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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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间类中 N 为兼语短语所表动作行为发生的时间。定语和中心语具有动作行为与
其发生时间的关系。时间类有如下变换式：
V1+J+V2（的）N—— 这/那NV1+J+V2
请人吃饭时——那时请人吃饭

时间类偏正短语中N多由“时”或“时候”充当，带“时”的兼语短语定语不能带“
的”，带“时候”的兼语短语定语则必须带“的”。使动类和“有无”类兼语短语常在时间类
偏正短语中做定语。例如：
（51）古代战争中，命令军队前进时击鼓，命令军队撤退时鸣锣。
（52）没人帮你的时候，你就学会了独立。

d. 处所类
处所类中 N 为 V2 所表动作行为发生的处所，多由表处所的名词语充当。定语与
中心语具有动作行为与其相关处所的关系。处所类有如下变换式：
V1+J+V2的N——V1+J+在N（上）/那里V2
有人睡的床——有人在床上睡

“有无”类兼语短语经常做处所类偏正短语的定语。例如：
（53）有人睡觉的房间总是有种很神奇的味道，还挺好闻的，为什么？
（54）春暖花开，找寻没有人扎堆的地方

e. 原因类
原因类中N为兼语短语所表动作行为发生的原因，多由“原因、理由、借
口 ”等双音节名词充当。定语与中心语之间具有动作行为与其发生原因的关
系。原因类有如下变换式：

280 한중인문학연구 70

V1+J+V2的N——因为这个原因V1+J+V2
导致股市下跌的原因——因为这个原因导致股市下跌

各类兼语短语都可以做此类偏正短语的定语。例如：
（55）这可是请她吃饭的好借口
（56）你能谈谈推荐自己当班长的原因吗？
（57）没人爱的原因——你太听话了

f. 方式类
此类中N是兼语短语中V2所表动作行为所采用或遵循的方式、规则等，
定语与中心语之间具有动作行为与其方式的关系。方式类有如下变换式：
V1+J+V2的N——用这种NV1+J+V2
促使客户做出决定的方法——用这种方法促使客户做出决定

方式类中N由表示方式、方法、办法、技巧之类意义的双音节名词充当，
能做方式类定语的主要为使动类兼语短语。例如：
（58）动员大学生献血的方法同样适用于偏远农村文化较低的人。
（59）能否告诉我几个催人还钱的技巧？

g. 关涉类
关涉类中兼语短语所表事件是Ｎ所关涉或包含的具体内容。关涉类有如
下变换式：
V1+J+V2的N——关于／有关V1+J+V2的Ｎ
邀请领导吃饭的短信——关于／有关邀请领导吃饭的短信

大部分还有如下变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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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J+V2的N——Ｎ的内容是V1+J+V2
鼓励女朋友面试的话——话的内容是鼓励女朋友面试

关涉类中 N 多由“话、台词、开场白、敬辞、成语、句子、名言”等与言语表达义
相关的名词或“短信、推荐信、作文、倡议书、委托书、诗词、歌曲、故事”等与书面
文体义相关的名词充当。此类偏正短语的定语主要由使动类和推举、称谓类兼语短语
充当。例如：
（60）请领导讲话的开场白怎么说？
（61）推荐别人做班长的推荐信怎么写？

一些N为“会议、大会、政策、协议、方案、措施、问题”等抽象名词的偏正短语
也属此类。例如：
（62）在动员大家无偿献血的会议上，领导讲完话之后，台下鸦雀无声。
（63）积极争取人社、财政、工商、税务、教育等部门支持，促进出台鼓励青年创业
就业的具体政策，为创业青年提供更多的帮扶项目、发展资金和社会资源。

需要特别指出的是，一些定语为兼语短语、中心语为三音节名词或定中偏正短
语的关涉类偏正短语中的“的”可以省略。例如：
（64）求人办事客气话怎么说?
（65）国家鼓励大学生自主创业优惠政策有哪些?

6) 兼语短语做补语
一般认为兼语短语较少做补语，因而我们在汉语语法论著和汉语教材中
看不到实际用例。然而事实并非如此。经考察，使动类兼语短语无论是在口语
中还是在书面语中做情态补语的都很常见。此类情态补语句中谓语中心可以
是动词，也可以是形容词。兼语短语中的V1为使令动词，兼语多为单个名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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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代词，V2可以是单个动词、形容词，例如：
（66）冷面大师方清平，脱口秀说得让人爆笑，难得一见的人才。
（67）为什么股市也会涨得让人难受。

V2也经常由各种谓词性短语充当，例如：
（68）丈夫气得逼她写检讨书，威胁要砍她手。(V2为述宾短语)
（69）德云社优秀爆笑相声合集，乐得让你停不下来! (V2为述补短语)
（70）肚子疼得让我在床上打滚，真的好痛好痛，怎么办？(V2为状中短语)
（71）男子给沈培林带来好消息，他高兴得要请大家吃喝玩乐。(V2为并列短语)

这类带兼语短语做补语的述补短语不仅常常在主谓句中做谓语，还可以
在充当其他句法成分的主谓短语中做谓语，如下例中的述补短语在做宾语的
主谓短语中做谓语：
（72）我觉得送葬者输得让人很不舒服。

除了做谓语以外，此类述补短语还可以做定语，例如：
（73）一个乐观得让人敬佩的人 （人物介绍题目）

由上可见 ， 使动类兼语短语做情态补语是相当自由的。

7) 兼语短语与“的”构成“的”字短语
兼语短语还有一个常用功能就是与“的”构成“的”字短语，其语义功能侧重
于人或物的替代。能与“的”构成的”字短语的基本都是使动类兼语短语。
从结构上看，兼语短语构成的“的”字短语大多可以看作是由一个兼语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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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做定语的偏正短语省略中心语后形成的结构。能省略中心语单独构成“的”字
短语的都是主体类偏正短语，因而此类“的”字短语指代的是作为兼语短语所表
动作行为主体的人或物。比较：
“的”字短语
叫我头疼的孩子——叫我头疼的（指代“孩子”）
偏正短语

让我高兴的事情——让我高兴的（指代“事情”）

此类“的”字短语在句中最主要的功能就是做句子的主语，常见的是做“是”
字句的主语。“是”的宾语可以是一个名词或代词，例如：
（74）最让我头疼的就是作文了。
（75）让我感动的竟然是他!

但更为多见的是动词性短语、主谓短语，乃至复句形式，此类句子中“是”后经
常用逗号隔开。例如：
（76）最叫我后悔的就是和女朋友分手了。（宾语为状中短语）
（77）更让我快气疯的是，他们还用我的退休金还房贷。（宾语为主谓短语）
（78）让我没想到的是，周云鹏不光演技好，唱歌也非常的动听！（宾语为让步关系
的复句形式）

8) 兼语短语与方位词构成方位短语
使动类和推举、称谓类兼语短语还可以与“前、后、之前、之后、以前、
以后、之外、以外”等方位词构成方位短语，表示时间、范围等意义。例如：
请别人代购前 拜他为师后 请他帮忙之后 让我娶你以外

这类短语可与介词构成介词短语，然后做状语或全句修饰语，例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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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在求人办事前如何用真情获得对方的心？

也可以单独做状语或全句修饰语，例如：
（80）曾国潘拜他为师后剿灭了太平天国!

3. 兼语短语的语义指向
所谓语义指向，指句中的某个成分在语义上跟哪个成分发生直接的关系。兼语短
语在句中所处位置不同，其语义指向也往往各有不同。5)大体可概括为以下几种：

1) 指向主语
兼语短语是对主语位置上的名词性成分的具体说明或陈述。这是兼语短
语在语义指向上最为常见的类型。各类兼语短语做谓语或宾语及介词宾语、
情态补语的时候，其语义常指向主语所表示的人或物。例如：
（81）菲律宾政府禁止国民访问色情网站 (“禁止国民访问色情网站”做谓语，语义指
向主语“菲律宾政府”)

（82）我前不久在网上认识一位净明师父，感觉特别有缘，就决定拜他为师。(“拜他
为师”做宾语，语义指向主语“我”。)

（83）我朋友因找人代考驾照被抓，请问要关多久。(“找人代考驾照”做介词宾语，语
义指向主语“我朋友”。)
（84）这位母亲焦急得强迫女儿去相亲。(“强迫女儿去相亲”做补语，语义指向主语
“这位母亲”。)

处于方位短语中的兼语短语语义上也往往指向句子的主语，例如：

5) 本文所谈兼语短语的语义指向是针对V1而言的，因为V2语义上均指向兼语，无须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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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在求人办事之前，自己一定要把思路理清楚了。(“求人办事”语义上指向主语
“自己”。)

2) 指向谓语动词或形容词
使动类兼语短语做情态补语时，其语义可以指向谓语动词或形容词，常
用来具体描写谓语动词或形容词所表事件的程度。例如：
（86）牛市里大股东扎堆减持，股价涨得却让你怀疑人生!
（87）肚子疼得让我在床上打滚，真的好痛好痛，怎么办？

以上例句中的兼语短语分别指向谓语动词和形容词，是对“涨”和“疼”的程
度的具体描述，该兼语短语都可以用“非常厉害”一类表程度的词语替换。

3) 指向宾语或介词宾语
兼语短语构成的“的”字短语做主语的“是”字句中，兼语短语的语义大多指
向“是”的宾语，例如：
（88）最让人心疼的，永远是这种女人。(“这种女人”最让人心疼)
（89）令我吃惊的是，一多半的学生检测不合格。(“一多半的学生检测不合格”令我吃
惊)

在双宾句中做远宾语的兼语短语语义上常常指向近宾语，例如：
（90）宋晓峰问娇娇选谁做搭档？(“选谁做搭档”指向“娇娇”)

在“把”字句中，兼语短语还可以指向介词“把”的宾语，例如：
（91）如何能把字写得能让人看懂？(“能让人看懂”指向“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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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指向兼语
在谓语中含有两个以上兼语短语的复杂兼语句中，后出现的兼语短语语
义上可以指向前一个兼语短语中的兼语，例如：
（92）他把我摁在墙上，非要我答应让他做爸爸。
（93）为什么有些人喜欢让别人请吃饭?

以上例句中的后一个兼语短语“让他做爸爸”、“让别人请吃饭”语义上分别
指向前一个兼语短语“要我答应”、“有些人喜欢”中的兼语“我”、“人”。

5) 指向中心语
兼语短语做定语构成主体类偏正短语时 ，其语义指向中心语。例如 ：
（94）要珍惜请你到家里吃饭的朋友。 (“朋友”请你到家里吃饭)

兼语短语做补语的述补短语也可做定语，构成一个偏正短语，其中的兼
语短语语义上也常指向中心语。例如：
（95）感动得让人流泪的故事 (“故事”让人流泪)

6) 指向句中未出现的人或物
兼语短语语义上还可能指向句中未出现但可推知的动作行为的主体。有
的指向说话人，可在句首加上“我”，主要见于自述句; 有的指向听话人，可以
加上“你”，主要见于对话中的祈使句和疑问句，例如：
（96）这么多小姐姐，【我】选哪个当女朋友呢？
（97）请【你】让我考虑考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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还有的指向句中未出现但可推知的事物，例如:
（98）你写得让人无法辨认。(“让人无法辨认”指向句中未出现但可推知的“字”)

7) 零指向
表存在的“有”构成的兼语短语可以构成一个独立的非主谓句，或作为一
个分句使用。此类非主谓句语义指向为泛指的空间，可视为零指向。6)例如：
（99）有多少人愿意打一场注定要失败的官司？
（100）从前有个农夫养了一只猪，后来猪跑了，你知道为什么吗?

这类“有”字兼语短语做宾语及介词宾语、定语等非谓语成分时，其语义
指向亦可视为零。例如：
（101）怎么样才知道有人定位我的手机号?
（102）有人找你麻烦时，会出现五个迹象，请提前做好预防

表示祈愿义的“让”构成的兼语短语也经常独立成句，该兼语短语语义指
向泛指的人，可视为零指向。这种非主谓句多用于书面，常用来命名歌曲或用
做文章标题。例如：
（103）《让青春吹动了你的长发》是什么歌曲?
（104）让青春在战役中闪光(作文题目)

由“允许、任由”义“让”构成的兼语短语祈使句语义指向亦为零，例如：
（105）让他闹去吧，不用理他。
6) 但如果此类兼语短语前有处所词语，则该句为主语为处所词语的存现句，兼语短语语义指向
作为主语的处所词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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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外，很多非谓语位置上的兼语短语，如做主语的、某些做宾语及介词
宾语的、做非主体类、受事类偏正短语中定语的兼语短语等，V1语义上均无
所指，或者说是泛指或隐含，因而均可视为零指向兼语短语，例如：
（106）借钱容易还钱难，催人还钱更难。
（107）尊重环卫工人的劳动，比请他们吃饭更有意义。
（108）动员大学生献血的方法同样适用于偏远农村文化较低的人。

4. 包含兼语短语的句子的“时”
一般所说的兼语句特指兼语短语做谓语的句子 。兼语句不受 “时 ”的制
约，即它既可以用于已然句，又可以用于未然句，可以是有标记的，也可以是
无标记的。7)但兼语短语还经常用于非谓语位置上，即做宾语、定语、补语
等。那么，包含用于非谓语位置上的兼语短语的句子是否受“时”的制约呢？
首先我们看兼语短语作补语的句子是否受“时”的制约。
有一种观点认为带情态补语的句子受“时”的制约，如李临定（1986）、刘
月华等（2003）、吕文华（2008）等。8)他们认为带情态补语的句子都只能用
做已然句，不能用做未然句。因而在他们的论述中所举包含情态补语的例句
均为表示事件已经发生的已然句。按这种观点推论，兼语短语做补语的句子
必然也受“时”的制约，即它只能用做已然句，不能用做未然句。
然而这种观点显然经不起语言事实的推敲，因而有学者对此提出了质
疑。9)我们通过兼语短语功能的深入考察，进一步确认兼语短语做情态补语的
句子并不受过去时间制约，也就是说，兼语短语作情态补语的句子中谓语动
词或形容词所表动作或性状既可能是已经发生或实现的，也可能是尚未发
7) 关于现代汉语时制系统及绝对时已然、未然和相对时同时、异时(包括前时和后时)的分类描
写请参阅李铁根，뺷现代汉语时制研究뺸，沈阳：辽宁大学出版社，1999，pp.15-42。
8) 李临定，뺷现代汉语句型뺸，北京: 商务印书馆，1986，p.19; 刘月华等，뺷实用现代汉语语法뺸
（增订本），北京: 商务印书馆，2003，p.603; 吕文华，뺷对外汉语语法教学探索뺸，增订
本，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2008，p151。
9) 李铁根，「“VO”做情态补语的“得”字句考察｣，뺷外国学研究』第54辑，2020，pp.18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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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尚未存在的，或者说是将来要发生或存在的。也就是说，尽管兼语短语做
情态补语的句子表示已然的十分多见，但表未然的也不少见。有的带未然标
记，构成独立的有标记未然句，例如：
（109）她将红得让你难以想象！

也可以不带未然标记，用于未然疑问句中，表示未然事件，例如：
（110）如何把理论文章写得让人喜欢看?

不仅如此，在未然语境下，比如在表未然义的复句中，只要前一分句已
明确表达了未然意义，那么用作后一分句的兼语短语补语句即使不带未然标
记，亦表未然意义。例如：
（111）2011年6月17日以后，中冶必将大涨特涨暴涨，涨得让你拿不住!

兼语短语补语句还常用作假设条件复句的结果分句。例如：
（112）如果无法逃离围城，那就在围城里把生活过得让自己满意。

此类复句属于相对时间句，其偏句和正句所表事件都是尚未发生的事
情，整个复句重在说明假设条件和结果的相互依存关系，而不在叙述客观事
实。10)例中前后两个分句所表事件都是尚未发生的，但后分句所表事件一定
在前分句所表事件之后发生。
总之，兼语短语作补语的句子并不受“时”的制约。
进一步考察亦不难发现，处于主语、宾语及介词宾语、定语位置上以及

“的”字短语中的兼语短语，也都不受制于“时”。比较：
10) 参见李铁根，뺷现代汉语时制研究뺸，沈阳：辽宁大学出版社，1999，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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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a.当时派他去日本参赛是有道理的。（兼语短语做主语，所在句为已然句）
b.请人喝酒怎么说?（兼语短语做主语，所在句为未然句）
（114）a.前不久在网上认识一位净明师父，感觉特别有缘，就决定拜他为师。（兼语
短语做宾语，所在句为已然句）

b.据传穆斯林宗教人士10日将决定让阿翁脱离呼吸机（兼语短语做宾语，所在
句为未然句）
（115）a.那个时候，求他办事的人多了起来。（兼语短语做定语，所在句为已然句）
b.给我一个让她戒烟的理由。（兼语短语做定语，所在句为未然句）
（116）a.令我吃惊的是，一多半的学生检测不合格。（兼语短语与“的”构成“的”字短
语，所在句为已然句）
b.劝别人让步的说说吧。（兼语短语与“的”构成“的”字短语，所在句为未然句）

由此可以得出结论: 处于非谓语位置上的兼语短语对全句的时制并没有绝
对的制约作用，所在句既可以是已然句，也可以是未然句。

5. 结语
通过本文的考察分析可以得出如下结论：

a.兼语短语不仅能做谓语、主语、宾语及介词宾语、定语、补语，还能与
“的”构成“的”字短语，与方位词构成方位短语。兼语短语类型上的不同在句法
组合功能上亦有所反映。

b.由于兼语短语可以出现在中不同的句法位置上，因而语义上可与句中
不同的成分发生关系。它在语义上可以指向主语、谓语动词或形容词、宾语或
介词宾语、兼语、中心语，还可以指向句中未出现的人或物等，表现出语义指
向上的多样性。

c. 不仅兼语短语做谓语的兼语句不受 “时 ”的制约 ，句中其他成分里包
含兼语短语的句子也同样不受“时”的制约，既可以是已然句，也可以是未然
句。

d.在对外汉语教学中，不能仅仅局限于兼语句的句式上的说明，应具体说
明兼语短语的各种句法功能及用法，以提高学生对兼语短语的整体认识，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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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有效提高他们的实际应用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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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yntactic Functions of Jian-yu Phrases and related problems
Li Tiegen
This paper makes a detailed study of the syntactic functions of Jian-yu
phrases and related problems,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 Jian-yu phrases can not only be used as predicate, subject, object,
prepositional object, attributive and complement, but also form “de” phrase with
“de” and position phrase with position word.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Jian-yu phrases are also reflected in the syntactic combination function.
b. As Jian-yu phrases can appear in different syntactic positions in the
sentence, it can be semantically related to different components in the
sentence, showing the diversity of its semantic direction.
c. Not only the sentences with the predicate of Jian-yu phrases are not
restricted by tense, but also the sentences with other components containing
Jian-yu phrases are not restricted by tense. A sentence containing Jian-yu
phrases can be either “Yiran” sentence or a “Weiran” sentence.
d. In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it is not only limited to the
explanation of Jian-yu Sentences, but also to explain the syntactic functions
and usages of Jian-yu phrases, so as to improve students’ overall
understanding of Jian-yu phrases and improve their practical application
ability.
Keyword

Jian-yu Phrase, Type, Function, Semantic Orientation, 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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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弃疾与张维诗词中“剑”意象比较研究

张楠 晞 *

국문요약

검은 중한 한문학에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병
기의 하나다.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볼 때 조선은 유학의 심원한 영향을 받았고 이를 국교로
정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특징을 구비하였지만 중국의 유학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사회
적 배경으로부터 볼 때 신기질과 장유는 모두 내우외환의 시대 속에서 인생의 굴곡과 벼슬길
에서의 다사다난함을 검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표출해내었다. 신기질의 현존하는 600여 편
의 시사 작품에는 “검, 활, 칼” 등 군사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병기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중
검을 언급한 작품수는 21편 정도 되고 장유의 시문집 중 검 이미지가 나타난 작품이 50편 정
도 된다. 같은 유교문화 전통에 뿌리를 둔 두 문인의 검은 모두 이상과 업적을 대표하고 있으
며 이로써 현실에서 오는 울분의 감정, 벼슬길에서의 좌절 더 나아가 역사적 시각으로 보는
흥망성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검을 대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사상의 차이,
심미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同中見異의 특징을 보인다.
주제어

신기질, 장유, 검, 이미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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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剑是古代源远流长的短兵器，在历史与文化的发展进程中，被赋予了丰富
的文化内涵。在뺷庄子뺸<说剑>中，剑既有“十步一人，千里不留行”之利，也有

“制以五行，论以刑德；开以阴阳，持以春夏，行以秋冬”的美德，这昭示了其
与文人、与国家社稷之间的密切关系。뺷史记뺸<太史公自序>中“非信廉仁勇不
能传兵论剑，与道同符，内可以治身，外可以应变，君子比德焉”的论述，更是
将剑提升到了“道”的高度。剑作为文人修身的伴侣，频繁出现在文学作品中，
成为汉文学中的重要意象。辛弃疾（1140－1207），字幼安，号稼轩，山东济
南府历城县人，南宋豪放派词人、将领。在其现存的600多首词作中，大量出现

“剑、箭、戈、刀”等军事意象，其中有21首出现了“剑”意象。张维（1587—163
8），字持国，号溪谷、默所居士、支离子，是朝鲜朝中期“汉文四大家”之一。
其同样对剑情有独钟，诗文集中有50余篇作品出现了“剑”意象。
首先从文化背景来看，朝鲜文化自古以来受到中国文化的深远影响，尤
其是文人士大夫阶层，更是将儒家思想作为官方哲学。虽然儒学在古代朝鲜
呈现出新的特征，但二者在精神上是一脉相承的。其次从社会背景来看，辛弃
疾生活的中国南宋王朝外有强敌，内有黑暗的官场，张维生活的时代也经历
着激烈的党争及频繁的外患。可以说两人都生活在内忧外患的动荡的社会中
经历着人生的沉浮及苦闷心境。这是两者在诗词中以“剑”为意象进行比较的基
点。辛弃疾与张维的“剑”意象基于汉文化赋予的内涵，在各自的诗歌中有着相
同的特质，又因两者人生际遇、性格特征、审美取向等的不同，表现出了同中
见异的特点。本文即尝试讨论两者“剑”意象的相同点与不同点，以及背后深层
的动因。

2. 根植于儒家的艺术表达
在儒家文化传统中，文人以“修身”“齐家”“治国”“平天下”为终极追求。辛
弃疾与张维作为中朝两国的文人，在身份认知与人生理想上有着诸多相似之

辛弃疾与张维诗词中“剑”意象比较研究 295

处。因此，剑作为“经世济用”过程中的伴侣，在二人的作品中均是理想与功业
的象征。二人也都用剑表达了郁郁不得志的愤懑之情、仕途的漂泊之感，以及
宏大历史视野下的兴亡之感。

1) 用剑象征理想与功业的渴望之情
大宋王朝积贫积弱，在屈辱的“靖康之难”后，不得不举国南迁，据守长
江天险，在“半壁江山”中苟延残喘。在这样的历史背景下，生于金国的辛弃疾
有着强烈的收复故土的愿望，并一生以之为己任。作为义军领袖，他21岁参加
义军，擒杀叛徒张安国，在回归南宋后一直力主北伐。因此对于他来说，建功
立业更多的是金戈铁马，是手刃胡虏的快意，而这些都与随身佩戴的宝剑有
着密切的联系。因此在他的眼中，建功立业这一过程离不开杀敌的剑，那些已
经成就不世功业的文人或将领，随身佩戴的宝剑也象征着荣誉。如这首<西江
月·堂上谋臣帷幄>：
堂上谋臣帷幄，边头猛将干戈。天时地利与人和，燕可伐与曰可。
此日楼台鼎鼐，他时剑履山河。都人齐和《大风歌》，管领群臣来贺。1)

主战派大臣韩侂胄掌权后，重新起用被打压的主战派人士，当时赋闲在
家的辛弃疾也在其列。南宋嘉泰四年（1204），韩侂胄定议伐金，这首词便表
达了辛弃疾对此举的赞美，以及对未来的美好畅想。在上阙中，诸位谋臣在军
帐中运筹帷幄，勇猛的展示在战场上奋勇杀敌，天时、地理、人和三者兼备，
因此“燕”可伐。下阙描绘收复故土后的场景。群臣前来道贺，将士们齐唱汉高
祖刘邦荣国故里时唱着的《大风歌》。值得注意的是，辛弃疾化用了武丁与傅
说的典故，以鼎与鼐这两种炊具，即烹饪食物来象征收复故土的过程。而在这
一过程中建立奇功的，一定是萧何一样的人物。据 뺷史记 뺸<萧相国世家>记
载，萧何在楚汉之争中屡立奇功，为诸臣之首，封无可封，赏无可赏。因此皇

1)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年，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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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赐带剑履上殿”，上殿觐见时不必解佩剑，不必脱履。这对于文武大臣来说
是无上的荣誉，也是对其过往诸般事业的高度认可。辛弃疾在词作中引用此
典，即代表了他对于功业与理想的想象。
除了这首词之外，辛弃疾也在其他作品中使用了“剑履”的典故。如为赵
茂嘉贺寿的<沁园春·甲子相高>：“记他年帷幄，须依日月；只今剑履，快上
星辰。”在经历了峥嵘岁月后，“剑履”是何等快事。又如<水调歌头·上界足官
府>：“上界足官府，公是地行仙。青毡剑履旧物，玉立近天颜。”2)辛弃疾援
引唐代顾况<五源诀>“下界功满方超上界，上界多官府，不如地仙快活”3)的典
故，称赞对方功高。而王献之家中的“青毡”，则与萧何的“剑履”一样，是家中
旧物。又如<声声慢·送上饶黄倅职满赴调>：“况有星辰剑履，是传家，合在
玉皇香案。”4)同样以“剑履”代表功业。
张维一生经历了“壬辰倭乱”“丁酉再乱”“丁卯胡乱”与“丙子胡乱”四次战
乱。在“壬辰倭乱”中，朝鲜八道满目疮痍，几乎全部被日军吞没，最终在明朝
援军的帮助下，才得最终将其击败。而在“丙子胡乱”中，朝鲜王庭被困南汉山
城，不得不解除与明朝的宗藩关系，转而承认清朝为其宗主国。与此同时，朝
廷内部党政不断，无休止地消耗着有生力量。可以说，此时的朝鲜与南宋面临
着相似的困境。面对这种种困境，张维选择了在作品中用剑清除朝廷内部的
乱臣贼子，对外则用剑斩杀入侵者。因此，“剑”意象在其作品中同样代表了建
功立业。如<读表忠录 和宋子真>：
身许艰危际，人猜肮脏姿。死绥酬素志，请剑骇明时。
事去功仍著，忠成主始知。青编一腔血，万古结长悲。5)

作者开宗明义，诗歌的首联便指出“身许艰危际，人猜肮脏姿”，自己生
2)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72.
3)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72.
4)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139.
5) 张维, 뺷溪谷集뺸 卷27 <读表忠录 和宋子真>, 뺷韩国文集丛刊뺸(092)，首尔：民族文化推
进会，1992年，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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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在国家危难的时刻，身边的人也极尽肮脏之能事。在这样的环境中，张维

“死绥酬素志，请剑骇明时”，为了实现“经世济用”的理想，抱着必死的决心，
誓要像宝剑一样斩破黑暗的长空，迎接光明的到来。当正义得到彰显，国王便
可自便忠奸，其建立的功业也可以载入史册。
战国楚宋玉<大言赋>云：“方地为车，圆天为盖，长剑耿耿倚天外。”这
一极度夸张的，带有强烈浪漫情怀的典故，不断被后世文人墨客所引用，获得
了更为丰富的内涵。如李白的<大猎赋>：“于是擢倚天之剑，弯落月之弓。”

<司马将军歌>：“手中电曳倚天剑，直斩长鲸海水开。”元好问的<示侄孙伯
安>诗：“元无倚天剑，可断扶桑枝。”张维的<索居放言（其九）>也以“倚天
剑”的典故表达了自己对功业的向往：
尧时九年水，万国愁鱼鼋。先朝乙巳灾，东海为飞翻。
今兹雨无极，弥月犹倾盆。高田已沉沦，下田何足云。
岂闻都邑内，奔湍坏屋垣。安得倚天剑，一抉阴云屯。6)

诗歌开篇借助尧帝时代的洪水神话，突出了当下水患的严重。倾盆大雨
持续了一个多月，田地沉沦，都邑内的屋垣被冲毁。这描写的不仅仅是正在发
生的洪水，实际上也是内外交患，形势危急的朝鲜王朝。而那一举扫除阴云的
倚天长剑，则表现了张维心中的豪气与正义感，以及建功立业的雄心壮志。
萧瑟高秋伏枕频，斋居尽日索谁亲。
一生未易逢知己，多病何须恨故人。
卷里新篇还意气，匣中雄剑尚精神。
休教拟我文园令，正与维摩作后身。7)

在这首<病怀>中，张维面对惨淡的现实人生与萧瑟的秋风，缠绵于病榻
之上。“卷里新篇还意气，匣中雄剑尚精神”，虽然知己难寻，病魔缠身，但他
6) 张维, 뺷溪谷集뺸 卷25，<索居放言>, p.420.
7) 张维, 뺷溪谷集뺸 卷30，<病怀>，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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并没有就此消沉下去，而是在书卷中获得了精神的鼓舞，唤醒了最初的信念
与蓬勃向上的意志。那匣中的宝剑，显然就是作者匡扶正义的理想。如这首

<经素沙战场三首·天兵大破倭奴处>：
三韩再造擅奇功，十载妖氛一扫空。
狡虏岂容留片甲，胜算知是出元戎。
阵云压野晴犹黑，鬼火依林冷不红。
匹马书生吊古罢，秋风倚剑气如虹。8)

在壬辰倭乱中，朝鲜半岛受到了前所未有的创伤，而在明朝军队的帮助
下，“十年妖氛”一扫而空，“狡虏”片甲不留。留下的就只有战争过后，天空中
留存至今的杀气以及林间的森森鬼火。作为一个书生 ，在凭吊了古战场之
后，自身也受到了极大的感染和鼓舞，意气如虹，如冲天剑气一般。

2)用剑表达郁郁不得志的愤懑之情
辛弃疾在北方的英勇表现使其名重一时，但南归之后，“归正人”的身份
使其难以在官场上立足。渴望直接参与抗金事务的他只被任命为江阴签判这
样的小官。他此后进献<美芹十论><九议>，力主北伐，但朝廷的反映相当冷
淡。可以说，他为祖国复仇雪耻的理想一生都没有实现。当志向在现实面前受
到挫折，郁郁不得志的时候，随身佩戴的剑便成了他寄托愤懑之情的对象。如
这首<满江红·倦客新丰>：
倦客新丰，貂裘敝征尘满目。弹短铗青蛇三尺，浩歌谁续？不念英雄江左老，
用之可以尊中国。叹诗书万卷致君人，翻沉陆。
休感慨 ，浇醽醁 。人易老 ，欢难足 。有玉人怜我 ，为簪黄菊 。且置请缨封万
户，竟须卖剑酬黄犊。甚当年寂寞贾长沙，伤时哭。9)

8) 张维, 뺷溪谷集뺸 卷30, <经素沙战场三首·天兵大破倭奴处>，p.488.
9)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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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뺷战国策뺸<齐策>与뺷史记뺸<孟尝君列传>记载，冯谖穷困潦倒时，成为
了孟尝君的门客，他作为最低等级的门客，没有受到重用，因此弹剑铗而发长
歌。同样的，三尺青蛇剑在辛弃疾的手中，他弹剑而歌，却无人应和。苏秦携
百金，着黑貂裘游说秦王，同样得不到重用，最终不得不回到家乡。辛弃疾也
处在这样的境遇中，只能像沉入大海中的陆地一样，不得彰显。除了感慨人
生 ，借酒消愁 ，辛弃疾也只能卖剑买牛，归隐田园 。又如 <满江红 ·汉水东
流>：“腰间剑，聊弹铗。尊中酒，堪为别。况故人新拥，汉坛旌节。马革里尸
当自誓，蛾眉伐性休重说。但从今记取楚楼风，庾台月。”10)腰间的剑只能当
做乐器，为自己的悲歌伴奏。想要像韩信、马援那样上战场杀敌，最终却只能
在风花雪月中度日。又如<水调歌头·寄我五云字>：“短灯檠，长剑铗，欲生
苔。雕弓挂壁无用，照影落清杯。”11)长剑无处可用，几乎要生出苔藓，墙上
精美的弓，作用也仅仅是在酒杯中留下影子罢了。又如<水龙吟·登建康赏心
亭>：“把吴钩看了，栏杆拍遍，无人会，登临意。”12)作者在秋高气爽之时，
登临远望。江山壮丽，却只能“献愁供恨”，因为本应在战场上杀敌的吴钩，却
成为了赏玩的对象。
朝鲜朝到了退溪李滉、栗谷李珥的时代，政治党派与思想流派上的斗争
到达了顶点。张维就生活在这样一个混乱的时代，因为党派斗争在官场上起
起落落，1611年因被金直哉诬狱事件所牵连，流放到安山，后又经历了“仁祖
反正”的政治风波。在思想上，张维并非绝对维护程朱理学，而是主张“先儒定
说，本当恪守，心有所疑，亦宜讲究”13)，这使其区别于其他性理学家，表现
出开放性与进步倾向。但其开明的思想在当时属于异类，根本没有实现的机
会。在这样的境遇下，剑也成了他疏解自身情绪的一种媒介。如<宝剑词>：
宝剑出兮光煌煌，人不敢识兮名干将。雌雄离兮中夜鸣，发而视之兮浮云惊。
10)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23.
11)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56.
12)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17.
13) 张维, 뺷谿谷先生漫笔뺸 卷1，<中庸章句中有疑者三>，p.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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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山崔崔兮下有深潭，中有老蛟兮牙角岑岑。我欲斩之兮阻重波，嗟嗟我刃短
兮奈尔何，嗟嗟我刃短兮奈尔何。14)

张维的思想与主张就像其光煌煌干将宝剑一样，可以斩邪祟，可以惊浮
云。但因为潭水之深、波涛之汹涌，阴险的老蛟所生活的地方是作者无法触及
的。作者壮志难酬，并不是因为自身的能力不足，而是周围的环境不允许。此
剑也只能发出悲鸣，持剑的作者也只能感叹剑太短，表现出强烈的无力感。
照匣秋莲玉辘轳，染来蛟血半模糊。
风胡薛烛皆黄土，今世无人识湛卢。15)

在张维送给李明汉（1595—1645）的<古意三绝答天章（其一）>中，也
表达了同样的情感。辘轳剑为宝剑，因剑首以玉作辘轳形为饰，故名。湛卢是
春秋时期铸剑名匠欧冶子所铸名剑。风胡子和薛烛是春秋时期楚国和越国
人 ，俩人都以善于相剑而闻名。但如今有能够斩杀蛟龙的玉辘轳剑与湛卢
剑，却没有风胡子和薛烛在世，只能感叹能识剑的人已不在，使宝剑蒙尘。

<刺促>诗描绘了一个赶路的场景，“刺促复刺促，征夫多苦心”，游子穿越山
林，但“匣中孤剑在，时复作龙吟”。宝剑就像作者自己，只能被放置在剑匣之
中，发出悲愤的龙吟声。此外，<闻沈阳不守（其二）>“倡优铁剑看消长，回
首苍梧泪自垂”同样用剑表达了郁郁不得志的愤懑之情。

3)用剑表达仕途的漂泊与孤独之感
中朝古代文人为了济世理想，或辗转各地任职，或游历名山大川。在这
一过程中，难免生出漂泊与孤独之感。辛弃疾闲居期间，漫游吴、楚各地，又
在滁州、湖南潭州、福建等地任职，可谓漂泊一生。而“剑”则是其表达漂泊情
绪的重要意象之一。如<鹧鸪天·送廓之秋试>：
14) 张维, 뺷溪谷集뺸 卷1，<宝剑词>，p.14.
15) 张维, 뺷溪谷集뺸 卷33, <古意三绝答天章>, 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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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苎新袍入嫩凉。春蚕食叶响回廊。禹门已准桃花浪，月殿先收桂子香。
鹏北海，凤朝阳，又携书剑路茫茫。明年此日青云上，却笑人间举子忙。16)

这是辛弃疾于孝宗淳熙十三年（1186年）所作的一首送别词。上阙描写
秋景，点明门生范廓之将要赶赴考场。赶赴考场的范廓之，就像漂泊于北海与
南海之间的大鹏鸟，就像翱翔在天地间追逐太阳的凤凰，似乎前行的路永远
没有尽头。在这茫然无际的仕途中，随身携带的书和剑是唯一的伴侣。这样的
描写使得漂泊与孤独之感油然而生。对于张维来说，书与剑也同样是旅途中
的伴侣，如<送春日 平丘途中作>：
牢落乾坤一旅人，十年书剑困风尘。
愁边郁郁长为客，马上悠悠更送春。
一树残花临驿路，满堤芳草映江津。
诗情不共风光尽，着处狂吟便有神。17)

诗歌首联化用高适<人日寄杜二拾遗>：“一卧东山三十春，岂知书剑老
风尘。”但与之不同的是，张维诗歌中的漂泊之感更加强烈。在阔大的茫茫天
地之间，一个形单影只的旅人在前行着。这样极度广阔的空间映衬下，人类的
孤独得到了最大限度的彰显。而这困于风尘之中的孤独旅人，只能与书剑为
伴。张维像其他游子一样，远离家乡，常年在外为客，所见春景也多了几分寥
落。
倦客经春愁梦长，别君双泪满衣裳。
风尘落落违知己，云树迢迢隔望乡。
除却残书无长物，携来孤剑是归装。
故园生事应萧瑟，空对亲舂老孟光。18)

16)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98.
17) 张维, 뺷溪谷集뺸 卷30，<送春日 平丘途中作>，p.496.
18) 张维, 뺷溪谷集뺸 卷30，<途中再用裳字寄淸陰二首>，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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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首<途中再用裳字寄清阴二首（其一）>开篇即点明“倦客”的身份，张
维这样的文人，与好友离别乃是平常之事。在落落风尘之中怀念知己，遥望千
里外的家乡云树。值得注意的是，这里的“剑”意象被冠以“孤”的修饰词，使得
孤独与漂泊的情绪更加外显。实际上，张维诗歌不止一次使用“孤剑”的意象。

<行色>：“行色看孤剑，流年送半生。”<行莞岛中>：“防身有孤剑，落日看秋
莲。”也以这样的方式表达了漂泊之感。此外，<鸟岭赋>有：“抽长剑以忼慨
兮，悟行路之诚难。” <秋夜>：“悠悠去京国，郁郁客湖左。蒯缑弹自歌，箨
冠欹欲堕。旅食足酸辛，索居长慵惰。秋夜坐观书，寒虫扑灯火。”都将剑与
漂泊和孤独联系了起来。

4)用剑表达宏大历史下的兴亡之感
汉文化中存在一种历史整体观念。在古人儒者看来，虽然在相对微观的
现实人生中要“知其不可为而为之”，遵循“尽人事，听天命”的行为准则，但面
对宏大的历史时，又往往能够相对正确与客观地认识到朝代兴衰与历史兴替
的必然性，以及其背后隐然呈露的运行规律。与此同时，由于个人主观能动性
与历史必然性之间的强烈冲突，以及大跨度的历史时间与阔大的历史空间在
意识中快速流转，给文人带来了强烈的冲击，又往往生出一种苍茫与无力之
感。因此中朝古代文人或是在凭吊古迹，或是在面对广阔天地的时候，往往会
生出兴亡之感。辛弃疾与张维，均通过剑表达了这种情感。
日月如磨蚁，万事且浮休。君看檐外江水，滚滚自东流。风雨瓢泉夜半，花草
雪楼春到，老子已菟裘。岁晚问无恙，归计橘千头。
梦连环，歌《弹铗》，赋《登楼》。黄鸡白酒，君去村社一番秋。长剑倚天谁
问，夷甫诸人堪笑，西北有神州。此事君自了，千古一扁舟。19)

辛弃疾的这首<水调歌头·送杨民瞻>是一首送别之词。开篇即构建了一
个宏大的世界观。天地有如浩大的磨盘，而太阳与月亮就像磨盘上的蚂蚁。在
19)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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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样的视野之下，人类从出生到死亡的过程，乃至一个王朝从建立到灭亡的
过程，都显得那样的微不足道。就像窗外滚滚东流的江水，在人类出现之前便
已经如此，人类消失之后也依然会如此，对于它而言，整个人类群体都只是一
个过客。人作为一个个体，就像大海中随波逐流的一叶扁舟，是那样的无力与
渺小。有如此对比，人类的一切主观能动性都显得毫无意义，因此便要“歌弹
铗”，归乡而去，原本犹如倚天长剑一样的雄心壮志也与自己无关了。
客子久不到，好景为君留。西楼着意吟赏，何必问更筹。唤起一天明月，照我
满怀冰雪，浩荡百川流。鲸饮未吞海，剑气已横秋。
野光浮，天宇迥，物华幽。中州遗恨，不知今夜几人愁。谁念英雄老矣，不道功
名蕞尔，决策尚悠悠。此事费分说，来日且扶头。20)

这首<水调歌头·和马叔度游月波楼>属于登临游览之作。辛弃疾在饮酒
之余，极目远望，明月百川映衬着杯中之酒。眼前的秋景略带肃杀之气，仿佛
是剑气一般。下阙发出“野光浮，天宇迥，物华幽”的感叹，想到历史上的遗
恨，想到自己飘零的仕途，由此生出兴亡之感。值得注意的是，此处的“剑气”
并非<水调歌头·送杨民瞻>中那样个人情怀的书写，而是对茫茫天地，以及无
情的历史的形容。又如<水龙吟·过南剑双溪楼>，开篇写道“举头西北浮云，
倚天万里须长剑”，西北的天空被浮云遮蔽，隐喻中原河山沦陷于金人之手。
这样的浮云，只有倚天的长剑才能够驱散。这样倚天的长剑是何等浩大的力
量，并非人力所能及，因此下阙又发出“千古兴亡，百年悲笑，一时登览”的感
叹，历史兴亡之感由此而生。
圣神乘运济沦亡，百战风雷遶剑铓。
封豕长蛇歼丑类，白旄黄钺挽颓光。
灵旗卓得山崖裂，妖血斑将石藓荒。
清庙万年歌颂在，丰碑更记武功扬。21)
20)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311.
21) 张维, 뺷溪谷集뺸 卷30, <荒山大捷碑次鄭湖陰韻>，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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咏史怀古是张维诸多诗歌题材之一，在这些诗歌中，同样通过剑表达了
历史兴亡之感，如这首<荒山大捷碑次郑湖阴韵>。后世文人丁若镛在其<跋
荒山大捷碑>中写道：“右<荒山大捷碑>一帖，即我康献大王在龙潜时，出征
倭寇，至南原荒山之谷，歼阿只拔都，遂获大捷，建碑纪功之文也。”22)朝鲜
朝太祖李成桂即位后，曾将入侵的日本军队驱赶出朝鲜半岛，此碑即为纪念
此事而立。此处地势险要，相传酣战之时，双方死伤惨重，血水流入溪谷之
中，石头至今依然是红色的。诗歌首联写道“圣神乘运济沦亡，百战风雷遶剑
铓”，神圣的太祖大王指挥着训练有素的军队，军队有若风雷，剑铓滚滚，裹
挟着摧枯拉朽的巨大力量。又如<关西方伯闵公士尚

传示金伴使得之题剑山

诗 属和甚勤 次韵却寄>：“岂唯疆场靖，将期氛祲清。刀斗响嗷嘈，剑戟攒青
荧。士选勇气厉，将良筹画明。”在对历史事件进行了铺叙后，对战争场面进
行了宏大的描写。<送登极贺使韩知枢>：“往在龙蛇岁，黑齿肆跳梁。八路被
荼毒，三京成战场。先王在草莽，西面愬神皇。神皇赫一怒，按剑开明堂。发
兵十万余，发帑百万强。征调及楚蜀，飞挽连青杨。暴师六七载，扫寇完藩
疆 。”在这些咏史诗中，无论是战场上士兵杀敌的剑，还是中国皇帝发号施
令 、调兵遣将的剑，都象征着滚滚向前 、作为个体的人不可抗拒的历史洪
流。
除了以剑代表宏大历史叙事，张维还借助“剑”意象，用另一种形式表达
了兴亡之感。如他在<过故白沙相公东冈别墅>中写道：“平泉花石半荒凉，剑
履空留旧影堂。华屋山丘千古恨，夕阳挥泪过东冈。”前文曾论及“剑履”的典
故，代表了文臣武将的最高荣誉。当作者经过此处，发出了“剑履空留旧影堂”
的感叹。时至今日，房屋影堂仍在，而独不见之人与当年的盛况，更不见当年
的剑履。无论别墅的主人当年是如何的荣宠，如今都已经随风散去。在同一空
间今与昔的对比之中，在剑与履的“有”与“无”之间，悄然呈现出了历史的沧
桑。

22) 丁若镛，뺷与犹堂全书뺸 卷14，<跋荒山大捷碑>，뺷与犹堂全书뺸，首尔：景仁文化社，
1982年，p.295.

辛弃疾与张维诗词中“剑”意象比较研究 305

3. “同源异流”的言说方式
辛弃疾与张维作品中的“剑”意象虽然有着诸多相似之处，但由于二者不
同的人生际遇、思想背景、审美趣味等，又呈现出一定的不同之处。概言之，
辛剑更重现世关怀，张剑更具神话色彩；辛剑更加慷慨直率，张剑更加委婉曲
折；辛剑更加洒脱平和，张剑更加无奈悲凉。

1) 辛剑更重现世关怀，张剑更具神话色彩
辛弃疾将自己对国家前途与命运的担忧，对历史的思考，以及对个人价
值的追求寄托在诗词作品之中，抒发爱国主义情怀、感时伤事的情绪、壮志难
酬的愤懑之情。可以说，辛弃疾的诗词是关怀现实世界的，也是抒写现实世界
的，而“剑”作为其重要意象之一，无论在其所代表的内涵上，还是表达与言说
的方式上，也都也表现出关心现世的倾向。如这首<木兰花慢·席上呈张仲固
帅>：
汉中开汉业，问此地，是耶非？想剑指三秦，君王得意，一战东归。追亡事今不
见，但山川满目泪沾衣。落日胡尘未断，西风塞马空肥。
一编书是帝王师。小试去征西。更草草离筵，匆匆去路，愁满旌旗。君思我回
首处，正江涵秋影雁初飞。安得车轮四角，不堪带减腰围。23)

这是一首咏史词，歌颂了开创汉朝基业的刘邦，以及韩信、张良等臣子
做出的贡献，曲折地表达自己建功立业的愿望。辛弃疾关心的是北方故土，渴
望的是大军北伐，这些都是当时的社会面临的最核心的问题。而辛弃疾所使
用的表达方式，则是以一段真实的历史来关照当下，即以现实影射现世。“剑
指三秦”这一行为也是现实中真实存在的，“剑”意象在其中代表军事力量及其
指挥权 。又如在 <水调歌头 ·席上为叶仲洽赋 >中，辛弃疾写道 ：“高马勿捶
面，千里事难量。长鱼变化云雨，无使寸鳞伤。一壑一丘吾事，一斗一石皆
23)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38.

306 한중인문학연구 70

醉 ，风月几千场 。须作猬毛磔 ，笔作剑锋长 。”24)这是对现实生活的直接书
写，对具体的人生际遇的呈现。而“笔作剑锋长”，即以笔为剑，也具有实实在
在的现实内涵。
如果说辛弃疾的“剑”更多的是现实生活与真实历史中的剑，那么张维的

“剑”意象则具有一定的神话与哲学色彩，这在其歌咏剑的作品中表现的尤为明
显。如<三寅剑赋并序>：
余偶得三寅短铍，盖铸于寅年月日者也。世传三寅之剑，能辟除不祥，余故爱
而服之，为赋以赞之。
我有宝剑，成于三寅，长未满尺，晶光烨然。夫寅者，三阳之会，四气之元，阳
刚而明，元首而尊。物所资始，其德则仁，十二之属，实为虎焉。奋其威猛，百兽
所君，孼狐野犴，糜之一龈。维岁月日，萃于兹辰，剑钟其精，而全其神。故其为
用也，摄魔驱邪，挥霍妖昏，魑魅獝狂，莫敢近旃。亦可光芒六合，卫身攘奸。妖
要乱领，翦若芟菅，善藏时用，前无坚顽。然则是器也，道人御之则为金刚之宝，
真武之仗，旌阳洞宾脑后之丸，忠臣请之则为尚方之斩马而佞孽胆寒，烈士奋之则
为荆飞之擒蛟而长江戢澜。宁为土中之龙渊，冲紫气于星躔，不愿与铅刀争锋，觊
俗子之见珍。遂号之曰元阳胜邪苍精之剑，朝夕服之，未尝离身。25)

张维的宝剑铸成于寅年、寅月 、寅日 ，寅对应十二生肖中的虎。“夫寅
者，三阳之会，四气之元，阳刚而明，元首而尊。”在这样一个特定的时间中
诞生，使剑“钟其精”“全其神”，获得了来自天道的力量。因此三寅剑是具备寅
虎之气的，强大的仁德之剑，“摄魔驱邪，挥霍妖昏，魑魅獝狂，莫敢近旃”。
张维随后又指出其为“金刚之宝，真武之仗”，可以媲美吕洞宾脑后的神剑、荆
楚勇士次非斩杀恶蛟的剑，在朝可以斩杀佞孽奸臣。无论是对天时的渲染，对
其德行的赞美，以及历史传说的烘托，都使宝剑获得了某种神性。
昆吾炼五金，玄女授秘方。铸成苍龙精，冰雪翼锋铓。淡淡白鹇尾，莹莹秋水
光。千年隐土中，气冲南斗傍。忽遇张茂先，拂拭荐明堂。一挥陨欃枪，再试毙天
24)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197.
25) 张维, 뺷溪谷集뺸 卷1，<三寅剑赋并序>，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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狼。毒蛟落牙角，鬼母号大荒。一朝功用毕，飞入虚无藏。真同殷傅说，骑箕上杳
茫。26)

又如这首<古意星名体>。“星名体”是杂体诗的一种，因将星宿名嵌入诗
中而得名。诗中出现的星宿名有金、女、苍龙、翼、尾、水、土、斗、张、
明、欃枪、天狼、角、鬼、毕、虚、傅说、箕，分布在每一句诗歌中。这种以
星名入诗的形式本身就为“昆吾剑”赋予了神话色彩。再看铸剑的材料来源，昆
吾山见于<山海经>与<拾遗记>，相传山中赤金如火，地下多朱砂，炼石为
铜，色青而利。泉色赤，草木皆劲利，土亦刚而精。炼剑的方法来自玄女。黄
帝与蚩尤战于涿鹿，帝不能胜，叹于太山之阿，感于王母，乃命九天玄女下
界，授以遁甲、兵、符、图、策、印、剑等物，并为制夔牛鼓八十面，遂大破
蚩尤而定天下。因此昆吾剑获得了苍龙精气，剑刃如冰雪，又如淡淡的白鹇
尾，如莹莹秋水光。宝剑铸成一千年后重现世间。张维还引用了西晋张华见
斗、牛二星之间有紫气，使人于丰城狱中掘地得二剑交给武帝的典故。宝剑具
有强大的杀伤力，凶恶的欃槍星、代表战争的天狼星，都被其一剑斩落，毒
蛟、鬼母自然也不在话下。在完成自己使命后，昆吾剑不再眷恋现世，消失在
虚无之中。这样一个来无影去无踪，具有无限威能的神剑，无疑是带有强烈的
神性的。
究其原因，与辛弃疾相比，张维受到理学思想的影响更加明显。在文学
创作上主张“天机论”，认为“诗，天机也。鸣于声，华于色泽。清浊雅俗，出
乎自然 。声与色 ，可为也 ；天机之妙 ，不可为也 。”“天机 ”之 “妙 ”流出于自
然，本乎天道，因此是人力所不能及的，这样的思想表现出对自然的高度崇
拜。因此作为自然界中的个体，辛弃疾的主体精神更加突出，而张维的主体性
则带有更强的宗教色彩。

26) 张维, 뺷溪谷集뺸 卷34，<古意星名体>，p.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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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辛剑更加慷慨直率，张剑更加委婉曲折
辛弃疾早年参加义军，斩杀贼寇，具备浓烈的武人色彩。因此他的词属
于豪放一脉 ，以军情国事那样的重大题材入词，表现方式更倾向于慷慨直
率，气势恢弘雄健、境界宏大、汪洋恣意、而不以主含蓄婉曲为能事。在这样
的整体风格下，辛弃疾作品中的“剑”意象也明显具有慷慨直率的特点。如<破
阵子·为陈同甫赋壮词以寄之>：
醉里挑灯看剑，梦回吹角连营。八百里分麾下炙，五十弦翻塞外声。沙场秋点兵。
马作的卢飞快，弓如霹雳弦惊。了却君王天下事，赢得生前身后名。可怜白发生！27)

这首词表达了辛弃疾对于收复北方失地的渴望。“醉里挑灯看剑”是作者
当下生活的真实写照，每当大醉之时，都要反复观看抚摸自己的宝剑，怀念过
往上阵杀敌时的快意与豪情，就连梦中也时常回到曾经的营地。这里没有繁
复的描写与夸张的渲染，只是寥寥几个字，就将作者的雄心壮志、雄心壮志背

后的家国情怀，以及壮志难酬的愤懑表达得淋漓尽致。又如<偶题>：“却得少
年耽酒力，读书学剑两无成。”以书与剑两个事物代表文事与武事，代表自己
的能力与才华，简单直接却又富有感染力。
与辛弃疾相比，张维是一个纯粹的文臣，文人与学者的属性更加明显。
基于这一特征，张维更加温文尔雅，文学创作更加符合“含蓄蕴藉”的文学传
统。此外，张维是朝中重要的大臣，含蓄的性情使其有身居高位的可能性，身
居高位也使其务必保持含蓄的性情。这样的性情、身份与处境，在某种程度上
造就了张维文学作品的整体风格，也决定了其作品中的“剑”意象一定是委婉曲
折的。如这首<古剑篇>：
我有三尺古铁剑，人言本自出昆吾。昆吾之剑可截玉，芙蓉湛湛秋涛虚。千年
土花不敢蚀，武昌赤泥安用拭。䱜鱼装匣半欲碎，玉具鹿卢犹可识。世间何限不平
事，便欲携赠同心子。长蛟赑屃佽飞怒，白虹惨淡荆卿死。我今将此匣中藏，不令
27)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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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子见光芒。只应寒斋风雨夕，时时龙吼殷空床。28)

出自昆吾的三尺铁剑有着可斩断玉石的锋利剑刃，同时有着芙蓉一样清
澈明亮，“中通外直，不蔓不枝，香远益清，亭亭净植”的美德，即使经历千年
的岁月也依然完好如初。这样一把可以除尽人间不平事的宝剑，却要藏于匣
中，“不令俗子见光芒”。究其原因，张维是以这把古剑自比，委婉地表达心中
的不平之气。宝剑的美德实际上就是作者的美德，宝剑的锋芒实际上是作者
的才华与能力，“只应寒斋风雨夕，时时龙吼殷空床”，非不为也，实不能也。
宝剑光炯炯，出自欧冶手。入水作蛟龙，埋狱冲牛斗。
未试天外倚，空闻匣中吼。持赠傅介子，愿取戎王首。29)

又如这首<宝剑>。首联表明宝剑出自欧冶子之手，炯炯有光；颈联“入
水作蛟龙，埋狱冲牛斗”，表明了宝剑的威能；颔联中的“天外”和“匣中”形成
对比，表现了宝剑无所用处，传达出悲愤的情绪。汉昭帝时，傅介子出使大
宛，于宴席中斩杀楼兰王，后以功封义阳侯。张维在尾联中引用这一典故，将
剑交出并一直斩杀戎王，希望其能发挥本该发挥的作用。在这首诗中，宝剑同
样是作者自身的象征，那无所用处的，有能力却没有机会发挥的，也是作者本
身。作者以这样的委婉曲折的艺术手法，通过剑表达了自己的情绪，传达自己
想要实现人生价值，为国家做贡献的愿望。这样的表达方式与辛弃疾有着较
大的差异。

3) 辛剑更加洒脱平和，张剑更加无奈悲凉
辛弃疾经历了仕途的坎坷，终其一生都没能实现自己的理想，虽然不得
不闲居乡野，使其多有悲愤之情，但在一部分文学作品中，也表现出了一种洒
脱的态度，实现了与这个世界，以时事和命运的和解。如<送剑与傅岩叟>：
28) 张维, 뺷溪谷集뺸 卷26，<古剑篇>，p.428.
29) 张维, 뺷溪谷集뺸 卷25，<宝剑>，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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镆邪三尺照人寒，试与挑灯子细看。
且挂空斋作琴伴，未须携去斩楼兰。30)

这首诗以平实而简洁的话语描绘了宝剑的外貌，即“三尺照人寒”，随后
描绘了与友人共同看剑的场景，这样的描写好似与友人的日常絮语。对于作
者来说，此时的剑已经无所谓杀敌与否，因为作者已经知天命，即使壮志难
酬，也能泰然处之。又如<水调歌头·汤朝美司谏见和，用韵为谢>：
白日射金阙，虎豹九关开。见君谏疏频上，谈笑挽天回。千古忠肝义胆，万里
蛮烟瘴雨，往事莫惊猜。政恐不免耳，消息日边来。
笑吾庐，门掩草，径封苔。未应两手无用，要把蟹螯杯。说剑论诗余事，醉舞狂
歌欲倒，老子颇堪哀。白发宁有种，一一醒时栽。31)

辛弃疾四十二岁时，被监察御史王蔺弹劾，削职后回上饶带湖闲居，并
结识汤朝美。二人志同道合，境遇相似，因此惺惺相惜。上阙写汤朝美的忠肝
义胆，在朝堂上的从容与无畏，从荣宠有加到流贬新州，尝尽“蛮烟瘴雨”黯淡
凄惶。下阙写作者自己的乡居生活情怀。面对“门掩草，径封苔”的惨淡景象，
辛弃疾一笑了之，强作豁达无奈的苦笑，是傲岸不平的蔑笑，也是对自身情绪
的疏解。既然双手没有用武之地，那便“把蟹螯杯”，“说剑论诗”，慨言武备文
事，辛弃疾曾“壮岁旌旗拥万夫”，如今这些文韬武略都成了“余事”，反而显得
轻松自在，可以毫无顾忌地“醉舞狂歌欲倒”。这里的“剑”意象被寄寓了复杂的
情感，既有无限的悲愤与沧桑，同时又表现出妥协与洒脱。
相比之下，张维相应的文学作品中鲜有相对平和“剑”意象，而是显得更
加无奈与悲凉，情绪更加浓烈。如<哭青兴君李重老>：
银台省里别君时，北风惨淡吹旌旗。
可怜一去不复还，血入马滩江水殷。
30) 王新龙 编著，뺷辛弃疾文集2뺸，北京：中国戏剧出版社，2009年，p.26.
31) 辛弃疾, 뺷辛弃疾词集뺸,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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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儿腰间三尺水，未斩逆竖长已矣。
英魂不逐夜磷飞，化作青虹射天紫。32)

张维哀叹李重老“男儿腰间三尺水，未斩逆竖长已矣”，生平未得志，三
尺长剑尚未斩杀敌人，便一去不复还。这份无奈与悲凉使其英魂不散，化作青
虹，直冲云霄。又如<山行记见>：“游方子道缺，叱驭臣职恭。报国忘夷险，
将毋念尸饔 。抚剑一悲咤 ，拈笔发舂容 。”抚剑悲咤 ，表现出强烈的情绪。

<送李尚辅学士掌试岭南长句>：“沧溟深处海若愁，珊瑚正待铁网搜。盐车莫
遣困骅骝，剑气不复干斗牛。”骅骝宝马不得其用，剑气不得干斗牛，表现出
深深的无力之感。<戏作李承旨病足歌，和泽堂韵>：“君不能横戈鸣剑西击
贼，一荡一决千夫却。又不能青鞋去作五岳游，独趁飞猱超絶壑。有屦不着欲
寻踊，徒然壮气如山涌。”虽为戏作，但其中的悲愤情绪亦可得见。

4. 结论
古代中国处于东亚汉文化圈的中心，朝鲜在学习以儒家为代表的中国思
想、文化与制度的同时，不断将其与本土的文化、社会等融为一体，形成了自
身的民族特色。在这样的大背景下，两国的文学也是一衣带水，存在着深厚的
渊源与密切的联系。因此，辛弃疾与张维虽然处在不同的历史时期、不同的国
家中，但两者文学作品中的“剑”意象却都深深根植于儒家文化，表现出诸多相
似之处，都象征功业与理想，都表达了对人生与历史的复杂情感。又因各自审
美取向、身份属性、人生际遇等因素，在现世与超世、直率与委婉、平和与悲
凉中表现出不同的特征。因此，可以说二人的“剑”意象是同源异流、同中见异
的。对此议题进行探究，有利于从一个侧面更加深入、全面、立体地认知张维
及其文学作品的思想内涵、艺术特质等，明确其在朝鲜汉文学史中的极高地
位与非凡的影响力。对两位文人的“剑”意象进行比较分析，也有利于研究张维
与中国文人、文学、文化之间的密切关联，并为其他中朝古代文学比较研究提
32) 张维, 뺷溪谷集뺸 卷26，<哭青兴君李重老>，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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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参考，进而以此为窗口，窥见两国在各个领域中的深厚渊源，为东亚汉文化
背景下的文学与文化研究提供例证与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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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Image of Sword in Xin Qiji's
and Zhang Wei's Poems
Zhang, Nanxi
It is one of the weaponry, which implies the rich cultural meaning passed
down from ancient times in Chinese literature. From a cultural background,
Joseon was deep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and it had its own new
characteristics, but it closely related to China's Confucianism. Also, from the
social background, both Xin Qiji and Zhang Wei are the ups and downs of life
in the era of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They expressed difficulty through
the image of sword. Among the 600 works of current affairs of Xin Qiji, many
of the weapons representing military images such as "sword, bow, knife"
appear. Among them there are about 21 works referring to swords. There are
about 50 works showing images of swords in Zhang Wei's poetry collection. The
swords of two literati rooted in the same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both
represent ideals and achievements, thus expressing the feelings of depression
and anger from reality, the setbacks in official career, and the ups and dow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addition, according to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ideological differences and aesthetic viewpoints, the treatment of
swords is characterized b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eyword

Xin Qiji, Zhang Wei, sword, Image, 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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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剪灯新话뺸中诗文的叙事功能*

侯 美 灵 **

국문요약

명나라 문언 전기집의 대표작인 뺷전등신화뺸 의 특징 중 하나는 시, 사와 운문이 많이 삽입
되어 후대‘시문소설'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이다. 구우의 이런 행보는 후세의 많은 소설 연구자
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필자는 텍스트를 정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하고, 스토리 진행과 인물 형상에서 시문의 서사기능을 살폈다. 구우
는 재주를 뽐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창작의 수요에서 시문을 소설에 적절하게 적시에 삽입했
다. 삽입된 시문은 스토리의 전개와 인물 형상을 묘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토리
전개를 돕는 기능은 네 가지 방면에 걸쳐 나타난다. 시를 매체로 줄거리를 만들고, 시문을 인
물의 복이나 화를 만든 요인으로 서술하고, 시의 예언으로 후의 일을 사전 서술하고, 시문+
간편한 서사로 전편을 종결한다. 인물 형성에 있어서 시문은 재인 신분의 상징이자 곤궁한 선
비들의 분노를 토로하는 수단이 되었고 또한 난세에 처한 사람의 신세타령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소설에 시문을 삽입한 것이 문언소설의 시적 서사 패턴에 대한 구우의 대담한
시도이며, 그의 소설 창작의 주체 의식의 표현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전등신화, 삽입된 시문, 서사 기능, 스토리 전개, 인물 형상

* 이 연구 성과는 2021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 학생으로서 작
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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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论
不管是在中国古典文言小说史上，还是在15、16世纪的东亚汉文化圈，
成书于明代洪武年间的『剪灯新话뺸都是一个无法绕过的门槛，它同时还有许
多奇特的标签：它是中国文学史上第一部被官方明文禁毁的小说1)，是第一部

“真正有意做传奇小说，并敢于把‘涉于语怪，近乎诲淫’之作与儒家经典相提”2)
的作品，又是中国历史上最早具有跨国界影响力的古典小说集，从15世纪起就
开始风行于朝鲜，一度成为该国的官方汉语经典3)等等。作为明代文言传奇集
的代表作，『剪灯新话뺸的一大特征是插入较多的诗词韵文，李昌祺的『剪灯
余话뺸步其后辙，进一步加大其比例，到了『钟情丽集뺸、『龙会兰池录뺸，诗
词的比例高达50%以上4)，以至于有学者称此类小说为不文不白的“诗与文拼
1) 薛贞、芳林风, 「中国第一部禁毁小说『剪灯新话뺸掂谈｣ ,『安徽大学学报 (哲学社会科
学版) 뺸, 1995, 第4期, p.22.
2) 齐裕焜,『明代小说史뺸, 杭州：浙江古籍出版社 1997年, pp.27-28.
3) 孙康宜，「文章憎命达:再议瞿佑及其『剪灯新话뺸的遭遇｣，『中山大学学报 (社会科学
版)뺸，2008, 第3期，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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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的小说5)，瞿佑的『剪灯新话뺸则开此诗文小说风气之先。截至目前，学术
界对它评价不高，最典型的是孙楷第先生，他说：“凡此等文字皆演以文言，
多孱入诗词。其甚者连篇累牍，触目皆是，几若以诗为骨干，而第以散文联络
之者……余尝考此等格范，盖由瞿佑李昌祺启之……佑为『剪灯新话뺸，乃以
正文之外赘附诗词……按之实际，可有可无，似为自炫。”6)尽管笔者部分认
同孙先生对瞿佑的批评，但是将其中的诗文看作是实际上“可有可无”的存在，
说“其价值固极微”，却是有失偏颇。如若真如孙氏所说，就很难解释为何『剪
灯新话뺸虽遭禁止依然在明朝国内以及同时的日本、越南、朝鲜等国的仿作叠
出不穷。学术界对此的研究甚少，只有三篇论文论及，但也不够深入。7)所以
笔者在细读文本的基础上 ，试图从叙事学角度入手 ，通过比较、统计等方
法，探讨分析诗文的叙事功能，以期『剪灯新话』的诗文获得更多的关注和理
解。

2. 诗文孱入一览
『剪灯新话』全书四卷，附录一卷（「秋香亭记｣、「寄梅记｣），共计小
说22篇。8)诗文孱入的情况参见下表。
4) 参见陈大康著，『明代小说史뺸，上海: 上海文艺出版社，2000，pp.318-319整理的明代
中篇小说诗文孱入的比例统计表，其中『钟情丽集 뺸 占 54.32%，『龙会兰池录 뺸 占
51.67%.
5) 孙楷第，『日本东京所见小说书目뺸，北京：人民文学出版社，1958，p.127.
6) 同上注，pp.126-127.
7) 韩国学术界多关注『剪灯新话뺸的接受史，以及韩国仿作与『剪灯新话뺸的比较；中国学
术界大多是对剪灯三话的整体关注。而对『剪灯新话뺸诗文研究的论文只有三篇，为刘
源的「『剪灯新话뺸诗文研究｣（『哈尔滨学院学报뺸，2015，第11期），探究了诗文孱
入的原因，解读了诗文用典对小说整体风貌的影响； 刘兴湘、 魏云洁的「从『剪灯新
话뺸中的诗文看瞿佑的个人化书写｣（『佳木斯教育学院学报뺸，2013，第9期），强调诗
文的插入是瞿佑自我写心、个人化书写的产物；贾安民的「论“剪灯三话”中诗词的艺术
功能｣（『太原大学学报뺸，2009，第2期），从剪灯三话整体着眼，缺乏具体统计分
析，论述过于笼统。
8) 笔者依据的是（明）瞿佑等著，周楞伽校注，『剪灯新话外二种』，上海: 上海古籍出

318 한중인문학연구 70

<表1>：『剪灯新话』诗文孱入情况统计表
篇名

故事类型

总字数

水宫庆会录
三山福地志
华亭故人记
金凤钗记
联芳楼记
令狐生冥梦录
天台访隐录
滕穆醉游聚景园记
牡丹灯记
渭塘奇遇记
富贵发迹司志
永州野庙记
申阳洞记
爱卿传
翠翠传

士子
志怪
士子志怪
爱情
爱情
士子志怪
志怪
爱情
爱情
爱情
志怪
士子志怪
志怪
爱情
爱情

2061
2490
1156
2203
1559
1716
2096
2300
2228
1697
1717
388
1865
2505
3162

龙堂灵会录
太虚司法传
修文舍人传
鉴湖夜泛记
绿衣人传
秋香亭记
寄梅记

士子
士子志怪
士子
士子
爱情
爱情
爱情

2835
1827
494
2106
1637
1819
057

诗文字
数
900
0
244
0
628
454
496
554
516
657
292
0
0
432
916

诗文
占比
44%
0
21%
0
40%
26%
24%
24%
23%
39%
17%
0
0
17%
29%

1170
41%
0
0
141
9%
168
8%
103
6%
871
48%
124
12%
平均占比：19%

诗文详情
上梁文1篇，古体诗3首
七绝2首，七律2首，散句2句
七绝15首，七律1首
七律1首，供词1篇
散句2联，词1首，古体诗1首（17韵）
五律2首，词1首，吊祭文1篇
供词3篇，判词1篇
七律4首，古体诗1首（30韵）
祷文1篇，16字语谶

七绝4首，词2首，自叙文1篇
七绝2首，词2首，七律2首，书信1封
，自述文1篇
古体诗4首，词1首，七律1首
七律2首
散句8句
七绝2首，散句1句
七绝5首，书信1封，七律2首，词1首
词2首
平均每篇: 3.86首（篇）

通过上表可知 ，『剪灯新话』的诗文插入情况可以概括为 ：插入韵文

（包括上梁文、书信、判词等）11篇，古体诗8首，律诗19首，绝句28首，散
句10句，词9首，平均每篇约插入4首，字数占19%。从题材上看，爱情类插入
比较多，志怪类比较少。在诗文孱入方面，并没有达到齐裕焜所说的“每篇都
用诗词”9)的程度 ，而是 “适可而止 ”地插入一些诗词或骈文，“并不令人生厌

”。10)实际上，根据笔者的统计，22篇小说中，「三山福地志｣、「金凤钗｣、
版社，1981年版。

9) 同注2，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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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州野庙记｣、「申阳洞记｣、「太虚司法传｣等5篇中并没有诗文的孱入。而
且更耐人寻味的是 ，有两部作品中，本该有诗文出现的地方 ，瞿佑却省略
了。11)所以可以推测说，瞿佑并不是一味为了炫才而插入大量的诗文，他的
插入有一定的原则。那么他的原则是什么呢？以笔者刍荛之见，这是作者有意
而为之的，他插入的这些诗文，其存在服务于作者小说创作的目的。下面我们
从情节和人物形象两个方面入手，来具体分析诗文的功能。

3. 情节进程之推动
在诸多文学体裁中，小说的包容面是最为广泛的，作者在描述故事时，
可以将诗词曲赋等其他体裁的作品容纳在内。然而，诗词曲赋等作品的进入
须得自然，并出现在适宜的场合，才能发挥积极作用。作为一名有着强烈的主
体意识、艺术自觉精神12)的文言小说作家，瞿佑吸取了唐传奇及宋代话本白
话小说的营养，将诗词曲赋等其他体裁的作品适时地插入小说中，在情节进
程上起到了积极的推动作用。具体来说，主要有以下四个方面。

10) 徐朔方、孙秋克著，『明代文学史』，杭州：浙江大学出版社, 2006，p.27
11) 比如在「永州野庙记｣中，写书生毕应详因无钱祭祀而被众鬼神追赶，因背诵『玉枢
经』而得以脱险，事后當他“谒南岳祠，思忆前事，具状焚诉”，但文中并未写出讼诉之
辞；又如「太虚司法传｣中，被众鬼神戏弄致死的冯大异，临死前，对家人说：“可多以
纸笔置柩中，我将讼之于天。”但文中也并未交代诉讼内容。
12) 在于非所编的『中国古代文学』中，有下列评价：“作者对文言小说的社会功能有了明
确的认识, 提高了创作文言小说的自觉性。瞿佑曾把 `涉于语怪, 近于诲淫’ 的传奇小说
与经传相提并论, 认为它具有重要的社会教育作用, 从理论上提高了传奇小说的地位。”
（参见于非编，『中国古代文学教程』（下），北京：高等教育出版社，2009，p.38
1）。另外, 北大中文系教授马振方认为，『剪灯新话』显示出小说创作空前的艺术自
觉，体现在瞿佑创造出了小说史上的三个第一：第一本个人纯传奇集，第一本全自创
小说集，第一本大写时事——重大现实题材小说集。（参见马振方,「论『剪灯新话』
的小说艺术自觉｣, 『文艺研究』, 2003, 第3期，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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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以诗为媒
所谓以诗为媒，指的是以诗为核生发故事，显然是受到宋元以来通俗小
说的叙事模式的影响。在这类话本小说中，如题壁、留书、简帕、递献诗词等
都有可能对故事情节结构的组织、安排、连络起到关键作用，成为展开故事的
核心，此方式可称为“因诗生事”式。诗是故事的中心，情节的关键，故事转换
的契机，是捏合故事的逻辑与道具。因诗得偶、因诗得荐遇，因诗得团圆是常
见模式，13)尤其是才子佳人小说中, 这一恶习更为明显。在『剪灯新话』中，
遵循这种模式而创作的有「联芳楼记｣、「翠翠传｣、「秋香亭记｣、「滕穆醉
游聚景园记｣等4篇作品，是其中的爱情类题材。

「联芳楼记｣中共收入包括七绝15首，七律1首在内的16首近体诗，篇首
罗列吴郡富户薛氏长女兰英，次女蕙英所作的苏台『竹枝曲』多达十章。就是
这样的两位才女，竟然在联芳楼上偷窥楼下商贩——郑生的夏夜“船首澡浴”，
并在秋千下挂一只竹网兜，把他吊了上去与之幽会。二女即使与郑生相携入
寝之际也不忘口占一两首诗歌唱和；郑生就枕之时，也“復索其吟咏”。因为二
女吟咏颇多，郑生耻无以答，于是，“一夕，见案有剡溪玉叶笺，遂濡笔题一
诗于上曰：‘误入蓬山顶上来，芙蓉芍药两边开。此身得似偷香蝶，游戏花丛
日几回。’”郑生此诗和薛氏姐妹诗作相比，也是写得非常香艳，流露出自己与
两姐妹花偷情的快乐。最后，薛父登楼，于箧中发现了郑生之诗，大为吃惊，
但也无可奈何，答应将郑生赘以为婿，于是郑生得姊妹双妻。在这篇中，郑生
之诗被发现 ，是推动后文薛父将其入赘为婿的导火索 ，郑生因诗而得二佳
偶。「翠翠传｣中，淮安民家女翠翠与金定同窗，因同学的“同岁者當为夫妇”
玩笑而自许，金定以七绝赠翠翠，翠翠又和之，二人遂以诗定终身。这里，二
人的诗句唱和是他们私定终身的凭借。「秋香亭记｣中，商生与采采在秋香亭
中的桂花树前以诗定情，为后文的叙事做了铺垫。當亭前桂花始开，采采以折
花为名，以碧瑶笺书绝句二首，令侍婢持以授生，令其和之。商生得诗后，遂
13) 梁冬丽、曹凤群，『通俗小说“有诗为证”的生成及流变』，北京：人民文学出版社，
2016，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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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占二首以奉答 。商生开始只是徒慕采采其貌而已 ，并未料到她有如此之
才，等看到采采的诗作，“大喜欲狂。但翘首企足，以待结褵之期，不计其他
也。”后来采采“以吴绫帕题绝句于上，令婢持以赠生”。但是商生“未及酬和。
适高邮张氏兵起，三吴扰乱”，二人因战乱而分离。这里是递献诗文和以诗得
偶而未遂的双重采用。「滕穆醉游聚景园记｣中，已故宋理宗朝的卫氏宫女行
至园北太湖石畔 ，吟五律一首 ，而被卫氏美貌倾倒的放逸书生滕穆听到此
诗，“ 技痒不可復禁 ”，當即续吟一首 ，诗中说 ：“ 湖上园亭好 ，相逢绝代
人……”二人这是典型的以诗调情。滕穆即使已知卫氏为鬼，然“亦无所惧”，
仍然与之边赏月边“笑谑笑咏”，并自制「木兰花慢>词一首，让侍女翘翘歌而
助兴。后与之结为伉俪。所以在这篇作品中，二人以诗调情，以词助乐，诗词
已经成为情节进程中必不可少的一个因素。
由此可知，『剪灯新话』中，瞿佑在占据全集1/4的的作品里，通过玉叶
笺题诗、绫帕题诗等手段，以诗或调情、或定情、或得偶，或得偶未遂。这种
以诗生事的创作模式，诗成为故事情节发展的媒介，如果抽掉这些诗词，故事
将无法进行。

2) 福祸起因
古代中国是一个诗的国度，诗文不仅只承担“诗言志，歌咏言”的功能，
而更多是拜谒、求取、科考等联系社会阶层的工具、承担了人际交流的中介功
能。诗歌的功能被大大丰富之后，其利弊都更为显著地暴露出来，历代因诗致
祸的记载也屡见不鲜。历史上最为有名的乌台诗案，苏轼就是以诗遭祸的典
型。瞿佑生活的明代，是诗祸叠起的时代，仅据明代沈德符撰『万历野获编』
第二十五卷「诗祸｣，专门记述明代文人因诗遭遇的变故，就已达七件。明人
诗祸有洪武和嘉靖两个高潮，对象也由士大夫到僧人到普通百姓。而瞿佑本
人永乐年间，因作诗获罪，谪戍保安（今河北怀柔一带）十年。14)瞿佑曾在

『归田诗话』中记载了唐代薛令之、孟浩然、李白因诗见罪之事，但同时又
14) 张丹，「明人诗祸的三种阐释维度｣，『广东开放大学学报』，2020, 第3期，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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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诗虽能致祸，然亦能解患。”所举之例为王维因诗得免，李白因诗得免死
流放夜郎 ，苏轼因诗出狱等事。15)而对于明初诗祸 ，『归田诗话』也屡言
之。如卷下「和狱中诗｣: “永乐间，予闭锦衣卫狱，胡子昂亦以诗祸继至，同
处囹圄中。”此似可为瞿佑以诗贾祸之证。瞿佑在『剪灯新话』中的部分作品
中，已经贯彻了他在『归田诗话』中提出的“诗能见罪亦能解患”的主张。换句
话说，先有小说创作，后有『归田诗话』的总结。这方面的代表例子是「水宫
庆会录｣、「令狐生冥梦录｣，诗文是小说中人物的福祸起因，推动着情节的发
展。「绿衣人传｣中也有因诗获罪的叙述，16)但由于这一环对主要情节的推动
作用并不是很大，这里只具体分析前两篇作品。

「水宫庆会录｣描写一个名叫余善文（谐音吾善文）的怀才不遇的文人,
有一天受南海的海龙神广利王邀请，在海龙国为海底新建的宫殿作一篇「上
梁文｣。文章写到：
抛梁东，方丈蓬莱指顾中。笑看扶桑三百尺，金鸡啼罢日轮红。
抛梁西，弱水流沙路不迷。后衣瑶池王母降，一双青鸟向人啼。
抛梁南，巨浸漫漫万族涵。要识封疆宽几许？大鹏飞尽水如蓝。
抛梁北，众星绚烂环辰极。遥瞻何处是中原？一发青山浮翠色。
抛梁上，乘龙夜去陪天仗。袖中奏罢一封书，尽与苍生除祸瘴。
抛梁下，水族纷纶承德化。清晓频闻赞拜声，江坤河伯朝灵驾。
伏愿上粱之后，万族归仁，百灵仰德。珠宫贝阙，应无上之三光，衮衣绣
裳，备人间之五福。

明代徐师曾说：“按上梁文者，工师上梁之致语也。世俗营宫室，必择吉
上梁，亲宾裹麪，杂他物称庆，而因以犒匠人。于是匠人之长，以麫抛梁而诵
此文以祝之。其文首尾皆用俪语，而中陈六诗，诗各三句，以按四方上下，盖
15) 参见瞿佑『归田诗话』卷上“诗能见罪亦能解患”与“因诗见罪”条。
16) 本篇中提到的因诗获罪，是绿衣女鬼在追述她和赵源的前世爱情悲剧时提到的，他们
悲剧的制造者——封建官僚贾似道专横残忍，不可一世，不仅不允许奴婢相爱，而且
对揭露他丑行的人进行迫害。當太学生写诗影射他私贩官盐，谋取暴利时，他遂以士
人付狱，论以诽谤罪；當人们用诗揭露他推行公田法坑害百姓的罪状时，他又将写诗
的人捕获流放远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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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礼也。”

17)引文中的上梁文，可谓是严格按照上梁文体的样式而作的，而且

引经据典，词句华美，写得十分精彩，因而备受广利王的礼遇——广利王不但
设宴答谢余善文 ,请他题诗传盛事 ,而且还特赠珠宝, 作为诗文的报酬。善文把
广利王所送的润笔之资——10串照夜珠、两个通天犀，卖给波斯珠宝商，获财
亿万 ，遂为富族 。此处余善文因一篇 「上梁文｣而发家致富 ，可谓是因文得
福。作者在这里，将文人在人间与海龙国的不同遭遇做了强烈的对比，其实是
深有寓意的，影射高启因写「上梁文｣而被斩腰示众的冤狱，18)也可以说是瞿
佑小说特殊表现手法及自觉精神的体现。
在「令狐生冥梦录｣中，“刚直之士”令狐譔，因不满邻家富翁乌老平日

“贪求不止 、敢为不义 、凶恶著闻 ”，死后 “广为佛事，多焚楮币 ”，“冥官喜
之”，准其死后三日再復醒。令狐譔忿然大怒，赋诗曰：“一陌金钱便返魂，公
私随处可通门，……早知善恶都无报，多积黄金遗子孙。”借此诗控诉对冥府
的不满，认为“世间贪官污吏受财曲法，富者纳贿而得全，贫者无赀而抵罪”，
而冥府比世间更甚。想不到此诗竟招致他被抓去阴间——是夜入睡，梦中鬼使
以诬告之罪负其赴地府。當得知因诗被抓之后，令狐譔又下笔大书以慷慨自
辩，终得自保，第二天，一梦醒来后，得知乌老已于三更逝去。在这里，令狐
生因赋诗而被抓，又因供词而被释，诗词成为决定主人公命运的关键因素，让
故事情节一波三折。

3) 预叙手段
所谓预叙，是叙事时间研究中常常会涉及到的一个概念，它是逆时序的
一种方式，也叫闪前，指叙述者提前叙述以后将要发生的事件，而且一般有明
确的提示，它通过时间上的指向性以引起读者的期待。19)杨义认为，与西方
17) 徐师曾,『文体明辨序说』,王水照编，『历代文话』第二册，上海：復旦大学出版社，
2007，pp.2139-2140.
18)『剪灯新话』知名研究者乔光辉和学者孙康宜都持此观点。参见乔光辉:『明代剪灯系列
小说研究』 ,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 p.188；孙康宜,「文章憎命达 :再议瞿佑
及其『剪灯新话』的遭遇｣，『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8, 第3期，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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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学传统中预叙相对薄弱的情形相比，在中国的叙事传统中，预叙是中国的
强项而非弱项。20)在『剪灯新话』中，瞿佑发挥了中国作家的这种强项，利用
诗谶，将诗文作为实现预叙的手段,

代表作品是「富贵发迹司志｣和「绿衣人

传｣。
由于全书的宗旨是借小说引导世风 ，从而有补于世 ，正如作者在序中
说：“今余此编，虽于世教民彝，莫之或补，而劝善惩恶，哀穷悼屈，其亦庶
乎言者无罪，闻者足以戒之一义云尔。”21)「富贵发迹司志｣中，贫寒儒生何友
仁（谐音何有人）拜谒城隍祠， 希望掌管人间的“富贵之案”、“发迹之权”的富
贵发迹司能够为自己指点迷津 ，使之摆脱困厄之境 。何友仁的案前祷告词
中，对因果相报以及命运皆有定数深信不疑，他说：“如或前事有定，后事无
由，大数既已难移，薄命终于不遇，亦望明彰报应，使得预知。”这里已经暗
示读者富贵发迹司有能够预知后事的神力。所以在宣扬因果报应、惩善扬恶
之外 ，由于备受战乱折磨 ，作者走向宿命论 ，虔诚地宣扬世间一切 “皆有定
数”。何友仁听到判官对元末战乱的预言，“数年之后，兵戎大起，巨河之南，
长江之北，合屠戮人民三十余万”后来得到了应验。而判官对何友仁的前程也
做了预言，说他“君后大有福禄，非久于贪困者，自兹以往，當日胜一日，脱
晦向明矣。”何友仁要求判官明示时，判官以十六字诗谶预示了他的结局：“遇
日而康，遇月而发，遇云而衰，遇电而没”。所以后来，何友仁因名叫傅日英

（带有“日”字）的世族當上了家庭教师，家境康裕起来；當高邮张氏兵起时，
太师达理月沙把他推荐给元朝丞相脱脱（二人名字中皆带有“月”字）,他由随
军参谋，一路高升，践历馆阁，翱翔省部，显贵至极；后来因为与同僚云石不
花者（带有“云“字）不合，导致他被贬为雷州录事。某天因在公文上签署自己
的官衔时，风把纸张刮起，“雷” 字曳出一尾, 宛如“电”字，果然是夜染疾而
终。判官的对国家战乱及何友仁个人命运的这两个预言均应验了。

「绿衣人传｣中，作者借道士所作的两句诗谶“得好休时便好休，收花结
19) 胡亚敏，『叙事学』，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 2004，p.68.
20) 杨义，『中国叙事学』，北京：人民文学出版社，1998，p.152.
21) 同注8，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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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在漳州 ”预示贾似道的结局 ——漳州木绵庵之厄 ，指的是德祐元年 （1275
年），贾似道因兵败被贬为高州团练副使，循州安置。行至漳州木棉庵，为监
押使臣会稽县尉郑虎臣所杀。此外，在这篇小说中，作者又加入了用意深刻的
故事类的谶语。由于人民对为非作歹的贾似道恨之入骨，编造了“贫道求斋”、

“张公捉鳖”等故事，一方面预言贾似道这个吃人魔王绝没有好下场，发泄胸中
的怒气;另一面又强调“盖物亦先知，数而不可逃也”，暗示文中绿衣女鬼和赵
源的爱情悲剧也是命中注定的。
瞿佑之所以把诗谶作为预叙的手段，笔者以为这和瞿佑对诗歌功能的认
识有关。自从汉代谶纬思想盛行以后，『汉书』、『后汉书』等历代的正史中
记录了很多所谓“诗妖”、“童谣”等谣谶，借以预言王朝兴亡更替等大事，22)可
以说，这种带有中国典型文化特征的特殊的预言，引发了许多古代小说的预
言性叙事。23)自『世说新语』中首例记载了潘岳的诗谶以后，24)小说集、笔
记 、诗话等文人作品中也记载了很多无意中预示了自己或者他人命运的诗
句。深受儒家文化影响的瞿佑，不但看重诗歌气象与国家命运的关系，而且还
把诗与人之间的关系强调到近乎迷信的地步。如他在『归田诗话』中记载了很
多诸如好友凌云翰“钟馗图诗谶”、宋徽宗的“荔支诗谶”等。25)虽然瞿佑关于诗
谶的认识带有一定的局限性，但也从一个侧面反应了他为小说的构思与设计
而煞费苦心。

22) 如秦始皇时童谣“阿房阿房，亡始皇”预示着秦朝的灭亡，灵帝之末京都童谣“侯非侯，
王非王，千乘万骑上北芒”预示着汉朝的灭亡，永安中南郡儿语“三公锄，司马如”则预
示着西晋的统一。参见侯美靈，「对中国古代童谣价值的再认识——以汉代和三国时
期的童谣为中心｣,『한중 인문학 연구』,2020, 제67집, pp.251-252.
23) 黄霖、李桂奎、韩晓，『中国古代小说叙事三维论』，上海书店出版社，2009，p.99.
24) 据刘义庆「世说新语·仇隙｣记载，潘岳的『金谷集』中有两句诗：“投分寄石友，白首
同所归。”后来他与石崇一起被孙秀抓了，一同问斩，算是与“石友”“同所归”了。陈湘
涛,「漫话诗谶｣，『光明日报』，2012年11月27日13版。
25) 卷中的“荔支诗谶”:微宗於禁苑植荔支，结实以赐燕帅王安中。「御制｣诗云：“葆和殿
下荔支丹，文武衣冠被百蛮。思与近臣同此味，红尘飞鞚过燕山。”盖用樊川“一骑红尘
妃子笑，无人知道荔支来”句意，竟成语谶。卷下凌云翰为人“题钟馗图”中有句：“一声
爆竹人尽靡，明日春光万余里。”几天后凌云翰被迫至京授四川学官，“遂成诗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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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诗文+叙事作结
在整理『剪灯新话』的诗文孱入资料时，笔者发现其中有四篇作品的结
尾方式大略相同，均在诗文后加一段简单的叙事而结束，呈现出一定的模式
可循。这四篇作品是：「牡丹灯记｣、「滕穆醉游聚景园记｣、「秋香亭记｣、

「寄梅记｣。这和宋元话本小说的结尾方式相似，但又有差异。众所周知，话
本小说的体制中，篇尾即小说的煞尾部分，往往缀以诗词，总结全篇大旨，或
对听众加以劝诫。26)已有学者研究过『剪灯新话』中插入诗词是受到宋元话
本小说的影响。27)笔者以为，瞿佑的这种结尾方式是在宋元话本小说的体制
上进行的革新，既欲借用诗文作结的方式，又觉得意犹未尽，在诗文后追加一
段叙述的文字，将全篇进行完美收工。从这一点看，诗文还是发挥了作结全篇
的部分功能，这也是『剪灯新话』比较奇特的一种叙事策略。我们以「牡丹灯
记｣为代表，加以分析。

「牡丹灯记｣ 是以判词+简单叙事的方式结束的。本篇写的是人鬼之恋，
把叙事的空间设为明州（今属宁波），带有江南的地域色彩；叙事的时间纬度
设为“元夕”，因为这是中国古代小说故事赖以展开的特殊时间刻度，发挥节日
的独特的时间刻度的叙事作用。元夕节，火树银花的热闹场景自然而然地为
男男女女们浪漫相遇营造了温馨的氛围。所以开篇先介绍乔生于元夕十五之
夜 , 鳏居无聊, 偶遇一丫鬟挑牡丹灯和一美人, 并尾随而去。留宿其家, 两人极
尽缠绵。被邻翁发现，得知其为女鬼, 后听从邻翁的劝告, 求救于魏法师 , 以
朱符为鉴, 远离此女。但后来乔生酒醉之时, 忘记法师之戒, 又与其相会，女在
谴责其薄幸之余, 拉其入柩, 生遂死。随后三人时常夜晚害人。铁杆道人受众
人之托，将三人擒拿。文章后半部，依次写了乔生、符女、丫鬟金莲三人的供

26) 学术界关于话本小说的体制划分上，不管是四分法（题目、入话、正话、篇尾），还是
六分法（题目、篇首、入话、头回、正话、篇尾），都认为篇尾以诗词结束是一种模
式。
27) 如李军锋、王恒展的「简论宋元话本小说对『剪灯新话』的影响｣，该文从人物形象、
故事情节、爱情婚姻观、艺术形式四个方面阐述了宋元话本小说对『剪灯新话』的影
响。『中国文言小说研究』，2005, 第2期，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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词，各自供出了自己的罪状。乔生供曰:“犯在色之戒，动多欲之求”，符女供
曰：“灯前月下，逢五百年欢喜冤家；世上民间，作千万人风流话本。迷不知
返，罪安可逃！”语句对仗工整，话本与传奇的艺术趣味潜在对流，其叙事语
气与『拍案惊奇』一类拟话本集子中以此而改编故事颇为相似。之后道人以巨
笔判曰：“……乔家子生犹不悟，死何恤焉。符氏女死尚贪淫，生可知矣！况
金莲之怪诞，假明器而矫诬。惑世诬民，违条犯法……陷人坑从今填满，迷魂
阵自此打开。烧毁双明之灯，押赴九幽之狱。”这里的判，指的是判词，即“断
狱之词”，也就是我们现在所说的判决书。引用了『春秋左传』、『诗经』等
典故，使用了两两对仗工整的语句，列出三人之罪，因他们危害人间, 最终将
死无葬身之地，体现了作者戒淫戒色、劝善惩恶的主旨。行文至此，作者为了
更好地结束全篇，又紧接着判词对众人的结局做一补充说明：三人被将吏驱
捽而去，道人“不復可见“，魏法师也变成了哑巴。按理说，三人均被治罪，应
该算是完满结局，为何这里替众人主持公道的道人、魏法师却有这样的下场
呢？难道是因为制服三人而得到的报应吗？判词+叙事作结，给读者留下更多
的思索空间，也让结尾变得更加扑朔迷离。
除此以外，「在滕穆醉游聚景园记｣以祭文+叙事的形式结尾，「秋香亭
记｣以词+叙事而收文，「寄梅记｣以词+叙事”而终篇。因为作者该类结尾方式
较多，以至于为本书作序的睦（今浙江建德）人桂衡也受其影响，采用以诗—

—赋古体一首而作序的方式。限于篇幅，这里不再一一列举分析。总体上来
看，爱情类题材的诗文插入，比如「翠翠传｣等恰到好处；而像有些士子类故
事，如「水宫庆会录｣等，则有着淡化情节的缺陷。

4. 人物形象之塑造
诗文被插入小说中，并不自瞿佑始，但瞿佑以及其模仿者李昌祺的创作
使诗文孱入这一逐渐发展的文学现象令人瞩目地凸现，并使大量孱入诗为手
法成为定式。28)究其原因，既受當時的社会风气影响，也和作者的小说自主
意识有关。社会风气上，因为诗文插入能够满足读者的要求，受到追捧，恰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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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友人桂衡序言中所说：“伏而观之，但见其有文、有诗、有歇、有词、有可
喜、有可悲、有可骇、有可嗤。信宗吉于文学而又有余力于他著者也。”29)钱
谦益亦言：“宗吉风情丽逸，著『剪灯新话』及『乐府歌词』，多偎翠倚红之
语，为时传诵。”30)『剪灯新话』中的“多偎翠倚红之语”主要指孱入的诗文。
从桂衡对瞿佑小说中孱入诗词韵文的做法的大加赞赏，以及钱谦益的话中，
都可知诗文孱入这种做法是受到當時文人士子读者群的欢迎的。另一方面，
瞿佑与宋濂、高启等不屑于用“稗”、“传奇”之类文体的正统诗文大家不同，他
堂而皇之作传奇小说 ，并敢于把 “ 涉于语怪，近于诲淫 ”之作 ，与『诗』、

『书』、『易』、『春秋』等儒家经典相提并论，是传奇体文言小说得以復蘇
的功臣。31)瞿佑的做法，也有更深一层的考虑，即在當时社会舆论鄙薄小说
之时，借助正统文学之力，以较温和的合法形式提高小说地位。而小说中插入
的这些诗文，也对人物形象的塑造起到了很好的補充作用。我们从三个方面
论述。

1) 才子才女身份象征
『剪灯新话』中，塑造了很多的人物形象，最多的是以士子为主角的，
占据近三分之二的比例。除了借书生身份突出强调婚恋情爱的「滕穆醉游聚
景园记｣、「渭塘奇遇记｣、「翠翠传｣、「绿衣人传｣、「秋香亭记｣等五篇之
外,「水宫庆会录｣、「太虚司法传｣、「华亭逢故人记｣、「令狐生冥梦录｣、

「富贵发迹司志｣、「龙堂灵会录｣、「修文舍人传｣、「鉴湖夜泛记｣、「永州
野庙记｣等9篇均表现了士子的现实遭际与理想愿望之间的矛盾冲突。其中给
人印象深刻的是才子和才女，而这些形象大多是借助诗词而得以塑造的。比
28) 同注4，p.117.
29) 同注8，p.5.
30) 钱谦益，『列朝诗集小传』乙集“瞿长史佑”
31) 宋濂、高启都是由元入明的大文豪，都曾参加编修『元史』，但并没有有意从事传奇小
说的创作，只是所写的某些人物传记，如宋濂的「秦士录｣、「王冕传｣、高启的「书博
鸡者事｣，富有传奇色彩。吴志达著，『中国文言小说史』，济南：齐鲁书社，1994，
p.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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较有代表性的例子，是「水宫庆会录｣中的余善文、「渭塘奇遇记｣中的王生、

「翠翠传｣中的金定等才子；「联芳楼记｣中的薛氏姐妹、「爱卿传｣中名妓罗
爱爱、「翠翠传｣中的翠翠等才女。

「水宫庆会录｣中的余善文，文中罗列了他的「上梁文｣，模仿离骚体的
“凌波之词”、“采莲之曲”，以及“水宫庆会诗二十韵”，诗词歌赋众体皆备，颇
有卖弄文墨之意。作者借助这么多的诗词赋塑造了一个极富文学才华的人物,
并赋予他一个 “善文” 的名字, 使人物形象与故事情节相符合，同时用余善文
因为有才华被礼遇,

暗示出文人应该享有的地位。「爱卿传｣中，为了突出嘉

兴名妓罗爱爱的“色貌才艺，独步一时”和“工于诗词”，特于首段写罗爱爱和郡
中名士的季夏望日的玩月赋诗会，罗爱爱先成四首，座间皆阁笔。后文有她自
叙身世的一段话，也和杂言诗无异：“妾本倡流，素非良族。山鸡野骛，家莫
能驯；路柳墙花, 人皆可折。惟知倚门而献笑，岂解举案以齐眉……”句式用四
言七言，对仗工整，用“路柳墙花”、“猗门献笑”等暗示自己娼妓的身份，末句
举案齐眉又用梁鸿和孟光的典故，写得文采斐然。和前文她的四首诗一起，将
一位沦落风尘的才女形象呈现了出来。
与「爱卿传｣中娼女+才女形象的罗爱爱不同，「联芳楼记 ｣中塑造的是

“皆聪明秀丽，能为诗赋”的两位良家才女姐妹花。见到杨维桢的西湖『竹枝
曲』, “和者百余家, 镂版书肆”后, 便说“西湖有『竹枝曲』, 东吴独无『竹枝
曲』 乎？”一句话流露出二人直率并对自己才华的自信。接下来将二人的『竹
枝曲』10首（实为杨维桢之作）全部完整地引用了出来。然后引用两首杨维桢
的诗以示对二人的称赞，把二人的诗作兰蕙篇提到了和“薛涛笺”相提并论的高
度，后又用“由是名播远迩，咸以为班姬、蔡女復出，易安、淑真而下不论也”
来进行夸赞。这篇小说中的薛氏二姐妹历史上实有其人。32)二人之作如此声
32) 钱谦益的记载与本篇小说的描述略微相似，比较阅读也可以发现瞿佑的小说取材来
源。钱谦益『列朝诗集小传·甲前集』记载： 兰英、蕙英，吴郡人。皆聪明秀丽，能赋
诗。建一楼以处，曰“兰蕙联芳”。二女日夕吟咏不辍，有诗数百首，颜曰『联芳集』。
杨铁崖制西湖竹枝曲，和者百余家。见之，笑曰：“西湖有『竹枝曲』，东吴独无『竹
枝曲』乎？”乃效其体作『苏台竹枝』十章。杨见其稿，手题二诗于后云：“锦江只见薛
涛笺，吴郡今传兰蕙篇。文采风流知有日，连珠合璧照华筵。”“难弟难兄并有名，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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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卓著，以至于朝鲜燕山君为了欣赏『联芳集』而派人到中国购买『剪灯新
话』。33) 兰英、惠英姐妹与郑生约会时酬唱的诗, 写得比较露骨，不但写出了
两姐妹对郑生的爱慕之情, 更体现出她们的勇敢与才情, 以及对自由爱情的追
求。如兰英作诗“玉砌雕栏花两枝, 相逢恰是未开时。娇姿未惯风和雨, 分付东
君好护持。”郑生对曰: “误入蓬山顶上来, 芙蓉芍药两边开。此身得似偷香蝶,
游戏花丛日几回。”用花喻人, 语言婉转, 词义隐含其中。两姐妹希望将终身托
付给郑生, 而郑生则欣然同意。此处人物之间的唱和, 与开篇作者对两姐妹的
描述相呼应, 使人物性格更为鲜明, 更有立体感。而结尾处，當郑生因担心他
们的私会被发现而哭诉时，二人这样回答：
妾之鄙陋，自知甚明。久处闺闱，粗通经史，非不知钻穴之可丑，韫椟之可佳
也。然而秋月春花，每伤虚度，云情水性，失于自持。曩者偷窥宋玉之墙，自献汴
和之璧。感君不弃，特赐俯从，虽六礼之未行，谅一言之已定。方欲同欢衽席，永
奉衣巾，奈何遽出此言，自生疑阻？郑君郑君，妾虽女子，计之审矣！他日机事彰
闻，亲庭谴责，若从妾所请，则终奉箕帚于君家；如不遂所图，则求我于黄泉之
下，必不再登他门也。34)

与前文露骨的色情诗不同，这里二人引经据典，为自身的偷情辩解，甚
至把二人主动投怀送抱说成“自献汴和之璧”，并以死相要挟，逼迫郑生答应她
们的要求，让人不得不佩服其勇气与智识。这段辩解和逼婚，虽不是诗，却以

『诗经』式的四言体居多，又间有骈四俪六的骈文特征，诗意浓浓。
在这些作品中，因诗词韵文而丰满的才子、才女形象，也印上了作者所
生活的明代生活的特色，比如「联芳楼记｣中，薛氏姐妹是吴郡以粜米为业的
富家女子，男主人公郑生也是甲族商贩。「渭塘奇遇记｣中那个“效元稹体，赋
端不让琼琼。好将笔底春风句，谱作瑶筝弦上声。”自是名播远迩，咸以为班姬、蔡女
復出也。

33) “尝览『重增剪灯新话』有兰英 、蕙英相与唱和, 有诗百首, 号『联芳集』 , 當时豪士,多
传诵之, 故令贸来耳。”陈大康 、漆瑗:「『剪灯新话句解』“明嘉靖刻本”辨———兼论
该书在朝鲜李朝的流传与影响｣, 『文学遗产』, 1996, 第5期, p.106.
34)「联芳楼记｣，同注8，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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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真诗三十韵以记 “与富家女幽会的”奇俊王家郎王生也是往松江收租的租
户，这些都带有明初小商品经济发达的现实反应。小说中才子才女身上都有
追求个性解放和平等自由的人文主义思想，尤其是两文中父母对子女婚恋的
开放态度，也有经济的因素。

2) 落魄文人的抒愤
韩愈在名篇「送孟东野序｣中说：“大凡物不得其平则鸣：草木之无声，
风挠之鸣……人之于言也亦然，有不得已者而后言。其歌也有思，其哭也有
怀，凡出乎口而为声者，其皆有弗平者乎！”在上文提及的有关士子题材的作
品中，有很多是落魄的文人，他们常常借诗词以抒发自己心中的不平。这种不
平，常常是对士不得遇的愤慨，也有对社会黑暗的控诉。恰如王恒展所说：

“『剪灯新话』显然不同于唐代传奇,

它所表现的已不是青年知识分子的花前

月下之情, 也不是科举得意和失意之感, 而主要是表现元末明初文人的怀才不
遇和愤世嫉俗。”35)『剪灯新话』中插入的很多诗词赋等作品，有很大一部分
来自于瞿佑本人的创作。而瞿佑少有诗名，14岁就被杨维桢夸为“此君家千里
驹也！”但是却终生蹉跎，官阶微末，而且还曾因诗得祸入狱长达十年。所以
作者在小说中，通过书中人物之口，借诗以抒偃蹇不遇之愤，以自舔心灵创
痕。在「龙堂灵会录｣中，以时空穿越的方式，让“以歌诗鸣于吴下”的书生闻
子述与历史上吴地名士们——春秋时商圣范蠡、春秋末期吴国大夫伍子胥、西
晋文学家张翰、唐代诗人陆龟蒙齐聚于龙宫。當龙王请一行坐客各赋诗歌为
乐时，伍子胥“乃左抚剑，右击盆，朗朗而作歌曰：‘驾艅艎之长舟兮，览吴会
之故都……抚长剑而作歌兮，聊以泄千古不平之气。’”点明了诗歌乃发泄不平
的工具。

「令狐生冥梦录｣中，令狐生写诗抒发对冥府因多烧钱而返邻翁阳寿的不
满，上文已经分析过。「永州野庙记｣中的寒儒毕应祥写诉状控诉永州神庙中
掠人行李作恶的蛇妖，虽然文中并未具体交代他的诉状，但从他和官吏的对
35) 王恒展，『中国小说发展史概论』，济南: 山东教育出版社, 1996，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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话、与蛇妖的对辩以及最后蛇妖被除等描述，也可判断出他的诗文抒愤取得
了惩恶的成效。相比较来说，「修文舍人传｣中的夏颜是刻画得比较成功的落
魄文人形象。他虽然博学多闻，但却日不暇给，连基本的生活都无法维持。他
曾经喟然长叹曰：“夏颜，汝修身谨行，奈何不能润其家乎？”然后又自解曰：

“颜渊困于陋巷，岂道义之不足也？贾谊屈于长沙，岂文章之不赡也？校尉封
拜而李广不侯，岂智勇之不逮也？侏儒饱死而方朔苦饥，岂才艺之不敏也？盖
有命焉，不可幸而致。吾知顺受而已，岂敢非理妄求哉！”这里作者为夏颜鸣
不平，前两句与后两句句式两两相同；对仗工整，一连列举了历史上颜渊、贾
谊、李广、东方朔四个典故自我解嘲并聊以自慰，将人生的正當追求贬低成抗
拒命运的“非理妄求”。这不是命运的作弄, 只是逼人的现实而已。最后夏颜客
死他乡。瞿佑本人曾做过「漫兴｣诗 :“自古文章厄命穷, 聪明未必胜愚蒙。笔
端花与胸中锦,

赚得相如四壁空。”作者小说中描写的夏颜，可谓是他诗作最

好的注释。死后的夏颜在甘露寺多景楼，与旧友畅谈，说他在阴间做了修文舍
人 ，“今为修文舍人，颜渊 、卜商旧职也 ”，点明其名为 “子夏 ”、“颜渊 ”之合
称。又说：“冥司用人，选擢甚精，必當其才，必称其职，然后官位可居，爵
禄可致，非若人间可以贿赂而通，可以门第而进，可以外貌而滥充，可以虚名
而攫取也。”把士子可以各得其用的阴间和仅靠贿赂、门第而获取虚名的人间
做了强烈的对比，也可理解作者设置文人在世间受害, 却在冥世受到重用的主
题的良苦用心。夏颜后来口占的两首律诗中有这样的句子：“富贵不来吾老
矣，幽明无间子知乎？旁人若问前程事，积善行仁是坦途。”

“铁瓮城边人玩

月，鬼门关外客还乡。功名不博诗千首, 生死何殊梦一场。”借诗劝世人积善行
仁，并表达了自己失意文人的无奈之情。更令人深思的是, 文末夏颜还有一段
颇具代表性的议论, 它不啻瞿佑本人的夫子自道。文中说 :
太上立德, 其次立功, 其次立言。仆在世之日, 无德可称, 无功可述, 然而著成集
录, 不下数百卷 ;作为文章, 将及千余篇, 皆极深研几, 尽意而为之者。 奄忽以来, 家
事零替, 内无应门之童, 外绝知音之士, 盗贼之所攘劫, 虫鼠之所毁伤, 十不存一, 甚
可惜也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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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段出自『左传』的古人“三不朽”理论，是世世代代读书人共同追求的
人生最高标准。正如瞿佑「书生叹｣一诗所感慨的那样:“书生嗜书被书恼，居
不求安食忘饱......休言富贵有危机，信知文字真愁具......”但一想到“功名不博诗
千首, 生死何殊梦一场”的结局, 纵打破幽明之隔也要“立言”传世, 可以想象士
子的自我情结有多重。37)至此，作者通过夏颜的自叹、自解、口占诗、议论
等，将一个生前落寞，只能寄希望于阴间的文人形象呈现于读者面前。所以通
过以上分析，我们可以知道，在对落魄文人形象的塑造上，诗文起了重要的作
用。

3) 乱世人的身世之感
『剪灯新话』的创作有着强烈的时代特色，瞿佑自序中特别点明多记“远
不出百年，近止在数载”的“近事”，开始时间估计是在明王朝建立前后，而从
书中各篇作品所标明的故事发生时的纪年来看，它们中的绝大多数都是以元
末明初的社会大动荡为背景。38)据笔者不完全统计，文中标明至正年间的作
品有11篇，明确提及动乱的是其中的「三山福地志｣、「华亭逢故人记｣、「富
贵发迹司志｣、「爱卿传｣、 「翠翠传｣、 「秋香亭记｣共 6篇作品。39)「天台
访隐录｣、「申阳洞记｣等则暗写战乱，反映浮生变相、人世百态以及深刻而真
实的社会图景, 具有鲜明的“乱世文学”的特征。作品中除了作者的叙事语言直
接描述战乱以外，还有很多通过文中人物的诗文来表达身居战乱之中饱受动

36)「修文舍人传｣, 同注8，pp.95-96.
37) 时培根，「白骨丛中的愤世嫉俗 恍惚迷离的悲欢离合——『剪灯新话』思想略论｣,『宜
宾学院学报』，2010，第2期，p.33.
38) 同注4，p.57.
39) 标明至正年间的作品有：①「水宫庆会录｣中“至正甲申岁；②「三山福地志｣中“至正
末，山东大乱”；③「华亭逢故人记｣中“至正末”；④「联芳楼记中｣中“至正初”；⑤「牡
丹灯记｣中“至正庚子之岁”；⑥「富贵发迹司志｣中“至正丙戍……至正辛卯之后，张氏
起兵淮东”；⑦「爱卿传｣中“至正十六年，张士诚陷平江”；⑧「翠翠传｣中“张士诚兄弟
起兵高邮，至正末；⑨「太虚司法传｣中“至元丁丑……时兵燹之后”;⑩「修文舍人传｣中
“至正初”；⑪「秋香亭记｣中“适张氏兵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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荡之苦的身世之感。我们仅以「华亭逢故人记｣、「秋香亭记｣为例。

「华亭逢故人记｣中，通过全生、贾生生前与死后的诗作以及二人的高谈
阔论，典型地反应出元明易代之际儒生价值取向的变化。生前，二人“皆富有
文学，豪放自得，嗜酒落魄，不拘小节，每以游侠自任”，诗曰：“四海干戈未
息肩，书生岂合老林泉！袖中一把龙泉剑，撑拄东南半壁天。”诗中把二人以
天下为己任，迫切希望建功立业的愿望表达了出来。在他们看来，人活着就应
该轰轰烈烈，做出一番事业以实现自身价值，于是二人以实际行动履行诗作
的豪言壮语——他们参加了钱鹤皋领导的农民起义，勇于冒险，并且以严庄、
尚让自比。这里严庄是安禄山的谋臣，尚让是黄巢的宰相，都是被后人视为

“乱臣贼子”的。这与他们的信奉的座右铭有关，其座右铭是：“丈夫不能流芳
百世，亦當遗臭万年。”因为在战乱的年代里，所谓的乱臣贼子、真龙天子、
流芳百世、遗臭万年都没有本质的区别，成王败寇才是历史的规律。40)可惜
的是，二人参加的起义以失败而告终，他们也赴水而死。死后，他们的亡魂与
好友石若虚在华亭郊外相遇，与之谈论。先是高谈冒险精神，表示愿为理想而
不惜生命 ，后又探讨避祸全身之术 ，因不能脱祸而深感羞愧 。最后全生诗
曰：
几年兵火接天涯，白骨丛中度岁华。
杜宇有冤能泣血，邓攸无子可传家。
當时自诧辽东豕，今日翻成井底蛙。
一片春光谁是主，野花开满蒺藜沙。
贾生继诗曰：
漠漠荒郊鸟乱飞，人民城郭叹都非。
沙沉枯骨何须葬，血污游魂不得归。
麦饭无人作寒食，绨袍有泪哭斜晖。
生存零落皆如此，惟恨平生壮志违。41)

40) 乔光辉，「不能流芳百世，亦当遗臭万年——「剪灯新话·华亭逢故人记｣赏析｣，『古
典文学知识』, 2005, 第4期，p.17.
41)「华亭逢故人记｣, 同注8,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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诗作极力控诉战乱带给他们的痛苦：连年的战乱导致土地荒漠，尸骨遍
野，人们无家可归，物是人非。二人在诗中还对以前的桀骜不驯做了反思，以
前嘲笑辽东之豕，想不到自身也成了井底之蛙。结尾感叹壮志难以实现，对自
己如此之结局充满了哀怨。二人谈论中借用“铁衣著尽著僧衣”诗句对黄巢的兵
败削发为僧表示了羡慕，结合诗作，可知二人对生命充满了留念，渴望活下
来，哪怕遁入空门也比投水强。生前豪放、热衷功名；死后哀伤，珍惜生命，
二人因战乱而引发的价值观念的转变通过生前死后诗作而表达了出来。
战乱不仅造成儒士的身死与价值观的改变，也让很多有情人“终成眷属”
的美梦破灭，造成了很多的爱情悲剧。在「秋香亭记｣这篇带有瞿佑自传性质
的作品中，商生和采采以诗为媒 ，本可以喜结良缘的。但是 “适高邮张氏兵
起，三吴扰乱”，商生一家辗转于临安、会稽、四明等地避乱，采采一家也北
迁金陵，天各一方，不通音信长达十载。后来，等到战乱平息的时候，采采已
是琵琶别抱，儿女绕膝。商生绝望至极，恨采采负约，但又不死心，托仆人探
看。采采写信交于仆人，信中表达了她的苦衷：
盖自前朝失政，列郡受兵，大伤小亡，弱肉强食，荐遭祸乱，十载于此。偶获生
存，一身非故，东西奔窜，左右逃逋……欲终守前盟，则鳞鸿永绝；欲径行小谅，
则沟渎莫知。不幸委身从人，延命度日。……而况迩来形销体削，食减心烦，知来
日之无多，念此身之如寄。兄若见之，亦當贱恶而弃去，尚何矜恤之有焉！倘恩情
未尽，當结伉俪于来生，续婚姻于后世耳！临楮呜咽，悲不能禁。42)

信中均是四六句式，有骈俪文之风，抒发了对朝廷的失政与战乱的强烈
控诉，并说自己现在委身他人也是战乱中苟延残喘的身不由己的选择，流露
出悲伤情绪，期待来生再与他结为伉俪。后又附诗云：
好姻缘是恶姻缘，只怨干戈不怨天。两世玉箫犹再合，何时金镜得重圆？彩鸾
舞后肠空断，青雀飞来信不传。安得神灵如倩女？芳魂容易到君边！43)

42)「秋香亭记｣, 同注8，pp.109-110.
43) 同注8，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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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首诗是话本小说「戒指儿记｣的入话部分，引发了该话本小说的年代之
争。44)把二人由原来的好婚姻变成了坏婚姻的原因，归结於干戈，并希望神
灵相助让二人能破镜重圆。采采的这句“好姻缘是恶姻缘，只怨干戈不怨天”，
对战乱造成的爱情悲剧，无奈接受却又充满感伤，在客观上也写出了乱世带
给百姓的灾难，怀有兴废交替之感。
除了以上分析的诗词对人物形象塑造的积极作用以外，它还有另外一种
特殊的作用，即瞿佑以隐含作者的身份，借小说中人物的对话以及诗词，对历
史定论及传统观念做了新的翻案。如在「龙堂灵会录｣中，因范蠡据首席，伍
子胥痛斥范蠡“谋国不臧 ”、“事君不忠”、“持身不廉”三大罪，以为自己孝有
余、忠有余、智有余，尽翻旧日公案。最终范蠡语塞，让首位给伍子胥；「鉴
湖夜泛记｣中，作者借织女之口，引用大量的诗词与典故，将历史上人们一直
津津乐道的牛郎织女七夕鹊桥相会、嫦娥奔月、后土夫人、高唐神女等神话故
事进行了全盘否定，为了使读者认同这一观点, 文章结尾处又以织女所赠的织
锦为证, 从而论证了织女机中之物确实在现实中出现了。作者将创作的重心转
移到对文学形式的试验上 ，从而体现了作者的小说观与创作观。45)篇幅所
限，不再琐陈。

5. 结论
『剪灯新话』是明代第一部传奇小说集，也是明代文言小说的代表作。
瞿佑在其中插入了大量的诗词韵文，一定程度上开启了后世“诗与文拼合文言
小说”的先河。但是后世对瞿佑的这种做法批判较多，也因此对它的价值不够
44)「戒指儿记｣的入话诗与这首诗不尽相同，只改了几个字。其诗如下：“好姻缘是恶姻
缘，不怨于戈不怨天。两世玉箫难再合，何时金镜得重圆？彩鸾舞后肠空断，青雀飞
来信不传。安得神虚如倩女，芳魂容易到君边。” 谭正壁推测本篇“似为宋人所作”，郑
振铎也认为是宋人之作。胡士莹、欧阳代发等人认为是明人所做。参见谭正壁著、谭
寻补正：『话本与古剧』，上海古籍出版社，2012，p.123；郑振铎，『西谛书话』，三
联书店，1998，p.114页；胡士莹：『话本小说概论』（下册），北京：商务印书馆，
2011, p.622；欧阳代发,『话本小说史』, 武汉：武汉出版社，1994, p.145.
45) 郑丽丽,『剪灯三话叙事研究』，安徽大学硕士学位论文，2012，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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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视。本文在细读文本的基础上，以统计分析及叙事学理论为依据，从情节进
程和人物形象的塑造上，具体分析了诗文的叙事功能。现将本文的主要观点
整理如下：
瞿佑在小说中插入大量的自创的诗文，并不以炫才为主要目的，而主要
以艺术自觉精神，从创作的需求出发，自觉遵守整体上诗文插入不超过20%的
安全比例，将诗文适时 、适量地插入其中，与他在其他文集中对诗文的态
度、主张相符，作者在小说中贯彻自己的诗文理念。诗文的叙事功能主要体现
两方面，在情节进程上，以诗为媒，开启后代才子佳人小说之模式；诗文为人
物的福祸成因，推动故事的发展；将诗谶作为预叙手段的一种，提前交代故事
的结局；以诗文+简单叙事的方式，结束全篇，可谓是在话本小说的篇尾方式
上进行的革新。在人物形象的塑造上，借助于诗文以及人物的如诗般的对
话，完成了才子、才女的形象塑造；诗文也是贫寒儒士抒愤的较好选择，借助
诗文抒发怀才不遇以及对社会黑暗的不平之气；借助作品中人物的诗词、书
信、谈话等方式，把乱世之人的身世之感抒发得淋淋尽致，让人读后感同身
受，为战争造成的儒士、男女爱情等悲剧而扼腕叹息。尽管有些作品因插入过
多的诗词有淡化情节的缺陷，但总体上来说还是积极作用多，它的域外的广
泛传播与仿作的大量出现，也可以说明这一点。因此可以说，小说中大量孱入
的诗文，是瞿佑对文言小说诗性叙事模式的大胆尝试，是他小说创作主体意
识的一种表现，我们应该给予肯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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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rrative Function of Poems in “Jian Deng Xin Hua”
Hou, Meiling
As a masterpiece of the Ming Dynasty Classical Chinese Legends, a major
feature of “Jiandeng Xinhua” is the insertion of more poems and rhymes, which
to a certain extent opened the precedent of later generations of “poetic novels”.
This approach of Qu You was criticized by many researchers in later
generations, and its value has not been recognized as it should be. Based on
careful reading of the text, the author analyzes the narrative function of poet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ot process and the shaping of the characters. Qu
You didn't take dazzling talent as the main purpose, but starts from the needs
of creation, inserting poetry and essays into the novel in a timely and
appropriate amount. These inserted poems played an active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plot and shaping the image of the characters. In the
plot, poems are used as the media, and the poems are the causes of the
characters' blessings and disasters. The pre-narration is realized with the help
of poems and simple narratives to end the whole story. In terms of character
creation, poetry is a symbol of the status of gifted scholars and talented women,
as well as a means for poor Confucian scholars to express their anger, so that
the sense of life experience of people in troubled times can be expressed.
Therefore, the inclusion of poetry in the novel is Qu You's bold attempt at the
poetic narrative mode of classical Chinese novels, and is a manifestation of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his novel creation, and we should affirm it.
Keyword

Jiandeng Xinhua, Poem insertion, Narrative function, Story

deployment, Charact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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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
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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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점수
항목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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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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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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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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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
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
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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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심사를 통
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결과 2인 이상 ‘수정 후 게재’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2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
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의 이
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에 준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절차와 규
정에 따른다.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
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
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
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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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
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통지한다.
10.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 투고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하고, 그 수용 여부는 편집
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심사 결과에 대
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학자의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1차 심사절차와 똑같이 진행하
고, 만약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인 경우와 1회 반려된 논문은 동
일한 제목이나 그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논문 제출은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투고시스템

(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이용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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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
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철하
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
지에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121호 인문학부 철학전공
한중인문학회 유성선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
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
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6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05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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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
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
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
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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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소속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
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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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종류

용지 여백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사용자 정의
폭：153㎜
길이：225㎜

용지 방향
19.0㎜
27.0㎜
22.0㎜
22.0㎜
13.0㎜
0
0

좁게

7.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② 표 및 그림은 <표 1> 제목, <그림 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뺷 뺸 작품집, ｢ ｣ 논문, 뺷 뺸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글자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바탕글
국문개요
논문제목
1
1)
(1)
①
인용문

10
8.5
13.5
12
10.6
10
10
9

95
95
90
90
90
95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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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태명조
휴먼명조
휴먼명조
신명태명조
신명중고딕
신명중명조
휴먼명조
휴먼명조

왼쪽
여백
0
0
0
10
10
10
10
10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1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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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스타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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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다.

오른
여백
0
0
0
0
0
0
0
0

줄
간격
170
160
170
170
170
150
170
150

정렬
방식
양쪽

138

양쪽

145

양쪽

150
170

양쪽
중앙

0

170

오른

0

170

양쪽

중앙
양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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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뺷저서명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
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 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 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7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뺷한중인문학연구뺸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

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28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

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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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2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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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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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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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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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
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
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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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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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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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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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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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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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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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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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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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
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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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
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
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
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
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
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
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
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
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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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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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
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
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
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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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
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
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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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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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삼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
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
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
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
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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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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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
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
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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彙報
2021. 02. 13. 한중인문학연구 70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3. 05. 한중인문학연구 70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3. 12. 한중인문학연구 70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3. 22. 한중인문학연구 70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1. 03. 30. 한중인문학연구 70집 발간

2021年度 事業計劃
1) 한중인문학연구 70집 투고 마감 (2021년 02월 10일)
2) 한중인문학연구 70집 발행 (2021년 03월 30일)
3) 한중인문학연구 71집 투고 마감 (2021년 04월 30일)
4) 한중인문학연구 학술지 평가 (한국연구재단, 2021년 05월 중)
5) 한중인문학연구 71집 발행 (2021년 06월 30일)
6)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07월 중, 온라인(비대면) 진
행 예정)
7) 한중인문학연구 72집 투고 마감 (2020년 07월 30일)
8) 한중인문학연구 72집 발행 (2020년 09월 30일)
9) 한중인문학연구 73집 투고 마감 (2021년 10월 30일)
10) 제48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11월 중, 국외(대만) 예정)
11) 한중인문학연구 73집 발행 (2021년 12월 30일)

<알림>
1. 뺷한중인문학연구뺸 증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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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
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뺷한중인문학연구뺸 71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
내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
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
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1년 04월 30일
- 발행 예정 : 2021년 06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55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6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6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10만원, 교외지원 2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을 기
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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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6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
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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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
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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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인문학회 제12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0.1.1∼2021.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명예)
한계전(서울대명예)
송현호(아주대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박윤우(서경대)
한용수(동국대)
임경순(한국외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종철(서울대)
김호웅(중국 연변대)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민현식(서울대)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박일룡(홍익대)
서준섭(강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윤여탁(서울대)
이정숙(한성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회
장 : 유성선(강원대)
전공 부회장 : 구본관(어학:서울대)
정호웅(문학:홍익대)
임치균(고전:한중연)
문철영(역사:단국대)
김성룡(사상:호서대)
차성만(문화:서경대)
서 혁(교육:이화여대)
장현숙(여성:가천대)
박현규(한국학:순천향대)
전영근(교육:광동외어외무대)
지역 부회장 : 이명찬(서울:덕성여대)
유문선(인천경기:한신대) 이미림(강원:강릉원주대)
송기한(대전:대전대)
이후일(충청:선문대)
김하림(광주:조선대)
공종구(전라:군산대)
박경수(부산:부산외대)
백수진(대구:계명대)
김주현(경상:경북대)
조성식(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총무] 이기원(학술:강원대)황정희(재정:강원대) 민재원(전북대)
박 진(국민대) 우신영(인천대) 조명숙(아주대) 홍순애(동덕여대)
구재진(세명대)
[기획] 김정우(이화여대) 박 강(부산외대) 윤선자(전남대) 정우택(성균관대)
정충권(충북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신현승(정강산대)
김 준(고려대)
[연구] 김 현(서울대) 김근호(전남대) 김신정(방송대) 최미숙(상명대)
송윤미(강원대) 조하연(아주대) 김명숙(중앙민족대) 이연도(중앙대)
이난숙(강원대)
[편집] 전 긍(국민대) 김성진(대구대) 김 현(서울대) 김호정(서울대)
여호규(한국외대) 이명아(동국대) 장윤희(인하대) 김원중(단국대)
김정우(이화여대) 이해영(중국해양대) 유정은(강원대) 민재원(전북대)
박 강(부산외대) 박성일(한국체대) 이선이(경희대) 임치균(한중연)
임대근(한국외대) 정래필(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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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성일(한국체대) 김환기(동국대) 신영덕(인니국립대) 임대근(한국외대)
박춘란(서북정법대) 윤경애(대련민족대) 이영남(광서사범대)
김영희(조지메이슨대) 김여진(강원대) 선저이꾸마르(네루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감
간

[섭외] 조원일(전남대) 김원중(단국대) 김 호(경인교대) 오영미(한국교통대)
조현일(원광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홍보] 황혜진(건국대) 김상일(동국대) 김영주(대진대) 김현주(한국외대)
이태숙(단국대) 최재선(산업기술대) 김경선(북경외대) 여수일(중국옥림대)
[교육]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성진(대구대) 김혜영(조선대)
류수열(한양대) 송현정(제주대) 허재영(단국대) 전영근(광동외어외무대)
하윤서(강원대)
[정보] 김형규(아주대) 권혁래(용인대) 박종훈(부산교대) 장은영(조선대)
차희정(명지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범대) 윤 호(절강공상대학)
섭우군(절강공상대학)
[출판] 윤의섭(대전대) 곽명숙(아주대) 권성우(숙명여대) 김원명(한국외대)
류보선(군산대) 최일의(강릉원주대) 최호영(경북대) 김두영(강원대)
사 : 구재진(세명대), 구문규(강릉원주대)
사 : 행정학술-조기연(강원대), 편집정보-이봉재(강원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옥(남서울대)
민현식(서울대)
손희하(전남대)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최유찬(연세대명예)
沈定昌(北京大)

김석회(인하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윤여탁(서울대)
전인영(이화여대명예)
金基石(上海外國語大)
尹允镇(吉林大)

류종렬(부산외대)
서준섭(강원대명예)
윤정룡(한남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金虎雄(延邊大)
許世立(吉林大․珠海)
- 총18명

편집위원장 : 이은희(한성대)
편 집 위 원 : 김성진(대구대)
김호정(서울대)
신재홍(가천대)
이선이(경희대)
정래필(영남대)

김원중(단국대)
민재원(전북대)
여호규(한국외대)
임치균(한중연)
이해영(중국해양대)

김정우(이화여대)
박 강(부산외대)
유정은(강원대)
장윤희(인하대)
한용수(동국대)

김 현(서울대)
박성일(한국체대)
윤의섭(대전대)
전 긍(국민대)
- 총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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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 임경순(한국외대)
위
원 : 김성룡(호서대)
박윤우(서경대)
이선이(경희대)
전 긍(국민대)

김정우(이화여대)
박일룡(홍익대)
이영호(제주대)
조원일(전남대)

문철영(단국대)
유성선(강원대)
이은희(한성대)
한용수(동국대)

박성일(한국체대)
윤의섭(대전대)
임치균(한중연)
- 총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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