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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세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주임교수
정윤도입니다.
본

서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는

중국문화대학교가

2010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세계 한국학 중핵 대학으로 선
정된 이후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해외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구축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학술회의로서 전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또 다른 전기로 인식하여, 교류
과정에서 창출된 새로운 교감들을 바탕으로 장래 해외 한국학 발전에 참신한 융
합과 혁신의 출발점이 되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총 29편의 한국학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세 분과별 특별 주제강연으로, 어학교육 분과에서는 중앙대학교 양명희 교수님께
서 “한국어교육 문법 내용 연구와 유사 문법” 이라는 주제로, 문학 분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병선 교수님께서는 “예술인가, 과학인가? - 문학에 대한 하
나의 도전”이란 주제로, 사회과학 분과에서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서 “타이완 한국학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주제 모두 한국학 연구자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게 모신 세 분의 특별 주제강연 교수님들, 귀중한 연구물을
발표해 주시고 평론을 맡아 주실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대회준비위원들,
무엇보다도 이처럼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中華民國科
技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21일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주임교수 鄭 潤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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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교육 내용과 유사 문법
양명희 1

1. 서론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을 것 같다, -을 듯하다, -을
모양이다’ 등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른바 표현(또는 문형, expression) 항
목이 많아 이를 구분하여 교수하고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재에는 단원마다 학습해야 할 어휘와 문법, 주제 및 기능 등이 담겨 있
는데 이중 어휘와 문법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기초적인 지식으로 이를 습득하
는 것은 한국어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하다.
한국어 문법교육 연구의 발전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한 한국어교육 수요와 연
결되는데 대학마다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과 한국어교육기관이 생겨나면서 표준적
인 교육 과정과 교수 내용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립 국어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체계편) »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용법편) »을 2005년 발간하게 되는데 이 두 책은 당시 한국어교육
의 권위자들이 편찬자로 참여하여 지금도 한국어 문법교육 체계와 용법 자료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위의 두 책이 한국어 문법교육의 기본적인 체계와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는데 한국어교사
들이 바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교육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국립
국어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사업을 소개하는 것은 이를 기점으로 한국어 문법교육 내용에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가 학술 용어로 굳건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의 문법서에도 헷갈리기 쉬운 문법, 학습자들이 자주 오류를 보이는 문
법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가 학술 연구나 현
장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교사를 위한 문법 내용 기술
의 원칙 2 이 정립되면서 '유사 문법'이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고 ‘유사 문법’이란 용어를 사용한 박사학위 논문과 단행본, 연구사가 발
표되기에 이르렀다. 3

1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

양명희(2014:416)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업을 수행하며 교사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법교육 내용의 세부 정보 구조를 구축하였는데 마지막 정보항이 ‘유사 문법’이다.
문법 교육 내용의 세부 정보: 표제어-의미 및 용법과 예문-형태 정보-문장 구성 정보-제약 정보-확
장-유사 문법

3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이지용(2017), 이지연(2018)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강현화 외(2017)이 있으
며,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사는 박근희(201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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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어 문법교육 내용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은 유사 문법에
연구를 양명희(2014, 2016, 2017)을 기반으로 하여, 이후 나온 연구 결과를
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사 문법의 개념과 범위 및 유형, 유사
항목의 선정, 유사 문법의 내용 기술, 유사 문법의 교수 방법과 교재 개발
로 살펴본다.

대한
보완
문법
순으

2. 유사 문법이란?
본격적으로 유사 문법을 한국어 문법 교육의 주제로 삼아 논의한 것은 김재욱
(2003), 진정란(2005), 이준호(2010a) 등이 대표적이다. 진정란(2005)은 ‘유의
표현’, 이준호(2010a)는 ‘유의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4 , 이때
‘유의’는 비슷한 말에 해당하는 유의어(類義語)의 구성 성분 ‘유의’일 것이
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이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는 ‘유의’가
사전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으므로 ‘유의어’의 풀이를 대신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1) ㄱ. 유의어: <언어> 뜻이 서로 비슷한 말. «표준»
ㄴ. 유의어: [언어] 한 언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말. 예를 들면
윗옷’과 ‘상의(上衣)’, ‘책’과 ‘서적’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고려»
어휘의 하나로서 ‘유사어’는 «표준»에는 없고 «고려»에만 실려 있는데 풀이는
다음과 같다.
(2) 유사어: [언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고려»
그렇다면 ‘유사하다’는 어떻게 풀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ㄱ. 유사: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서로 비슷함.
유사하다: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
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비슷하다. «표준»
ㄴ. 유사: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서로 비슷함.
유사하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무엇이, 또는 둘 이상의 것이 무엇
이) 서로 비슷하다. «고려»
국어사전의 풀이대로면 ‘유의’는 의미가 비슷한 것이고, ‘유사’는 서로 비슷
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어휘의 뜻이 비슷한
‘유의어’에 대응하여 문법의 뜻이 비슷한 ‘유의 표현, 유의 문법’을 사용하
는 것은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4

김재욱(2003)은 유의 문법이나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의 문법’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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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지용(2017: 40~41)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헷갈려
하는 문법은 의미가 비슷할 때뿐 아니라 음운(발음), 형태, 통사적 특징이 비슷
할 때에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는 ‘유의’보다는 ‘유
사’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이들 문법 항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용
어로는 ‘유의’보다는 ‘유사’가 더 적합하다. 5
예를 들어 ‘의/에’는 발음이 비슷하여 혼동을 보이는 예, 즉 음운적 유사
성이 있는 예로, 명사 뒤에 결합되는 통사적 특징은 같지만 통사적 기능은 각각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로 의미(문법적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문장
에서의 분포 면에서 명사 뒤에 결합되는 것은 공통되지만 후속되는 성분이 다르
며 6 , 진정란(2005), 이준호(2010a)의 예처럼 7 동일한 문장에서 동일한 위치에 나
타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에 의해서/에 의하면, 에 관한/에 관하여’
는 형태적 유사성을 지니는 유사 문법 항목으로 ‘에 의하-’, ‘에 관하-’가
공통되지만 문장에서의 기능과 의미는 서로 달라 한국어 모어 화자가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유의 문법’보다는 좀 더 포괄
적인 용어로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지용(2017:1)에서 기술한
것처럼 ‘유사 문법’을 “의미나 기능뿐 아니라 형태가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혼
동을 일으키는 문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기능’이라는 용어이다. ‘기능’은
문법적 기능, 의미적 기능, 화용적 기능처럼 폭넓게 사용되는데 이지용(2017)에
서 사용된 ‘기능’은 문법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는 유사 문법의 항목들이 어휘
와는 다른, 문법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문법 형태와 문법 표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서’와 ‘-니까’는 문장을 연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
며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 문법 항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서’와
‘-기 때문이다’는 ‘-기 때문이다’가 주로 종결 표현에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
는 비슷하지만 문법적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즉 ‘(문법적) 기능’은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 어미와 연결 표현을 같은 유사 문법 항목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해준(2017)으로 ‘유사 문법’이 아닌 ‘유사 기능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여기서 기능은 통사적 기능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하였다.
한편 강현화 외(2017)는 유사 문법 항목을 문법적 기능뿐 아니라 담화 기능
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때 담화 기능이란 의사소통 기능에 가까운 개념으
5

그렇다고 ‘유의 표현’이나 ‘유의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문법 항목을 설명하기 위한 범주로서 ‘유사 문법’은 ‘유의 문법’보
다 범위가 넓다는 뜻이다.

6

‘기분 좋은 날에 데이트를 했다/*기분 좋은 날의 데이트를 했다’에서 보듯 ‘에’ 자리에 ‘의’
를 사용하면 아예 문장이 비문이 된다.

7

진정란(2005)은 ‘-느라고, -는 바람에, -거든’을 중심으로, 이준호(2010a)는 추측 표현 ‘-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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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현화(2017:40)에 따르면 문법 항목의 담화 기능은 문법적 기본 의미에서
출발하여 맥락에 따라 담화 기능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강현화 외(2017)는 문법
적 기능뿐 아니라 담화 기능에 따라 유사 문법 항목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에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문법적 기능과 담화 기능을 엄밀
하게 구분 짓고 있지는 않다. 8 본고에서도 ‘유사 문법’의 범위에 음운, 형태,
통사적 층위뿐 아니라 담화적 층위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면 이를 포함하고자 한
다. 그렇다면 통사적 기능에 한정된 ‘유사 기능 문법’이라는 용어에서 ‘기능’
은 통사적 기능뿐 아니라 담화적 기능까지 확대되어야만 본고의 유사 문법의 범
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문법 항목의 유사성은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고 음운, 형태, 통사, 담
화(화용) 층위에서 나타나며, ‘에/에서’의 예처럼 형태(에), 통사(조사), 의미
(처소) 중 한 층위가 아니라 복수의 층위에서 유사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
기 때문에 유사 문법 항목을 음운, 형태, 통사, 담화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단순
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9
이지용(2017)은 유사 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범위를 정하며 유사 문법의 유
형을 분류한 최초의 시도로 의의를 가진다. 이지용(2017)은 유사 문법 항목을 기
존의 자료에서 추출한 결과, 항목들의 양상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교육적 효율성
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항목 통합 기준과 비교군 통합 기준을 세워 유사군을 1차
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유사 문법 항목을 최종 선정
하였다.
이들 항목을 교사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유사 문법 항목을 선정한,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2013, 2014)의 목록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
이점이 있다. 첫째는 ‘-고 싶다, -고 싶어 하다’처럼 항목의 관련성이 쉽게 드
러나는 항목은 항목 통합 기준에 의해 유사 문법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항목
통합 기준에서는 동일한 문맥에서 교체되어 사용되지 않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1차 선정된 항목 중에 여러 항목이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는 비교군 통합 기준의 적용으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2013, 2014)에서 둘이나 셋이 비교되던 유사 문법 항목이 셋 이
상의 항목으로 많게는 8개의 항목이 하나의 유사 문법으로 묶이게 된 점이다. 10
이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가 현장에서의 교수나 학습에만 초
점을 두고 두 개나 세 개의 항목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 것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즉 유사 문법을 마치 유의어들을 어휘장으로 묶어
8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담화 기능 안에 문법적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9

이지용(2017)은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음운 또는 형태적 유사성을 갖는 유사 문법 항목을 형태
유사군, 통사, 의미적 유사성을 갖는 유사 문법 항목을 의미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복합적
으로 포함된 복합 유사군을 유사군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형태 유사군, 의미 유사군 외
에 인접성을 기준으로 추가하여 형태 인접군, 의미 인접군을 유사 문법 항목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

10

이지용(2017:112~113)은 비교군은 유사 항목 전체를 한몫에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학습자에게 항목이 제시될 때는 등급과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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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처럼 유사 문법 항목을 범주화하여 그들의 차이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
식은 유사 문법의 외연을 좀 더 넓히고 실제 내용 기술에서는 좀 더 선명하고 세
밀한 기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강현화 외(2017)에서도 나타난다. 강현화 외(2017)에서는 유
사 문법 항목을 문법 범주에 따라 조사, 연결 표현, 종결 표현으로 삼분하고 이
를 다시 문법적 기능과 담화 기능에 따라 범주화하여 유사 문법 범주를 담화 기
능에 따라 유형화하고 하나의 담화 기능 안에 여러 문법 항목과 표현이 포함되는
결과를 보여 준다. 이지용(2017)과 다른 점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점, 그리고 문법적 기능 외에 담화 기능까지 고려하여 유사 문법 항목을 범주
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사 문법의 외연을
넓히고 내용 기술을 좀더 세밀하게 함으로써 내용적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은 학술적 논의와는 별도로 실험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11

3.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을 위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해
발간된 백봉자(1999/2006)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과 국립국어원
(200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기술된 비교 문법 항목을 기초 자
료로 삼는다. 이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2013, 2014)도 마찬
가지로, 이들 사전이나 교재에는 교사들의 오랜 교육 경험에 의해 채집된 자료,
즉 학습자들이 주로 혼동하는 문법 항목들이 올라 있다. 이는 그야말로 경험적
방법에 의한 항목 추출 방법으로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
분은 문법적 기능의 유사성에 근거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자 또는 연구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정되던 유사 문법 항목은 좀 더 객
관적 기준에 의한 선정을 목표로 한 학습자 테스트(유혜영, 2016),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지용, 2017) 등의 방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기본 자료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문법 사전과 교재류에서 추출된 것이다. 그리고
유혜영(2016)은 초, 중, 고급 모두에 걸쳐 학습자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지용(2017)은 학습자가 아닌 교사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점 등이 한계
로 보인다. 물론 학습자 설문 조사와 한국어교육 전문가 설문 조사를 추가하여
유사 문법 항목 선정의 정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강현화 외(2017)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교수 학습 문법
목록을 선정하였는데 그 1차 자료로는 국립국어원(200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 문법 2», 이희자·이종희(2010)의 «어미·조사 사전», 국립국어원(2016)의 «

11

이후 유해준(2018)은 유사 문법의 유형을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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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초 사전»과 한국어 교재 5종이 사용되었다. 12 수합된 문법 항목을 대상
으로 문법 항목의 중복도와 말뭉치 빈도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문법 항목을 확
립하고, 귀납적 방법으로 담화 기능에 따라 조사는 18개의 기능으로, 연결 표현
은 18개의 기능으로, 종결 표현은 27개의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의 기능에
따르면 각각의 기능에 포함되는 문법 항목은 모두 유사 문법 항목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데, 조사의 유사 문법 항목을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조사의 유사 문형 목록(강현화 외 2017:46~47) 13
의미·기능

조사

극단

까지, 도, 조차, 마저

나열

에, 이나, 이며, 이다

목적지

에, 을/를, 으로

비롯됨

에게, 한테, 에게서, 한테서

비슷함

같이, 처럼, 만큼

상관없음

이나, 이든지, 이라도

유일함

만, 밖에, 뿐

장소

에, 에서

접속

과/와, 하고, 이랑

주체

이/가, 은/는

차선

이나, 이나마, 이라도

강현화 외(2017)를 이전 연구와 비교해 보면 문법 항목 추출에 사전 및 교재의
문법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나, 중복도와 말뭉치 빈도를 기준으
로 교수·학습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능에 따라 유사 문법
항목을 복수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유사 문법 항목을 단순히 학
습자가 혼동하는 문법 항목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어를 가르칠 때 기능 별로 학
습해야 하는 문법 항목을 범주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경험적 방법(주관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객관적 방법)을 결합하여 유사 문법 항
목의 추출을 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

경희대학교 경희 한국어,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연세대학교 연
세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등으로 1권부터 6권까지 완간된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13

제목에 사용된 ’문형’이라는 어휘는 강현화 외(2017)의 용어로 ‘sentence type’이 아니라
‘문법 형식’의 준말로 사용된 것이다. 조사의 기능 중 ‘각각, 자격, 강조, 높임, 재료, 대상,
수단’ 등 7개 기능은 생략된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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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2017), 강현화 외(2017)와 같이 유사 문법 항목의 추출 방법을 다룬
본격적인 연구 결과물이 나와 한국어 문법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물론 객관적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다 보니 경험적 자료에서는 유사 문법에
포함된 것이 빠져 있는 것도 적지 않아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4
또한 문법 항목의 기능이 다의적임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든지,
귀납적 기능 분류 방법의 결과 후회 표현(-으면 좋겠다, -으면 좋았을 텐데)이나
기대 표현(-던데), 회의 표현(-었나 싶다) 등 문법 교육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논
의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
로 이런 부분은 학습자 말뭉치 구축으로 좀더 풍부한 객관적 근거가 적용되고,
유형 분류의 도구로 사용된 기능 분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추가되면 내용이 더
정밀해질 것이다.

4. 유사문법 기술 내용의 실제
유사 문법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김재욱(2003:168~174)
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유사 문법 내용 기술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 화자도 문법·의미 면에서 그 쓰임새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를 비슷한 문법으로 제시한다.
둘째, ‘비슷한 의미 (범주)의 문법 형태’는 문법적 차이가 큰 것과 의미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누어 한국어 교육 문법을 위한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김재욱(2003:172)에서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예로 ‘-어 두다’와 ‘-어 놓다’
를 들고 있다. 임홍빈(1997:148~149)에서는 둘 다 행동의 완료를 뜻하지만 ‘-어
놓다’는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이나 방기를 뜻하는 데 반해 ‘-어 두
다’는 행동의 결과가 그 이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 차이를 가지
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이는 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것이고 한국어 교육 문법에
서는 이를 가르치는 것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다음 예에
서 보듯 둘의 차이는 의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차이도 적지 않다.

14

예를 들어 양명희 외(2016)에는 포함되어 있는 ‘-고 싶다, -고 싶어 하다’나 ‘-은 다음에, 은 지’와 같은 항목이 빠져 있다. 또한 같은 범주의 문법 항목만을 유사 문법으로 분류했기 때문
에 양명희(2016:138)에서 보듯 조사와 표현, 조사와 어휘 같은 서로 다른 문법 범주나 어휘와의 비
교가 포함되지 않았다.

9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5) ‘-어 놓다/-어 두다’의 유사 문법 비교 15

그러므로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가 둘의 의미 차이와 문법 차이를 모르고 교
차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기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처럼 큰
차이 없이 교체되어 사용되는 문법 형태라면 굳이 유사 문법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의미적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문법 형태로는
‘에/로/를 가다/오다’ 등을, 문법적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문법 형태로는
‘- 어서/-니까/-므로/-기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각각 의미적
차이뿐 아니라 문법적 차이가 있고, 문법적 차이뿐 아니라 의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
시키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지식이 내재화되지 않으면 문법 형태를 오히려 회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정확한 문법 교육을 위해서는 문법적 차이와 의미
적 차이를 모두 교수해야 한다.
강현화 외(2016)에서는 ‘만’의 관련 표현으로 ‘밖에’를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7) 관련 표현 ‘밖에’
1. ‘만’과 ‘밖에’ 모두 어떤 것을 한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밖에’ 뒤에는 부정문이 온다.
예문: 동생은 집에 오면 (게임밖에 안 해요/게임만 해요).
2. ‘만’은 어떤 것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데 반해, ‘밖에’는 그것
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15

예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 ‘문법·표현 내
용 검색’의 유사 문법 기술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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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가: 오백 원만 빌려 주세요.
나: 죄송해요. 지금 백 원밖에 없어요.
예문: 저는 지금 한국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만 있어서) 친구 를
더 사귀고 싶어요.

(7)의 1이 문법적 차이라면 2는 의미 차이이다. 학습자나 교사는 문법적 차이와
의미 차이를 모두 궁금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문법적 차이를 알아야만 문법
적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고 의미 차이는 문법적 차이보다 미미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의미적 차이 또한 중요한 정보임이 분명하
다.
유의 표현을 위한 교육 문법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진정란(2005:
184~185)은 비교 내용과 관련해서 형태 정보(주로 문법적 제약과 호응 관계)와
화용·의미적 정보 제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16 김재욱(2003)과 달리 진정란
(2005)은 유사 문법의 화용·의미적 정보를 중요하게 기술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화용·의미적 정보는 담화 환경과 담화 기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담화 환경은 격식/비격식(문어체/구어체), 청자와 화자의 관계, 화자의 인식
양상(의도성, 불가피성, 예측성, 확실성, 경험적 사실...)으로, 담화 기능은 각
문법 형태가 담화에서 사용되는 소통적 기능(상황 설명, 이유 설명, 핑계, 주
장...) 으로 유의 표현의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8) 가. 화자의 인식 양상
느라고: [+의도성], [+불가피성]
-는 바람에: [-의도성], [-예측성]
나. 담화 기능 비교
-느라고: 상황 설명, 이유 설명, 핑계, 주장 강조
-는 바람에: 상황 설명, 사과, 핑계
그러나 진정란(2005)은 유사 문법의 교육 문법 정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
기 때문에 이 정보를 교수 현장에 바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화자
의 인식 양상과 담화 기능은 적어도 문법 교육 내에서 유형이나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수고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서 교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유사 문법 내용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
명희(2016)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유사 문법의 내용 기술을 위한 원리를 세우고자

16

김제열(2001)에서도 문법 기술을 형태(및 통사)의 용법과 의미(및 화용)의 용법으로 이분하여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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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양명희(2016:140~143)에서는 유사 문법의 첫 번째 기술 원칙으로 항목
간 유사점을 먼저 기술한 후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사
점을 기술할 때는 아래의 예와 같이 동일한 예문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
(9) 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수지가 부산에 산다. / 수지가 부산에서 산다.
(10) 에/으로: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생선을 불에 익혀 먹었다. / 생선을 불로 익혀 먹었다.]
(11) 께/께서: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십니다.
(9)에서 유사점으로 기술한 ‘장소, 도구, 높임’은 이미 전통문법에서 해당 조
사의 용법(문법 기능)으로 지정했던 용어이다. 그런데 (10)의 ‘도구’가 용법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9)의 ‘장소’는 용법이라기보다 명사와의 결합 관계를 뜻
하므로 엄격하게 (10)과는 다르다. (11) 역시 ‘께’는 부사격 조사이고 ‘께서’
는 주격 조사로 문법 기능은 다르고 높임의 의미 자질만 같을 뿐이다. 그러니 유
사점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은 사실상 동의가 아닐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여기서의 동의는 의미적 범주가 같은 것뿐 아니라 다르더라도 혼동할
만한 공통적 특성이 있을 때 유사 문법 항목으로 추출되어 내용이 비교되고 있음
이 앞의 두 연구와 다른 점이다.
내용 비교의 두 번째 원칙은 다음 예처럼 사용역의 차이를 보이거나 서술어
결합에 제약을 보이는 경우는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기술할 때 예문을 제시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비교 항목이 동일한 예문에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2) 과/이랑/하고
과1)

이랑1)

하고1)

명사에 붙어 여러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할 때 쓴다.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주로 말할 때 쓴다.

주로 말할 때 쓴다.

쓴다.

예) 가: 명동에서 무엇을

예) 주인: 무엇을 드릴까

샀어요?
나: 목걸이랑 반지를 샀어

요?
손님: 김밥하고 떡볶이 주

요.

세요.

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쓴
다.

격식적인 자리에서 거의 쓰
지 않는다.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

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
분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셔

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
분께서 믿음이랑 용기를 주

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
분께서 믿음하고 용기를 주

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

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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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없다.
예) 옷과 가방과 사요.(x)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옷이랑 가방이랑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옷하고 가방하고

요.(o)

사

사

요.(o)

(13) 만/밖에
만

밖에

어떤 것을 한정하거나 제한된 선택임을 나타낸다.
뒤에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뒤에 반드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쓴다.

쓴다.

예) 흐엉 씨는 고기밖에 안 먹어요.(o)

예) 흐엉 씨는 고기만 먹어요.(o)
흐엉 씨는 고기만 안 먹어요.(o)

흐엉 씨는 고기밖에 먹어요.(x)

+ ’밖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반드시 같이 쓰이기 때문에 ‘만’보다 강조
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
물론 (12)에서 ‘옷과 가방을 사요/옷이랑 가방을 사요/옷하고 가방을 사요’
를 유사점을 기술하며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칸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문어/구어, 격식/비격식 상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예문
이 별 차이가 없이 쓰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한 경우는 (13)에서 보는 것처럼 ‘+’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을 추가한다. 추가
설명은 주로 미묘한 의미 차이를 덧붙일 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9)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명이 덧붙어 있다.
(9') + ‘에1)’과 ‘에서1)’은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하
는데, ‘에’는 존재나 위치를 나타내고 ‘에서’는 행위나 동작이 일어
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이 다르다. ‘살다, 모이다’ 등의 동사는 명사
뒤에 ‘에, 에서’가 모두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지가 부산에 살
아요.’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수지가 부산에
서 살아요.’는 사는 행위, 즉 생활을 부산에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기술 원칙은 차이점을 기술할 때 사용자의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차이점
부터 차례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유사 문법 항목의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 하나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차이점의 기술 순서도 중요한데, 중요한 차이부
터 차례로 기술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순서를 정
하는 것도 중요하다.
(12)의 경우는 사용역의 차이를 먼저 기술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문어/구
어 , 격식/비격식’의 순서이며 이후 통사 구조의 차이가 기술되고 있다. 다음은
17

17

여기서 사용한 문어/구어의 구분은 글말과 입말이 아니라 글말체, 입말체를 뜻한다. 문어는 문
어체적 문어, 구어체적 문어로 나눌 수 있고, 구어 역시 문어체적 구어, 구어체 적 문어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문어’는 전형적인 문어체적 문어, ‘구어’는 전형적인 구어체적 구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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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차이가 먼저 기술되고 이어 문법적 차이가 기술된 예이다.

(14) 에1)/에서1)
에1)

에서1)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수지가 부산에 산다.
수지가 부산에서 산다.
사람이나 물건이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
임을 나타낸다.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곳임
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한국에 있다.(o)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o)

예) 앤디가 한국에서 있다.(x)
냉장고에서 우유가 없다.(x)

학생들이 운동장에 축구를 한다.(x)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o)

철수가 식당에 밥을 먹는다.(x)

철수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o)

주로 위치나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없
다, 살다, 남다’ 등과 쓰인다.

일반적인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여러 동사가 올 수 있다.

예) 수지가 은행에 있어요.(o)

예) 흐엉이 친구를 교실에서 만나요.(o)
영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o)

앤디가 한국에 없어요.(o)
흐엉이 서울에 살아요.(o)
영수가 교실에 남아요.(o)

‘에, 에서’는 장소 명사 뒤에 사용한다는 문법적 유사점이 먼저 기술되었기 때
문에 의미적 차이점이 다른 문법적 차이보다 먼저 기술되어야 이후 기술되는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예는 조사 항목 중에 가장 차이점이 많이 기술된 ‘이, 은’ 항목이다.
유사점을 주어 위치에 주로 오는 것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제일 큰 차이점으로
‘은’이 주어 자리뿐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 등에 온다는 통사적 차이점이 기술
되었다. 이는 유사점으로 기술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를 제외하면 의미적 차이, 통사적 차이 순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

(15) 이/은
이

은

주로 문장의 주어 위치에 온다.
예) 영희가 반장입니다. (o)
영희는 반장입니다. (o)
주어 자리에만 온다.

주어 자리뿐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 자리

장경현(2003) 참고.
18

양명희(2016)는 대부분 항목의 차이점을 기술할 때 의미적 차이가 먼저 기술되고 다음에 통사적
차이가 기술되고 있음을 조사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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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빵이 맛있다.

에도 온다.

영희가 오늘 학교에 안 간다.

예) 나는 빵을 먹는다.
영희는 오늘 학교는 안 간다.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없다.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있다.

예) 철수가 그 사실을 알고 영희가 그 사

예) 철수는 그 사실을 알고 영희는 그 사

실 을 모른다. (?)

실 을 모른다. (o)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쓴다.

앞에서 말한 것을 다음 문장에서 다시 말

예)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하여 문장의 주제를 나타낼 때 쓴다.

(o)

예) 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o)

정보의 초점이 명사에 있을 때 쓴다.

정보의 초점이 서술절에 있을 때 쓴다.

예) 제가 김진수입니다. (o)

예) 저는 김진수입니다. (o)

(저 사람이 김진수가 아니라, 제가 김진
수입니다.)

(저 사람은 박아영이고 저는 김진수입니
다.)

내포절에 사용될 수 있다.

내포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 그 과자는 {철수가 먹던} 것이다. (o)
나는 {수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

예) 그 과자는 {철수는 먹던} 것이다. (x)
나는 {수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

식을 듣고 기뻤다. (o)

식을 듣고 기뻤다. (x)

격조사이므로 다른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

보조사이므로 격조사와의 결합이 비교적

는 경우가 많다.
예) 교실에서가 조용히 해야 해요. (x)

자유롭다.
예)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o)

철수에게가
(??)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철수에게는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o)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한다.

예) 조금이 알겠습니다. (x)

예) 조금은 알겠습니다. (o)

먹고가 싶지만 먹지 않아요. (x)

먹고는 싶지만 먹지 않아요. (o)

강현화 외(2017:32~33)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하기 위해 형태 정보와
의미 정보, 문법 정보와 담화 정보의 복잡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영역별 복잡
도 산정에 활용된 변인들을 활용하여 유사 문법 항목 간의 변별적 차이를 기술하
였다고 한다. 영역별 복잡도 산정에 활용된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가. 형태 정보: 이형태 정보, 품사에 따른 형태 정보, 시제에 따른 형
태 정보, 준말이나 본딧말, 줄어든 꼴 등
나. 의미 정보: 의미 항목(확인하기, 알려 주기 등 메타 용어 사용)
다. 문법 정보: 문장 성분, 결합되는 용언, 선어말어미나 조사,
주어 인칭, 부정형, 문 장 유형, 분포나 활용상 특징, 공기 정보 등
라. 담화 정보: 사용역별 빈도, 장면, 화자와 청자 정보, 화행 정보(화
자의 태도와 관련된 심화 의미, 함축 의미 등)
강현화 외(2017)는 (16)의 영역별 복잡도 산정에 활용된 변인들을 활용하여 유사
문법 항목 간의 변별적 차이를 기술하였다. (16)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사
문법 항목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차이점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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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16)의 정보들은 유사 문법을 교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변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총합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음은 강현화 외(2016)에 기술된 ‘-느라고’의 관련 표현 ‘-는 바람에’
와의 비교 내용이다.
(17) ‘-느라고’의 관련 표현 ‘-는 바람에’
1. ‘-는 바람에’는 앞의 행위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부정적 원인이
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예문: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
요.
2. ‘-느라고’는 앞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뒤의 상황이 됨을 의미
하고, ‘-는 바람에’는 앞 상황의 결과로서 뒤 상황이 일어남을 의
미하여 차이가 있다. 따라서 ‘-느라고’는 앞 내용과 뒷내용의 행위
가 같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는 바람에’는 앞
뒤 내용에 시간 차가 있다. 예문: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는 바람에/*
싸우느라고) 하루 종일 우울해요.
3. ‘-느라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거나 화제가 같아야
하지만, ‘-는 바람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예문: 비가 (오는 바
람에/*오느라고) 소풍이 취소됐어요.
강현화 외(2017)의 장점에는
황을 항목마다 밝히고 있는 점,
적 공통점을 나누어 기술한 점,
적 차이뿐 아니라 담화적 차이도

여러 가지가 있다. 19 첫째, 현행 교재의 출현 현
둘째, 공통점을 기술할 때 의미적 공통점, 문법
셋째는 차이점을 기술할 때 문법적 차이나 의미
포함하여 기술한 점 등이다. 20 이러한 유사 문법

기술에 대한 접근은 이전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으로 앞으로 유사
문법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유사 문법 내용의 기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
년 이후 주요 연구를 보면 이지용(2019), 백재파(2020), 장레이(2020), 탕이잉
(2020) 등이 있다. 21 이지용(2019)는 말뭉치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도
출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백재(2020) 역시 말뭉치를 활용하여 사용역에 대한 기
19

강현화 외(2016)는 일종의 문법 사전인데 유사 문법 항목을 ‘관련 표현’으로 이름 붙이고 주요
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

물론 세부적인 기술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니, -냐’에 대한 차이
점을 기술하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니’가 ‘-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는 정보에 대해 상반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친밀’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
하느냐는 것과 관련된다. 즉, 가까운 친구라면 ‘-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
니라면 ‘-냐’보다는 ‘-니’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는 ‘-니’가 ‘-냐’보다 친밀감
(친밀해지기 위함)을 표시하기 위한 어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면에서는 친하면 좀 더 낮
춤의 의미 기능이 포함된 ‘-냐’의 사용이 ‘-니’보다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친밀’보다는
‘공손’이라는 용어가 둘을 더 잘 구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21

박근희(2019)는 2008년에서 2018년 10월까지 유사 문법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연구 결과를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안, 유사 문법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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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하였다. 장레이(2020), 탕이잉(2020)은 중국 유학생 연구자로 유사문법 기
술 내용에서 상이한 부분을 추출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 내용을 다시 재정
리하였다.

5. 유사 문법의 교육 방안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사 문법에 대한 내용적 연구가 활발하여 축적된 결
과물이 적지 않다. 유사 문법에 대한 내용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학
습자들에게 내재화해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교육 방법 연구도 못지않게 중요하
다.
사실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
적으로 ‘이/가, 은/는’에 대한 연구, ‘-니까, -어서’에 대한 연구, 기능별
연결
사한
리고
통한
용을

어미와 표현, 장소 조사 등을 핵심어로 하는 여러 편의 연구들은 대부분 유
문법 항목들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교수할 것이지, 그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가 주된 연구 과제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험 연구를
검증이 덧붙여지면 기존의 교수 방법과 달리 새로운 교수 방법으로 교육 내
가르쳤더니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유사 문법 교육을 위한 교수법은 형태초점 교수법, 의식 상승 기법, 딕토글
로스 기법 등을 활용한 것이 있고, 수업 모형은 PPP(Present-PracticeProduction) 모형과 TTT(Task-Teach-Task) 모형이 제시되었다. 22 PPP 모형은 의사
소통 중심 접근법에서 사용된 언어 교육의 주된 교수법으로 도입 제시-연습-사용
-마무리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는 사용 단계에서 도입된다. 이러한
언어 교육의 교수 방법을 유사 문법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 연구로는
유혜영(2016)이 있다.
유혜영(2016)은 학습자의 유사 문법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통해 다음 여
섯 가지의 유사 문법 교육의 원리를 기저로 하여, PPP 모형을 활용한 ‘도입
(Warm-up)-제시(Presentation)-연습(Practice)-사용(Use)-마무리(Follow up)’의
5단계 수업 모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단계별로 유사 문법의 교육 내
용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해 문법 교육의 원리를 세우고 이에 맞는 교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유사 문법 교육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8) 유사 문법 교육의 원리(유혜영 2016:62~64)
첫째, 유사 문법의 교육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명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박근희(2019:480~481)에는 유사 문법 교수 방법과 교수 모형, 실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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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확한 문법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담화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과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4가지 언어 기술과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원리는 유사 문법 교육에만 한정한 원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법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 이 원리 중 우리가 주목한 원리는 ‘명시적
교육’과 ‘정확한 문법 설명’이다. 문법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명시적 교육이 아닌 암시적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정확한 문법 설명보
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법을 체계화하는 과정 중심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유사 문법 교육은 이미 해당 문법 항목을 배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둘 이
상의 항목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익혀 해당 문법 항목을 회피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적 교육, 정확한 문법
설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아쉽게도 실험 검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교수
법이 다른 교수법에 비해 효과가 큰지는 숙제로 남는다.
유사 문법 교육에 PPP 모형 대신 학습자 중심의 TTT 모형을 제시한 것은 이
준호(2010a), 이준호(2010b)이다. 이준호(2010b)에서는 추측 표현을 중심으로
TTT 모형을 활용하여 유사 문법을 가르치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
시하였다.
(19) 유사 문법 교육에 TTT 모형이 갖는 장점(이준호, 2010b:256~258)
첫째, 의미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문법과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셋째, 나선 형식의 문법 교육이 가능하다.
넷째, 과제를 통해 풍부하고 유의미한 맥락 제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과제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문법 사용과 정확성을 키울
수 있다.
이준호(2010a, 2010b)는 이후 다른 연구에 영향을 주어, 정남석(2013), 김정은
(2015), 전예화(2015) 23 , 예미희(2016) 등에서 유사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TTT 모형을 도입하게 하였다. 이는 유사 문법 교육은 언어 교육과 달리 이미 배
운 문법을 혼동하거나 오류를 보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과제 모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17)에서 기술한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만들 것이
며 얼마나 풍부하고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할 것인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23

전예화(2015)는 PPP 모형과 TTT 모형의 장점을 모아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입-과제제시-활용-마무리로 구성된 5단계에서 ‘제시’는 내용상 교육, ‘활용’은 ‘과제 2’에 해당하여
PPP 모형보다는 TTT 모형에 가깝다. 그리고 학습자 모국어의 사용을 방법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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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유사 문법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플립드 러닝 방식을 활용하여
수업 모형을 제시한 연구(송명희, 2018)와 입력 기반 과제를 적용한 연구(유상,
2020)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수법과 교수 모형이 제시되는 것은 그만큼 유
사 문법의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과 달리 교육 방법의 효과를 검
증하는 실험 연구도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유사 문법 교육이 좀더 수월해질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는 유사 문법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논
문(김은지:2020, 고현희:2021, 허지이:2021)이 연속으로 나와 앞으로 유사 문법
을 교수하는 데 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서
광진(2019)는 유사 문법을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문법 텍스트
를 고안한 연구이다.

6. 결론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 문법 표현 교육 내용 연구>(2012~2015)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오던 ‘유사 문법’을 문법 교육 내용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교사들에게 유
사 문법 항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후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유사 문법’이라는 개념어를 사용
함과 동시에 양명희(2016, 2017)에서 제안한 세부 주제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되
고 있다.
양명희(2016, 2017)에서는 유사 문법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는데 유해준
(2018, 2021)에서는 이를 정밀화하였고, 유사 문법 항목 선정과 유형 분류는 이
지용(2017)에서 구체화되었다. 특히 유사 문법의 내용 기술에 대한 연구와 교수
방법에 대한 실험 연구 등은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박근희(2019)와 같이
유사 문법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과 유사 문법 교재 개발을 위한 학위논문도
나오고 있다.
유사 문법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외국어교육에 있어 많
은 부분은 교사의 교수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과 습득에 달려 있다. 이런 면에
서 보면 학습자가 유사 문법을 어떻게 내재화하는지에 대한 습득 과정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 문법 습득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제안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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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2012-2015 project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similar grammar' as an important subject of grammar education, and provided
basic knowledge to teach similar grammar items to Korean teachers. Since then, research on
the contents of grammar education has used the conceptual term "similar grammar" and
research on detailed topics proposed by Yang Myung-hee (2016, 2017) has been continued at
the same time.
The concept of similar grammar has been defined by Yang Myung-hee (2016, 2017),
refined by Yoo Hae-joon (2018, 2021), and classified and embodied by Lee Ji-yong (2017).
Especially, research on content description of similar grammar and experimental studies on
teaching methods are constantly in progress. Dissertations that analyze similar grammar
research trends and develop similar grammar textbooks have been published such as Park
Geun-hee (2019)
Research on a variety of topics on similar grammar is most significant in that it is
carrying out practical task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needed in the classroom of
education. Much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depends on the learning and acquisition of
learners as well as the instructions of teachers. In this respect,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the acquisition process of how learners internalize similar grammar. Since research on this has
not yet begun, I propose a large-scale study of similar grammar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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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가, 과학인가?: 문학에 대한 하나의 도전
Art or Science: A Challenge to the Literature
김병선 1

초록
이 글은 문학연구에 바쳐온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학연구의 방향을 타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문학’이란 용어의
중의성을 분석하고, 그 개념의 모호함이 문학 연구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학문으로서의

문학은

과학적

방법론과

절차의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자가 시도한 바 있는 문학 어휘 분석의 사례, 템플렛을
도입한 작가론 강의 사례를 통해 대학의 문학 전공에서 해야 하는 일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학 연구에도 말뭉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말뭉치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필자의 연구결과물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의 급격한 디지털
패러다임에 적응하여 문학 연구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문학의 개념, 문학 텍스트 말뭉치, 계량적 방법론

1.

‘문학하는 인간’ Homo Litteratura

필자는

개인

메신저의

프로필에

‘문학하는

인간’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문학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누구라도 필자가 문학 전공자이자
문학 교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문학을 연구하는 행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얘기한 것이다.
이 표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개강 일정조차 불투명하던 2020년 2월부터
적용하였다. 새 학기 강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모든 일정이 중단되니, 두 달

1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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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필자는 일종의 시간의 공백에 처하게 되었다. 불의의 공백은 나로 하여금
전혀 엉뚱한 일을 벌이는 쪽으로 이끌었다. 소설의 창작은 내가 퇴임 이후에나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버킷 리스트의 하나였는데, 그것이 그 기간에 펼쳐진 것이다. 나는
매일 또는 이틀에 한 편씩 모두 10편 이상의 소설을 썼다. 한 편은 중편이고 나머지는
단편과 두 편의 콩트다. 2
대학의 프레시맨 시절까지만 소설을 썼고, 그 이후에는 시 연구에 몰두해 있었던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다. 창작과 연구는 절대로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창작과 연구를 함께 하는 것은 천재에게나 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왔던
나였기에, 나의 때아닌 변신은 뜻밖의 공백이 가져온 것이라는 변명이 통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서,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평가해 보았으며,
문학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일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으로 ‘문학하다’라는 말을
내밀게 된 것이다.

2.

‘문학’의 중의성(重義性)

‘문학’이란 말은 태생적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을 공부하는 일도 문학이요,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일도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학(文學)’을 사용하고 있는 한자 문화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영어권에서도 문학의 의미 범주에 관한 논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에서

문학을

가리키는

‘literature’는

‘문학작품’

또는

‘문헌’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즉 이것은 문자로 기록된 것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R. 웰렉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상문학(imaginative
literature)’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애초에 문자(litera)라는 말에서

2

단 24일 만에 두 시간 이상 연주되는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를 창작한 G.F. 헨델(Handel)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창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3

R. Wellek and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3rd edition), Harcourt, Brace & World, 196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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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문학(literature)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생긴 자연적인 것이었다. 4
이러한 용어의 중의성 또는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일어는 그 특유의
합성어를 사용한다. 먼저 문학작품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Wortkunst: 언어예술, 문학, 문예, 수사학
Dichtung: 시작, 창작, 문학작품 등을 가리킨다.
Literatur: 문학, 저작, 서적 (schöne Literatur: (순수) 문학)
문학 연구를 가리키는 말로는 문학(Literatur)과 학문(wissenschaft)의 합성어인
‘Literaturwissenschaft’를 사용함으로써 문학작품과 문학연구를 매우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어의

특성을

‘언어예술작품’이란

살려서

표현으로,

한국의

학문의

독일문학

분야로는

연구자들은

작품은

‘언어예술작품론’

또는

‘문예학’이란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5 동양권에서 예술 분야로서의 문학을
‘문예(文藝)’, 그에 관한 학문을 ‘문예학(文藝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이 두 가지를 ‘문학’으로 표현하는 일이 더 보편적인 것이
사실이다.

고전

라틴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형

명사인

‘litteratúra(리테라투라)’는 ‘문학 작품’인 동시에 ‘문학 연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6
문학이 언어를 재료로 하는, 또는 매체로 하는 예술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문학은
‘언어예술 작품’ 자체를 가리키거나, ‘언어예술 작품에 대한 연구’ 즉 크게 보면
인문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필자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던
‘문학하다’라는 말은 ‘언어예술 작품의 창작활동을 하다’와 ‘언어예술 작품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읽힐 수 있다.

3.

4

삼다론(三多論)과 문리(文理)

R. Wellek and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3rd edition), Harcourt, Brace & World, 1963.
p.20-28.

5

Wolfgang Kayser, 『언어예술작품론』(김윤섭 역), 대방출판사, 1982. 이 책은 본래 다음과 같은
제목과

부제목으로

되어

있다.

Das

sprachliche

Kunstwerk

―Eine

Einführung

Literaturwissenschaft―
6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네이버사전｣에서 재인용.(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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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개념이 이처럼 애매하고 모호한 탓인지 문학 교육 역시 그렇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술로서의 문학은 예술적 감수성과 통합적 능력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언어예술작품을 연구하는 ‘문학’은 학문의 한 종류로서 연구자의 이성적,
합리적, 분석적 사고를 요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학 연구가 과연 학문의 범주에
들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문학 교육이 학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의문스럽다.
사실, 나는 교과서가 없는 시대에 문학을 공부했다. 이론이라고는 당시 한국문학
연구자들에게

필수도서인,

그리고

형식주의

비평의

최고

참고서인

『문학의

이론(Theory of Literature)』의 영어 원서를 떠듬떠듬 번역하여 읽는 정도였다.
해방 이후 세대인 우리와 달리 일제시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우리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일본어로 된 문학 이론서를 자신들의 강의에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1970년대 국어국문학과의 문학교육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것은, 송나라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삼다론(三多論)이었다.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은 말이었는데, 천 년 동안이나 동양의 문학계를 지배해 온 이론이었다.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 즉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는 소위 동서양의 고전(古典)이나
‘위대한 책’(Great books)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해답이었다.
어떤 책이든지 많이 읽는 것은 좋은 일이므로 다독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손이 닿는 곳에 독자(학생)의 정신 능력에 맞춘 책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작에 대해서는 창작의 방법,
다상량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사고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7
그것은 결국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은 이때, 문리(文理)를
언급하셨다. 문리란 글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이므로 그것만 얻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수련 같은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무슨 지름길도 없고, 교과서도 없으며, 선생님들의 안내를

7

창작에 대해서는 5단계로 된 작문의 절차를 배우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도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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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도 없었다. 오로지 무수한 읽기, 쓰기, 생각하기 끝에 저절로 깨쳐야 하는
것이었다. 8
자연 문학도로서 나의 목표도 문리가 터지는 것이었다. 물론 한문의 독해 능력에서
문리가 터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에 달린
일이었다. 똑같이 삼다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문리가 터지는 것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그것은 도를 닦는 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문은 될 수 없다.
학문은 결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한 능력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될 만한 것을, 전통시대에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문학의 원리를, 20세기에 대학의 국문과 학생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온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필에 대한 정의에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것이 매우 유력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수필 항목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수필(隨筆)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홍매(洪邁)의 ｢용재수필(容齋隨筆)｣의 뜻은 그런 범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을 문학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또는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물론 붓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서 한 편의 수필이 완성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피 나는 수련을 거치거나, 애초부터 천재로 태어난 그야말로
대가급의 전문가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필을 가르치는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정의(定義)를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문리가 터진다면야, 문리를 터지게 할 수만 있다면야, 수필도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의 문학, 문학교육의 목표를 과연 ‘문리의 획득’에 둘
수 있을 것인가? 학문을 하는 곳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4.

8

평론과 논문의 갈등

오늘날에 돌이켜보면, 어쩌면 문학의 스승들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문학은 천부적 재능과 그리고 그것을 계발하는 피나는 수련으로
터득되는 고상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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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비평의 경우에도 나는 그 방법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하나의
문학작품이 잘 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의 습득은 대체로
내가

매달

구독하던

문학지의

평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문학지를

정기구독하면서,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작품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독서의 느낌을 어떤 용어로 표현해야 하는지,
읽으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특성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곤

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나마 어떻게 쓴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또 어떤 작품이 좋지 않은 작품인지를
배웠다.
말하자면 귀납적으로 작품 평가의 기준을 익혔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비평방법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나의 문학 교육의 자습 교과서인 문학지의 월평 즉
‘평론’이었던 것이다.
‘평론’은 한국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문장 활동이다. 나는 문학을
공부하는 교재로 삼았지만, 한국문학계에서 그것은 문학의 한 장르로 취급된다.
말하자면 시, 소설, 수필, 희곡 등과 더불어 엄연히 문학예술작품의 하나인 것이다.
매년

주요

신문사에서

실시하는

신춘문예에서도

평론을

그렇게

취급하고,

한국문인협회의 조직도에도 평론 분야가 한 분과로 올라 있다.
학부에서는 평론문으로 문학비평의 공부를 했지만, 막상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해 보니, 논문은 평론문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론은 논문과
달리 주석을 붙이지 않고, 참고문헌도 생략한다. 평론이나 논문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지만, 평론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충분한 논지를 전개하거나
자료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평론은 평론가의 주관성과 감수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유려한 필치와 화려한 문체로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심지어는 문체의 개성마저 요구된다. 그러기에 평론이
문학의 갈래에 드는 것이다. 9 따라서 하나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 각각이 다 타당할 수 있다. 10
이에 반하여 논문은 합리적 판단과 과학적 사고의 결과물이어야 하고, 그 서술에서
9

권대근 교수 문학칼럼: 문학평론은 문학이다 『중앙일보』(2021.5.3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936441

10

사실 나의 문학 선생님 중 대부분은 이러한 평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었고, 또 그 분야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는 분들이었다. 환경이 이렇기에 사실 논문을 평론의 울타리 밖으로 끌고 나가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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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필자의 개성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대상(문학작품)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누가 연구하더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론은 일정한 수준의 학생이라면 능히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학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 문학하는 대학생이 된 지 어언 46년이 흘렀다. 지금은
교과서도 넘치고 있으며, 문학 연구 관련 저널도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과연 문학
연구는, 문학 교육은 학문의 영역에 있는가, 문학 연구는 과학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내가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 연구자들, 문학 교육자들은 한번 자신의 활동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문학 교수로서, 정년을 코앞에 두고서 내 연구와 강의의 여정을 되돌이켜 보니,
나 자신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그 강의를 마칠 무렵에 모두 일정한 수준의 작품 분석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결코 자신 있게 긍정의 대답을 하지는 못한다.
물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A 이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학위논문의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지도교수는 물론이요, 심사위원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는다.

§

작품 분석이 미흡하다 (논문에서 작품의 진의를 왜곡하였다.)

§

논지의 전개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논문 역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

가설이 모호하고,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문학 관련 학위논문에서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사람마다 문학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견해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글로 옮겨내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일정한
학습을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위와
같은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5.

문학은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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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야 하고, 문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과학으로서 가르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연구자로서 나의 평생의
화두였다. 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으로 그 화두를 구체화해 왔다.

§

연구방법론의 표준화를 꾀한다.

§

대용량 자료에 대한 전산처리와 계량적 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번 학기에 나는 내 전공인 <시론>의 마지막 강의를 했다. 이 과목의 목표는 수강
학생이 시의 구성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텍스트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벌써 몇 학기째 비대면 강의를 해야 했지만, 나
나름대로는 평생 가르쳐 온 시론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시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여러 시적 장치에 대한 분석
능력을 길러서 어떤 시작품이라도 분석해 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 능력을 학생들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적용하도록 꾀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과제물 발표는 이러한 나의 의도에 충분히 부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가장 기초가 되는, 시의 언어 분석에서도 그랬다. 일단 작품에 사용된
모든 어휘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요구했다. 동형이의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어떤 의미가 작품 문맥에서의 의미와 통하는지를 분석하게
했다. 11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어절의 기본형(또는 원형)을 밝혀야 한다.
모든 텍스트가 정서법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므로 당연히 띄어쓰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시 텍스트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어휘에 대하여
그것이 관념어인지 이미지 어휘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이미지일 경우에는 감각의
종류를 구분하게 했다. 나아가서는 필자가 정한 의미체계에 따라서 어휘의 의미

11

당초에는 『우리말샘』을 바탕으로 하는 다의어 분석까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우리말샘』의 다의어
체계가 아직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다의어 분석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어서 최종적으로는 동형이의어 분석에서 그쳤다. 아울러서 ‘기본형(또는 원형)+활용형(또는
곡용형)’의 형식으로 어절의 구성을 분석하도록 했으며, 나아가서는 어휘의 성격을 따져서 그것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기타 외국어인지를 파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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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분류하게 하였다. 12
그런데 학생들은 어절 구분이라든지, 기본형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애로를 겪었다.
대부분 문학 전공자들이어서 그런지 언어학에 대한 분석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시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어휘에 대해 꾸준히 이러한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자의 어휘 능력이 크게 신장됨으로써 분석 대상 텍스트를 잘못 읽을 가능성이
매우 줄어든다. 이처럼 어휘 분석은 모든 텍스트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구축한

한국현대문학

코퍼스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된

데이터베이스다. 이미지 분석은 위의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방법은 모든 문학 교육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해외한국학에서 이런 방법의 문학 교육을 적용한다면,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6.

작가론의 템플렛

연구방법론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나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조사항목과 체계를 적용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연구자 또는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템플렛(template, 書式)을 개발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작가론 연구 템플렛이다.
작가 연구는 문학 연구자들이 피할 수 없는 과목이다. 작가론은 그것을 아예
단독으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로

웬만한 문학

분야

학위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불행히도 작가론으로는 추천할 만한 교과서가 없다. 작가론이라는 제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실제의 개별적 작가론을 묶어서 책으로 낸 경우다.
말하자면 작가 연구의 이론에 관한 저술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작가 연구 방법에는
실증주의적, 역사전기비평, 문헌 고증,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작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정보의
12

이 의미 분류 체계는 필자의 『현대시와 문학통계학』(2015)의 제10장 어휘 분류와 의미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분류의 체계는 ‘품사-대분류-소분류’로 되어 있고, 소분류 항목은 모두
307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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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에 관한 방법론을 접할 수가 없으므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개별
작가론으로부터 작가론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귀납해 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작가론들이, 심지어는 같은 연구자가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작가별로 균형있게 서술된 것도 드물고, 무엇보다도
기본적 정보 중심이 아니라 이슈 중심의 서술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템플렛을 도입했다. 조사할 항목을 제시해 준 것이다.
템플렛이 없다면 학생들마다 각기 다른 형식의 결과물이 제출될 것이 뻔했다.
표준화된 템플렛을 사용하여 조사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모든 연구 결과가 동일한
체계와 형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생 간의 서술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연구자가 여러 작가를 연구할 때에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백과사전류의 인물 정보의 기술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았다. 13 백과사전의 경우, 편집자는 인물 항목을 완성하기 위하여 먼저
집필 대상 인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필자를 선정하고,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집필할
것인지를 정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
구성을 제시한다. 14 (1) 정의, (2) 개설, (3) 생애 및 활동사항, (4) 참고문헌
그런데 이러한 항목 구성 자체부터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념이나 사건, 사물이
아닌 항목에 대해 (1) 정의(definition)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 적합하지 않고, (2)
개설의 경우는 (3)의 내용을 요약한 정보에 불과하다. 핵심은 (3) 생애 및
활동사항인데, 대부분은 편년체의 서술 방식으로 기술된다. 즉 태어난 해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주요 활동을 서술하고, 끝에는 인물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덧붙이는
식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매우 권위 있는 사전이나, 실상은 항목의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관성도 부족하여 서술의
체계, 서술의 깊이 등에 인물 항목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13

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정보센터를 설립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인물 정보의
디지털화에 참여한 바 있다.

14

집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이 단지 이와 같은 서술 체계만 제시한다. 집필자는 다른 인물에
관한 기존 기술을 참고하며 집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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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5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 연구의 템플렛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 정보의 분류와
체계 및 기존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세 분야로 분류해 보았다.
§

가지고 태어난 것: 가계와 가문, 태어난 곳과 때, 사망한 곳과 때, 신체

상태, 외모 등
§

태어나서 얻은 것: 교육, 사회활동, 문단활동, 등단, 작품 발표, 작품집

발간, 수상 내역 등
작가에 대한 평가: 작가론, 사전의 기술 내용 등

§

이러한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템플렛을 만들었다. 16

표 1 작가 연구 기초 조사 템플렛
1. 전기적 사실 (시작품 중에서는 ‘자화상’ 관련 작품의 본문을 인용, 수필 등에 표현된 작가의
이미지 텍스트를 인용)

15

｢위키피디어(wikipedia)｣ 등의 개방형 사전은 위 사전과는 확연히 다른 편집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사전에서는 인물의 중요성을 따지지는 않고 인물에 관한 정보만큼은 가능한 한 충분하게
제공한다.

16

연구

발표문

작성

요령

(연구

발표문은

조사

내용과

그

체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템플렛(template)이라고 할 수 있음.)
1. 첫머리 (표제지)
1.1 제목 및 부제
1.1.1 제목은 연구대상 작가론으로 정함 (예: 김소월론, 김소월 연구, 소월의 문학세계)
1.1.2 부제는 연구대상 작가의 문학세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함축적인 표현 (예: 이별과 정한의
시인, 토착 정서의 보편화 실현)
1.2 발표자명과 발표 일자 (전공, 학위과정, 인적 정보, 발표 일자)
1.3 간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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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존 당대의 상황

1.4 정신적 특성

- 시대사적(정치적) 환경

- 사상 관계와 참여 정도

- 문화적 환경

- 종교 관계와 신앙 정도

- 지리적 환경

- 인격 및 정서적 특성
- 가치관과 세계관

1.2 출생 및 가족, 가문 관계

1.5 신체적 특성

- 출생 정보
* 성별(남/녀), 출생순서(０남０녀 중

- 신장, 체중

몇째)

- 외모의 특징

- 가족과 가문의 배경

- 질병 (질병명, 병의 정도, 질환의 기간

* 본관(本貫)

등)

* 부모, 형제, 주요 친척

1.6 경제적 여건
- 생업, 직업 관계(전업 작가 여부)

* 선대(先代)의 주요 인물, 그와의 관계

- 재산 상황(동산과 부동산, 고정 수입

- 이름과 호칭
*

본명,

아호,

아명,

별칭,

필명,

(일본명)

등)
1.7 사회적 활동 및 기타

- 혼인 관계

- 대외 활동

* 처가의 배경 등

* 사회단체, 정치 활동 등

1.3 교육과 지식의 배경

- 교우 관계 (문학인을 제외한)

- 학교 교육 및 비공식적 교육(서당 등)
* 학교 명칭, 재학 기간

- 취미 생활 (취미와 문학 활동과의 관계)
1.8 거주 경력
- 출생 이후의 거주지와 이주 배경

* 학교에서의 활동, 성적, 수강 과목
* 가르친 선생과 그 영향

1.9 사망

- 사숙의 대상 및 기타 영향 받은 인물

- 사망 일자 및 향년, 사망 장소

- 독서 경향과 즐겨 읽은 책

- 사인(死因)
- 묘소

2. 문학적 생애 (작가에 문학적 활동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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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품 활동

2.2 문단 활동

- 습작기의 활동

- 문예사조 상의 유파

- 등단 관련 정보

- 동인 활동, 가입 문학단체 및 역할

*

등단

작품명),

형식:

잡지

신춘문예(저널명,

추천(추천자,

- 교유 관계의 문학인

저널명,

작품명), 작품집 출판 및 기타

- 문학인 후진 양성(제자), 추천 활동
2.3 주요 저작 장르 외의 기타 문필 활동

- 작품 발표 내역

- 일기, 서신 등

* 작품 발표 목록 작성

- 문학 관련 연구 및 평론 활동

* 작품의 세부 장르 및 특징

- 다른 종류의 기고 활동

- 작품집 출판 내역
*

목록

작성(서지

2.4 기타 활동
정보:

책이름,

- 수상 내역

저자명, 저역, 출판사, 출판일)

- 작품집 판매 정보

* 재판의 정보 포함 (인쇄 정보는 제외)

- 위에 기재하지 않은 문학 관련 정보

3. 작품 세계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 정보)
3.3 시기 구분 (기존의 시기 구분 조사 및

3.1 대표적인 작품 소개

연구자의 의견)

- 대표작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 작품집 출판에 의한 구분

3.2 전반적인 특징
-

일관성과

변화성

(주제,

- 시대사(정치사)적인 구분

제재,

문학정신, 창작 방법 등)

- 개인의 생애사적인 구분
3.4 각 시기별 작품 세계
- 작품의 특징
- 시기별 대표작 선정 소개

4. 주요 연구 업적 및 연구사

(작가 연구에 대한 메타 연구)

4.1 연구의 역사

4.5 문학사적인 위치와 평가

- 연구자의 관점, 입장에 따른 정리

- 기존 연구에서의 평가 소개

4.2 대표적 연구 업적 소개

- 당대의 평가와 후대의 평가

4.3 연구의 가능성 제시

- 기존의 평가 중에 엇갈리는 쟁점 소개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후속 과제 내용

4.6 발표자의 작가에 대한 의견

서술
4.4 사전적 정보
- 문학사전, 문인사전, 백과사전
5. 참고 문헌과 자료
5.1 연구 발표문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고한

5.4 기타 작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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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자전적인 글

-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터넷 웹사이트

- 작가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등

-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5.2 작품집 관련 자료 및 목록 소개
- 작가 연보(年譜)
- 전집 출판 사항
5.3 작가론 관련 자료
- 작가론 관련 주요 서적
- 작가론 학위 논문 및 개별 논문
- 작가 평전, 작가를 모델로 한 소설이나
영화 등

이 템플렛을 활용하여 조사하면 인물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이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조사는 이 표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고, 편의에 따라서 조사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

조사 항목을 표준화하였으므로, 그 결과물을 곧바로 인물정보의 DB에

적용시킬 수 있다.
§

하나의 항목을 여러 명의 조사자가 집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명의 인물을

조사할 때 집필자마다 전문화된 조사항목을 전담하게 할 수도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작가론의 방법을 비난할 수도 있다. 자료조사는 학문의 차원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말이다. 인문학을 매우 고상한 것이며, 성스러운(sacred)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자료조사와 같이 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이러한 기초적인 일을 세속적인(secular) 활동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사된 자료를 DB화하여 검색 시스템을 붙여서 인터넷으로 출판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환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 이러한 노력과 그 결과물을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17

17

그렇기에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2008~2018)의 결과물은 이미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58권의 조사결과를 책으로 출판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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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의 의무와 목표를 반성함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로써 든든한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작가론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작가론을 쓴다면서 애매하고
모호한 용어들을 충분한 증거도 없이 나열하는 것을 결코 학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18 언어 능력을 일정 수준 정도 갖춘 대학생이라면 작가론 수업을 듣고 나서
웬만한 수준의 작가론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작가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이 작가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학의 의무이고,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예술의 한 종류인 음악에서의 교육 방식은 문학에서도 참고할 바가 있다. 그중
피아노 교습의 경우를 보자. 그야말로 천재급 피아니스트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피아니스트들은 바이엘(Beyer)에서 시작하여, 체르니(Czerny)
100번과 하농(Hanon), 그리고 체르니 30번 식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 이름들은 피아노 교육가의 이름이고 그들은 정교하게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도로를 닦아 놓았다. 헝가리 음악가인 코다이(Kordály Zoltán)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
창안한 코다이 메소드(Kordály Method)는 아이들이 음악과 노래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음악교육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필자는 문학에도 이러한 교육체계가 가능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실 한국문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영문학의 경우 C. 브룩스와 R.P. 워렌이 1938년에 펴낸
‘Understanding Poetry’ 같은 대학 교재는, 형식주의적인 관점에 의하여 시의 각
요소와 장치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과 예증 및 문제 풀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
텍스트의 분석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19
한국의 경우, 많은 시론 교과서가 어떻게 시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저자가 시에 관해서 연구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달통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시 분석을 할 길이 없다. 20 따라서 필자는 모든
문학 교육의 교과목에서 필자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템플렛을 제시한다든가, 분석의

18

그러한 글 중에 어떤 것은 평론문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19

소설에 대해서는 ‘Understanding Fiction’이 출판되어 있다.

20

사실은 시 텍스트 분석의 전단계로서 언어 분석에서부터 학생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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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법 및 정리 등에 관한 타당한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하고, 모든 절차에는
실제 분석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

8.

문학의 말뭉치를 구축함

문학 전공자들이나 일반인들은 ‘국문과’라는 명칭을 선호하지만,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국어국문학과’라 되어 있다. 한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문학은 어학을,
어학은 문학을 경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과 어학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어의 최고의 쓰임새는 문학작품에서라고 할 수 있고, 문학
연구에서 언어를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가 없다. 문학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더욱 그렇다.
오늘날 언어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문예학은 터덕거리고 있다. 국어학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는 소위 말뭉치라고 하는 언어 코퍼스(linguistic corpus)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장되었다. 말뭉치는 언어학 연구뿐 아니라 자연언어처리의 주요
자원이 되고 있고, 오늘날에는 특히 인공지능(AI)에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연구
자원이다.

이러한

쓰임새에

부응하여

말뭉치’(corpus.korean.go.kr)라는

사이트를

한국의
통해서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구축한

‘모두의
코퍼스를

서비스하고 있고, 이를 매년 확충하며 그 품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말뭉치를 다루는
도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코퍼스에 문학 텍스트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를 문학
연구에 활용한 것은 거의 보기 힘들다. 물론 현상태에서는 문학 연구에 충분한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는 핑계가 통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필자는 연구자로서의 생애
내내, 문학 자료의 코퍼스 구축에 매진해 왔다. 이에 필자가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문학 코퍼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속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문학
코퍼스를 구축했다. 개인 연구보다는 보편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구축하여 그
결과물을 학계에 환원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이 문학 자료 코퍼스는 일단
장르별로, 즉 현대시와 신소설 그리고 현대소설 코퍼스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그동안에도

연구

결과를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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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로 그 모두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1) 문학 텍스트의 검색 서비스를 위한 이상적인 자료 구조를 재검토한다.
(1)-1: 기존의 분석 코퍼스의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2)-2: 분석 코퍼스의 구조에 원시 코퍼스(기초 코퍼스, raw corpus)를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 한국현대소설 및 한국신소설 어휘 분석 코퍼스(210만 어절 규모로 현재
시범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중임)를 위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한다.
(3) 한국현대시 어휘 분석 코퍼스(60만 어절 규모로 2000년대 초반에 CD-ROM
판으로 개발된 바 있음)을 위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특히 동음이의어 분석에
적용한 첨자 체계를 현행 체계로 재편집한다.
(4) 이러한 코퍼스 3종(신소설, 현대소설, 현대시 등 270만)을 통합하고,
현대소설의 미분석 기초 코퍼스(1,000만 어절 예상)를 DB에 탑재한다.
(5) 인터넷 검색 서비스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계에 제공한다.
(5)-1: 2019년도에 개발한 “17세기 국어사전 온라인 검색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5)-2: 현재 “17세기 국어사전 온라인 검색 시스템”은 연구자의 PC에 서버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을 위해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를 도입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그림 1 ‘17세기 국어사전’ 사이트에서의 현대소설과 신소설 검색 화면

이 과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다.
(1) 자료의 균질화
현대시, 신소설, 현대소설의 코퍼스는 서로 다른 시기에 수행된 것으로서, 가급적
데이터의 표현과 구조의 설계를 일관되게 한다는 전략으로 추진되었으나, 구축된
데이터의 구조나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과제 수행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 데이터의 표현 및 구조화를 했다. 그런데

동음이의어 분석의 준거 자료가 된 국립국어원 표준사전의 첨자(superscript)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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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어서, 자연히 문학 코퍼스의 정보에도 편차가 생기게 되었다.
§

한글 코드 체계의 경우, 현대시 코퍼스부터 유니코드를 적용함으로써 그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니 현행 한글은 표현에 문제가 없다. 다만 옛한글의
경우

입력도구로

사용한

<ᄒᆞᆫ글>의

코드체계에

따라

당초에는

완성형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자료에서는 조합형이 적용되어, 이것 역시 표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품사기호의 경우에도 현대시에서는 한 글자의 알파벳 문자로 표현하였으나,

현대소설과 신소설의 경우는 두 글자의 알파벳 문자로 표현하였다.
§

문학

코퍼스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동음이의어

분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하여 다의어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
따라서 코퍼스별로 분석 기준이 달리 적용된 것들이 있다.

(2) DB의 구조 설계
정보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문학코퍼스는 다음 다섯 개의 테이블로 구성한다.
§

어휘사전 정보: 어휘사전 테이블은 문학코퍼스에 등장하는 어휘에 대한

사전적 뜻풀이를 기술해 놓은 정보이다. 이 테이블의 하위 요소로 다음과 같은
칼럼을 포함한다: 표제어 ID(다른 테이블과의 자료 연결을 위한 키), 표제어,
표제어의 원어(한자, 영어 등), 표제어 뜻풀이, 표제어의 품사 등. 이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인용한다.

표 2 어휘사전 정보 구성
항목
(1) 표제어ID(필수):
(2)
표제어(기본형)(필수):

설명

비고

향후 DB간 정보 교환용 ID로

특히

사용됨.

구분용으로도 활용될 것임.

사전 표기 대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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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연 언어사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기체계를 따름.
다만 용언의 타동형과 자동형은
구분하지

(3) 품사(필수):

알파벳

2글자로

된

품사기호로 표시함.

않음.

명사(ng),

대명사(np),

고유명사(nm),

수사(nr),

의존명사(nb),

동사(vv),

형용사(va),

보조동사(vx), 보조형용사(vz),
부사(ma),

관형사(mm),

감탄사(ic),

접미사(xs),

접두사(xp),

어근(xr),

조사(jk),

기타(ee).

이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표기와 매우
유사하며, 상호 호환 가능함.
(4) 간단한 의미(필수):

(5) 참고어(선택):

표준사전의

뜻풀이

간략

인용.

향후

타기관의

OpenAPI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이 사전 내에 있는 참고어를
지시함.

§
§

문맥용례 정보: 이것은 문학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어휘

단위의 KWIC 색인 형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는 표제어 ID, 활용형, 출처,
작가, 연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표제어 ID에는 품사와 동음이의어 분석 등의 분석
정보가 포함된다.
§
표 3 문맥 용례 정보 구성
항목
(1) 표제어ID(필수):
(2) 용례 키워드(필수):
(3) 용례의 본문(필수):

(4) 용례의 출전(필수):

설명

비고

향후 DB간 정보 교환용 ID로
사용됨.
용례 중 활용형 키워드.
용례의 앞뒤에

있는

일정

길이의 본문.
인쇄본의

용례는 문장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

약호를

출전 표기.

적용한

작품정보에는 약호와 긴이름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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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헌의 시기(필수):

(6) 문헌의 작자(필수):

출전 문헌의 간행연도 표기.
한글로 적되, 미상인 경우는
“미상”으로 표기.

서기력으로 4자리로 표현
동일 인명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이름 뒤에 A,B,C 등을 붙여
구분함.

§
§

작가 정보: 작가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포함된다. 생몰년, 데뷔작, 주요작품,

주요활동, 문예사조상 특징 등. 아울러서 작가에 대한 정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당

정보의

링크를

제공한다.

작가

정보의

경우

동명이인이 있으면, 한글 이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하기로 한다.
§

작품 정보: 작품 제목(원문 표현, 한글 표현), 발표 연도, 수록 작품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원문 이미지 정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신소설 코퍼스에 한하여 원문

이미지를 제공한다. 인쇄본을 스캔하여 jpg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로 작품별 폴더에
저장한다.

그림 2 정보 테이블의 구성

어휘사전

용

D

정보

례

B
원문
이미지

작품
정보

작가
정보

이 방식으로 구성된 용례 정보 실례를 ‘신소설DB’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신소설DB의 검색 사례
검색어 : 바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기본형 : 바지저고리00ng (검색어를 부문자열substring로 하는 어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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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①바지와 저고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주견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③‘촌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기본형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
용례: 활용형

용례 <작품명>

바지젹우리만

네는 바지젹우리만 니나 <요지경_042>
물을 길엇소 쌀을 쓸엇소 그짓 바지져고리 두어 벌을 못다 지어 노아
<고목화_085:11>

바지져고리

홀ㅅ족 목라 바지져고리에 줌억 덩이 갓흔 연통을 물엇스니 그 흉참
모양과 완 거동은 로동자가 안이면 남의 집 하예라 <비행선_015>

바지져고리에

등불 빗취 속으로 어른어른 놈들은 모다 갈 바지져고리에 감발들을
졍이지 고 <금강문_113>

바지져고리에

(3) 기초 문학 코퍼스의 확충
§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문학작품 텍스트에 대한 분석 코퍼스를

균질화하는 한편, 아직 분석되지 않은 문학 코퍼스(Raw Corpus)의 탑재 방안도
연구한다. 시범적으로 약 1,000만 어절 규모의 문학 코퍼스(주로 한국현대소설)를
선정하여 탑재한다.
§

이 텍스트는 (시간이나 예산 상의 제약으로) 새로 입력되는 것은 아니고

기입력되어 학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텍스트로 구성된다. 물론 원전 확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텍스트이다. 따라서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검색 결과물에 기초
코퍼스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향후 이 기초코퍼스는 언어처리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 분석을 통해

분석 코퍼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로, 분석 문학코퍼스 270만 어절과 기초코퍼스 약 1000만 어절이
구축된다. 아울러 이러한 코퍼스를 DB화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웹

서비스를

통해서는

제한

없이

연구자와

학생

및

일반인까지도 문학 어휘와 그 쓰임새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어휘사전에서 부족한 어휘 용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사전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45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이번 연구에서 개발되는 문학코퍼스 정보검색 시스템은 향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학 어휘 검색 시스템의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추가로 개발되는
문학코퍼스는 이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게 되므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검색 시스템에서 얻은 결과물을 연구자가 자신의 PC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논문과 저작에 손쉽게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의 지능적 검색을
지원함으로써 문학 어휘와 작품 및 작가의 문체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연구의 결과물은 단행본 종이책이 아닌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웹 출판물이 된다. 이 자료는 학계나 일반인들이 무료로 무제한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9.

전산처리와 계량적 방법론의 적용

이러한 대규모 언어자원에 대하여 문학 연구의 범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필자의

『현대시와

문학통계학』(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21 은 이러한 문학 텍스트(특히 시
텍스트)에 대한 분석 말뭉치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책이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현대시와 문학통계학(김병선)

표 5 『현대시와 문학통계학』(김병선)의 목차

21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2016년)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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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텍스트의 계량과 컴퓨터
제2장 텍스트의 정규화와 원본 확정
제3장 텍스트의 계산과 어휘 조사
제4장 텍스트의 자료 구조
제5장 용례색인과 어휘의 지식화
제6장 어휘의 고유성과 문체
제7장 어휘의 유사성과 문체
제8장 텍스트 크기의 계량
제9장 어휘의 연쇄와 통사 구조의 계량

이 책의 전반부는 코퍼스의 구축과 전산처리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고, 후반부는
마치 언어학의 저서와 같은 체계로, 문체 연구 방법론, 문학 텍스트의 통사적 구조,
의미적 분류, 통시적 고찰 등을 다루었다. 문학 텍스트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는 필독서가 되겠고, 문학 또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컴퓨터
처리를 통한 텍스트 연구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22
다음으로 필자는 2019년에 2년 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모노그라프 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데, 그 제목은 “인문자료 디지털화의 이론과 실제 ―구비문학 자료의
수집과 온라인 출판을 중심으로―”이다. 이 과제는 집필이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
출판을 위한 편집 과정에 있다. 23 그 내용은 다음의 목차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 『인문자료 디지털화의 이론과 실제(가제)』의 목차

22

필자의 대학원 제자들은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23

책이 출판될 때는 다른 제목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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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출판된 책의 디지털화
3. 자료의 표준화와 제목의 정비
4. 본문의 데이터화
5. 멀티미디어 자료의 데이터화
6. 디지털 조사와 웹 퍼플리싱
7. 자료의 획득과 데이터 구성
8. 자료의 계량과 분석

이

책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80년대에

수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사업’의 결과물(전 83권의 책으로 출판됨)과, 2008~2018년에 그에 이어서
수행된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디지털화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그 후속 과제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1980년대의
1차 조사사업의 결과물의 디지털화 과제 책임을 맡았었고, 2000년대의 개정증보
사업에서는 사업 전체의 책임자 겸 디지털 편찬 분야의 책임자로서 디지털 조사
과정을 이끈 바 있다. 이 책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대한 백서(白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비문학 자료의 연구를 위한 일종의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는 한국(정확히는 한반도의 남쪽)의 구비문학을 채집, 채록,
정리,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구비누리 사이트(gubi.aks.ac.kr)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된 구비문학 자료의 음원, 관련 사진 등을 함께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비스는 이미 한국과 국제적인 구비문학자들에 의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그림 4 구비누리 웹사이트(‘호랑이’로 검색)

48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현재 일차 조사 자료의 일부 텍스트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전체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현재의 웹 서비스와는 별도로, 전체 자료의 디지털 파일을 학계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파일이 공개된다면 구비문학의 연구(현재는 침체 상태에 있는)에 새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권 사이의 비교문학적인 연구에는 많은
주제를 던져줄 것이다.

10.

새 시대에 사과나무를 심자

이 세기의 문화는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의 모든 문화의 현장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가지게 되었다. 근대의 총아이던 문학과 문예학은 아날로그의 쇠락과 함께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예술적 표현성은 단순한 문자적 매체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으며,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창작이 단일 매체의 창작물을 흡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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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서인지 한국의 많은 국어국문학과들이 문화콘텐츠 계열의 전공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면서
문학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문자적 정보는
시각적, 영상적 정보에 밀려 버리고 말았다. 당초에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뒤적거리던
정보검색마저도 이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창작적 능력마저도 컴퓨터에게 자리를 내줄
처지에 있다. 컴퓨터로 쓰는 문학이 아니라, 컴퓨터가 창작한 문학이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이대로 발전한다면, 문학 교육의 자리에 경험 많은 교사들이 아니라
최고의 지능과 정보를 갖춘 로봇이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통로(channel)에 적응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창작물의
창작이나 유통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문학 연구자, 문학 교육자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필자는 여기에 대해 대답할 능력이 없다. 다만 자료로서의 문학의 데이터를
충실하게 다루고, 학문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엄밀하게 적용함으로써, 문학 자료의
연구는 물론이고 문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자는 권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초적 연구를 충실히 하다 보면, 그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문학의 연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빅데이터(big data)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문학의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왔더라면 빅데이터의 시대에도 문학은, 문학
연구는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새
시대에도 빛을 내는 연구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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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literary study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t, based on my experience devoted to literary research and
education. First, the ambiguity of the term 'literature' is analyzed, and it
is considered to have hindered literary research. I argue that literature as a
discipline should have the validity of scientific methodologie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corpus in literature research, and the
results of my research are introduced as a tool to analyze the corpus.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literature research should open up a new path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rapid digital paradigm of society.
Keywords: concept of literature, literary corpus, quantitativ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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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한국학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

호사카 유지 1

들어가며
본인은 타이완 한국학이 특히 사회학으로서 나아갈 방향으로 그 기초에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타이완과 조선의 비교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제의
타이완, 조선 지배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타이완과 한국의 차이를 관찰하는 연구
가 가능하다. 타이완과 일본은 현재 우호관계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렇지 못
한다. 그 근본적 요인을 식민지시대로부터 찾는 연구를 수행하면 현재의 한일관
계, 타이완-한국 관계 등 국제관계에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
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연구도 이어서 가능하다.

(1) 해방 이후의 타이완과 한국의 발전 비교 연구
(2) 타이완-일본관계와 한일관계 비교연구
(3) 미중일의 타이완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비교연구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타이완과 조선의 비교 연구>를 “일제에 의한 타
이완 동화정책-일제의 한국지배와 비교해서-”라는 제목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본문: 일제에 의한 타이완 동화정책-일제의 한국지배와 비교해서-

일제가 1895년 타이완을 영유했을 때, 타이완에 최초로 실시한 정책은 일
제에 의한 타이완영유를 타이완주민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드는 정책이었다. 당
시 일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 타이완주민의 신분은 청국
국민이지만, 2년 이내에 타이완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일
본신민이 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은 일제가 한국을 합병했을 때는 없었
던 법이다. 그런 면에서 일제에 의한 타이완 통치는 한국통치보다 주민에 대한
자율성이 나은 면이 있었다.

1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
원재단 이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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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완에 대한 일제의 무관 총독시대(1895-1919)
청일전쟁의 결과, 청국으로부터 타이완을 할양(割譲)받은 일본은, 1895년
6월 타이베이에서 타이완총독부 시정식을 거행하여, 식민지통치에 들어갔다. 당
초 주민들의 저항이 심해서, 일본은 타이완 총독취임 자격을 육・해군의 대장,
혹은 중장에 한정했다.
이런 타이완에 대한 일제의 무관 총독시대는 1919년 8월의 관제개혁으로
인해 총독임용자격을 육・해군 무관에 한정시킨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종식되었다.
이후 타이완에서는 군인이 아닌 문관총독시대가 되었다. 조선총독이 모두 무관이
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타이완총독이 쥐고 있던 軍権도 타이완군 사령관에게
이행되었고, 총독에게는 사령관에 대한 병력사용 청구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타
이완총독부의 기구에서 군령기구, 군정기구가 분리되어 총독부는 민정기관으로서
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첫 번째 실험장이었던 타이완에서는 당초 철저한 동
화정책은 실시되지 않았고, 점진적 절충주의를 채택했다. 청국 시대의 書房 교육
등 전통적인 학교형태를 온존시키면서, 타이완인 교육을 위한 공학교와 선주민
(高砂族)을 위한 蕃童 공학교를 설치하여, 언어동화의 방침을 진행시켰다.
타이완 총독 고다마겐타로(児玉源太郎)는 「타이완에 살고 있는 민족은
아시다시피 漢人種입니다. 타이완은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
는 안 됩니다.(『律令議事録』, p.170) 2 라면서 타이완은 같은 글자를 쓰는 같은
인종이라는 인식을 피력했다. 그리고 1895년 타이완영유 당시 타이완사무국 의원
이었던 하라케이(原敬)는 “타이완문제 2안”이라는 문서 속에서 「타이완은 내
지와 다소 제도를 달리하지만, 타이완을 식민지의 종류로 간주하지 않는다」3고
주장하여, 타이완에 대한 점진적 내지연장주의를 주장했다. 이런 점은 일제의 조
선 지배와 동일하다. 그리고 일본의 타이완 통치는 「유럽제국이 異人種을 지배
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을 달리한다」 4고 하여, 일본의 타이완지배가 이인종에
대한 차별적 지배가 아니고 동종에 대한 동화적 통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타이완에 대한 민족정책의 기조는 동화정책이라고 하면서
타이완통치는 시작되었으나, 1918년까지는 타이완에서 본격적인 동화정책이 실시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이 식민지 통치 경험이 없었고, 조선 동화의 이론적 무
기인‘일선동조론’과 같은 강력한 동화 이데올로기가 타이완에서는 없었기 때문
이다. 단지 ‘동문동종’이라는 슬로건만으로 중국민족을 동화시키기에는 이데올
로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역부족이었다.
타이완 영유 8년을 경과한 1903년에도 타이완총독부는 타이완인의 교육에
대하여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총독부 민정장관 고토신페이(後藤新平)

2

中村哲、『植民地統治法の基本問題』、p.111、日本評論社、1943.

3

위의 책、p.111－p.112.

4

위의 책、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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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해 「식민지교육의 방침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아직 방침을 확립하
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고, 식민정책학자 토고미노루(東郷実)는 1916년에 「타
이완통치의 근본적 주의는 아직 불분명하다, 영유 이래 20년이지만 확고한 통치
의 주의나 방침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타이완에서 공식
적으로 동화정책이 내걸려지게 된 시기는 1918년 제7대 아카시(明石)총독이 처음
이었다. 5
타이완에 대한 통치는 유럽의 식민지정책의 영향으로, 그 초기에는 동화
정책이라기보다 ‘우민화정책’적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1918년에는 종래 6
년이었던 공학교의 수업 년수를 4년으로 단축하려고 했다. 6
이러한 경향은 타이완에서의 동화정책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생긴 것이다. 즉
타미족을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키는 민족동화정책은 타이완보다 조선에서 먼저 시
작되었다.

2. 제국의회에서의 동화주의 논쟁
1906년의 제21회 의회에서 가쓰라타로(桂太郎) 수상은 타이완통치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지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하느냐 식민지로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물론 식민지입니다. 내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律令議事録』, p.194)」 7 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하여 야당 측이
격렬하게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이완을 식민지로 하겠다는 것을 총리대신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발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메이지) 28년(1895)에 馬関条約에서 얻은 이 타이완은 제국
의 식민지라는 것을 현 내각 총리대신이 명기하신 한마디에는 우리들 의원으로서
실로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청일전쟁 후, 전후 경영이라는 당시에도
나는 (중략) 타이완을 식민지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내각인사로부터도 들은 바
없고. (중략) 타이완을 식민지로 하겠다고 언제 내각은 그러한 사항을 (중략) 방침
을 세우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특히 그 땅을 우리 영토로 하고 그 인민을 우리
영토민으로서 모국(=일본 : 필자 주)에 동화시켜 皇化의 은혜를 입히겠다는 것이
馬関조약 이래로 정해진 것(=방침 : 필자 주)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守屋比助의원의 질문,『律令議事録』, p.196) 8

이 발언은 타이완에 대한 당초의 통치방법이 동화주의에 있었는데, 왜 수상

5

若槻泰雄、『韓国朝鮮と日本人』、p.89、原書房、1989.

6

위의 책、p.90.

7

中村哲、『植民地統治法の基本問題』、p.109、日本評論社、1943.

8

위의 책、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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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을 바꾸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취급하겠다고 하느냐는 공격이었다. 이런
통치논리는 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일본정부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총리대신이 위원회에서 식민지로 취급한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여러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학자로 하여금 정의 내리게 하면, 식민지라는 말에
대하여는 정의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타이완에서는 내지와 같은 제도
를 시행할 수는 없고,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처음
부터 시행되었던 방침입니다.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식민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一木喜徳郎정부의원의 답변,『律令議事録』, p.210) 9

이 발언은 ‘점진적 내지 연장주의’의 입장을 표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타이완을 내지와 같은 법이나 제도로 통치한다는 것이 타이완 통치의 목표이
지만, 타이완인의 민조(民度)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는, 그 민도에
알맞은 제도, 법,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것이 조선에 대한 통치방침
과 같은 것이고, 조선의 경우 타이완의 경험을 토대로 무단통치나 점진적 내지
연장주의가 시행되었다.
타이완 통치 초기를 보면, 일본이 식민통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식
의 식민지 통치방식을 도입하여 사실상 차별정책을 펴고 있었고, ‘점진적 내지
연장주의’는 구호에 지니지 않았다는 것이 실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동화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세력은 일본의 정당세력들이었다.

3. 동화정책의 시작(1919-1931)
1914년 정우회(政友会) 총재가 된 하라케이(原敬)는 정우회 단독으로 정
권 획득을 목표로 했는데, 마침내 1918년 전형적인 정당내각인 하라(原)내각을
조직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타이완통치도 정당 정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정당세
력이 주장해 온 타이완에서의 동화정책이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1919년 1월 4일, 아카시모토지로(明石元二郎) 총독 하에서 「타이완 교육
령」이 공포되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칙령으로 공포되어, 타이완에서의
타이완인의 교육에 대한 시행이 명문화되었다. 교육칙어(教育勅語)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통, 실업, 전문, 사범교육의 네 가지 영
역으로 구성되었는데, 내용상 내지인에 대한 교육과 차별을 두었다.
이후 무관총독제도가 폐지되어, 타이완에서의 첫 번째 문관 총독이 된 덴
켄지로(田建次郎)는 타이완 통치에 대하여 「타이완인을 교화하여 순수 일본인으
로 만드는 대방침」을 하라 수상에게 제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종래 회피해 온

9

위의 책、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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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정책을 실행했다. 1920년 2월 6일에는 새로운 타이완교육령이 칙령(勅令) 제
20호로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896년 법률63호로 시행되었고, 소위 六三問題를 야기시켰던, 「타이완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안」은 그 후 1906년 법률31호로, 1921년에는 법률
3호로 점차 개정되었다. 그 전체문장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법률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타이완에 시행하기를 요하는 것은 칙령에 의해 이
것을 정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관청 혹은 公書의 직권, 법률상의 기간, 기타의 사항에 관하
여 타이완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칙령에 의
해 특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조

타이완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인데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 혹은

전조의 규정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에 관해서는 타이완의 특수한 사정에 맞춰 필
요한 경우에 한해 타이완총독의 명령에 의해 이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전조의 명령은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 임시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타이완총독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즉시
제2조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발동한 명령은 공포 후 즉시 칙재를 요청해야 한다, 칙재를 얻
을 수 없을 때는 타이완 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5조 본법에 의해 타이완총독이 발동한 명령은 타이완에 시행되는 법률 및 칙령
에 위반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률3호의 특징은 그 때까지의 법률63호와 31호가 중심적으로 인
정한 ‘총독의 명령권’ 즉 ‘율령권(律令権)’을 약화시키고 ‘칙령(勅令)’에
의해 법률을 정하는 면을 강화한 점이다. 즉 이 법률3호에 의하여 총독의 입법권
이 약화되어, 내지의 법률이 그대로 타이완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법령상 내지연장주의 구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조선에 시행
된 법률, 즉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과 다른 점이다. 조선에서
는 일본이 패전하여 식민지지배가 종식될 때까지 총독의 입법권 즉 ‘제령권’은
가장 강한 권한으로 남았다.
타이완 통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내의 정치적 권력구도의 영향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게 되었다.
덴(田)총독은 내지연장주의를 기조로 하여, 인재등용, 内台 결혼장려, 内台
共学制, 공영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1923년 4월에는 일본 식민지 통치사상
유일한 황태자(=후의 쇼와천황) 행계(行啓=황가에서 직접 방문하는 일)가 실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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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은 일본 내지와 같은 법 제도를 점차 시행하여, 장래에는 헌
법이 완전히 시행되는 지역으로 하겠다는 하라(原)-덴(田)의 ‘점진적 내지연장
주의’ 방침에 입각하여 실시되었다.

4. 만주사변 후의 동화정책(1931-1945)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난 후의 타이완에 대한 일제의 동화정책은, 총력전 체제
구축을 위한 공업화와 물적・인적자원의 수탈강화 방침에 따라 강화되었고, 1937
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는 관제 「황민화운동」에 의해 극단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에서의 식민지 정책 실시 방식과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창
씨개명에 해당되는, 「개성명(改姓名)」, 신사참배 강요, 일본어의 상용 등 민족
성의 말살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창씨개명 중 창씨(創氏)는 강제
였던 것에 비해, 타이완의 「개성명(改姓名)」은 허가제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상으로 보듯이, 영유로부터 1919년까지는 주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
고 있었던 일제의 타이완 통치는, 조선에서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조선을 본
따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민족동화정책에서도 외지 이민족으로서 조선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타이완 통치에는 조선에서의 「일선동조론」
과 같은 강력한 동화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과 중국은 「동종
동문(同種同文)」이라고는 했으나, 그것은 강력한 동화 이데올로기가 되지는 못
했다. 그래서 타이완의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타이완 학자들이 나타나기
도 했다. 타이완의 진곤수(陳昆樹)는 다음과 같이 타이완의 동화불가능을 주장한
다.

(ㄱ) 타이완인의 92%는 漢民族이다. 한민족과 같이 역사적으로 문화를 가지고, 비
교적 다수인 민족인 경우는 동화주의정책으로도 민족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ㄴ) 외국에서 한민족은 소수라고 해도 특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내의 中華街는 한민족이 쉽게 동화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ㄷ) 일본식이 반드시 우수한 것은 아니다. 주택은 문화적이지 못하고 요리는 원시
적 요소가 많다.
(ㄹ) 중화민국의 상속법은 남녀 평등법이지만 일본은 여자 차별법이다. 그런 면에
서 중화민국이 서구와 같고 일본보다 우수하다.
(ㅁ) 일어의 보급과 동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어와 타이완의 언어는 구어법을 달
리하기에 동화, 혼화(混化)되지 않는다. 10

10

陳昆樹、『台湾統治問題』、p.67、実文堂書店、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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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의 주장처럼, 동화이데올로기가 약하다는 이유로, 일본의 동화주의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이 조선과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타이완과 조선에 대한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을
타이완인의 90%가 漢民族이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중국본토에서 중국
과 전쟁을 지르고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가능한 한 타이완인의 민족의식을 자극
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예를 들면 조선에서는 国史교과서를 조선총독부가 편
찬하였는데, 타이완에서는 일본 문부성이 편찬한 『初等科 国史』를 타이완의 모
든 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11 말하자면 타이완에서의 동화이데올로기
교육은 중국적인 민족성을 부정하는 일을 되도록 피하면서 진행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동화이데올로기는 중국적인 면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의
중요부분 중 하나였다. 미나미 조선총독시대의 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시오바라
토키사부로(塩原時三郎)는 “이상은 조선인의 일본인화이다. (중략) 한마디로 말
하면, 일본인을 중국화한 것이 조선인이므로 그 중국화를 벗겨내고, 본래의 일본
인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12 라고 말했다. 즉 타이완에서는 중국적인 것을 부정하
지 않은 채 황민화교육을 실시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먼저 조선인의 중국적
인 내용을 부정하고나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그 위에 황민화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타이완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은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본내지의 법률이 타이완에
잘 반영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타이완에서의 황민화교육과
정책은 일본내지의 교육과 정책에 매우 가까운 상태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조선
에서의 황민화정책이 일본 내지 보다 여러 면에서 강력하고 무리가 가는 내용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즉 타이완과 조선의 민족동화정책에는
강도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맺음말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비교할 때 타이완과 조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는 타이완민족을 한(漢)민족으로 보고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
는데 비해 일제는 조선민족을 일본과 같은 동족으로 봤다는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다.
조선에서는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이 조선이 같다는 일선동조론을 기초로
조선인으로부터 중국적 요소를 제외하면 일본인이 된다는 잘못한 이념을 만들어
냈고 그 결과 조선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은 가차 없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
나 타이완민족은 원래 일본과 다른 민족이라는 기본인식 하에 타이완에 대한 동
화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타이완민족에 대한 일제의 취급자체가 이민족, 특히
중화민족에 대한 취급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11

磯田一雄、”皇民化教育と植民地の国史教科書”、『統合と支配の論理ー近代日本と植民地4』、p.1
24、岩波書店、1993.

12

伊藤猷典、『鮮満の興亜教育』、p.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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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여러 가지 동화정책의 차이를 고찰했으나
앞으로도 이런 고찰을 토대로 현재의 한국, 타이완, 일본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짧은 글을 마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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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耳其語與韓語依存素對比
--論空格書寫基準-楊人從



摘要
土耳其語和韓語在語系上同屬阿爾泰語系，其特徵為：句法是SOV的結構，名詞、
動詞、形容詞之後都可附加依存素。韓語語法稱之為助詞、語尾，土耳其語語法總稱為
suffix ( 後接詞 )，都是話者依據對命題內容的認知和心理態度所附加的語法元素。土
韓語依存素功能、順序幾乎一樣。
邇來南韓報紙等的拼寫法頻頻出現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黏着書寫情況，與
行之多年的空格書寫規定不同，此乃1988年綴字法所允許，但未曾見有合理解釋。筆者
因見土耳其文類此依存素黏着書寫，擬為此拼寫趨勢覓尋合理解釋。
回溯1933年朝鮮語學會<한글 마춤법 통일안>首度明文規定字間空格書寫，但依存
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則黏着書寫。而此等規範則依循刊行近半世紀的聖經、報紙，
亦即西洋人對朝鮮語的詮釋。故本論文由十九世紀末西洋人有關朝鮮語文刊行物窺其空
格書寫狀況並探討其緣由。次試由古典朝鮮文刊物探尋古文空格書寫情況，以明朝鮮人
語言、發音習慣，進而探討合理書寫法。
筆者認為：
「依存名詞、補助動詞關聯組合，無論意義、功能、讀法皆依附於動詞/形
容詞語幹，與終結語尾同為依存素，因此黏着書寫極為自然妥當」。
今日南韓<한글 맞춤법>精神偏於形態論(品詞論、詞彙論)，視依存名詞、補助用言
為詞類之一而須空格書寫。北韓<조선어 철자법>延續1933年第一版綴字法精神。其語
法視依存名詞為不完全名詞，視助詞、補助用言為토，故皆附着於實詞。精神偏於意味
論(語義論)及統辭論(句法論)，與土耳其語類同。
西洋人對朝鮮語的詮釋、1933年版綴字法統一案、北韓文綴字法、土耳其語動詞依
存素等，是較為合理的書寫法。此外韓人在說、讀、念動詞依存素組合時，並不暫時停
頓而是一氣呵成，這或許是黏着書寫的道理之一。
今韓國報紙標題文章有逐漸擴大使用黏着書寫範圍的趨勢；並有韓語學習書將依存
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歸於終結語尾，承認/認定其為動詞依存素。南韓文綴字法回歸
第一版綴字法方屬合理。
關鍵詞
土耳其語(터키어), 後接詞(접미사), 情態(양태),
空格書寫(띄어쓰기), 黏着書寫(붙여쓰기), 連綴(연철), 綴字法( 마춤법, 맞춤법, 철자
법), 正書法(정서법), 學校文法(학교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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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言
有關韓語語法學說，經韓國語言學界引進最新西洋語言學說而趨於完備，官方也有
審定頒布的學校文法，可說學習韓語上有模範的教本。可是整理韓文書寫方式並規範之
的綴字法(철자법、맞춤법、正書法、規範集)卻在頒布之後一再修訂，形成昨是今非、
昨是方言今是標準語的反反覆覆情況，顯示還存在着各樣問題。
邇來閱讀韓國(網路)報紙，發現先前規定該空格書寫(띄어쓰기)的語法元素卻黏着書
寫(붙여쓰기)。1988年頒布的<韓文綴字法>有「允許」部分依存名詞、補助用言黏着書寫
的規定，並舉若干可以黏着書寫的例子，卻不見有任何原理的說明，甚至隨該次綴字法
頒布發行的補充說明性質的<한글 맞춤법 해설>, <표준어 규정 해설>，僅指出若原用
言(본용언)為合成語時，如덤벼들어보아라或 떠내려가버렸다之類，黏着書寫將會變得
很長所以不黏着書寫1，但這似乎不是不黏着書寫的合理理由。
2

南韓 固守以단어(單詞)為空格書寫的判斷基準，多次修訂以迄於今的韓文綴字法已
經和第一版的1933年<한글 마춤법 통일안(韓文綴字法統一案)>大異其趣。回溯世宗大
王創制訓民正音的原始構想(《龍飛御天歌》為代表)、西洋人對朝鮮語的詮釋(聖經、文
法)，可知南韓綴字法自1988年起有漸漸回歸1933年綴字法精神的傾向。
土耳其語言有類似韓語「本用言語幹+先語末語尾/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結
構，都是合併黏着書寫也連續發音。這些依存素都表示時制、情態。筆者認為南韓文綴
字法可參照其他阿爾泰語系語言調整空格書寫的原則。
土耳其語、韓語依存素的主要功能在於添加話者對命題的認知與心理態度，由兩語
言發音習慣可知其附加於命題後的黏着性強，是故如依存名詞、補助用言之類的分離書
寫是不合理的。這似乎也是北韓語語法、綴字法視依存名詞為不完全名詞、補助用言為
토的道理。

1. 土耳其語與韓語的動詞依附詞素之對應
土耳其語屬阿爾泰語系，其句法結構為SOV，其名詞、動詞、形容詞之後都可加依
存素以表各種認知與心理態度。
韓語的句法結構類似土耳其語，有助詞、語尾等虛詞，只是韓語終結語尾包含了待
遇、時制、敘法等附加意義，土耳其語的終結語尾則是人稱後接詞(Personal Suffix / per
sonal endings)。兩種語言的動詞語幹( stem, root, 詞根 )之後、終結語尾之前都可添加各
類依存素，以表示各種心理態度。
本章檢視土耳其語、韓語附加於動詞、形容詞語幹的各類依存素，以討論韓語綴字
法有關空格書寫規定的適宜性。

1

2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指大韓民國，文內為與北韓對稱，故使用此名稱，無其他意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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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終結依附詞素的對應
句子終結時的依存素在韓語為終結語尾，在土耳其語為人稱後接詞( Personal Suffix
)，後者隨人稱、動詞、形容詞、名詞的最後音節母音而有母音調和( Vowel harmony )而
形成不同形態。
(1) a. Ben doctor-um.
나

의사(이다)-나.

나(는) 의사입니다.
b. Bende para var.
나-에게 돈 있다.
나에게 돈이 있다.
(1)是土耳其語名詞後接詞情況，因母音調和關係而有-ım, -im, -um, -üm 等形態，表示
第一人稱單數，以-sın, -sin, -sun, -sün 表示第二人稱單數，以-dır, -dir, -dur, -dür 表示
第三人稱單數。相當於英語的 am, are, is。(1)b.為第三人稱，土耳其語第三人稱以名詞
3

、形容詞、動詞基本形態表示之，即不加接詞 。
(2) a. Ben doktor değil-im.
나

의사

아니다- 나.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b. Şehir-de ev-ler var-dır.
도시-에 집-들 있다.
도시에 집들이 있다.
(2)是土耳其語아니다, 있다的使用情形。其動詞以「詞根-mak/-mek」為原型，是辭典條
目(標題語)的形態，也是動名詞形。實際應用時取詞根接各種後接詞，其順序為時制接
詞再接人稱接詞。
(3) a. Gel-iyor-um.
오-고있다-나
b. Biz çiçek toplu-yor-uz.
우리 꽃

줍-고있다-우리

c. sen-i sev-iyor-um.
자네를 사랑하-고있다-나
(3)為土耳其語動詞的使用情形。其順序為[動詞詞根+時制接詞+人稱接詞]，為持續相也

3

例句為演示附加素故以連接符號「-」表示，以下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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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表現在時制。
以上可知，土耳其語和韓語有一樣的詞序(어순)，因其終結依存素是人稱接詞，所以
主語省略也可知道主語的人稱，又因有母音諧調規則所以稍微繁複。
韓語終結語尾複雜度也不遑多讓，既表示話者對聽者與自己之間的倫理認知、心理
距離(待遇法)，又表示話者就命題向聽者陳述、疑問、命令、建議、感嘆(敘法)，對命題
發生的時間與現在的相對關係認知(時制)等等。但相同的是，終結依存素都是談話人依
自己的認知而選擇的[命題]依存素。

1.2 中間依存素的對應
土耳其語附加詞素中有類似韓語的先語末語尾、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之類
的後接詞，附加時制、時相、情態等的語法意義於動詞語幹後。可是有情態意義的依存
名詞、補助用言在南韓韓語語法視為獨立品詞，必須空格書寫。

1.2.1 時制依附詞素
土耳其語的時制以[詞根+時制後接詞]表示，其後再接人稱後接詞。
(4) a. Su 100 derecede kaynar.
물은 100도에 끓는다.
b. Dün sızı pazarda gördüm.
어제 너희를 시장에서 보았다.-나
c. Yarın Ankara’ya gideceğim.
내일 안가라에 가겠다.-나
d. Yarın Ankara’ya gidiyorum.
내일 안가라에 간다.
(4)a.表經常的事、公理、真理等；土耳其語第三人稱不用人稱後接詞，所以只呈現時制
接詞。(4)b.表示過去完成的事；(4)c.表示未來非常可能發生的事件；(4)d.雖是現在持續後
接詞，但也表已經決定的未來事。
韓語的時制以先語末語尾接於語幹後，其順序與土耳其語同。

1.2.2 時相依附詞素
土耳其語的時相( aspect )以[詞根+時相接詞+人稱接詞]表示。
(5) a. Eve gid-iyor-um.
집에

가-고있다-나.

나는 집에 가고 있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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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erede otur-uyor-sunuz?
어디-에 살-고있습니까-당신?
(당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앉고 있습니까?
c. Ben İstanbul'da otur-uyor-um.
İstanbul'-에 살-고있습니다-나.

나

나는 이스탄블에 살고 있습니다.
d. Nereden gel-iyor-sunuz?
어디-서 오-고있습니까-당신들?
당신들이 어디서 오고 있어요?
(5)a.表現在持續相，也可表示未來將行使動作的意志，b.c.為對話內容，d.為多數第二人
稱持續相。
(6)

a. Ankara’ya gidi-yor-du-um.
안가라에 가-고있-었다-나.
b. Sen televizyon seyret-iyor-du-un.
너 텔레비젼을 보-고있-었다-너
c. Kuşlar gökyüzünde uçuş-uyor-du.
새들이 하늘을

날-고있-었다.

(6)表過去持續相。

1.2.3 情態依附詞素
談話人在命題後添加對命題的態度，即表示對談話內容的心理態度的附加語法元
素。
(7) a. Yeni bir araba satın alacakız.
새

한 차

사-겠다-우리

우리는 한 새 차를 사겠다.
b. Bir gün beni anlayacaksın.
한 날

나를 이해하-겠다- 너

너 어느날 나를 이해할 것이다.
(7)a.表自己的意志，b.表對他人(你)的猜測或確信，相當於韓語的 -겠-/- ㄹ 것이다。
(8) a. Ahmet beni görmek isti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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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et는 나를 보-고싶어한다-/ -기 원한다
Ahmet는 나를 보고 싶어한다.
b. Ben elmayı yemek istiyorum.
나

사과를 먹-고싶다-나.

土耳其語以 V-mak/-mek istemek 表示期盼、希望，相當於韓語的-기(를) 원하다/-고 싶
다.
(9) a. Sizden ayrıl-malı-yım.
Siz(너)-den(에게서) ayrıl(떠나-)malı(-아야 하-)-yım(나는)
당신에게서(당신을) 떠나아야 합니다.
b. Eve git-meli-sin.
너 집에 가야해.
c. O ödevini hergün yap-malı-dır.
그는 숙제를 날마다 해야한다.
土耳其語以V-mali-, V-meli-接於動詞詞根後表示義務，相當於韓語的-아야 하다。
(10) a. Sizi hiç unut-ma-yacağım.
당신-을 절대로 잊-지않-겠다-나.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b. Bana Bunu yapma.
나에게 이것을 하-지마-너.
나에게 이것을 하지마.
c. Bunu istemiyorum.
이것을 원하-지않는다-나.
나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싫다.
d. Ben okula gitmek iste-mi-yor-um.
나 학교에 가기 원하-지않는다.-나
나 학교에 가-고싶지않다.-나
(10)土耳其語以V-ma-, V-me-表示意志不為、未曾作為，相當於韓語的-지 않다 、아니하
다。
(11)a. Sinemaya gid-elim.
영화관에

가-자.

b. Ben gid-eyim.
나 좀 가-자.

68

c. Yine geç kal-ma-yalım.
다시 늦게 머물지말-자.
(11)a.是建議我們一起做，(b)是建議讓我做，其功能與韓語的建議(勸誘)法一樣。
(12) a. Yemek listesini gör-ebilir miyim?
식단을

볼수있-느냐-나?

b. Telefonu kullan-abilir miyim?
전화를 사용할-수있습니까-나
c. Buraya otur-abilir miyim?
여기에 앉-을수있-습니까-나?
d. Zengin olsam, daha büyük bir ev al-abilir-dim
부자가 되었으면 이미 큰집 하나를 살-수있-었다-나.
(12)土耳其語以V-abilir-, V-ebilir-附加可能性、可行性意義，類似韓語的-ㄹ 수 있다/없
다.
土耳其語的中間依存素與韓語的先語末語尾、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功能、順序
幾乎一致。如下表
土耳其語與韓語持續、否定依存素位置對比
Anla-mak

알-다, /이해하-다

Anla-yor-um

나 알-고 있다.

Anla-ma-yor-um

나 알-지 않-는-다. ( 나 모른다
.)

Anla-ma-dı

그 알-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몰라했다)

兩語言以不同長度音節表達現在持續、否定之情態意義，依存素黏着書寫極其自然，其
持續成串發音是為理由之一。

1.3 動詞名詞化依存素
土耳其語動詞以[詞根+mak/-mek]為基本形態，其名詞形則為[詞根+ma/me]，可形成
名詞子句，此後接目的格助詞-ı/-i 而為動詞的動作對象。類似韓語的-는것。
(13) a. (Ben) Mary’nin piyano çal-masını seyrettim.
나는 마리의 피아노 치는것을 지켜보았다
b. (Ben) (Sen-in) eve dön-men-i bekleiy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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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의 집에 돌아오는것을 기다리고있다.
c. Klasik müzik dinlemek-ten hoşlanır.
고전음악을 듣는것에서 즐긴다. 그
d. Dans etmek-ten hoşlanmaz.
춤추는 것에서 즐거워하지않는다. 우리는
土耳其語以複合名詞作為動作的主語、賓語，語義上類似韓語的-기를,-는 것。
(13)a. Çalma 是 Çalmak(敲, 彈 두드리다, 치다 ) 的名詞形；b. Dönme 是 Dönmek(回,
歸, 돌아오다 )的名詞形，類似韓語的-는 것。Hoşlanmak 享受。

1.4 小結
土耳其語各類後接詞的位置、順序與韓語同，並因母音調和規則而有不同的語法詞
素。土耳其語文後接詞都和詞根黏着書寫也連續發音，其添附各類語法、情態意義等功
能非常類似韓語的先語末語尾、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語尾。兩者動詞依存素
對應關係如下。
土耳其語與韓語依存素位置對照
主語

謂語

土耳其語

名詞-依存素

動詞-依存素-人稱後接詞

韓

名詞-助詞

動詞-先行語尾-終結語尾

語

動詞-依存名詞-終結語尾
動詞-補助用言-終結語尾
土耳其語、韓語、蒙語、滿語等阿爾泰語系的句法幾乎一樣，韓語因語言文化關係，句
子終結依存素相對複雜。
南韓語法的依存名詞、補助用言在綴字法中規定與動詞之間須空格書寫，在北韓綴
字法及西洋人朝鮮文相關著作則黏着書寫，似乎後兩者較符合語義、句法及發音習慣。
西洋人著作主要是朝鮮文聖經、朝鮮語文法、報紙，出版時序上都先於<한글 마춤
법 통일안>，所以以下先瞭解西洋人對韓語的詮釋情況。
朝鮮文空格書寫刊行物
年代

作者

書籍刊物名

1877

Rev. John Ross(羅約翰)

Corean Primer

1890

Horace Grant Underwood

한영ᄌᆞ뎐(A Concise Dictionary of th
e Korean Language)

1890

Horace Grant Underwood

韓英文法(An Introduction to the Korea
n Spoken Language)

1893

James Scott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70

1896

徐載弼創辦

獨立新聞

1911

Horace Grant Underwoo ,

신약젼셔(The New Testament in Korea)

J. S. Gale ,
W. D. Reynolds 及三名朝鮮
人
1914

Horace Grant Underwood 原 鮮英文法(An Introduction to the Korea
著

n Spoken Language) 第二版

Horace Horton Underwood 修
訂
1918

Rev. R. A. Hardie (河鯉泳) 新約總論, 譯自An Introduction to the
,

Books of the New Testament

劉敬相
1933

조선어연구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

2. 西洋人對韓語的詮釋
朝鮮開化期西洋傳教士學習朝鮮語，進而編纂朝鮮文辭典、文法、翻譯聖經，並對
書寫上無一定形態的單詞予以整理。西洋人以自身語言知識整理出各別字詞的基本形態
、文法，以利於聖經的翻譯，行文間依西洋語文習慣空格書寫，以區分成分並利於閱讀
理解，其詮釋成果存留於朝鮮文聖經、文法書中。留美人士徐載弼4於1896年4月7日創辦
<獨立新聞>，在字與字之間留出空格書寫。
空格書寫法帶領韓文語法學進入另一境界，西洋人對韓語語法的認識體現在聖經、
語法書內。空格書寫究以何為基準界定，為韓語學者開啟韓文綴字法的訂定大業。
崔鉉培(1938)表示西洋傳教士為翻譯聖經，着手整理朝鮮語詞彙形態，並且使用西
洋文字的字間空格書寫方式以方便閱讀。1881年Ross在滿州翻譯路加、約翰福音為朝鮮
文，1885年 H. G. Underwood、Henry G. Appenzeller 等牧師開始翻譯聖經，1900年及19
10相繼完成新舊約聖經翻譯。聖經在朝鮮流傳50年，發行近2000萬本，幾乎人手一冊，
對朝鮮人語言習慣影響至鉅。
西洋人對朝鮮文的文字整理及空格書寫概念，因聖經普及、新聞發行而深入人心，
群起模仿，為1933年前後的文字整理事業的重要啟發源、參考物。以下由西洋人有關朝
鮮文書籍5看其對朝鮮文語法的詮釋。

2.1 一般名詞
修飾詞與被修飾詞的關係，各人看法不一，大抵上以冠形形語尾修飾的一般名詞是
4

徐載弼在1884年甲申政變失敗後流亡美國，自力讀高中期間1890年獲得美國國籍，1892年自醫
學院畢業。本刊物同時發行韓英文報，後因批評時政徐被逼退，由尹致昊、Henery G. Appenze
ller 繼任社長。<獨立新聞影印本》정진석序 1996)

5

有關西洋人朝鮮文相關著作，取自 http//:archive.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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黏着書寫的。
(14) a. 니 아푸다. 이 늘근인은 니 업다. (Ross 1887:72)
b. 그 사ᄅᆞᆷ 엇던사ᄅᆞᆷ인지 너ᄂᆞᆫ 아ᄂᆞ냐 (Scott 1893:113)
c.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ᄂᆞᆫ거슨 샹하귀쳔이 다보게
홈이라. ( 독립신문 1896 창간호 )
d. ᄯᅩ 국문을 이러케 귀졀을 ᄯᅨ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잇ᄂᆞᆫ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ᄒᆞᆷ이라. ( 독립신문 1896 창간호 )
e. 너희 몸을 드려 죵이 되여 누구를 셤기던지 그 셤기ᄂᆞᆫ쟈의 죵이 되ᄂᆞᆫ줄을 너
희가 아지못ᄒᆞᄂᆞ냐(신약 로마6:16)
西洋人對朝鮮語語法的詮釋，按出版年代排序，下同。(14)c.우리 신문, a.늙은 인是冠形
性質的一般名詞與名詞的合成，d.이 신문是冠形詞與一般名詞的情況。b.어떤 사람, d.
있는 말, e.섬기는 자等冠形形語尾與其所修飾的對象是為一個完整意義的名詞單位。
<獨立新聞>以(1)우리신문, 이신문, 아니쓰고, 잇ᄂᆞᆫ말等修飾詞與被修飾詞形成的
完整意義形態為空格寫的分界，修飾性質的冠形語尾與被修飾的依存名詞組合為一完整
意義而為空格書寫的分界，如(1)쓰ᄂᆞᆫ거슨, (2)지ᄂᆡᄂᆞᆫ것, 만흔것, (3)명함박고십흔, 박아
줄터, 뎨일일터等。

2.2 依存名詞
動詞、形容詞語幹後接冠形語尾以修飾名詞，此名詞包括自立名詞及非自立名詞，
非自立名詞南韓稱依存名詞，北韓稱不完全名詞。
(15) 글ᄌᆞ고뎌법
ᄯᅩ의ᄌᆞ와 에ᄌᆞᄅᆞᆯ 분간 업시 셰샹 사ᄅᆞᆷ이 쓰니 이ᄂᆞᆫ 무식ᄒᆞᆷ이로다.
ᄀᆞᆺ치 쓸양이면 처음 언문 낼ᄯᅢ에 두ᄌᆞᄅᆞᆯ 엇지 각기 마련 ᄒᆞ엿시리오.
대개 의ᄌᆞᄂᆞᆫ (之)갈지ᄌᆞ ᄯᅳᆺ 되ᄂᆞᆫᄃᆡ 써야 올코 에ᄌᆞᄂᆞᆫ (於)늘어ᄌᆞ ᄯᅳᆺ되ᄂᆞᆫᄃᆡ 써야
올흐니 대개 늘어 ᄒᆞᆫ즉 에ᄒᆞᄂᆞᆫ 거시 올코 갈지 ᄒᆞᆫ즉 외ᄒᆞᄂᆞᆫ 거시 올흐니
가령 틔가 눈에 드럿소 집에잇소 됴희에 쓰오 ᄒᆞ면 한문으로 쓰면 (入於目，在於
家，書於紙 )입어목 ᄌᆡ어사 셔어지 ᄒᆞᆯ거시니 이런ᄃᆡᄂᆞᆫ 다에ᄌᆞᄅᆞᆯ 써야 올코 ᄂᆞᆷ의집
이오 사ᄅᆞᆷ의 손이오 공ᄌᆞ의 말ᄉᆞᆷ이오 ᄒᆞ면 한문으로 쓰면 (他人之家，人之手，孔子
之言)타인지가 인지슈 공ᄌᆞ지언 ᄒᆞᆯ거시니 이런 ᄃᆡᄂᆞᆫ 다의ᄌᆞᄅᆞᆯ 써야 올흐니라.

(

Underwood 1890)
(15)為《韓英字典》(한영ᄌᆞ뎐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前言，文
字高低法中提到韓語「의」
「에」兩字的發音法，似乎當時眾人無法分辨兩韓文的發
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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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舉漢文「於」
「之」兩字為例以分辨之。本段韓文字間以空格區隔，但쓸 양이면, 낼
때, 되는 데, 할 것이니, 이런 데는, 남의 집的修飾與被修飾元素則不留空，意謂若空
格書寫則其意義不完整，顯示作者詮釋韓文的觀點。
[1]-ㄴ것/-는것/-ㄹ것/-던것
依存名詞須受修飾方能存在，것可在主語、主題、目的語、敘述語位置，其使用
情況如下。各例句按原書空格書寫照錄。
(16) a. 흘려 쓴것 보기 얼엽다.(Ross 1887:7)
b. 우산 가지고 가ᄂᆞᆫ거시 됴겟소. (Underwood 1890:248)
c. 로형이 어제 말 ᄒᆞ던 거ᄉᆞᆯ 말 하엿소. (Underwood 1890:77)
d. 지금 갈 거시오. (Underwood 1890:181)
e.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ᄂᆞᆫ거슨 샹하귀쳔이 다보게
홈이라. ( 독립신문 1896 창간호 )
f. 대한은 놀고 편이 지ᄂᆡᄂᆞᆫ것이 고질이 되야 시간 뎡ᄒᆞ고 ᄒᆞᄂᆞᆫ 일이 드물고 대
로 샹에 ᄒᆡᆼ인을 보드ᄅᆡ도 급히 것ᄂᆞᆫ 사ᄅᆞᆷ은 몃이 못 되고 다 쇼일노 거르니
그 여럿이 다 노ᄂᆞᆫ 사ᄅᆞᆷ은 안닐터이나 일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흔것은 가히 알지라.
( 독립신문 1899 광무3년7월3일 )
(16)a. Ross 牧師6向朝鮮人學習朝鮮語文並寫作朝鮮語文學習書，內容似乎是為和英文對
照而採取空格以便對照朝鮮文，但쓴것的粘着書寫似乎是當時的普遍認知，因為Ross的
主要活動範圍在中國東北，並且不久的<獨立新聞>也以相同的b.-는거슨, c.-는것이, -은것
7

은, Underwood 也是以-는거시呈現，但e.f.等多處是分離書寫的，顯示前後不太一致的情
況。
(17) a. 사ᄅᆞᆷ이 맛당이 바ᄅᆞᆫ 말을 ᄒᆞᆯ거시오. (Underwood 1890:246)
b. 박셔방이 너무 늣게 밧긔 잇지 아니 ᄒᆞᆯ거시오. (Underwood 1890::247)
c. 이셔신이 어ᄃᆡ셔 누구의게 긔록ᄒᆞ엿는지는 모르되 우리가 분명히 아ᄂᆞᆫ것은 일
뎡ᄒᆞᆫ 쳐소에 거ᄒᆞᄂᆞᆫ 그리스도를 밋ᄂᆞᆫ 유대인의게 보낸거시니라. (Hardie
1918:409)
d. 이우헤말ᄒᆞᆫ것과 ᄀᆞᆺ치 ‘히브리 사ᄅᆞᆷ의게’란말이 (중략) 히브리 모든 족쇽을 표
6

John Ross(羅約翰)牧師和 John Maclntyre (馬泰勒)牧師於1875年為向滿州當地韓人及朝鮮宣
教，於是與其朝鮮語教師이응찬, 백홍준, 서상륜等朝鮮人翻譯聖經為朝鮮文，是最早的朝鮮
文聖經，行文沒有空格書寫。此例取自其朝鮮語文法及會話書，書中例句空格書寫。

7

Horace Grant Underwood 在《鮮英文法》自序中提到和朝鮮人宋淳容學習朝鮮語。著作此書
時參考宋淳容翻譯為朝鮮文的 Dr.Imbrie著《English-Japanese Etymology》
。

73

명ᄒᆞᆷ이아니오 ᄯᅩ 보통셔신도 아닌거슬 알수잇ᄂᆞ니라. (Hardie 1918:409)
(17)為依存名詞位於敘述語位置例，冠形形語尾皆和依存名詞黏着書寫，顯示西洋人視
如此方能表達一完整概念。
[2]-ㄹ데
(18) a. 다ᄅᆞᆫ ᄃᆡ 쓸ᄃᆡ 업소 (Scott 1893:162)
b. 눈이 손ᄃᆞ려 내가 너를 쓸ᄃᆡ 업다 닐ᄋᆞ지못ᄒᆞ고 ᄯᅩᄒᆞᆫ 머리가 발ᄃᆞ려 내가 너
를 쓸ᄃᆡ 업다 닐ᄋᆞ지못ᄒᆞ리라.( 신약 고린도12:21)
c. 대포가 잇시니 활이야 쓸ᄃᆡ 잇ᄂᆞ냐. (Underwood 1890:82)
d. 그 사ᄅᆞᆷ이 발셔 죽엇시니 약 가져와야 쓸ᄃᆡ 없소. (Underwood 1890:83)
e. 이 ᄎᆡᆨ은 신약의 각권을 공부ᄒᆞᄂᆞᆫᄃᆡ ᄒᆞ기위ᄒᆞ야 발간ᄒᆞ노라. (Hardie 1918:1)
(18)視修飾詞與被修飾詞為一個完整概念。어떤사람、쓸데、공부하는데皆是一個概念
[3]-ㄹ듯, -ㄹ때, -ㄹ뿐, -ㄹ만, -ㄹ뻔
(19) a. 내 ᄉᆡᆼ각에ᄂᆞᆫ 이 자리에 벼록이 만흘듯 ᄒᆞ오. (Underwood 1890::249)
(20) a. 예수ᅟᅵ 벳아니에셔 문동이 시몬의 집에 음식 잡수실ᄯᅢ에 ᄒᆞᆫ 녀인이 .. (신약 마
가14:3)
(21) a. 이를 인ᄒᆞ야 더욱 죽이고져ᄒᆞᆷ은 안식일 만 범ᄒᆞᆯᄲᅮᆫ아니라. (신약 요한5:18))
(22) a. 술 맛시 됴하 먹을만ᄒᆞ다. (Scott 1893:130
b. 그 ᄎᆡᆨ이 볼만 ᄒᆞ오. (Underwood 1890::176)
(23) a. 물에 빠져 죽을번ᄒᆞ엿다 (Scott 1893:130)
b. 도적 맛나 죽을번 ᄒᆞ엿소. (Underwood 1890::177)
依存名詞만以-ㄹ 만하다組合形態運用。
依存名詞뻔以–ㄹ 뻔하다組合形態運用。
[4]-ㄹ수
(24) a. 죽음이 압희 잇신즉 죽기ᄅᆞᆯ 면ᄒᆞᆯ수 업소. (Underwood 1890:33)
b. 송셔방이 어제 와서 돈 줄수 업다 ᄒᆞ엿소. (Underwood 1890:45)
c. 이복음이 언제 어ᄃᆡ셔 긔록되엿ᄂᆞᆫ지 알수업스니… ( Hardie 1918:44)
d. 이차별되ᄂᆞᆫ 뎜을 두부분으로 ᄶᅩ갤슈잇스니 (Hardie 1918:119)
e. 이우헤말ᄒᆞᆫ것과 ᄀᆞᆺ치 ‘히브리 사ᄅᆞᆷ의게’란말이 (중략) 히브리 모든 족쇽을 표
명ᄒᆞᆷ이아니오 ᄯᅩ 보통셔신도 아닌거슬 알수잇ᄂᆞ니라. (Hardie 191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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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依存名詞수以-ㄹ수있다及-ㄹ수없다組合形態依附於動詞、形容詞語幹後，表示可能
性、可行性之有無。a.b. –ㄴ수가 없다詮釋，c.d.e.則視-는/-ㄹ수있다/없다為意義完整的
謂語。
[5]-ㄹ양, -는이, -ㄴ자/-는자
(25) a. 쳥국을 유람 하량이면 쇼개 편지를 몃쟝 엇ᄂᆞᆫ것이 ᄆᆡ우 됴소. (Underwood
1890:178)
(26) a. 내 뒤애 오시ᄂᆞᆫ이는 나보다 능력이 만흐시니 (마태 6:11)
(27) a. ᄆᆞᄋᆞᆷ이 간단ᄒ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텬국이 뎌희것시오 ᄋᆡ통ᄒᆞᄂᆞᆫ쟈는 복이 잇ᄂᆞ니
( 신약 매태 9:3)
依存名詞양以-ㄹ 양이면形態附加於動詞語幹後。
[6]-ㄴ줄/-는줄/-ㄹ줄
(28) a. 편지가 왓실 줄 알앗더니 아니 왓소. (Underwood 1890:131)
b. 내가 송셔방이 혹 늣게 올줄 알앗소. (Underwood 1890:249)
c. 일 하ᄂᆞᆫ줄 몰나 (Scott 1893:138)
d. 그 사ᄅᆞᆷ 됴흔줄노 아라. (Scott 1893:138)
e. 그 ᄇᆡ 내일 올줄노 넉이오. (Scott 1893:138)
f. 그리 될줄은 짐작 못 ᄒᆞ엿소. (Scott 1893:138)
g. 이에 헤롯이 박ᄉᆞ의게 속은줄로 알고 심히 노ᄒᆞ야 (신약 마태2:16)
h. 너희 몸을 드려 죵이 되여 누구를 셤기던지 그 셤기ᄂᆞᆫ쟈의 죵이 되ᄂᆞᆫ줄을 너
희가 아지못ᄒᆞᄂᆞ냐(신약 로마6:16)
依存名詞줄以-ㄹ 줄形態接於動詞、形容詞語幹後，可位於主語/話題、目的語、副詞語
位置。A.b. Underwood 《鮮英文法》的줄有空格及黏着兩種寫法。
[7]-ㄹ터
(29) a. 셔울노 도로 갈터이니 모래 ᄯᅥ나게 준비ᄒᆞ여라. (Underwood 1890:125)
b. 대한은 놀고 편이 지ᄂᆡᄂᆞᆫ것이 고질이 되야 시간 뎡ᄒᆞ고 ᄒᆞᄂᆞᆫ 일이 드물고 대
로 샹에 ᄒᆡᆼ인을 보드ᄅᆡ도 급히 것ᄂᆞᆫ 사ᄅᆞᆷ은 몃이 못 되고 다 쇼일노 거르니
그 여럿이 다 노ᄂᆞᆫ 사ᄅᆞᆷ은 안닐터이나 일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흔것은 가히 알지라.
( 독립신문 1899 광무3년7월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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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存名詞터以 –ㄹ 터組合形態運用。

2.3 補助用言
接於動詞、形容詞語幹後，添加話者對命題內容的心理態度的語法元素。雖然此
類語法元素有其獨立的一面，但都必須和特定語尾形成關聯組合，是一種附加素。以
下由西洋人著作察看其對補助用言關聯組合的詮釋態度。
[1] -게하다
(30) a. 공부ᄅᆞᆯ 지금 아니 ᄒᆞ면 후회 날 거시니 힘써 ᄒᆞ게 ᄒᆞ오. (Underwood
1890:124)
b. 시간이 느졋스니 밥을 어셔 먹고 가게ᄒᆞ오. (Underwood 1890:124)
c. ᄇᆡ가 곱흐니 밥을 사셔 먹게ᄒᆞ여라. (Underwood 1890:125)
d.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ᄂᆞᆫ거슨 샹하귀쳔이 다보게
홈이라. ( 독립신문 1896 창간호 )
e. 계명은 살게ᄒᆞ는 거시로되 도로혀 죽게ᄒᆞᄂᆞᆫ 거신줄을 내가 ᄭᆡᄃᆞ랏도다. (신약
로마7:10)
f. 밋음으로 말ᄆᆡ암아 의롭다ᄒᆞ시ᄂᆞᆫ 이방법이 사ᄅᆞᆷ으로 화평과 즐거움과 영원ᄒᆞᆫ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ᄒᆞ느니… (Hardie 1918:244)
(30) a.Underwood 、d.<獨立新聞>對補助用言的態度與今日南韓綴字法同。但 Underwoo
d於其所翻譯新約及其鮮英文法有兩種態度，其緣由不明。更晚的新約總論似乎不受無
影響，皆視-게하다為附加素而黏着書寫。
[2] –고싶다
(31) a.독립신문샤에셔 새로 박ᄂᆞᆫ 명함긔계를 미국셔 ᄀᆞ져와 지금 각ᄉᆡᆨ 명함들을 방장
박으니 누구던지 명함박고십흔 이ᄂᆞᆫ 신문샤로 긔별ᄒᆞ면 상등 죠희에 영ᄌᆞ와 한
문과 국문을 쇼쳥ᄃᆡ로 다 박아줄터이오.. (독립신문 1897.8.3. 광고)

(31)-고십흔寫音，綴字法改為-고싶은。
[3] -게되다
(32) a. 이거시 다른특ᄉᆡᆨ을 ᄉᆡᆼ각케되엿ᄂᆞ니라. (Hardie 1918:115)

[4] -지아니하다
(33) a. 그런 사ᄅᆞᆷ ᄉᆞ랑ᄒᆞ기 어렵지안소. (Underwood 1890:33)
b. 여긔셔 부산으로 가ᄂᆞᆫ 길이 됴치안타. (Underwood 18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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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금은 ᄌᆞ기아ᄃᆞᆯ을 앗기지아니ᄒᆞ시되… (Hardie 1918:243)
d. 됴흔 열ᄆᆡ ᄆᆡᆺ지아니ᄒᆞᄂᆞᆫ 나무는 다 ᄶᅵᆨ어 불에 던지리라. (신약 마태3:10)
e. 아ᄃᆞᆯ을 밋지아니ᄒᆞ는 사ᄅᆞᆷ은 영ᄉᆡᆼ을 엇지못ᄒᆞ고 (신약 요한 3:36)

[5]-지못하다
(34) a.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못ᄒᆞ겟노라. (신약 마태 6:11))
b. 너희 몸을 드려 죵이 되여 누구를 셤기던지 그 셤기ᄂᆞᆫ쟈의 죵이 되ᄂᆞᆫ줄을 너
희가 아지못ᄒᆞᄂᆞ냐(신약 로마6:16)
c. 아ᄃᆞᆯ을 밋지아니ᄒᆞ는 사ᄅᆞᆷ은 영ᄉᆡᆼ을 엇지못ᄒᆞ고 (신약 요한 3:36)
d. 언제누가 ‘히브리 사ᄅᆞᆷ의게’란 뎨목을 셔신 권두에 긔록ᄒᆞ엿ᄂᆞᆫ지 아지못ᄒᆞ니…
(Hardie 1918:409)

[6]-지말다
(35) a. ᄭᅮᆷ에 헤롯의게로 도라가지말나 지시ᄒᆞ시니 다른 길노 고국에 도라가니라. (신
약 마태2:12)
b. 눈이 손ᄃᆞ려 내가 너를 쓸ᄃᆡ 업다 닐ᄋᆞ지못ᄒᆞ고 ᄯᅩᄒᆞᆫ 머리가 발ᄃᆞ려 내가
너를 쓸ᄃᆡ 업다 닐ᄋᆞ지못ᄒᆞ리라.(신약 고린도12:21)

[7]-고자하다
(36) a. 이를 인ᄒᆞ야 더욱 죽이고져ᄒᆞᆷ은 안식일 만 범ᄒᆞᆯᄲᅮᆫ아니라. (신약 요한5:18)

[8] –아버리다/-어버리다
(37)a.

유모

보거든

오라고

ᄒᆞ시오.

아기ᄅᆞᆯ

니져ᄇᆞ려서

발셔

브터

울엇소

.(Underwood 1890:45)

[9] -ㄹ가보다
(38) a. 약을 만히 먹어도 병이 더ᄒᆞ니 죽을가보오. (Underwood 1890:190)

2.4 西洋人詮釋法管見
由以上得知西洋人對朝鮮語文的語法解讀、詮釋的態度。其大要為定立單詞的形態
，視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為依存素，而與動詞、形容詞語幹黏着書寫，此作法
類似英語附加素及土耳其語動詞後接詞。
韓語的依存名詞、補助用言的意義及功能在西洋人語言概念裡，類似於英語的名詞
化附加素，如-ing, -ee, -ant, -er, - ar, -or, -tion, -sion, -ment, -ade, -age, -cracy, -hood, -ism, ship, -tude 等，因此黏着書寫甚為自然。也類似英語的動詞、形容詞附加素 -ing, -able, less, -ful, -ible, -ile, -like, -ous, -tive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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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 Seeing is believing.
b.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보는것은 믿는것입니다.
c. Görmek inanmaktır.
(39)a.是動詞 see , believe 附加 -ing 形成動名詞的情況，此附加素類似韓語的것，因此
西洋人將것和動詞黏着書寫是極為自然和合理的。南韓語法、綴字法視之為單詞(단어)
而規定須空格書寫，近年來有合併黏着書寫的趨勢，此則視依存名詞為附加素，是頗
符合其無法自立的語法特性的。北韓語法視之為不完全名詞，自然和動詞、形容詞黏
着書寫。其他如수, 만亦同。c. 土耳其語 Görmek(看)、inanmak(信)既是動詞原型也是
名詞，前者當主語/主題不接助詞，後者接-tır 表示自然的屬性。
(40) a. Unbelievable
b. 믿을 수 없는 /믿을수 없는/ 믿을수없는
c. inanamıyorum
(40)a. Unbelieve 形容詞接附加素-able 以添加「可行的」的意義，是故西洋人視수為附
加素而黏着書寫。c. 土耳其文 inanmak 是「相信、信賴」的意思，以-ma-後接詞附加「
不為、不能」之否定意義，與韓語的 -지 않다同，因此合併為 –지않다 是合理的，何
況韓人發音時並不在지停頓。
(41) a. eatable
b. 먹을 수 있는 /먹을수 있는 /먹을수있는
c. yenilebilir.
(41)a. 是動詞 eat 接附加素-able 增添「可能性」之意，對應韓語的-ㄹ 수 있다及土耳
其語的–ilebil-。因此-ㄹ 수 있다黏着書寫-ㄹ수있다方是合理。

2.5 小結
西洋人視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為類似西洋語言的依存素，故和動詞、形容
詞黏着寫，此種詮釋法為1933年<韓文綴字法統一案>所援用，目前北韓綴字法隨之。崔
鉉培(1938)對西洋人的依存名詞黏着書寫法有極大的評價，
(42) 그 띄어쓰기는 생긱씨(觀念詞)에 토를 붙이기로 하였으니, 不完全한 이름씨(名
詞)”것”, “바” 따위에 이르기까지 이 법을 적용한 점은 오늘의 조선어학
회의 통일안보다 나은 점이라 하겠다. (최현배 1938:6)
云：西洋人以自己的語言觀念將觀念詞和토(助詞、補助用言)黏着書寫，甚至將不完全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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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것、바等也黏着書寫，這是比朝鮮語學會的統一案還先進的做法。
綜合上面所見，西洋人對朝鮮語的詮釋態度可歸結數點：
[1]

完整意義成分空格書寫，助詞依附於名詞後。

[2]. 修飾詞與被修飾詞形成的詞組是為一完整意義體，故黏着書寫。
[3]. 比照西洋語文動詞依存素，視依存名詞為名詞化依存素，故黏着書寫。
[4]. 動詞後附加意義的依存素都應與之黏着書寫。

3. 準空格書寫法
「訓民正音」創制前韓人祖先藉漢字音義書寫文章稱為「吏讀文」；在漢文典籍以
之加註助詞、語尾稱之為「懸吐」
，皆是體會自身語言異於漢文的表現，是語法的意
識。「懸吐」之後為「訓民正音」所取代。
韓文綴字法整體宗旨在整理個別字詞的形態，尤以合成詞形態為主。因古韓文不分
實詞與虛詞而按發音連綴，閱讀理解上頗費時費力。今日在文章字間空格書寫首見於西
洋人朝鮮文聖經及朝鮮語文法著作、<獨立新聞>，其明文規定則在1933年<한글 마춤법
통일안>，在此之前也有若干文獻有準空格書寫的做法，茲舉其例如下。

3.1 1447 龍飛御天歌
《龍飛御天歌》內容主謂語等實詞與虛詞之間界線並不明顯，可是卻在詩文間有置
右、置中空心圓點。
(43) 불휘기픈남 。
미기픈므른。

매아니뮐 ∘곶됴코。여름하 니
래아니그츨 ∘내히이러。바 래가 니

根深之木。風亦不杌∘有灼其華。有蕡其實
源遠之水。旱亦不竭∘流斯爲川。于海必達
(龍飛御天歌第二章)
(43)原文上下直書，在適當處有置中及置右的空心圓點，看似配合漢譯詩文段落而加，
可是由朝鮮語語義看卻是在完整意義成分處加圓點，置中圓點表示完整意義主語、副詞
語，而置右圓點則表示子句(連結語尾處)，句子終結無點；漢詩亦同。茲由圓點看其標
示內容性質：
불휘기픈남 (뿌리 깊은 나무)是本句的主語/主題，

매아니뮐 (바람에 아니 움직이

니)是主語/主題的緣由，곶됴코(꽃이 좋고)， 여름하 니(열매가 많느니)其結果為花朵盛
開、果實累累。
미기픈므른 (샘이 깊은 물) 是本句的主語/主題，

래아니그츨

(가뭄에 아니 그치

/마르므로)乾旱中不枯竭，因此 내히이러(냇물이 이뤄져 )。바 래가 니(바다에 닿느니
)形成河流而達於海洋。句讀點標示完整概念分界處，且各圓點處為讀念時停頓處。置中圓
點標示的內容不全是主語/主題，也有合成、複合名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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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뒤헤는모딘도 。알
뒤헤는모딘

。알

어드 길헤∘업던번게를。하 히 기시니
기픈모새∘열 어르믈。하 히구티시니

後有猾賊。前有暗程∘有爗之電。天爲之明
後有猛獸。前有深淵∘有薄之氷。天爲之堅
(龍飛御天歌第三十章)
(44)置中圓點標示出場所與受修飾的名詞片語，뒤헤는모딘도 (뒤에는 모진 도적), 알
어드 길헤(앞에는 어두운 길에)，其下對句亦是相同結構，形成場所副詞語。此後的
업던번게를(없던 번개를 )。하 히 기시니(하늘이 밝히시니)是完整的句子，置中原點
標示其目的語。
《龍飛御天歌》此舉可謂顯示韓人傳統發音習慣，是讀念的間歇處，與成分間的空格
書寫無異。

3.2 1896 尋常小學
1896年朝鮮學部編製國語教科書《新訂尋常小學》
，課文以漢字和韓文並用編寫，文
句沒空格書寫但在文字右下有圓點，可視為空格書寫。此書與標榜字間空格書寫的<獨
立新聞>同年發行，在此之前有1877年的《Korean Primer》
，1890年的《韓英字典》
，1893
年的 《Corean Manual》都是字間空格書寫， 或可謂受其影響，是為當代韓語語言觀。
(45) a.學校ᄂᆞᆫ∘사ᄅᆞᆷ을教育ᄒᆞ야∘成就ᄒᆞᄂᆞᆫ데니∘譬컨ᄃᆡ∘各樣모종을∘기르ᄂᆞᆫ모판이요.
b.ᄯᅩ學校ᄂᆞᆫ∘사ᄅᆞᆷ의마음을∘아ᄅᆞᆷ답게ᄒᆞᄂᆞᆫ데니∘譬컨ᄃᆡ∘各色물드리ᄂᆞᆫ집이요。
c.生徒ᄂᆞᆫ∘모인가∘쟝ᄎᆞᆺ∘조흔ᄭᅩᆺ도픠며∘조흔열ᄆᆡ도∘열니ᄋᆞᆸᄂᆞ이다。
d.生徒ᄂᆞᆫ∘白絲인가∘쟝ᄎᆞᆺ∘조흔빗스로染色되ᄋᆞᆸᄂᆞ이다。
(45)a的主要結構是학교는 …데이니 (학교는) …이요(學校是一個某種場所因此學校是
一個苗圃。)，置右空心圓點所區隔出來的各成分是副詞片語、名詞片語。視依存名詞是
依存素，而和修飾語尾形成一體。사람을 교육하야是修飾性質元素為사람을 성취하다
的手段。b.的句結構與a.同，其中사람을 …-게 하는用來修飾데，是修飾元素；물들이는
修飾집。c.좋은 꽃, 좋은 열매、d.좋은 빛是一個概念，和修飾言黏着書寫。
此書是官方出版品，其空格書寫標誌似乎保守，與西洋人著作不完全類同，但與《
龍飛御天歌》的置中置右空心圓點所分隔的成分頗為類似。

3.3 1897 國文正理
1897年李鳳雲著《國文正理》一書，全文上下直書，並不空格書寫，但於各成分間
有置右空心圓點，可視為空格書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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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대뎌∘죠션사ᄅᆞᆷ도∘죠션말을∘분변치∘못ᄒᆞᄂᆞᆫ거시∘만ᄒᆞ니∘ᄒᆞᆫ심ᄒᆞ도다∘
b.죠션말을∘다짐작ᄒᆞ려ᄒᆞ면∘위션∘국문∘븟허∘알어야∘ᄒᆞᆯ터이니∘국문을∘알
사ᄅᆞᆷ이∘적은지라。…..
(46)底線的(a)是못 하는 것이，(b)是할 터이니，顯示修飾元素冠形語尾和依存名詞是黏
着書寫的，(b)是다 짐작하려 하면，顯示連結語尾和補助動詞黏着書寫。
此書成書時間與<獨立新聞>創刊同為1897年，或許是反映當代的書寫習慣和發音法
。與此更早的朝鮮文聖經、西洋人編纂的朝鮮語法、學習書等或可說開啟空格書寫的意
識。

3.4 1909 國語文法
周時經於1909年(隆熙三年)出版《國語文法》
，其序文由上而下直書，雖不空格書寫
但於適當處有置右空心圓圈，可視同空格書寫。
(47) a.이∘글은∘광무∘이년∘무술에∘다∘만들엇던것을∘이∘제∘얼마큼∘덜고∘더
함인데∘이름을∘漢字로∘國語文法이라∘함은∘그때의∘이름대로∘둠이라
b.이∘글은∘今世界에∘두로∘쓰이는∘文法으로∘읏듬을∘삼아∘말에∘맞게하노
라∘함이라
c.이∘글은∘漢文을∘섞어∘만들엇던것인데∘이∘제∘다∘우리나라∘말로∘곧히
어∘만들고자하나∘밧븜을∘말미암이∘다∘곧히지∘못함으로∘틈틈이∘漢文이
∘잇음은∘이∘까닭이라 (이병근외 2005:400-401)
(47)a.c.만들었던修飾 것을，b.맞게修飾하-，即依存名詞、補助用言不和修飾性質語法詞
素分離書寫。c.-고자連結語尾與補助動詞하다不分離書寫。
周時經曾參與1896年<獨立新聞>撰稿，標榜成分間空格書寫，此書成書稍晚卻成分
間不以空格區隔甚異，而其一(47)a.-던것, b.-게하다,c.-고자하다則和西洋人觀點同，空心
圓點基準與<獨立新聞>同。

3.5 小結
西洋人開始在朝鮮文行文間空格書寫，1933年空格書寫規定明文化之前，教科書等
以空心圓點區隔成分，雖與西洋人作法略有不同，但也可說是空格書寫。

4. 南北韓空格書寫規定對比
1933年<한글 마춤법 통일안>在日據當時全國及戰後為南北韓所用，雙方以「綴字
法」、「正書法」、「規範」等名義多次修訂，主要都是在是否黏着或空格書寫形態的
規定上做不同程度的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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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空格書寫的明文化
1933年朝鮮語研究會 8 制定<한글 마춤법 통일안>首度規定空格書寫。在此之前雖
有大韓帝國學部設立國文研究所、朝鮮總督府等對朝鮮語文學理做了研究，後者並發布
學校用朝鮮語綴字法(<조선어 철자법>)，但都未涉及空格書寫的問題。
<한글 마춤법 통일안>主要精神為採用詞彙字源主義、虛詞黏着書寫於實詞後；依
存名詞和補助用言黏着書寫於主要動詞、形容詞語幹後；修飾性質語尾和被修飾詞黏着
書寫。其空格書寫規定如下：
(48) 제62항

보조의 뜻을 가진 용언은 그 우의 용언에 붙여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먹어버린다

먹어 버린다

열어보다

열어 보다

잡아보다

잡아 보다

보아오다

보아 오다

견뎌내다

견뎌 내다

단 대립의 경우에는 띄어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집어 버리다

집어버리다

열어 보다

열어보다

(48)第62項主張於動詞後增添話者心理態度的詞素黏着書寫，和西洋人的(朝鮮文聖經、
語法)概念及做法一致，但如집어서 버리다, 열어서 보다的情況不是增添情態意義的情
況則須空格書寫。
(49) 제63항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웃 말에 붙여 적는다.
예:(1) 갈바를. 할수가. 없는줄은. 될터이다. 가는이.
(2) 하는대로. 될성싶은. 될듯한. 하는체.
(49)當時並沒有依存名詞的概念，於是第63項則以다음과 같은 말들攏統帶過。但可知
其處理法與西洋人同。
這些規定反映當代一般空格書寫法，且與訓民正音創制的原始構想相符合。此後綴
字法經多次修訂9，而改以「各單詞空格書寫為原則，助詞和它之前的字詞黏着書寫(각 단
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和1933年的綴字法( 문장의 각 단

8

9

朝鮮語研究會崔鉉培、李熙昇等主導制定，於1933年10月29日公布。맞춤법原稱마춤법。
維基百科顯示：1933年之後該綴字法歷經1937, 1945, 1953, 1958, 1960, 1980, 1988多次修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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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 말에 붙여 쓴다.)有了差距。茲舉當時用例：
(50) a. 조선에 예수교가 들어와서 한글의 普及에 偉大한 功績을 나타낸것은 조선
사람 쳐놓고는 누구든지 인정하지 아니할이가 없을것이다. (최현배 1938:5)
b.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하는것은 예수교의 한글 普及上의 功績이
아니라, 한글 整理上으로 본 예수교의 功績이다. (최현배 1938:5)
(50)a.b.的依存名詞것, 이和修飾語尾及b. 的補助用言–고자 하다是黏着書寫的。
有關韓文字詞形態固定及空格書寫的精神，崔鉉培(1938)極力稱讚西洋傳教士在整
理韓文字形和語法詮釋上的貢獻，並稱朝鮮文聖經的普及促使韓文的普及及使朝鮮人熟
悉空格書寫的必要性。
(51) 이 성경 翻譯에 際하여 그네들이 한글 整理에 손을 댄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西洋의 人名 地名을 조선 글로 옮겨 적기에 一定한 법을 세웠다….
2.조선 말의 낱말(單語)을 規定하고 그 마춤법을 一定히 하였다….
3.行文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시작하여 一定한 規則을 세웠다…
以上의 세가지의 事項은 다 오늘날 한글 整理의 重要한 內容이 되는
同時에 그 先鞭의

模範을 보인것이다.(최현배 1938:6-7)

(51)崔鉉培表示聖經開始空格書寫，是整理韓文的先驅、模範。李熙昇(1936)在<한글 마
춤법 통일안講義3>談論空格書寫時表示最早實施空格書寫的是報紙。
(52) …그리하여 이 띄어 쓰는것을 처음으로 實行하기는 新聞이었다. 그 후 各
雜誌들도 이를 模倣하여 지금은 거의 全部 實行하고 있는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李熙昇 1936:3)
(52)此處所提新聞應是<獨立新聞>。崔鉉培、李熙昇都是朝鮮語研究會的成員並主導該
綴字法統一案的制定，都推崇西洋人的朝鮮文聖經、報紙對朝鮮文字書寫整理的貢獻。
據所知，<獨立新聞>裡有Underwood 1890年著作《韓英文法》廣告，其例句空格書寫，
可見空格書寫法早於<獨立新聞>。

4.2 最近南韓空格書寫規定
朝鮮語研究會後來改稱한글학회，繼續不斷修訂1933年的綴字法統一案，主要內容
環繞於單詞、合成詞的形態、是否空格書寫等。
南韓最近一次的<한글 맞춤법>綴字法係1988年<한글 맞춤법>由韓國政府文教部
主導修訂並發布，與之同時並出版<語文規定集>、<標準語規定>等相關解說書，其後又
不斷修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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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關空格書寫方式，其第47項規定「允許」補助用言和主用言、依存名詞與冠形語
尾黏著書寫，可說重回1933年的規定。
(53)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
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有關此47項的例外允許補助用言和主用言黏着書寫，在隨附綴字法出版的解說書中說：
(54)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54)指出補助用言也是個單詞(品詞)所以空格書寫，但有些補助用言「視情況」可黏着書
寫。雖如此該解說書沒有更進一步合理的解釋，僅指出若原用言(본용언)為合成語時，如
덤벼들어보아라或 떠내려가버렸다之類，黏着書寫將會變得很長所以不黏着書寫。
(55)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
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但這似乎不是不黏着書寫的合理理由。至於為何會回歸1933年的規定，則不見官方(國立
國語院)有合理的解釋。李熙昇(1936)於<韓文綴字法統一案>發布後，自《한글》6卷1號
起連載<한글마춤법통일안講義>，雖提及空格書寫，卻未談及補助用言為何黏着書寫，
可能1933年當時視之為當然而未做學理上討論。國立國語研究院《새국어생활》12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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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以「韓文綴字法」為專題，其中이익섭(2000)以 <띄어쓰기의 현황과 전망 >為題，
重點僅限於合成詞類，未涉及補助用言。

4.3 北韓空格書寫規定
北韓朝鮮語綴字法(조선어 철자법, 조선말 규범집)、語法沒有依存名詞、補助用
言的設定，而稱依存名詞為不完全名詞、補助用言為토，南北韓觀點不同此其綴字法也
相異。在依存名詞、補助用言的書寫上，北韓大抵上援用1933年<한글 마춤법 통일안>
的規定。北韓的綴字法(根據維基百科、維基文獻資料所示)分別在1954, 1966, 1987, 201
0, 2016年修訂。
筆者取得若干北韓語料10，年代接近2010年後，相信為現行書寫規範，茲按序察看
依存名詞、補助用言的使用情況。
(56) a.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바로 써보세요
b. 속담의 뜻을 말하고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c. 향림이가 집에 불이 났다는것을 안것은 어느때입니까？
d. 호기심이 생긴 나무군은 그 나무통이 있는데로 갔습니다.
e. 그 나무통에 틀림없이 보물이 많이 들어있을것만 같았기때문입니다.
f. 속에 든것이 많을수록 소리가 안 나는법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소학교 국어 )
(56)的修飾詞和被修飾的名詞、依存名詞黏着書寫，即a.다음단어 b.짧은글 c.났다는것,
안것, 어느때,

d.있는데, e.들어있을것, f.든것, 나는법。

(56)用例取自2012年出版的北韓小學國語教科書，其2016年<朝鮮語規範集>並未提及不
完全名詞，故可視為現行綴字法的演示。北韓中學文法(2012年版)並無依存名詞的設定
，而視之為不完全名詞，因此和修飾語尾形成一個完整意義的單位，是故黏着書寫。
南北韓綴字法的原則都是以單詞(단어)為空格書寫的依據 ， 但北韓空格書寫的主要
原則為：①名詞間如有토則分離書寫，②名詞間若無토而形成一個單位的則黏着書寫，
③不完全名詞黏着書寫。(中學文法1:53) 11 此名詞間的토是南韓語法的助詞 ， 而토還包
括補助用言，北韓語法裡並無補助用言的設定。
(57) a. 비는커녕 구름한점 없는 날씨였다.
b.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돌고있기때문에 해와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10

11

本文使用北韓出版物係取自 https://archive.org
③ 불완전명사는 붙여쓴다.
○ 우리의것이다, 그럴수 없다, 날이 샐녘이였다, 그때문이였다, 모를리가 없었다, 걸어
가고있는분이다 (중학교 국어문법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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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바다는 어떻게 구분하며 섬과 반도는 어떤것일가?
d. 마갈랴네쓰탐험대의 세계일주는 지구가 둥글다는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였다.
(중학교 지리1)
(57)用例取自2011年版《中學地理1》
，a.한점,b.-기때문, c.어떤것, d.-는것都視為一個完整
意義的單位。以下為補助用言的粘着書寫情況。
(58)a. 옥이는 있는 힘을 다 모아냈지만 맨앞에서 달리는 순옥이를 따라잡을수 없
었습니다.
b. 옛날옛적 어느 깊은 산골마을에 한나무군이 살고있었습니다.
c. 나무통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던 나무군은 실망하고말았습니다.
d. 나무통은 속이 텅 비여있었던것입니다.
e. 나무군은 좀 쉬려고 큰 나무에 기대여앉았습니다.
(소학교 국어 2)
(58)用例取自2012年《小學國語2》
，北韓文法視補助用言為토，和懸吐的概念同，而和所
接動詞、形容詞語幹黏着書寫

12

。(58)的主用言和補助用言、副詞形語尾和被修飾的用

言黏着書寫，即a.모아냈-, 따라잡-, b.살고있-, c.실망하고말-, d.비여있, e.기대여앉-。以
下亦同。
(59)a. 사람들은 지구의 자전운동을 왜 느끼지 못하고있을가
b. 조선돈으로 바꾸어줄수 았습니까?
c. 도시에서 지하수를 계속 뽑아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를
생각해보아라.
d.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중학교 지리1)
(59)用例取自2012年《中學地理1》
，因話題關係其措辭涵蓋範圍稍窄，但仍可見動詞的토
用法。

4.4 小結
1933年第一版<한글 마춤법 통일안>發行，1945年以後仍為南北韓援用，雙方以「綴
字法」、「正書法」、「規範」等名義多次修訂，主要都是在是否黏着或空格書寫形態

12

체언토에는 격토, 도움토, 복수토가 속하고 용언토에는 맺음토,이음토, 규정토, 상황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가 속한다. (중학교 국어문법 2012:31)

86

的規定上做不同程度的變動。
筆者認為南北韓不斷修訂的綴字法，主要是圍繞在空格書寫的分界問題上，南北韓
綴字法最大不同點在於依存名詞、補助用言的語法設定觀點。
北韓語法設定依存名詞為不完全名詞，並無依存名詞用語，既為不完全名詞即不能
獨立存在；並且視助詞、語尾、補助用言為「토」
，因此都和被修飾詞、詞根黏着書寫。
토的概念使得在依存名詞、補助用言的粘着書寫理論上無所窒礙，與親族語的土耳其語
、蒙語等後接詞概念相符合，是合於語義句法論的作法。語義邏輯上[名詞+토]、[動詞/
形容詞+토]都是在附加時制、情態；句法上토都是依存素，所以不分隔空格書寫是合理
的。
南韓綴字法則是視依存名詞和補助用言為有各自意義的單詞(단어,

品詞)因此要空

格書寫。南韓的固守單詞形態論，使得依存名詞、補助用言都須分離書寫，這另一方面
是無視實際發音的傳統習慣的。
依存素儘管分離書寫，但實際上讀念時並不在分隔處停頓歇息。近來南韓新聞媒體
的依存名詞、補助用言黏着書寫逐漸擴大，有回歸第一版綴字法、符合句法論觀點的趨
勢。
西洋人詮釋的朝鮮文依存名詞、補助用言的依存素是黏着的，此空格寫分界概念不
僅類似英文名詞、動詞、形容詞後接素概念，且符合土耳其文、蒙文等的書寫法。此等
語言的後接詞功能和韓語的依存名詞、補助動詞等關聯組合皆是依存素，黏着書寫是非
常合理的，由發音上看也是如此。

5. 韓語依存素管見
近來南韓網路新聞報導在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的書寫，頗多合併書寫、黏
着書寫的情況。這或許是1988年<한글 맞춤법>允許部分黏着書寫規定後的使用實況。
並有若干語法書對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的屬性認知表現異於學校文法。

5.1 南韓依存素使用現況
邇來韓國網路新聞甚多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和動詞、形容詞語幹黏着寫的
情況。
(60) a.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공장’이 한국을 떠날수 있을까? (KBS NEWS
2021.04.22)
b. “남친과 멀어질까봐” 한파속 신생아 창밖으로 던진 산모 (아이언맨
2021.3.17)
c. 주인공인 ‘라라진’은 지금까지 짝사랑해왔던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몰
래 편지로만 남겨두었는데.. (Naver blog, 달콤레몬키친 2021.2.14)
(60)a.依存名詞수及b.-ㄹ까 보다,c. -아 오다, 어 두다等補助用言關聯組合都黏着書
寫 。由意義、功能上看，附加於用言的語法元素應等同於助詞、語尾等，即附着書寫
方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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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其功能在於附加情態意義的定義。

5.2 依存素語義句法論意義
南韓規範文語將動詞依存素依存名詞、補助用言歸於單詞，而須空格書寫，以下試
由其語義及功能、句法觀點證明應依附於動詞。
韓語命題依存素性質
命

題

(主語/話題

+敘述

依存素

附加的話者態度

語)
그

아이가/는

+집에 -습니다/-아요.

對聽者的人倫、社交心理距離/話階的判
斷

가

對聽者的問話回覆/事實的陳述
對動作發生時間點與現在的相對時間判
斷
-ㄹ 것이다.

對主語的動向表示意見/預測

-ㄹ 수 있다.

對主體執行命題內容的能力判斷

-ㄹ 줄 알았다.

對命題的主觀判斷/誤認

-고 싶어한다.

對主體顯現的積極態度描述/猜想

-지 않았다.

對未曾執行命題的認知

-야 한다.

對主體執行命題的義務事項陳述

由句法學觀點看，韓語的敘述語主要由動詞、形容詞構成，但由句子的定義看，敘
述語部分附加的依存素一部分和主語無關，大部分是話者對命題內容的態度，所以不能
算是敘述語的全部。待遇法、敘法依存素由功能、意義看都和命題內容完全無關，因此
不是敘述語的一部分。
由語義學觀點可知韓語的動詞依存素的功能都是在命題後附加談話者的態度。依存
名詞、補助用言和特定語尾形成關聯組合以表達特定意義，所以和終結語尾一樣黏着書
寫是頗合理的。韓語的句法結構可說是 [命題]+[情態]。
土耳其語的依存素類似韓語的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西洋人視其為語尾的
一部份而黏着書寫；北韓語法視之為不完全名詞、為토，而黏着書寫是合理的解釋方式
。

5.3 由讀法看韓語依附詞素
本節由韓語傳統讀法看黏着書寫的適宜性。土耳其語的依存素和動詞詞根黏着書寫
，並合併一體連續發音，韓語亦同。
南韓綴字法雖規定名詞和助詞、語幹與先語末語尾、終結語尾黏着書寫，但有依附
性質的[冠形語尾+依存名詞]、[補助語尾+補助用言]關聯組合雖分離書寫 ， 但韓人實際
發音並不依據所寫而分離停頓發音，而是一口氣(단숨에)讀完、說完，因為後者是增添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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態意義於實詞的依存素。韓國人有言：
(61) 의존 명사는 그 앞에 꾸며 주는 말과 함께 한 단위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
서…(유지철:2019)
依存名詞的關聯組合在韓語裡是連續發音的。補助用言關聯組合更是如此，茲舉KBS的
新聞廣播例：
(62)a.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방역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지는만큼 / 감염원과 접촉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아침 뉴스타임 2021.3.23)
b.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접종 뒤에는/ 메스꺼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지구촌 뉴스 2021.3.23)
/ 符號處為宣讀時短暫間歇處，這是韓語傳統的演說、談話法的分隔習慣。譬如(62)a.的
副詞子句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날수록中的主語是受一個冠形子句
所修飾，所以必須一連串連續發音以表示修飾환자。廣播原稿中依存名詞만큼和修飾的
어려워지는是黏着書寫的。b.句的話題A씨受一串文字修飾，至此都是一連串連續發音，
此種發音法和《龍飛御天歌》的空心圓點標示同，是傳統的韓語讀法。
(62)뒤헤는모딘도 。알
뒤헤는모딘

。알

어드 길헤∘업던번게를。하 히 기시니
기픈모새∘열 어르믈。하 히구티시니

後有猾賊。前有暗程∘有爗之電。天爲之明
後有猛獸。前有深淵∘有薄之氷。天爲之堅
(龍飛御天歌第三十章)
(62)置中圓點標示出場所與受修飾的名詞片語，뒤헤는모딘도 (뒤에는 모진 도적), 알
어드 길헤(앞에는 어두운 길에)，其下對句亦是相同結構，形成場所副詞語。此後的
업던번게를(없던 번개를),하 히 기시니(하늘이 밝히시니)是完整的句子，以置中圓點
標示其目的語。
(63)내님금그리샤。後宮에드르 제∘하 벼리。눈 디니 다
내百姓어엿비너기샤。長湍 건너 제∘ 므지게。 예: 니 다
我思我君。後宮是入∘維時天星。散落如雪
我愛我民。長湍是涉∘維時白虹。橫貫于日
(龍飛御天歌第五十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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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샤(-시어), - 제(-실 때)等副詞語以圓點標示。其後的主語별이, 무지개가處標
示圓點。
以現代韓人的朗讀韓文文章習慣，圓點處皆是連續發音且間歇處，可視同空格書寫
。本書是世宗大王出版，可說是展示創制訓民正音的原始構想，其分隔點或可謂反映當
時的句讀概念，是實際發音時的間歇處。
觀之韓人的[用言語幹+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修飾詞+被修飾詞]都是連續
發音的習慣，以及同為阿爾泰語系的土耳其語語法及發音法，似可為黏着書寫規定的原
理之一。

5.4 重新詮釋依存素
以外國人為對象的韓語學習書、韓檢書大部分依據學校文法編寫，一般認為依存名
詞、補助用言為個別語法元素而分別說明解釋。但近來有見解特殊的韓檢、語法書。
[1] 《Correct Your Korean - 150 Common Grammar Errors》 (외국인들이 자주 틀리는
13

한국어 문법)

本將依存名詞、補助用言的關聯組合歸類於終結語尾，實際舉例中雖未和動詞、形容詞
語幹合併黏着書寫，但將之與終結語尾歸於一類，可謂符合語義、句法論之舉。
[2] 《한국어 교육문법 자료편 》14
本書按助詞、連結語尾、終結語尾、依存語結構：連結表達、依存語結構：終結表達、
先語末語尾等順序羅列說明各語法素，將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混編，可視為承
認兩者為依存素，不以單詞為單位說明其功能與用法。
[3] 《韓語語法 句法・構詞・音韻篇》
本書由語用觀點將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混編入各語法功能中，在句法論設<情
態意義添加>章，並視待遇法、敘法、時制為話者的心理態度，而置於同一章內。
[4]《新觀念韓語法》
本書依語義學將全書分語言結構、模組、語言文化與功能三篇，將依存名詞、補助用言
關聯組合按意義、功能分類，與其他相同意義的連結語尾、終結語尾納編，也就是視之
為黏着依存素。
以上各書基本上仍維持南韓綴字法的空格書寫規範，但皆視依存名詞、補助用言的
關聯組合為一體，功能與語尾同。

5.5 小結
南北韓空格書寫概念承襲西洋人對朝鮮語文的理解與詮釋，空格書寫的分界基準
成為綴字法、拼寫法的主要關心點，而南北韓綴字法最大不同點在於依存名詞、補助用
言關聯組合的見解不同。
以上由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的意義看在句子中對命題所添加的情態意義，
並瞭解韓語的句子結構。明顯可知都是依存素，理應黏着書寫。並且由傳同韓語讀念法
13
14

다락원(2019)出版，台北國際學村 2020 年以《韓語文法精準應用》為名出版。
한글파크(2016)出版，台北國際學村 2021 年以《韓語文法精準剖析》為名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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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可知分離書寫的不符日常實際。
南韓1988年綴字法允許依存名詞、補助用言關聯組合合併書寫，有回歸第一版綴字
法的趨勢。筆者越俎代庖參考西洋人詮釋之書寫法、土耳其文書寫法等以為解說學理根
據。

結論
土耳其語依存素，尤其情態意義依存素之書寫法，與韓文相應依存素類同，且順序
、功能亦同，是為阿爾泰語系之特徵。
近來南韓媒體韓文拼寫法有異於往年熟悉之規範，欲究其原理。查閱1988年<韓文綴
字法>有允許補助動詞、依存名詞與各語尾黏着書寫之但書，或許為此現象之來源，但
卻未見有合理解釋。乃回溯1933年第一版<한글 마춤법 통일안>，及先前空格書寫文獻
，其解釋之依據似有所獲。
早於 1933 年之空格書寫文獻，主要為西洋人援用西洋語文知識對朝鮮語之詮釋，
即朝鮮文聖經、語法等著作。西洋人詮釋法主要以單詞是否為完整意義為準據，故
[1]

完整意義成分空格書寫，助詞依附於名詞後。

[2]. 修飾詞與被修飾詞形成的詞組是為一完整意義體，故黏着書寫。
[3]. 比照西洋語文動詞依存素，視依存名詞為名詞化依存素，故黏着書寫。
[4]. 命題動詞後附加意義的依存素都應與之黏着書寫。
北韓綴字法立足於語義及句法論觀點，視存名詞為不完全名詞，視補助用言為토而
黏着依附於動詞、形容詞語幹後，與1933年綴字法、西洋人觀點同，也和土耳其文同。
南韓綴字法雖延續1933年精神，但立足於品詞論(詞彙論、形態論)觀點，而不斷修訂
，視依存名詞、補助用言為獨立單詞而不黏着書寫。雖如此，南北韓語法皆認定此等依
存素功能在於對動詞、形容詞增添情態意義，其意義、功能類同於土耳其語、英語依存
素，可知依存素用法回歸1933年規定的黏着書寫甚為合理。
韓語朗讀、談話時一般是將命題與依存素連續發音而不間歇，此或可為依存素黏着
書理由之一。
韓語依存素在同是阿爾泰語系的土耳其語裡是以更簡短的音節附加於動詞之後。由
兩語言的依存素功能對照看，韓語語法的依存名詞、補助動詞關聯組合實際上也是屬於
命題動詞詞根的依存素，因此黏着書寫是極其合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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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터키어와 한국어의 의존소 대비 –띄어쓰기의 기준을 논함–
터키어의 동사 접미사는 한국어의 동사 어미에 해당한다.양 언어에서 양태
를 나타내는 요소들은 그 순서와 기능이 거의 같아서 느껴진 바가 있어 이 글을
쓴것이다.
양태 접미사를 터키어는 동사 어근에 연속적으로 붙어가는 데 비해 한국어는
띄어쓴다. 혹 한국어의 양태요소인 의존명사와 보조용언도 붙여쓰면 어떨까 그
띄어쓰기 기준이 어떤 것일까를 과제로 삼는다.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보면 의존명사와 보조용언은 붙여쓴다고 규
정된다. 이 안은 서양인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한국어
문법이 조선 땅에서 유행한 지 거의 반세기가 되었던 때 발표된 것이다. 그래서
위 문헌을 두루 참조하여 띄어쓰거나 붙여쓰는 데는 어떤 원리나 기준에 의거하
느냐를 알아보고 제나름대로 해석해 봤다.
또한 북한 <조선어 철자법>과 문법 교과서도 참고할만 하다. 남북한 맞춤법
의 관점은 다르다. 북한 것은 의미론적이고 통사론적이라 하겠고 남한 것은 단어
의 정의에 치우쳐 형태주의에 편애하는 감이 든다.
남한에서 맞춤법을 검토하는 논저가 많기는 하나 양태표현 붙어쓰기에 대하
여 논의한 것이 못 봤기에 그 논리를 구하고자 위 터키어, 서양인의 한국어 해석,
신문. 북한 조선말 철자법 등을 참조하여 결론을 얻게 된다. 양태표현은 붙어쓰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키워드
의미부가소, 의존소, 띄어쓰기, 붙여쓰기, 맞춤법, 철자법, 정서법, 학교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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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耳其語與韓語依附素對比研究”討論文

吳忠信(中國文化大學副教授)
-主要內容1.全文是針對韓語敘述語結構中的用言與各項構成元素之間書寫的方式來論述
這些組合構造元素之間是採用「空格書寫」或是「黏著書寫」.舉土耳其語、早
期西洋對韓語詮釋、龍飛御天歌、北韓語等,來對比韓國當下的書寫表記.作者
以上述語言之詮釋來印證「黏著書寫(붙여쓰기)」之合理性並予以支持.
2.土耳其語與韓語敘述語組合之詞序相似:
韓語
: 語幹+先語末語尾+終結語尾
土耳其語: 語根+語法依附元素+人稱依附元素
3.西洋人的著作原本就是在韓語有語法規則之前所誕生,再細分的話可以分成作
者文中所提到的(1)聖經翻譯之類與(2)實際近似於語法規則詮釋之書籍.第一類
的語言內容或許更近於民間實際書寫方式(黏著書寫),但是第二類則是為了說明
各項語法的要點,所以可能會注重於空格書寫便於對照說明.然而,西洋人撰寫韓
語書籍,泰半是找韓國人士代筆,故時有語法方言之混淆.換句話說,書寫的方式
是大部分或某部分以「黏著書寫(붙여쓰기)」或「空格書寫(띄어쓰끼)」, 個人
認為這並非有定律.或許解釋為當時個人的書寫習慣不一較為合理.

-提問(1)由 5.2 內容來看, 作者認為黏著書寫的允許範圍是由何處至何處?
(敘述語全部? 語幹與補助用言? 兩種語法單位以下?)
(2)發音時確實無空格之分別, 甚至音韻變化仍會產生.
( 如: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봉 마니 바드세요. ]).
但是若不以品詞為準則作為空格書寫依據的話,是否在閱讀上將會帶來極大
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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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봉운(李鳳雲)의 《국國문文졍正리理》(1897)에 대한 고찰
오충신*

초록
근대 한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애국운동과 함께
수없이 많은 특색이 있는 문법 이론들이 나타났다. 리봉운(李鳳雲)이란 한국 학
자가 그중에 한 분이다. 리봉운(李鳳雲)이 저술한 《국문졍리》는 1897 년에 목판
본으로 간행한 한국어 연구서이며 최초로 순한국어로 작성한 언어 연구서이다.
서구의 새로운 영향을 받아 자각의식에 의해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고취하며
국어의식과 국어문법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등당함에 문법체계보다는
국문의 정리(整理)가 더 시급하다. 《국문졍리》는 당시 참고될 만한 역사 자료도,
학자층의 조언도 부족한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연구서인 만큼
가치가 있지만 전문적인 문법서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된다. 김민수(1956)도
리봉운의 《국문졍리》각 학목 내용에 따라 12 까지의 요점을 나열해서 일일히 설
명했다.

순한글로 쓰고 띄어 쓰기를 했다는 형식적 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려

야 한다고 한다.

[키워드]
《국문졍리》, 개화기, 음운·형태·구조, 근대한국어문법, 표기법.

*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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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리봉운(李鳳雲)이란 한국 학자가 생몰년 미상이지만 그의 저술 《국문졍리》
(1897) 서언 끝에 기재된 「국문국」, 「학부」, 「대신, 협판, 비셔, 편집, 고쥰」
등 관직 기관과 명칭에 의하면 일찍이 조선 말기에 통역관이나 교육과 상관된 직
무를 역임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리봉운(李鳳雲)이 저술한 《국문졍리》는
1897 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한국어 연구서이며 최초로 순한국어로 작성한 언어
연구서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한국어를 「언문(諺文)」이라 부르던 것을 「국
문(國文)」이라고 정하면서 한국어와 글자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스스로 확인된다
고 할 수 있다. 과거 《국문졍리》에 대한 연구는 김민수(1956) 이외에는 거의 언
급한 바가 없었다. 이것은 한국어 문법 발전 초기에는 아무래도 주시경(周時經 )
과 최현배(崔鉉培) 등학자들의 논술이 주도적이며 체계적이라 일어(日語)나 다른
언어 영향을 받은 언어서나 문법서는 도외시를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김민수
(1956)는 이봉운의 《국문졍리》각 항목 내용에 따라 12 까지의 요점을 나열해서 일
일이 설명했다.

순한글로 쓰고 띄어 쓰기를 했다는 형식적 면에 대해 높은 평가

를 내려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김두식(2004)은 리봉운의 문법체계가 아닌 글자에
대한 서예 구조를 연구했다. 즉 리봉운이 글자를 쓸 때 자모의 크기와 모양, 표
시 위치, 색깔 색상 등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자세히 분류해서 설명
했다. 임만영(1977)에서 《국문졍리》는 최초의 국어 문법서라고 한다1. 출간 시간
으로는 유길준의 「조선문전」과 거의 동시에 출간됐지만 문법체계로는 「조선문
전」보다 못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초창기(草創期)에 있어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개화기의 문법학도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구의 새로운 영향을 받
아 자각의식에 의해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고취하며 국어의식과 국어문법의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등장함에 문법체계보다는 국문의 정리(整理)가 더 시
급하다. 그리하여 최초로 국문정리(國文整理)를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봉운(李鳳
雲)이라고 한다. 《국문졍리》의 목록으로 보면 (1)ᄌᆞ모규식, (2)쟈음반졀규식, (3)
단음반졀규식, (4)외이ᄆᆞᆺ침규식, (5)언어쟝단규식, (6)문법론, (7)문법말규식, (8)
탁음규식, (9)어토규식, (10)ᄉᆡ언어규식 등 10 가지 항목으로 편성했다. 순한국어
(純韓語)을 권점으로 띄어쓰기를 나타내고, 서구 성경과 같이 홑줄로 인명, 쌍줄
로 지명을 표시하고, 일본어의 청탁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고, 전에 없어진
「ㆆ,

, ᅀ」이 바로 「이, 으, 스」의 단음이라고 논했다는 것은 이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봉운은 한국어 병서(竝書, 모아쓰기)에 대해 남다른 개인
견해까지도 진술했다. 《국문졍리》는 당시 참고될 만한 역사 자료도, 학자층의 조
1

임만영(1977)의 「리봉운의 국어관」에서는 《국문졍리》를 한자어로 된 《國文整理》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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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도 부족한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연구서인 만큼 가치가 있지
만 전문적인 문법서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어나 한국어 음과 표기
에 대한 해석과 개인 주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국문졍리》(1897)의 문법 체계
리봉운의 《국문졍리》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1)셔문, (2)국문졍리, (3)자
모와궁샹각치우분음규식(ᄌᆞ모규식), (4)쟈음반졀규식, (5)단음반졀규식, (6)외이
ᄆᆞᆺ침규식, (7)언어쟝단규식, (8)문법론, (9)문법말규식, (10)탁음규식, (11)어토
규식, (12)ᄉᆡ언어규식 등 12 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셔문
리봉운의 《국문졍리》서문에서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글(언어
/문자)을 숭상해야 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국어 교육을 시켜야 나라가 강해질 것
이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 국민들이 남의 글만 숭상하고 자국의 글은 알지도 못
한다니 절통하다고 한다2. 문명의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 나라의 글이며 국민들에
게 자음(字音)과 청탁(清濁)과 고저(高低)를, 심지어 동몽(童蒙)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면 나라의 글이 자연적으로 밝을 것이라고 한다. 리봉운은 나라의 문명이 바
로 자기 나라의 글(글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는 한자 차용
표기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에 실망하다는 뜻을 표시한다. 그리고 국어 교육도 실
시해야 하는 주장도 강하지만 우선 학교 설립과 강사 육성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다. 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어 문법이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2.2.국문졍리
조선은 단군(檀君)부터 기자(箕子) 시대까지 조선에서 사용한 말이 비슷했지
만 삼한(三韓) 시대에 와서 조선 사람끼리도 말을 못 알아들으며 의사소통이 불
편한 일이 많았다고 했다. 이것은 마한(馬韓)은 기자(箕子) 후예이고 진한(辰韓)
은 진시황(秦始皇) 시대에 도망하러 온 후대이고 변한(弁韓)은 인도(印度)말도
사용 가능한 시대라 세 가지의 언어가 뒤섞여서 사용해 온 것이었다. 조선 세중
대왕이 조선말을 한문으로 쓰려고 하지 않기에 25 자에 ㆆ(‘이’의 단음), ᅌ
(‘으’의 단음), ᅀ(‘스’의 단음) 세 글자를 더하여 모두 28 자를 만들었다.

2

여기서 중국 한자를 차용하는 것과 표기 방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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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절(反切) 3 글자의 구별을 잘 모르니 반절글
자청탁부터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부분의 내용 초점은 주로 조선 사람들이 조선
의 말과 글자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3.ᄌᆞ모규식
자모규식은 바로 자음과 모음의 규칙을 뜻한 것이다. 여기서 중국 오음육률
(五音六律) 원리인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에 맞춰 자음(좌모자)
과 모음(우모자)의 모아쓰기를 나름대로 설명한 내용이었다. 초성에는 ‘ㄱ,ㅇ,
ㅎ’을 궁(宮)에 맞춘 후성(喉聲)이고 ‘ㅅ, ㅈ, ㅊ’을 상(商)에 맞춘 치성(齒
聲)이고 ‘ㅋ’을 각(角)에 맞춘 아성(牙聲)이고 ‘ㄴ,ㄷ,ㄹ,ㅌ’을 치(徵)에 맞
춘 설성(舌聲)이고 ‘ㅁ,ㅂ.ㅍ’을 우(羽)에 맞춘 순성(脣聲)이라고 설명한다.
종성에는 ‘ㄱ,ㄴ’을 아성(牙聲), ‘ㄷ, ㄹ,’을 설성(舌聲), ‘ㅁ,ㅂ’을 순성
(脣聲), ‘ㅅ’을 설성(舌聲), ‘ㅣ,ㅇ’을 후성(喉聲)이라고 한다. ‘ㄷㅇㅗㅏㅓ
ㅗㅜㅡㅣ’은 전청(全清)음이고 ‘ㅅㅈㅊㅋㄴㄷㄹㅌㅁㅂㅍㅑㅕㅛㅠ, 종성ㄱ’은
전탁음이고 ‘ㅏ’는 장음(長音)이고 ·(아래아)는 단음(短音)이라고 정한다. 이
부분은 리봉운 개인의 이해로 한국 자모의 발성위치와 조음위치를 논술한 내용이
지만 중국 운서를 이용하여 한글 발음 원리를 해석하는 것은 《훈민정음》예의본
(例義本)과 비슷하다.

2.4.쟈음반졀규식
자음반절규식 내용은 주로 자음의 명칭을 정하는 것과 좌모자(자음)와 우모
자(모음)가 어울린 음절의 청탁 구조다. 우선, ‘ㄱ은 그윽, ㄴ은 느은, ㄷ은 드
읏, ㄹ은 르을, ㅁ은 므음, ㅂ은 브읍, ㅅ은 스읏, ㅣ는 이, ㅇ은 으응’으로 정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청탁 음절의 조립은 다음과 같다.
<표 1>좌·우모자의 조립
좌모자(자음)

우모자(모음)

음절

清

清

清(예:가거고구그기…)

濁

濁

濁(예:냐녀뇨뉴…)

清

濁

半清半濁(예:갸겨교규…)

濁

清

半清半濁(예:나너노누…)

半清半濁

清

雙清의 濁(예:놔,눠…)

3

여기서의 반절(反切)은 한국 음절의 모아쓰기에 해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음은 왼쪽(좌)에 쓰이고
모음은 오른쪽(우)에 쓰이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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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음반졀규식
단음반절규식이란 같은 음가(音價)를 가진 음절이라도 장음(長音)과 단음(短
音)의 구별이 있다는 뜻이다. 리봉운은 같은 구조를 자닌 음절의 발음에 어떻게
장단음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장음 반절」과 「단음 반절」계열을 세웠다. 그 계
열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리봉운의 장단음반절규식-1

위에서 살펴보듯이 리봉운은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등을 장음반절 계열
을 세웠고 오른쪽 그림에 보인 글자처럼 스스로 기존 문자에 ‘아래아’ 첨가나
가획이나 변형 등 방식으로 새로운 특이한 문자 부호를 만듦으로써 단음반절 계
열을 세웠다. 이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리봉운의 장단음반절규식-2

위 <그림 2>에서 보듯이 리봉운은 기존 한글을 변형시켜 새로운 표기법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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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 실용적인지 비실용적인지의 문제를 놔두고 당시 다른 국어학자들도 나름
대로의 한글 표기 방식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모아쓰기나 연철이나 분철 등에 애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리봉운처럼 한글 글자 자체까지 변형시켜 표기한 것은 많
지 않았다.

2.6.외이붓침슈식
리봉운《국문졍리》의 목록에서는 「외이ᄇᆞᆺ침규식」이란 항목이 적혀있지
만 내용의 표제어로는 「ㅣ외이ᄇᆞᆺ침ᄒᆞᄂᆞᆫ규범」이란 표제어가 보이고 있다. 이 부
분은 주로 리봉운이 또 다른 새로운 문자를 창출하려는 설명 내용이고 「-ㅣ」를
이용해서 다른 글자에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표기 부호를 만들어 낸 것이다. 「-ㅣ」
가 다른 글자에 첨가하게 될 경우는 「-ㅡ」의 표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의 예
문은 다음과 같다.
<그림 3>리봉운의 「ㅣ외이ᄇᆞᆺ침ᄒᆞᄂᆞᆫ규범」

위 <그림 3>에서 보듯이 「-ㅣ」은 다른 중성 모음과 어울릴 때는 오른쪽 네모
형에 보인 예문처럼 나타나는 것이고 첫성이나 종성 자음과 어울릴 때는 왼쪽 동
그라미에 보인 글자처럼 표시된 것이다.

2.7.언어쟝단규식
리봉운《국문졍리》의 목록에서는 「언어장잔규식」이란 항목이 쓰여있지만 실
제 내용에서는 「말이길고쩗은규식」이란 제목어가 쓰여있다. 이 부분은 바로 「2.5.
단음반졀규식」에에서의 예문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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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리봉운의「언어장잔규식」예문

왼쪽에 있는 예문들은 주로 모음 「-ㅏ」로 다른 자음과 어울리는 음절이고 오
른쪽에 있는 예문들은 모음 「-·(아래아)」로 다른 자음과 어울리는 음절이다. 「ㅏ」와 결합된 음절은 장음으로, 「-·(아래아)」와 결합된 음절은 단음으로 발음
한다고 한다.

2.8.문법론
리봉운은 조선 말기(당시)까지 자기 나라의 문장을 쓰는 규범이 없어서 다른
외국 사람들도 조선말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언문(諺文)은 원래 말을 위해
서 낸 글이니 말대로 쓰는 것이 옳고 문장을 꾸밀 때 문법 규칙에 준해 쓰는 것
이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

2.9.문법말규식
이 부분은 「2.8.문법론」에서의 일부 내용이다. 리봉운은 「문법론」이란 것
을 「문법말규싯」과 「쇼담규식」으로 본다.

위에서 보듯이 (2)쇼담규식에 들어있는 예문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중들이 사
용하는 말의 표기이며 (1)문법말규식에 들어있는 예문들은 리봉운이 이랗게 문법
에 준해 써야 된다는 표기 방식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래아)」의
쓰임이다. 첫째는 「-·(아래아)」의 음가는 늘 「-ㅏ」와 가까이 발음한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ㅓ」로 실현되어 있었다. 둘째는 1930 년 「언문철자법(諺
文綴字法)」에 와서야 「-·(아래아)」가 완전히 폐지된 상태이지만 조선말기부터
이의 음가가 사라지는 추세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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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탁음규식
탁음규식은 한글에 가획을 해서 탁음을 표시한 것이다. 리봉운은 일본말을
배우려면 우선 일본어의 음을 알아야 하며 조선말로 탁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한글에 두점(頭點)을 찍어 표시해야 한다고 한다.
(1)《국문졍리》탁음규식-내문

(2)《국문졍리》탁음규식-예문
<그림 5>《국문졍리》탁음규식-예문

(1)에서 보듯이 리봉운의 탁음규식은 주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개조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리봉운은 조선의 통역관이
나 교육이나 심지어 외교관계와 상관된 관직을 맡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
다. <그림 5>에서 보듯이 각 한글 문자 위에 「ㅇ」나 「ㄴ」나 「ㅁ」 등 표시를 찍
었으로써 청탁음을 구별하며 일본어 50 음을 배우기 위해 설정한 것이었다.

2.11.어토규식
여기서의 「어토」의 문법 범위는 자세한 설명이 달려있지 않았지만 예문 분류
에 따라 12 가지 하위 유형이 나열되어 있어 현대 문법으로 이해해보자고 한다.
이의 명목에서 나온 예문들은 다름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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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국문졍리》어토명목-예문

위 <그림 6>에서 든 예문들은 <1, 2, 3>번은 시제를 제시한 것, <4>번은 명령
법, <5,6>번은 부정법, <7>번은 권유법, <8, 9>번은 부사, <10>번과 <13, 14>번 그
리고 <16, 17>번은 연결어미, <11, 12>번과 <19, 20>은 종결어미, <15>번과 <18>
번은 조사, <21>번은 명사이다. 이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형태론→품사: <8>, <9>, <15>, <18>, <21>
(2)현태론→어미:1)연결어미:<10>, <13>, <14>, <16>, <17>
2)종결어미:<11>, <12>, <19>, <20>
(3)통사론→시제:<1>, <2>, <3>
(4)통사론→서법:1)명령법:<4>
2)부정법:<5>, <6>
3)권유법:<7>

리봉운은 주로 문법의 의미를 전제로 삼아 예문들 듦으로써 「어토」를 해석한
것이었다. 한국어 조기 문법서의 특징으로는 「3 부법」으로 위주하여 구성된 것은
일반적이다. 리봉운의 《국문졍리》도 예의 없다.

2.12.새언어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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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봉운은 스스로 한글 자체를 변형시켜 나름대로의 새로운 표기법을 창출하
여 주장했다. 음의 장단 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장이나 언어생
활에서 쓸 수 있게 제의를 한다.
<그림 7>《국문졍리》새언문규법 서언

위 <그림 7>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대략 임금은 전 국민들을 위해 생각하야
하고 신하들은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은 사림공상(士林工商)은 가리지 않으며 보
고(報國)할 마음을 다 하고, 만국(萬國)은 다 문명이 된다면 국부민강되겠다. 그
리고 무슨 일이든지 궁구하여 이치를 밝히면 밝아질 것이라 하며 전국민들은 국
문(國文)과 언어를 자세히 알려면 이 책을 보시라고 한다. 서언에서는 리봉운 자
기가 주장하는 새 표기법의 규칙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표기법 중에도 당시 표기
법과 섞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4. 물론 장단음반절규식으로 볼 때 그
럴 수도 있겠지만 그 규칙은 전에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음운적으로 봐도 너무 애
매모호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5.

3.리봉운의 한국어 문법 이념
4
5

동그라미가 표시되는 부분은 리봉운이 주장하는 표기법이 아닌 당시 표기법이다.
「명」의 경우는 「ㅁ」이 유성자음이라 해서 장음 모음인「ㅕ」가 붙여 쓰게 된고 하면 「셩」의
「ㅅ」무성 장음이지만 역시 모음인「ㅕ」와 어울려 음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면」의 표시는 「명」
과 같이 「ㅁ」+「ㅕ」+「ㄴ」의 구조로 표시해여 하지만 「ㅁ」+「=」+「ㄴ」의 구조로 표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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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국어교육의 중요성
우선 서문에서 기재되어 있는 리봉운의 문법 이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 《국문졍리》서문

조선 말기부터 서양문화가 조선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외국인들로는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우선 선교를 하기 위해 조선말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러나 당시 조선에서 문법서는 물론이거니와 간단한 회화책조차도 찾아보기 힘들
었다. 외국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조선어를 가르치
는 선생님을 먼저 구하여 그들을 통해 조선말을 배우는 게 유일무이한 방법이었
다. 그러나 이 외국인들은 조선말을 가르쳐 주는 조선 사람들을 향해 자기네 조
선말도 모른다고 비웃기 일쑤였다. 이것은 조선어 선생님만의 수치가 아니라 전
국민의 수치라도 했다. 결국 리봉운은 이 상황이 시발점이 되어 국문(國文)교육
이 무엇보다도 문명 발전에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문졍리》를 지
어 조선 글자와 발음의 장단음이 일치할 수 있게 12 가지의 언어 단위 규칙 항목
이 달린 문법체계를 세웠다.

3.2.새로운 표기 제의
리봉운의 《국문졍리》는 음운적 자모음 장단부터 시작해서 형대적 글자 병서
(竝書)까지 국어 초기의 문법 체계를 세우려는 의도를 보인다. 1894 년 갑오경장
이후 외국 세력이 조선반도에 들어와 서양 문화와 접촉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
다고 생각되어 이로 인한 서로 간의 언어적 충돌이 생겨서 스스로 자기 모국어에
대한 반성을 일으킨 것이다. 리봉운의 《국문졍리》에서 두 가지의 주장이 제일 뚜
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음에 대한 장단 표기, 즉 일본어처럼 청탁음을
잘 표기할 수 있게 글자체부터 변형시켜 사용한다. 둘째는 변형된 글자를 이용하
여 당시 속음(俗音)을 구분해서 기재하여 전혀 새로운 음절 조립 표기 방식을 제
안했다. 이것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장단
음에 대한 표기는 일정한 규칙(혹은 지정된 표준어)이 없기 때문에 속음(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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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투리 음)에 따라 과연 언문일치(諺文一致)를 할 수 있을까 의심된다. 둘째
는 한 나라의 「국문」 표기 체계가 수백 년이나 되어야 어느 정도 일정한 틀에 안
정되는데 한 개인의 힘으로 긴 세월을 누적된 표기를 그리 쉽사리 바꿀 수 있었
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셋째는 세종 대왕이 창제한 글자와 이의 조립 체계
를 파괴하여 새로운 표기를 만드는 것은 다른 국어학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쉬
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리봉운의 문법 주장은 역사적으로 기려지지 못
하고 소실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의 「음운론적 견해」와 초보적인 형
태론과 통사론 부분 모두 조선말 문법 연구에 이바지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없겠
다.

3.3.리봉운의《국문졍리》(1897)와 주시경(周時經)《國語文典音學》(1908)
1894 년에 리봉운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음운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나라 글
자에 대한 발음 현상과 구성 원리를 책으로 쓰게 되었다. 리봉운은 중국 오음육
률(五音六律)에 의한 한글 창제 원리를 밝힌 후 일본어의 청탁을 한글로 정확하
게 발음할 수 있게 새로운 한글 청탁 자모 구성을 정했다. 즉 세종 대왕이 만든
글자의 부분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에 맞춰 쓰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08 년 주시경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음운적인 문법 이치를 이용해서 《國
語文典音學》이란 문법서를 쓰게 되었다. 주시경과 리봉운 두 학자가 음운적 관점
으로 시작하여 문법서를 쓰게 된 점은 같지만 주시경은 세종 대왕이 만든 글자에
대해 다시 전체적으로 논술하고 원리를 밝혀냄으로써 국문의 구조를 대중에게 알
리는 것과 다르다.
<그림 9> 周時經《國語文典音學》(1908)

<그림 9>에서 보듯이 주시경의 《國語文典音學》은 최초 창립된 한글 문자에 대
한 원리를 다시금 재해석한 작업이다. 다시 말하자면 리봉운의 음운적인 문법 체
계는 다른 언어 발음에 맞추기 위해 단순히 한글의 발음 구조를 어떤 음률(音律)
에서 창출된 것인지에만 그쳤으나 주시경의 음운적인 문법 의식은 한민족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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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의 문자 발음 체계와 이치를 그대로 이어 밝혀낸 것이다.

3.4. 리봉운의《국문졍리》(1897)와 유길준(俞吉濬) 《朝鮮文典》(1897)
리봉운의 《국문졍리》은 음운적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비록 「문법론」과
「어토규식」 내용 중에는 형태와 통사 지적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된 곳도 있지
만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1881 부터 1883 년까지는 유길준이 「朝士視
察團」과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일본 체류 기간에는 일본어 문법서를
참고하여 한국어 문법서를 쓰기 시작했다6. 「갑신정병(甲申政變)」 때문에 유방 신
세가 되어 1892 년에 와서야 12 년의 유방(流放) 생활이 끝난 1897 년에《朝鮮文典》
를 써냈고 1906 년에 유인본 《朝鮮文典》을 출간하고 1907 년에 유인본 《大韓文
典》을 출간했다.

<그림 10>유길준 필사본 《朝鮮文典》(1897)

6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유길준의 《朝鮮文典》은 주로 일본 문법서 영향을 받아 쓰게 된 것이라고 지
적한다. 주로 (1)中淑根의 《日本文典》(1876), (2)大槻文彥의 《廣日本文典》(1897), (3)田中義廉
의 《小學日本文典》 (1874), 그리고 (4)高津鍬三郎의 《日本中文典》(1891) 등 있다.

109

<그림 11>유길준의 유인판《朝鮮文典》(1906), 유인판《大韓文典》(1907), 활자판

《大韓文典》(1909)

<그림 11>의 목록을 보듯이 부분적인 내용의 수정 이외에는 거의 같은 세 권의 책
이다. 유길준 최초의 《朝鮮文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음운, 형태, 통사 등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유길준의 문법서에서는 한글 창제에 관한 음
운적인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품사 분류와 문장 구조에만 집중적으로 다루었
다는 점은 리봉운의 문법 체계와 다르게 보인다.

4.맺음말
1894 년 이전에 외국 사신이나 무역 방식을 통해 쓴 조선에 관한 단어집7이나
선교사들이 쓴 초보 조선말 회화책은 조선말 문법 체계 연구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연구는 대략 1894 년 갑오경장 이후
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은 서양 문화가 대거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또한 외국 정치 세력 영향으로 애국학자들이 모국어를 살리기 위해 문법
체계나 국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할 자각의식이 강해졌다. 한국인이자 외교 통역
에 관한 직무를 맡은 리봉운은 외국인들이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는 행동에 애통
하게 느껴 국문(國文)과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
해 백성에게 조선말의 속음(俗音)에 관한 장단음과 문자부터 인식시켜야 함에
《국문졍리》를 쓰게 된다. 이것이 한국 최초 한국학자가 쓴 음운적 문법서라고 할

7

1103 년 중국 사신 손목(孫穆)이 쓴 《계림유사》雞林類事), 1653 년 네덜란드 하멜이 쓴 《난선제
주도난파기》
（蘭船濟州島難破記，Relation Naufrage d'un Vaisseau Hollandois）와 부록《조선국
기》
（朝鮮國記，Description du Royaume de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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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는 다른 언어를 순조롭게 배울 수 있기 위해 한글 자체를 변형시켜
새로운 표기 음절 구조 방식까지 고안해 냈다. 그리고 말과 실제 표기를 일치시
키기 위해 반절모자의 예문도 나열했다. 그의 「어토규식」 내용 중에도 품사와 어
미, 일부의 서법 등 예문이 제시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현대 문법 연구의 첫발
을 내디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대 문법서와는 거리가
좀 멀지만 그는 최초로 「국문」이라는 용어와 한자가 아닌「순한글」을 사용하여
음운론적 시각으로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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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e Bong Woon ‘s Kukmunjungle
Wu, Chung-Hsing

Before 1894, Korean vocabulary books written by diplomats or traders, or K
orean conversation books written by foreign missionaries in the Korean peni
nsula, were the origin of early Korean grammar. However, it was not until t
he Gabo reform in 1894 that Korean scholars began studying Korean grammar.
Due to the great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and political power, Korean s
cholars began to devote themselves to the study of grammar and education in
order to preserve their national language. Lee Bong Woon is the first scho
lar in Korea to write phonology books. He advocates marking "long and short
vowel" to help learning Japanese. He was also the first scholar who wrote
books in "Korean" and "no Chinese characters", and innovated Korean charact
ers. Although his works are not really grammar books, in terms of Korean gr
ammar studies, he was the first scholar who pioneered grammar studies and d
eserves recognition.

KEYWORD

李鳳雲

Lee Bong Woon

國文正理 Kukmunjungle
音韻性的 Phonological
甲午更張 Gabo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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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봉운(李鳳雲)의 《국國문文졍正리理》(1897)에 대한 고찰”
토론문

김선영 1

1. 자모규식
‘ㄷㅇㅗㅏㅓㅗㅜㅡㅣ’은 전청(全清)음이고 ‘ㅅㅈㅊㅋㄴㄷㄹㅌㅁㅂㅍㅑㅕㅛㅠ, 종성
ㄱ’은 전탁음이고 ‘ㅏ’는 장음(長音)이고 ·(아래아)는 단음(短音)이라고 정한다.

Q1. 위의 설명에서 ‘전청음’, ‘전탁음’을 서로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음들의 음운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심이 듭니다. 모음의 경우 단모음, 이중모음(ㅣ계)로 나눈 것 같은데 자
음의 경우 분류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ㄷ’의 경우 전청음과 전탁음 모두에
포함되며 초성 ‘ㄱ, ㅎ’은 위 분류에 제외되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문제
시됩니다.

Q2. 초성 ‘ㄱ’을 ‘ㅋ’과 같은 아성(牙聲)으로 분류하지 않고, ‘ㅇ,ㅎ’과 같이 후성(喉聲)으로
분류한 점, 그리고 종성의 ‘ㄱ,ㄴ’을 동일하게 아성(牙聲)을 분류한 점은 이봉운의 음운에
대한 지식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 문법말규식

Q1. 위 표와 관련하여 “둘째는 1930년 「언문철자법(諺文綴字法)」에 와서야 「-·(아래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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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폐지된 상태이지만 조선말기부터 이의 음가가 사라지는 추세가 보인다고 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기문(1987:203) <국어사 개설>에 따르면 어두 위치의 ·
(아래아) 소실을 18세기 중엽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에 따라 ·(아래아)
의 소실을 조선말기보다 더 이전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Q2. 장단음반절규식-1 ‘ㅏ’는 ‘·(아래아)’에, ‘ㅓ’는 ‘-‘에 장단음이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하였
습니다. 이를 따르면 ‘ㅓ’는 ‘-‘로 표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래아)’로 표기한 이유가 무
엇인지 궁금합니다.

3. 어토 명목

위 <그림6>에서 든 예문들은 <1, 2, 3>번은 시제를 제시한 것, <4>번은 명령법,
<5,6>번은 부정법, <7>번은 권유법, <8, 9>번은 부사, <10>번과 <13, 14>번 그리
고 <16, 17>번은 연결어미, <11, 12>번과 <19, 20>은 종결어미, <15>번과 <18>
번은 조사, <21>번은 명사이다.

Q1. <13>과 <14>를 연결어미로 설명하였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3>의
‘샹대(相對)’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상대경어법’의
‘상대’로 해석한다면 ‘오, 요, 고, 며’는 종결 어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미의 경우
‘하-‘를 어간으로 취해 제시하고 있는데 어간 없이 어미만 제시한 점도 다소 의문이 듭니
다.
Q2. <14>에서 ‘할뜻, 하나’로 문장이 종결될 수 있어 <14>를 연결어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3. <15>, <18>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15>에서 ‘고로’
는 부사에, ‘하니까’는 어미에 해당해 <15>는 다분히 의미 기능만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4. ㅣ외이붓침슈식

Q. <그림3>에서 각각의 글자가 현대국어에 어떤 글자에 대응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
다. 현대국어에서 대응되는 글자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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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용언 ‘오다’의 기능
김선영 1
1. 서론
본고는 보조 용언 ‘오다’의 기능 및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오다’
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까가 문제가 된다. 연구자에 따라 하나의 기본 의미를 설
정하고 이것이 문맥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
며 기본 의미의 설정 없이 그 기능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전자
의 대표적인 연구로 김성화(1990/2003: 153-172)와 손세모돌(1996: 121-138)을 들
수 있는데 ‘오다’는 기본적으로 ‘지속상’을 나타내며 문맥에 따라 구체적인 의
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기동(1977)에서는 이와 달리 하나의 기본 의
미를 설정하지 않고 그 기능을 구분지어 설명하였는데 ‘오다’가 ‘동작의 지속’,
‘상태의 변화’, ‘감각 및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현행 사전을 비교해 보면 ‘오다’의 의미 기술에 차이를 보인다. 현행 사전 중
에서 《연세 한국어사전》이 ‘오다’의 의미를 가장 많이 구분지어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그 기능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
다’의 의미 기능을 하나로만 설명하였는데 아래 (1), (2) 기능을 묶어 하나로 기
술하였다. 반면에《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위의 (1), (2) 기능을 나누어 모
두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1) [주로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향
하여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냄.
¶ 종수는 영미가 마치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애인처럼 여겨졌다.
(2) [주로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일정한 상태나 현상이 시작되어 진
행되어 감을 나타냄.
¶ 내일 아침에는 분명 눈부신 새 날이 밝아 올 테니까
(3) [용언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일정한 시일에 가까워짐을 나타냄.
¶ 새벽이 가까워 오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지치고 있었다.
(4)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나에게 어떠한 행위를 취하다.
¶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오던 박석연과 마침내 통화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오다’의 의미를 위의 (1), (2), (4)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하나의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본용언 ‘오다’
에서 각기 발달된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는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과 기능상에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에 근거한다. 각각의 의미를 하나의 기본 의미가 파생된 관
계로 설명하기에는 그 차이가 꽤 큰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오다’의 기능에 따
라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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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각각의 의미에 따른 선행 용언의 차이를 설명하였
으나 이는 정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2)의 의미는 ‘오다’가 주로 동사
에 결합하여 기능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1)의 의미는 ‘주로 동사’라고 한정할 수 있으나 (2)는 이렇게 한정하기 어렵다.
‘오다’ (2)는 일부 형용사와 현저한 결합 관계를 보이며 또한 이 형용사와 의미
적으로 관련을 맺는 동사에 결합이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4)의 의미도 선행
가능한 동사를 더욱 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선행 용언과 기능상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고에서는 말뭉치 용례를 토대로 이를 면밀
히 검토할 것이다.

2. 선행 용언에 따른 ‘오다’의 기능과 특징
2.1. ‘꿈꾸다’류와 ‘오다’
‘오다’는 현재나 현재 이전의 어느 한 시점을 지향점으로 하여 그 이전부터의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설명된다. 아래 (5ㄱ)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상황을 나타내며 (5ㄴ)은 1945년까지 지속된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나 (5
ㄷ)과 같이 미래의 동작 계속을 나타내지 못한다.
(5) ㄱ. 창수는 작년부터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다. (=이기동(1977: 149) 예(25a))
ㄴ. 영국은 1945년까지 많은 영토를 잃어 왔고 그 이후에도 잃어 갔다.
(= 〃 〃 예(27))
ㄷ. *창수는 내년부터 부지런히 공부해 오겠다고 한다. (= 〃 〃 예(26b))
(6) 수업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지금까지/그때까지} 숙제 안 하고 뭐 했니?
ㄱ. *게임을 해 왔지/ ㄴ. 게임을 하고 있었지.
(7)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년 동안/ ??/*1시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해 왔어.
출발점이 되는 시점과 지향점이 되는 두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6), (7)에서 ‘오다’의 결합에 이상을 보이는데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6)은 출발점이 되는 시점이 몇 시간 전으로, 지속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7)에서 ‘1년 동안’과 달리 ‘1시간 동안’
은 ‘공부만 해 왔어’의 사용이 부자연스럽다. 지속 시간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오다’의 사용이 자연스러운지 그 길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말뭉치에 나타나는
예를 고려하면 화자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으로 느끼는 시간 길이로 여겨진다.
‘오다’가 과거로부터 지속된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동사와 결합한다. ‘오다’
에 선행하는 동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시간 길이
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동작이나 상황이 연속되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류이다.
(8) ㄱ. 배군은 서울대 전자 공학과를 지원해 졸업 뒤에는 오래전부터 꿈꿔 온 첨
단 과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8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ㄴ. 새로운 청소년 미디어 문화는 지금의 3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향유해왔던
문화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을 많이 갖고 있다.
ㄷ. 나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 온 것을 알고 있었다.
(9) ㄱ.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광고료를 요구하는 등의 강압적인 광
고거래를 행해왔다.
ㄴ. 무엇보다 따져야 할 일은 한강환경관리청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해왔으
면서도 무단방류를 적발하지 못한 점이며 수질검사 역시 제대로 해왔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8)의 ‘꿈꾸다, 향유하다, 살다’는 상황에 따라 짧게 끝날 수도 있으며 동일한 상
황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완료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동사와 ‘오다’가 결합하면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의
미를 나타낸다. (9)의 ‘행하다, 점검을 하다, 검사를 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동사들은 ‘오다’와 결합하여 반복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일부 형용사와 ‘오다’가 결합된 예가 나타난다. 김성화(1990/2003: 159), 김
기혁(1987: 40)에서는 형용사에 ‘지다’가 결합해야 ‘오다’와 결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다’와 형용사가 직접 결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0) ㄱ. 이 프로들이 건재해온 더 큰 요인은 시청률에 있다.
ㄴ. "이런 일은 국회에서 과거에 많이 있어 온 관행인데 왜 우리만 문제를 삼
느냐."
ㄷ. 도굴도 도굴이었지만 이 능산리(陵山里) 왕릉들은 그래서 더욱 무덤의 진
짜 주인공이 밝혀진 일이 없어 온 터였다.
(11) ㄱ.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역법과 천문에 관한 지식이 민간에 널
리 퍼지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연구도 부진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ㄱ'. 이에 관한 연구도 부진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ㄴ. 그러나 지난해부터 美協을 중심으로 민술대전의 완전한 民間化 문제가 제
기된 이후 미술계에는 찬반 양론이 분분해 왔다.
ㄴ'. 미술계에는 찬반 양론이 분분해져 왔다.
ㄷ. 그동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정책은 이른바 ｢베이징 3원칙｣에 충실해
왔다.
ㄷ'. 그동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정책은 이른바 ｢베이징 3원칙｣에 충실히
해 왔다.
(10ㄱ)의 ‘건재해온’은 프로그램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을 나타내
며 (10ㄴ)의 ‘있어 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10ㄷ)의 ‘없어 온’은 반대로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은 사건임을
전달하는데 일어났을 법한 일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듯 ‘지다’의 결합 없이 존재 형용사와 ‘오다’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다’가 결합되는 경우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11ㄱ)에
서 ‘부진해 왔음’은 과거의 부진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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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ㄱ')의 ‘부진해져 왔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진함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11ㄴ, ㄴ')의 ‘분분해 왔다’, ‘분분해져 왔다’ 역시 동일한 상황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1ㄷ)의 ‘충실해 왔다’는 ‘충실해져 왔다’
가 아니라 (11ㄷ')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실히 해 왔다’에 의미적으로 대응돼
‘지다’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언학(2005: 206:212)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오다’가 ‘살다’ 등과 결합
하여 보조용언으로 쓰인 예가 관찰된다. 중세국어에서 ‘오다’의 선행 용언으로 자
동사와 타동사를 선행시켰다는 설명에 근거하면 형용사와의 결합은 후대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재 형용사 ‘있다, 건재하
다’와 결합된 예가 말뭉치에 다수 확인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
유한한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다’의 의미 기능과 존재 형용사의 의미 특
성이 서로 부합하여 존재 형용사와의 결합이 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존재 형
용사 외에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는 형용사들과의 결합 역시 다음과 같이 관찰되
는데 ‘오다’가 과거로부터 지속된 행동을 나타내는 기능에 가장 부합되는 형용
사로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ㄱ. 그동안 우리는 양적 팽창에만 급급해 왔고 체격이 커지는데 따른 체질의
개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ㄴ. 이같은 흐름에 대해 본 정부가 퍽 무관심해 왔던 게 사실이었다.
ㄷ. 한편, 일본은 자신의 국부를 발전 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DAC)로 쓰
는 데는 인색해 왔습니다.
ㄹ. 그러니만큼 유홍종의 소설 세계에 진작부터 친숙해 온 독자라면 여기서
그의 낯익은 모습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2.2. ‘아프다’류와 ‘오다’
보조용언 ‘오다’의 두 번째 기능으로 상태변화를 들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앞
서 살펴본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내는 기능과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의
미 기능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기능은 본용언 ‘오다’에서 각각 발
달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 기능은 다음과 같이 문법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
(13) ㄱ. *창수는 내년부터 부지런히 공부해 오겠다고 한다.
ㄴ. 곧 날이 밝아올 것이다.
(14) ㄱ. 1시간 전만 해도 어둡던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ㄴ. *아침을 먹을 때까지 날이 밝아왔다.
(13ㄱ)은 앞서 제시한 예인데 과거로부터 지속된 행위를 나타낼 때는 미래로 계
속되는 행위에는 ‘오다’의 결합이 제약됨을 보여준다. 반면에 상태 변화는 이러
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13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상황으로, ‘오다’
가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14ㄱ)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나 (14ㄴ)과 같이 변화가 완료되는 시점이 포함된 상황은 나타내
지 못한다. 이렇게 ‘오다’의 상태 변화 기능은 과거에서부터의 행위 지속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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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기능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성화(1990/2003: 153-168)에서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기능을 누적성 진행상
(進行相)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일부 형용사와 긴밀한 결합 관계를 이루는 점을
고려하면 상(相)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형용사와 ‘오다’
가 직접 결합되는 예를 살펴보았다.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기능에서도 ‘오다’와 형
용사가 결합된 예들이 관찰된다. 다음은 말뭉치에 나타난 ‘오다’와 형용사의 결
합 양상이다.
[표1] ‘오다’와 형용사의 결합 양상 (=김선영(2019: 33))
오다

져
오다

전체
빈도

-다

캄캄하다

36

25

2706

93

1514

짙다

33

2

6669

361

1337

43

뻐근하다

28

4

391

19

0

115140

28816

익숙하다

27

18

4506

68

92

7

1748

27

춥다

24

0

4023

159

아리다

92

0

467

11

덥다

23

0

2748

178

어둡다

89

11

13755

359

시큰하다

20

3

242

3

시리다

78

2

950

60

뿌듯하다

18

4

755

20

답답하다

62

23

4791

316

급급하다

17

0

1195

54

흐리다

62

9

3367

41

무겁다

14

2

6685

222

뜨겁다

58

17

10006

234

벅차다

14

0

1592

92

찡하다

49

2

388

6

붉다

14

3

12652

99

고프다

42

0

2736

186

서늘하다

14

8

1776

48

쓰리다

40

0

912

38

허전하다

14

0

1618

70

맑다

38

9

10546

163

뭉클하다

13

3

660

11

오다

져
오다

전체
빈도

-다

가깝다

744

32

22771

1334

아프다

341

1

17344

저리다

328

0

있다

113

가쁘다

위 [표]에서 많은 형용사들에 ‘오다’와 직접 결합한 형식과 ‘지다’가 개재
된 형식이 모두 나타난다. 즉 형용사들이 ‘오다’와 직접 결합되는 것과 ‘지다’
가 개재되는 것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취하며 형
용사에 따라 선호하는 결합 방식이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통시적인 변천
과정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김선영(2019: 34)에 따르면 ‘오다’와 ‘지다’는
통시적으로 형용사와 결합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가 달리 나타나는데 ‘오다’는
‘지다’보다 그 시기가 늦게 관찰된다고 한다. ‘지다’와 형용사는 17세기에 결
합되기 시작하여 18세기 문헌에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형용사와 ‘지다’의 결합 관
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오다’와 형용사가 결합될 때 ‘지다’가 개재된 형식이 출
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오다’가 과거에서부터의 지속을 나타낼 때 존재 형용사나 인물의 태도
와 관련된 형용사들이 주로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오다’가 상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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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때 결합하는 형용사 부류는 이와 다르다. 1억 800만 어절의 대규모 말뭉치
에서 ‘오다’와 결합된 형용사의 예들이 160여 개 확인된다. 이 형용사들은 ‘오
다’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분될 수 있다.
(15) 과거로부터의 지속
ㄱ. 성상 형용사: 건재하다, 부진하다, 분분하다, 불가능하다, 비대하다, 비일
비재하다, 융성하다, 지지부진하다, 치열하다
ㄴ. 평가 형용사: 급급하다,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부족하다, 소홀하다, 익다,
익숙하다, 인색하다, 충실하다, 친숙하다
ㄷ. 비교 형용사: 가깝다, 심하다
ㄹ. 존재 형용사: 있다
(16) 상태 변화
ㄱ. 증상 형용사: 가렵다, 가물가물하다, 가쁘다, 간지럽다, 갑갑하다, 개운하
다, 고프다, 근질근질하다, 깔깔하다, 나른하다, 노곤하다, 녹작지근하다,
답답하다, 덥다, 따갑다, 또렷하다, 뜨겁다, 뜨끈뜨끈하다, 뜨끈하다, 뜨
끔하다, 띵하다, 마렵다, 맑다, 맵다, 먹먹하다, 멍멍하다, 멍하다, 무겁
다, 묵직하다, 뭉클하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벅차다, 뻐근하다, 뻑적지
근하다, 뻣뻣하다, 서늘하다, 시리다, 시큰하다, 싸하다, 써늘하다, 쓰라
리다, 쓰리다, 아득하다, 아뜩하다, 아리다, 아찔하다, 아프다, 알알하다,
어둡다, 어릿어릿하다, 어지럽다, 어질어질하다, 얼얼하다, 저리다, 짜릿
하다, 찌릿하다, 찡하다, 춥다, 침침하다, 허전하다, 화끈하다, 후끈하다,
훗훗하다, 흐리다, 흐릿하다
ㄴ. 심리 형용사: 그립다, 급하다, 깜깜하다, 께름칙하다, 따뜻하다, 막막하다,
맑다, 복잡하다, 뿌듯하다, 섬뜩하다, 스산하다, 심란하다, 야릇하다, 어
둡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잠잠하다, 조급하다, 착잡하다, 초조하다, 충
만하다, 캄캄하다, 평안하다, 허전하다, 허탈하다, 후련하다, 훈훈하다, 흐
뭇하다
ㄷ. 성상 형용사: 급박하다, 긴박하다, 깊다, 끈끈하다, 높다, 덥다, 뜸하다, 맑
다, 무덥다, 발그스름하다, 불룩하다, 붉다, 소란하다, 어둑어둑하다, 어
둡다, 어스레하다, 어슴푸레하다, 자욱하다, 절박하다, 짙다, 차갑다, 차
겁다, 촉박하다, 축축하다, 춥다, 캄캄하다, 컴컴하다, 파릇파릇하다, 환
하다, 훤하다, 흐리다
ㄹ. 평가 형용사: 빠듯하다, 선하다, 익다,
ㅁ. 비교 형용사: 가깝다, 심하다
(15), (16)에서 ‘가깝다, 익다’ 등의 몇몇 형용사는 ‘오다’의 두 기능과 모
두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용사도 ‘오다’의 기능에 따라 구체적인 용
법이 다르다.
(17) ㄱ. 어디선가 염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지족암(知足庵)이 가까워져 온
것이다.
ㄴ. 어느덧 나는 4학년에 진급했고 곧 졸업이 가까워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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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영희는 철수에게 가까워져 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ㄹ. ??/*그의 춤사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몸부림에 가까워져 왔다.
(18) ㄱ.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양국의 관계가 가까워져 왔다.
ㄴ. 여러 해 동안 부단히 연습한 결과 그의 춤이 제법 전문가들 춤에 가까워
져 왔다.
(19) ㄱ. 어둠이 눈에 익어 오기를 기다렸다.
ㄴ. 수천 년래 익어 온 배달말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조차를 누리지 못하였다.
(17), (18)은 ‘가깝다’의 예이다. (17)에서 ‘가깝다’가 (ㄱ, ㄴ)의 거리나 시
간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상태 변화의 ‘오다’와 결합되나 (ㄷ, ㄹ)의 두 인물의
관계 변화나 대상의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는 결합에 이상을 보인다. (17ㄷ, ㄹ)
의 두 용법은 (18)과 같이 과거로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변화만이 가능한 것으
로 보인다. (19)는 ‘익다’의 예인데 (19ㄱ)과 같이 눈의 기능 변화는 ‘오다’
와 결합하여 단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며 (19ㄴ)과 같이 특정 기능이나 문화에 대
한 적응을 나타낼 때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온 변화를 나타낸다.
‘오다’가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증상 형용사나 심리 형용사와 같은 내적 상
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과 현저하게 결합된다. 이기동(1977: 154)에서는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하고 또 감각을 새로이 느끼게 되는데 슬픔이나 기쁨을 느낀다는
그러한 느낌이 어느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되어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때 ‘오다’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김선영(2019: 40)에서도 증상 형
용사가 ‘오다’와 현저하게 결합되는 이유를 그 의미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설
명하였다. 즉 어떤 증상을 느낄 때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느껴지다가 점점 더 강도
가 분명해지고 강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떤 대상이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상
황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증상 형용사가 지
닌 본래적인 특성에 해당한다는 점이 주목됨을 지적하였다.
증상 형용사나 심리 형용사는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어 단계적 변화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16)에 ‘어둡다, 환하다, 흐리다’와 같이 빛과 관련
된 자연 변화를 그리는 형용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연 현상 역시
짧은 시간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보통 자연적으
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에 색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도 포
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용사의 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 ㄱ. 술을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점점 붉어 왔다.
ㄴ.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가쯔꼬의 배는 제법 불룩해 왔는데
(20)은 성상 형용사 ‘붉다, 불룩하다’의 예이다. (20ㄱ)은 술을 마신 후 얼굴
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술을 마신 후 보통 생리적으로 얼굴이 점차적으로 붉어진
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에 ‘붉어 오다’
의 사용이 확인된다. (20ㄴ) 역시 임신 후 배 모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연적인
변화 상황에 해당한다.
하나의 형용사가 용법에 따라 ‘오다’와의 결합 관계가 달라지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느냐의 여부가 이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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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ㄱ. 벌써 하늘이 {어두워지네, 어두워져 오네}.
(=김선영(2019: 40) 예
(15))
ㄴ. 나이를 먹으니 귀까지 {어두워지네, 어두워져 오네}.
ㄷ. 비가 내리니 내 마음까지 {어두워지네, ?어두워져 오네}.
ㄹ. 별 말도 아닌데 뭘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냐, ??/*어두워져 오냐}.
‘어둡다’가 (21ㄱ)에서와 같이 빛의 자연적인 변화를 나타내거나 (21ㄴ)에서
와 같이 시력, 청력의 변화를 나타낼 때 ‘오다’와 자연스럽게 통합된다. (21ㄱ,
ㄴ)은 본래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오다’와 쉽
게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점진적인 변화가 잘 그려지지 않는
상황의 경우 ‘오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21ㄷ)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
는 경우 사용 가능해 보이나 (21ㄱ, ㄴ)과 비교하면 수용성이 떨어지며 (21ㄹ)의
표정 변화는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21ㄷ)의 심리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나 이것이 뚜렷이 감지되지 않는다. (21ㄹ)의 표정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오다’와 잘 결합되지 않으며 다른 용법에 비해
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다’가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결합 가능한 동사 부류도 형용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동사의 경우도 내적 느낌이나 자연적인 밝기 등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황에 ‘오다’가 결합된다.
(22) ㄱ. 잠시 전부터 마르크는 자기 마음이 홀가분하고 맑게 개어 오는 듯한 느
낌이었다.
ㄴ. 그러자 내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 오는 거예요.
ㄷ. 양희는 다리며 목덜미, 겨드랑이 밑에 땀이 끈끈하게 배어 오는 걸 느끼며
논둑에 주저앉는다.
ㄹ. 거기다가 아랫도리가 축축하게 젖어 오는 걸로 보아 드디어 양수(羊水)가
비치는 모양이었다.
ㅁ. 그는 움직일 때마다 수갑이 손목을 죄어 오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쇠창
살 문을 올려다보았다.
(23) ㄱ. 희부옇게 새어 오는 날과 함께 길 양편의 능선은 고요한 대로 이상한 살
기가 흐르고 있었다.
ㄴ. 황혼이 빨갛게 물들어 오는 어느 마을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 피로한 다
리를 끌며 오는 애녀석
ㄷ. 편지를 우체부 편에 보내고 바라보는 하늘은 짙게 구름이 끼어 오고 있었
다.
ㄹ. 집앞 골목만 벗어나면 물안개가 벌써 나를 감싸오곤 했다.
(22)는 내적 느낌을 나타내는 상황에 ‘오다’가 결합된 것이다. (22ㄱ)의 ‘개
어 오는’은 심리적 변화를, (22ㄴ)의 ‘식어 오는’은 체온의 변화를 나타낸다. (22
ㄷ~ㅁ)의 ‘배어 오는’, ‘죄어 오는’, ‘죄어 오기’ 역시 피부를 통해 느껴지
는 촉감의 변화를 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은 자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124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는데 (23ㄱ, ㄴ)의 ‘새어 오는, 물들어 오는’은 태양이 일으키는 빛의 변화를 나
타내며 (23ㄷ, ㄹ)은 구름과 안개의 변화를 나타낸다.

2.3. ‘걸다’류와 ‘오다’
‘오다’의 세 번째 용법은 다음 용법이다.
(4)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나에게 어떠한 행위를 취하다.
¶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오던 박석연과 마침내 통화할 수 있었다.
《연세 한국어》
예문 ‘전화를 걸어 오던’의 ‘오다’에 대해 그동안 보조 용언의 기능으로 설
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박양규(1987)를 들 수 있는데 박양규(1987)에서
는 이를 복합동사의 일부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문법화된 의미 기능과 선행
용언의 확장성에 근거하여 보조용언으로 설명할 것이다.
박양규(1987: 474-477)에서는 ‘오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24) ㄱ. [보내오다]=[[보내다][G-시점]] (=박양규 1987: 475 (44a))
ㄴ. [가져오다]=[[가져가다][G-시점]]=[[가지다][가다][G-시점]] (=〃〃: 474
(37a))
‘보내오다’는 ‘보내다’의 의미에 착점(着點)이 더해진 것이라 한다. 이해를
위해 ‘가져오다’의 의미와 비교하면 ‘가져오다’는 ‘가지다’의 의미에 ‘가
다(=이동)’와 착점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보내오다’는 ‘가져오다’와 달
리 이동의 의미는 없고 착점만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착점(着點)은
화자의 시점(視點)이 있는 위치로 정의하였다.‘보내다’에 이미 이동의 의미가 있
기 때문에 ‘오다’가 지닌 본래 의미에서 착점만이 취해진 것이라 하며 ‘보내오
다’와 ‘보내다’의 차이를 다음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25) 삼숙아, 그 책을 일숙이에게 주려면 1가로 {보내오고, 보내고}(a) 사숙이에
게 주려면 4가로 {*보내오너라, 보내라}(b). 그리고 이숙이에게 주려면 2가로
{*보내오너라, 보내라}(c)
(=박양규(1987: 476) 예 (46))
*
(26) 일숙아, 삼숙이가 그 책을 어디로 { 보내올까, 보낼까}(a)? 너한테 {보내올까,
보낼까}(b)?, 아니면, 이숙이에게 {*보내올까, 보낼까}(c)? (=박양규(1987:
476) 예 (47))
(27) 이숙아, 삼숙이가 그 책을 거기로 {a. 보내오거든, b. 보내거든} 내게 좀 알
려 다오.
(=박양규(1987: 476) 예 (48))
(25)-(27)은 화자와 일숙이는 종로 1가에, 이숙이는 2가에, 삼숙이는 3가에, 사
숙이는 4가에 있는 상황에서 나누는 대화이다. (25a), (26b)의 ‘보내오다’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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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현위치에 놓인 시점과 착점의 일치를, 그리고 (27a)의 ‘보내오다’는 청자
의 위치로 옮겨진 시점과 착점의 일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반면에 시점 이동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점과 착점이 일치하지 않는 (25b,c, 26c, 27b)나 일치 여부
를 말할 수 없는 (26a)에서는 ‘보내다’가 택하여진다고 하였다.
박양규(1987)에서 설명된 대로 ‘보내오다’에서 ‘오다’는 착점을 나타내며 이
착점은 화자의 시점이 있는 위치가 된다. 본동사 ‘오다’의 의미에서 이동의 의
미가 사라져 의미의 퇴색이 일어난 것이다. 박양규(1987)에서는 이러한 ‘오다’
가 ‘보내다’와 같이 이동의 의미를 지닌 일부 동사와 결합하여 복합동사를 이루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물어오다, 알려오다, 부탁해오다’ 등에서 ‘묻다, 알리
다, 부탁하다’에 이동의 의미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다음의 예로 설명
하였다.
(28) ㄱ.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나이를 {물어왔나, *물어갔나, 물었나} 봐.
ㄴ.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합격을 {알려왔나, *알려갔다, 알렸나} 봐.
ㄷ.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협조를 {부탁해왔나, *부탁해갔나, 부탁했나} 봐.
(=박양규 1987: 479 예 (53))
(29) ㄱ.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나이가 몇이냐는 질문을 {보내왔나, 보냈나} 봐.
ㄴ.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보내왔나, 보냈나} 봐.
ㄷ.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보내왔나, 보냈나} 봐.
(=박양규 1987: 480 예 (53"))
박양규(1987)에서는 (28)이 (29)와 같이 의역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묻다,
알리다, 부탁하다’의 의미에 이동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28)의 삼
숙이와 이숙이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나눈 대화라면 (29)와 같은 의역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다면 (29)와 같이 의역되지 않는
다.
이동의 의미가 내포된 동사에 ‘오다’가 결합된다는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묻
다, 알리다’는 발화 동사이며 ‘부탁하다’는 발화를 수반할 수 있어 (29)와 같
이 그 발화 내용을 이동 대상으로 설명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타당
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오다’와 결합 가능한 동사들을 모두
(29)와 같이 의역할 수 있는지도 문제시 된다.
말뭉치에서 발화 동사와 관련을 맺는 동사와 ‘오다’가 현저한 결합 관계를 맺
는 것으로 나타나 발화 행위가 ‘오다’와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다, 묻다, 고백하다’ 등의 발화 동사뿐만 아니라 이에 속하지 않으나 발화
행위와 관련을 맺는 상황에 ‘오다’가 현저하게 결합된다.
(30) ㄱ. 체중도 많이 늘고 좋아져서 세 번째 수술을 하자고 전해 왔다.
ㄴ. 유엔 안보리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측은 「특별사찰이 아닌 일반사찰」
수용 의사를 전달해 왔다.
(31) ㄱ. 채권단은 "오늘까지 국내 1개와 해외 5개 업체가 인수의향을 밝혀 왔다"
며
ㄴ. 그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조문의사를 타진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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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거절했다면서
ㄷ. 다나베 마코토(전변성) 일본사회당위원장이 오는 26일경 오재희 주일한국
대사와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해 왔다고 대사관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전하다, 전달하다’는 ‘보내다’와 같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동사에 해당하는데 (3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해 오다, 전달해 오다’는 주로 발
화 행위 동사로 쓰이고 있다. (31)은 발화 동사의 용법을 가지거나 발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동사들이다. ‘밝히다’는 내용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발화 동
사로 사용되며 이 발화 동사의 용법에 ‘오다’가 결합된다. (31)의 ‘타진하다, 표
명하다’는 ‘의사, 입장’과 같은 명사를 목적어로 취해 생각을 확인하거나 겉으
로 드러내는데 발화 행위와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다’는 ‘말하다, 묻다, 고백하다’ 등의 발화 동사뿐만 아니라 ‘부탁하다,
신청하다, 표명하다’ 등 발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동사들과 결합된다. 그
런데 발화 행위와 관련된 동사에만 결합이 한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32) ㄱ.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해올 때는 이쪽도 생각할 겨를 없이 마주 싸워야 하
기 때문이다.
ㄴ. 어느 결엔지 상호는 현우의 어깨에다 팔을 얹었다. 현우도 힘을 주어 그의
어깨를 껴안았다. 나중엔 모두가 어깨동무를 해왔다.
ㄷ. 또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 버려 생계를 압박해왔다.
(32ㄱ, ㄴ)은 ‘공격을 하다, 어깨동무를 하다’에 ‘오다’가 결합된 예이다. 공
격이나 어깨동무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예는 ‘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
위 동사로 결합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32ㄷ)은 구체적인 동작은 드러나지
않는다. ‘물가’가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오다’가 결합되었
다. (32ㄷ)은 ‘압박하다’의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용법이 비유적으로 사용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오다’의 결
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다’가 통사적 구성에도 결합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게 하다’ 사동 구성에 결합된 예가 발견된다.
(33) ㄱ. 능실의 일이 갑자기 그의 기분을 다시 불안하게 해왔다.
ㄴ. 부여와 공주간에 지역간 대립이 사실상 표면화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 공
주 쪽 사람이 아닌 나 실장으로부터의 도전은 몹시도 기분을 상하게 해 온
것이었다.
ㄷ. 유리창을 때리는 빛줄기가 갈수록 드세어지고 있는 것도 기분을 자꾸 암
담스럽게 해 왔다.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동사 ‘-게 하다’ 구성에 ‘오
다’가 결합된 예이다. 모두 문학 작품에 쓰인 예라서 이것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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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수용될지 의문시 되나 ‘오다’가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선행하는 용언과 문법적 특징을 기준으로 보조용언 ‘오다’의 기능
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오다’의 첫 번째 기능으로 과거로부터의 지
속을 나타내는 기능을 들 수 있다. 주로 행위 동사와 결합하여 현재나 특정 시점
까지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을 나타낸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나 시작이나 끝
을 알려주는 시간 부사와 어울려 사용된다. 일부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한데 존
재 형용사나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는 평가 형용사들이 주로 선행한다.
두 번째 기능은 상태 변화이다. 이 기능은 특히 형용사와 현저한 결합 관계를
맺는다. 증상 형용사나 심리 형용사와 ‘어둡다’ 등의 성상 형용사와 현저하게 결
합하는데 이 형용사들이 변화를 나타낼 때 점진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해당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오다’와의 현저한 결합
관계가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 번째는 행동의 착점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발화 동사나 발화 행위와 관련된
동사와 현저한 결합 관계를 맺는다. 또한 선행 동사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
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게 하다’ 구성에 결합된 예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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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용언 ‘오다’의 기능”에 대한 토론문

진관초(국립정치대학교 조교수)
이 논문은 한국어 보조 용언 ‘오다’의 기능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뭉치 용례를 통해 선행하는 용언과 문법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 용
언 ‘오다’의 기능을 세분화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향후 ‘보조용언’
오다에 대한 사전적 의미 기술과 한국어 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이 논문의 제목은 ‘오다’의 보조용언의 기능이라고 표시하였지만 실제 내
용을 보면 ‘-어 오다’ 구문의 쓰임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어 오다’ 구문 전체를 대상
으로 논의한 것들이 많은데 이 논문에서 그저 ‘오다’만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 논문 제목에서 쓰이는 ‘기능’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어 오다’와 결합한 용언과 문법적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 ‘오다’의
쓰임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연 이 구분된 쓰임이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까 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오다’의 의미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기능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그런 기술이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미’와 ‘기능’의 개념이 다
소 혼동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의미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오다’의 의미 기능을 ‘과거로부
터 지속’, ‘상태 변화’, ‘행동의 착점 표지’라는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태 변화’가 ‘-어 오다’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지다’ 구문도 ‘상태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상태변화’라고 기술하면 ‘어지다’와 의미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깔끔한 문법 기술이 되기 어렵다고 생
각합니다.
또한 상태 변화라는 분류 속에서 ‘과거로부터 지속’의 하위 분류가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분류인 ‘과거로부터 지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오다’와 결합된 형용사류 중에 ‘상태 변화’에 분류되는 증상 형용사
류와 심리 형용사류는 대체로 ‘어떤 변화가 화자에게 일어남, 어떤 외부적인 힘이
화자에게 다가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화자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
여 어떤 외부적인 작용이 화자에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세 번째 분류인 행동의 착
점 표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 오다’의 의미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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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크게 ‘과거로부터 지속함’과 ‘화자에게 다가옴’ 이 두 가지만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속함
동사류

화자에게 다가옴(행동의 착점)

형용사류

동사류

형용사류

넷째로 ‘-어 오다’ 구문의 예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 시제 어미 ‘-었-’과 결
합하여 나타났는데 이 구문이 ‘-었-’과 빈번하게 공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어 오다’가 가지는 미완료상적 의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
데 만약 ‘-어 오다’의 상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면 ‘-어 오다’의 의미 기술에 어떻
게 반영될 수 있을지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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碄傕棜 欬倝檸 幠徽 偸橉橬
樬碄 歄棠
弽忹摈
冢䀋 ⚳䩳㓧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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८Է
1. ۰Խ
2. ˲ࢿ ࡈ ଞ˲߭ ࣱ ˬ
3. ࢂ̛ М ߇؏ ˬ ط࣯إ
4. ଥ۱Խࢶ ˬ ؏߇
5. ʼԽ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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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ࢶ ؑ ˁ
ଞ˲߭  ˬ ئח؈ࢷ ؏߇ ֻۛ
• ଞ˲߭ ˬ ࠉ˱  ˕۽؆ࠒ ଗࡁ-˲ࢿ ࡈ ଞ˲߭
ࣱ ˬ ˕ࢽ
• ࢷ˓ձ ࡢଞ ࢂ̛ М  ݤࢿ ߇؏ ˬ ط࣯إଗࡁ
• ଥ۱Խࢶ ࢻ̒ ଗࡁ – ଞ˲߭ଝ ࢇԽࢂ ࡈࡻ ࢶࢿݨ

ࢇԽ˕ ࣏ ࢂࢿݨ
20210621

3

˲ࢿ ࡈ ଞ˲߭ ࣱ ˬ˕ࢽ
• 2010ϗ : ˲ࢿࢶࡳԻ ࡈ ɼМଞ ଞ˲߭ ˬࢂ ࣱ
ˬ˕ࢽ ʎ؈ࡶ ּࢶࡳԻ ݤ
• 2011ϗ, 2016ϗ, 2017ϗ দ 4८߾ ʤঙ ܹࢽ˕ ࠬؿ
• ଞ˲߭ ଝ ࢂݡҟ̗ طদ˘ ּձ ۶ࢽଜˈ ࣯ࢿ, ̛М,
˕ࢿ, ߯߭ ए߭(ݥ, ئח, ؈ࡸ), ߯߭ ̛ܽ(ҙ̛, ࢋ̛,
̛ޱ, ֆଜ̛), ח ࢷ؆߾ ʤঙ ˬࢂ ּࠪ ٕۿ
ΰࡈ ҟࡶ ̛ܽ
•  ࣗۿଝк ˬࢢ, ˈԮо ˬࢢ ҟ߾۰ ؆ࠒ
• ࣯Ի ΰࡈࡶ ̛ܽଜЕ і߾ টࢺࡶ ѿˈ ˈ, ̐ʨࡶ
ୃࢠ߾۰ ߭Ӂ ؏ࡳئԻ ࢶࡈଟ ܹ Еए߾ оଥ۰Е
 ٕۿएࢇ ցѸए ߉ࡸ
• ˬ ئחѦ ˲ࢿ ࡈ ଞ˲߭ ࣱ ˬ ˕ࢽ ΰࡈ ؆ࠒ
ଗࡁ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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ҟ̗ࢽ طչ  ࡈ
• ࢊթࢶࡳԻ ˬ ݤɾࡶ ۶ࢽଜЕ ʨࡵ ୃࢇࢶݨए
׃ଡ
• ˬ˕ࢽ ۶˃ࠪ ࡋࠒ߾ ॳˈɼ Ѻ ܹ Е ࣱ̛
• ߯߭ ए߭(ݥ, ئח, ؈ࡸ) ࠒࠇࢂ یࡪ ࡵࣸٸଜֲ
߯߭ ̛ܽ(ҙ̛, ֆଜ̛, ࢋ̛, ח  )̛ޱࠪ ࠉ˃ѹ
ˬ ݤɾࡵ Ьࡸ˕ ʋࢇ ˬ ̛˗ ࠒࡋ طˁ߾ ҬԂ
ੋԯࢶࡳԻ ࡋࠒ
• ߯߭ एݥ
߭: 10,635ʎ ࢿ(ݤ1̗ 735ʎ, 2̗ 1,100ʎ, 3̗ 1,655ʎ,
4̗ 2,200ʎ, 5̗ 2,365ʎ, 6̗ 2,580ʎ)
– ئח: 336ʎ ࢿ(ݤ1̗ 45ʎ, 2̗ 45ʎ, 3̗ 67ʎ, 4̗ 67ʎ,
5̗ 56ʎ, 6̗ 56ʎ)
–

20210621

5

˲ࢿ ࡈ ଞ˲߭ ࣱ ˬ
- ҟ̗ ئח طତּ• ěଞ˲߭ˬ ئחǨୃ ΰࡈ ʎ؈Ĝ ࠉ˱
ए
• 1̗ 45ʎ, 2̗ 45ʎ, 3̗ 67ʎ, 4̗ 67ʎ, 5̗
56ʎ, 6̗ 56ʎԻ দ 336ʎࢂ  ئח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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ҟ̗ئח ط: ࠖ- ࢷ߭۽
╖䚲䡫

ὖ⩾䡫

-₆

㦮⹎

ῃ㩲䐋㣿
(2┾Ἒ)

أה.૯ୀ
˩ࡨέࡅʋ
(1-4Ьˀ)

ⳛ㌂䡫

㽞

㽞

-⓪2

-㦖3, -ච3

ὖ䡫㌂䡫(䡚㨂)

㽞

㽞

-㦖2

-ච4

ὖ䡫㌂䡫(ὒỆ)

㽞

㽞

-㦚2

-ඥ2

ὖ䡫㌂䡫

㽞

㽞
㽞

-㦖3
-㦢
-▮-

-ත

ⳛ㌂䡫

㽞

㽞

ὖ䡫㌂䡫

ἶ

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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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ˬ߇ࢂ ࢶ̑ࢶ ࡈ
• ̛ قଗܹ ՎԻ۰ࢂ ɼ
• ɼ ΰࡈ ˬݤࢿ ۽˗ࠉ ݤ-ҟ̗, ࡈ ئҟ
• ࡈ ئ۶ָ˕ шٙ߭ ֆଜ̛, ࢋ̛, ̛ޱ,
ҙ̛ ࠉֻ ߾ݡѿ ࡈ ଗࡁ
• ܺ ۽˗ࠉ ࢂࠪࢢˬ ࡈیए ଗࡁ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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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ئחМ ˬ ط࣯إ
• ҟ̗طԻ ̛ ئחМ ࣯إҚࡶ ЬՔˈ एփ Ѱࢊ
࣯إձ ࢷࢶࡳԻ ̐ ઞ ˬٸ ࡶ۽о࣏ଞ ˬࢇ
ଗࡁଡ – ࢷ˓ ˬ, ݪ ଝݡ
• ̐ ࠖԻ ࡕࢉ˕ ࢇࡪձ ΟΰЕ ୃ

– ̛ୃ ق: ě-̛ Ҷ߾ח, -Т̧, -߭۰Ĝ
– ࠉʼ߭: ě-˗і, ˈଥ۰, -̛Ի(۰Т), -̛߾, -̟Ԏ, -ГԂ(ˈ),
-зˈݤ/ԇˈݤ, -ыए, -ࡵए/Еए, -ࡵएԂ, -ыएԂ, -ࡶۿԂ,
-Ьˈ/Ԃˈ, -ʠЖ, -Ο, -ϠТ, -ࡳТփ/ГТփ, ࡳТփਾ/ГТփਾ, -ࡳչТ, -ࡳװԻ, -ࡵई, -ࡵईݝ, ࡶएТ, -ࡳĜ ҟ
– ˱(㔍) Яࡢ ୃ: ě-Е Ԇ߾, -(ࡳ)Ɍ ߾, _ࡶ̧ و, -ࡳԻ
ࢉଥ۰, -Е ߾, -ࡳԻ ֆ߅ߎ, -̛߾ ࢽࢇएĜ ҟ
– ࣗʼ: ě-ʠҘࡁ, -࢘߅ࡁĜ ҟ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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ࢂ̛ М ˬ ط࣯إ
̘Й

জ̔

ࣵ̔

˅̔

A/V-㞚/㠊㍲ 2

-Ệ✶㣪

(㦒)⪲ 㧎䟊㍲

A/V-(㦒)┞₢ 1

-㧬㞚㣪

-⓪ 䐋㠦

N Ҷ߾ח, A/V̛ Ҷ߾ח

-ⓦ⧒ἶ

(㦒)⪲ Ⱖ⹎㞪㞚

-⓪ ⧢㠦

-ⓦ┞Ⱒ䋒

-(㦒)ච/⓪ 䌩㠦

-⓪ 㧊㌗

-ἶ 䟊㍲

-₆⪲㍲┞

-(㦒)ඥ₢ ⽦

-₆㠦 ⰳ㩫㧊㰖

ࢄࡧࠧ ࡒࢆࡳ Μΰ ҳ

-(ⓦ)ච╋㔲ἶ
-(㦒)ත㦒⪲㖾
-₆㠦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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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ࡕࢉ ࢇࡪɼ ߅Ф ɼ ࢂ̛ Мط
ࢽչ
• ଗࠉ۽, ٕࢽ ʼ˕, Ѱ۽ݤ, ࢂ࠹ ۽ҟ
• ˓ࢺ, ८ࢇࢺ, ɼ ࢂ̛ М ओ ࢿݤ
• ࡪ̛ ࢂ ئח یМ ୃҚ ط࣯إԻ ˬ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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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ࢊ ୃ ˬ
• (1)
– ɼ. ߾ ٸɼ ࠪ۰ ࠝЖࡵ ݨΰ ࡋѰࡶ ବЬ.
– Ο. оଝ߾ ɼ۰ ߯߭ଝࡶ ࢷ˓ବЬ

• (2)
– ɼ. ߾ ٸɼ ࠝТ̧ ݨΰ߾۰ ࡋѰࡶ ଢݤЬ.
– Ο. ख߾ ɼТ̧ ߾ˌݤ۰ ଟ֞Тɼ ࠪ ˃Ь.

• Ьࢂ?۽
• Ѱࢊ ୃҚ ߷ ࡵ۽˗ࠉ ߾ࢇیЕ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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ଥ۱Խࢶ(semasiology)ࢂ ࢻ̒
Ѱࢊ ୃࢂ Ьߦଞ ࡈ˗ ˕ئ۽
• Ѱࢊ ୃࢂ ̛ࢂ ࢶق
• Ѱࢊ ̛ ࢂ ئחМ  ˕ࢺیࡪ ࢂࢇی८ࢇࢺ
• ߭Ӂ ˁ߾۰ ࡈیଜЕए ٗ۱

ࣸ˲߭ ֻ˲߭  ݤɽࢂ ࢻ̒
• о࣏߯߭ଝ ˗ࢺࢂ ࢻ̒ – ࣸ˲߭Ի ߭ӊʯ ۶ָࢇ ɼМଞɼ?
• ଞ – ࣸ ८ࢇࢺࢂ ָ ࢶݤ۶ָ
20210621

13

ࠖ: ࡕࢉ ࢇࡪ
댚뎊껲 둿ꩫ

齒Ꞃ뗗
꿲맾꼇

껶썟뗞 뗫

ꡛ꘏몃듶

뫞뗦

쒚썟뗞

땎꺂 髖둿 숲쏚

땊듶뒦땎

ᴓ

ᴐ

ᴓ



ᴐ

낲駚 꿲껲뗞맾

ᴓ

ᴐ

᳸

ᴐ

᳸

꿮ꂾ ꩫ

ᴐ

ᴐ

᳸

ᴐ



䤚䟟㩞
┞₢ 㣿⻫

㌗䢿㦮 ⁒Ệ
Ἒ₆

20210621

댮뎞뗲덓

T㞮/㠞-, Ỷ-㩲㟓

䤚䟟㩞
㩫⽊ 㽞
㩦

㌂䌲

㼃㧦

ⳛ⪏, 㼃㥶

㧎㰖㦮

㢖㦮

⏒Ⰲ㩗

䤚䟟㩞

㔲Ṛ

㩫⽊

⁒Ệ

㍶䤚ὖἚ

Ὃ㥶

㧊㥶/㤦㧎

˕

ǘ

˕

˕

ǘ

˕

˕

⺆ἓ

˕

˕

ː

ǘ

˕

ǘ

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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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ࡪ ࡕࢉ ୃ (1)
• ࠉʼ߭ ě-߭۰Ĝ
– ě߭Ӂ Ϣչࢶ ࣱ̛߾ Ҭհ ܻ८ࢶࢉ ˗˃ձ
ΟΰЕ ʨĜ
– Ϣչࢶ ࣱ̛߾ ɼࢠ оࢶࢉ ʨࢇ ࢇࡪΟ ࡕࢉ
̐չˈ ݤɾ˕ ࢸ८
– Ϣչࢶ ࣱ̛߾ Ҭհ ܻ८ ˗˃Е Ьߦଞ ࢂ
ٗձ ʉʯ Ѹ߭ ࢇࡪΟ ࡕࢉ, ݤɾࢶ ࢸ८Ο
ܻ۰, ࡵ ୯ଭࢸ ΰࡈࢇ ּࢶࢇ Ѹˈ ě-߭۰Ĝ
ࢻࢇئ؏ ࢂࢶּ ࢇࢸܖΟ ܹЯࢇ Ѹ̛Ѧ ଡ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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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ࡪ ࡕࢉ ୃ(2)
• ࠉʼ߭ ě-Т̧Ĝ
– ࢂ ࢉ ߾ݥࡶ ѿˈ ঐɼ ࢇ
˓ࡪଜˈ Е ؑˁ एࡳݥԻ શЯ ࡵ
̛оѸʠΟ ୯ଭࢸࢂ ΰࡈ߾ ߔ۰ ࢷࢿѸ߭ߞ
ଟ ̒ʠΟ ˃̛ձ ࢿݤଜЕ ࢂ
– ୯ଭࢸࢂ ΰࡈ߾ ш টࢺࡶ ֍ʯ ѸЕ ୪˕ձ
ʉЕЬˈ قЬ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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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۴߭ֆ߭ ミ-߹-'
• ΟЕ ߭ࢿ ଔձ ֟߹Ь: ࣯إ ࢿݤ, ˕ʠ
• ΟЕ 20 ߾ۑ۰ࡌ߾ ࠱Ь: ۘ ࣯إ, ୃࢢ ࠬՎ
• 20ϗ ࢷ߾Е ଝۢࢇ߹Ь: ࣯إ ࢿݤ, ˕ʠ
• ̐ҶЕ ࠖڡЬ: ࣯إ ࢿݤ, ˕ʠ
• ΰࢊ ࡉչЕ ۴ۢЧଞ੨ Ь ࣰ߹Ь: ߦ ࣯إ, ݦ
• (߾ݛ؟۰) ߅ࢵ 101 ߅ऐ ֡߹߭ࡁ?: ?ࢿݤ, ۘ?, ߦ?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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۴߭ֆ ߭‘ -߹-’
• ࣯Ի ˕ʠ  ߾ݨیоଞ ̛ܽԻ ۘ(aspect)ࢶࢉ ʨ˕
˗ଜࠆ ěࠬʼ[perfective]’˕ ěୃࢢ ࠬՎ[perfect]’ࢂ
˗ࢺࡳԻ ЬՔ߭ ࠱Ь. ߾ࢺ˗ ࢂ࣯إ ۘ ࠪࢿݤ۰
ࢠѹ ࢂԻ ߦ [ ࢂ࣯إࡳ]ݦԻ ЬՔ߭ ࠱Ь.
̐չˈ ࢊٕ Ѱ ࢂیˁࡉ ěୃࢢ ۘ یĜԂЕ ࠖ࠹ࢶ
ࡈࡳئԻ ۶ָଜ̛Е ଜࠑएփ, ࣯إ ࢿݤΟ ۘ ࣯إԻ
Ώ߭Қࠆ ٗ۱ଜЕ ˁࡉɼ քߑЬ.
• 'ࣱܹࢇΟ ࢽѦɼ Ьհ ʨ߾ ̛߾ ٕ࣐ଜЬ'ࢂ
ࢂԻ ࢇޱЕ '֡߹Ь'߾ ࡈیѸЕ ۴߭ֆ ߭' -߹-'ࡵ
̛࣑ࢂ ࠉ˱߾۰ ЬՔ߹ы ̐ ߭Ӂ ࣯إ ئחԻѦ
۶ָଜए ׃ଜࠑЬ.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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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ࢊ ࢂ Ьߦଞ ࡈئ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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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ɼֲ

୪ࢶࢉ ئ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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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전공자 문법 교육을 위한 제언’에 대한 토론문
정성훈(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병선 선생님께서는 총 4 단계에 걸처 연구가 이루어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대만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법 교육 방안을 의미기능 범주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표현론적 접근으로 한국어학 이론 의 실제적인 응용을 통해 한국어학 이론과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실제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제안하시고 주장하시는 큰

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는 시간 관계상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는 넣지

않으셨겠지만, 대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미 설명하셨지만,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은 2010 년 1 단계, 2011 년
2 단계 연구를 통해 국제적 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범주와 항목,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어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영역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16 년 3 단 계, 2017 년 4 단계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4 단계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이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세목화하였습니다.
위 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을 기초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등급 범주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는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지식, 발음,
언어기술, 텍스 트, 문화, 평가 등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언어지식 범주 안에
문법을 1 급에서 6 급까지 총 336 개의 문법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4 년 8 학기 동안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6 개 등급 체계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6+등급을 설정하는 체계도 있지만 교재나 교육시간 등등의 문제로 인해 활용
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대학에서의 한국어를 전고하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국어 문법 등급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도 어느 면에서는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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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는 최소 72 시간(12 주*6 시간)에서 최대
200 시간(10 주*20 시간)으로 교육 시 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변이형으로 제시된
프로그램에서는 교육기관이나 형편에 따라 각각 200 시간, 144 시간, 100 시간,
72 시간 등으로 교육시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과 어휘, 문법, 발음 등의 언어 지식, 문화, 평가 등이
전

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만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최대 몇 시간 의 프로그램이 적당하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문법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 한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대만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입니다.
문법은 문장을 만들어 내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오류의 화석화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문법교육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을

안다고 해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중심의 회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대만 학습자에게는
특수한 접근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대만의 대학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법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 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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ࢴӿΤѣ ،߬ࡿ ،߬ˮୡ
 ࢄ̘ʁ 
 ࢴӿΤѣ ،߬ࡿ ࡵࡈߪߪۉ࣌ أ
 ५ Ҝߪ۱
ࢴӿΤѣࡿ ѭْࠧ ْۭծ ˮٔ
ʋࡿ ଡֹ
Ȣࡧ ࡿࡵ ۺԀ˒ ߜ୕ Ҝ
 ५ Ҝߪ۱
ࢴӿΤѣࡿ Τْࠧ ْٓԸ ˮٔ
ʋࡿ ଡֹ

Ȣීࡿ  ୕سҜ
 ʬ ʋࡿ ऌࠄࡰԸ ،߬ˮୡ
ѭْ،߬
ȢْٓĞˮԴ˚ߣࠃই ۺˆ࣬ݠѭْğ
ȢΤْĞ˅ ۺؼْۭ ࣬ݠѭْğ

ْۭ،߬
ȢْٓĞࠏ˚ଞ࢝ۺгߣ˚یΜ࣬୕ܸˆْۭ ۺğ
ȢΤْĞ߄ݣߋࠏ߄בऎѣࠩѣଢΤʅऎْۭ࢝ ۺؼğ
˯ջֹૣлଚ˩ ˯ߪ˯הଚ˒

154

،߬ˮୡࡿ ࠆˮ،ࠆ ˒أˮֹࢳ

˯ջֹૣлଚ˩ ˯ߪ˯הଚ˒

،߬ˮୡࡿ ࠆˮ،أ
 ࢴࢳ ،߬ˮୡ ࠆˮ
 ۭԸ Щխ ،߬ ऌࠄ ɻࡿ Ҝߪ۱ࡳ ॵ߂έߪ ،߬ ʾˀծ ˮୡଙ˅ ߬ߪ  ࢄسлଛ
ࢼ߂ॵ ࡳࢆ࠾ έВ ࠆˮ ࢄ ̊ە
߬ߪ ऌѣ ،߬ ૯ݡ
 Ҝߪ۱ࡰԸ ˮٔ ،߬˽  ୕࣬آECVGIQTK\CVKQP ଙВ ˒ࢺ
೨ ،߬ ɻ ५ࢄ ֹ࣬
 Ҝߪ۱ ،߬ ˮୡࡿ ߪԫࡌ
Ҝߪ۱ࡿ ܶɹ ց߂ऌ˅ ࢚ؽଢऌֱ ،߬˽ ୕࣬آɹ ߪԫࡐऒ
Ҝߪ۱ ʾˀԸ ،߬˽ࡳ דВ ،ࢄݢԸ ࡧۉଛ ،߬ ࢄΜ ֞ն ҿߪࣄ ࢎВ ،߬˽ࡳ

অնଙВ ѓ ߪԫࡌ
ʋ شҜߪ۱ࡿ ܶɹ ʻऌ ߆˅ ٔیѵВ ʾࡆ ،߬ ˮୡࡿ ߪԫࡌ
Ҝߪ۱ࡰԸ ˮୡѵВ ࡧۉଛ ،߬˽ࢄӿѣ ࢺѣࡿ ५ࢄ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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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ୡࡿ ࠆˮ،أ
 ন̏ ،߬ ˮୡ ࠆˮ
 Ҝߪ۱ࡳ лݣଙࠃ Ğʝն FKUVCPEG ğʋϖ ࢄࡅ
߬ߪ ࢺ ࡿࢄسѣծ ˀԘࢳࡰԸ ર߃ଙԫВ ࠆˮ
೨ ،߬ ɻ ࡧֹ࣬ ۺۉ

 নࡈୋ 
ࣵ˯ έۭ ࡅۉѵ˅ ࢎВ ׁˉߪરࡿ ʋ ،߬߬ߪࡿ ߪ лࡸ  ࢴۉՋ ࡅ
ԣ ࢆݒةʝն ߇˅նई ࢳࡅ ߪ  ࡈࡵ ࡿࢄۉʝն ପԮ ࢺ
ɺ ،߬߬ߪҗ ɻ ࡧۉѣ ˀیЩسԘ ٔ ۮOWNVKXCTKCVGCPCN[UKU ࢄࡅ
 ࢺۺ୮ 
ࢄࢅ۷ ࠶  ࡿ ଛ˯،߬Ջओ ߬ߪऌѣ ߪ ࡅ
ʾەѣࢴӿѣʅࡒѣْࣵ ،߬ˮୡ ࠆˮ
ࡒ ωચࡐ ٔۮଙ،߬ ɻ ʝն ପԮ ˀی
Ȣࡒ ߪωચࡐ ˮলଙ،߬ࡿ ࣵ ۺݧࢺ

ωચࡐ ন ܒЬˀ ʝնԸ ଙ،߬ ɻ ࡧۉѣ ˀی
Ȣ ˰ओٔ ۮENWUVGTKPICPCN[UKU  ଙ،߬ ˮ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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ࠆ ؿˮࡿ ֹࢳ˒ ،أ
 ࠆˮֹࢳ
 ࢴӿΤѣ ،߬ࡿ ،߬˽ ˮୡ ݡѣ
 ࢄ̘ʁ  ࡿ Ջ ࡅ
࣌ߪۉծ лࡰەԸ ԣ ࢆݒةʝն ˀی
ࡵࡈωચࡐ ˮলଙ،߬ ࣵ ۺݧࢺ
ࡵࡈωચࡐࡿ নܒЬˀʝն ଙ،߬ࡿ ˰ओٔ ۮENWUVGTKPICPCN[UKU
೨ ࢴӿΤѣ ଙ،߬ ɻ ˮ࣌ ˅९ଙ،߬ࡿ ˔ˀ ݡɺ୕
 ࢄ̘ʁ  ࡿ ʹ˒ࠧ ˩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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ࠆ ؿˮࡿ ֹࢳ˒ ،أ
 ࠆˮ،أ
 ԣ ࢆݒةʝն  ωચࡐ ٔ ۮ،ࡅࢄ أ
˰ Ь ऌࠄ˒ ،߬ ߪԸ ˮۺѶ ࡵࡈ ʝն ପԮ ࢺ
Ȣԣ ࢆݒةʝն ˀی
ԣ ࢆݒةʝնࡿ ࠄܶԸ ࡵࡈωચࡐ ˮল
Ȣ ࢴӿΤѣ ଙ،߬ ɻ ࣵ ۺݧࢺ
ࡵࡈωચࡐࡿ নܒЬˀʝն ࢄࡅ
Ȣ ˰ओٔ ˒ۮΜבˮ࣌̍պ FGPFTQITCO ࡳ ଢ ଙ،߬ ɻ ˔ˀծ ݡ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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ԣ ࢆݒةʝն ˀی
 ԣ ࢆݒةʝն
 ԙ ࡿ߂ݡ8NCFKOKT.GXGPUJGVKP  ˅߄
Ѽ Ьߪ ۉࡧ ࢳۺࡵ ࡿࢄۉѣծ ܶ୕
ୀ࢟ ߬ߪଚࢄΜ ѓࢄਜ਼˒ଚۭ ςʬ ࡅۉ
Ȣ ࣬Ը Ьߪ ɻ ˩ٵΜ &0#ࡧۉѣ ٔ ۮҜ˒ ٔߛۭ ࡅۉ
 ԣ ࢆݒةʝն .GXGPUJVGKP FKUVCPEG
 ଛ Ьߪɹ Щխ ЬߪԸ سୗѵВ ন ܒܶԸ ࢺࡿ
Ьߪ سୗࡳ ଛ ओ GFKV
Ȣ ࢌےKPUGTVKQP  ࢼۊFGNGVKQP ୗ UWDUVKVWVKQP

Ѽ Ьߪࡿ ʝն ࢼۊࢌےୗ ࠆ یлଛ  ࡅٵEQUV ࡰԸ ˀی
Ȣࢼۊࢌےୗ ࠆ ࢄیցࡰֱ  ࢄࡅٵϦ߂ऌ˅ ۭԸ ʝնɹ ֝ ЬߪԸ 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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ԣ ࢆݒةʝն ˀی
 ԣ ࢆݒةʝն ߇˅նई
 ԣ ࢆݒةʝն ːݢ

 ࠆ̊ ی
 ࢌےFKUVCPEG KL



 ࢼۊFKUVCPEG KL



ୗ FKUVCPEG KL



 ࠆ̊یࡳ ࢄࡅଙࠃ Ѽ Ьߪࡿ ʝնɹ নܒɹ ѵВ ࢺԮ CNKIPOGPV ࡳ ʷ
 ̍  ࡳࡅٵˀیଙࠃ ʹ˒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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ԣ ࢆݒةʝն ˀی
 ԣ ࢆݒةʝն ߇˅նईࡿ ࠓ
 Ğݡԡğ
ࢴӿΤѣ ˅˰ ѣ୕ࡿ ࡵۺ =UKNMŧũ?XUࢴӿΤѣ ˅˰ ̓ۺࡵ ࡿی =UŧPRCP?
ԣ ࢆݒةʝն ପԮࡿ ߇˅նई
Ȣ ֝ࢲ ପԮࡿ Ը ɺ ऌࠄࡿ ࡵۺ ؎
Ȣ ܸۭлԸ ܽ ࢌԬ Ğࡵ ࢄ̜ ܒğրࡿ ५ࡒ ପԮ 
Ȣ   ۭ ଙࠃ ࡵ ܒଙΜ ˩ٵଙ֯ ࢼۊࢌےୗ ࠆࢺʹ ی
Ȣࡵܒɹ ۭԸ Ӕʈࡰֱ ࠸ा лɺ۱ࡿ ܽծ ̍лԸ ɹࣄࠢ
Ȣ ୗ ࠆ ࢄیଔ࠾ଙֱ ࠸ा лɺ۱ࡿ ܽ  ࡳࡅٵхଞ

Ȣ ࢄیࠆ ࢌےଔ࠾ଛ ʾࡆВ ଢз ঢ় ࡿ ۭܽ  ࡳࡅٵхଞ
Ȣ ࢄیࠆ ࢼۊଔ࠾ଙֱ ଢз ঢ়ࡿ ࠸ाࡿ ۭܶ  ࡳࡅٵхଞ
Ȣؽ
Ȣվऌտ ঢ়ࡿ ܶɹ নࣔ ࡅٵʂࢄ ѵ˅Ѽ Ьߪࡿ ԣ ࢆݒةʝնɹ 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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ԣ ࢆݒةʝն ˀی
 ԣ ࢆݒةʝն ߇˅նई
 Ğݡԡğ
ࢺ̊୕ ԣ ࢆݒةʝն 
ࢴӿΤѣ ˅ ̓ی

뗚ꕒ鹾ꆚ 骶씻魆 鯞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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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ŧ









ࢴӿ

U



뗚ꕒ

Τѣ

K



鹾ꆚ

˅

N



ѣ୕

M



ŧ
ũ

ȉ ࢺ̊୕ ʝն PQTOCNK\GFFKUVCPEG
Ѽ Ьߪࡿ ٔࢵࡵࡿ ५ࢄ ҩխ ԣ ࢆݡةʝնВ ࢺԮ ̜ࢄ ҩӿ ɹࣵɹ Щկ
ࠓ ࢺԮ ̜ࢄɹ ࢆ Ьߪ ۭݴΜΜВ ʝնɹ ࢆ ʾࡆࠧ ࢺԮ ʝնɹ ࢆ Ьߪۭݴ

ΜΜВ ʝնɹ ࢆ ʾࡆВ ѭࢇଛ ʝն ɹ ߂Ф
ࢄԙଛ ࢼהծ ଢʹଙ̘ ଢۭ Ѽ Ьߪࡿ ࢺԮѶ лࡸࡿ ̜ࢄծ ɹࣵԸ ଙВ ࢺ̊୕ 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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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ચࡐ ٔۮ
 ωચࡐ ٔݡ ࡿۮ
 ˮ࣌࣬ࡿۭ 
݊ܒիࡿ ߬ߪ˔ ࡧۉ
 ωચࡐ ٔࠆ ࡲۮˮл ࡳەˮ࣌Ը ࢆݢ
ʋ߂ ࢄۺܓشПӿ ˔ˀֹ࣬ ۺܓ
 ̘ ؿʋϖ˒ ωચࡐ ࡧ
 ϝғ PQFG ࠧ ս NKPM Ը ˮۺ
،ବ ۺFKTGEVKQP
ɹࣵ YGKIJV
 ࡒ ωચࡐ XUࡒ ωચࡐ
 ࢴࠄ ωચࡐ XUऌࠄ ωચࡐ
 ଙ،߬ ωચࡐࡿ ۺܓ
،ବ ۺ:

ɹࣵ 1
ࡒ ωચࡐ Ȣࡒ ωચࡐ سୗ
˯ջֹૣлଚ˩ ˯ߪ˯הଚ˒

˯ջֹૣлଚ˩ ˯ߪ˯הଚ˒

ωચࡐ ٔۮ
 ଙ،߬ ωચࡐ ٔ ۮUWDFKCNGEVPGVYQTMCPCN[UKU
 ݧ ଙ،߬ ˮ࣌ࡿ ωચࡐ୕
ࡒ ωચࡐ Ȣࡒ ωચࡐ سୗଙࠃ ٔۮ
 ଙ،߬ ωચࡐ ٔࢷ࢝ ࡿۮ
،߬ࡿ ˮ࣌ծ ːɻࢳࡰԸ ݡɺ୕
ؼЩ ਹ ،߬ ˀ ߄ۭ ˔ˀࢳ  ۺܓર߃
ؼЩ ਹ ،߬ ˀ ߄ۭ ଙ،߬ࡿ ࠧ છ ࡳۺˀԘ୕
Ȣ ଙ،߬ ߄ۭѣ ࡧۉѣ ࢺ ɹЙ
ऐࢳ ، ࢳߣ ˒أ،أѭ ࡅࢳ ݡɹЙ

ȉࢴࢳ ،߬ˮୡ،߬ࡿ ५ࢄ জࢷ XUଙ،߬ ωચࡐ،߬ࡿ ࡧ ۺۉজ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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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ચࡐ ٔۮ
 ωચࡐ ऌ૯
 ࣵ ࢄݧѵВ ଙ،߬ ર߃
ࠆʹʅѣ ࣵۺݧ

̏ࢸ ࣵۺݧ

 ଙ،߬ ɻ নܒЬˀʝն ર߃
֍ʋ ࣵۺ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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ࢴӿΤѣ ଙ،߬ࡿ ԣ ࢆݒةʝնࠧ
ࡵࡈωચࡐ ٔ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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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ୡࡿ ̘জՋ
 ࢄ̘ʁ  ĜࢴӿΤѣࡿ ،߬ˮୡ˒ ۭΤଢ ۶җࡿ ߬ߪࢳ Ĝ
 ࣌ࢳֹۉ

˰

۶ऌࠄߪ ࠆˮࡿ ̘জ߳

ˮԴ

 ࣌ۉऌࠄ

˚ߣ
ࠃই

˰ ʋ ऌࢷ

࣬ݠ

 ࣌ۉ،أ

ˆۺ

ୀऌ࣌ ࠧۉऐהऌأ

୕ܸ

DWV࣌ ۉлଛ ࡰْ࣍ ࡿࡨ˩ ࢴۉԸ

ۺؼ

ࢴ ࢄۺࢺ ࡿۉЩ ܒҿߪऒ

ࡶֱ

˰

ੲऌ

࢝ۺ

վی
˚ߣࡶ

ऎࡓ
ࡪঞ
ۭ

˅

ଞ
ࠏ˚

Ν߄
ʺ

࢝

߬ߪऌѣԸ ૯̘

ʅऎ
ଢΤ

߄ב

гߣ

ٖʁ

ۑବ
ଢ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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ࡏ

ߌଢ

ҔԘ

ࡲ

ײԬ

ߋ

ѣ୕

߄ݣ

̓
ଙࡿ
࢝ی

࢝ࡶ

̓ٵ

ࠏظ

ѣজ

ѣߋ

எی

վی

˅˰
ऎѣ

ࢋங

ࣔݡ

࣌ѣ

ۑୋ

ࠩѣࡶ

ଚی
˚ی

ଚ˩
˚ݣ

ѣˆ

˰ۭ
ࠏߋ

ה

ˀ

̓ی

࣌ۉଡֹ ʋ ۱ࢺ

ۑˀ
ˆ

ֹۉѭ

Τߣ

 ̍ԝѣ ٖˮଙ˅،߬ٔ୕ ࡿࢎײВ

Μ࣬

ࡶֱ

ؿԘ
ѭ
лࢴ

˅̓
ࠩѣ

ϝ୕ࡶ
̓ࢇࡶ
ی
ݣ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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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ୡࡿ ̘জՋ
 ࢄ̘ʁ  ĜࢴӿΤѣࡿ ،߬ˮୡ˒ ۭΤଢ ۶җࡿ ߬ߪࢳ Ĝ
 ߬ߪऌѣࡿ 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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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Ջ ࢴঅն
 ،߬Ջ ۺ
 ܸ؞ऌѣ؞ୋ ऌࠄ ˰ ऌࠄ ࡶֱ ૯ࢼߪ،߬ ܸࡰԸ ࢌԬ
 ऌࠄ ʋ ऌࠄ૯ࢼߪ ʋ،߬ ʋ

ܸ؞

ऌѣ

˰

ࡶֱ

૯ࢼߪ

،߬





ˮԴ

ੲऌ

ݡ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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ࢴӿΤѣ ،߬ࡿ ԣ ࢆݒةʝն
 ɺ ଙ،߬ࡿ ԣ ࢆݒةʝն ࢺ̊୕ ʝն
 ऌѣ Ğݡԡğ
魂ꘖ Ꞟ꺆

髧덧
髧덧딣

랖돃

魂ꘖ 뽶랖

髧덧 랚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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ࢴӿΤѣ ،߬ࡿ ԣ ࢆݒةʝն
 ɺ ଙ،߬ࡿ ԣ ࢆݒةʝն ࢺ̊୕ ʝն
 ऌѣ Ğزğ
魂ꘖ Ꞟ꺆

髧덧
髧덧딣

랖돃

魂ꘖ 뽶랖

髧덧 랚뒪

돂멲 듾뫢

魂ꘖ
뽶랖



魂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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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ओ ،أ

ਊૐω  ˔ە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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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ࢸ ࣵۺݧ
নл  ࠏߋ ˰ۭࣔݡଚ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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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라남도 방언구획 연구
-레벤슈타인 거리를 활용한 음운네트워크 분석정성훈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
박병선 1

1. 기존 방언 연구 이론 수용의 문제
甲、모음체계 (단모음: 10모음?, 녹음 후 전사?, 어휘와 음운 관련성,
이중모음 발음 처리: 계집 등)
乙、다른 어휘? 다른 발음(음운 현상 포함)? 기존 연구에서의 분류 처리
방법

2. 레벤슈타인 거리
甲、단어 사이의 음성적 유사도 계량화 방법
i. 어휘, 문법 차이 처리 문제
ii. 변량(변수) 선정 기준

3. 기존 방언 연구와의 차이
甲、차이
乙、분석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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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무정물 주어 피동에 대하여
김형정 1

1. 한국어에서의 무정물 주어 제약
한국어의 능동과 피동 구문의 구성에 있어서 무정물 논항이 주어로 선택되는
것이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은 Klaiman(1988), Palmer(1994) 등에서 기술되
었다. 관련 논의 중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Klaiman(1988:57-58)에 의하면 나
바호(Navajo)어에서는 유정성이 ‘controller(제어자), noncontroller(비제어자)’
의 지위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며, 한국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되는
제어(control)라는 개념이 능동과 피동 구문의 구성에 관여한다고 한다.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시간이 나를 쫓고 있어요. ↔ 나는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Klaiman(1988:56)에서 재인용)
ㄴ.

남자가

공을

쫓고

있어요.

↔

*공이 남자에게

쫓기고

있어요.

(Klaiman(1988:56)에서 재인용)

Klaiman(1988)은 (1ㄱ)에서는 능동문 구성이, (1ㄴ)에서는 피동문 구성이 각각
적격하지 않은 문장이며, 그 이유는 무정물 논항이 주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정물 논항이 유정물 논항에 비해 제어 행위(control action)를 할 수 있는 등급
이 낮으므로 유정물 논항에 앞서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정성과 관련된 명
사구의 제어성이 능동, 피동 구문의 구성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어에서 매우 설명력이 높은 이론이다. 피동문이든 능동문이든
유정성이 더 높은 논항이 주어가 되는 구성이 선호되며, ‘ NP1[무정물 논항]이
NP2[유정물 논항]을 VP’나 ‘NP1[무정물 논항]이 NP2[유정물 논항]{에게/에} VP’
등의 구성은 몇몇 특수한 유형을 제외하고는 문법적으로 적격하지 않거나 화용적
으로 허용도가 낮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1ㄱ)의 ‘쫓기다’와 (1ㄴ)의 ‘쫓기다’가 완전히 같은 의미 값을 가
진 동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1ㄱ)의 ‘시간에 쫓기다’는 실제로 쫓고
쫓기는 행위가 아닌 무엇인가에 몰려서 심리적으로 몹시 급하거나 불안정해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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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로서, 기본 의미로부터 의미가 확장,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에서도 대부분 다른 의미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어로는 주로 사람 유정물
명사구가, ‘에’ 논항으로는 ‘생계, 생활, 숫자, 시간, 업무, 재촉, 포성, 현실’
등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추상적 명사구가 나타난다. ‘예산 심의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와 같이 둘 다 무정물 명사구인 예도 있는데, 문법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동사의 의미가 확장된 경우에는 전형적인 피동 구
문이 아니므로 ‘능동-피동’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럐의 예를 보자.

(2) ㄱ. 나는 어른들에게 끌려서 파출소로 갔다.← 어른들이 나를 끌고 파출소
로 갔다.
ㄴ. 왠지 모르게 그는 그녀에게 끌렸다.← *왠지 모르게 그녀가 그녀를 끌
었다.
ㄷ. 나는 형한테 눌려서 꼼짝 못하고 깔려 있었다. ← 형이 나를 눌러서
…
ㄹ. 서울 애들에게 눌려 동생이 기를 못 펴고… ← *서울 애들이 동생을
눌러…

(2)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기본 의미로부터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추상적 영역으로 그 의미가 확장, 파생된 경우, 이들 동사들은
전형적인 피동사의 특성을 보이지 않으며, 이 구문들에서는 ‘능동-피동’의 대응
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에 쫓기다’ 류의 구문에서도
‘생계, 생활, 숫자, 시간, 업무, 재촉, 포성, 현실’ 등 물리적으로 쫓는 행위
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명사구를 주어로 내세운 능동 구문을 설정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ㄱ)의 ‘*시간이 나를 쫓고 있어요.’와 (1ㄴ)
의 ’*공이 남자에게 쫓기고 있어요.’를 동일선상에서 평행적으로 비교하고 있
는 Klaiman(1988:56-62)의 논리 전개는 ‘쫓기다‘의 의미 변화를 간과했다는 점
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뒤따름을 당하다.’라는
기본 의미의 ‘쫓기다’를 사용하여 다시 비교쌍을 설정해 보았다.

(3) ㄱ. 남자가 공을 쫓고 있어요. ↔ *공이 남자에게 쫓기고 있어요.
(Klaiman(1988:56)에서 재인용)
ㄴ. *비탈길에서 굴러내려오는 공이 남자를 쫓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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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굴러내려오는 공에 쫓기고 있어요.

비탈길에서 굴러내려오는 것으로 하여 무정물 논항인 ‘공’에 운동성을
부여하였다. Klaiman(1988)의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며, 무정물 주어 제약설은
한국어 구문의 주어 선택을 설명하는 데 매우 설득력이 높은 이론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가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존재한다.
아래의 예들을 보자. 2

(4) ㄱ.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 ↔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ㄴ. 우리는 서양 문물에 둘러싸여 있다. ↔ 서양 문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ㄷ. ?숲 속의 나무들이 벌목꾼에게 베였다. ↔ 벌목꾼이 숲 속의 나무들을
베었다.
ㄹ. 남자가 택시에 쫓겼다. ↔ 택시가 남자를 쫓았다.
ㅁ. 주주들이 정부에 의결권을 빼앗겼다. ↔ 정부가 주주들에게서 의결권을
빼앗았다.
ㅂ. 그녀가 파도에 떠밀렸다. ↔ ??파도가 그녀를 떠밀었다.
ㅅ. 파도가 그녀를 떠밀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4ㄱ)에서는 ‘성경’이라는 무정물 논항이 ‘사람들’이라는 유정물 논항에
앞서 주어가 된 피동문이 적격한 문장으로 성립된다. (4ㄴ)에서는 무정물 논항
‘서양문물’이 유정물 논항인 ‘우리’에 앞서 주어가 된 능동문 구성이 적격한
문장으로 인정된다. (4ㄷ)은 허용도의 판단에 개인 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문법
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4ㄹ)에서는 무정물 논항 ‘택시’가 주어가
된 능동문 구성이 허용되며, (4ㅁ)에서는 집단명사인 ‘정부’가 사람명사인 ‘주
주들’에 앞서 있는 문장이 성립한다. (4ㅂ)의 능동문 구성인 ‘파도가 그녀를 떠
밀었다.’는 허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므로 이 예는 Klaiman(1988)의 가설을 충실
히 따르는 구성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ㅅ)처럼 ‘파도가 그녀를 떠밀어서
… ’와 같은 종속절로 삽입이 되면 허용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 등급이 낮은 무정물 논항이 유정물 논항에 앞서 주어가 되

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는 대부분 실제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기반으로 문장 구성을 단순화
하여 제시한 것이다. 피동주와 작용자의 관계 및 능동과 피동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하
여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73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어 있는 위와 같은 문장들 중 특히 피동구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의미적, 형태
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술어가 된 개별 동사의 의미 특징
및 논항이 된 명사구의 의미 특징, 그리고 이 둘의 결합 관계라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무정물 주어 피동 분석을 위한 전제
2.1. 한국어 피동구문의 유형 및 특징
한국어의 무정물 주어 피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어 피동구문의 유형 및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둔다. 우선 한국어에서 피동이라는 범주로 논의될 수 있는
구문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접사 ‘이, 히, 리, 기’에 의해 파생된 피동사를 술어로 하는
구문, 2) 주로 행위성 명사에 어떤 행위나 작용을 입는다는 의미의 ‘되다,
당하다, 받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동사를 술어로 하는 구문, 3) ‘고꾸라지다,
깨지다, 무너지다, 당하다, 맞다, 속다, 시달리다, 야단맞다, 얻어맞다, 욕먹다,
죽다, 치르다, 혼나다 …’ 등 어휘적으로 피동의 뜻을 가지는 동사를 술어로
하는 구문’이 그것이다. 이 중 ‘히’ 피동사 구문은 한국어 피동의 전형적인
구성으로서 이 글에서는 이 유형을 ‘피동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NP+{되다, 당하다, 받다}’ 구문과 어휘적으로 피동의 뜻을 가지는 구문을
‘유사피동구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피동구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접미사 피동구문조차 통사적, 형태적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구문을 ‘피동’이라는 제한된 문법적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고 구문의 의미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어가 다른
동적인 참여자에 의해서 무엇인가 영향을 입는다’라고 해석되는 구문을
‘피동구문’과 ‘유사피동구문’이라는 다소 느슨한 개념으로 묶어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피동구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어인 행위주에 의한 작
용이나 동작의 성립이 서술의 중심이 되는 능동구문과 달리 피동구문은 작용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서술이므로 능동구문의 주어인 행위주는 억
제되어 부가적인 ‘에게’나 ‘에’ 논항이 되고(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피동주
논항이 문장의 주어 자리로 가게 된다. 서술의 시점이 바뀌면서 능동구문의 행위
성이 약화되거나 제거되어 피동주가 행위주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 과정이나
그 과정이 완료된 후의 결과 상태에 초점이 놓이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한국어
의 피동구문에서 행위주의 동작성이나 의도성이 약화되거나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동(1976), 임홍빈(1978;1998), 김차균(1980), 배희임(1988) 등에서 지
적된 바 있다. 임홍빈(1978;1998)에서는 ‘피동’이라는 문법 현상의 특징을 행동
주의 가치 저하와 탈행동성(보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차균(1980:37)에서는 피
동의 의미를 동사의 동작성을 약화시키거나(구문 피동의 경우), 아주 약화시키고
(파생 피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배희임
(1988:52-57)에서는 Chafe(1970)의 기본동사 분류에 관한 이론을 수용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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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피동화’를 ‘능동사에서 동작성이 약화되고 과정성이 강화된 과정·동작
동사로 되거나 혹은 동작성이 제거된 과정동사로 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정물 주어 제약과 관련하여 한국어 피동구문의 논항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어 피동구문의 전형적인 격틀은 ‘NP1이 NP2{에게/에} VP’가 되는
데, 여기에서 NP1은 피동주, NP2는 작용자로서 영향주(effector) 3 혹은 행위주,
도구의 의미관계를 부여받는다. 한국어 피동구문에서 피동주와 작용자 논항의 조
합은 아래의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A) 피동주: 유정물 명사구, 작용자(행위주/영향주): 유정물 명사구
예) 소매치기 소년이 순경에게 붙잡혔다. ↔ 순경이 소매치기 소년을
붙잡았다.
그가 전경에게 멱살을 잡혔다. ↔ 전경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B) 피동주: 유정물 명사구, 작용자(영향주/도구): 무정물 명사구
예) 제가 가시에 찔렸는데. ↔ *가시가 저를 찔렀는데.
바비가 기계에 손가락을 잘렸다. ↔ ??기계가 바비의 손가락을 잘랐다.
권투 선수가 건달의 칼에 찔렸다. ↔ 건달의 칼이 권투 선수를 찔렀다.
(C) 피동주: 무정물 명사구, 작용자(영향주/행위주): 유정물 명사구
예) 팔은 다른 사람에게 잘렸지요. ↔ 다른 사람이 팔을 잘랐지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 ↔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나무가 누군가에게 베여 있었다. ↔ 누군가가 나무를 베었다.
마차가 사람들에게 떠밀렸다. ↔ 사람들이 마차를 떠밀었다.
(D) 피동주: 무정물 명사구, 작용자(영향주/도구): 무정물 명사구
예) 빈 병이 물살에 떠밀려서 … ↔ 물살이 빈병을 떠밀어서 …
차 뒷문이 기둥에 긁혔다. ↔ ?기둥이 차 뒷문을 긁었다.
지진에 전기가 끊겼다. ↔ *지진이 전기를 끊었다.
(A)와 (B)는 유정물 논항이 무정물 논항에 앞서 있는 구성으로서 유정성과
관련된 문장의 적격성이나 허용도에는 문제가 없다. (A)는 가장 전형적인
피동구문으로 작용자는 대부분 ‘에게’ 논항으로 나타나고 작용자를 주어로 한
능동구문 또한 적격한 문장으로 성립한다. (B)는 무정물 논항을 영향주로 가지는
문장이며, 무정물이기 때문에 주로 ‘에’ 논항으로 나타난다. 무정물 영향주의
속성에 의해 무표적인 해석은 작용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B) 타입에서는 무정물 논항을 주어로 하는
3

영향주라는 의미관계는 Van Valin&Wilkins(1996), Van Valin&LaPolla(1997)에서 행위주보다 더
기본적인 의미관계 개념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Van Valin&Wilkins(1996:289)에서는 “문법의 의미적
측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에서 행위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대부분의 언어 이론
과 기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행위주를 일차적이고 중추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행위주를 문법에서 필수적인 것
이 아닌 파생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Van Valin&Wilkins(1996)에 의하면 행위주
는 일련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발화의 맥락적 해
석의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개념이다. 김형정(2012b)에서는
이러한 영향주 개념을 수용하여 한국어 피동구문에서 사태를 일으키는 작용자가 되는 ‘NP에게’와
‘NP에’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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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구문은 대체로 적격하지 않지만, ‘건달의 칼이 권투 선수를 찔렀다.’와
같이 다른 행위주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무정물 논항을 주어로 하는
능동구문이 성립되기도 한다. (C)는 피동주가 무정물 논항, 작용자가 유정물
논항이 된 경우로서 몇 가지 제한된 유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D)는 피동주와
작용자 모두 무정물 논항인 경우이다. 이들 (C)와 (D)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며,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2.2. 한국어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
피동주와 작용주 논항의 제어 관계에는 명사구의 유정성이 관련되며, 본 연구
에서는김형정(2012), 金亨貞(2014) 에서 제시한 한국어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
에 근거하여 두 논항의 제어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기능유형론적 문법(Typological approach)을 중심으로 명사구에
는 어떠한 계층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계가 주어 선택, 격 표시, 어순, 주제화,
수의 구별 등 다양한 문법 현상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다. 이러
한 위계는 일반적으로 ‘유정성의 위계’라고 불리며, 4 세계의 여러 언어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인칭(화
자)·2인칭(수신자) > 3인칭 대명사 > 사람 고유명사 > 사람 보통명사 > 사람이
아닌 유정 명사 > 무정 명사’의 위계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인정된다.

김형

정(2012a), 金亨貞(2014)에서는 한국어의 명사구에도 유정성과 관련된 어떠한 위
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어에서 유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직
접적인 표지인 조사 ‘에게・에’ 결합 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검증했다. 연세말뭉
치에서 추출한 약 3만여개의 ‘에게・에’ 용례에 대한 의미적, 형태적 분석 및
빈도 조사와 통계적 검정을 거쳐서 한국어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명사구의 하위분류 및 유정성 위계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표1> 한국어 명사구의 하위분류
명사구

하위 분류
인칭대명사 <저, 우리, 너, 그분, 자기, … >

유정물

사람

명사구

유정물명사구

사람고유명 <난희, 김대업 씨, … >
사람보통명사(친족) <고모, 손자, … >
사람보통명사(일반) <학생, 여자, 손님, 아기, … >

4

‘유정성 위계’ 대신에 ‘행위주로서의 가능성 위계’, ‘감정이입(empathy)의 위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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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통명사(집단) <대중, 민족, 인류, … >

사람 이외의

유사사람명사 <귀신, 괴물, … >

유정물명사구

동물명사 <개, 모기, … >
식물명사 <꽃, 나무, …>

유정물 무정물의
집단명사 <갱단, 정부, 시민단체, 한국, … >
경계적 명사구
특별한 사물명사 <로봇, 인형, 자동차, 컴퓨터, … >
자연현상명사 <바람, 불길, … >
신체명사 <손, 발, … >
사물명사 <반지, 돌, 칼, … >

무정물명사구

사태명사(행위, 사건, 상태) <선전, 축구, … >
추상명사(개념, 감각, 위치) <생각, 공포, … >

<표2> 한국어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
유정성 위계

관련 특성

1) 유정물명사구 >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명사구 >

(1) (협의의) 유정성,

무정물명사구

인간성, 행위주성

2) 사람 유정물명사구 > 사람 이외의 유정물명사구

(2) 인간성

3) 인칭대명사 > 사람보통명사

(3) 개별성

4) 사람고유명 > 사람보통명사
5)

사람보통명사(친족)

＞

사람보통명사(일반)

＞

(4) 개별성·지시성

사람보통명사(집단)
6) 1인칭・2인칭 대명사 > 3인칭 대명사

(5) 담화 참여성

7) 단수명사구 > 복수 명사구

(6) 개별성·단수성

8) 한정적 용법의 명사구 > 비한정적 용법의 명사구

(7) 개별성·한정성

<표2>를 보면 유정성과 관련되는 명사구의 위계에는 유정물인가, 무정물인가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유정성뿐만 아니라 인간성(humanness), 행위주성(agency),
개별성(individuation), 지시성(referentiality) 등 여러 가지 특성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정성 위계는 일직선상으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성들과 관련하여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유정성 위계는 단
선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표2>의 명사구의 하위분류가 대체로 유
정성이 높은 명사구부터 낮은 명사구의 순으로 제시를 한 것에 가깝다. 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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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명사류는 술어나 화자의 판단과 같은 외부 변수와 상관
없이 거의 대부분 조사 ‘에게’와 결합된다. 특히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조사
‘에게’와의 결합 비율이 거의 100%로서 매우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면 ‘에게’
하고만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정물명사구라도 위계가 낮아질수록
‘에게’와 ‘에’의 선택에 혼동을 보이는 예들이 생겨나며, 무정물명사구에 이
르면 조사 ‘에’와의 결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3. 한국어의 무정물 주어 피동
한국어에서 피동주가 무정물 논항이 되는 경우에는 행위주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굳이 행위주를 문장에 드러내려고 하면 아래의 (5)와 같이
‘에 의해서’라는 경로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사용해야 한다.

(5) ㄱ. 문이 열렸다. / *문이 영수에게 열렸다. / 문이 영수에 의해 열렸다. ↔
영수가 문을 열었다.
ㄴ. 연필이 잘 깎였다. / *연필이 영수에게 잘 깎였다. / 연필이 영수에
의해 잘 깎였다. ↔ 영수가 연필을 잘 깎았다.

그러나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 ‘빈 병이 물살에 떠밀려서 …’
등과 같이 피동주가 무정물 논항임에도 불구하고 ‘NP에게’나 ‘NP에’가
행위주 혹은 영향주로 나타난 유형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아래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의미적, 형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피동주인 무정물 논항이 의인화인 경우
피동주가 무정물 논항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의인화 용법으로서
실제로는 유정물 논항과 마찬가지인 경우이다. 아래의 (6)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6) ㄱ. 가련한 연필 녀석이 볼펜 놈에게 멱살을 잡혀 긴 허리가 꺾이면서
넘어졌다. ↔ 볼펜 놈이 가련한 연필 녀석의 멱살을 잡고 …
ㄴ. 흰색은 와이셔츠에게 거부당함으로서 …
↔ 와이셔츠가 흰색을 거부함으로써 …

3.2. 피동주 외에 잠재적 피영향자를 상정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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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물 명사구를 피동주로 가지지만 문맥상 무정물 명사구의 소유자이면서
행위를 당하는 유정물 피영향자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7)이
그것이다.

(7) ㄱ. 운전석 뒷문짝이 동네 애들에게 긁혔다. ↔ 동네 애들이 운전석
뒷문짝을 긁었다.
ㄴ. 팔은 다른 사람에게 잘렸지요. ↔ 다른 사람이 팔을 잘랐지요.
ㄷ. 이번 논문은 지도 교수에게 칭찬받았다. 5 ↔ 지도 교수가 이번 논문을
칭찬했다.

(7ㄱ)에서

문장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동네

애들이

차의

뒷문짝을

긁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차의 주인이다. (7ㄴ)은 신체명사가
피동구문의

피동주가

된

예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명사의

소유자인

피영향자가 당연히 존재하며, 유정물 행위주를 ‘에게’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걷어차이다, 밟히다, 잡히다, 잘리다, 짤리다’ 등의 피동사에서 이러한
유형이 확인된다. (7ㄷ) 또한 교수에게 실제로 칭찬을 받는 것은 논문을 쓴
사람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일본어의 피동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무정물이 아닌 ‘비정물(非情物)’이라는 용어
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비정물 주어, 유정물 행위
자 ni( ニ )격 표시’ 피동문 중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인격적인 피영향자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加藤(1977) 井島(1988), Kamio, A.(1988),
益岡(1991)는 비정물 주어의 수영수동문(受影受動文)에는 ‘잠재적수영자(潜在的
受影者)’가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6 益岡 (1991)에 따르면 ‘잠재적
수영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영수동문의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수동문이 서술하고 있는 사상(事
象)으로부터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 존재를 말한다. (중략) 비정물 주어의 수영수
동문은 현재적인 수영자는 가지지 않으나 이들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잠재적
인 수영자는 상정되는 것이다(益岡 1991(단행본재수록판), p.197)’

5

高見(1995:96)의 예(43c)(川 村 (2012:61)에서 재인용)에 근거하여 만든 작례이다..

6

川村(201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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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村(2012)에서는 이 유형의 피동문은 유정 수영자의 존재가 함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정 피동’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3.3. 피동주가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명사구인 경우
3.2.의 한국어 명사구의 유정성의 위계를 보면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명사구 부류가 존재한다. 이들은 해당 명사의 특성상 유정물과 무정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며,

해당

문맥에

따라서

유정물로

판단되기도

하고

무정물로

취급되기도 한다.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명사구로는 ‘꽃, 나무’와 같은
식물명사, ‘갱단, 정부, 시민단체, 한국’과 같은 집단명사, ‘인형, 로봇,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일부 특별한 사물명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아래의
(8)은 피동주가 이러한 경계적 명사구인 겨우이다.

(8) ㄱ. 로봇이 인간에게 공격당했다. ↔ 인간이 로봇을 공격했다.
ㄴ. 마차가 사람들에게 떠밀렸다. ↔ 사람들이 마차를 떠밀었다.
ㄷ. 기계가 나에게 생각이 읽혔다. ↔ 내가 기계의 생각을 읽었다.

이렇게 피동주가 경계적 명사구일 경우에는 사람명사를 ‘에게’ 논항으로
취하는 피동구문이 성립하며, 이들에 대응하는 능동구문 또한 적격한 문장이
된다. (8)의 ‘로봇, 마차, 기계’는 일견 무정물 명사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에 준하는(혹은 인간보다 높은) 지능이나 감각, 유정물과 유사한 운동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문맥상 유정물 명사구처럼 쓰인 것이다. 이들 경계적 명사구는
능동구문에서 사람명사에 앞서 주어로 나서도 적격성이나 허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택시가 사람을 쳤다.’, ‘정부가 주주들에게서 의결권을
빼앗았다.’ 등의 예가 그것이다.

3.4. 작용자가 개별성이 낮은 사람명사인 경우
<표2>의 유정성 위계에는 인간성, 행위주성, 개별성, 지시성, 한정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이 관련된다. 이 중 개별성이라는 것은 한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되
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명사구의 유정성 판
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시성이나 한정성이 높을수록 개별성의
정도도 높아진다. 지시성은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개체를 지
시하는가, 부류 일반, 즉, 전체로서의 유(類)를 지시하는가 하는 것이며,

한정

성은 지시 대상이 특정의 개인을 지시하는가, 불특정의 어떤 개인을 지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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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 (9ㄱ)-(9ㄷ)을 보면 피동주는 무정물
명사구이며, 행위주는 유정물인 사람명사인데 모두 비지시적 용법 혹은 비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9) ㄱ.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혔다. ↔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
ㄴ. 건물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 사람들이 건물을 둘러쌌다.
ㄷ.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렸다. ↔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ㄹ. *성경이 영수에게 읽혔다. ↔ 영수가 성경을 읽었다.
ㅁ. ?내 이름이 영수에게 불렸다. ↔ 영수가 내 이름을 불렀다.

(9ㄱ)과 (9ㄴ)에서 행위주인 ‘사람들에게’는 사람 일반을 지시하는 비지시적
용법이며, (9ㄷ)은 불특정의 어느 개인을 지시하는 비한정적 용법이다. 이들은
모두 개별성의 관점에서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용법에 비해 그 정도가 낮기
때문에 덜 유정적인 쓰임으로 해석된다. (9ㄱ)-(9ㄷ)에서 유정물 행위주를 ‘에게’
논항으로 가지는 무정물 주어 피동이 성립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명사 중에서도
개별성이 떨어지는 부류가 행위주가 되어 그 동작성이 약하며, 피동구문이
됨으로써 약해진 동작성이 더욱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9ㄹ),
(9ㅁ)과 같이 행위주를 특정한 개인으로 바꾸면 문법적 적격성이 떨어지거나
화용적

허용도가 낮은 문장이 된다.

7

이처럼 비지시적, 비한정적 용법의

사람명사를 행위주로 취하는 피동사로는 ‘읽히다, 팔리다, 쓰이다, 불리다,
둘러싸이다’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에 대한 지적이 일본어 비정 피동 연구에서도 있었다. 土屋
(1962)에서는 에도시대 이전부터 보이는 비정 피동의 용례 중 행위주가 대다수의
인간 혹은 조직의 힘이거나 행위주가 나타나지 않고 피동이라는 의식이 약해져서
자발(자연가능)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피동이 있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
는 피동형으로서 ‘말해지다(言われる), 쓰이다(書かれる), 불리다(呼ばれる)’
를 들고 있다. 한편 小杉(1978)에서는 비정물 피동을 능동문으로 전환한 경우의
주어, 즉 동작이나 작용을 가한 것의 유형을 ‘ⅰ. 바람, 파도 등, ⅱ. 차, 책자
등, ⅲ. 사람 등의 유정물, ⅳ. 문맥상 불명인 경우, ⅴ. 불특정 다수인 경우,
ⅵ 알지만 누가 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의 6가지로 나누고, ⅰ~ⅲ은 모
두 행위주의 의지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연히 그렇게 된 경우이며, ⅳ~ⅵ도 모
7

(9ㄴ)의 ‘둘러싸이다’는 동사의 의미 특성상 복수의 사람명사구를 행위주로 요구하므로 특정한
개인을 행위주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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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과 상태만이 문제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비정 피동에서는 누가 그 동
작을 했는지라는 동작성은 매우 희박해지고 그 결과로서의 상태성이 중요해진다
는 것이다. ⅳ~ⅵ의 명사구를 보면 유정물 명사구라도 모두 지시성이나 한정성이
약한, 따라서 개별성도 약한 명사구 유형이다.
川村(2012:65-68)에서는 ‘비정물 주어, 유정물 행위자 ni(ニ)격 표시’ 피동
문의 유형을 ‘속성서술수동문(属性叙述受動文)’ 타입과 ‘행위자 불특정’ 타
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9)의 유형과 관련된 것은 ‘행위자 불특정’타입으로, 행
위자가 불특정 사람명사일 경우에는 잠재적수영자를 상정하지 앟고도 ni(ニ)격을
취하는 피동문이 성립하기 쉬워진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あの定理
が誰かに証明されたはずだ。(그 정리는 누군가에게 증명되었을 것이다.)’를 들
고 있다. ‘속성서술수동문(属性叙述受動文)’ 타입은 앞서 益岡(1982;1987)에서
제시된 것이다. ‘この雑誌は、一〇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이 잡지는 10대
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라는 피동문은 주어인 ‘잡지’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정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도 행위자항을 ni(ニ)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예문에서도 ‘10대의 젊은이들’은 한 명
의 개인이 아닌 집단이므로 개별성이 낮은 사람명사의 부류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5. 피동주와 작용자 모두 무정물 명사구인 경우
마지막으로 피동주와 작용자 무정물 명사구인 경우가 있다. 아래의 (10)이
그것이다.

(10) ㄱ. 잎새가 바람에 흔들린다.
ㄴ. 시체는 물결에 떠밀려 …
ㄷ. 피아노가 팔꿈치에 눌려서 …
ㄹ. 핸드폰이 반지에 긁혔다.
ㅁ. 콩이 믹서기에 곱게 갈렸다.

(10)에서 작용자는 모두 ‘에’ 논항으로 나타나며 의미구조에서 영향주의
의미역할을 부여받는다. 영향주가 되는 명사구로는 ‘물결, 바람, 불길, 지진,
태풍, 파도’과 같은 자연현상명사. ‘손, 발, 팔꿈치’와 같은 신체명사, ‘반지,
믹서기’와

같은

사물명사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문에서

영향주인 ‘에’ 논항은 해당 작용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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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되는

사태는

자연발생적이고

우발적인

해석이다. 8

4. 마치며

8

김형정(2012b:206-208) 참조.

183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표적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참고문헌>
김차균(1980), “ 국어의 사역과 수동의 의미”, 『한글』168호, 5-49쪽, 서울:
한글학회.
김형정(2012a),「처격 조사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본 한국어 유정성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_____(2012b),「작용자(Actor)로서의‘NP에게’와‘NP에’」,『국어학』제65집
pp.185-218, 서울: 국어학회.
배희임(1988)『국어피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이기동(1976), “한국어 피동형 분석의 검토”, 『인문과학논총』제9집,
25-41쪽, 서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임홍빈(1978), “피동성과 피동 구문”, 『논문집』제12집 국민대학교, 35-59쪽,
국민대학교.(『국어 문법의 심층3-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333-363쪽,
재수록본.)
井島正博 1988 「受身文の多層的分析」『防衛大学校紀要』57
加藤雅子 1977 「日本語受動動詞に見られる日英語の接点」
『英米文学論集：日本女
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英文学専攻修士課程創設十周年記念』日本女子大学
文学部英文学科
川村大 2012 『ラル形述語文の研究』くろしお出版
金亨貞 2014 「韓国語名詞句の有生性階層 - 助詞「에게(ege)」∙「에(e)」との接続
関係を中心に」
『ＧＲ―同志社大学グローバル地域文化学会紀要―』第３号

pp.31-70 同志社大学グローバル地域文化学会.
久野暲 1986 「受身文の意味――黒田説の再批判」『日本語学』5巻2号
小杉商一 1978 「非情の受身について」『田辺博士古希記念助詞助動詞論叢』桜楓社
高見健一 1995 『機能的構文論による日英語比較――受身文、後置文の分析――』く
ろしお出版

土屋信一 1962 「東京語の成立過程における受身の表現について」
『国語学』51 国
語学会
益岡隆志 1982 「日本語受動文の意味分析」『言語研究』82 （再録：「受動表現の意
味分析」益岡1987）
益岡隆志 1987 『命題の文法――日本語文法序説――』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Kamio, Akio 1988 A Semantic and Paradigmatic Analysis of the Japanese Passive.
神尾昭雄・斎藤武生（代表）『受動構文の研究』
（科研費報告書）
Klaiman, M.H. 1988. “Affectedness and control: a typology of voice systems”.
In Passive and Voice, Shibatani, Masayoshi (ed.), 25 ff.
Palmer, F.R. 1994. Grammatical Roles and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184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University Press.(F.R. Palmer 지음: 이영민 옮김, 2000, 『문법역과
문법 관계』, 서울: 도서출판 역락)
Van Valin, R.D. Jr. & Lapolla, R.J.(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Textbooks.
Van Valin, R.D. Jr. & Wilkins, D.P.(1996), The case for 'effector' : Case Roles,
Agents, and Agency Revisited. Shibatani, Masayoshi & Thompson, S(eds.)
Grammatical constructions. pp.289-322.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Van Valin, R.D. Jr.(2005), Exploring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isty Press.
Yamamoto, Mutsumi.(1999), Animacy and Reference: A cognitive approach to corpus
ligu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185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186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김형정(2021), 한국어의 무정물 주어 피동에 대하여”의 토론문
김선효(중국문화대학교 부교수)
이 연구는 한국어의 무정물 주어 피동 구문이 지닌 의미적,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어의 피동은 형태통사적으로 뚜렷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범주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피동접미사로 실현되는 무정물 주어 피동
구문에 한정하여 정밀하게 논의하여 흥미로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어 무정물 주어 피동 구문에서 ‘3.3. 피동주가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명사구인 경우’는 피동주가 서술어의 동사와 연관성을 보입니다. (8 ㄱ)에서
‘공격당하다’의 피동주가 모든 명사에 대응되지 않고, (8 ㄴ)도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8 ㄷ)은 문법적 수용성이 개인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8) ㄱ. {로봇/*인형/*자동차/?컴퓨터}이 인간에게 공격당했다.
ㄴ. {마차/로봇/?자동차/*인형}가 사람들에게 떠밀렸다.
ㄷ. ?기계가 나에게 생각이 읽혔다.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명사구’가 모호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경계 또한 모호하다는 약점을 피해가기도 어려운 듯합니다. 그리하여
동사와 피동 구문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피동구문

B

유형인

‘유정물

피동주-작용자(영향주/도구)

무정물’

구조에서 영향주와 도구를 같은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건달의 칼’처럼 행위주 ‘건달’이 명백히 드러나는 문장일 때에는 어떤
분류 기준이 적절한지 고민이 됩니다. 다만 이 연구는 통사적 구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고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요.
ㄱ. 제가 가시에 찔렸는데 - *가시가 저를 찔렀는데
ㄴ. 바비가 기계에 손가락을 잘렸다 - ?? 기계가 바비의 손가락을 잘랐다.
ㄷ. 권투 선수가 건달의 칼에 찔렸다 – ?건달의 칼이 권투 선수를 찔렀다.
건달이 칼로 권투 선수를 찔렀다.
셋째, 한국어 유정성 위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 2>의 위계가 1 부터 8 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각 항목이 개별적으로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 번부터 8 번까지 순서대로 유정성 위계를 가지는 것인지 글 속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어 궁금합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의미적,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셨는데 형태적
특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동접미사로 국한된 구문에서 형태적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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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에’를 의미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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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의 완곡 표현 연구
-대만 학습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王清棟 ∗
초록
굴절어인 한국어에서 어미와 특정 어휘가 화용적 기능을 하는 것과는 달리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주로 어휘적 표현이 화용적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는 형태, 통사적 차원에서 굴절되는 언어 표현의 화용적
기능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완곡 표현이 한국인의 언어 사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
타나며, 주요한 특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대만인 학습자가
두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용언어적 실패(pragmalinguistic failure)
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대만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완곡 표현과 관련된 간접화행의 개념과 발화 형태를 소개
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화행 교육에 대한 내용과 실제 발화 과정에서 행해지는 상
황 맥락에 따른 완곡 표현 유형들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의 완곡 표현 형태와 유형을 참고하여 대만인 학습자에게 유용한 교육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교육 방안 제시와 더불어 대만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완곡 표현 인식 조사를 실시 후 이를 분석하여 완곡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다.

Abstract
In contrast to Korean, which is an inflectional language, where the ending and
a specific vocabulary have a pragmatic function, in Chinese, an isolated
language, lexical expression mainly plays a pragmatic function. Therefore,
Taiwanese Korean learners may have difficulties in acquiring the pragmatic
functions of linguistic expressions that are refracted in morphological and
syntactic dimensions.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Korean euphemisms appear in Korean language
usage and what are their main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we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agmatic linguistic failures that Taiwanese learners m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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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nter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to discuss how
to educate Taiwanese learners. To this end, the concept of indirect speech act
related to euphemism and the form of speech are introduced. In addition, the
contents of Korean dialogue act education and the types of euphemism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e actual speech process will be discussed. Next, I
suggest a useful educational method for Taiwanese learners by referring to the
euphemism forms and types of Korean native speakers.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educational plan, a survey on euphemism perception for
Taiwanese advanced Korean learners was conducted and analyzed to reveal the
necessity of euphemism education.

키워드:
대만(Taiwan),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화용 인식(pragmatic awarenes
s), 발화 행위(speech act),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완곡 표현(euphemis
m), 상황 맥락(situational context) , 공손성(politeness).

1. 서론

한국인의 대표적인 언어문화를 꼽자면 ‘완곡 표현(돌려 말하기)’ 1이 있다. ‘완곡
표현’이란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 관념 등에 대해 불쾌하고 가증스럽거
나 공격적인 것들을 직접 말하지 않는 대신 모호하고 우회적인 용어를 빗대어 말
하는 방법이다. 완곡 표현은 ‘좋은 단어들로 말한다’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유
피미즘(Euphemism)’에서 비롯되었으며, 화자가 처한 화용적 상황을 대변해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화자가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
어 “실내가 좀 답답하지 않아요?”라는 표현은 “창문을 열자”는 의미로, “저녁 시
간이 되지 않았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를 다른 관용적인 말로 표현한 것
이다. 이처럼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손함이 바탕이 된 한국인
의 독특한 언어문화이다. 호정환(2015)은 한국 사회에서 대화 시 분명하고 명료
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공손하게 전달하느냐도 성공적인 의사소
통의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 공손성은 언어 형식에 고정된 문법으로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다원화된 언어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용적 원리나 언어
사용상의 책략으로 파악되어 왔다.

1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화법으로 완곡어법이나, 간접화법, 돌려 말하기라고도 한다. 본
고에서 지칭하는‘완곡 표현’은 넓은 의미에서‘완곡어’,‘완곡어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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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 능력은 한국어 학습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언어 능력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법 사용의 정확성과 올바른 어휘 사용 외에
도 적절한 내용과 표현 방식으로 발화할 수 있는 화용 능력이 필요하다. 화용 능
력은

문법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Hymes(1972)에서는 언어 능력은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
는 능력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Bachman(1990)에서는 언어
능력을 화용 능력과 조직 능력으로 나누었는데, 화용 능력이란 맥락에 적절하게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발화수반능력과 사회언어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context)
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미론의 한 분야'를 화용론이
라고 한다. 화용론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의미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야이다.
화용론의 연구 대상은 직시, 전제와 함의, 대화함축, 화행, 대화 구조, 공손 등
이다. 일상적인 발화를 화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고, 이를 체계화한 이
론을 발화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이라고 한다. 발화 행위를 줄여서 화행
(speech act)이라 하고, 발화 행위 이론을 줄여서 화행 이론 또는 화행론이라 칭
한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완곡 표현은 화행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화
행은 언어가 가지는 행동의 측면을 부각시켜 이르는 것이다. 이때 수행 동사가 명
시된 수행문을 ‘명시적 수행문’이라고 하고, 문장의 유형을 통하여 수행되는 화행
을 ‘암시적 수행문’이라 하여 구별한다. 화행을 나타내는 특정 문장 형식으로는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제안문 등이 있다.
오스틴(1962)는 하나의 발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발화행위를 수행한 한다고
하였다 2.
<도표 1> 발화행위의 종류

2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locutionary act)

(illocutionary act)

(perlocutionary act)

• 의미를 가진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

• 발화행위와 함께 수행하는 행위

• 발화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위

오스틴(1962)의 발화행위에 대한 번역 용어가 다양하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정리한다.
loautionary act

발화행위

언표행위

표현행위

illoutionary act

발화수반행위

언표내적행위

표현내적행위

per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

언표효과행위

표현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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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행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이다. 가령 방금 집에서 나간 아내
가 다시 들어오면서 “여보, 비 오네.”라고 말하는 것은 발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이 말은 단순한 발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산 좀 줘”와 같은 뜻
의 요청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발화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실천하는 다른
행위를 발화수반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에게는 우산을 달라
는 요청을 접하는 행위가 야기되는데, 화자가 하는 말이 청자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화효과행위이다. 그러나 화자가 의미 있는 발화 행위를 했다
고 할지라도 청자의 무관심 또는 서로 교감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화행은 실패하
게 된다. 성공적인 화행의 조건은 발화 행위의 주체가 되는 화자와 청자 간의 긴
밀한 상호교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호교감은 친분 관계, 해당 언어권의 사회 문
화적 이해도, 담화 상황에서의 정서 상태, 화술 구사 능력, 개인의 인격 또는 교
양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만의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국어인 중국어를 가르칠 때 따로 화용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 대만인의 경우 평소에도 의사소통에서 특별히 화법에

유의해서 발화하지 않으며, 화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교육이 그리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한국은 초등교육 단계부터 화용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 4. 한국
사회 분위기도 화법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반면에 대만인은 모국어 교육
초기부터 화용적인 요소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과 같은 간접 화행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화용 언어능력이 부족하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인과
의미

있게

동문서답을

대화를
하기

주고받거나,
때문이다.

친구들의

게다가

질문에

상대방의

적절한

감정을

답을

읽으며

하지

못해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해서 언어 사용에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완곡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곡 표현은 긍정적인 기능에서는 간접화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 화행 관련 이론적 논의와 완곡 표현 유형을 살펴
본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S 대학교와 K 대학교의 고급 학습자 80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완곡어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완곡
표현 교육 방향도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끝을 맺고자 한다.
3

한국 교육부 교육과정에 해당한 대만 교육부가 정한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國民中小學暨普
通型高級中等學校-語文領域-國語文 내용은 語用(pragmatic)이란 용어 자체가 발견되지 않다.

4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5])P.37
초등학교 5∼6 학년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⑦ 바른 국어 사용을 지도할 때에는 발음, 표기, 어휘 등의 기본적인 요소와 함께
어법, 언어 예절 등의 화용적인 측면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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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곡표현 유형 및 특성

2.1. 간접화행
완곡어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
게 부드러운 말을 쓰는 표현방식’을 말한다.

5

언어학 사전에서는 유피미즘

(euphemism)을 ‘미어법’ 또는 ‘완곡어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완곡 표현이라고 하
면 통사적인 범위까지 확대한 미어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완곡어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경우에 이를 감추고 다른 좋은
어감을 가진 낱말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통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완곡표
현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태도를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가 부담이 될 경우
에 이를 완화시켜 말하는 것이다. 의사전달에 있어서 직접발화라고 하는 효과적인
방법 대신에 간접화행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중함을 더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간접화행이라는 개념은 모든 발화란 명제적 의미와 발화수반적 기능을 가진다
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하나의 화행은 그 언어 수단이 표
시한 발화수반행위 유형과 화자가 일차적으로 의도한 발화수반 기능이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화행이다. 달리 말하자면 의도된 의사소통적 기능과 발화의 문장 유형
사이에, 즉 발화로써 의도된 명제와 발화의 축어적 형태 사이에 부조화가 존재하
는 경우 간접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Searle 은 간접화행을 두가지 발화수반력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으로 보고, 간접화행의 이해과정이 부차적 발화수반력으로부터
일차적 발화수반력을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간
접화행은 암시적 또는 축어적 의미 형태를 문장 형태나 특정 어휘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최종 발화효과행위는 추론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것
이다. 본 연구는 문장 범주의 완곡표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간다.
간접발화행위를

문장

형태에

바탕을

두고

구분하면

직접발화행위(direct

speech, 직접화행)와 간접발화행위(indirect speech act, 간접화행)로 나눌 수 있
다. 문장의 기본적인 유형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이라고 할 때 이 문장유형
들의 일반적인 발화수반행위(illoutionary act)는 각각 진술, 질문, 명령 또는 요청
이라고 할 수 있다(윤평형 2019). 이때 문장의 형태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발화수
반행위가 일치하면 그것은 직접발화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장 형태와 발화수
반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방이 덥군.”이라는 평서문이 단
순한 진술이 아니라 “문 좀 열어줘.”라는 뜻의 요청으로 쓰이는 것이 그렇다. 이
와 같이 문장 형태에 따른 전형적인 발화수반행위 대신에 다른 발화행위로 이루

5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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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을 간접발화행위라고 한다. 문장의 형태에 따른 직접화행과 그것이 다
른 발화수반효력을 갖는 간접화행의 예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해 본다.
<표 1> 문장 형태에 따른 간접발화행위의 예
발화

문장 형태

직접화행

간접화행

ㄱ.

이 집에는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평서문)

진술

주의/위험

ㄴ.

창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의문문)

질문

요정

ㄷ.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명령문)

명령

경고

발화에서 하나의 문장이 문자적인 직접화행으로 쓰일 수도 있고 비문자적인 간
접화행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예는 다음의 (1)과 같다.
(1) 질문 :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ㄱ. 화장실 위치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직접화행)
ㄴ.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청(간접화행)
대답 :
ㄱ. 예, 압니다.
ㄴ. 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1)의 발화는 직접화행으로도 쓰일 수 있고 간접화행으로도 쓰일 수 있다. (1)의
대답에서 ㄱ)은 직접화행에 대한 대답이고, ㄴ)은 간접화행에 대한 대답이다. 만
일 화자가 간접화행으로서 화장실의 위치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청자의 대답
이 ㄱ)이라면 두 사람의 대화는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2> 직접 화행과 간접화행의 차이
직접 대화 행위
화자

간접 대화 행위

“문 닫아.”

“춥지 않아?”

발화 전 단계

화자가 춥다고 느낀다.

발화 전 단계

화자가 춥다고 느낀다.

행동 1

화자는 ‘문 닫아’라고 요구한다.

행동 1

화자는 청자가 문을 닫아주기를
희망하며 질문한다.

중간 단계

청자는 화자가 문을 닫아 주기를

중간 단계 1

바란다고 받아들인다.

청자는 화자가 추운지를 묻고 질
문을 했다고 받아들인다.

중간 단계 2

청자는 화자가 춥기 때문에 이 질
문을 했다고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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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2

청자가 문을 닫는다.

행동 2:

청자가 문을 닫는다.

발화 후 단계

화자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발화 후 단계

화자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위의 <표 2>를 보면 간접화행과 직접화행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우선 직접화행의 발화과정은 간접화행에 비해 중간단계가 비교적 간소하다. 직접
적인 의미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자가 의미해석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화자는 의도하는 바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화행은
청자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며 공손하게 전달하기 위해 화자는 고도의 언어책략
을 사용하여 암시적 표현을 선택해야 하며, 청자는 그 암시적 의미표현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추론 전략이 필요하다.
간접화행은 청자나 화자 모두 고도의 언어책략을 사용하는 발화행위수단이다.
물론 모든 화자의 간접화행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령 화자는 상
대방이 문을 닫아주길 요청하는 의도로 “춥지 않니?”라고 발화했다고 가정했을
때 청자가 “아니, 난 괜찮은데.”라고 응답했다면 화자는 자신이 의도한 언표내적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패한 화행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청자
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간접화행 의지가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청
자의 “아니, 난 괜찮은데.”와 같은 암시적 의미표현은 “난 문을 닫아줄 수 없어”
라는 거절의 표현인 것이다. 간접화행은 상황 맥락에 따라 발화 행위의 주체가
어느 시점에서 전환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화행 중간 단계에서 간접
화행이 직접화행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생기는 등 발화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
는 현상이 있다
간접화행에서 암시적 의미 표현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경제성(즉각성과 친근성), 체면 작업(공손성과 비공손성/불손함), 부인가능성, 관
계 협상 등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공손성과 체면의 요
인은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이들 요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구체
화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요인이 수많은 암시적 간접화행 현상을
모두 해석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암시적 간접 화행의 요인에 대
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요인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체
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국어 교육에서 체계적인 화행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2.2. 한국인의 완곡 표현
2.2.1. 한국 국어 교육에서의 완곡 표현
한국의 중학교 국어 5 권에서 선인들의 전통문화에서 오늘날 계승하고 발전시켜
야 할 좋은 말 문화를 찾아보면 ‘신중하게 말하기, 빗대어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
기,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와 같은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6 이것은 모두 상대방
6 남미영 공규택 김병섭 김양희 김은정 김희진 백덕현서영미 여의기 이국환 이정희 임성규 임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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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청자의 배려가 담긴 말하기 문화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여 준다.
「요즘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직설적 어법이 꾸밈없고 솔
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듣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대접 받은 음식을 두고 “맛이 없어요.”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오늘
따라 입맛이 없네요.”라고 돌려 말하는 것이 음식을 대접한 사람을 배려하는 말하
기인 것이다. 우리 선인들은 완곡어법, 곧‘부드럽게 돌려 말하기’를 자주 사용 했
다. 직설 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에 비해 완곡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오늘날에도‘창문을 열어라.’라는 뜻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방이 좀 덥지 않습

니까?”, “창문을 좀 열면 어떨까요?”, “밖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군요.” 등과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완곡 어법을 쓰면,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 인간 관
계에서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 국어 중학교 교과서의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

위의 제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이 완곡 어법을 쓰는 이유는 상대방을 불쾌
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부
드럽게 돌려 말하기’는 직설적 화법에 익숙한 요즘의 청소년들이 익혀 두면 좋은
말하기 방식이라며, 이는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가령 “창문 열어.”라는 직접 명령보다는 “방이 약
간 덥지 않니?”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유리하고 상
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교육하고 있다.
한국인은 완곡표현을 설명하는 개념 안에 ‘우회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완곡하다’와 ‘우회적’, 개념은 동일한 것인가? ‘완곡
하다’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자면 한국인에게 완곡표현은 화자가 자랑하거나 사
양하거나 충고하거나 거절하거나 고수할 때 완곡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우회적’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면 멀리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다. ‘접근, 표현, 해결 방안, 설명, 방법, 불만’ 등을 할 때 우회적으로 한다는 의미

전혜옥 정형근 조운아 허철구 황재진(2013-03-01)(2009 개정) 중학교 국어 ⑤, 교학사. 4 단원
토론과 말문화(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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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 왜 곧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가? 원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만’과 같은 것에 대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결과적으로 ‘완곡하다’의 개념 안에 ‘우회적’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일반) 7

• 문학 :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대한 태도
• 독서 :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 독서의 분야, 독서의 태도
• 언어와 매체 : 언어와 매체의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 화법과 작문 : 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의 원리와 실제, 작문의 원리와 실제, 화법과 작문의 태도

위의 표<3>은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이며, 화법과 작문이 국어 교
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인에게 화용교육은 국어 교육에서 화법을 작문 교
육과 함께 다루고 있다. 실제 교육에서도 완곡표현에 대한 개념과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로 인한 발화행위 효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완곡표현의 사용 방식
① ‘빗대어 표현하기’
‘빗대다’는 용어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비유, 우의, 유추’ 등이 있다. ‘비유’란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는 것이다. 일상적인 담화 상황에서는 은유, 직유, 의
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개념이 적용된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6 년도 수능 대비 수능완성(실전편) B 형-모의고사 4 회 8 번 문항>

한국인은 화법과 작문에서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비유를 통한 의사
전달 능력을 더 요구하고 의미있게 평가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7 완곡어법7 (中국어지도 5 권 4-2(p.252~279))

198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우의’는 사전적인 정의처럼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
자함’이다. 사물에 빗대는 것, 사물에 비유하는 것 모두 우의에 속한다. 유추는 직
접적으로 관련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물이나 현상을 원리의 유사성을 근거로 연
결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명의 목적이 되는 것은 어렵고 추상적인 것임
에 비해 빗대기 위해 끌어온 것은 쉽고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추는 비유
나 우의와 달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관련없어
보이는 것을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예시’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적용된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6 학년도 대비 수능완성(실전편) A 형&B 형-모의고사 4 회 16 번 문항>

한국 국어 교육에서 요구되어지는 언어 능력은 어떠한 사물에 빗대어 말하기나
완곡하게 말하기, 그리고 추론, 즉 유추와 같은 화법 능력이다. 한국인은 자신의
의사 전달 및 논지 전개에서 어렵고 복잡한 개념일수록 유사한 것과 빗대어
말하기 전략,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려는 화술을
구사한다. 이때 청자가 화자의 완곡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혹은 본심을 유추 및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국인에게
완곡 표현과 더불어 추론 능력은 아주 중요한 모국어 능력 중의 하나이다.
②의도 관련 단어 회피하기
한국인은 완곡 표현을 빗대어 말하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말하는
의도에 해당하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화자가 어떤 일을 자랑할 때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양할 때 ‘사양’이라는 단어를,
거절할 때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장을 고수할 때 ‘고수’라는 단어 등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완곡 표현 방식이다.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화법 과목에서 완곡어법을 다룬다. 더 전문적으
로는 수사학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 그중 화자의 의도와 관련된 단어를 직접 언
급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강조하여 대답을 대신하기와 같은 완곡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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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도 관련 단어 회피 예
가: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나: 월요일에 시험 있잖아.
▶숨은 의도 : “영화 보러 못 가/영화 보는 거 안 돼~”
위의 예문(2)에서 보듯이 화자의 청유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거절을 뜻하는 표현 대신 ‘월요일에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거절의 의미를 함유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절의

의미는

희석되고,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특별히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풍기는 화법이 된다. 이러한 완곡표현은 주로
어휘과 관련된 것으로 어휘 중심 완곡표현과 관계가 깊다.
③종결 형식 바꾸기
일반적으로 화법에서 문장의 종결어미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권할 때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의 종결 표현이 쓰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원래의 문장 진술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명령이나 요청, 충고, 간청, 부탁, 권유, 주장 등은 상대방에 따
라 불쾌감을 주거나 자칫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때 한국인은
최대한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전략, 즉 완곡 표현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전
략이 바로 문장의 종결 형식 바꾸기이다. 가령 명령이나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
에서 화자는 직설법인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아닌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을 사용
해서 종결하는 방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아래의 (3)과 같다.

(3) 종결 형식 바꾸기 예
가. “저기, 창문 좀 열어줘.” (명령형)
나. “저기, 창문 좀 열자.” (청유형)
다. “아, 춥다. (평서형)”
라. “아이고, 추워라~” (감탄형)
마. “야, 좀 춥지 않니?” (의문형)
경우에 따라서는 ‘가, 나’보다

 직설적
 직설적
 완곡
 완곡
 완곡

‘다,라,마’가 청자에게는 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화자가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나’보다 ‘다,라,
마’가 더 간접적이고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이 된다. 또한 동일한 완곡 표현이라
할지라도 종결어미 형태에 따라 완곡의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객관적
연구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종결어미 형식 바꾸
기와 같은 개념이 적용된 문항의 예는 한국 고등학교 수능시험에서도 접할 수 있
다. 이는 다음의 예와 같다.

200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2016 년도 수능 대비 수능완성(실전편)A&B 형-모의고사 5 회 10 번 문항>

<표 4>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공통

지문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언어력을 측정

국
어

범위와

영

개괄

역

2015 개정 교육과정 '독서', '문학'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재와

2015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 중 1 개 과목을 반드시 선
택하여 응시한다.
선택
각 과목에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언
어력을 측정

위의 <표 4>는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제시된 시험문제 출제
범위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육에서도 화법과 작문 영역은 한국인의 언어력 측정
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2.3. 상황 맥락에 따른 완곡표현 실현 양상
화행, 즉 언어 행위(Speech act)는 크게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뉘어진다. 직
접화행대신 간접화행을 쓰는 이유는 공손성(politeness) 원리 또는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하여 간접화행을 쓰게 된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명령하지 않음으로써, 상대
로 하여금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간접화행의 경우, 일종의 암시
를 가지고 있으며, 청자가 대화의 문맥에서 그 암시를 추론해야 하는 과정이 요구
된다. 즉 상황 맥락은 완곡 표현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황 맥락에 따른
완곡 표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윗사람: “야~ 스카치테이프가 어디 있더라?”
▶숨은 의도: “스카치테이프 좀 갖다 줘.”
아랫사람: ㄱ) “제가 곧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까요?”
ㄴ) “아까 저기에서 봤는데요.”

201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5)윗사람: “지금 한가하지?”
▶숨은 의도 : “지금 시킬 일이 있어.”
아랫사람: ㄱ) “뭐 할 일이 있나요?
ㄴ) “지금 바쁜데요.”
위의 예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난 발화행위이다. (4)와 (5)에서
화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답은 ‘ㄱ’과 ‘ㄴ’일 것이다. 한국인은 사회적 위치에
따른 상하 관계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른 사회적 관계에서 대체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공손함을 표현하는 언어사용을 주로 한다. 그러나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완곡

표현의

경우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에게

간접화행을

사용한다. 비록 위치가 높거나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
돌려 말하는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권위적인 느낌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랫사람의 답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자의 발화행위가
최종적으로 발화효과행위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자의 추론이 화자의 숨은
의도와 일치해야 가능하다. 청자의 추론 능력이 떨어지면 완곡 표현의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6) ㄱ.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숨은 의도: “이건 나와도 관계가 있어.”
ㄴ. “지금부터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숨은 의도: “지금부터 하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이야.”
위의 예시 (6)은 친구에게 조언하는 담화 맥락이다. 친구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이다. 그러나 조언의 경우 청자에 따라 다르나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경우가 다분하다. 따라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위와 같은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문장 형태는 평서문과 명령문이다.
한국인은 언어를 사용할 때에 언어의 논리적인 형식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
시하는 경향이 있다. 완곡 표현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어법 중의 하나인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겸양의 격률이란 화자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
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서도 “차
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한다든지가 이에 해당되는 완곡 표현이다. 이
와 관련한 예시는 아래의 (7)과 같다.
(7)사람 1: “이거 별거 아닌데 제 마음의 선물이니 받아 주십시오.”
▶숨은 의도: “이거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 2: “별말씀을요. 저도 소중한 마음의 선물 잘 간직하겠습니다.”
▶숨은 의도: “귀한 선물인 거 알고 잘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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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ㄱ.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어요.”
ㄴ. “언제 한번 술 한 잔 해야죠.”
ㄷ.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ㄹ. “언제 한번 식사해야죠.”
ㅁ.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봐요.”
위의 (8)의 예문은 실제 약속의 범주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대에 대
한 적의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말로 한국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완곡 표현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완곡 표현은 사회언어적 기능, 즉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게 하는 ‘인사치레’ 또는 ‘인삿말’로 통용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및 희망하는 상황 맥락에서의 완곡
표현 유형들이다. 이는 아래의 예시 (8), (9), (10), (11)과 같다.
(9) 연로한 아버지 : 큰아들과 작은아들
할아버지큰아들
; “애비야~, 지난주에 이 영감이 생일 있었잖냐. 그놈이 나하고 별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말이야. 그 놈이 이번에 호텔 뷔페에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
호텔 뷔페에서 했는데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괜히 집에서 음식 장만하느라
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뭐 다들 그런 데서 한다고 그러더라.”
▶숨은 의도: “아들아, 내 생일 파티는 집 말고 호텔 뷔페에서 해 줘.”
연로한 아버지작은아들
; “그리고 애비야, 이 영감 아들이 아주 대단하더라, 아, 글쎄, 이번에
노인정에 있는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지 뭐냐. 그게 우리 멤버가 스무
명이 훨씬 넘을텐데 그 많은 친구들이 다 가니까 이 영감이 좋아서 입
이 찢어지더라고. 친구가 많으니까 얼마나 재밌냐. …”
▶숨은 의도: “아들아, 내 생일에 내 친구들 좀 다 초대해 줘.”
(10) 여자 친구남자 친구
; “오빠, 그 옷 되게 좋아하나 봐.”
▶숨은 의도: “오빠 그 옷 좀 입지 마.”
(11) 여자 친구가 남자친구와 1 시간째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여자 친구 남자 친구
; “우리 자기 안 피곤해요?”
▶숨은 의도: “그만 통화하고 끊자.”
(12)친구 1 친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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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국수 너무 땡긴다~”
▶숨은 의도: “오늘 꼭 국수 먹자!”
지금까지 한국인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지
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모든 상황 맥락을 다 제시하지 못하지만 대략 한국
인의 완곡 표현 사용은 하나의 어휘가 아닌 문장으로 완결된다. 또한 상하 관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 담화 상황에서 문장의 종결 형태를 본래의 형태와
달리하면서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완곡 표현 실현 양상은 상황 맥락에 따
라 다양하다. 불특정 상황 표현이 많은 데다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화행 현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완곡 표현
에 대해 화용 교육에 낯선 대만인 학습자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가 남는다.

2.3.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 교육
언어 사용에서 발화행위는 규칙과 지배에 따르는 활동이다. 말한다는 것은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이다. 규칙이란 한 언어의 고유 문법, 즉 통사적
의미적 규칙을 통칭하는 것이다. 작게는 단어에서 가장 크게는 문장까지 언어적
규칙은 광범위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동일한 문장을 진술, 의문, 명령,
부탁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술을 마신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술을
마시냐?”, “술을 마시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문장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언어 행위가 언표내적행위이다. 언표내적행위의 문법적 형식은 문장이다. 명제적
행위의 문법적 형식은 문장의 부분이다. 즉 지칭대상을 나타내는 유명사나 그
밖의 표현들, 그리고 술어작용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이런 명제적 행위는
언표내적행위와 함께 일어난다. 즉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언어 행위의 단위이며,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완곡 표현을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 범주의 완곡표현을 많이 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김미형(2000)에서는 완곡 표현의 효과로는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고자 함이며,
불쾌감, 충격 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청자 중심의 화법이
일반적으로 완곡어로 언급된 것과 시사적인 용어 표현과 관련된 것들은 어휘 범
주의 것들이다. 그리고 문장의 표현, 또는 대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완곡성을 갖는
것으로 언급된 것들은 문장 범주의 것들로 나눠 볼 수 있다. 성격상 어휘 범주의
완곡어들은 원래의 낱말이 갖는 좋지 않은 뜻을 감추고, 대신 좋은 어감을 지니
는 다른 낱말로 대치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들은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가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때,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다.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도 듣기에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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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게 들리는 것(곧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것)을 듣기 좋은 말(곧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시키는 표현)로 바꾸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어휘 범주의 완곡어는 어느 정도 한정된 목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을 띤 반면에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은 다분히 화용론적인 것으로서,
한정된 목록으로는 제시할 수 없으며, 다만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고 이
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다는 예시를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대만인을 대상으로 완곡 표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대만인과 한국인의 발화행위 과정에 어떠한 차이점
이 있는지를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그에 적합한 세부 교육 방향을 세울 수 있다.
<도표 2> 대만인과 한국인의 발화 구조
한국인

대만인

한▶ 중 번역

한국식 사고방식

중▶한 번역

한국식 화법
대만식 사고방식

대만식 화법

위의 도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만인은 발화의 첫 단계에서 목표어를 자
신의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모국어를 목표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원
하는 언어 내용을 찾는 데 실패하게 되면 제 2, 또는 제 3 의 외국어를 사용해 다
시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언어 내용을 찾는 데 성공하게 되면 대
만인의 사고 방식으로 의미 표현을 전개해 나가며 최종 출력은 대만식 화법으로
발화를 마친다.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이 화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만식 사고는 대만식 화법으로 이어져 결국 최종 출력된 목표어의 형태는 한국
인 화자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완곡
표현의 경우는 더욱 더 다양한 차이를 낳을 것이며, 결국 의사 소통에서 크고 작
은 실수나 오해의 소지를 남길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 교육에서 학습자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화법의 전
환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인 교육 방식은
한국인 화자의 발화 과정을 모방하게 하는 것이다. 발화 전 단계부터 학습자로
하여금 발화행위와 발화수반행위를 동시에 사고하게 하고 발화 시작단계에서는
발화효과행위를 목표로 하는 언어 출력을 위한 훈련을 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완곡 표현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언어 요소들에 대한 배경 지
식의 활용이다. 대만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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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한국
인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의 논리적인 형식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만과 한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말 문화의 차이는 분명하다.
말 문화 차이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말 문화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이름, 나이, 직장 등
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 말 문화에서 상대의 나이, 특히 여자의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이다.
(13) “무슨 할 말 있어요? 왜 빤히 쳐다보세요?” 8
위의 (13) 예시는 한국 사회에서 대화 시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면서 말할 때
생기는 오해의 한 장면이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과 눈을
맞추는 행위는 무례하거나 당돌한 사람으로 평가되곤 한다. 교수'님'과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등, 생활 속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대화할 때 시선은 대부분 아
래로 향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 관례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화법 문화는 비언어
적 요소, 문화적 요소와도 관계가 깊다.
한국인 화자라 할지라도 학교 교육에서 배운 화법 만으로는 성인이 된 후 사회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가령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눈치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화법 지식의 부족해서 생긴
결과이다. 이런 말은 들은 당사자는 언어 활동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비단 한국인에
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며, 한국어 학습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
라서 대만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완곡 표현 교육에서 가장 먼저 양국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육 내용이 필수적이다.
어휘 범주의 완곡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정된 목록으로 제시가 가능한 반면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은 화용론적인 색채가 짙은 관계로 특정 목록으로는 제시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만인 학습자에게 완곡 표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 맥락에 따른 고정된 표현 혹은 사용 가능한 표현들에 대해
담화문 형식으로 예시를 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표 3>과 같이 제시한다.
<도표 3> 완곡표현의 담화 유형 분류

8

학교 일진이 나오는 영화에는 항상 나오는 대사가 있다. “눈 깔아, 안 깔아?’, ”깔라면 깔아” 눈을
깐다는 것, 즉, 시선을 상대방의 눈 아래쪽에 두는 것은 복종을 의미한다. 그래서 윗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눈을 밑으로 깔아내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꾸지람을 할 때에
눈을 마주치면 반항으로 취급한다. “이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와 같은 호통을 듣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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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범주의 완곡표현 예시

담화 맥락에 따른 완곡표현 유형

청자 중심 화법

화자 중심 화법

제 3 자 중심 화법

완곡표현 관련 담화문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담화 맥락을 유형화하여
문법 교육처럼 목록화하는 것이 명시적 교육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필자는 완곡
표현 사용 유형을 화자 중심, 청자 중심, 제 3 자 중심의 완곡표현 등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해 본다. 9 화자 중심 화법에는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 요청,
명령, 거절, 추궁 등 상대방에게 직접적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표현을 포함한다. 그리고 화자의 행위에 대해 완화시키는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청자 중심의 표현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 3 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을 완화시키거나 돌려 말하는 표현들이 있다.
각 상황 맥락에 따른 담화문 제시를 할 경우 완곡 표현 사용 유형을 다시 세분
화해서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인의 사고로 한국인의 화법을 출력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발화 과정의 복잡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단계별
사고 전환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인의 화법을
모방할 수 있는 담화 내용을 예시로 들어준다.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표 5>
와 같다.
<표 5> 완곡표현의 세부 유형 목록
완곡표현 유형
화자 중심

담화 맥락 유형
인사치레,

체면,

부끄러울

사회적 관계
공적인 관계

때, 자랑, 감사 등, 혜택 등

청자 중심

비난, 평가, 요구, 명령, 권

사적인 관계

유, 거절, 추궁 등

상하 관계
직장, 학교,

윗사람

군대, 병원,

아랫사람

마트 등

수평 관계

가족, 친구,
연인, 이웃 등

친밀도
높다
보통

제 삼자 중심

사실 전달, 뒷담화, 의문,

낮다
전무하다

9

완곡표현을 청자 중심, 화장 중심, 제 삼자 중심으로 분류한다. 책임 소재의 여부가 청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화자에게 있는지, 제 삼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완곡표현 유형이 나눠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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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담화 맥락에 따른 완곡 표현 유형을 다시 세
분화한다면 사회적 관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사회적 관계는 분리
해서 사고할 수 없다. 따라서 발화자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자주 사
용되는 완곡 표현 양상을 분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
적 관계는 위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실현되는 완곡 표현 양상이 다르다. 또한 동
일한 조건의 사회적 위치에 속한 사람일지도 친분, 즉 친밀도에 따라 화법 역시
다르게 실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여 더욱 더 세밀하게 분류
한다면 대만인 학습자가 좀 더 쉽게 한국어 완곡 표현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예시를 들 때, 대만인 학습자가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해주기 위
해서는 한국어 담화문 예시와 함께 중국어 번역문을 제시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의 의미 대응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단순히 한∙중 의미 대조
에 그치는 것이 아닌 완곡 표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배려, 겸양, 공손성 여부 및
정도) 부수 설명을 제시하면 학습자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이 외에도 완곡 표현
이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 모방과 반복 훈련을 하게 해야 한다. 대만인 학습자의
사고 속에 존재하고 있는 대만식 화법을 최대한 한국인의 언어사용 화법으로 전
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고 전환 과정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인 학습자로 하여금 동일한 상황 맥락에서 한국인의 완곡 표현 화법
과 대만인의 화법을 대조해 보게 하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적, 또
는 비언어적 차이점을 스스로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자
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며, 학습자 스스로가 완곡 표현의 언어적 지식을 내재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인이라도 일생을 통해 배우지 못한 혹은 배워야 할 완곡 표현은 무한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 모든 상황 맥락을 목록화해서 제시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제공되는 완곡 표현 유형은 제한적이며 일부는 관용적인 표현
에 머무르는 수준의 소극적인 표현 유형 제시에 그칠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
도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필수 완곡
표현 유형을 선별하여 각 유형에 따른 실현 양상과 학습자 모국어와의 차이점 등
을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3 대만 학습자의 한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인식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대만인 학습자에게 완곡 표현을 교육하다 보면 학생들이
완곡 표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필자가 경험한 학습자의 인식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대만인 학습자의 한국어 완곡 표현 인식 양상
가식적이다,

거추장스럽다,

직설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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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해

보인다,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얄밉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거짓말 같다, 의도가 뚜렷하지 않다,

왜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번거롭다 등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만인과 한국인의 서로 다른 화법, 화술적 차이는
학습자의 인식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완곡 표현의 교육 방향은 크게는
이러한 대만인 학습자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세워져야 교육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완곡 표현에 대한 학습자 인식 양상을 포함한 학습 현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하고 세부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완곡 표현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 80 명이며,
세부 항목은 ①완곡표현 학습 경험, ②완곡 표현 관련 의사소통 실패 경험,
③완곡 표현 사용의 어려움, ④완곡 표현 교육의 필요성 등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 1: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완곡표현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까?
<표 6> 한국어 완곡표현 학습 경험
항목

잘 모르겠다

배운 적이 없다

배운 적이 있는 것 같다

배운 적이 있다

응답자

20

31

16

13

수

(25%)

(39%)

(20%)

(16%)

<표 6>에서 보듯이 학습자의 25%는 자신이 완곡표현을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
지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운 적이 있는 것 같다’는
16%로 나타났다. 또한 ‘배운 적이 없다’가 36%로 ‘배운 적이 있다’의 15%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학습자가 완곡어법에 대해서

배운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모두 합하면 절반을 넘는 64%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국어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다수의 대
만인 학습자가 한국어 완곡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질문 2. 한국어 완곡어법의 정확한 사용을 몰라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방해
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표 7> 완곡어법을 몰라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
항목

자주 있었다

좀 있었다

잘 모르겠다

그다지 없었다

전혀 없었다

(5 회 이상)

(3 회~5 회)

응답자

26

21

9

14

10

수

(32.5%)

(26.25%)

(11.25%)

(17.5%)

(12.5%)

(3 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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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를 보면 ‘자주 있었다(3 회~5 회)’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의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좀 있었다(3 회~5 회)’가 26%로 나
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그다지 없었다(3 회 이하)’가 14%를 차지하였으며, ‘전혀
없었다’는 10%, ‘잘 모르겠다’는 9% 순으로 나타났다.
‘자주 있었다’와 ‘좀 있었다’를 모두 합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59%에
달하였다. 여기에 ‘그다지 없었다’의 응답자 수를 더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76%
가 완곡표현을 잘 몰라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질문 3. 완곡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표 8> 완곡표현 사용에서의 오류 원인
항목

완곡하게 발화해야

완곡표현에 대해

적절한 완곡표현을

완곡표현으로 발화해야 할

하는 상황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서

응답자

26

17

29

8

수(명)

(32.5%)

(21.25%)

(36.25%)

(10%)

<표 8>은 완곡어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일으키는 오류의 원인에 대한
조사인데 대만인 학습자들의 29%가 완곡어법의 적절한 표현을 알지 못해서 오류
를 범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재에서 완곡 표현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아닌 그 표현에 대한 문법 교육을 더 중요시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
리고 학습자의 26%가 완곡하게 발화해야 하는 상황을 몰라서라고 답한 것도 흥
미로운 사실이다. 게다가 ‘완곡 표현에 대해 알지 못해서’를 선택한 학생도 17%
에 달했다. 완곡 표현은 언어적 문화차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
에 있어서 문화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인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상황 맥락을 제공해 주고 그에 맞는 완곡 표현을 발화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동시에 완곡 표현 사용 필연성을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암기식이 아닌 자연스런 사고 전환이 가능하며
유연하게 각 상황에 맞는 완곡 표현을 학습자 스스로가 추론하고 선택해서 발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4. 완곡표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9> 완곡어법 교육 필요한 이유
항목

응답자
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국 문화를 알기

기타

하기 위하여

위하여

(한국친구,직업 등)

38

30

12

(47.5%)

(37.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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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8%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38%, 기타 12%는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서’와 ‘한국어 관련 직업을 찾고
싶어서’ 등의 이유를 꼽았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완곡 표현을 배우고 싶어하는 가
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며, 완곡 표현을 통
해 서로 다른 언어문화적 차이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완곡 표현에 대한 언어적 특성과 사용 양상을 살피고,
대만인 학습자에게 유용한 문장범주의 완곡 표현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완곡 표현 학습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
다. 완곡 표현이 실현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발화효과행위를 보자면 완
곡 표현은 문법과 어휘 교육 이상의 더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언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고도의 언어 책략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은 사회∙문화적 배경도 다
르며, 이로 인한 발화 행위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인은 모어 교육의 첫 단계
에서부터 화법 교육을 실시하나 대만인은 특별한 화법 교육을 거치지 않는다. 그
리고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어 완곡 표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살펴 보더라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교육에서 완곡 표현 교육의 시작
은 학습자 인식의 변화에서 먼저 출발해야 할 것이다.
목표 언어에 좋은 문화 영향이 있으면 적극 화용적 전이(positive transfer)가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소극 화용적 전이(negative transfer)로 이어
진다. 소극 화용적 전이의 표현은 화용적 실패이다. 부정적인 전이가 의사소통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다. 완곡 표현에서 화용적 실수는 사람들에게 예의없는 사람
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며, 완곡표현이 원활하지 못하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완곡어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
른 언어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점을 비교하게 하고, 대만식 사고가 아닌 한국인의
화법을 자연스럽게 모방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완곡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발화효과행위에 대해 명시적 교육이 꼭
필요하다. 완곡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 긍정적인 발화 효과를 낳으며, 이러한 언어 지식이
한국 언어문화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인 학습자
에게 완곡 표현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그러한 언어지식을 활용해서 상황
맥락에 맞게 적절히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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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의 완곡 표현 연구
-대만 학습자의 인식을 중심으로’의 토론문
종장지(중국문화대학교 조교수)

이 연구는 완곡 표현이 한국인의 언어 사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한 완곡 표현의 특징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완곡 표현의 교육적 중요성을
논하면서 이에 대한 대만 학습자의 인식을 실제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중국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한

언어이기

두드러지게

때문에

나타나며

움운부터

긍정적

통사까지

전이보다

여러

부정적

측면에서

전이가

더

서로의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정적 전이는 교수・학습을 통해 억제할 수 있지만 화용
측면에서의 부정적 전이는 특별한 지도 없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왕청동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곡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의 언어 사용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언어 지식이라 2000 년 이후 이를 다루는 연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완곡 표현 관련 연구는 주로 특정 의미・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다루는 대형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인지 왕청동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재에서
체계적인 기술을 편입하지 못하고 실제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완곡 표현을 초점을 두었지만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화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완곡 표현에 대해 왕청동 선생님께서 가지시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옥고를 읽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어의 완곡 표현은 언어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언어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7)번 예문을 제시하셨는데 그 예문의 숨은 의도는 ‘이거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화자는 자기가 준비한 선물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완곡 표현은 돌려 말하려고 할 때의 함축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물론 문장의 축자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연
함축된 의미인지, 아니면 축자적 의미인지에 대한 판단은 맥락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보다 체계적인 교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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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개인의 실무적 경험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표 5>에서 완곡표현의 세부 유형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화자 중심, 청자
중심, 그리고 제 삼자 중심 등으로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 제 삼자 중심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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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법 오류 분석
-호찌민 재정경제대학교 초급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1팜티튀린
호찌민 재정경제대학교 (UEF)

<초록>
한국어를 교육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대상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으로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언어상에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한다는 차이로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문법 오류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은 호찌민 재정 경제대학교 한국어과 2 학년 학습자로 정하며, 쓰기 주제는
‘자기소개, 나의 꿈, 나의 친한 친구 소개, 내가 원하는 직업’의 주제로 자유롭게 쓰기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문법 표현 오류’로 나누어 오류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오류를 통해서
한국어 문법 교육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국어 글쓰기,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 문법 오류, 오류 분석, 오류 양상

1

호찌민재정경제대학교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conomics and Finance - UEF) 베트남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어과가 2019 년에 개설되었다. 올해까지 2 기 학생을 뽑았으며 한국어 교육 과정은
4 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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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한국어는 어미와 조사 같은 문법 형태소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특히
교착어 2 인 한국어는 명제 내용과 관련하여 말하는 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미를 통하여 문장 끝에 오는 용언에 계속 덧붙을 수 있다. 이는 고립어 3 (孤立語,
isolating language)인 모국어를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도 해당이 된다.
베트남어에는 한-베트남어 (한-벳)와 순 베트남어가 있는데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 어휘도 60%의 한-벳어를 자치하고 있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으로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언어상에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하다는 차이로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다.
고립어로서의 베트남어는 한 음절이 한 형태소가 될 수 있으며 4, 단어 형태는 변화하지
않는다. 즉 격, 수, 인칭, 성, 시제와 같은 문법적인 특징에 의해서 어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어미와 조사 같은 문법 형태소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 교육자 입장에서 모국어와 서로 다른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호찌민
재정경제대학교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취합하여 오류의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베트남어에 대한 논의는 이선웅(2000), 안경환(2002) 등이 있고,
베트남 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로는 김영선(2004),
조명숙(2006) 등이 있다. 이 외에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논의는 조명숙(2001),
백재파(2012), Nguyen Le Thu - Tran Thi Huong (2015)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Nguyen Thi Huong Sen (2014)이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 29 년이 지났으며 학습자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학교 및 학당들도 많아지며, 사회요구에
맞춰 설계된 한국어 교육 과정도 다양하다. 각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 주로
문법∙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5 가지의 과목으로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학습자가 3 학년이 되면 작은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것이다 5 .
한국어교육 역사가 긴 만큼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술 세미나들이 많이 개최되어 한국어
교육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학자들도 많았다. 그리고 베트남 국내에서 개최되어 온
2

교착어(膠着語)는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
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ㆍ터키어ㆍ일본어ㆍ핀란드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고립어(孤立語, isolating language) 또는 분석어(分析語, analytic language)는 언어를 형태론적 특징에서 볼
때 어형 변화나 접사 같은 것이 없고, 그 실현 위치에 의하여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계가
결정되는 언어를 말한다. 중국어, 타이(Thai)어, 베트남어 등이 있다.
4 이는 하나의 음이 한 단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호찌민 재정경제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은 131 학점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어와 한국
관련 과목은 86 학점을 자치하며, 나머지 45 학점은 베트남 교육부가 정한 과목들이다. 한국어 교육내용은
주로 문법∙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로 나뉘어 있으며, 한국어 기능의 총 학점은 51 학점이다. 대학생들이
3 학년 되면 한국어로 문화, 역사, 한국-베트남 관계와 같은 과목들과 작은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은 전공은 사회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는데 이들은 한국어 통번역, 한국 문화∙관광, 한국어
경제∙무역하고 한국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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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학 현황 연구 관련 학술세미나들이 많았으나,
한국어기능교육 중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어 쓰기 분야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
베트남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관해서는
윤혜숙(2004), 김지숙(2007), Pham Hong Phuong(2016), 박종호(2017), Nguyen Thi
Van(2019), 김순일 (2019), 조보람∙소인호(2020) 등이 있다. 윤혜숙(2004)에서 어휘
오류에 관해 논의된 바 있지만,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요소에 대한
오류 연구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 김지숙(2007)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15 명을 대상으로
삼아 유도된 주제 작문과 자유 작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들은 1)
모국어에 없는 음소와 모국어와 다른 음절 구조로 인한 오류, 2) 한국어에 있는 어형
변화로 문법 요소 오류, 3) 유의어가 많은 한국어의 특성 때문에 어휘의 의미를
변별하지 못하는 오류의 3 가지 오류를 분석하였다.
Nguyen Thi Van(2019)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조사 오류 경향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으며, 연구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공하는 1 학년 학생의 쓰기
숙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들이 조사가 없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조사
대치 오류, 조사의 생략 및 첨가, 조사의 형태적 오류 등으로 범하였으며, 조사 대치
오류에 주격조사와 보조사 혼동,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 혼동과 그 밖의 조사 혼동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 외에는 박종호(2017)의 작문에 나타난 어휘 오류 유형 분석
연구, 김순일(2019)의 어휘와 문법 오류 분석 연구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조보람∙소인호(202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과제 결과물 분석을 통하여 쓰기
과정 중에 나타나는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오류 분류표’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 분류는 원인에 따른 분류와 결과의 판정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정희(2002)에서 제시한 결과의 판정에 따른 분류는 범주별 분류, 현상에 따른
분류, 정도에 의한 분류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에서의 범주별 분류와 현상에 따른
분류의 틀은 본 연구의 연구 전제로 활용하여 분석하겠다.
대분류

원인에 따른 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부정적 전이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

과잉 적용
불완전 적용
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
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
발음 오류
문법 오류

범주별 오류

어휘 오류
기타 (맞춤법, 어순 등)
오류

결과의 판정에 따른 분류

대치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

<표 1> 이정의(2002)에서 제시한 한국어 오류 분류표 6
6

이정희(2002)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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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정의(2002)에서 한국어 오류 분류 표를 제시한 바와 같이 범주별
분류는 오류라고 판단되는 요소가 문법, 어휘, 발음, 맞춤법, 어순 등이 있으며, 현상에
따른 분류는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로 나위어져 있다. 한국어는 체언에 조사를
결합하는 교착어의 특징과 용언이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원인으로 베트남
학습자가 문법적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으며, 그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 바람직한
문법 교육 방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과정 중 쓰기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이정의(2002)에서 제시한 오류
분류표 를 전제로 삼아, 연구에 참가한 대상들이 습득한 한국어 문법 지식들, 즉 문법
항목들을 정리한 후에, ‘문법적 오류’의 분류를 조사, 어미, 표현으로 나누어서 오류를
분석할 것이다.
분류기준

분류 항목
조사

범주별 오류

문법 오류

어미
표현
대치 오류

현상별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표 2> 오류 분류 표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법 오류는 조사 오류, 어미 오류, 표현 오류가
포함하며, 현상에 따라 나타난 오류 형태는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위치한 재정겨제대학교에서 한국어과
재학중인 2 학년 32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된 자료는 문법∙쓰기 강의에서 내 준
주제별 작문 쓰기 과제물이다. 분석 자료로 활용된 쓰기 주제는 ‘자기소개’, ‘나의 꿈’,
‘나의 친한 친구 소개’, ‘내가 원하는 직업’이였다.
구분

내용

수준

16 개월의 한국어 교육 받았음
토픽 초급 (1~2) 취득 18 명

학년

2 학년 (2 학기)

테스트 수

102 편

문장수

1.134

쓰기 주제

자기소개
나의 꿈
나의 친한 친구 소개
내가 원하는 직업

<표 3> 연구 대상 및 자료의 구성
본 연구의 대상들이 문법과 쓰기를 연계하여 공부하는 것이데 일주일에 2 번 총
6 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주교재는 연세한국어 종합교재이며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을 크게 ‘조사, 어미, 표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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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어미

문법 요소

항목
격조사

-이/가, -을/를, -에(도착점, 장소, 시간),-에서(장소), -에서(출발점), -에게/한테, -(으)로
(방향), -(으)로 (방법 및 수단), -에게서, -께, -께서, -보다, -처럼

보조사

-은/는, -도, -까지, -부터 1, -부터 2, -(이)나(선택, 정도), -만, -(이)든지, -만큼

접속조사

하고 (같이), -와/과 (같이)

종결어미

-입니다, 입니까?, -습니다, 습니까?, -(으)ㅂ시다, -(으)ㄹ까요?1, 2 -(으)십시오, 아/어/여요, -지요?, -(으)세요 1, 2, -(으)ㄹ게요, -은데요/는데요
-(으)ㄹ거예요, -군요/는군요, 반말(-어, -이야, -는다, -나?, -어라, -자), -나요?, -(으)ㄹ래요

연결어미

-고 1,2, -(으)러, -지만, -아/어/여서 1,2, -(으)니까 1,2, -(으)면, -은데/는데 1,2,3, -(으)려고, 게, -아/어/여도, -었다가, -다가, -거나, -(으)려면, -(으)ㄴ데다가/는데다가, -아/어/여서
그런지, -(으)면서

전성어미

-(으)ㄴ, -(으)ㄴ/는/(ㅡ)ㄹ, -던

선어말어미

-(으)시, -겠 1, -겠 2, -았/었/였

문법 표현

-이/가 아니다, -지 않다, -고 싶다, -아/어/여 주다, -지 말다, -(으)ㄹ 수 있다, -(으)ㄴ 후에, (으)ㄹ 것 같다, -고 있다, -(으)려고 하다, -는 동안, -(으)ㄹ 때, -기 전에, -지 못하다, -기
때문에, -(으)ㄴ 지, -아/어/여지다, -아/어/여하다, -아/어/여 보다, -아/어/여야 하다, -(으)ㄴ
적이 있다, -아/어/여도 되다, -(으)면 안 되다, -(으)ㄹ까 하다, -기는 하지만, -(으)로 하다, 었으면 좋겠다, -지 마(반말), -을지, -기로 하다, -아/어/여 가지고, -는지 알다/모르다, 아/어/여 보이다, -에 대해서, -(으)ㄹ지 모르겠다, -에 비해서, -아/어/여 있다, -지 많으면
안 되다, -자고/다고/는다고/이라고/냐고/(으)라고 하다, -달라고/주라고 하다, 아/어/여야겠다, -게 되다, -는 대로, -습니다만, -기 위해서, -(으)면 (으)ㄹ수록, -(으)ㄹ
테니까

<표 4> 연세한국어 1~2 권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
쓰기 오류 분석 자료는 한국어과 문법∙쓰기 강의 과제 결과물을 취합한 것이며,
쓰기 주제는 ‘자기소개, 나의 꿈, 나의 친한 친구 소개, 내가 원하는 직업’의 주제로
자유롭게 쓰기를 한 결과물이다.
4. 베트남어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법 오류 분석
학습자들의 자료를 통해 총 884 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문법 오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서 어휘
오류나 띄어쓰기∙맞춤법에 관한 오류는 제외했다. 또는 학습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수집된 오류들을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문법 표현 오류’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4.1. 조사 오류
베트남어권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는 격조와 보조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격조사의 ‘이/가’와 보조사 ‘은/는’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원인은 고립어인 베트남어에 조사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 습득과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7, 베트남 학습자가 범한 조사 오류의 형태는 대치
오류, 누락 오류와 첨가 오류가 있다.
(1)

a.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7

베트남어는 명사와 결합하는 조사가 없으나, 조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다. 이는 문장 끝에서 말의
의미를 부드럽게 또는 강조하는 강조 조사와 말하는 목적에 따라 의문문, 명령문을 만드는 상태 조사이다.
예)
저도 대학생이에요.
Tôi cũng là sinh viên.
위 예문의 Tôi (저) cũng (-도) là (이다) sinh viên (대학생)에는 한국어의 ‘는’보조사를 역할하는 단어가
없으나, ‘도’보조사를 역할하는 ‘cũng’단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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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는 요리를(Ø) 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c. 그 친구가 얼굴도 예쁘고, 키가(도) 커요.
d. 내 꿈이(은) 베트남에(에서) 훌륭한 한국어 통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e. 나도 오빠가 하는처럼(만큼) 잘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범한 조사 오류 중 몇 가지를 정리하여 (1)에 제시하였다. 격조사의
‘이/가’와 ‘을/를’, 보조사의‘은/는’과 ‘도’가 잘못 사용된 예로 각각 조사 첨가, 조사 누락,
조사 대치가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를 구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베트남어의 문법과 어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어는 항상 주어가 있어야
하며, 주어 뒤에 동사가 꼭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관형절에 나오는 주어와 문장의 전제
역할을 구분하지 못 함으로 ‘이/가’와 ‘은/는’를 잘못 대치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1a)와 같이 보조사 ‘도’에 관한 오류빈도도 많이 나타났다. 베트남어에는 ‘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으나, 주어가 같고 서술어가 다른 겹문장에 이 단어가 한
번만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대등하게 이어진
겹문장을 한국어로 쓸 때 ‘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1e)와 같은 예는 ‘처럼’
격조사와 ‘만큼’ 보조사를 베트남어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비슷한 문법 요소이다. 이를
구분을 못 하여 잘못 대치한 학습자의 본 연구 결과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베트남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범한 조사에 관련 오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오류 유형

빈도수

오류율(%)

주조사

-이/가/께서

63

19.63%

관형조사

-의

2

0.62%

목적격조사

-을/를

36

11.21%

보격보사

-이/가

22

6.85%

서술격조사

격조사

-이다

7

2.18%

-(으)로

5

1.56%

-에

15

4.67%

-에서

21

6.54%

-와/과

11

3.43%

-하고

1

0.31%

-에게/께

2

0.62%

-한테

7

2.18%

-처럼

4

1.25%

-보다

4

1.25%

-(이)라고

6

1.87%

-은/는/께서는

51

15.89%

-부터

12

3.74%

-까지

9

2.80%

-도

13

4.05%

-마다

3

0.93%

-만

6

1.87%

-(이)나

1

0.31%

-만큼

6

1.87%

-(이)든지

2

0.62%

-와/과

7

2.18%

-하고

2

0.62%

321

100.00%

부사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합계

<표 5>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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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권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조사 오류 유형은 첨가, 누락,
대치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조사의 의미나 역할을 잘못 인식하여 대치 오류를 범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오류 유형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오류율(%)

대치

114

52

8

54.21%

누락

36

28

0

19.94%

첨가

59

23

1

총계

209

103

9

25.86%
100.00%

<표 6>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유형 빈도
<표 6>에서 나타난 결과로 베트남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조사
중에서 격조사를 많이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상황에서 구어체에 없어도 되는 조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학습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한국어 학습과정이 어려워서 적절한 조사
사용을 포기하거나 조사 사용을 피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의 조사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4.2. 어미 오류
한국어 어미는 크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가 있으며, 비종결어미는 전성어미와 연결어미가 있다. 본 연구
대상의 초급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미 오류로 가장 많이 범하는 어미는 연결어미,
전성어미와 선어말어미의 순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2)

a. 아침에 일어나고(일어나서) 운동해요.
b. 저는 한국어 통역사가 되러(되려고)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c. 저는 고등 때 디자이너를 선택하다가(선택했다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니까 (못해서) 디자이너를 포기했습니다.
d. 하루 종일에(Ø)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부르고) 반짝 반짝 (+빛나는)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이(것은) 제 꿈이에요.
e.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할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같이 학습자들이 연결어미를 많이 잘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와 ‘아/어/여서(순차)’의 어미 오류가 가장 많았다. (2)에서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베트남어로 해석하면 의미가 어느 정도 비슷한 연결어미’들이 나타나고
있다. (2a)와 (2b)의 예에는 베트남 학습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고’와
‘아/어/어서(순차)’, ‘(으)러’와 ‘(으)려고’, ‘아/어/여서(원인)’와 ‘(으)니까’가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 실제 경험으로 저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였다.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어미들은 학습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오류에
관한 연구는 전에도 학자들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각각의 어미가 베트남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c)와 같은 오류도 역시 모국어의 영향으로
받아서 범하게 된 오류이다. 베트남어에서는 시제를 나타나는 đã(과거), đang(현재),
‘sẽ(미래)가 동사 앞 에서 시제를 표시하며, 주어가 하나인 겹문장에는 부사 đã(과거)가

223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동사 앞에서 한 번만 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2c)에서는 ‘았/었”를 서술어의
“포기했습니다’에만 표시하고, “선택했다가”를 대치하여 “선택하다가”로 쓴 것이다.
또는 시제에 대한 오류는 (2e)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연결어미 ‘(으)ㄹ지’
대신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으)ㄹ’로 썼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가 정확한 문법
형태를 익히지 못해 오류를 범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3)에서도
볼 수 있었다.
(3)

a.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하는데(좋아했는데) 학교에 운동장이 없었어서
(없어서) 그런지(Ø) 축구를 못 했어요.
b. 그 때는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있었)다.
c. 내가 선택한 직업은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는지(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3a)와 (3b)에서는 선어말어미 ‘-았/었/였’을 누락 현상이 나타났다. 또는
(3c)에는 선어말어미 ‘시’ 오류도 나와 있는데 이 ‘시’는 베트남 학습자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도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경어법 중의 하나이다.
(4)

a. 주말에 집에 있어서(집에서) 음식을 만들(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b. 어렸을 때 꾸던(꿨던) 꿈은 가수예요.
c. 우연히 버스에서 한 번 만나던(만났던)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d.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어미 오류 중 전성어미 오류들도 자주 있었다. (4b, c)에서는
회상법의 어미 ‘-던, 았/었/였던’에 대한 오류가 나와 있는데 이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구분하지 못 하는 문법 중의 하나임을 연구 과정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었다.
베트남어는 단어의 어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상을 표현하는 문법 형태도 따로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과거 어미의 ‘았/었/였’과 회상 어미의 ‘-던, 았/었/였던’도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에 어려운 문법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d)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이 발견되었는데,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가 연구에서
언급한 교재에 나오지 않은 문법이다. 이 오류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오류라기보다는
형태 변형 연습이 부족하여 범하게 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범한
어미에 관련 오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종결어미

어말어미
비종결어미

연결어미

형태

빈도수

오류율(%)

-ㅂ니다/ㅂ나까
-습니다/습니까

14

3.26%

-(으)ㄹ 것이다

12

2.79%

-아/어/여요

17

3.95%

-고

28

6.51%

-아/어/여서 (순차)

27

6.28%

-(으)면

11

2.56%

-지만

3

0.70%

-아/어/여서 (원인)

15

3.49%

-(으)니까

18

4.19%

-(으)러

18

4.19%

-(으)려고

17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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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는데

19

4.42%

-거나

8

1.86%

-(으)려면

6

1.40%

-(으)면서

4

0.93%

-(으)ㄴ/지

14

3.26%

-다가

9

2.09%

-았/었-였다가

11

2.56%

-아/어/여다가

4

0.93%

-(으)수록

2

0.47%

-(으)ㄹ지

15

3.49%

-기

3

0.70%

-ㅁ

12

2.79%

명사형
전성어미

-게

4

0.93%

-(으)ㄴ/-는/-(으)ㄹ

57

13.26%

부사형

-던

19

4.42%

-았/었/였던

14

3.26%

-(으)시

13

3.02%

-겠(미래)

8

1.86%

-았/었/였(과거)

28

6.51%

430

100.00%

관형사형

선어말어미
합계

<표 7>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오류 빈도
<표 7>에 나타나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범한 어미의 순은 연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이다. 각각 어미 오류에도 대치, 누락, 첨가의 현상이
일어났다.
현상에 따른 오류

오류 빈도

오류율(%)

대치

371

86.28%

누락

31

7.21%

첨가

28

6.51%

<표 8>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현상에 따른 문법 오류 유형 빈도
어미 오류 중에서는 종결어미 오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가 연구 대상의 작문 쓰기를 분석 대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ㅂ니다/습니다, 브니까/습니까’와 ‘아/어/여요’ 외에 다른 구어체 종결어미들을 발견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어미 오류를 범한 원인은 대부분 모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어미들이 문법 형태가 서로 다르더라도
베트남어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한국어 습득 과정에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베트남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의 어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석∙박사 논문의 형식으로 어떠한 문법 요소에 초점을 두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문법 요소 상용 양상을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었다. 교육자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주로 본인의 경험으로 설명하는데
각자가 문법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한국어 학습과정을 어려워하며, 전문성이 떨어진 인테넷 자료까지 의존하게 된 경향이
있다. 이 실정을 고려하여 호찌민 재정경제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진들이 학습자를
위하여 내부 참고자료로 문법 교재를 만들 계획이다.
4.3. 문법 표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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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오류와 어미 오류 외에 베트남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는 바로 문법 표현 오류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문법 표현 오류들은 주로
맥락에서 잘못된 문법을 쓰거나 문장에 나오는 주어의 인칭을 인식하지 못 하여 잘못
사용하게 된 오류들이었다.
(5)

a. 저는 제 꿈이 무엇인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특히
한국어는(를) 좋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 주었습니다(알게
되었습니다).
b. 부모님은 제가 나중에 취직하지 못 할 것 같아서(취직하지 못 할까봐)
걱정합니다 (걱정해 하십니다).
c. 제 친구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싶어 하는데) 그 꿈을 이루려면 영어나
한국어를 잘 하세요( 잘 해야 합니다).
d.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 드리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e. 한국어 외에 여리 가지 언어도 알고 싶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 (일본어) 등
많이 (많은) 언어를 말 할 줄 있는 것이(말할 수 있는 것은) 재미있어요.

(5a)에서는 학습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알려 주었습니다’를 사용해서
오류를 범하였다. (5b)와 (5c)에는 같은 오류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학습자가 문장의
주어가 3 인칭임을 몰라서 범하게 된 것이다. (5e)에서는 학습자가 능력의 여부를
의미하는 ‘-(으)ㄹ 수 있다’와 ‘(으)ㄹ 줄 알다’ 표현을 결합하여 이상한 표현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 맥락에서 문법 표현을 잘못 사용한 예문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6)

a. 저는 여행이라는 게 좀 더 발전되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 저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광이 더 발전되고, 앞으로 저를 잘 살게
해 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b.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했지만 제 생각에는 “예쁘면 성공도
반이다”.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했지만 제 생각에는 “예쁘면
성공도 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c.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예쁜 것에 기준도 더 높은 발전하니까입니다.
☞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6a)는 학습자가 3 명절을 합해진 하나의 문장을 썼는데 문장 성분이 복잡한
문장을 쓸 때 학습자가 문장의 주제만 인식하여 인용 내용의 주어를 잊어버리게
되므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쓰게 되었다. (6b)에서는 간접인용 표현이 빠진 예문이며,
(6c)에서는 ‘-기 때문에’ 대신에 ‘-(으)니까’를 써서 범한 예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예문
외에 다른 문법 표현 오류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과 같다.
표현

빈도수

오류율(%)

-입니다

1

0.75%

못/-지 못하다

4

3.01%

안/ -지 않다

3

2.26%

-(이)라고 하다

6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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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ㄴ/는/다고 하다
자고/다고/는다고/이라고/냐고/(으)라고
하다

25

18.80%

-기 때문에/ 때문에

8

6.02%

-아/어/여 주다 (드리다)

6

4.51%

-아/어/여 하다

7

5.26%

-게 되다

6

4.51%

-게 하다

4

3.01%

-(으)ㄹ 수 있다

3

2.26%

-아/어/여야 하다

5

3.76%

-아/어/여 주다

6

4.51%

-아/여/여 보다

8

6.02%

-(으)ㄴ 적이 있다/없다

5

3.76%

-는지 알다/ 모르다

8

6.02%

-(으)ㄹ 줄 알다/모르다

7

5.26%

-(으)ㄹ 지 모르겠다

6

4.51%

-는 대로

3

2.26%

-(으)면 (으)ㄹ수록

3

2.26%

-기 위해서/ -(으)ㄹ 위해서

9

6.77%

합계

133

100.00%

<표 9>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표현 오류 빈도
학습자들이 범한 문법 표현 오류는 조사 오류와 어미 오류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언에 조사나 어미를 결합하여 의미를 만들어 내는 한국어의
특징으로 문법 표현도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학습과장에 어려움을 줄 있는 것이다. 문법
표현이 현상에 따라 나타난 오류 빈도는 다음과 같다.
현상에 따른 오류

오류 빈도

오류율(%)

대치

119

89.47%

누락

8

6.02%

첨가

6

4.51%

<표 10>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현상에 따른 문법 오류 유형 빈도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달리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거의 고정적인
문법 형태를 가진 언어이다. 특히 베트남어에서는 문법적인 관계를 어순이 말해 주며,
각 명절에도 주어가 있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베트남 학습자들이 문장을 길게 쓰면
쓸수록 주어를 구분하지 못해 의미가 이상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 경향로 교사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교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구어 같은 문어 생활을 많이 접하다 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문어체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를 위하여 초급 단계부터
적절한 문법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5. 맺음 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문법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오류 유형을 통계적으로 부석해 보았다.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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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오류는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문법 표현 오류’로 나뉘어 각각 내용을
정리하였다. 학습자가 문법 오류들을 범한 원인에 대한 논의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어인 베트남어는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체계가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 과정에 학습자들이 조사와 어미를 대치하거나 누락시키거나
첨가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한국어를 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의 용언에 변화가 많은 어미로 인해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표현하려고 하는 맥락에서 적절한 어미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다른 형태를 써서 발생한 오류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각각 어미들이
문법 형태가 서로 다르더라도 의미상 베트남어에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한국어
습득 과정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어는 다양한 문법 요소가 있으며 교착어의 특징으로 어미를 통해 문장을
길게 만들어 질 수 있다. 많은 문법 요소들을 결합하는 두 명절 이상의 문장을 쓸 때
학습자가 문장의 전제와 주어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므로 문법 사용에 혼동을 느끼며
문법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은 2019 년에 입학해서 현재까지 2 년째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2020 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국인과의 교류
활동들이 많이 중단 되었으며, 2021 년부터 모든 강의들이 온라인의 형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상황이다. 제한된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법 지식 습득 능력도 떨어지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 문법 습득을 피하는 느낌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가한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에 속하며, 제한된 한국어 문법 지식으로 습득한 대상임으로 수집된 글쓰기
자료로가 많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분석된 오류 양상은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할 때 어려워 하는 부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초급단계부터 한국어 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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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Grammatical Errors in Korean-language Writing :
Targeting Beginning Korean language learners in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conomics
and Finance (UEF)
Those who have experienced in teaching Korean have at least once though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and the language to be studied. Among the
many factors affecting Korean language learning, the learner's native language is undoubted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s such, it is true that Vietnamese-speaking learners are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influence of their mother tongue in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process. It can be seen that Vietnamese and Korean language have a
common point in terms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However, there is an error frequently
made by learners due to the difference that they belong to different language famil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grammatical errors in the writing of Vietnamese Beginning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selected as
second year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t Ho Chi Minh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UEF), and the writing topic was the result of freely writing under the
topic of ‘self-introduction, my dream, my close friend, and the job that I want’. Based on this,
in this study, errors made by learners are divided into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 ‘ending
error', and 'grammatical expression error' to examine the causes of errors. Through these
errors, I would like to suggest points to be aware of when teaching Korean grammar.
[Keywords] Korean-language writing, Vietnamese Korean-language learner, Grammatical
error, Error analysis, Erro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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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글쓰기에 나타나는 문법 오류분석:호찌민
재정경제대학교 초급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의 토론문
WANG CHING TUNG (王清棟)
대만 가오슝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호찌민 재정경제대학교 팜티튀린 선생님의 발표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 특히 초급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살펴보고 이들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연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오류 유형을 범주화하고 오류 원인을 분석 및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학습자의 오류 수정을 위한 교육 방안 제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팜티튀린 선생님의 이번 연구는
향후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및 교육에 아주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궁금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연구대상 학생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 분석 대상 및 방법에서 연두 대상은 2 학년 32 명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되어있고, 표에 보면 토픽 초급 취득자가 18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중 18 명은 토픽초급에 통과한
학생들이라면 나머지 14 명 학생은 어떤 상황인지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는 재정경제대학교 한국어과 2 학년 학생으로 16 개월 동안의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1 년 반도 안 되는 기간을 거쳐
이미 2 학년이 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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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내용 기술에서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5 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로 P5 의 서술에 의하면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에서
표<3>이 아니고 표<4>가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3. 종결 어미의 학습에 있어서의 현상
P9 <표 7>에 제시된 종결어미 오류를 살펴보면 ‘아요/어요,’ ‘습니다’ 등의
종결어미 오류 외에도 해라체인 ‘(으)ㄹ 것이다의 오류가 2.79%나 차지한
것으로 실험 대상은 해라체까지 모두 학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b 에
제시된 오류 유형 외에도 ‘(으)ㄹ 것이다’로 끝난 학습자 오류 양상이
궁금한데 이와 관련한 오류 예문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4. P9 에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어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호찌민 제정경제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진들이 내부
참고자료로 문법 교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미 교육을
중심으로 한 문법 교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베트남 학습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어미 교육은 어떤 방식 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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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 모형 연구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종장지 *

<초록>
한국어 문법 교육 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의 질문은 ‘무엇을 가르치는가’와
‘어떻게 가르치는가’이다. 그동안 전자에 관한 논의는 골고루 누적되어 왔지만 후
자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교수법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어떻게 가르치는가
의 문제 중에 교수법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적인 의제가 포함되었다. 그중에서 교
육적 순서를 배정하는 위계화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
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위계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위계화에
관한 방법론적인 논의가 결여된 탓에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 배정이나 교육 내
용의 계획 같은 문제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문법
교육 속 위계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을 배열하
기 위한 위계화 모형을 모색해 보는 데에 있다. 여기서 위계화 결과가 아닌 위계
화 모형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무리 정밀한 위계화 결과일지라도 모든 상황에 획
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특정한 교수요목을 위한 위계화보다
위계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위계화 모형에 대해 본고에서 형태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 모국어와의 거리, 선수 요인 등 여러 측
면에서 위계화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각 요소에 따른 등급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문법 교육, 위계화, 서열화, 등급화, 한국어교육

*대만 중국문화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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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고의 목적은 위계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을 배열하기 위한 모형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1 여기서 모형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특정한 교수요목에 맞는 위계화 순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화를 어떠한 이론적 기초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2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위계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3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할 것이며 4장에서는 위계화 모형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언어 내 요소와 언어 외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추측류에 속한 몇 가지의 문법 항목을 등듭 모형에 적용하여
위계화의 점수 산정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1.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의 필요성 3
문법 교육 현장에서 직면되는 두 가지의 질문은 ‘무엇을 가르치는가’와 ‘어
떻게 가르치는가’이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
는 문제이다. 일찍부터 김유정(1998)에서는 한국어 문법 항목 선정을 논하면서
공정한 능숙도 평가와 정확한 빈도 조사를 하기 위한 통일된 문법 항목의 선정
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4 사실 이와 비슷한 논의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2000년 이후의 문법 교육 연구만 봐도 문법 항목 정의, 혹은
선정에 관련 주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특히 2005년 「국어기본법」
을 공포ㆍ시행한 이후 국가 차원에서 여러 진흥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중에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시키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하 ‘표준
과정’이라 함)은 근년 대형 연구 프로젝트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다. 「표준
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표준화시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했다
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된 연구 업적들과 「표
준과정」의 공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계적인 답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역부족인 듯하다. ‘어
떻게 가르치는가’의 질문 안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
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교육 내용의 위계화다. 위계화의 필요성은 언
어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육 분야에서 위계화 개념을 수용하여 교
육 내용을 조직한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교수법에서 위계화의 중요성

1

2

3

여기서 문법 항목이란 실제로 문법 영역에 다뤄지고 교수 항목으로 제시되는 조사, 어미, 표현
등을 칭한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위계화(staging)는 순서화(sequencing)나 등급화(grading)보다 더 큰 개념이
다. 위계화는 순서화와 등급화처럼 어떤 내용의 선후 관계와 등급을 결정하는 결과만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업 전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 위계화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문법 교
육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을 지칭한다.

4

김유정(1998)에서는 통일된 문법 항목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한 능숙도 평가와 정확한 빈도 조
사에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

종장지(2016)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물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순수한 문
법 연구에 속한 연구물 중에 덩어리(표현문헝, 패턴, 문법적 연어, 의존명사 구문 등)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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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상황적 언어 교수법(Situational language
teaching), 프로그램 학습(Programmed Instruction) 등에서는 위계화를 교수・
학습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 보고 가능한 최적화된 위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위계화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논하지 않아도 누구나 학습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것까지 차례대로 배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
이 쉬운 것이고 어느 것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결여할 때 개인
직관에 의해 난이도를 정하기 십상이다. 그 일례로 현재 나와 있는 통합형 교
재를 들 수 있다. 실제 지금 나와 있는 통합형 교재를 살펴 보면 문법 항목의
배열에 질적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에서는 연세대 교재, 서울
대 교재에서 나온 문법 항목이다. 6
<표1>: 1급 교재에서 나온 문법 항목
연세대

1

2

3

4

5

6

7

6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Y14.
Y15.
Y16.
Y17.
Y18.
Y19.
Y20.
Y21.
Y22.
Y23.
Y24.
Y25.
Y26.
Y27.
Y28.
Y29.
Y30.
Y31.
Y32.
Y33.
Y34.
Y35.
Y36.
Y37.

서울대

-입니다
-은/는
-입니까?
-이/가 아니다
-습니다
-습니까?
이/가
도
에(장소)
하고
을/를
-으시
-고(나열)
에서
-에 가다
-을까요?(제안)
-읍시다
-지 않다
-고 싶다
-겠(의지)
-으십시오
-을까요?(의향 묻기)
까지
-어요
-지요?
-으세요
에(시간)
-고(순서)
-었-으로 가다
과/와
-어 주다
에게
-은/는/을(관형형어미)
으로(도구,재료)
-에서 –까지
-으니까

S1.
S2.
S3.
S4.

N은/는 N이에요
N입니까?
N입니다
N이/가 아닙니다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N이/가 있어요/없어요
N 주세요
N하고 N
N과/와 N
V아요/어요
N을/를
N에서
안 V
N에 있어요/없어요
N에 가요/와요

S15. N에(시간)
S16. V-았/었
S17. V-고

S18. V-(으)세요
S19. N도

S20. A/V-지만
S21. A/V-습니다/ㅂ니다
S22. A/V-고(병렬)

이들 교재 속 문법 영역에 수록된 것은 아주 다양하다. 예들 들면 불규칙, 문장 틀, 중첩 표현,
표현문형, 어미, 조사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표현문형, 조사, 어미를 중심으로 논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표에서 제외했다.

237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8

9

10

Y38.
Y39.
Y40.
Y41.
Y42.
Y43.
Y44.
Y45.
Y46.
Y47.
Y48.
Y49.
Y50.
Y51.
Y52.
Y53.
Y54.
Y55.
Y56.
Y57.
Y58.

-지 말다
-을게요
이나(선택)
-는데요
-에게서
-으면
-을 거예요
만
-는데(대립)
-을 수 있다
-은 후에
-겠(추측)
보다
-을 것 같다
-는군요
-고 있다
-으려고 하다
-ㄹ 때
못
-기 전에
-지 못하다

S23. V-(으)ㄹ까요?
S24. A/V-네요

S25. N(이)세요
S26. A/V-(으)시-

S27. N부터 N까지
S28. V-아서/어서
S29. V-(으)ㄹ 거예요

S30.
S31.
S32.
S33.
S34.
S35.
S36.
S37.
S38.
S39.
S40.
S41.
S42.
S43.
S44.
S45.
S46.
S47.
S48.
S49.
S50.
S51.

11

12

13

14

15

16

V-지 마세요
N만
V-아야/어야 되다
A/V-지요?
V-고 있다
못 V
A/V-아서/어서(원인)
V-(으)려고 하다
N에서 N까지
V-아/어 주다
N(으)로(방향)
A-(으)ㄴ N
N한테[께]
V-아/어 보세요
A/V-(으)면
V-는 N
V-고 싶다
V-고 싶어 하다
V-(으)ㄹ 수 있다[없다]
V-(으)ㄹ게요
V-(으)러 가다[오다]
V-(으)면서

<표2>: 2급 교재에서 나온 문법 항목
연세대

1

2

Y59.
Y60.
Y61.
Y62.
Y63.
Y64.
Y65.
Y66.
Y67.
Y68.
Y69.
Y70.

서울대

–기 때문에
이든지
–은 지
–는데(+의문문)
–어지다
–으려고
–어하다
-겠군요
–어 보다(경험)
–어야 하다
–은 적이 있다
는데(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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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2.
S53.
S54.
S55.

N(이)라고 하다
V-(으)려고
V-거나
N(이)나(선택)

S56.
S57.
S58.
S59.

V-는 것
V-(으)ㄹ 줄 알다[모르다]
V-(으)ㄴ N
A/V-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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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Y71. 부터
Y72. –게
Y73. –어도 되다
Y74. –으면 안 되다
Y75. –을까 하다
Y76. –기는 하지만
Y77. –어 보다(시도)
Y78. –는데(+명령문)
Y79. 으로 하다
Y80. –어도
Y81. –으니까(발견)
Y82. –었으면 좋겠다
Y83. –어, 이야
Y84. 이나(차선)
Y85. –지 마
Y86. –을지 –을지
Y87. –는다, -니?
Y88. –어라
Y89. –기로 하다
Y90. –자
Y91. –어 가지고
Y92. –는지 알다/모르다
Y93. –으로(선택)
Y94. –으려면
Y95. –이나(수량)
Y96. -었다가
Y97. –나요?
Y98. –어 보이다
Y99. –다가
Y100. 에 대해서
Y101. –을지 모르겠다
Y102. 에 비해서
Y103. –는 동안
Y104. –거나
Y105. -습니다만
Y106. –어 있다
Y107. –지 않으면 안 되다
Y108. –자고 하다
Y109. –을래요?
Y110. –는다고 하다, -이라고 하다, -냐고 하다
Y111. –어야겠다
Y112. –게 되다
Y113. –으라고 하다
Y114. –는 대로
Y115. –달라고/주라고 하다
Y116. –에다가
Y117. 이나(선택)
Y118. –는 데다가
Y119. –지 말고
Y120. –기 위해서
Y121. 얼마나 –는지 모르다
Y122. –나 보다
Y123. 밖에
Y124. –었던
Y125. 의
Y126. -던
Y127. 만에
Y128. 만큼
Y129. –어서 그런지
Y130. –더군요
Y131. –으면 –을수록
Y132. –는 줄 알다
Y133. 처럼
Y134. –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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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0. V-아/어 보다(경험)
S61. A-(으)ㄴ데, V-는데, N인데
S62. V-(으)ㄹ N

S63.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S64. N보다
S65. A/V-았으면[었으면] 좋겠다

S66.
S67.
S68.
S69.

A/V-(으)ㄹ까요?
A/V-(으)ㄹ 거예요
A/V-(으)니까, N(이)니까
V-고 나서

S70.
S71.
S72.
S73.

N(으)로
N(이)라서
V-(으)면 되다
V-(으)ㄴ 것 같다

S74.
S75.
S76.
S77.

A/V-(으)ㄹ 것 같다
V-는지 알다[모르다], N인지 알다[모르다]
V-(으)려면
V-다가

S78.
S79.
S80.
S81.

A/V-겠
N 때문에
V-아/어 버리다
A/V-(으)ㄹ 때

S82.
S83.
S84.
S85.

A-(으)ㄴ데요,V-는데요, N인데요
V-는 중이다
A-(으)ㄴ가요?, V-나요?, N인가요?
N밖에

S86. V-(으)ㄹ래요
S87. A-(으)ㄴ데, V-는데, N인데(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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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35. –어지다
Y136. –을 테니까
S88. N마다
S89. V-는 게 어때요?
S90. V-기로 하다
S91. A-아/어 보이다
S92. N-처럼[같이]
S93. A-(으)ㄴ 편이다, V-는 편이다
S94. A-게
S95. A/V-(으)ㄹ지 모르겠다
S96. A/V-기는 하지만
S97. A/V-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S98. V-기(가) A
S99. V-(으)ㄴ 적이 있다[없다]
S100. A/V-았을/었을 때
S101. A/V-아도/어도 되다
S102. V-(으)면 안 되다
S103. –았/었었S104. –았/었던
S105. –아/어지다

11

12

13

14

15

지면의 관계로 여기서는 초급 문법 항목만 제시하고 각 교재에서 문법 항목
을 제시하는 순서의 차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일련 번호를 달았다. 일단 결론적
으로 서울대 교재와 연세대 교재 간에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재 분석을
위한 연구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짚어본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
세대 교재는 서울대 교재보다 항목수가 더 많고 난이도도 보다 높은데 1급 교
재부터 서울대 교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같은 급의 교재에서 나타난
문법이지만 제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
면 ‘–지 않다’(Y18, S59), ‘-고 싶다’(Y19, S46), ‘과/와’(Y31, S8), ‘-으니
까’(Y37, S68) 등이 순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세대 교재에서는
1급 문법으로 제시한 ‘–을까요?’(Y22, S66), ‘-으니까’(Y37, S68), ‘-이나(선
택)’(Y40, S55), ‘-는데요’(Y41, S82), ‘-는데’(Y46, S87), ‘-겠(추측)’(Y49, S78),
‘-을 것 같다’(Y51, S74), ‘-ㄹ 때’(Y55, S81) 등은 서울대 교재에서는 2급 문
법으로 제시한 경우도 많이 있다. 여기서는 초급만 분석했지만 사실 중급, 고급
으로 갈수록 차이가 더 크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7 물론 각 교재 간의 문
법 항목의 배열이 약간씩 다른 것은 각 교재마다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약간이 아니고
크게 난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문법 항목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교
재 내용의 차이로부터 문법 항목 제시 순서가 다른 것보다는 일정한 위계화 작
업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됐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에게 서로 다
른 교재를 사용한 이유만으로 각기 다른 교육을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능숙
도 평가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문법 항목을 위계화 없이 가르치다 보니 학습자의 언어 발전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준과정」을 비
롯한 교육 내용의 연구 실적은 많이 누적되어 있지만 이들을 위계화하는 논의

7

이 점은 박석준(2019)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중,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교재 간의 문법 항목
의 차이가 크고 심지어 두 등급 내지 세 등급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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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하여금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
론적으로 위계화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와 문제 제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위계화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여기서 대표적인 논의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유정(1998)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문법 선정과 단계화의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계화
의 중요성을 논하고 단계화할 때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등에 대한 개념 제시를 했다. 관련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의 연구라
위계화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다. 민현식(2002)에서는 유용성, 빈도, 복잡성, 학
습성, 교수성 등을 제시하면서 위계화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정의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계화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배열하고 학습내용도 항목별
로 난이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수준에 맞추
어 배열하는 것은 ‘외적 위계화’로, 항목별로 난이도에 따라 조직하는 것은 ‘내
적 위계화’로 구분하고 있다. 민현식에서의 위계화는 등급을 정하는 등급화와
순서를 결정하는 계열화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
서도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고 위계화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후속 연구인 민
현식(2009)에서는 문법 내적 논리와 문법 외적 논리에 속한 몇 가지의 요소들
을 언급하고 위계화의 진행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욱(2009)에서는 난이도보다
는 사용 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문법의 내용과 체계를 잡는 것이 좋다고 주
장한 바가 있다. 8 그러나 사용 빈도는 언중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나
타내는 수치라 이것은 전적으로 언어 외 요소다. 언어 외 요소는 위계화 작업
중의 한 변수로는 둘 수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언어 내 요
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이찬규・유해준(2009)에서는 선어말 어미
‘–겠-’과 결합한 여러 표현들에 대해 빈도와 난도(난이도)를 기준으로 위계화하
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말하는 난도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난도이기 때
문에 언어내적 요소보다 언어외적 요소에 편중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실제적
으로 위계화를 해 봤다는 의미에서 매우 실용적인 연구라고 판단된다. 양세희
(2015)에서는 국어교육의 위계화 개념을 논한 바가 있는데 한국어 교육을 위
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위계화 개념에 대해서 비교적 다방면에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로는 박석준(2019)의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아직 통일된 위계화 기준이 없다면서 난이도의 개념과 적용 방법에 대해 논하
였다. 또한 형태적 복잡성, 범주 구성요소의 다양성, 규칙성, 제약의 복잡성, 처
리 가능성, 교수·학습의 용이성 등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 비교적 난이도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논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구
체적인 논의라고 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제시한 개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위계화 개념 자체나 위계화에 포
함되는 요소들에 관한 논의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8

그러나 고급 수준에서는 빈도보다 난이도를 더 유리하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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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데에 반해 위계화 요소 연구, 심지어 더 나아가 요소를 현실에 적용해 보는
연구는 아직도 피상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
듯이 교재 간의 문법 제시 순서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평가하는 측면에서나 언어 발달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나 문제
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지금까지 교재 개발이나 교수 요목을 세우기 위한 위계
화는 기존 것을 참조해서 다시 위계화 해 놓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현존하
는 것을 참조하려면 그것이 이미 이론적으로 행해진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동안 진정한 위계화 구축을 위한 시도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표준과정」에서는 문법 항목을 등급화시키기 위해 교재들에서 나온 문법 항
목을 목록화 한 다음, 전문가에게 평정 작업을 맡겨 해당 등급을 결정한다. 그
러나 이러한 절차로 위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두 가지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위계화 작업을 전적으로 전문가의 평정만으로 하게 된
다면 언어내 요소를 간과하게 된다는 측면이다. 둘째는 「표준과정」에서의 위
계화는 앞에서 언급한 등급화에는 속하지만 계열화에는 속하지 않는다. 9 계열
화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문제를 고려해서 본고의
입장은 언어 내 요소와 언어 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만 비교적 정밀한 위계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등급화만 아닌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계열
화도 처리할 수 있는 위계화 모형이 있어야 진정한 학습 순서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금이나마 이 부분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4장에
서는 위계화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 모형
위계화라고 하면 흔히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배열하는 것만 하면 된
다고 착각한다. 위계화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다. 적어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
가라는 문제고 둘째, 과연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만 배열하면 되는 것인
가라는 질문이다. 이 두 가지의 질문과 관련하여 문법 항목을 위계화할 때 우
리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문법 항목 자체가 가지고 있
는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문법 항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입
장이다. 즉 전자는 언어 본질에 관한 언어 내 요소이고 후자는 사람들이 문법
항목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언어 외 요소이다. 민현식(2009)에서도 문법
요소의 체계가 자체적으로 갖는 ‘문법 내적 논리’와 사용, 의미 선정, 교수
법 등을 고려한 ‘문법 외적 논리’로 구분하고 위계화 논의는 문법 내적 논리
의 토대 위에서 외적 변수에 따라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위계
화는 언어 내와 언어 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만 치

9

앞에서 언급한 듯이 본고에서는 등급화와 계열화를 포함하는 위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
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한 Mackey(1965)와 Halliday 외(1964)의 논의도 있다. Mackey(1965)
는 함께 처리할 항목을 함께 넣는 집단화(grouping)와, 항목을 선후 관계로 배열한 연계
(sequence)를 구별하였다. Halliday 외(1964)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화(staging)와 연계
(sequence)를 구별하였다.(양세희,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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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쳐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분류로 위계화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 보고 위계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언어 내 요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학습해 나가는 것은 학습이 내용의 난이도에 따
라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위계화를 논할 때 난이도를 가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한 문법 항목이 갖고 있는 난이도는 한 측면
에서만 측정할 수는 없다. 특히 요즘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지식으로서의
문법이 아닌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문법이기 때문에 해당 문법 항목을 교육할
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Freeman(2003:35)에서는 문법 내
용을 구축할 때 '형태(Form)―의미(Meaning)―사용(Use)' 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한 바가 있다. 즉 문법 항목을 배울 때 형태나 규칙만 배우는 것이 아
니고 그 이상의 것까지 배워야 진정한 습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법 항
목을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교수・학습해야 한다면 각 측면마다의 난이도도
각각 고려해야 한다. 이에 여기서 언어 내 요소를 논할 때 형태, 의미, 화용 등
세 개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3.1.1.형태적 난이도
형태적 난이도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문법 항목 자체
에서 갖고 있는 형태 구성의 난이도와 다른 하나는 한 문법 항목이 외부적으로
다른 성분과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형태 변화의 난이도다. 첫 번째 형태 구성의
난이도는 다음과 같다.
(1) ㄱ. –아서/어서
ㄴ. –로 인해
ㄷ. -는 바람에
위에서 세 개의 문법 항목들은 구조상의 난이도는 각각 다르다. (1ㄱ)은 요소
가 하나라서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1ㄴ)은 ‘조사-용언/연결어미’, (1ㄷ)은 ‘관형
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구성 요소가 복잡하고 많아짐
에 따라 학습자의 기억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단순한 것을 먼저 교
수하고, 복잡한 것을 나중에 가르친다. 실제적으로 중고급에 배정된 문법 항목
을 보면 대부분 구성이 복잡하다. 예를 들면 ‘-ㄴ/는/ㄹ 줄로 알다/모르다’(어미
+의존명사+조사+용언), ‘-는다고도 할 수 있다’(인용어미/조사-용언/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용언) 등이 중고급 단계에 배정된 문법 항목이다. 이에 구성 요
소가 얼마나 복잡함에 따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등급화할 수 있다.
<표3>형태 구성의 난이도 등급
구성 요소

문법 항목

1

에, 만, 까지

2

다가는, 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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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 인해, 에 따라, ㄴ 끝에

4

-(으)ㄹ 리가 없다,

5

-았/었으면 좋겠다

...

...

기본적으로 문법 항목이 길면 길수록 구성의 난이도도 비례적으로 높아지나
이것은 무한대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문법 항목이란 보통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형태는 구성 요소가 대부
분 6개 이내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 다음은 형태적 변화에 따른 난이도다. 문법 항목의 형태적 변화에 있어서
주로 음운적 조건, 어휘적 조건, 품사적 조건 등으로 논의해 왔는데 이 세 가지
밖에 통사적 조건도 들 수 있다. 10
(2) ㄱ. 민수가 장학금을 받은 것 같다.
ㄴ. 민수가 장학금을 받는 것 같다.
ㄷ. 민수가 장학금을 받을 것 같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단일형 문법 항목뿐만 아니
라 ‘-ㄴ/는/을 것 같다’ 같은 표현문형도 있다. 표현문형은 조사와 어미 못지 않
게 역시 독립된 교육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ㄴ/는/을 것 같다’와 같은
경우 맨 앞에 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에 따라 ‘-ㄴ’, ‘-는’, ‘-을’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의 선택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약 ‘-ㄴ/는/을 것
같다’ 자체가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처리를 한다면 통사적 조건에 의한 형태적
변화로도 불 수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ㄴ/는/을 것 같다’를 교육할 때
앞에 있는 관형사형 어미를 따로 교육하지 않고 전체를 한 단위로 교육하기 때
문에 형태적 난이도를 고려할 때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 좋다. 한편,
‘-ㄴ/는/을 것 같다’는 통사적 조건뿐만 아니라 연결하는 단어의 품사, 혹은 어
간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교체하기도 한다. ‘-ㄴ/는/을 것 같다’처
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적용하는 문법 항목이 있는가 하면 ‘-은/ㄴ 후
에’처럼 오직 음운적 조건만 적용하는 문법 항목도 있다. 물론 적용되는 조건이
많을수록 학습자에게 더 어렵게 느껴진다. 우선 본고에서는 문법 항목 형태의
변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4>: 문법 항목 형태의 변화 조건
변화 없음
변화 있음

-기 전에
음운적 조건
어휘적 조건

받침 유무: -이/가, -ㄴ/은 후에, -ㄴ/은데
모음 종류: -아서/어서
하다: -여서

10

보통 환경에 따른 형태적 변화는 형태소의 교체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대개 음운론적 조건과
비음운론적 조건으로 구분한다. 연구에 따라 용어에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고영
근・구분관(2018)에서는 이형태 교체 조건을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형태・어휘적 조건에
의한 교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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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나 보다/ㄴ가 보다
통사적 조건

시제: -ㄴ/는/을 것 같다

위에는 한 문법 형태에 대하여 형태적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음운적 조건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변화가 있고 모음 종류에 따라 ‘–
아X’, 혹은 ‘-어X’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 어휘적 조건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
휘인 ‘하다’ 뒤에 ‘-여X’가 선택되는 경우와 동사 뒤에 ‘-나 보다’, 형용사 뒤에
‘-은/ㄴ가 보다’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조건에 있어서는
주로 시제로 인해 문법 항목 중에 관형사형 어미가 선택되는 경우다. 이처럼
우리가 문법 항목이 쓰일 때의 형태적 변화 조건을 정리해 봤다. 한편, 음운적
조건, 어휘적 조건, 통사적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조건이 적용되는지보
다는 몇 개의 조건이 적용되는지이다. 즉, 한 문법 항목이 한 가지 조건을 적용
하는 것보다 세 가지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니까’는
앞에 용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판단하여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으나 ‘-는데’는 우선 앞에 용언이 동사이냐 형용사이냐, 받침이 있느냐 없느
냐, 또한 없다/있다 등 특정한 어휘적 조건 등의 일련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
면 물론 ‘-는데’는 ‘-니까’보다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 조건이 몇
개 작용하는가에 따라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표5>: 형태 변화의 난이도 등급
난이도 등급

내용

1

변화 없음

2

변화 있음: 한 가지 조건 적용

3

변화 있음: 두 가지 조건 적용

4

변화 있음: 세 가지 조건 적용

3.1.2.의미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에 있어서는 한 문법 항목이 지니는 의미가 복잡한가를 원칙
으로 하여 난이도를 결정한다. 한 문법 항목이 의미적인 측면에서 복잡하다는
것은 세 가지의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 문법 항목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다. 한 형태에 내포
되어 있는 의미가 많을수록 습득 과정이 더 오래 걸리고 물론 더 어렵게 느껴
진다. 예를 들면 조사 ‘-은/는’이 대조, 화제, 강조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 학습
자에게 확실히 구별하여 쓰는 게 쉽지 않고 ‘-로’, ‘-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요
즘 의사소통 교수법이 대두되면서 한 문법 항목의 모든 의미를 한꺼번에 가르
치지 않아 학습자가 혼돈할 상황이 별로 없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실에서
만 펼져질 상황이다. 교실 밖에서 학습자가 마주하는 외부입력들은 분명 교육
과정에서 배운 한가지 의미 이상일 것이다. 그리하여 문법 항목을 위계화할 때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 문법 항목이 몇 개의 의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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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는 기준이 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조사와 어미의 경우 사전적 의미를
잘 정리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표현문형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펴
낸 문법 사전밖에는 참고할 만한 조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와 관련된 체
계적인 자료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는 한 문법 항목이 의미・기능적으로 다른 것과 유사한 경우, 즉 해당
문법 항목이 유사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준호(2010)에서는 유사 문법
이란 의미나 기능이 유사하지만 통사적 제약이나 화용적 쓰임에서 차이를 보이
는 문법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의미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확
실히 구분하지 못한 체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법 항목
은 학습자가 구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3) ㄱ. –니까, -아서/어서
ㄴ. -자마자, -는 대로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
은 유사 문법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 문법 항목이 유사 문법이 있는가 없는가가 난이도에 영향
을 끼친다고 보고 유사 문법이 있을 때 더 어렵고 유사 문법이 없을 때 덜 어
렵다고 본다.
셋째는 한 문법 항목이 의미적으로 불투명할 때 학습자에게 더 어렵다는 것
이다. 11 의미적으로 투명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의 유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예이다.
(4) ㄱ. 책을 다 읽은 후에 감상문 쓰세요.
ㄴ.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좋은 점수를 받았다.
ㄷ. 사무실에 들어오기 무섭게 컴퓨터를 켰다.
(4ㄱ)의 ‘–ㄴ 후에’는 구성 요소로부터 쉽게 구성 성분의 의미합(意味合)을
추론하므로 이는 투명형에 속하고 학습자가 이러한 문법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
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4ㄴ)의 ‘–는 만큼’은 근거의 뜻을 나타낸다. ‘만큼’
의 중심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는 만큼 받아 오다’처럼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
임을 나타낸다.(국어표준대사전) 그러나 (4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가 아닌 근
거라는 주변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한 문법 항목이 일부 상황에서 주변적
의미도 나타나는 경우는 반투명형에 속한다. 12 마지막으로 (4ㄷ)의 ‘–는 바람에’

11

종장지(2015)에서 학습자는 형태로부터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문법 항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고 그렇지 않은 것을 어려워하거나 회피 전략을 많이 쓴다고 조사한 바가 있다.
12
반투명에 관한 다른 견해로는 려춘연(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ㄹ 때’, ‘-ㄹ
적’ 등 문법 항목은 ‘-ㄹ(추정)+때(시점)’, ‘-ㄹ(추정)+적(시점)’과 같은 의미 구성이기 때문에 전
체 의미를 구성 요소로부터 추론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를 반투명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그러
나 ‘-ㄹ’은 사전적 의미를 따져 보면 추정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제의 의미가 없이, 앞말이 관형
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다면 ‘-ㄹ 때’, ‘-ㄹ 적’ 중의 ‘-ㄹ’은 ‘추정’이
라는 의미로는 보지 않아야 되고 반투명 구성이 아닌 투명 구성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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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가 무섭게’는 명시적인 지도 없이는 학습자가 구성 요소로부터 전혀 뜻
을 추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형 문법 항목에 속한다. 이 세 가지의 유형
은 난이도에 있어서 ‘불투명>반투명>투명’의 순서로 배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의미적 난이도 내용
종류

유형
한 가지 의미

의미 다양성

한 가지이상의 의미

의미적 유사 문법 유무

유사 문법 없음
유사 문법 있음
투명

의미적 투명성

반투명
불투명

위의 표처럼 문법 항목의 의미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은 물론 많이 적용될수록 비례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조건 수에 따라 변화하는 난이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7>: 의미적 난이도 등급
난이도 등급

내용

1

한 가지 의미 + 유사 문법 없음 + 의미 투명

2

한 가지 조건 적용

3

두 가지 조건 적용

4

세 가지 조건 적용

3.1.3.화용적 난이도
화용 기능을 교육하는 것은 의사소통 발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한
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다. 만약 화용교육
이 없다면 학습자가 모국어의 화용적 지식에만 의존하여 부정적 전이를 낳게
하며 노골적 발화(Bald on record)을 산출하게 된다. 사실 2000년 이후 화용교
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다루는 화용 연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13 그
러나 화용 기능은 모든 문법 항목이 아닌 일부 문법 항목에만 나오기 때문에
문법 항목의 난이도를 논할 때 화요 기능의 유무로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다.
화용 기능에는 맥락에 의한 부분이 있고 비교적 정형화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13

종장지(2015)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에 들어선 후 한국어 교육 발전기 이후의 한국어
문법 관련 연구 중 화용 연구에 관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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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형화된 부분이다. Levinson(1995)에서 의미의 양분법
을 지적하고 발화 유형의미(Utterance-type meaning)를 추가했다. 14 발화 유
형의미는 문장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상황에 의존하는 의미도 아닌 중간의 것
으로 언중들이 보통 알고 있는 확장의 의미를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현화
(2008)에서는 표현문형의 의미・기능을 논할 때 기본적 의미(문자적 의미), 주
변적 의미(전략적 의미), 문맥적 의미(개별 상황적 의미) 등으로 구분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변적 의미는 공인된 관습적 의미로 실제 대화상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는 Levinson에서 주장하는 발화 유형의
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발화 유형의미, 혹은 주변
적 의미는 바로 화용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화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에게 알려줘야 할 부분은 탈문맥이고 언중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5) ㄱ. 나한테 얘기하지 못해요?
ㄴ. 나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장형부정을 나타내는 ‘–지 못하다’와 ‘-지 않다’는 교재에서 능력 부정과 의
지 부정 정도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식으로 명령의 뜻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주변적 의미는 일부로 교
육하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만 습득할 수 있기 때
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에
따라 본고의 입장은 기본적 의미만 지니는 문법 항목이 쉬운 것으로, 주변적
의미를 지니는, 즉 화용 기능을 지니는 문법 항목이 어려운 것으로 보려고 한
다. 한편 일시적인 화용 기능을 지니는 문맥적 의미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실현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삼지 못하게 되고 난이도 문제도 물론
토론하지 않게 된다.
<표8>: 화용적 난이도 등급
난이도 등급

내용

1

기본적 의미

2

기본적 의미 + 주변적 의미

그러나 그동안 화용 정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4

Lenvison(1995)에서는 문장의미와 발화의미의 기초에서 발화의미를 발화 유형의미(utterancetype meaning)와 발화 토큰 의미(utterance-token meaning) 등으로 구분했다. 발화 유형의미는
언중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이고 발화 토큰 의미는 발화 상황에 의존하여 나타내는 의
미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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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항목의 주변적 의미는 대량 조사를 통해서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3.2. 언어 외 요소
이른바 언어 외 요소는 한국어 자체와 관련이 없는 요소를 말한다. 여기서
학습자 모국어와의 거리, 선수 변인 등으로 살펴볼 것이다. 물론 언어 외 요소
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빈도, 설문조사 등이 있다. 그
러나 빈도는 균형 말뭉치에서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야만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 설문조사는 역시 일정한 응답자의 수를 확보한 다음에야 객관적 결
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규모와 지면의 제한으로 일단 향후의 과
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3.2.1.모국어와의 거리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언어내 전이가 있는가 하면 학
습자 모국어로부터 일어나는 언어간 전이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조분석
(Contrastive Analysis)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 간에 차이에 초점을 두고 언어
간 전이에 관한 논의는 많이 누적되어 있다. 모국어로부터 오는 언어간 전이에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과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가 있다.
긍정적 전이는 모국어에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외국어 학습에 참조할 만한 기
준이 되어 어려움을 덜해 줄 수 있는 경우이고 부정적 전이는 모국어에 비슷하
거나 대응할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더 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목표어의 한 성분이 모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모국어 간에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rator(1967)에서
는 전이 양상에 초점을 두고 전이(Transfer), 융합(Coalescence), 구별부족
과잉구별(Over
(Under
differentiation),
재해석(Reinterpretation),
differentiation), 분리(Split) 등으로 난이도의 등급을 구분한 바가 있다. Prator
의 난이도 가설은 외국어를 배울 때 닥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므로 많
은 연구에서의 연구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주로 발음이나 같은
계통에 속한 언어들 간에 적용되므로 본고에서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본고
는 문법 항목의 위계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Prator의 모형을 약간 수정하
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5

15

Prator(1967)에서는 Level 0(전이), Level 1(융합), Level 2(구별부족), Level 3(재해석),
Level 4(과잉구별), Level 5(분리) 등으로 0~5까지 총 여섯 개의 등급으로 나눴다. 이 여섯 개
등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0(전이)
1(융합)
2(구별부족)
3(재해석)
4(과잉구별)
5(분리)

L1의
L1의
L1의
L1의
L1에
L1의

한 요소가 L2에서는 대응하고 차이가 없음
여러 요소가 L2에서는 한 요소로 융합함
한 요소가 L2에는 없음
한 요소가 L2에서는 새로운 형태나 분포로 나타남
없는 요소가 L2에는 있음
한 요소가 L2에서는 여러 개로 나타남

그러나 본고는 L2(한국어)에서 문법 항목의 난이도를 관심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Level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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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모국어와의 거리로 인한 난이도 등급
난이도 등급

내용

1

한 문법 항목이 모국어에서 일대일 대응함

2

한 문법 항목이 모국어에서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타남

3

한 문법 항목이 모국어에는 없음

4

(의미 같은) 여러 문법 항목이 모국어에서는 한 항목으로 나타남

위 표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우선 1급이다.
(6) (난이도 등급 1)
ㄱ. 학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ㄴ. 去學校之前在家吃過了早餐。
모국어와의 거리에서 1급은 가장 쉬운 것으로 한국어의 한 문법 항목이 모
국어에서 한 가지의 형태로 대응할 경우다. 위에서 제시한 ‘기 전에’밖에 ‘-ㄹ
때’, ‘의’도 이 등급에 속한 것이다. 학습자가 이러한 문법 항목을 배울 때 다른
요소로부터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다. 그 다음은 2급이다.
(7) (난이도 등급 2)
ㄱ. 대만 날씨는 더울 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다.
ㄴ. 台灣的天氣不但是熱，而且濕度高。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 뿐만 아니라’는 중국어에서 ‘不僅~而且(也)~’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不僅~而且(也)~’ 중에서 ‘不僅’이 빠지면 의미가 달라
지고 ‘而且’가 빠지면 말이 끝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不僅’와 ‘而且’
와 서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유철,2005) 이처럼 한 문법 항목이 모
국어에서 필연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나타날 때 2급에 속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면서’, ‘-자마자’ 등도 이에 속한다. 다음은 3급이다.
(8) (난이도 등급 3)
ㄱ. 날씨가 좋은데 등산갈까요?
ㄴ. 天氣好，Ø要不要去爬山？

위의 예문에서 쓰인 ‘-은데’는 주절의 제안을 하기 위해 관련된 배경을 제시
하는 것으로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연결어미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은데’와
비슷한 의미・기능을 지닌 문법 항목이 없다. 어떤 교재에서는 ‘-은데’에 대해
서 원인, 대립의 의미를 제시하고 예문의 중국어 번역에서 ‘因為、但是’ 정도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종속절 내용과 주절 내용에서 나온 논리적인 관계이
지 ‘-은데’의 본디 의미・기능이 아니고 물론 대응 표지도 아니다. ‘-은데’처럼

별 부족)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삭제하고 Level 3(재핵석)은 첨가어인 한국어와 독립어인 중
국어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니 역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네 개의 등급으로 조절하고 각 등급의 내용도 L2(한국어)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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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에서 무표로 표현하는 문법은 보통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법 항
목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조사 ‘-은/는’도 같은 맥락에서 어렵운 문법 중에 하
나다. 그 다음에 난이도 가장 어려운 4급이다.
(9)

(난이도 등급 4)
ㄱ. 이 빵 맛있겠다.
ㄴ. 이 빵 맛있을 거야.
ㄷ. 這麵包應該很好吃。

(9ㄱ)의 ‘-겠-’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할 때 쓰고 (9ㄴ)의 ‘-ㄹ 것이다’
는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서 판단할 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중국어에서는 ‘應該’라는 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러
한 문법을 쓸 때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 있다, -고 있
다’는 중국에서 ‘著’로, ‘조차, 까지, 마저’는 ‘連’으로, ‘만, 뿐,
밖에’는 ‘只’로 한 가지의 문법으로 표현하는데 모두 이러한 등급에 속한다.

3.2.2. 선수(先修) 변인
인지주의에 따르면 학습은 기존의 인지 구조 위에 성립된다. Ausubel이 유
의미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새로운 학습 내용이 기존의 학습 내용과 연결될
때만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며 유의미 학습은 학습의 중요한 과정이며 학습자
에게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많은 교육 분야에서 유의미 학
습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학습자들의 출발점 행동(entry behavior)을 분석한다.
언어교육에서도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교수・학습의 중요한 요
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가 위계화할 때 학습자들이 그 전에 어떤 문법
을 배웠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위계화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 변인의
기본 전제는 문법 항목 안에 선수 요소가 있으면 유의미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학습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문법 항목 속
선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
르친다.
(10) ㄱ. –도
ㄴ. –아도/어도
ㄷ. –ㄴ들

위에서 제시한 세 개 문법 항목 중에 (10ㄱ)은 보통 초급에서 나오는 문법
으로 가장 일찍 배우는 문법 항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ㄴ)과 (10ㄷ)의 위
계화 순서는 물론 (10ㄴ)이 먼저이고 (10ㄷ)은 나중이다. (10ㄴ)에 선수 요소인
‘-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ㄴ들’보다 인지적으로 더 빨리 받아들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러 교재를 살펴 보면 역시 ‘-도>-아도/어도>-ㄴ
들’의 순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문법 항목 중에 선수 요소가 있
다면 위계화의 한 변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문법 항목 중에 다른
문법 항목이 포함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 모든 문법 항목에 적용하지 못
한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계화 요소 중에 한 변인으로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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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선수 요인
순서

내용

선수 항목: -도

1

선수 항목 포함

-아도/어도

2

선수 항목 미포함

-ㄴ들

4. 위계화 점수 산정 사례
이 장에서는 언급한 일련의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계화의 변수로 적
용되는지에 대해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 살펴본 언어 내 요소
로는 형태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가 있고 언어 외 요소로는
학습자 모국어와의 거리, 선수 변인 등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한
요소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이다. 이보다 교수 요목에 따라 각 요소에 가중치를 조절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즘 형태보다 의미를 중요시한다는 전제 하에 의미에 관련
된 요소에 가중치를 두고 계산할 것이다. 이들 요소 중에 ‘선수 요인’은 정해진
선수 항목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이 부분은 전체 문법 항목을 위계화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시로 든 다음의 표에서 일단
선수 요인을 배제했다.
한편, 우리가 위계화 요소를 살피고 각 요소의 내용도 설명하며 배열 방식도
설명했기 때문에 아무 형태나 가져 와도 적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위계화의 결
과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위미・기능을 지닌 몇 가지의 문법 항
목을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위계화할 문법 항목들은 ‘추측’류에 속한 것인데
위계화 모형에 적용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표11>: 위계화 점수 계산 사례
영
역

언
어
내
요
소

내용

형
태
적
난
이
도

구
성
의
난
이
도
변
화
의
난
이
도

의미적
난이도

등급 점수

가중치

1
2
3
4
5
6

*1

-ㄹ
거예
요

-ㄴ/는/
ㄹ 것 같
아요

-나 봐요

-ㄴ/는
모양이에
요

●
●

●
●

1.변화 없음
2.변화 있음: 한
지 조건
3. 변화 있음:
가지 조건
4. 변화 있음:
가지 조건
1.한 가지 의미
유사 문법 없음
의미 투명
2. 한 가지 조건
용
3. 두 가지 조건

-겠어
요

●

●
가
두

●
*2

세

●

●

●

●

●

●

+
+
적
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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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4. 세 가지 조건 적
용
화용적
난이도

언
어
외
요
소

학습자
모국어
와의
거리

●

1. 기본적 의미
2. 기본적 의미+주
변적 의미
1.한 문법 항목이
모국어에서 일대일
대응함
2. 한 문법 항목이
모국어에서 여러 개
의 문법 항목로 나
타남
3. 한 문법 항목이
모국어에는 없음
4. (의미 같은) 여러
문법 항목이 모국어
에서는 한 요소로
나타남

●

●

●

*2
●

●

●

●

●

●

●

16

19

23

19

20

*1

최종 점수

위에서 추측 의미를 지닌 다섯 개의 문법 항목에 각 요소를 적용해 봤다. 최
종 점수로는 ‘–겠어요(16), -ㄹ 거예요(19), -ㄴ/는/ㄹ 것 같아요(23), -나 봐요
(19), -ㄴ/는 모양이에요(20)’ 등이다. 점수가 낮다는 것은 난이도가 낮다는 것
이기 때문에 먼저 배정되고 반면에 점수가 높으면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기 때
문에 나중에 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위계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11) ‘추측 의미’ 문법 항목의 위계화 결과
-겠어요 > -ㄹ 거예요 / -나 봐요 > -ㄴ/는 모양이에요 > -ㄴ/는/ㄹ 것 같다요.

위의 결과는 교재에서 제시하는 바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결과
는 일정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의미에서 보다 객관적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위계화하는 데 있어 관련 요소가 많을수록 그 결과가 더 객관적이고 유용하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교수 목표나 델파이 조사 등 관련 요소가 들어 가면
위계화 모형이 더욱더 정교화될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 형태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 모국어와의 거리,
선수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위계화의 요소들을 논의하여 등급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을 문법 형태에 적용하면 위계화 점수를 산정할 수 있고 위계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계화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위계화에 관한 요소가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델파이 조사나 학습자에게
행해진 문법성 조사 등의 결과도 위계화 요소의 하나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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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taging Model for Korean Grammar Education
-Focusing on Grammatical Items
Chung, Chang-Jhih

There are two direct issu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ly is what to teach? Secondly,
is how to teach? Previously, there are researches for ‘what to teach’ issue with cumulative
results; whereas researches for ‘how to teach’ issue focus mostly on teaching method.
However, there is not only teaching method on ‘how to teach’ issue, but contains a lot of other
important basic topics. Among the topics, Staging which decides the teaching sequence is the
most basic with the highest priority to solve the issue. Due to inadequate discussion on
Staging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previously,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es on staging.
These leads to sequence issue for grammatical item among teaching materials, as well as
difficulties on educational content arrangement. As a result, this paper is going to discuss
about the importance of staging in grammatical items and the model of staging.
The paper focuses only on staging model but not the staging result, as even the most precise
staging result could not meet every course goals. Thus, discussion on staging model have its
practical significance compared to staging results for a certain purpose. The paper is going to
point out the staging elements and discuss about grading of the elements from aspects of
Morphological difficulty, Semantic difficulty, Pragmatic difficulty, Distance from mother
tongue, and Prerequisite factor on Staging model.

Keywords: Grammar education, Staging, Sequencing, Gra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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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위계화 모형 연구: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의 토론문

이현주(국립정치대학교 조교수)

이 논문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문법 항목을 배열하기 위한 모형을 모
색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위계화 요소들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등급 모형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은 교재마다 제시되는 항목이 각기 다르고
발표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교재의 문법 항목은 배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문법 항목 위계화는 반드시 필요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문법 항목 위계화를 위한 모형 연구
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긴 몇 가지 궁금증
을 여쭤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각 장의 순서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
의 필요성에서 두 종류의 통합 교재에서 문법을 제시하는 순서의 차이를 보여주
고 있고, 각 교재 간의 문법 항목 배열이 크게 다른 것은 내용의 차이 보다는 문
법 위계화 작업을 일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한국어 통합 교재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도 교재마다 다른 문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수준과 등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위계화 모형을 통해서 문법 항목을 위계화하고, 이를 교재에 반영
한다면 문법의 순서에 따라 교재 주제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주제에 따라 문법
을 배열하는 것이 좋을지, 한국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
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어 4장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 모형으로 언어 내 요소로는 형태적 난이도
와 의미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언어 외 요소로는 모국어와
의 거리, 학습자의 배경 지식 즉 선수 변인을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
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계화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선 의미적 난이도 부분에서 첫째, 한 문법 항목이 몇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
는지 기준이 될 만한 자료가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문법 사전 외에는 충분하지 않
다고 하셨습니다. 문법 위계화 모형에 앞서 자료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
이라 의미적 난이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역시 의미적 난이도에서 해당 문법 항목이 유사 문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난이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언어 외 요소에서 모국어와의 거리
항목은 구체적인 예로 중국어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 문법과 모국어
와의 거리 차이 예시를 통해서 이는 대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위계화 모형을 선정하는 데는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오나 이를 다른 모국어에
적용할 경우, 위계화 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으로 학습자 모국
어에 따라 문법 항목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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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 위계화되는 문법 항목이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달라진다면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 문법 교육의 항목도 달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5장 위계화 점수 산정 사례와 6장 결론 부분에서 향후 위계화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행해진 문법성 조사 등의 결과나 델파이
조사 등이 들어 가면 더욱 깊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위계화 모형 연구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델파이 조사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 후속 연구
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발표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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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소설<杜十娘怒沉百宝箱>의
한국 번안 양상의 이데올로기적 고찰
權赫贊 (Hyuk-chan Kwon)
University of Alberta

1.

서론

馮夢龍은 명말의 대표적인 백화소설집 ≪三言≫을 편찬하였으며 사랑에
대한 고금의 이야기를 모은 ≪情史≫의 이야기를 엮은 편집자이기도 하다.
1642년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三言≫에 수록된 유명한 백화 소설인
<杜十娘怒沉百宝箱>에서 馮夢龍은 주인공 杜十娘을 통해 情과 俠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 杜十娘은 馮夢龍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情과 俠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충실히 실현해 내는 이상적인
주인공, 즉 情俠으로 그려져 있다.
≪水滸傳≫을 비롯한 기존 명말의 소설에서는 남자 영웅들이 俠義와
愛情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 1 馮夢龍은
≪情史≫에 실려 있는 원전 故事를 자신의 情 이데올로기와 俠義道에 관한
가치관에 맞게 세심한 개작을 거쳐 재창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백화
소설에서는 杜十娘을 愛情과 俠義의 진정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내는 영웅,
그러나 이 두 중요한 가치의 동시 실현을 위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 밖에
없는 女俠, 女中丈夫, 女中豪傑로 그려 내고 있다.

1

≪水滸傳≫의 108 명의 영웅 중 여자와 좋은 인연을 보이는 영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水滸傳≫ 108 명 영웅들의 지도자인 松江은 그가
나라를 등진 동료들을 후원하던 사실을 파악한 후 자신을 협박하던 정부를 죽이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영웅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합류하게 된다. 역시 108 영웅 중
두 명인 양웅과 석수는 두 호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姦婦의 배를 갈라 죽임으로써
수호의 다른 영웅들에게 합류하게 된다. 부언하자면 ≪水滸傳≫에서는 여자는
영웅들의 의를 위한 단합을 갈라놓고 방해하는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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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杜十娘怒沉百宝箱>

퍼진≪今古奇觀≫에도

이야기는

실리기도

조선
하였다.

시대에
그

널리
후로

1906년에≪대한매일신보≫에서<靑樓義女傳>이란 이름으로 번안한 작품이
연재되기도 하였다. 이 번안은 원작의 주제인 眞情이 유교적인 정조 관념으로
바뀌는 등의 적지 않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인다. 즉, 1906년의 한국 개작본에서
주인공은 원작에서 情俠으로 묘사되는 것에 비해 정조를 지키기 위해 죽는
성리학적 도덕 관념을 지키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에서의 주인공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물을 결정짓는 어떠한 요소들이 첨가되고, 지워지고, 바뀌었는지, 또한
이러한 변화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철학적 목적을 배경으로 하여 일관되게
진행되었는지를 고찰하여, 유교적 배경을 지닌 한국 남성 작가(혹은 작가들)가
어떻게 원작을 재창조하였는지를 조명하려 한다. 본고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
외국 문학 작품이 어떻게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 의해 수용되는지,
또한 외국 텍스트가 원작의 배경이 된 문화와 상이한 배경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번역자/개작자에

의해

어떻게

변경,

수정,

개작되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2.

주인공 캐릭터의 변이와 변용

우선<杜十娘怒沉百宝箱>의 번안본인 <靑樓義女傳>은 그 길이에서부터
원작보다 많이 짧다. 명말의 중국어 백화로 쓰인 원작과 구한말의 조선어로
옮겨진 개작의 텍스트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개작본의 텍스트가 원작의 분량의 1/4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작의 많은 주요
구성 요소가 개작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한편 1906년에 대한매일신보에
<靑樓義女傳>외에도 다른 여러 소설 혹은 번안 소설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연재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靑樓義女傳>이 대폭 축소된 형태로 연재된 이유는
적어도 한정된 지면 분량의 압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는
<靑樓義女傳>이라는 제목 자체와 번역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번안자는
처음부터 본 소설의 번안 및 연재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폭 축소된 번안의 연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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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축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인공의

이름을

들

수

있다.

<杜十娘怒沉百宝箱>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작의 주인공은 의심의
여지없이 두십낭이다. 한편 번안 작품의 제목은 <靑樓義女傳>으로 옮겨지며
두십낭이라는 주인공의 이름도 두십낭이 분노하여 백보상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도 전부 생략된다.

부연하자면 번안작의 텍스트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주인공은 단순히 美人이라고 불리는 기녀일 뿐이다. 한국
근대기 개작에서 두십낭은 단순히 이름을 빼앗긴 것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설정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원작에서 드러나는 두십낭의
뚜렷한 가치관, 강하고 단호한 의지, 사람을 보는 안목, 결단성, 주체성이
개작에선 모두 사라진다. 즉, 원작에서 두십낭을 情俠으로 만드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는 사라진다. 유일하게 개작에서 남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 뿐이다. 2
개작자가 원작에서의 중요 등장인물인 이갑, 손부의 이름을 바꾸고
유우춘이란 캐릭터를 아예 삭제해 버린 일도 그가 원작에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1 이갑 이름의 변화
원작에서 李甲은 고위 관료인 布政의 아들로 부유하고 귀한 집안에서
자라나 수도 북경의 최고 학부인 太學에서 수학하고 있는 엘리트이며 섬세한
성격과 취향을 가진 이로 소개가 된다. 그의 이름인 甲 역시 첫번째 혹은
으뜸이란 뜻으로 문맥상 당연히 甲榜의 성취, 즉 과거 시험의 가장 높은 단계를
통과하여 進士 자격을 얻게 되는 벼슬길로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겉으로 보기엔 才子佳人의 구성요소 중 才子가 갖춰야 하는 것은
다 갖춘 뛰어난 선비라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원작의 저자 풍몽룡은
<杜十娘怒沉百宝箱>

이야기를

임진왜란을

맞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군을 상대하느라 국고를 탕진한 명말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2

원작에서는 훨씬 복잡한 모티브를 가진 두십낭의 죽음을 개작에서는 一夫從事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위해 죽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작에서는
죽음의 원인과 양상까지 훨씬 단순화되어서 단편적, 파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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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명 정부는 결국 국립대학 격인
태학의 입학 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전처럼 학업이 뛰어나고 전도가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부금만 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 돈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누구나 입학하게 되어 북경과 남경의 태학
학생이 이천여명에 이르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이에 이어 이갑 역시 좋은
집안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과거 공부를 하였으나 계속 급제하지 못해 태학에
입학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이갑은 외향적인 조건만 으뜸인 가짜
“으뜸 학생”인 것을 원작자는 분명히 도입부부터 보여주고 있다. 사실
중국어에서 으뜸을 뜻하는 甲과 거짓을 뜻하는 假은 발음이 같다. 풍몽룡은
가짜 으뜸 학생인 이갑이 두십낭을 향한 그의 情이 두터워 보일지라도 사실
가짜라는 것을 알만한 독자는 알아볼 수 있게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은유를 독자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만든 더 분명한 은유는
幹先이라는 이갑의 字이다. 이는 “먼저 저지르고 (본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先幹의 어순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이갑이 두십낭을 만나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져 격렬히 구애하는 행동이 사실 철 없이 생각 없이 일단 저지르고 마는 그의
욕망에 기인했다는 것을, 그리고 두십낭을 향한 그의 情理가 사실은 금방
뒤집어지고 마는 위선적인 본성에 기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2-2 두십낭 이름의 변화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십낭의 이름에 쓰인 媺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명말의
기녀의 이름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드문 한자이다. Yang Shuihui가 지적했듯이 媺는
매우 드물게 쓰이는 한자로 실제로 <杜十娘怒沉百宝箱>의 영어 번역자인 Richard

Ho와 Gladys Yang Yang Hsien-yi 부녀도 모두 Du Mei로 읽어야 하는 이름을 Du
Wei라고 잘못 옮겼을 정도이고 심지어 1981년 장춘필름스튜디오에서 만든
두십낭이란 영화에서도 틀린 발음으로 읽힐 정도이다. 3 이 媺라는 이름은 명말
청초의 기녀들의 이름이 실린 板橋雜記와 續板橋雜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원작에 등장하는 두십낭의 동료 기녀들의 이름도 月郎이나 素素처럼 흔하고
평범한 기녀의 이름으로 媺라는 이름과는 큰 차이가 있다.

3

Yang Shuhui, Appropriation and Representation, 1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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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십낭이 이처럼 평범하지 않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녀가 사대부 집안
출신일 수 있다는 것과 그녀 자신 역시 교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힌다.

4

이러한 가정이 모든 학자들의 수긍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원작자 풍몽룡이 두십낭에게 媺라는 고아한 기풍을 가진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작품의 다른 두 남주인공, 이갑과 손부-情의 의미를 모르면서
풍류를 안다고 자처하는-보다 높은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원작에서 杜媺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인물이자
그녀의 知己가 될 수 있었던 柳遇春은 그녀를 媺라고 부르는 반면에 두미의
연인에서 남편으로 발전한 이갑은 단 한 번도 그녀를 媺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풍몽룡이 두십낭의 이름 媺에 그녀의 진실하고 고아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위선적이고 저급한 인물인 이갑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보인다.

2-3 손부 이름의 변화
요즘으로 치면 재벌 2 세쯤 되는 신안 소금 상인은 풍몽룡의 원작에서는
孫富라는 이름을 가진다. 富라는 이름과 善賚라는 字에서 풍몽룡이 이 인물에게
어떠한 캐릭터를 부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 상인은 자신의 부유함을
바탕으로 情을 농락하는 사람이고, 잘 베푼다는 뜻의 字는 그가 다른 이가
소유한 소중한 것을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박탈한다는 데 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갑이 북경의 태학생인데 비해 손부는 남경의 태학생이란
점도 역시 이갑이나 손부나 부와 지위를 갖춘 집안 출신이나 정작 본인들은
본질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한량들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풍몽룡은 설정하였다. 후에 두십낭을 물건처럼 사고 팔라는 손부의 설득에
이갑이 홀딱 넘어가는 것이 우연이 아닌 이유이다.
이상 풍몽룡 원작의 중요한 세 명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의 역할과 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풍몽룡은
부(손부)와 계급(이갑)이란 조건을 갖춘 상류층과 기녀 신분의 두십낭을

4

Yang Shuhui, 같은 책, 139 쪽.

5

Yang Shuhui, 같은 책, 1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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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며 사실상 누가 진정으로 고아하고 (雅) 누가 저속한지 (俗) 독자에게
반문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杜十娘怒沉百宝箱>의 원작
고사인 宋楙澄 (1569–c. 1620)의 문집 九龠集에 실린 <負情儂傳>

6

에도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 기녀만 두십낭이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杜媺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녀의 무정한 남편은 이씨 성의 선비 (李生), 손부는 新安
상인이라고만 묘사된다. 즉, 소설이라기보단 宋楙澄이 기록한 당시 명말
강남에서 실화라고 널리 전해지던 짧은 토막 故事에 지나지 않던 <負情儂傳>
을 풍몽룡이 그가 ≪情史≫에서 밝힌 情 이데올로기에 맞춰 세심히 내용을
보강하고 펴낸 백화소설 <杜十娘怒沉百宝箱>의 내용을 근 300 년이 지난 후에
대한매일신보의 필자 한 명이 다시 소설이라고 보기엔 여러 모로 부족한 우화
수준의 짧은 고사로 되돌린 것이다. 7 물론 대한매일신보의 필자는 그의
번안작이 두십낭 고사의 최초 원작인 <負情儂傳> 8에 텍스트의 길이나 서사
구조 등에 다시 근접하는 형태로 퇴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개작을
진행하였겠지만

우연으로

보이는

이

번안은

한국

번안작에서

<杜十娘怒沉百宝箱>의 주제와 배경 사상이 거의 모두 상실되어 소설이 아닌
짧은 고사 혹은 우화의 수준으로 퇴보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906 년 당시
대한매일신보 필자의 <靑樓義女傳> 집필 목적이 높은 작품성을 지닌 소설을
한국어로 옮기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기인한 특정 이데올로기 (성리학적
순결/정조론)를 강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소설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6

<負情儂傳>은 풍몽룡이 편집한≪情史≫ 제 14 장 情仇에도 실려있다. 풍몽룡인 이

이야기에 의거해서 그의 백화소설 <杜十娘怒沉百宝箱>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7

흥미롭게도 <靑樓義女傳>에서도 <負情儂傳>에서도 <杜十娘怒沉百宝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柳遇春이란 인물은 생략되어 잇다.
8

<靑樓義女傳>과 <負情儂傳> 은 우연이지만 텍스트의 길이, 인물의 이름, 기타

묘사의 정도가 서로 매우 근접해서 <靑樓義女傳>은 <杜十娘怒沉百宝箱>의
번역이라기보단 <負情儂傳> 의 번역이라 보는 것이 어울릴 정도로 여러 면에서
근접하여있다. 단 명말 강남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채록했다 할 수 있는<負情儂傳> 은
<靑樓義女傳>에서 보이는 성리학적 정조 논리는 보이지 않는 점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차이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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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의 창작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아쉬운 점이 가득한 개작이라 할 수
있다.

3. 두십낭 캐릭터의 평면적, 비현실적인 변화
3-1. 육체적 순결/정조 유지 여부
풍몽룡의 원작에 기녀로서의 두십낭의 명성을 묘사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두십낭은 열세살에 이 바닥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지금은 벌써 열아홉.
지난 7 년 동안 벼슬께나 한다는 집안의 자제와 돈푼께나 있다는 집안의 자제를
수도 없이 상대하였다. 그들은 모두 두십낭에게 빠져 자신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거덜 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那杜十娘自十三歲破瓜，今一十九歲，
七年之內，不知曆過了多少公子王孫，一個個情迷意蕩，破家蕩產而不惜.) 9

주목할 것은 원문의 破瓜라는 표현은 <처녀성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풍몽룡의 원작은 명말 당시 기녀들의 실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두십낭은 열세살부터 기녀로 활동하게 되어 이갑을 만난 19 세까지 이미 돈과
지위를 가진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면
여기서 <靑樓義女傳>에서 이와 상응하는 부분을 보자.
첩이 근본 양가 여자로 부모를 난중에 잃고.. 이 주인 창모에게 수양한 바 되어
첩의 나이 겨우 십 삼세에 이름에 자못 절색의 이름이 있는 지라…천금의 높은
값으로 방을 걸고 일백 창녀의 위에 높이 거함에 그 값이 너무 대과한 연고로
비상의 일점 앵혈을 보전하였다가 금일에 비로서 낭군을 만난 지라. 10

<靑樓義女傳>의 미인과 두십낭의 유일한 공통점은 열 세살부터 기원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 뿐이다. 미인은 비록 “일백 창녀의 위에 거하는” 최고의
기녀로 일해왔지만 一夫從事의 뜻을 굳게 지키며 스스로의 몸값을 하룻밤
천냥으로 높여 육체적 순결을 유지하여 왔다.

9

풍몽룡 지음, 김진곤 옮김, ≪강물에 버린 사랑≫, 16 쪽.

10

이재선, ≪한말의 신문소설≫, 10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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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과 개작의 기녀로서의 두십낭의 명성과 순결에 관한 묘사 중 어느
쪽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원작에서 이미
두십낭은 북경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로 널리 알려진 기녀로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녀에게 전재산을 탕진한 왕손과 공자들이 부지기수라고 묘사되어 있다.
북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기 있는 기녀가 무려 팔 년간 순결을 유지해왔다는
이 황당무계한 설정은 대한매일신보 작자가 갖고 있던 구한말 성리학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3-2. 두십낭의 결심과 미인의 결심
원작에서 두십낭은 그녀를 찾아 돈을 쓰는 손님으로서 이갑을 처음
받아들인다. 그 후 이갑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나 두십낭은 단순히 일순간의
감정에 의지해 이갑을 남편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먼저 돈을 탕진해서
손님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이갑을 쫓아내려는 기생어미가 생각해낸 계략으로
꾸며낸 이갑이 3 일안에 300 냥의 몸값을 내면 從良해주겠다는 제안을 두십낭은
그녀의 재치로서 10 일의 말미로 연장한다. 그 후에 그녀가 사실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이갑에게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면 300 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그의 결심과 의지를 시험해본다. 그 후 엿새가
지나도록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한 이갑에게 필요한 금액의 반인 150 냥을 두십낭
스스로 마련하였다고 알리고 나머지 반의 은자만 구해오도록 한다. 이갑은 모든
친구들에게 거절당해 단 한 푼도 빌리지 못하나 이갑의 친구 柳遇春이 두십낭의
결심과 실행력에 감탄하여 “이 아가씨는 심지가 곧고 당찬 사람인 것 같네. 이런
사람의 진심을 저버리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내 자네를 위해 은자 백오십
냥을

어떻게든

마련해

(此婦真有心人也。既系真情，不可相負。吾當代為足下謀之)”
구해와 두십낭의 從良을 위한 몸값이 마침내 채워지게 된다.

11

풍몽룡 지음, 김진곤 옮김, ≪강물에 버린 사랑≫, 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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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냥을 마련한 후 기생어미를 상대할 때에도 두십낭의 굳은 결심과
뛰어난 재치가 발현된다. 300 냥을 마련해오면 자유를 주겠다는 말은 단지
빈털터리가 된 이갑을 쫓아내려는 수단이었음을 일찌감치 간파한 두십낭은
다음과 같이 기생어미에게 말한다.
내가 엄마 밑에서 이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언 팔 년. 그 동안 내가 엄마에게
벌어 준 돈만 해도 아마 수천 수만 금은 될 거예요. 삼백 냥을 마련해오면 저를
놓아준다는 약속은 엄마 입으로 직접 하신 것이에요. 금액도 맞고, 기한도
어기지 않았으니 어서 약속을 지키세요.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 돈은
낭군께 들고 가라 할 것이며 나는 이 자라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고 말 거예요.
그럼, 사람도 돈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니 그때 가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을
걸요. 12

화류계에서 닳고 닳은 기생어미는 두십낭이 단순히 위협을 하는지 실제로
자결할 결심이 섰는지 간파할 수 있었다. 만약 두십낭이 실제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자살 위협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는 순순히
두십낭을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기생어미는 두십낭을 놓아주면서도
옷 한 벌, 짐 하나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바로 두십낭의 방에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행동을 한다. 이는 작자 풍몽룡이 실제로 당대의 기방 문화와
인심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 개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작자의 가장 주된 목적은 두십낭이 안목과 결단력, 眞情을 갖춘
女中豪傑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청류의녀전에서

상응하는

대목에서

미인은

다음과

같이

기생어미에게 ‘통보’한다.
이미 장부에게 許身한 후는 夫唱婦隨가 여자의 도리라. 첩이 이제 사람을 쫓음에
三綱의 엄함이 이루어지고 五倫의 중함이 갖추인지라. 바라나니 모친은
첩으로서 생각지 마옵시고 만세에 무강하소서.> 한데 그 娼母가 또한 만류할

12

풍몽룡 지음, 김진곤 옮김, ≪강물에 버린 사랑≫, 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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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없고…그 창모가 [배생이 미인과 같이 지낸 5 일간 탕진한] 오천 냥 은자
중에 반을 나누어 주나 또한 받지 아니하며… 13

배생이 5 천냥의 돈을 써서 미인과 같이 오일 밤을 지낸 이후에 미인은
기생어미를 불러 다짜고짜 위와 같이 통지한다. 역시 여인은 한 번 남자에게
순결을 바친 이상 그에게 일부종사하는 것이 삼강오륜의 법도임으로 이제 나는
떠나니 당신에게 작별을 고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개연성이라곤 조금도 없는 황당한 내용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
황당한 것은 기생어미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배생이 탕진한 5 천냥 중 절반을 돌려주려 한다는 것이다.
<杜十娘怒沉百宝箱>에선 從良에 드는 비용인 300 냥 중 절반을 두십낭이
이갑에게 이른바 matching fund 격으로 부담해 주는데 비해 한국 개작본에선
기생어미가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은 기녀가 일부종사하라고 순순히 보내주며
그나마 배생이 탕진한 유흥비의 절반을 순순히 내어주기까지 한다. 조선 말의
상황으로 보아도 혹은 명말의 상황을 대입해보아도 개연성이라곤 정말 조금도
없는 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식으로 맺은 혼인의 언약도 아닌 기녀가
손님에게

일부종사하겠다는

어색한

삼강오륜의

적용이

어째서

<靑樓義女傳>에서는 이리도 지고한 가치인 것일까?

3-3. 두십낭의 자결과 클라이맥스의 훼손
풍몽룡 원작에서는 손부의 설득에 의한 이갑의 변심을 알아챈 두십낭은
놀라울 정도로 평정을 유지한다. 장사치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이 손부의
배로 건너가기 전에 먼저 약속한 천금을 받고 금액을 확인하게까지 한다. 그후
이갑에게 자신의 百寶箱(패물함)의 여러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게 하고 열어
볼 때마다 그 안의 온갖 금은보화와 야명주를 아낌없이 바다에 버린다. 그 후
준열(峻烈)하게 손부를 꾸짖고 백보상과 함께 투신한다. 그녀가 백보상의 3 단
서랍을 하나하나 열며 그 안의 희귀한 보화를 아낌없이 강물에 던질 때

13

이재선, ≪한말의 신문소설≫, 100-10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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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불며 매달리는 이갑과 두려움에 하얗게 질리는 손부의 표정, 그리고 손부를
향한 준열한 꾸짖음과 眞情을 저버린 이갑에 대해 “내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버린 것”이라 따지고 투신함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장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동감과 동시에 두십낭의
고귀한 결단에 경탄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
두십낭을 돈으로 사려 한 손부는 결국 이 때의 충격으로 미쳐 죽고 만다. 한편
두십낭의 영혼은 후에 우연히 강을 건너던 유우춘이 두십낭이 안고 투신한
백보상을 건지게 하여 그의 은혜에 보답한다. 비록 기녀의 몸이나 끝까지
자신의 眞情을 간직한 채로 스스로를 희생해 恩怨을 하나하나 가려 분명히 갚은
두십낭은 ≪情史≫에서의 풍몽룡의 언급대로 情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靑樓義女傳>에서 미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眞情이
배신당한 것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돈을 받고 자신을 판 배생과 산 이생에 대한
경고도 아닌 “돌아보건데 무엇이 한 번 죽기가 어려워 兩人에게 몸을
허하리오” 14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一夫從事적인 관점에서의 貞操를 지키기
위한 목적 하나뿐이다. 청루열녀전의 개작자는 이를 ‘節槪’와 ‘義氣’라고 칭하며
찬양한다. 배생과 이생은 미인이 투신한 후 각자 도망할 뿐 어떤 벌도 응보도
받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원작에서 두십낭의 진심을 알아보고 백 오십냥
은자를 제공한 유일한 인물인 유우춘이 패물함의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인이 탄 배를 저었던 사공이 물에서 錦囊 하나를 건지는데 돌연 일개 관인이
나타나 사공에게서 금낭을 사서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낸다. 그 종이 안에는
검은 암소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암소는 수천 마리의 암소를 복제
생산해내는데 이와 같이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다. 마치 전우치전 류의
도술이나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화수분을 연상케하는 이러한 황당한 결말은
심각하게 개연성을 결여해서 독자가 황당함까지 느끼게 한다.

4.

14

결론

이재선, ≪한말의 신문소설≫, 10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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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靑樓義女傳>의

유일한

주제라고는

여자는

양갓집

규수이든지 기녀이든지 낭군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든지
어떤 상황에서건 결코 자신의 정조를 첫 남자 외에 다른 이에게 허락하여서는
안 되고 이렇게 죽음으로서 정조를 지키는 여자만이 ‘義女’로서 칭송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풍몽룡이 그의 ≪情史≫와≪三言≫ 등의 작품에서
역설하는 가치는 이와 크게 다르다. 육체적 순결에 속박되기 보다는 인간
본연의 진실한 감정(眞情)에 충실하고 이에 헌신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기존의 문학 작품을 개작 혹은 번안할 때 개작자가 꼭 원작의 주제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靑樓義女傳>의 개작 양상은 원작의 주제나 창작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개작자가 가진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의 선전에만 주력한 개작은 졸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杜十娘怒沉百宝箱>이 나온 지
무려 300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시도된 한국판 개작이 원작 소설의 수준을
최초의 prototype story 인 <負情儂傳> 고사 정도로 되돌렸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杜十娘怒沉百宝箱>은 일본에서도 Tsuga Teisho 都賀庭鐘 (1718–
94)에 의해 “Eguchi no yuŭjo hakujoŭ wo ikidoŭrite shugyoku wo shizumeru koto”로
번안되었다. 중국 원작과 일본 번안과 한국 번안의 삼각 비교도 의미 있는 학술적인
결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스스로를 진정한 風流客이라 여겼던

풍몽룡은 <杜十娘怒沉百宝箱>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다음과 같은 시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靑樓義女傳>의 작자를 풍몽룡이 풍류와 정을 아는 사람으로 평가했을지 의문을
품으며 졸문을 마친다. 15

15

작중 이갑의 친구인 유우춘이 두십낭에 대해 한

“此婦真有心人也。既系真情，不可相負”란 말은 사실상 풍몽룡이 이갑과 독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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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풍류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지니,
정이란 이 한 글자만도 얼마나 어려운가
그대 정이란 이 한 글자 제대로 아신다면,
그땐 풍류를 이야기하여도 부끄럽지 않으리. 16

16

풍몽룡 지음, 김진곤 옮김, ≪강물에 버린 사랑≫, 13, 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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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ucian Chastity over Authenticity of Feeling: Ideological Revision of “Du
Shiniang Sinks the Jewel Box in Anger” in Chosŏn Korea
Hyuk-chan Kwon(City University of Hong Kong)
The courtesan Du Shiniang 杜十娘 is one of the most memorable characters in
Feng Menglong’s 馮夢龍 Sanyan 三言 collection as well as in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Du Shiniang’s story is best known as a colloquial narrative, “Du Shiniang
Sinks the Jewel Box in Anger” included in Feng Menglong’s second Sanyan collection
of 1624. The Du Shiniang story was also well-known in premodern Korea given that
Extraordinary Stories Old and New 今古奇觀 was widely circulated in the late Chosŏn
period. Its Korean vernacular adaptation, Tale of a Righteous Lady from a Brothel
House, was serialized in Taehan maeil sinbo, a Korean newspaper in 1906. This
adaptation discloses many structural changes, showing a shift of the main theme from
authenticity of feeling to Confucian chastity. In the adaptation, the female protagonist
is remembered for manifesting strict Neo-Confucian moral codes rather than being a
romantic heroine in the original.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track how Korean Confucian literati re-created this
story by investigating how the protagonists in the adaptation are re-characterized, what
part of their characters are added to, erased or fabricated, and whether these changes are
made with a certain ideology or philosophy. In this way, this paper explores how a
foreign narrative is received by readers of other cultures, and in the course of receiving
a foreign literary work, how the text is altered, manipulated, and transformed by the
ideological preferences of the translators for the target readers in a distinc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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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소설<杜十娘怒沉百宝箱>의
한국 번안 양상의 이데올로기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장수용(대만 문화대학교)

권혁찬 선생님의 논문「명대 소설<杜十娘怒沉百宝箱>의 한국 번안 양상의 이
데올로기적 고찰」을 잘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 근대 소설사에서 주목 받지
못한 번안 소설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로 한국 근대 초기 번안 소설의 변천과정
을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1906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
된 <청류의녀전(青樓義女傳) >을 원작 퐁몽룡(馮夢龍)의 <杜十娘怒沉百宝箱(두십
랑노침백보상)>과 비교하여 번안 낙차를 실증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변이 내용
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악작 <청류의녀전>의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원작 <두십랑노침백보상>이 ‘정협(情俠)’ 이라는
요소에 의거해 작품의 개작을 살펴봄으로써 원작과 달라진 번안물의 문제점을 파
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논지에 동의하며 본 발표에서 궁금했
던 몇 가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청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발표 논문의 “2. 주인공 캐릭터의 변이와 변용”은 번안작 <청류의녀전>의
개작의 양식과 내용적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개작을 위하여, 주
제와 배경 사상의 삭제, 등장 인물들의 이름의 변이, 두십낭 ‘정협’ 캐릭터의
주체성 상실, 텍스트 길이나 서사구조의 퇴화 등, 원작의 고도 축약과 첨삼이 번
안 작가의 역량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근대 초
기 새로운 신문 매체인 『대한매일신보』의 편집 관례나 1900년대 후반과 연관된
번안소설의 양식적 모형에 대한 실제 상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
어 191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조중환의 번안 소설 <장한몽>은 1,760매 분량으로,
1913년 5월 13이부터 10월 1일까지 사개월 반 동안 총 119회에 걸쳐 연재된 점과
대비해, 1900년대 후반에 단행본 또는 신문 연재 소설이 약 300~400매 안팎의 분
량으로, 구체적으로 <청류의녀전>의 경우, 1906년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연
재된연재 횟수가가 불과 11회였습니다. 당시의 번안소설의 소설사적 현황 및 번
안 양상을 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원작과 달라진 번안물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전체적인 번안양상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이 부
분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 번안 작가가 지향하는 개작의 주제의식과 ‘義女’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궁금한 점입니다. 발표 논문의 “3. 두십낭 캐릭터의 평면적 비현실적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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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작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구한말의 성리학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적나
라하게 드러냈다” 라고, 그리고 “4. 결론”에서는 <청류의녀전>의 유일한 주제
가 일부종사 죽음으로서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여자만이 ‘義女’로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작가가 원작의 주제와 창작 의도
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개작가가 가진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의 선전에만 주력
한 개작”이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개작의 이데
올로기적인 변화에 대해 근대 초기 역사적 상황은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 주권 박탈이래 애국계몽기 시대의식의 대두로
충군애국사상의 교육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대한매일신보』의 민족
지적 성향을 넘어 번안 소설 <청류의녀전>에 내재하는 ‘義女’라는 역사적 이데
올로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발표 논문의 “2. 주인공 캐릭터의 변이와 변용” 소결 부분에서 한국에 수
용된 두십랑 고사를 다룬 문헌과 <청류의녀전>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 주셨습니다. 두십랑 고사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1886년 11월 30일
과 12월 2일 이틀에 걸쳐 『한성신보(漢城新報)』에 실린 <기연중절(奇緣中絕) >
과 <청류의녀전>의 번안양상을 비교한 연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연중절>이

<청류의녀전>보다 앞선 신문 매체에 실린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청류의녀전>
으로의 번안 양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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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이후’의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 연구
장수희 1

1. 완결된 이야기와 통속서사화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는 단절적이고 고립된 양
상을 보여준다.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전의 서사, 전장과 위안소에서의 모습
재현, 그리고 해방 이후의 삶이 각각의 작품군들 속에서 분절적으로 서사화되거
나 장면화 되기 때문이다. 2 일본군 ‘위안부’ 서사가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전위안소에서의 경험-해방 이후의 삶이 연결되어 완결된 이야기로서 등장하는 것
은 1977년 『일간스포츠』에 연재된 『여명의 눈동자』와 1982년 『에미 이름
은 조센삐였다』에서이다.
추리소설 작가인 김성종은 『여명의 눈동자』를 쓰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
해 “일본군의 제물로 바쳐진 여자정신대 출신 종군위안부에 대한 자료가 전무
하다는 사실이었다. 막연히 조선 처녀 7,8만명이 그것도 열일곱, 열여덟의 꽃같
은 숫처녀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일본군들의 섹스 배설물을 받아내는 공동변소
로 전락하여 처참하게 짓이겨졌다는 것 정도 외에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3 라고 말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의 자료부족을 토로한
바 있다. 이전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를 재현한 서사들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모습이 서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침묵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일제강
점기부터 해방, 한국전쟁을 망라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1977년 7월 9일 토요일 『경향신문』하단 광고에 다음과 같은 소설책 광고
가 실린다.

1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2

60년대와 70년대 한국 소설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가 분절적이고 고립된 양상으로 존재해

왔음을 구체적인 작품 발굴을 통해 밝히고 있는 연구로 장수희, 「단절과 고립의 냉전서사로서의 일
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1960~1970년대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중심으로」, 『감성연구』제22집,
2021 참조.
3

김성종, 『여명의 눈동자 10』, 남도, 1981,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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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폭발적인 인기 속에 「日刊스포츠」紙에 연재되고 있는 金聖鐘의 大河小說입니다.
殺人〮◌强姦〮◌暴力〮◌破壞로 점철된 이 小說은 現代史의 아픔을 꿰뚫고 噴出하는 그 장엄하고 웅
휘한 人間 드라마라는 점에서 讀者들의 피를 들끓게 하고있는 것입니다.

1977년 『일간스포츠』에서 연재되고 살인, 강간, 폭력, 파괴로 점철되어 있
다고 광고하는 이 소설은 바로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이다. 당시에도 인기
가 있는 소설이어서 『매일경제』신문의 ‘금주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도 몇 번이
나 실리고 있다. ‘살인, 강간, 폭력, 파괴’라는 통속적인 내용임을 표명하면서도
‘현대사의 아픔’이라는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소설은 이후 MBC 창사 30
돌 특집드라마로 제작되어 1991년 10월부터 1992년 2월까지 방영되었고 시청
률 50%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
당시 신문 보도들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드라마의 장면에 대해
“여자정신대 활동장면” 5 이라고 한다거나 “정신대로 끌려온 여옥은 야스무라 대
좌 방에서 강제로 하룻밤 수청을 들게 된다” 6 라고 내용 소개를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
이처럼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후 드라마로 창작되면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들이 활발하게 드러난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1991년은 김학순이 일본
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성폭
력에 대한 몰이해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1977년 발표되었던 소설 『여명의 눈동자』는 1990년대에 드라마화 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7 드라마와 소설 <여명의 눈동자>의
대중적 성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라는 사건은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서사가 다량 생산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지금도 『 여명의 눈동자 』 를 일본군 ‘위안부’ 서사로서 연구한 단독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여명의 눈동자』와 1990년대 한국 문학에
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대중서사의 존재 양상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4

「<여명의 눈동자> 앙코르 방송」, 『경향신문』, 1992년 10월 31일자.

5

「<여명의 눈동자> 10월 7일 첫선」, 『경향신문』, 1991년 9월 27일자.

6

「일본군의 살육현장 목격 MBC창사 30돌 특집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한겨레』, 1991년

10월 6일자.
7

「영상화된 소설 잘팔린다」, 『동아일보』, 1991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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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 ‘위안부’와 스파이 이야기

『여명의 눈동자』는 태평양 전쟁 말기 ‘정신대’로 징집된 여옥이 중국의 전
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시작된다. 일본군의 성폭력과 위안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이 반복되던 중 위안소로 온 조선인 군인이었던 최대치를 만나 서로
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사랑하게 된다. 여옥은 대치의 아이를 임신하지만
대치는 버마로, 여옥은 사이판의 위안소로 보내진다. 사이판이 미군에게 점령되
자 여옥은 포로수용소로 가게 된다. 포로수용소에서 하림의 도움으로 아기를 낳
은 여옥은 미국 OSS의 첩보원 교육을 받고 일제하의 조선으로 침투한다. 첩보
원으로서 여옥은 원폭이 투하되기 전 나가사키로 가 미군들이 포로로 있는 포
로수용소의 위치를 알아 내 미군의 원폭 투하에서 미군들을 살리는 공로를 세
운다. 그러나 해방 직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던 중 해방을 맞게
된다. 해방 후 미군에서는 여옥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여옥은 미정보부의 사
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해방전 같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던 여옥과 하림이 해
방 후 결혼하기 직전에 북쪽에 있던 대치가 여옥을 찾아와 결혼은 무산된다. 대
치는 여옥에게 미정보부의 정보를 요구해 여옥은 괴로워하지만 미군의 정보를
빼내 대치에게 준다. 이후 4.3과 여순사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 여옥은
대치의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결국 지리산에서 대치와 죽음을 맞이한다.
1970년대까지의 여타 일본군 ‘위안부’ 서사들은 위안소로 가기 전의 상황만을
그리거나( 「 수라도 」 등), 전쟁이 끝난 후 피해자들의 삶과 생활을 그리거나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등), 전장에서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함락직전」
등) 존재해왔다. 이러한 서사들이 위안소로 가기 전의 상황과 일본군 위안소에
서의 생활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의 삶으로 연속적인 서사로 구성된 것은 『여
명의 눈동자』에서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연속적인 서사로서 구성해 소설 속에 드러내는 것은 이전
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작품들 속에서 나타났던 여성인물의 침묵이나 서사의
공백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방법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한 전형을 만들기도 한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후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을 했고, 다양한 피해
사례가 기록되어 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전형성은
피해자들의 역사와 경험을 대표해버리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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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완결된 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여명의 눈동자』가 어떤 방식으
로 일본군 ‘위안부’를 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현이 어떠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지 의미화 하는 일은 이후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 반드
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1) 성노예화의 성애화
앞서 언급했다시피 『여명의 눈동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전의 서사와
위안소에서의 생활, 전쟁이 끝난 후의 삶이 시간적 순서대로 이어지는 텍스트이
다. 이전 시기의 서사에서 전장과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
았던 데 비해,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집중적으로 조명
되고 장면이 확장되어 있다. 특히 위안소에서의 강간과 폭력의 재현은 성폭력과
성노예화의 시스템으로서의 위안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성애화하기도 한다. 이
를 통해 “남성이 야만화될 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강간이
다” 8 라는 방식으로 전시성폭력을 자연화시키고 가해자들에게 가해의 근거를 만
들어준다. 『 여명의 눈동자 』 를 홍보하는 문구였던 ‘살인, 강간, 폭력, 파괴’는
여주인공인 여옥이 겪게되는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인-일본인
을 가리지 않는다. 여옥은 이 소설 속에서 일본인이나 조선인 모두에게 ‘성적
대상’, 성폭력의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이는 소설이 직조한 세계 속에서 여성은
전쟁시와 평화시를 가리지 않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는 앞서 소개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대한 보도 중 사용된 ‘수청’이나
‘활동’이라는 단어 사용 등에서도 드러난다. 소위 ‘민주화 이후’라고 불리는 시기
에 드라마화 되지만, 그 ‘민주화’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재고해 볼 문제
이기도 하다. 9

2) 민족을 구성하는 여자 스파이 서사와 모성신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은 조선인 학병이었던 최대
치의 아이를 낳고, 사이판에서 미군의 포로가 된다. 포로수용소에서 여옥은 미
8

김성종, 『여명의 눈동자 2』, 남도, 1978, 16쪽.

9

1988년에 나온 영화 <매춘>에서는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여자에게 포주가 접근해 일자리 제의

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서울역 앞에서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의 받은 여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데 포주는 “가보고 싫으면 다시 와도 돼. 강요하진 않아. 민주화니까”라고 대답한다. ‘민주
화’ 한편에서 올림픽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산업화가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
는 것은 ‘민주화’에 여성이 제외되어있었다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한다. 이는 한국 여성운동의 역
사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김학순의 증언이 가능했지만, 재현체계에서 내에서 성폭력과 여성혐오적 서
사의 생산과 재현이 반복되어 왔음을 겹쳐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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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OSS 요원 교육을 받고 스파이로 조선으로 파견된다. 일제 말기 스파이 담론
에서 여자 스파이는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고, 외국어에 능하고, 외국인과 친숙
하게 지내며, 외국의 지식을 습득한 여성들로 성적 능력을 통해 남성을 유혹하
고 파괴하는 존재였다. 10 이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국제적이거나 초국가적인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공포, 근대적 지식과 권력을 지닌 여성에 대한 공포
를 동반하고 있다. 11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은 스파이 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스파이 교육 이후에는 여러 국경을 넘나들며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소설에서 주체성을 가진 일본군 ‘위안부’의 귀환은 스파이 담론에서 대상화
되는 스파이 되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의 귀환이
가부장적 민족공동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선
인 학병의 아이를 낳은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이자 민족을 위해 여자 스파이가
되는 여옥은 조선이라는 민족으로의 가시적 ‘귀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많은
일본군 ‘위안부’들이 조선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고향으로의 ‘귀향’이 불가능했
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일제 말기에는 ‘좋은 일본인 만들기’를 담보하는 적대로서의 ‘스파이 담론’이
유행는데, 『여명의 눈동자』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스파이 만들기”는 민족 공
동체를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의 탈바꿈을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는 미군의 스파
이 교육에 여옥이 선정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들어진다.

첫째, 그녀는 보기 드물게 미인이라는 점이다. 적지에서 첩보공작을 함에 있어서는 미인계가 절
대 필요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둘째, 그녀는 조선 여인들 중에서는 인텔리에 속한다는 점이다. 여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논리적
인 사고능력이 있고, 판단에 정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인텔리 여성일수록 교육시키기에 편리하
다.
셋째, 그녀는 조선인일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짓밟힐 대로 짓밟혀 날개도 잘리고 살도 뜯기고
뼈도 갉아먹힌 위안부 출신이다. 따라서 일본군에 대한 증오심과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다. 이 증
오심과 원한을 이용하는 것이다. 증오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사명감에 불타기 마련이다.
넷째, 그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위장이 될 수 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의심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그녀는 나이가 어리다. 이것 역시 좋은 안전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이
가 어린 만큼 순수하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훌륭한 첩보원이 될 수 있다. 12(밑줄은 인용자)

10

권명아, 같은 책, 214~216쪽.

11

권명아, 앞의 책, 214쪽.

12

김성종, 『여명의 눈동자 3』, 남도, 1978,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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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은 미인, 인텔리, 위안부 출신, 아이의 엄마, 젊은 여성이라는 조건을 갖
고 있기때문에 여자 첩보원으로 발탁된다. 성적 능력을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
성이 남성을 파괴하는 여자스파이라는 ‘스파이 담론’에 그대로 부합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여자 스파이는 일본과 미국 둘 다에게 위협적이었을 터이다. 그
러나 여옥에게는 조선인 학병의 아들을 낳은, 즉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
이 미국과 민족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근거로 작동한다. 역시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로서 귀환이 불가능한 여성이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담보
하면서 귀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3
그러나 ‘조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자격이 여옥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식
민지시기까지이다. 해방 이후 미정보부의 사무원이 된 여옥은 공산주의자 남편
대치의 강요로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행위를 한다. 여기서 여옥은 ‘조선인 아들
의 어머니’라는 정체성보다는 ‘빨치산의 아내’, ‘빨치산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
또다시 여자 스파이가 되어버린 여옥은 민족공동체를 지켰던 여자 여자스파이
에서 ‘남한’을 구성하는 적대로서의 여자 스파이로 바뀌게 된다. 여옥을 민족을
위해 일하는 여자 스파이로 생존하게 해줬던 ‘조선인 학병의 아들’은 이제 남한
을 위협하는 ‘빨치산의 아들’이 된다. 소설 속에서 한국전쟁 중에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냉전 남한의 재현체계가 ‘조선인의 아들’ 중에서 ‘빨치산의 아들’을 삭제
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증언이라는 사건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노동
성 국장이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데리고 다녔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에 항
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되었다. 14 정대
협 결성 당시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운동단체는 있지만 ‘피해자가 없
는 문제’였는데 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이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증

13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이 포로수용소에서 하림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하는 장면은 신비화

되어 신화처럼 묘사된다. 출산 이후에도 여옥은 여전히 ‘성적대상’으로 타자화되지만, 한편으로 ‘조
선인 아들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보호의 근거로 작동된다.
14

이타가키 류타〮◌김부자 엮음,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배영미〮◌고영진 옮김, 삶창,

2016, 1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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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었다. 15 소설과 드라마, 신문기사에서 섹슈얼을 강조하는 수사 혹은 민족적
수난, 여성수난사로 재현되어온 일본군 ‘위안부’가 실재하고 생존하는 증언자로
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증언의 사건성은 재현체계 내에서 사건의 소재화로
치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대중서사화의 확대와 성애화하는 일본군‘위안부’ 서사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후’ 다수의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생산된다. 그 중
많은 서사들이 이른바 ‘대중서사물’로 분류되었고, 소설이 출판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없다.
한국현대소설 안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만을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은 1982
년에 발표된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이다. 그러나 윤정모의 작품
전후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좀처럼 찾아
보기 어렵다. 서사화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할 근거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김소륜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사의 부재(不在)는 역
사적 상처에 관한 치유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 바 있
다. 16
통속소설로 분류된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이른바 ‘문단’에서 일본군‘위안부’
서사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문단에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부재’하다고
진단되었다. 나아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작품과 작가로 항상 언급되는 『여
명의 눈동자』의 김성종과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윤정모 조차 이른바
‘등단작가’ 취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17
이처럼 ‘문단’ 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오히려 통
속소설에서는 끊임없이 출현해 왔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보여주는 한
국사회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
먼저 1991년 이후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첫 번째 특징은 대중서사의 증가이
다.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위안부’로 가기 전의 상황-위안소에서의 경험-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서사가 정형화되어 반복생산 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라
15

같은 책, 165쪽 참조.

16

김소륜,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한계와 가능성-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제

51집, 2020, 116쪽.
17

허윤, 「일본군‘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9권0호, 2018,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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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일본군‘위안부’ 대중소설의 출판 현황을 간략
하게 개괄해 보자.

<1990년대 출간된 대중소설 목록>
지은이

제목

출판사

연도

백우암

조선여자 정신대

민성사

1992

허문순

여자정신대

자유시대사

1992

성병오

은하에 잠긴 별

해성

1993

윤산

만연산

쟁기

1994

장재영

태양의 몰락

열매

1994

허문열

일본의 여자 한국의 여자

신라원

1996

한정영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앞선책

1997

정현웅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대산출판사

1999

먼저 1989년에 『여자정신대』 18 를 출간했던 백우암은 1992년에 민성사에서
다시 『조선여자정신대』 19 를 출간한다. 이 해에 1989년 자유시대사에서 『분
노의 벽』을 출간했던 허문순이 『여자정신대』라는 제목으로 같은 소설을 다
시 발표한다. 1993년에는 성병오가 『은하에 잠긴 별』 20을, 이후 1994년 윤산
이 『만연산』 21을, 장재영이 『태양의 몰락』 22을 출간한다. 1996년에는 허문열
이라는 이름으로 허문순의 『분노의 벽』과 『여자정신대』라는 제목으로 발표
했던 소설을 『일본의 여자 한국의 여자』 23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한다. 1997
년에는 한정영이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24가 출판되고, 1999년에
는 정현웅이 1989년 『잃어버린 강』 25 으로 발표했던 소설을 개작하여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26 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한다. 1990년대에 이러한 대
중소설을 제외하면 외국어로 된 일본군‘위안부’ 소설 번역과 어린이/청소년 소설
만 남는다. 2000년대에 일본군‘위안부’ 서사 중 주를 이루는 것이 외국문학의
번역과 어린이/청소년 소설임을 감안한다면, 1990년대의 일본군‘위안부’ 대중서
사의 유통이 상당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8

백우암, 『여자정신대』, 청담문학사, 1989.

19

백우암, 『조선여자정신대』, 민성사, 1992.

20

성병오, 『은하에 잠긴 별』, 해성, 1993.

21

윤산, 『만연산』, 쟁기, 1994.

22

장재영, 『태양의 몰락』, 열매, 1994.

23

허문열, 『일본의 여자 한국의 여자』, 신라원, 1996.

24

한정영,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앞선책, 1997.

25

정현웅, 『잃어버린 강』, 행림출판사, 1989.

26

정현웅,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대산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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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뚜렷한 경향은 위안소에 가기 전의 이
야기-위안소에서의 이야기-해방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다는 것이었다. 이후 대중서사화 되면서 위안소를 중심으로 가기 전의 이야기와
다녀 온 후의 이야기가 만들어 지고, 위안소에서의 성폭력 장면 묘사가 확대되
면서 일본군‘위안부’ 서사들이 성애화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영화와 소설에서
일본군‘위안부’를 성애화하는 서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27 김청강은 1990년대 이
전 영화에서의 ‘위안부’ 재현 방식이 곧 ‘위안부’가 잊혀지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8
1990년대에 출간된 대표적인 작품들은 1989년에 이미 다른 제목으로 출판된
작품이 개작되거나 출판사만 바꾸어 다시 출판한 것들이었다. 언론에서도 당시
에 잇달아 출판된 『잃어버린 강』, 『분노의 벽』, 『여자정신대』는에서 다음
과 같은 비판이 나온다.

최근 서점가에 정신대를 다룬 장편소설들이 앞을 다투어 등장했다. 정현웅의 <잃어버린 강>,
허문순의 <분노의 벽>이 나란히 출간됐고 앞서 나온 백우암의 <여자정신대>까지 합하면 정신대
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은 3종이다. (중략) 그리고 당대의 엄혹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개연성있는
인물들을 설정하고 인물들간의 비켜가기 어려운 관계를 드러내는 최소한의 문학적 배려도 없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성학대’라는 형식을 빌려 시종 가학적 성유희에 대한 외설스런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일약 사령관 부인으로 발탁되는 한 미색의 위안부의 ‘활약상’은 이 ‘역사소설’에서
‘역사적 개연성’을 철저히 제거해냄으로써 명실공히 포르노소설로 입지케 해주는 비상식적인 장치
일 따름이다. 29

이러한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성애화는 한편 김청강의 주장처럼 ‘문단’에서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다루지 않게 되는 것과 이어져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대중소설 중에서 『만연산』과 『태양의 몰락』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훼손
된 여성/민족 수난사로 간주하고, 서사 내부에서 일본인에게 성폭력을 통해 복
수한다는 줄거리이다. 『만연산』은 후지모리가의 딸 아끼꼬가 실종되어 조선에
서 ‘봉애’라는 이름으로 키워지고 자신의 아버지 앞에 정신대원으로 서게된다는
내용이고, 『태양의 몰락』은 “종군위안부 출신 어머니를 둔 주인공이 일본 왕

27

박현선, 「일본군‘위안부’의 영화적 기억과 크로노폴리틱스」, 『대중서사연구』제26권1호, 2020.

28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 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문

29

조선희, 「민족수난 상징을 선정주의 소재로」, 『한겨레』, 1989년 5월 26일자.

화연구』제71집, 2017,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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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비를 납치해 테러 강간하며 복수극을 펼친다는 내용의 추리물” 30이다.
한정영의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는 “일본군‘위안부’였던 할머
니의 과거를 괴로워하다가 실종된 애인을 찾는 주인공의 추적을 통해 역사적
상처를 되짚어 본 소설” 31로 추리소설 형식으로 흥미위주의 서사를 생산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성애화된 일본군‘위안부’ 소설들의 서문이나 ‘작
가의 말’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는
정의로운 의도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혐오적이고 성애화된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와 이와 대비되는 ‘정의로운 머리말’을 살펴보자.
허문순의 장편소설인 『분노의 벽』의 ‘작가의 말’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는 정의로움이 넘쳐난다. 또한 포르노그래피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소설은 자칫 상상이 비약하여 픽션이 너무 강조도리 소지가 있는 것이 약점이다. 노력을 게을
리하면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비참하게 농락당하는 포르노그래피적 에피소드의 모음으로 전
락할 우려가 있다.
내가 ‘조선정신대’ 이야기를 쓰리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행위의 묘사에
만 치우쳐 삼류 포르노 소설로 전락하는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잔학 포르노’의 틀이 갖추어지겠지만, 그것으로 시종한다면
집필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 적어도 ‘실사적(實史的) 잔혹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실사적 위안부
이야기가 되려면 참고될 문헌이 있을 때 그 구성이 가능한데 문헌이 없다. 문헌이 없으니 의욕은
있어도 붓을 들 수가 없었다.
소재로만 쓴다면 별로 어렵지 않다. 능욕하는 쪽 남자와 당하는 쪽 여자의 접촉 행위는 그 당
사자 이외엔 쉽게 알 길이 없어 상상력만 동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쓸 바에는 쓰
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몇 번 유혹을 느끼다가도 붓을 놓곤 했다.
재료, 재료, 하고 안타깝게 찾던 중, 드디어 살아있는 증언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아 거의 객
관적으로 엮은 귀중한 자료를 발견하여 힘을 얻었다. 그 뒤 몇 해 동안 자료 수집, 드디어 이제는
밀도 있는 실사적 작품을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붓을 들어, 1년만에 하나의 실록 소설의 모
습을 갖추어 놓을 수 있었다. 32

일본군‘위안부’ 서사 중 통속화된 대중서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
는 정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머리말’이 있어도 이를 배반하는 성애화된
내용을 가지기 일쑤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적 젠더문화와 이에 대한 지

30

「브로커 증권사 직원이 쓴 추리소설」, 『매일경제』, 1997년 1월 14일자.

31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한겨레』, 1997년 1월 7일자.

32

허문순, 「작가의 말」, 『여자정신대』, 자유시대사, 1992,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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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의 반성적 성찰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민족의 비극으로 받아들여 ‘정의롭게’ 일본군‘위안
부’와 관련된 서사를 생산하지만,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성애화시킴으로서 작가
자신이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적 시선을 구현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수치스럽다고 해서 피하거나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웃 마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할머니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구상은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중략)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분노했고, 여러 번 키보드에서 손을 놓을 만큼 몸이 떨렸다.
넘치는 슬픔과 분노로 소설을 썼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33

정현웅은 작가의 말에서 일본군‘위안부’들이 겪은 폭력을 ‘수치스러운’ 일로
전제하고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슬픔과 분노’로 소설을 썼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에서 물어야할 것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주체는 누구인가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일 것이다. 민족의 남성 주체로서의
감각은 이 시기 다른 일본군‘위안부’ 소설들의 「작가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처절하게 찢기는 한 일본 여성을 그렸는데 이야기의 초점은 저들의 잘못
된 역사 인식에 맞추기 위하여 전쟁을 주도하고, 후지산을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후지모리가의 우
두머리인 하요시의 세 살 난 딸 유끼꼬를 등장시켜 나가사끼항에서 실종, 여수로 떠나는 배에 승
선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화순 장터로 데려와 조선인 봉애로 성장하게 하였고 20년이 흐른
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인 하요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책임자로 가 있는 중국 공작
지의 정신대원으로 보내어 아버지 하요시 앞에서 옷을 벗기고 처절하게 몸이 찢겨가는 작업을 시
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일본의 침략에 대한 나의 보복이 그녀에게 가해진 것인지 모른
다. 34

장편소설인 『만연산』에서는 일본인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서사를 통해
문학적으로 ‘보복’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민족 주체로 화한 남성작가가 전쟁
중 여성성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의식조차 보이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정의
로운 ‘보복’인양 「작가의 말」에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종군 위안부의 고통을 아는가?
33

정현웅, 「작가의 말」,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대산출판사, 1999, 5~7쪽.

34

윤산, 「작가의 말」, 『만연산』, 쟁기, 1994,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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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갔는지를 아는가?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일 뿐이다. 작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창조적인 허구의 세계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종군 위안부의 고통과 한을 가해자 측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이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었다. 35

『태양의 몰락』을 쓴 장재영은 ‘비극을 이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
과 가해자 측에 일본군‘위안부’의 한과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겠다는 정의
감에 집필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작가의 말」에 질문했던 “당신
은 종군 위안부의 고통을 아는가? 그들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갔는지를 아는가?”는 작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물어야 하는 질문일 것이다

5. 결론
증언이라는 사건 이후에도 1990년대 대중소설들은 『여명의 눈동자』를 광
고했던 ‘살인, 강간, 폭력, 파괴’의 서사를 반복 재생산 했다. 1991년 이후 실재하
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계속되는 한편, 반동적으로 여성혐오적 서사들이 계속
생산되어 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두 갈래의 서사가 공진화
하며 생산되어 왔다는 것에대한 서사분석은 이어지는 연구로 계속하겠다.

35

장재영, 「작가의 말」, 『태양의 몰락』, 열매, 1994,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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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분단소설의 트라우마 양상 고찰
-《마당깊은 집》을 중심으로장수용 1
1.머리말
이 글은 1970 년대 대표적인 분단소설 작가로 꼽히는 김원일(1942~)의 자전적
소설

《마당깊은

집》

(1988)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직후,

전후

대구의

시대상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편모슬하의 억압과 속박으로 인해
유년화자가 경험하게 된 심리적, 정식적으로 지대한 상처가 《마당깊은 집》에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의 『트라우마 및 회복: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 2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재해석해 볼 것이다.
김원일 3은 경남 김해군 진영읍에서 좌익활동가인 부친 김종표와 모친 김말선의
3 남 1 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4 살에 해방을 맞는다. 이후 진영 대창초등학교를
거쳐 서울 영희초등학교 편입하게 되는데 재학 중이던 9 살에 한국전쟁의 발발로
그의

부친이

단신

월북하게

되면서

모친과

가족들이

고향

진영을

거쳐

1954 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대구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김원일은 1970 년대부터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상처와 치유의 문제를 다루며
1970 년대 한국 분단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그는 유년기 전쟁을 체험한
세대로서

조정래 윤흥길ᆞ이청준ᆞ오정희ᆞ 김승옥ᆞ조정래 등과 같이 대체로

1940 년 전후에 출생하여 소년기 때 6 ᆞ 25 를 겪었으며 60 년대에 등단하여
1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2 주디스 허먼，최현정 역(2012).
3

《트라우마: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서울: 열린책들.

김원일은 1960 년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해 대구에서 서울로 떠나, 1962 년, 서라벌예대를

졸업하고 다시 대구로 내려온다. 1963 년 영남대학 국문과에 편입하고 9 월에 군입대하며 1968 년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1966 년 매일문학상(대구.매일신문) 공모전에 《1961 ᆞ알제리아》가
당선되면서 등단하였으나, 평단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다. 1973 년 자신의 가족사를 형상화한
《어둠의 혼》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973 년
첫 소설집 《어둠의 혼》을 출간하였고, 이후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상처를 그린 《오늘 부는
바람》(1975),《마당깊은 집》』(1988) 등을 출간했다. 1978 년에는 장편 《노을》로 ‘대한민국
대통령상’과 ‘한국소설문학상’을 받으면서 문학적 위상을 인정 받게 된다. 그의 중단편 소설들로
1973 년 소설집 《어둠의 혼》을 비롯해, 《도요새에 관한 명상》(1979)등과, 장편소설로 《불의
제전》(1980~1989), 《아우라지 가는 길》(1996) 등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1990 년
《마음의 감옥》으로 제 14 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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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년대에 그 역량을 인정 받게 된다. 4 초기의 대표작 『어둠의 혼』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문제와 그로 인한 가족의 고난을 주요 서사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장편소설 《노을》은 《어둠의 혼》에서와 같이 이념
대립으로 가족의 고난을 다루고 있지만, 《어둠의 혼》보다는 이데올로기 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대되어 다루고 있다. 《마당 깊은 집》(1988)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4 년의 대구를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13 살 유소년의 시각에서 당시의
전후 대구의 시대상,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편모슬하의 억압과 상처를
형상화하였다.
작품에서 가족의 구심점이여야 할 아버지의 부재로 가족 공동체에게 안겨 준
상처는 결국 어머니의 부당한 대리부권의 폭력으로 유소년 화자에게 전이되면서,
특히 허먼의 트라우마 양상 중 특정한 가족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인한 ‘이중 의식’, ‘자기 비난’, ‘몸에 대한 폭력’, 그리고 공포로
인한 ‘침투’, ‘속박’ 등의 증후를 통하여 전쟁의 비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마당

깊은

집》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트라우마적 시각은 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견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억압’ 개념이 치료를 통해 제적해야 할 어떤 증후라고 본
반면, 주디스 허먼은 그것을 규범으로 격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억압된
기억을 다시 경험하고 애도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고 보았다. 5 그리고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 개념에서는 외상 사건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허먼의 ‘침투’의 개념이 치유의 시도를 나타내는 특징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필자는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및
회복: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 이론을 방법론으로 김원일 소설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과, 트라우마의 원인과 치유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에서 한국전쟁
직후, 대구를 배경으로 한 유소년의 트라우마가 소설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 그 재현양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의 분석을 마련해보도록
한다.

2. 억압과 속박의 가부장적 공간에서 형성된 트라우마

4김윤식ᆞ정호웅,『한국소설사』,

5

예하, 470~3 쪽 참조.

주디스 허먼, 앞의 책, 31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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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휴전 직후인 1954 년부터 약 1 년 동안 대구
중심부 장관동 어느 한옥 아래체의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머물면서 주로
편모슬하의 장남에 대한 어머니의 집요한 강요와 압박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엮은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마당 깊은 집》에서 김원일의
창작의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의 억압과 심리적 상처에 대해
한원균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마당 깊은 집 »은 휴전 이후 가난했던 삶을 그린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에 대한 그림이죠. 3 분의 2 쯤은 실제 사실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죠. 특히 어머니의 문제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는 80 년도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생전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애증, 즉 현실적인 압박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일종의 거리감 같은 것이 생긴
거지요.

(김원일;한원균

대담,<기억의

저편,

아름다운

상처에

대한

기록>,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찾아가는 발걸음». 청동거울, 2002, 195 쪽)

위의 인용문은 김원일이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애증’의
현실적인 압박과 두려움’으로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겨웠다고 언급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비로서 어머니와 자신과의 애증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의 심리적 외상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마당 깊은 집》에서 그려낸 어머니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라고 한원균과의 대담에서 밝히면서 당시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격이 매우 우울했고 자폐적이기까지 했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그는 ‘감히
어머니를 거역하거나 당시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김원일,
3 판, 281) 《마당 깊은 집》에서 약 60%의 사실적 가족사와 일부분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한국전쟁의 현실을 그려내었다고 밝혔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유년 화자 길남이가 선례 누나를 따라 대구로
이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길남이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곳은

청요리집인 ‘군방각’
6

6

약재소가

즐비한

‘진골목’과

대구시에서

가장

큰

이다. 진골목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약전골목과 종로를

김원일에 의하면 장관동 일대에 셋방살이를 전전할 때 10 년 동안 단 한번 가본 곳이다. 그에

따르면 군방각에서는 부잣집 회갑잔치 같은 게 자주 열렸으며 그것은 집안 어른 회갑 때였다.
울산서 온 삼촌이 잔칫상에 남은 음 식을 몽땅 집에 싸 와서 밤새 먹던 기억을 회상하였다. 《마당
깊은

집》,

문학과지성사,191,14~15

쪽;

김재경,

집>,매일신문,2009 년 9 월 10 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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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주는 긴 골목으로, 100 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구
유지들이 살았던 골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길남이 가족은 분갑만한 끝방에서,
어머니를 포함해 누나, 나, 길중이와 길수 두 남동생, 모두 다섯 식구가 두 평
남짓한 방에서 살면서, 어머니는 장관동 부근 기생들을 대상으로 삮바느질을
해주며 가족의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년의 이별 후 길남이가
어머니와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편모슬하
장남의 역할과 책임만을 강요하며,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깨우쳐 준다는 명목으로
혹독한

장남으로서의

역할만을

부여한다.

길남이는

전쟁으로

인한

궁핍과

굶주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의 폭력적이고 부당한 대리부권을
강요받으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가족의 구심점이여야 할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지 전쟁 중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언급할 뿐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가족 공동체에게 안겨 준 상처는
결국 어머니의 부당한 대리부권의 폭력으로 길남이에게 전이되면서, 길남이의
어머니에 대한 공포, 두려움과 같은 트라우마적 증후를 통하여 전쟁의 비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길남이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를 살펴보면，허먼의 트라우마 양상 중
특정한 가족 환경 속, 즉 ‘마당 깊은 집’에서

7

발생하는 공포, 두려움으로 인한

‘이중 의식’, ‘자기 비난’, ‘몸에 대한 폭력’, 그리고 공포로 인한 ‘침투’, ‘속박’ 등의
증후로 발현된다. 먼저 어머니로부터의 길남이에 대한 부당한 강요는 가족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데, 공포가 만연한 마당 깊은 집 안에서 길남이와 어머니의
건강한 양육 관계는 깊이 파괴되며 발현되는 것이다.(허먼, 171) 이는 작품 서두
길남이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적인 ‘신문팔이’에 대한 위협과 밥굶기 등 사소한
규칙에 대한 집요한 강요, 억압을 받는 (허먼, 172)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 직후 주인공 길남이는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대구로 이사하게 되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 선레누나와 길중이, 길수 두 남동생을 데리고 떠나고,

혼자만 고향 진영 친척 장터 주막에 내버려두게 된다. 이후 떨어져 산 지
이년만에 선례 누나를 따라 대구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길남이에게는 가족을 다시 재회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기쁨보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다음과
같이 표출한다.

고향 장터거리의주막에서 불목하니 노릇을 하며 어렵사리 초등하교를 졸업하자,
선례 누나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누나를 따라 대구시로 가는 기차를 탔다.

7

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의 토대, 즉 존재의 거주 장소이다.집은

어디에든 있는 것이거나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중심으로서 공통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을 이루는 요소이다. 에드워드 렐프,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장소와 장소상실» ,논형학술, 2014, 9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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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심한 차멀미 탓도 있었겠지만, 풀 죽은 내 신세가 팔려 가는 망아지
꼴이었다. 왠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앞으로의 생활이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7 쪽)

위의 인용문은 길남이가 대구로 향하는 기차가 가족과의 재회의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의 열차가 아닌 망아지 같이 어머니에게 팔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의 열차로 묘사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작품 서두에서부터 길남이에게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길남이에게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사람

8

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원망섞인

두려움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길남이가 선례누나를 따라 진영에서 대구로 옮겨 온 시기가 4 월 하순
쯤으로, 이때는 중학교 입학 시기가 이미 끝난 뒤였다. (김원일, 3 판, 7)

얼마후

대구에 도착한 지 열흘쯤 되지 않은 5 월 초순의 어느날, 어머니는 돈 80 환을
길남이 앞에 밀어 놓으며 길남이에게 신문팔이를 강요한다.

① “길남아, 내말 잘 듣거라. 니는 인자 애비 읎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신 죈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매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제?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렸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설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끼다. 오직
성한 몸뚱이 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라 카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29 쪽)

② “길남이

니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남았잖나.

그러이

지금부터라도 악심 묵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니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옶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중략 또 한 가지, 니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 넘고 이기는 길은, 세상 살이를 몸으로 겪어 갱험을 많키
쌓는 길이다. 재주 옶고 공부하기 싫으모 부지런키라도 해야제. 준호 아부지는
한 팔이 옶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남자는 그렇게
밥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터 넘고 나서서 부랄이 요령 소리 나도록
뛰댕겨야 제 식구를 믹이 살린다. 그러이 내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궁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30-1 쪽)

위의 두 인용문은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혼자서 책임지며, 길남이에 대한
장남으로서의 기대,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생활고를 지탱해야 하는 힘겨움
8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 학대 자체보다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원망한다. 주디스 허먼, 앞의 책, 17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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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길남이에게 부권 대리로 부당한 요구로 전이되는 것을 묘사한 내용이다.
어머니는 길남이에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 슬픔과 애비 없는 자식의 험난한
세상살이를 길남이에게 장남으로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장자의 책임을
강요하며 길남이에게 사회성과 가족의 경제적 필요로 혹독한 성장통을 겪게 하는
것이다.

“신문을 팔지 몬하겠거덩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미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니 마음대로 해라” . ( 2 쪽)

그리고 위의 인용문은 어머니가 길남이에게 자신의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면서
돈이 얼마나 귀하고 세상 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쓴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길남이에게 신문팔이를 “집요하게 강요”(허먼, 172)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낯선
대구에 온지 열흘 밖에 안 된 길남이에게는 날벼락 같은 부당한 강요이었다.
길남이는 어머니가 내준 돈 80 환을 어리둥절해 하며 내려다보기만 할 뿐이다.
만약 길남이가 이를 거역할 시 바로 고향 진영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 길남이의 상황을 외면한 채 단지 당신이 요구하는 사회적 성공의
논리와 이치로 길남이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강요을
당하면서 길남이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허먼에 의하면 “폭력의
두려움에

더하여,

생존자들은

일관되게

압도적인

무기력감을

보고한다고

언급하였다. (허먼, 173)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 앞에 어떻게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학대적인 환경 속에서, 부모가 실행하는 권력은 독단적이고, 집요하고, 절대적이다.
규칙은 변덕스럽고 비일관적이며, 명백하게 부당하다.

생존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두려웠던 점은 폭력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허먼, 173 쪽)

자식에게 누구보다 독단적이시고, 엄격하시고 냉정하신 어머니로부터 어린
길남이에게 신문팔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강요이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하면 필히 강제로 진영으로 쫓거날 뿐만 아니라, 만약 신문을
어설프게 팔면 밥을 굶기거나, 잠도 안 재우고 길거리로 내쫓기게 될 게
분명했다.(김원일, 3 판, 32) 길남이는 이러한 생각에 잠기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부당한 강요에 저항의 의사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굴복되며, 무기력하게 돈 80 환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서 낯선 대구 시내로 향하게 된 것이다.
길남이에 대한 어머니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요구는 지속되었다. 그것은 장마
때 새앙쥐처럼 비를 흠벅 맞고 돌아왔으나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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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9, 서러운 마음을 혼자서 삼켜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들고부터 어머니의 일거리가 뜸해져, 내가 물에 빠진 새앙쥐
꼴로 돌아와도 누구도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길남아, 비 오는 날은
신문팔이도 쉬어라. 신문도 안 팔릴 낀데 고생이 너무 많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말로 위로해주어도, 나는 “괜찮심더. 할 때까지 열심히 해볼랍니더”하고 대답했을
터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새앙쥐 꼴이 되어 오들오들 떨며 들어서는 나를
봤음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아니 누나와 길중이도
학교에 가는데, 학교도 못 다니며 돈 버느라 고생한다는 말씀조차 안 채주시다니.
그런 말을 목구멍 안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서러움으로 눈물이 핑글 돌았다.(50 쪽)

길남이는 밖에서 비를 홀딱 맞으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신문을 팔았지만,
어머니는 지친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길남이는 서러움을 느끼며
상처를

받게

된다.

길남이는

어머니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의 애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식의 변형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무관심적인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단절시키며
혼자서 눈물을 삼키는 것이다. (허먼, 178).
또한, 허먼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이는 건강한 정서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허먼, 186)고 언급하면서,

10

“그들은 독립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면서

위안과 위로를 찾기 위해 외적인 자원에 의존하거나, 의존할 만한 누군가를 계속
찾으려는”(허먼, 186) 증후를 발현한다고 언급하였다. 《마당 깊은 집》에서
길남이가 상처를 받으며, 위안을 찾기 위해 어머니나 가족이 아닌 신문을 팔면서
알게 된 한주나, 아래채 이웃 상이군인 준호 아버지, 그리고 장작패는 주 씨
아저씨 등에 대한 빠른 애착을 갖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길남이가 신문을 팔게되면서 알게 된 한주는 소년 가장으로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길남에게 세상살이를 가르쳐 준다. 길남이에게 신문배달
취직자리를 보급소장 손 씨에게 소개시켜 주는 과정에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믿어 주는 한주에게 빠르게 의지하게 된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위로를
한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다.

9

허먼에 의하면, 부모에게서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 아이는 부모의 초기 애착을 지킨다는

근본적인 목적 앞에 모든 심리적 적응 능력을 바친다. 주디스 허먼, 위의 책, 178 쪽.
10

학대받은 아이는 내적인 안전감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과 위로를 찾기 위해 외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면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커진다. 학대받은 아이는 확고한 독립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면서 절박하고 무분별하게, 의존할 만한 누군가를 계속 찾으려 한다. 낯선 사람에 대한 빠른
애착 형성은 학대받은 아이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디스 허먼, 위의 책, 18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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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한주를 보구,
“니가 야를 보장할 수 있나?”하고 윽박지르듯 물었다.
“보장하구말구요. 제 말만 듣구 길남이를 한번 믿어보세요” 한주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한주는 우리 집에 와 본 적이 없었고,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점 외 사실 나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말은 따뜻한 물처럼 내 마음을 데워주었다.(83 쪽)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길남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만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집에도 한 번 와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인 한주에게 위안을 받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54 년 당시 겨울 한철 동안 통나무를 태우면서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데, 써야할 통나무 땔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는
어린

길남이에게는

힘겨운

장작패기를

시키지만

낯선

일꾼

장정

주

씨

아저씨로부터는 격려의 말을 들으며 위로를 받는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① “길남이 니는 이모님 집에 가서 도끼나 빌리 오너라. 니도 저 장정처럼 장작
한분 패바라. 사내 할 일이 따로 있고, 니는 우리 집안 장자 아이가.” (147 쪽)
② “총각 보래이. 커가는 아아들한테는 그래 의지하는 힘을 길라주모 안 된다.
지가 맡은 일은 지 심으로 끝장을 바야지러, 누가 대신해주는 기 버릇이 되모
앞으로 다른 일도 누가 도와주겠거니 하며 늘 기대는 버릇만 생겨.” (154 쪽)

위의 두 인용문은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어린 길남이에게 겨울 한철 집에서
필요한 모든 장작을 패라고 시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위채 장작을 패주는 장정
주 씨 아저씨가 자신의 일을 마치고 떠나기 전 도와줄 때 불호령을 내리는
장면이다. 주 씨 아저씨는 위채 노마님으로부터 칭찬말과 함께 품삯을 받을 수
있으나, 길남이는 품삯도 못 받고 단지 어머니의 야단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무패기를 힘자랑으로만 아는 사람은 제 몸 다치기 쉽상이지. 죽은 나무두
깡아리가 있으니 잘 얼러줘야 해. 너두 내년쯤은 장작 패는 선수가 될 거야. 오늘
보니 곧잘 패던데. 또 보자구.” (1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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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주 씨 아저씨는 일을 마친 뒤 떠나기 전 길남이에게 나무패기의 요령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길남이는 어머니로부터
내적인 안전감을 찾지 못하고

낯선 사람 주 씨 아저씨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3. 트라우마에 대한 현실 대응

한편,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해 여름, 길남이네 식구는
어머니 바느질 감이 여의치 못해 점심마다 굶어야 했었다.

어느날 오후, 막내

동생 길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위채 식모 아주머니 안 씨로부터 점심 한끼를
얻어먹게 된다. 그 이유로 길수는 어머니로부터 “거지 새끼마냥 위채에서 한
끼니를

얻어

처먹었으니

저녁밥은

굶어도

싸다고

어머니는

냉담하게

말씀”(김원일, 3 판, 70)하시며 저녁을 굶게 된다. 다섯 살배기 막내 동생 길수는
“어머니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더러 자기가 왜 저녁밥을 굶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방구석에 쭈구리고 앉아 맥 빠진 소리로 울음만 질금거렸다.”(김원일, 3 판,
70) 어머니는, 다섯 살난 길수의 설움을 달래주기는 커녕 밤새 내내 울게 가만
두었다. 결국 길수는 잠들기 전 어머니에게 다시는 밥 안 얻어묵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잠을 들 수 있었다. “전쟁 와중에서 겪은 쓰라린 체험은 어머니를
그렇게 정 없이 메마른 여자로 바꾸어놓았던 것이다.” (김원일, 3 판, 71)
길남이와 어머니 두 모자간의 갈등은 어머니의 부당하고 집요한 강요로
신문팔이, 장작패기 뿐만 아니라 점심 밥 굶기기 등 과정을 겪으며 점점
증폭된다. 어머니는 길남이가 장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단지 강제적으로 억압하는데, 길남이는 어머니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어난
가출사건을 계기로 모자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그해는 참으로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내었다. 허기.우울.권태,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증오했고, 나는 고향에서의 주만 더부살이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겼다. 나는 늘 가출할 생각만 했다. 허겁지검 먹는 꿈이
아니면 길수의 유아기처럼 배들배들 말라 굶어 죽는 꿈만 꾸었다. 거리를 걸을 때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나는 뼈 없는 낙지 꼴로 신문을 끼고 노란 거리를
헤메고 다녔다.(71 쪽)

302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길남이의 일상도 항상 허기지고, 우울하고
권태를 느끼며 삶을 죽도록 증오한다. 차라리 고향에서의 더불살이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길남이는 집에 있기를 죽도록 싫어하고, 악몽을 꾸게 된다. 악몽
속에서 허겁지겁 먹는 모습 뿐만 아니라 말라 굶어 죽어가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길남이에게 악몽과 가출의 근원은 어머니이었다. 현실을 대면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로 소외된 어머니는 굶주림으로 형상화되면서
꿈속에까지 나타나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다. 길남이는 현실과 악몽을 넘나들면서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갈등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의 감정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허먼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이는
유일하게 안전감을 제공해 주었던 특정한 공간으로 가출을 시도하는데,

11

작품에서 길남이가 유일하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대구역전이었다.
길남이가 가출하게 된 계기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위채에서 열리는 파티를
홈쳐보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키면서 시도된다. 연말이 되어 위채 주인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때, 어머니는 삯바느질 일감으로 바쁠 때, 길남이는
호기심이 작동하여, 위채 주인집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구경하고 있었다. 파티는
‘군방각’에서 요리사를 불러 뷔페식으로 음식을 장만할 뿐만 아니라 연미복에
나비 넥타이를 맨 ‘군방각’에서 온 젊은이가 손님들 시중을 들고 있었다.
길남이는 파티 도중 어머니에게 들켜서 혼찌검을 당한다. 흥분한 어머니는
욕설을 퍼붓다가 재봉틀에 손을 다치고 길남이는 그동안 장남의 몫을 온전히
혼자서 지탱해 온 고달픔과 서러움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삿대질과 회초리,
두고두고 이어질 타박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가출하게 되는 것이다.
길남이가 가출을 시도하면서 유일하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대구역전인
것이다
역전으로 가면 많은 거지아이와 실업자를 볼 수 있었다. 겉보기에 멀쑥한 사람을
졸 졸 따라다니며 애처롭게 구걸하는 깡통 든 아이들의 남루한 차림이나, 때에 전
군복을 입고 역 광장을 무료히 거닐며 땅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초췌한 실업자를 보면, 사람 사는 일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역광장으로 흩어져 나오는 승객을 좇아 우르르 몰려드는 지게꾼이나 뙤약볕
아래 목판을 벌여놓고 파리 떼 쫓으며 과일과 떡을 파는 장사꾼을 볼 적도

11

아동기 학대 생존자들 중 대부분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규칙을 강요당했고, 신체

기능에 강압적인 통제를 받았고, 이들은 강제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거나, 잠을 박탈당했고, 더위와
추위에 지속적으로 내던져졌다. 위험 신호를 감지할 때, 학대받은 아이들은 가해자를 피하거나
회유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시도한다. 가출 시도는 일반적으로 유일하게 안전감을 제공해
주었던 특정한 공간으로 가출하는 것이다. 주디스 허먼, 위의 책, 17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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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였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내게는 적잖게
위안이 되었다.(39 쪽)

어머니의 혹독한 장남교육에서 받은 서러움과 상처를 대할 때 역전으로 가면
자신보다 처지가 훨씬 어려운 거지들이나 실업자들을 보면서 잠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길남이에게 위안을 안겨다 주는 외적인 자원으로 힘들 때나 서러울 때 찾게
되는 ‘대구역’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5 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소설 속 길남이가 교복차림의 또래 학생들이 부러울 때나 힘들 때
위안을 얻고자 할 때 찾아 가는 장소이다. 길남이가 신문팔이를 시작하면서
교복차림의 또래 학생들을 마주칠 때마다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 길남이는 집안의 장자로서 모든 일들이 오로지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을 힘겹게 감내하면서 점점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길남이가 어머니의 혹독한 장남교육에 서러움과 배고픔에 못이겨 가출을 하며
대구역전으로 가면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거지와 실업자를 보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울 수 있었던 곳이다. 길남이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에 북받쳐
역전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한주를 찾아 간다. 한주는 길남이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만류하지만 길남이는 한주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 집으로 데려왔다고
우기며 12 집에 돌아갈 것을 뿌리친다.
아이다. 니는 우리 어무이가 을매나 매정하고 무서운지 잘 모른다. 나는 집으로
안 들어갈 끼데이. 어무이는 내 같은 자슥은 기다리지도 않아. 너한테 이제사
하는 말이지만 난 사실 우리 어무이가 낳은 자식이 아니거덩. 아부지가 어데서
나를 낳아 집으로 델꼬 왔어. 그래서 난 날 낳은 어무이가 누군지 얼굴도 몰라.
운젠가 찾게 될란지 모르지만.(214 쪽)

길남이는 이틀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역전 대합실에서 쭈그리고 안자 몸을
공처럼 웅크린 채 한곳에 얼어붙어 있거나, 쓰레기통을 뒤져 꽁꽁 언 국수가락을
집어내 먹지만 가출 이틀날 자신을 찾아온 선례 누나에게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한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저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침내
가출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역전 대합실로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옴으로써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며 어머니와 화해를 하게 된다.
12

허먼에 의하면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으려고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특히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양육자에게

생존자들은 부모의 탓뿐만 아니라, 가족의 무수한 불행도 자기 탓인 것처럼 자기를 비난하고나
비난 받았다고 한다.주디스 허먼, 위의 책, 1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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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말미 위채 주인집은 아들과 기사가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아래채를 헐어
새로운 양옥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채 사람들에게 방을 빼줄 것을
통보한다. 결국 길남이네는 셋방살이 일년만에 1955 년 4 월 주인집이 마당과
아래채를 허물게 되면서 아래채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길남이 가족도 ‘마당 깊은 집’을 떠나게 된다.
《마당 깊은 집》은 김원일의 여타 유년기 전쟁체험 성장소설과 달리 한국전쟁
직후 대구의 시대상과 지역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편모슬하 유소년 길남이를 등장시켜 어머니로부터의 집요하고 부당한
요구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준다. 소설 속 마당 깊은 집에서 길남이는
한국전쟁의 궁핍과 극심한 굶주림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버지 부재로 인한 어머니의 왜곡된 장남에게 가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인, 이중적 의식, 자기 비난, 악몽, 가출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된다.

결국 전쟁의 비극이 가족 모두에게 안겨준 고통과 상처가

어머니의 왜곡된 집요한 강요로 발현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말미

‘길남이’는

내면

세계에

억압되었던

트라우마를

가출을

통해

표출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은폐된 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현실의 억압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가출사건 후 ‘길남이’는 고통과 거부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무기력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애도의

감정을

담아

표출함으로써 안정을 회복하게 된다. 김원일은 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당시 자신에게 어머니는 엄청난 큰 산으로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감히 어머니를 거역하거나 그곳으로부터 탈출할 없었다’ (김원일, 3 판, 281)고
언급하였다.

어린

길남이는

어머니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가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어린 소년으로서 한국전쟁 직후의 가난과 배고픔의 현실에
대면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내재한 트라우마를 외면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맺은말

이상으로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작가의 유년시기 피난지이기도 한
대구는 이런 공간을 배경으로 전쟁 직후

편모슬하의 가족 이야기가 중심 서사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하는 어린 화자 ‘길남이’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리부권을 강요받으며 주체성이 어떻게 왜곡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어린 길남이에게 ‘마당 깊은 집’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애가 충만한 공간이 아니라 억압과 속박의 가부장적 공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원일은

냉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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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남이에 대한 부권대리의 명의로 길남이에게 신문팔이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원망, 자녀의 양육 책임 등을, 모두 길남이에게 전이되어 집요하게
강요하면서 이로인해 길남이에게 ‘마당 깊은 집’은 트라우마적 경험을 하게 되는
특정한 공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극심한 배고품과 편모슬하의 장자 체험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이며, 아버지의 부재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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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해석(학)의 사이에서
– 한국 정신분석의 두 가지 입장
이정민 1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신분석학에서의 두 가지 특징적인 수용 양상을 비교하
고 그 성립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한국의 정신분석학 수용 단
위를 거칠게나마 구분해 보자면 문학을 필두로 한 예술계와 정신의학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단위는 이론 응용의 목적도 다르거니와 이론을 이해하
는 방법이 대단히 상이하며 교류 또한 빈곤하여 마치 서로 다른 학문을 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분석학의 텍스트는 변하지 않았는데 수용 양상은 왜 이처
럼 차이를 보이게 되었을까.
한국의 정신분석학은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부터 유입될 당시부터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문학자들에게 정신분석학은 예술작품 해석의 틀이었고, 의
학자들에게는 서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최신 의학이론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
점 차이는 정신분석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정신분석학이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면서 각지에서 발생하기 시
작한 자격의 문제(이를테면 테오도르 라이크 박사의 사례)나 정신분석학 성립 초
창기부터 있었던 실천에 대한 관점 차이가 식민지 조선이라는 땅에서 재현된 것
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동아시아 정신분석학의 경유지였던 일본에서 보다 극명
하게 나타난다. 1920년대 후반 일본의 문학자 그룹과 의학자 그룹이 각각 프로이
트 전집을 번역하고 나섰을 때 정신분석학의 주변적 문제였던 이론에 대한 관점
차이는 제도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한 이론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무르익지
못했던 식민지 조선의 정신분석학이 이론적 괴리를 감지하고 보여주기 시작했다
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정신의학이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시작한
것 또한 이론에 대한 관점을 더욱 분열시키는 계기였다. 한편 인문학에서의 정신
분석학은 독재의 시기에 사회이론 및 철학과 융합하면서 완연한 인문학 이론이
되었다. 이로써 최소한 196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의학계와의 연결이 거의 끊
어져 버렸던 것이다.
키워드: 정신분석, 정신의학, 문학이론, 수용사

1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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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신분석에서의 두 갈래
오늘날 한국에서 정신분석은 그 학문적 깊이만큼이나 넓은 영역에서 논해지고
있다. 과거 필자가 조사해 본 바 2 를 참고하자면, 수학이나 공학 등의 영역을 제외
하면 정신분석은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인문학에서 정신분
석의 인기가 높은데, 예술(특히 문학)평론의 방법론으로서의 정신분석의 오랜 역
사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비상한 인기는 이상하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100년
에 가까운 기간동안 정신분석은 예술평론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확보해 왔기 때
문이다. 또, 오늘날에도 출판되는 수많은 논문이 이 전통에 합류하고 있다. 나아가
정신분석은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문학 이론들, 이를테면 사회학이나 철학
과 융합되어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정신분석의 또 다른 축인 임상의학으로
서의 정신분석과 인문학적 정신분석의 접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
이트가 공언했듯이 정신분석은 인간의 증상을 관찰함으로써 만들어낸 이론체계다.
즉 정신분석 이론의 시작에는 환자들과 임상가인 프로이트가 있었으며, 그들을
“치료”하려는 과정에서 정신분석 이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이론이
완벽할 수 있을까? 프로이트 그 자신도 정신분석 이론이 완벽하지 않으며 지속적
으로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
때로는 과거 자신이 발표했던 이론을 수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집으면서 정신분
석이 발전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 사이에는 새로운 증세의 환자들이 있었다.
요컨대 정신분석은 ‘인간으로부터’ 생성된 학문이며, 학문을 지속시키기 위해
서는 부단한 임상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날 임상의들은 이러한 태도를 충실히 견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들이 영위하는 이론체계는 고전적 프로이트
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이트가 세웠던 원칙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후예들이라고 할 만하다. 반면에 인문학에서의 정신
분석은 어떠한가? 정신분석을 방법론화한 인문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원전에 충실
하려 노력한다. 라캉(Jacques Lacan)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자신이 프로이트의 이
론에서 멀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프로이트로의 회귀’를 외치며 다시
금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말하자면 이들은 프로이트의 신도(信徒)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단초였던 프로이트는 어땠을까? 그 자신의 방에 늘어
놓은 동서양의 예술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예술 애호가였고 예술가들과 매
우 밀접한 위치에 있었다.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미켈란젤로나 셰익스피어에 대한
분석사례는 물론이고, 그 자신이 1930년에 문학상인 괴테 상(Goethepreis)을 받
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는 항상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이 있었다.
로맹 롤랑(Romain Rolland)이나 토마스 만(Thomas Mann)은 물론이요, 한때 가장
친애하는 제자이자 “성실한 협력자이자 공동 작업자” 3 였던 오토 랑크(Otto Rank)

2

이정민 (2017),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Sigmund Freud

(1952), Gesammelte Werke Band.10, London: Imago Publishing,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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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으로 집필한 책도 《예술가(Der Künstler, 1907)》였다. 나아가 그는 예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분석이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4 문학분석의 방
법론으로서 정신분석이라는 싹은 이미 프로이트의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
지만 그의 후예와 신도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인간 실격(人間
失格)》을 인문학자 5와 임상의 6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작가의 심리적 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자전적 소설을 통해 다자이 오사무의
무의식의 세계를 고찰해보았다. 다자이 오사무의 심리는 적당히 변형되고 은폐
되어 지나치게 노골적 이지 않게 소설 속에 녹아 들어가 매력적인 오바 요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결국 『인간실격』에 등장하는 요조의 무의식은 작가인 다
자이 오사무가 주관하고 있다. (중략)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 ‘독자성’
과 ‘보편성’을 동시에 획득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은 그에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매력적이고 심오한 우울의 에너지 때문일 것
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우울의 이면에는 특유의 나르시시즘이 숨어있으
며, 이는 소설 속 인물의 자기부정이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니라 인간의 에고이
즘, 악습, 위선, 권력 등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인간실격’의 주인공인 요조의 발달 과정과 행동 양상을 통하여 사
회공포증의 정신 역동을 애착과 발달 과정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중략) 현재
까지 사회불안은 주로 불안정 애착이나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l) 관
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초기 발달과정과 애착 형성의 실패는 높은 사회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추후 대인관계의 불안정성 및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증
상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분리-개별화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향
후 외부 환경에 취약해지면서 사회불안을 쉽게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가
치함, 정체성의 혼란, 자아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공포증의 정
신분석학적 원인으로는 소아, 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이나 상실과 분리, 주위 사
람 등의 반응이 강조되었는데,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이 공감의 실패, 불신으로
이어지고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대인관계 불만족으로 이어져 사
회공포로 확장될 수 있다. (중략)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공포증을 호소하는 환자
를 평가하고 정신치료를 할 때에는 기질적 요인뿐 아니라 발달 과정의 각 단계
별로 주의 깊게 평가하고 관찰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략)

4

Ibid, S.174.

5

이재성, 조민지 (2009),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정신분석학적 고찰>, 《일본학보》 80권,
155쪽.

6

최혜윤, 하지현 (2021), <사회공포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중심
으로>, 《정신분석》 32권 2호,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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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인용한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학자는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등장인
물의 행위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 ‘무엇인가’는 심리
적인 것(“나르시시즘”)으로부터 비롯되었겠지만, 그들의 화살은 대체로 심리 저편
의 사회적인 것(“악습, 위선, 권력”)을 향한다. 의학자 또한 행위의 뒤편에 숨겨진
증상을 보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단히 분석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무엇보다도
증상의 치료가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 거칠게나마 정리하자면, 인문학자들의 정신
분석론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자들의 정신분석적 진단은 정
신적 고통을 감경시키고 증상으로부터 회복을 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신분석이라는 동일한 뿌리를 가진 이 두 줄기는 왜 이처럼 다른 관점과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인문학자들은 의학자들이 세속적이고 정통적이지 못
하다고 비판하며, 의학자들은 인문학자들이 비전문적이고 퇴행적이라고 비판할까?
한동안 통섭(Consilience)이라는 개념이 유행하여 적지 않은 이론가들이 과학(으
로서의 의학)과 인문학의 조화를 꾀한 적도 있었지만, 정신분석에 대한 관점은 전
혀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한 점에서, 누가 이론을 적절하게 따르고
(혹은 이해하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왜 이 균열이 생겨났으며 오늘날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정신분석을
둘러싼 두 개의 유사하면서도 다른 흐름을 이론사적인 맥락에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1930년대, 문학과 의학의 사이에서
이른바 ‘문화통치’가 이루어지던 1920년대 중반의 식민지 조선, 문학평론가
임화(林和)는 정신분석이라는 ‘신학문’을 접한다. 저 멀리 유럽의 ‘오지리’에서 온
이 학문에 큰 관심을 가진 그는, 이윽고 1926년에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한 계
급문학의 비판 」 7 이라는 글로 자신의 강렬한 비판의식을 뿜어냈다. 당시 임화는
약관도 되지 않은 나이(18세)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글에서 젊은이의 혈기와 성긴
자의식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강렬한 필체로 무의식화된 프
롤레타리아 계층이 자본가의 억압(즉, 무의식적 억압)을 뚫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
킬 것임을 강변하고 있다. 마르크시즘의 무산계급 혁명론과 정신분석적 무의식 개
념은 맥락도 다르거나와 이론적 결도 다르지만, 혈기에 찬 임화에게 이러한 문제
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이와 같이 마르크시즘과
정신분석을 연관해서 논하는 경향이 1920년대 전세계적인 조류였다는 것이다. 그
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정신분석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오늘날 알 방법이 없다. 하
지만 식민지 조선의 한곳에 틀어박혀 정신분석론을 펼치던 임화는 이미 세계인이
었고, 그의 정신분석론은 그 증거다.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접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7

임화 (2009), 《평론 1》, 서울: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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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독일어판이나 영어판을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이도 그리 많지 않았거니
와 책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교적 손에 넣기 쉬
운 일본어판 번역본이 있긴 했어도 몇 권에 지나지 않아 이론의 전모를 알기는
힘들었다. 또, 이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책(주로 일본서)도 번역자의 배경이나
번역어 문제로 인해 내용이 중구난방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편의 신문기사가 정
신분석을 다루기는 했지만, 내용의 완벽성과는 무관하게 고작 몇 줄의 글로 정신
분석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식민지의 식자들은 이 신학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난점들을 돌
파하고 있었다. 멀리 유럽에서 온 이 학문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것은 문학자들이었
다. 1930년대 중반 D. H. 로렌스의 작품을 비롯한 이른바 ‘신심리주의(新心理主義,
이 명칭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설은 문학자들로 하여금 정신분
석에 주목하게 했다. 1935년 어간에 일어났던 최재서(崔載瑞)와 한흑구(韓黑鷗),
김영석(金永錫)의 신심리주의 논쟁에서 그 단편을 볼 수 있는데, 임화가 무리하게
인용하던 프로이트적 무의식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정신분석
의 핵심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논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임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정신분석 이론을 접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논쟁 또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
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8
1939년 11월, 《 人文評論 》 제2호는 프로이트를 특집 9 으로 다루고 있다.
《人文評論》은 편집장인 최재서의 친일논란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와는 관계없이 정신분석만을 논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임에 분명하다. 다만,
아인슈타인과의 서신교환에서 프로이트가 “전쟁은 문명 과정이 우리에게 부과한
심리적 태도와 가장 격렬하게 대립한다” 10면서 전쟁에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던 프
로이트와는 달리, 최재서는 당시의 중일전쟁을 이야기하면서 “支那를 歐羅巴的桎
梏으로부터 解放하야 東洋에 새로운 自主的인 秩序를 建設” 11 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프로이트를 추종하든 아니든, 찬탄해 마지않는
이론가를 소개하면서 한편으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70년대 이후 정신분석이 사회과학과 연결되면서 다른 형
태의 ‘혁명성’을 띄게 됨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특집에는 세 편의 정신분석론이 개진되고 있는데, 한 편당 다섯 페이지 정
도에 지나지 않지만 정신분석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
다. 필진은 평론과 소설의 최재서, 시문학의 김기림(金起林), 의학의 명주완(明柱
完)으로, 이들 모두가 당대의 식자 계층에서 상당히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여기서
8

오주리 (2015), <1930년대 후반 영국 신심리주의(新心理主義)의 사랑 담론 수용 연구>, 《비교문
학》 제67집, 144쪽.
9

人文社 (1939), 《人文評論》제2집, 91-105쪽.

10

Sigmund Freud (1952), Gesammelte Werke Band.16, London: Imago Publishing, S.26.
한국어 번역은 Sigmund Freud, 김석희 역(2004), 《문명 속의 불만》, 경기: 열린책들, 353쪽.
11

人文社 (1939), 《人文評論》제1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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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이는 명주완이다. 왜냐하면 그가 문학자들 사이에 툭 튀어나와 있는 한 명
의 의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분석이란 곧 문학
론이나 다름없었다. 문학에서의 활발한 논의와는 달리 제국 일본처럼 정신분석 훈
련을 받아 정신분석가가 된 이도 없었고 “독일식 생물정신의학만이 대학 교실을
점령” 12 한 상황에서, 정신분석 이론이란 의사와 지망생들에게 말 그대로 “알면 좋
다” 13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저평가를 부정하듯이 정신분석에 대한 명주완의
해설은 매우 일목요연하다. 특히 초기 프로이트의 ‘전의식-의식-무의식’ 개념과
후기의 ‘초자아-자아-그것(혹은 이드)’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음은 오
늘날 난립하는 정신분석론에 비추어 보아도 놀랍다.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해 찬양
에 가까운 글을 남긴 두 명의 문학자와는 달리, 명주완은 마지막의 한 부분을 제
외하고 시종일관 건조한 필체로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과 소사(小史)를 기록할 뿐
이다. 이것이 이후 정신분석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예고했다고 한다면 과장일까.
정신분석에 경탄하고 그 이론체계를 따르는 신도들의 전사(前史)와, 이론 자체를
진단하는 눈으로 차갑게 바라보는 정신분석의 후예(프로이트적 殺父의 의미에서)
가 한 권의 잡지에 이정표를 세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명주완은 어떻게 해서 정신
분석 이론을 접하게 되었을까.
명주완은 1930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후에 신경정신과교실에 들어가 구
보(久保) 교수 등의 교육을 받았다. 14 여기서 말하는 ‘구보 교수’란 구보 키요시(久
保喜代二)다. 1925년 식민지 조선에 첫 발을 내딛은 그는 잠시 경성의학전문학교
에 몸을 담고 있다가 1928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정신병학과 교수가 된다. 그리
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주완의 스승이 되었다. 구보는 1920년 당시 유학중이
던 취리히 대학에서 오이겐 블로일러(Eugen Bleuer)의 정신분석 강의를 듣고 완
전히 매료되었다. 15 이후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서도 정신분석가들과 교류하며
정신분석 공부를 이어나갔지만, 1922년 귀국 후에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
분석을 해 본 결과가 그리 흡족치 않았던 모양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그는
정신분석에 비판적인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심리학자 니시 미나코(西見奈子)가
그에 대해 “당시 그렇게까지 정신분석을 이해했던 일본인이 있었음은 놀랄 만한
일”이라고 표현한 데서 그가 여전히 정신분석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짐작된다.
《人文評論》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학문 단위에서 본다면 문
학자와 의학자의 관점차이였다고 간단하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야
를 조금 넓혀 일본까지 사정권 안에 둔다면 더 많은 논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대의 식민지 조선은 구미권보다는 제국 일본으로부터 강한 학문적 영향을 받고

12

조두영 (2011), <한국 정신분석운동의 여명기와 명주완(明柱完)>, 《정신분석》 제22호, 66쪽.

13

Ibid.

14

風祭元 (2012), <朝鮮半島の精神医学を築いた3人の医学者: 水津信治・久保喜代二・明柱完>, 《日
本医事新報》, 東京: 日本医事新報社, 87-88頁.
15

西見奈子 (2019), 《いかにして日本の精神分析は始まったか ― 草創期の5人の男と患者たち》, 東
京: みすず書房, 8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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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후술할 마루이 키요야스(丸井清泰)가 프로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정신분석의 이해자로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명주완에게 정신분석을 소개한 구보 또한 일본 정신분석학계의 인물들과 여전히
나름의 관계를 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국제정신분석학회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 이하 IPA)의 일본지부 설립을 둘러
싼 갈등이 한참 후에 나타난 정신분석에 대한 관점차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1920년, 도호쿠(東北)와 도쿄(東京)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26년이었다. 프로이트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테오도르 라이크(Theodor Reik)라는 정신분석가가 “허가 받지 않은 의료 행위” 16
로 고발당한 것이었다. 고발의 이유는 명확했다. 라이크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
이다. 의사 아닌 이도 정신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프로이트는 애제자를 구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논문 <비전문가 분석의 문제(Die Frage der
Laienanalyse, 1927)>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다행히
그의 기소를 중지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정신분석은 여
전히 “치료법(Verfahren zur Heilung)” 17이었고, 법률상 ‘치료’는 의사만이 가능했
다. 라이크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전세계의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분석 연구자
들의 격론이 벌어졌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미국의 정신분석학계가 맹렬히 불
타올랐다. 정신분석을 영미권에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브릴(Abraham Brill)
은 의사들만이 정신분석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의 대표였다. 그리고 그가 1911년에
설립한 뉴욕 정신분석협회(New York Psychoanalytic Society)는 비전문가를 준회
원으로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모임이나 다름없었다. 프로이트와 어
니스트 존스(Ernest Jones)등의 협력을 받아 뉴욕 정신분석협회와 같은 해 창립한
미국 정신분석학회(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의 창립자들 또한 의사
였다. 미국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분석의 유행과 더불어 정신분석을 참칭한 이른바
‘돌팔이(charlatan)’들의 대량 출현으로 인해 비전문가 분석에 냉담했다. ‘돌팔이’들
은 ‘치료’와 ‘강연’을 한답시고 프로이트 학설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와
청중의 돈을 갈취했고, 결과적으로 정신분석의 신빙성 자체를 떨어뜨렸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의지와 다르게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엄격한 자격제한을 둔 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처럼 비전문가에게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유학(1916-1919)을 간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루이 키요야스
였다.
마루이 키요야스는 일본 정신분석학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들 중 하나다. 그는
본인이 재직하던 도호쿠 제국대학을 거점으로 일본에 정신분석을 소개했고, 수많

16

이후의 서술은 피터 게이(Peter Gay)의 기록에 의존했다.
Peter Gay, 정영목 역(2011), 《프로이트》. 서울: 교양인, 251쪽.

17

Sigmund Freud (1952), Gesammelte Werke Band.14, London: Imago Publishing,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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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자를 육성했다. 18 그는 1930년에는 정신분석에 뜻을 둔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 프로이트의 전집을 번역해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일
반적으로 정신분석가가 되려면 훈련분석(이른바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데, 마
루이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19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정당한 정신분석가라고 믿
었으며 이에 따라 대표성 있는 정신분석 조직, 즉 IPA 일본지부를 조직하려 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의 다른 정신분석가들이 거의 같은 시기(1930)
에 프로이트에게 IPA 일본지부의 조직을 의뢰하고 이미 승낙을 받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른바 ‘비전문가’였다.
1928년 일본 도쿄에서는 일군의 정신분석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정신분석 연
구회를 조직했다. 이 연구회의 주도적인 인물은 심리학자 야베 야에키치(矢部八重
吉)와 문학자 오오츠키 켄지(大槻憲二)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의사가 아니었고,
이들의 활동과 작업은 후에 ‘일본 비전문가 분석 운동’ 20 이라 칭해지게 된다. 이들
은 마루이의 의사 그룹보다 1년 앞선 1929년 프로이트의 전집을 번역해서 출판
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1933년에는 《精神分析》이라는 기관지를 창립하여 정신
분석 이론의 대중화를 꾀하기도 했다. 그들은 대단히 정력적인 활동을 했으며 확
신에 차 있는 정신분석 연구자들이었다. 후에 ‘비전문가’라는 멸칭 아닌 멸칭을 가
지게 되지만 그들에게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은 창립자 중 한 명인
야베가 1930년 영국 정신분석학회의 에드워드 글로버(Edward Glover)에게서 훈
련분석을 받고 분석가로 인정받은 최초의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인 마
루이가 아직 받지 못했던 훈련분석을 ‘비전문가’인 야베가 받았던 것이었다. 또한
야베는 정신분석학의 절대적 지주인 프로이트와 IPA 회장인 아이팅곤(Max
Eitingon)으로부터 학회 설립 인정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프로이
트로부터 알게 된 마루이는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 프로이트 저서의 번역경과를
보내면서 마루이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IPA의 멤버가 되기를 고대해 왔는가
를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센다이 그룹이 IPA의 멤버가 될 수 있는 방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1국가 1협회 원칙을 두고 있던 IPA의 규정을 생각해 보
18

이후 1944년, 평양의전을 졸업하고 도호쿠 의대에 진학하여 마루이와 고사와 헤이사쿠(古澤 平
作)의 사사를 받은 김성희(金性熙)가 조선 최초의 정신분석가가 된다.
이정민(2019), <한국의 초기 정신분석학 수용에서 일본의 영향 - 김성희와 고사와 헤이사쿠의 이론
적 유사점을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제54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

마루이가 1931년 2월 2일에 프로이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이 아직 분석받지 않았음을 명
확히 밝히고 있다. “협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 당신이나 다른 분석가에게 분석받는 것이 (IPA 정회
원이 됨과 동시에 일본지부를 설립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보내는 마루이의 서신, 1931년 2월 2일자.
20

Brian J. McVeigh (2016), The History of Japanese Psychology: Global Perspectives, 18751950,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ebook.

다만 니시는 도쿄 그룹 내에도 이미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으며 센다이 그룹 또한 모든 의사를 회원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쿄와 센다이 그룹을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구도로 바라보기 어렵
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 센다이 그룹이 어디까지나 의사 중심의 조직이며
도쿄 그룹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배경의 인물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생
각된다.
西見奈子, Ibid, 137-13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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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이는 야베의 도쿄 그룹이 아니라 자신의 그룹을 IPA 멤버로서 인정해 달
라는 우회적 요구였다. 하지만 프로이트로부터 받은 답장은 그의 기대에 훨씬 미
치지 못했다. 아이팅곤과 상의한 끝에 프로이트가 내린 결론은 일본에 두 개의 지
부를 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1 마루이는 ‘야베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프로이트에게 회신했지만 22, 속뜻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로, 마루이가 야베의 그룹 자체를 인정하
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루이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한때 몸을 의탁했
던, 비전문가에게 적대적인 미국의 정신분석학계 풍조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프
로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센다이 그룹이 의사 중심의 뉴욕 정신분석협회
와 유사하다고 굳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두번째로, 자신과 같은 수준의
정신분석학자로서 인정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프로이트는 야베를
칭할 때 거의 항상 박사칭호(Dr.)를 사용했지만, 마루이는 야베에 대해 항상 ‘Mr.’
라는 호칭만을 사용했다. 대외관계에서 호칭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마루이는 여러 번 서신을 교환하면서도 프로이트가 야베를 어떻게 칭하든 그에
대한 호칭을 정정하지 않았다. 야베는 캘리포니아 대학과 예일대학 대학원을 졸업
한 실험심리학의 ‘전문가’였으며 정신분석 국제자격을 취득한 최초의 일본인이었
지만, 한편으로 석사과정만을 마쳤으며 대학과 인연이 없이 철도성에 근무하는 공
무원일 뿐이었다. 프로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 모르며”
“그가 미국 어딘가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했다고 들었다”면서 “그가 나(마루이)를
만나기 꺼려하며”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유럽에 가서 지부를 창설한데
대해 미안함과 사과를 전했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마루이 자신의 높은 프라이드
는 물론이고 야베를 낮잡아보는 느낌까지 가지게 된다.
의사에게 일본 정신분석의 시작점이 도호쿠 대학이었다고 한다면 ‘비전문가’
에게는 철도성이 있었다. 철도성의 연구자였던 야베는 여기에서 또다른 정신분석
추종자 오오츠키 켄지와 만나게 된다. 오오츠키는 철도성에서 일본어와 영어판 여
행안내서를 편집하는 일을 하던 공무원이었다.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윌
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베네디토 크로체(Benedetto Croce)의 번역을 하
기도 했는데, 정신분석과 접한 이후로는 문학자의 길을 단념하고 정신분석에만 매
진하게 된다. 23 노력의 결과는 도쿄 정신분석학연구소의 창립과 기관지 《精神分
析》의 창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精神分析》은 편집자인 오오츠키 켄지의 “집념”
의 산물이었다. 24 1933년에 창간한 이래 1941년에 전시하 통제령으로 폐간을 당
하고, 이듬해 《東京精神分析學硏究所報》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1952년 다시
금 《精神分析》이라는 이름을 내걸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 잡지의 특
21

마루이에게 보내는 프로이트의 서신. 1931년 3월 15일자.

22

프로이트에게 보내는 마루이의 서신, 1931년 4월 7일자.

23

中野明德 (2015), <日本における黎明期の精神分析>, 《福島大学総合教育研究センター紀要》 18
號, 13頁.
24

西見奈子, Ibid, 12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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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점은 오늘날 인문학자들이 정신분석을 논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精神分析》의 논조는 마루이를 비롯한 의사들의 것과
는 매우 달랐는데, 무엇보다 읽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이나 임
상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정신분석적 문학비평이나 사회논평, 나아가 정신분석
학적 관점에서 쓴 단편소설이나 연극대본을 싣기도 했다. 말하자면 《精神分析》
은 정신분석 이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精神分析》 발간 초기부터 오오츠키 켄지를 비롯한 도쿄 정신분석연
구소의 연구자들은 수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던 듯하다. 특히 그들이 의사가
아니라는 점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모양인데, 《精神分析》 창간사 25 에서
부터 오오츠키는 그러한 비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오히려 비판자에게 역공
을 가한다. 그는 프로이트가 직접 <정신분석 운동의 역사(Zur Geschichte der
psychoanalytischen Bewegung, 1914)>와 <비전문가 분석의 문제> 등을 통해 자
신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음을 지적한 후, 정신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의식 세계 탐험경험이 있는지 여부”라고 쓰며, 정신분석가에게 필요한 것은 의
사자격이 아니라 “타인의 무의식세계로의 감정이입력(感情移入力)”이라고 강조한
다. 그에게 있어 의학적 지식은 ‘있으면 좋지만 필요조건은 아닌 것’이었다. 프로
이트의 글과 말을 등에 업고, 오오츠키는 자신의 정신분석 세계를 넓혀 나갔다.
오오츠키와 그의 연구소 동료들은 처음부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분석이 치료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돋움하
기를 바랐다. “장래에 문학으로, 교육학으로, 문학으로, 민속학으로, 사회학으로,
기타 정신과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 26 에서 정신분석이 영향력을 뻗치기 바랐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분석을 실천했다. 그들의 소원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정신
분석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
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났던 문학논쟁은 오오츠키와 야베의 동료들이 지핀 정신분석의 불길이 식민
지 조선의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임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
겠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을 마루이를 비롯한 센다이 그룹의 의사들은 좋게만 보
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말이다.

3. 1957년, 서울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한국전쟁의 화마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1957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7는 프로
이트 탄생 101주년을 기념하여 ‘프로이트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다. 아침 9시에

25

大槻憲二 (1933), <我が国の文明と精神分析>, 《精神分析》創刊號, 3-4頁.

26

大槻憲二, Ibid, 7頁.

27

이 심포지움을 개최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에 창립되었다(창립 당시의
명칭은 ‘조선신경정신의학회’였다). 초기 회장은 심호섭(沈浩燮)이었고, 부회장은 앞서도 언급했던 명
주완이었다. 명주완은 이후 6-16대 회장을 역임(1951-1956)하면서 한국 정신의학의 중심적 인물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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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이 심포지움은 원래 오후 다섯 시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약 2,500명이
라는 지금으로 봐도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결국 종료시간을 한 시간 연장
하게 된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
는지 현재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기에 발표자로서 참가했던 유석진(兪碩
鎭)의 회고 28 에 따르면, 심포지움의 주제 자체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음은 물
론 학회 자체에서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그가 “문학하는
사람”들도 왔다고 강조하고 있음이다. 식민지 시대에 정신분석이 반쯤 문학론이었
던 것을 기억한다면 문학계로부터 손님이 왔음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식민
지 시대에 프로이트의 이름을 듣고 그의 무의식 개념을 논하던 문학가들은 해방
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풍랑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프로이트를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가 살아있었다면 매우 기뻐했을 이 심포지움에는 모두 열 두 명이 발
표했는데, 서울대 철학과의 이교창(李敎昌)과 동국대 철학과의 김용배(金龍培), 서
울사범대학 교육심리과의 임석재(任晳宰)를 제외하면 모두 의사였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여전히 군의관 신분이었던 이들(민병근, 강준상, 유석
진)도 있었다. 이후 발간된 심포지움 논문집 《精神分析學》 29 을 통해 이들이 다
음과 같은 발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 Freud 精神分析學의 重要槪念: 國立鷺梁津救護精神病院 金午漸
2) Freud와 精神分析學의 發達: 仁川神經精神科病院 金光洙
(이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3) Freud의 히스테리論: 首都陸軍病院神經精神科 閔秉根
4) Freud의 Libido, 性慾論: 서울醫科大學神經精神科 盧東斗
5) Freud의 꿈分析論: 首都醫科大學神經精神科 李丙允
6) Freud의 Witz論: 서울師範大學敎育心理科 任晳宰
7) Freud의 藝術論<精神治療演劇>: 陸軍醫務監室保健課 姜駿相
8) Freud의 集團心理論: 高麗大學校文理科大學 成百譱
9) Freud의 宗敎論: 首都陸軍病院神經精神科 兪碩鎭
10) Freud 心理學의 哲學的背景: 서울文理科大學哲學科 李敎昌
11) 新原起論의 見地에서 본 Freud 性慾說의 批判: 東國大學哲學科 金龍培
12) Neo-Freudian – K. Horney를 通하여: 第63陸軍病院神經精神科 陳星基

28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1), 《원로와의 대화》,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16쪽.

2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58), 《精神分析學》,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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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最近美國精神醫學界와 Freud의 位置: 베드루神經精神科病院 金光洙

심포지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과거 일본의 센
다이 그룹이 도쿄 그룹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의사들이 ‘비전문가’인 심리학자와
철학자에 대해 가혹한 비판의 날을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례로, 후에 한국
융(C. G. Jung) 연구의 권위자가 되는 이부영(李符永)은 이교창이 프로이트의 독일
어 원서를 가지고 와서 읽으며 발표하는 것에 감탄했다고 한다. 30 의사가 아닌 이
에게 의학회 모임의 발표를 맡긴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황에서 한 명의 지식인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으
리라. 하지만 이부영은 동시에 약간의 불만도 가지고 있었다. 발표자 모두가 어려
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발표를 했지만 “자기 것으로 충분히
소화된 분이 드물다” 31 고 생각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식민지 시기
에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던 구보가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발표를 하기
도 했지만 왕성한 활동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2 또, 해방이 되고 나
서도 지식인들이 손에 쥘 수 있었던 정신분석 관련서는 많지 않았다. 33 이들이 말
그대로 악전고투의 상황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여기 실린 논문들의 가치
는 오히려 상당하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이 심포지움은 여러 모로 기념비적인 행사였다. 학회의
첫 학술대회기도 했거니와, 의사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기꺼이 참
석하여 정신분석의 다른 관점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상당히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전혀 상관없을 법한 전공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최근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신분석에 대한 열망이 이 괴리를 잘 봉합시키고 있었으며, 다른 언변과 서술방식
에 대한 다소의 신기함 정도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동의가 전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세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지적 동인이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은 이루 말할 것 없다. 지엽적인 ‘비전문가-전문가 논쟁’은 이 자리에 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변화는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만들었다.
정신의학자들이 정신분석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은 받은 것은 1950년대 후반
미국유학을 떠난 이후 34 였고, 인문학자들이 정신분석에 대해 한국어로 된 문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듬해에 세브란스병원 의대생이던 백상창(白尙昌)이
30

정신의학신문, “정신보건과 나”, 2017.8.25.

3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교실 (1997), 《 李符永敎授 停年退任 記念 論題集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교실, 91쪽.
3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앞의 책, 108쪽.

33

이정민 (2019), <군진의학으로서의 정신분석과 반공주의로의 이행>, 《동서비교문학저널》 제50
호, 225-226쪽.
34

한국정신분석학회 (2015), 《한국정신분석학회 35년》, 한국정신분석학회,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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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慾說》을 번역한 이후였다. 하지만 성욕에 대한 학설만으로 이론의 전모를 파
악하기는 힘들었다. 전문번역자 이용호가 《精神分析入門》 및 《꿈의 解釋》등을
번역한 이후(1958-1961)에야 인문학자들은 드디어 프로이트의 글과 생각을 직접
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의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거리가 벌
어지기 시작한다.
한국의 젊은 의학자들이 ‘제대로 된’ 정신분석 임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이후의 미국 경험을 통해서였다.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대체
로 군의관의 신분으로 도미(渡美)하여 군사병원에서 정신분석을 접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의 정신분석 경험이 사변적 판단보다는 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정신분석적 관점을 어떻게 임
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이때 한국의 정신의학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가 미국 극동사령부의 전구자문의사(Theater consultant) 앨버트
글래스(Albert Glass) 대령이었는데, 그는 당시의 유행에 따라 정신분석을 공부하
기는 했지만 결코 ‘정통파’ 정신분석학자라고는 할 수 없었다. 35 그는 군인답게 실
용성에 큰 무게를 두었으며, 전장(그는 2차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에서 벌어
지는 다종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대함에 있어 대단히 유연한 방법론을 택했다. 36
군진의학에서의 글래스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의학자들은 약물치료 등 치
료방법에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분석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
각했을 뿐 그것이 정신의학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DSM-III 출판과 더불어 정신분석이 정신의학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오
히려 그 명맥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자들도 ‘전통적인’ 문학해석의 방법론으로서 정신분석에 대해 큰 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 가뭄에 단비처럼 내리는 번역본과 해석서는 이들을 열광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 정신분석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 하지
만 인문학의 정신분석은 그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문학에서의 정신분석이 순수예술의 자리에서 뛰쳐나와 사회과학과 강하게 접속
되기 시작한 것이다. 37 구미의 사회과학 이론에 정신분석을 접합시킨 젊은 혁명가
들은 임상의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프로이트의 정통적 유산보다 집단심리학과
사회변혁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치유’
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던 것은 카우치 위의 환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였다. 구미(歐美)의 사회변혁론이 유럽이나 미대륙과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한국
이 독재시기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회이론이 사회의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정신분석은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심층심리에서 어

35

Kenneth Artiss (1997), Combat Psychiatry: From History to Theory, MILITARY MEDICINE 162,
pp.607-608.

36

Jane Morris et al. (2011), Builders of trust: Biographical profiles from the medical corps coin,
MD: Borden Institute, pp.139-131.
37

이정민, 앞의 논문,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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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해 주었던 이론적 가교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문학자들
이 논하던 정신분석은 이제 더 이상 ‘정통적’인 정신분석은 아니었다. 프로이트 자
신이 직접 부정하던 마르크시즘과의 연결은 물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조건이
라고까지 강조했던 임상에 신경쓰는 인문학자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면서 자크 라캉이 소개되
었을 때 인문학자와 의학자가 말하는 정신분석이란 이름만 동일할 뿐 전혀 다른
학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문학자들은 라캉의 말(“le retour à
Freud”)을 되새기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정신분석은 이미
해석학과 같이 변한 상태였고, 의학에서의 정신분석은 그저 역동정신의학의 한 분
야(게다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로서 취급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 균열을 메우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의학자들
도 문학작품을 정신분석의 방법론으로 바라보려 했고 나아가 정치에 접목시키기
도 했다. 몇몇 인문학자들은 ‘심리상담’이라는 명칭의 다소 유화된, 혹은 체제 친
화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분석 임상에 나섰다. 일말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7년 강당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조화로웠던 분위기를 되살리기는 요원해 보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2021년, 사이(間)에서 던지는 질문
이러한 류의 논의는 종종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문제로 흘러가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정신분석에 대한 관점차를 문학자와 의사라는 제도으로 귀환시켜서 논
하는 것이 어쩌면 현재의 정신분석을 둘러싼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말마따나 정신분석은 제도 안팎을 계속해서 건드려
왔고, 때로는 순조롭게,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겪으며 발디딜 곳을 찾을 수 있었
다. 프로이트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모두 정리되어 지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감히 논하건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정신분석을 둘러싼 현재의 두 흐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신분석에 대한 논의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극명하게 대비되는 관점차이는 식민지 시기로부터의 전통과 전쟁,
교육이라는 역사적 흐름 안에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기에 일순간의 모임
으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식민지 시기에 문학자와 의학자들
이 보여주었던 차이는 이론의 유입경로였던 일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센다
이 그룹의 정신의학자들이 도쿄 그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미국의 정
신분석 풍조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분석 풍조는 라이크로부터 비
롯된 전문가 자격 논쟁으로 인해 형성되었다. 참으로, 정신분석에 대한 의학계와
인문학계의 관점차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들이 발현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를 멈춘다면 문제를 반만 살펴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문
가와 비전문가 간의 갈등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법적 자격이나 호
칭, 그리고 권리와 의무뿐만이 아니다. 본고는 여기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이
들이 정신분석의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캐묻고자 했다. 정신분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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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로써 어떠한 것을 만들어 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편이 더 프로이트적이지 않
을까? 이를테면 이 두 흐름은 확장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기술(Technic)
으로서의 정신분석은 의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가능했다. 한편으로 이론(Theory)
로서의 정신분석은 여러 범주를 넘나드는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다. 뷔퐁
(Buffon)의 유명한 금언대로 그들이 보여준 문체가 그 징표라고 할 수 있겠다. 어
떤 분석대상을 접한들 의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은 대체로 분석적인 문체를 유지하
면서 시종일관 건조하게 대상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치료나 진단 이외의 영역
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며, 인용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목적을 지닌다. 반면
인문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이 보여주는 문체는 종합적이다. 비유를 적극적으로 사용
함은 물론, 다른 학문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결합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정신분석이 논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리라 생각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의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은 대체로 고립적이고 전
문적이며, 인문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은 친화력이 높으며 합종연횡이 자유롭다. 여
기서 마루이와 오오츠키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각각의 분석이 지향하는 심급(審級, instance)이
다. 의학적 정신분석은 무엇을 분석한들 인간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치료방법을
개진한다. 예술작품이나 정치 등을 논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분석으로 끝
을 맺는다. 정신과 의사들이 종종 사용하는 ‘환자를 사랑한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으
며 어떠한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인문학적 정신분석론은 미시적으로 대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예컨대 등장
인물)을 바라보며 거시적으로 대상의 동인(動因)을 분석해 낸다. 이 동인은 통상
추상적인 개념인데, 인간 그 자체보다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
회비판에 열성을 보이는 정신분석 연구자가 적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그렇듯 이러한 경향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
려 위에서 언급한 특성이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 가령 문학자는 문학작품 속의
인물과 사회를 현실의 인간 및 사회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물신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작품의 등장인물은 작가의 창조물이며, 그가 어떠
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 작
가가 설정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장치’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프로이
트가 《 무대 위에 나타나는 정신 이상에 걸린 등장인물들(Psychopathische
Personen auf der Bühne)》에서 말한 것을 인용해 보자면, “(작품을 통해) 우리에
게 똑같은 병을 앓게 하는 것이 극작가의 일”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
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묘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동일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오류다.
한편 의학에서의 정신분석은 의사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나머지 심지어 독심술이나 최면술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몇몇 용기 있는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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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대중을 위해 ‘친절한’ 정신분석 해설서를 쓰기도 했지만, 환자 보호라는 제
도적 장치로 인해 겉핥기식으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나 호전된 케이스만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분석을 마법과 같은 치료요법처럼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얽히게 되면 정신분석으로 단기간에 완
벽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1957년의 분위기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을까? 행사나 강연, 집담회 같은 방
법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재현할 수 있겠지만, 영속적이라는 전제를 단다면 현재의
조건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시도는 60년이 넘게, 또는 100
년 가까이 조성되어 온 흐름을 뒤집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그간의 정신분석에
대한 모든 담론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혹은 의
구심과 약간의 비꼼을 담아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과
연 지금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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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tween psychiatry and hermeneutics:
Two positions in Korean psychoanalytic scene

LEE Jung-Min (Sungkyunkwan Univ.)

In Korea, there are at least two ways for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psychiatry for mental health and hermeneutics for
analyzing literature and any other arts. This tendency on psychoanalysis could
be a worldwide trend nowadays, but the distinctive feature of Korean
psychoanalysis comes from that the contact point of the two ways stays unclear
(or may have been lost), despite they share the origin theorized by Sigmund
Freud. Roughly said, psychiatrists tend to be practical and pragmatic, on the
other hand, literary researchers and critics could be said theoretical and
orthodox. After 60’s their academic exchange had been slowly broken, today
the view on the theory remains divid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ason of the division in the reception history of psychoanalysis in Korea, which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Empire Japan and the U.S.

Keywords: Psychoanalysis, Psychiatry, Literature theory, recep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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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종의 작품에서 바라본 제주 4·3 1
오카자키 료코 2

초록
김시종(金時鐘, 1929-)은 재일조선인 1세이자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시
인이다. 그는 1948년에 일어난 제주4・3사건(이하 제주4・3)으로 인해 일본으로
넘어갔다. 2000년대 이후, 김시종이 산문과 시 작품을 통해 제주4・3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시종이 문학을 통해 제주4・3
을 분명히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 그의 문학 활동의 큰 특징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2010년에 발표된 그의 제7시집『잃어버린 계절』에
서는 제주4・3의 기억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김시종은 2000년 이
전에도 당시 금기시되었던 제주4・3을 간접적으로 묘사해 왔다. 1955년에 발표한
제1시집『지평선』 에는 제주4・3을 연상시키는 작품이 있다. 본고에서는 김시종이
문학 작품을 통해 어떻게 제주4・3을 써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것이 『지평
선』에서 『잃어버린 계절』에 이르는 과정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
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키워드: 재일조선인문학, 김시종, 제주4・3

1

본 논문은 2019 Korean Literature Workshop for Doctoral Students（Korean Foundation 주

최）에서 구두 발표한 岡﨑享子「2000년 이후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종 연구 -제주4・3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일부 수정, 추가한 것이다.
2

리쓰메이칸대학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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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3
김시종 4(金時鐘、1929-)은 재일조선인 1세이자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시
인이다.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일본의 교육을 받으며 그 누구
보다도 더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한 황국 소년（皇国少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와 일본의 시에 익숙해지면서 일본어는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언어가 되었
다. 1945년 해방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현실과 마주해, 일본인이
되려고 했던 자신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에 눈을 떠, 조선어를 되찾으려고 조선어 습득에 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48년에 일어난 제주4・3으로 인해 당시 남조선노동당의 일원이었던 김시종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는 식민지시기에 심어진 일본어를 재일조선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노력하는, 이른바 일본어의 탈식민지화를 시도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김시종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와 양석일(梁石
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양석일은 잡지『진달래(ヂンダレ)』에서 함께 활
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김시종의 언어 세계와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5 2000년대
에 들어, 호소미 가즈유키(細見和之)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한 김시종론을 발표하였다. 6 또 오세종(呉世宗)은 김시종 고유의 서정을 분석
하기도 하였다. 7 최근에는 아사미 요코(浅見洋子)가 김시종의 시마다 주석을 달아
가며 각 시집의 주제를 분석한 작업 8 이나, 권보경(権保慶)이 김시종과 한국 현대
시인 김지하(1941-) 9 와의 관계성에 대해 논한 것 등 다양한 김시종론이 등장하고
있다.

3

먼저 본고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재일동포와 한국어를 김시종의

표현에 따라 “재일조선인”과 “조선어”로 지칭한다. 하지만 김시종이 대담 중에서 “在日”이라고 할
때는 구어이기 때문에 “자이니치”로 표기한다. 다음으로 “제주(제주도) 4・3 사건(항쟁)”의 명칭에 대
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제주4・3”을 사용한다. 김시종은 『조선과 일본에 살다(朝鮮
と日本に生きる)』(2016)에서 「四・三事件」이나「四・三」으로 표기하고 있다.
4

김시종의 주요한 창작시집은 다음과 같다. 『地平線』(1955), 『日本風土記』(1957), 『新潟』(197

0),『猪飼野詩集』(1978), 『光州詩片』(1983), 『
「在日」のはざまで』(1986), 『化石の夏』(1998),
『わが生と詩』(2004), 『境界の詩』(2005), 『再訳
鮮と日本に生きる』(2015).

朝鮮詩集』(2007), 『失くした季節』(2010), 『朝

青峰社, 1990, pp.126-218.

5

梁石日,「金時鐘論」, 『アジア的身体』,

6

細見和之,『ディアスポラを生きる金時鐘』, 岩波書店, 2011.

7
8

呉世宗,『リズムと抒情の詩 : 金時鐘『長篇詩集新潟』の詩的言語を中心に』, 藤原書店, 2010.

浅見洋子, 2013年度博士学位申請論文『金時鐘の言葉と思想 : 注釈的読解の試み』, 大阪府立大学, 2

013.
9

権保慶, 「金時鐘における民衆と諷刺 ―一九七年代の金芝河との連をめぐって―」, 『朝鮮学報』제24

0호, 朝鮮学会, 2016,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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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재까지 수많은 선행연구 10 가 축적되어 있는데, 선행연구의 대부분
은 『지평선(地平線)』(1955), 『니가타(新潟)』(1970), 『이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
(1978) 등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
만 김시종은 근래에 더욱 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00년대 이후에 간행된 새로운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기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지 못한 2000년 이후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김시종이 산문과 시 작품을 통해 제주4・3의 체험을 직접적으
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정부가 제주4・3
에 대한 사죄와 진상규명을 진행함에 따라 제주4・3의 체험자나 유족은 점차 입
을 열 수 있게 되었고, 김시종도 그 중 한 명이었다. 2010년에 발표된 그의 제7시
집에서는 제주4・3의 기억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주4・3의 70주년을 맞이한 2018년, 김시종은 오사카 제주4・3희생자 위령제
를 위한 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에는 당시 제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
으며, 그들은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이
김시종이 문학을 통해 제주4・3을 분명히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 그
의 문학 활동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도 김시종은 금기시되었던 제주 4・3에 대해 간접적으로
작품 속에서 묘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호소미 가즈유키와 아사미 요코는 2011
년, 2012년, 2016년 세 번에 걸쳐 김시종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김시종은
제주4・3을 처음으로 묘사했던 작품이 1955년에 잡지『카리온』 에 게재된 「나의
성과 명(わが性と命)」이라고 언급하였다 12. 또한 오세종은 1955년에 발표된 제1시
집 『지평선』에 실린 작품이 제주4・3을 연상시키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3. 아
사미 요코도 『지평선』에 실린 「처분법(處分法)」은 학살이나 인간성 유린의 이미
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김시종이 체험한 제주4・3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10

한국에서의 김시종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남승원, 「김시종 시의 공간

과 역사 인식 -제주에서 니이가타(新潟)까지」, 『영주어문』 32권0호, 영주어문학회, 2016, pp.77~96;
김계자, 「김시종 시의 공간성 표현과 ‘재일’의 근거」, 『동악어문학』 제67집, 동악어문학회, 2016,
pp.177~204; 고명철, 「구미중심의 근대를 넘어서는 아시아문학의 성찰」, 『비평문학』 제54호, 한
국비평문학회, 2014, pp.7~29; 하상일, 「비판적 현실 인식과 민족 정체성의 회복: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현재」, 『계간 시작』 제11권, 제4호, 천년의시작, 2012, pp .24~43．
11

최근에 발표된 김시종의 작품은『朝鮮と日本に生きる ―済州島から猪飼野へ』(岩波書店, 2015), 金

時鐘、佐高信『
「在日」を生きる』, (集英社, 2018),

『背中の地図 金時鐘詩集』(河出書房新社, 2018)

등을 들 수 있다.
12

金時鐘,「＜インタビュー＞至純な歳月（とき）を生きて−『日本風土記』から『日本風土記Ⅱ』のこ

ろ−」
『金時鐘コレクションⅡ』藤原書店, 2018, p.322.
13

呉世宗『リズムと抒情の詩 : 金時鐘『長篇詩集新潟』の詩的言語を中心に』藤原書店, pp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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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처럼 여러 선행 연구에서 김시종이 1950년대에 벌써 제주4・3의 체험에 대

해 간접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김시종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4・3의 표현이 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였는지 밝히는
연구는 아직 많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김시종이 문학 작품을 통해 어떤 식으로 제주4・3을 써 왔는지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것이 『지평선』에서 『잃어버린 계절』에 이르
는 과정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김시종과 제주4・3과의 관계를 제주4・3의 역사
적 흐름과 김시종의 개인사를 통해 확인한 후, 제Ⅱ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작품 안
에서 그가 제주4・3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김시종이 제주4
・3 체험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전에 발표한 시집 『지평선』
（1955）과 고백한 후
에 발표한 시집 『잃어버린 계절』
（2010）에 실려 있는 제주4・3에 관한 시를 분
석함으로써, 김시종의 제주4・3 시의 특징 및 그의 체험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잃어버린 계절』 이후에 발표된 작품도 고찰하여, 작
품 분석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터뷰 기록을 통해 현재 그가 제주 4・3에 대해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２．김시종과 제주4・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
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
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15 ”으로 정의한다. 1947 년 3월 1일 제주읍에서 열린
3.1절 28주년을 기념한 집회 이후 가두에 나온 주민을 향해 경찰이 총을 발포하
여 십여 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과 우파 세력의 대립은 정
점에 도달하였고, 1948년 4월 3일 오전 1시 한라산의 봉화를 기점으로, 통일 국
가의 건설,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 등을 목표로 하는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의 무장 봉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우파 세력에 의한 좌파 세력 및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은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1948년 당시 20세였던 김시종은 남로당의
연락원이었고 우체국 사건 16 을 계기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1949년 6
월 김시종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었
다. 제주4・3 중에 있었던 학살의 실태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듯이, 김시종도 일

14

浅見洋子、2013年度大阪府立大学博士学位論文『金時鐘の言葉と思想 : 注釈的読解の試み』大阪府

立大学, pp.83〜86.
15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2003, p.563.

16

중앙 우체국에서 연락원을 담당했던 남로당원 두 명이 처형되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김시종

과 다른 한 명의 당원이 우체국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패로
김시종은 쫓기는 몸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경찰관의 총에 사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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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살며 문학 활동을 하였지만 자신의 제주4・3 체험에 대해
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비로소 제주4・3 유족회, 연구소 등이 창립되어 제주4
・3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정부 대
표로서 제주4・3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와 진상 규명을 약속하였다. 이 후 유
해 발굴 사업을 비롯하여 진상 규명 운동, 희생자 명예 회복 운동 등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김시종은 제주4・3에 대한 체험을 공식적으
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49년 만에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었으며,
2000년 4월 5일에 개최된 “제주도 제주4・3사건 52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처음
으로 자신의 제주4・3 체험에 대해 고백하였다. 그 후 김시종은 제주4・3을 시에
직접적으로 쓰기 시작했으며, 근년에는 회고록『조선과 일본에 살다(朝鮮と日本に
生きる)』（2015）에서 제주4・3에 관한 구체적인 개인사를 서술하였다.

Ⅱ. 『지평선』(1955)에서『잃어버린 계절』(2010)로
본장에서는 김시종의 제1시집『지평선』
（1955）과 4・3체험을 고백한 후 2000
년에 발표한 제7시집『잃어버린 계절』
（2010）에서 제주4・3을 어떻게 시로 썼으
며 어떻게 전개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두 시집을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먼저 『지평선』에 대해서는, 1950년 당대 금기시되었던 제주4・3
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그 후 『지평선』과 『잃어버린 계절』의
관련성 및 차이점을 고찰할 것이다.

1. 『지평선』에서 보는 제주4・3
1955년에 발표된 『지평선』의 머리말에는 5년 동안의 성과를 모아서 시집을 출
간하였다는 김시종의 말이 쓰여 있다. 시집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서시」, 제1장「밤을 간절히 바라는 자의 노래」
（27편）, 제２장「가로막힌 사
랑 속에서」
（20편）로 이어진다. 김시종은 이 구성에 대해 제1장에는 일본적 현실
을 중점으로 하며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작품이 실려 있고,
제2장에는 외국인이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조선적인 것을 중점으로 한 작품이
실려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문학 활동의 소재가 제2장의 조선적 것에서 제1
장의 일본적인 것으로 변화해 갔다고 설명하였다 17 . 이런 발언에서 당시 김시종의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 가겠다는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평선』에서 제주4・3이 어떤 식으로 그려졌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제1장에 실려 있는 「처분법」의 일부분이다.

17

金時鐘「私の作品の場と『流民の記憶』
」復刻版『ヂンダレ』16号, 不二出版, 2008, pp.2〜8.（원문:

『ヂンダレ』16号, 朝鮮詩人集団, 1956,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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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時鐘「處分法」

김시종「처분법」

土堤の 上から

제방 위에서

御葬式を 見ていた。

장례식을 보고 있었다.

白昼公然の虐殺を

백주대낮의 공공연한 학살을

この目は

はつきりと

見とどけてい 이 눈은 확실히 끝까지 지켜봤다.

た。

…생략…

…省略…

나는 이전에도

私は

이러한 장례식을 알고 있다.

以前にも

탄 사체는 분명히 검게 그을렸는데

このような 葬いを 知つている。

焼けた

死体は

たしか

黒こげだつ 시대는 산 채로, 목숨을 끊고 사라졌
다.

たのに
時代は 生のまま、 殺し去つていた。

이 시는 아사미 요코가 지적한 것과 같이 잡지 『진달래』 제8호(1954년 6월)의
수폭 특집에 실린 작품인데, 1954년 3월 1일 미국에 의해 수행된 수폭 실험으로
인해 제5후쿠류마루가 피폭되고 참지가 대량사해서 처분되었던 사실을 묘사한 것
이다 18.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번째 구절에서 화자가 “백주대낮의 공공연한 학살
을/이 눈은 확실히 끝까지 지켜봤다”는 부분이다. 매립지 공사로 인한 “학살”을
화자가 “지켜봤다”는 묘사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나는 이전에도/이러한 장
례식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나”가 알고 있는 “장례식”의 배경
은 더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탄 사체는 분명히 검게 그을렸
는데/시대는 산 채로, 목숨을 끊고 사라졌다”로 시가 끝나는 것을 보면, 이 장면
은 제주4・3의 살육 현장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시대”라는 시어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극심해진 우파 세력에 의한 좌파 탄압과
학살이 있었던 제주4・3의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일본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이와 제주4・3의 체험을 연결시켜서 김시종이 제주
에서 직접 목격한 “학살”과 유족들의 “장례식”이라는 제주4・3의 광경을 그린 작
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장에 실려 있는 「거제도」에서도 제주4・3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부
분을 확인할 수 있다.
金時鐘「巨濟島」

김시종「거제도」

―兄弟同士が傷つき合うのも悲しいの -형제끼리 상처를 입히는 것도 슬픈데,
に、縁もゆかりもない者共にぶち殺さ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살해당

18

浅見洋子, 『金時鐘の言葉と思想 : 注釈的読解の試み』, 위와 같은 책,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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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のは死んでも死にきれないほど怒り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がこみ上がる―

치밀어 오른다-

…省略…

…생략…

幾重にも さえぎられた

몇 겹으로 차단된

庭があり、部屋があり

뜰이 있고, 방이 있으며

孤々に 分たれた

개인으로 나뉘어

人らがうずく

사람들 좀이 쑤시는

黒いゝ屠殺場があるのです。

검고 검은 도살장이 있습니다.

２

2.

ごらんなさい、

보시오,

新芽ふく 春またぎ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아직 여물지 않
고

無数の足が

草の根をわけて伸び
무수한 발이 풀뿌리로 흩어져 뻗어 있

手足のもがれた胴体が
そこここに

巨体な虫のようにはいつ 고

くばつているのを

팔다리가 잘려나간 몸뚱이가

…省略…

여기저기 거대한 벌레처럼 기어 다니
는 모습을
…생략…

이 시의 제목은 「거제도」이지만, 사실은 봄의 “제주도”를 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말
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작품 발표 당시의 한국전쟁에 대한 그의 생각임과
동시에, 동족상잔을 강요당했던 제주4・3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는
“도살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거대한 벌레처럼 기어 다니”고 “무수한 발이
풀뿌리로 흩어져 뻗어 있고/팔다리가 잘려 나간 몸뚱이”가 존재하는 살육 현장의
시체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시종은 제주4・3 체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 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1950년대 전반부터 제주4・3에서 목격한 상황을 작품에 담았고, 학살이 있었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잃어버린 계절』과의 연관성과 그 전개
이처럼 김시종은 1950년대부터 제주4・3을 표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
다면 2010년에 발표된 『잃어버린 계절』에서는 제주4・3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
를 알아보기 위해 『지평선』과 『잃어버린 계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주4・3
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시집은 큰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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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봄”으로 대표되는 계절에 대한 김시종의 독자적인
관념이다. 그가 보는 사계절의 모습은 『잃어버린 계절』에서 잘 나타난다. 이 시집
은 「여름」, 「가을」, 「겨울」, 「봄」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8
편의 시가 실려 있다.『잃어버린 계절』에서 볼 수 있는 김시종의 계절관을 요약하
자면, “여름”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계절이며, “가을”은 말을
못하는 침묵의 계절이다. 그리고 “겨울”은 침묵의 계절이 지나간 후 자신의 이야
기를 털어 놓을 수 있으며 자신을 재생시킬 수 있는 계절이고, 마지막 “봄”은 제
주4・3의 계절이다. 따라서 김시종의 계절은 해방의 “여름”에서 시작되고, 제주4
・3의 “봄”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계절』의 「봄」의 장에 실려 있는 「마을」은 “자연은 편안해진다/
라는 당신의 말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19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자
연에게 치유를 요구하면 안된다는 김시종의 자연관을 볼 수 있다. “봄”은 일반적
으로 생명의 숨결과 아름다운 자연의 계절로 인식되지만, 김시종에게 “봄”은 제주
4・3의 계절이고 “죽음”의 계절인 것이다. 김시종은 『잃어버린 계절』에서 그의
독자적인 계절관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20.
이러한 김시종의 계절관 및 자연관은 『지평선』에서 이미 나타났던 것이다. 앞에
서 다루었던 「거제도」에서도 죽은 “수많은” “몸뚱이”가 묘사된 배경은 “봄”이었
다. 그 밖에 『지평선』 제2장에 실려 있는 「봄」에서도 김시종의 계절관을 확인
할 수 있다.
金時鐘「春」

김시종「봄」

春は

봄은 장례의 계절입니다.

喪の季節です。

甦える花は きつと

野山に 黒いことでしよう。

19
20

소생하는 꽃은 분명히
야산에 검게 피어 있겠죠.

원문: “自然は安らぐ／といった君の言葉は改めなくてはならない”
『잃어버린 계절』의 「후기」에서 김시종은 일본에서 일반화된 자연관과 다른 독자적 자연관(계절

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부끄러워서 생각하였다가 그만두었지
만, 「김시종서정(抒情)시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서정(抒情)시라고 하는 것
은 자연 찬미를 기초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자연”은 자신의 심정이 투영되는 산물이
다. …생략… 이 시집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四時)를 제재로 한 것이라서 당연히 “자연”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적어도 자연에게 자신의 심장의 기미를 맡기는(心情の機微を託す) 듯한 순

정한 “나”와는 작별하였다. 고 나는 생각한다.”이하 인용문：“気ははずかしくて止めたが、思いとして
は「金時鐘抒情詩集」と銘打ちたかった詩集である。日本では特にそうだが、抒情詩といわれるものの
多くは自然賛美を基調にしてうたわれてきた。いわば「自然」は己の心情が投影されたものなのだ。…省
略…この詩集も春夏秋冬の四時(しじ)を題材にしているので、当然「自然」が主題を成しているようなも
のではあるが、少なくとも自然に心情の機微を託すような、純情な私はとうにそこからおさらばしてい
る。つもりの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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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생략…

喪の花が 赤くつては

장례식의 꽃이 붉으면

悲しみは
う、

怒りに

祷りの花環を

私は

燃えることでしよ 슬픔은 분노로 불타겠지요,
나는 기원의 화환을
あむつもりなの 짤 생각입니다만.......

に…
…생략…
…省略…

이 땅에 붉은색 이외의 꽃은 바랄 수

この地に 赤以外の 花は望めず

없고

この地に

祷りの季節は

不必要でし 이 땅에 기원의 계절은 필요하지 않습
니다.

よう。

炎と燃えて、ヂンダレ＊が息吹き 봄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진달래가 숨

春は
ます。

쉬고 있습니다.

「봄」은 “봄은 장례의 계절입니다./소생하는 꽃은 분명히/야산에 검게 피어 있
겠죠”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이 시에서도 김시종은 “봄”을 “장례”의 계절이라고
표현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을 검은색이나 붉은색으
로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그의 자연관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장례”의 꽃도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꽃도 빨간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빨간색은 불꽃,
공산주의자의 호칭, 피와 전화(戦火)를 연상시킨다.
한편, 『잃어버린 계절』의 「봄」장에 실려 있는 「4월이여, 먼 봄이여.」도 “나
의 봄은 언제나 빨갛고/꽃은 그 안에서 물들어 핀다 21 ”로 시작된다. 이 구절에서
도 “봄”은 “빨갛다”고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꽃”이 “빨갛다”는 것
이 아니라, “나의 봄”이 “빨갛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꽃”이 “그 안에서 물
들어 핀다”는 점이다. 따라서 「4월이여, 먼 봄이여. 22」에서는 “봄”의 계절관을 더
객관적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4월이여, 먼 봄이여.」의 후반부의, “4월은 새벽의 봉화가 되어 불타올랐
다./짓밟았던 진달래 건너편에서 마을이 불타고/바람을 타서/군경 트랙의 토연(土
煙)이 흩날리고 있었다 23 ” 에서는 제주4・3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마지
막 주석에는 “필자에게 “4월”은 제주4・3사건의 잔혹한 달이며, “8월”은 번질거
리는 번쩍인 해방(종전)의 백일몽의 달이다”라고 적혀 있다. 김시종에게 있어 “봄”
이 제주4・3의 계절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21

원문: “ぼくの春はいつも赤く/花はその中で染まって咲く”

22

원문: 『四月よ、遠い春よ。
』

23

원문: “四月は夜明けの烽火（のろし）となって噴き上がった。/踏みしだいたつつじの向こうで村が

燃え/風にあおられて/軍警トラックの土煙が舞っ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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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평선』의「봄」에서 나타난 “봄”은 “장례”의 계절이고, “꽃”이 빨갛
다는 김시종의 계절관은 55년 후에 발표된 『잃어버린 계절』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성은 『잃어버린 계절』의 「4월이여, 먼 봄이여.」에서도 자
세히 드러난다. 김시종에게 “봄”은 제주4・3의 계절을 뜻하는데, “나의 봄이 빨갛
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봄”에 피는 “꽃”이 빨갛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평선』에서 나온 제주4・3에 대한 간접적 증언이 『잃어버린 계절』에서 더 구
체화되어 직접적으로 제주4・3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Ⅲ. 『잃어버린 계절』 이후의 작품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잃어버린 계절』은 김시종이 제주４・3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로 표현한 시집이었다. 그렇다면 그 후의 김시종의 작품에서는 제주４・3이 어
떻게 그려졌을까. 2018년은 제주４・3 70주년의 해였으며, 김시종은 70주년을 맞
아 시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24를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잃어버린 계절』 이
후의
작품으로「사자에는 시간이 없다」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김시종의 말에
따르면 이 시는 한국어로 쓴 것을 스스로 일본어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일본어판에서도 한글로 표기하면서 주석을 따로 붙인 부분(정낭, 정주목, 갈중의)
이 있다. 이러한 점은 김시종의 다른 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김시종의 시에
있어서 「사자」는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다. 본고에서는 김시종이 「사자」를 어떻
게 그리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사자」의 묘
사가 『지평선』에 실린 시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
째로는 김시종의 체험이 「사자」의 묘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의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이다 25.
金時鐘「死者には時がない」

김시종「사자에는 시간이 없다」

降り積もった歳月の奥から
顔があらわれ
寄りすがった村人たちの顔があらわれ
放り出した정낭정주목のたもとで放心して
いる。
やつれた母の顔があらわれ、
地面の底のくらやみに
一斉につつじの茎が首をもたげて
かず知れぬ髪の毛が
白い毛根に絡んでふるえている。

내려 쌓인 세월 안속으로
얼굴이 나타나
서로 매달린 동네 사람들 얼굴이 나타나
내던진 정낭, 정주목 곁에 멍히 서 있는
초라한 어머님 얼굴이 나타나
캄캄한 지면 밑바닥에
철쭉줄기가 일제히 머리를 내들어
무수한 머리털이
하얀 모근에 뒤얽혀 떨고 있다

24

済州四・三70周年犠牲者慰霊際実行委員『済州四・三70周年在日本済州四・三事件犠牲者慰霊際』2

018年4月22日(慰霊祭冊子).
25

한국어판: 『４・3 과 평화 』30호, 제주４・3평화재단, 201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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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는 아직도 뒤끓어 얽혀
긴 꼬리 질질끌어 기어돌고
蛆は今もってたかってもつれて
쓸쓸해진 들판 전면에
長いしっぽを引きずって這いずり回り
떡쑥, 냉이들 들풀이 돋아나
さびれた野際(のぎわ)一面
이쪽 저쪽에서 고개숙인 사람들이 나타
おぎょう、なずな、のぐさが生えそめ
そこかしこからうなだれた人たちがあらわ 난다
목쉰 비명처럼 바람이 스친다
れる。
かすれてゆく悲鳴のように風が吹き渡る。
들길 밑바닥 어둠속에
코를 훌쩍이는 여인이 있어
野路の底のくらやみに
들가에 내내 서있는 낡은 갈증의 농부가
鼻をすすって婦(おんな)がおり、
野ずえで立ちすくす古びた갈중의の農夫が 있어
지그시 보고 있는 땅속으로
おり、
손이 돋아난다
見つめる土の底から
手が生える。
발이 뚫고나온다
足が突き出る。
촉루가 이를 드러내고 잦혀진다
しゃれこうべが歯を剥いてあおむいている。
우리들은 지금 깡그리 태워버린 중산간
私たちはいま、焼き払われた中山間の村から 마을로부터
겨우 우리들의 四월로 돌아왔다
ようやく私たちの四月へ帰ってきた。
四월의 사자는 앞으로도 시선을 돌리지
四月の死者はこののちも目をそらさず
않고
殺戮のこちらで息をひそめていた私たちを
살육의 이쪽에서 숨 죽이고 있었던 우리
見つめつづけるだろう。
들을
強いられた死の死者に時間はない。
その日その時のままに凝固して止まってい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강요당한 죽음의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
る。
그날 그때 그대로 응고하여 멈춰있다
風化は日常の俗化がもたらすものだ。
풍화는 일상의 속화(俗化)가 가져오는 것
生きている者たちが普段に見すごしている
이다
不実な歴史のくり返しだ。
살아있는 자들이 부단히 간과하고 있는
記憶が褪せないかぎり
부실한 역사의 되풀이다
私たちが怠(おこた)らないかぎり
기억이 바래지지 않는 한
四・三の死者は生きている。
우리들이 태만하지 않는 한
四・三사자는 살아있다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 에는 땅에서 「세월」을 지난 동네 사람이나 어머니의
얼굴, 손, 팔이 나타나거나, 「멍히 서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이런 「사
자」에 대한 묘사는 「거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金時鐘「巨濟島」

김시종「거제도」

ごらんなさい、
新芽ふく 春またぎ

보시오,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아직 여물지 않
고

無数の足が 草の根をわけて伸び
무수한 발이 풀뿌리로 흩어져 뻗어 있
手足のもがれた胴体が
そこここに 巨体な虫のようにはい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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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ばつているのを
…省略…

팔다리가 잘려나간 몸뚱이가
여기저기 거대한 벌레처럼 기어 다니
는 모습을
…생략…

여기서는 「사자」라고 생각된 「몸뚱이」가 「기어 다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
다. 이 시와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를 비교해 볼 때, 「거제도」에서는 「사자」
가 지상에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에서는 지하에 있는 상
태를 묘사한다. 이 차이는 물리적 경과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지상에 있었던
「사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하에 묻혔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자」는 살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또한 얼굴이 없는 「몸뚱이」만의 「사자」가 시간이 지나서 얼굴을 지상에 드러냈
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사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김시종에게
제주4・3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자」라는 시의 모
티브는 1950년대에 쓰여진 「거제도」에서 2018년에 쓰여진 「사자에는 시간이 없
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시종이 「사자」를 묘사하는 방법이 그의 체험이나 사상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 인용문2에는 「갈증의 농부」
가 나오고, 이 「갈증의 농부가 지그시 보고 있는 땅속」에서 「사자」의 일부가 나
타나는 묘사가 있다. 김시종은「갈증의 농부」에 관한 자신의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는 중간연락원으로 농업학교에서 들렁귀까지의 중간 연락을 6월 중순까지 맡았
습니다. …생략 …
저는 밤이 되면 어둠에 뒤섞여 잠입했는데 그날은 토벌대가 시간을 연장해서 재수
색하러 왔습니다. 저는 풀숲에 숨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학살당해 썩고 있는 농부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밭일을 할 때 입는 바지 아래에 새끼줄로 각반을 맨 거년스러운
‘전사’였습니다. 이토록 무참하게 살해당해 방치된 시체는 어쩌면 이리도 악취가 풍
기는 것일까요. 인간이 썩어가는 냄새와 사체에 모여 있는 구더기의 무시무시한 모
습은 그 어떠한 표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주4・3 희생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의 썩은 사체입니다26.

김시종의 언급에 따르면 그가 실제 ４・3 속에서 살해당한 「갈증의 농부」의 「사
자」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에 등장한 「갈
증의 농부」는 그 때 김시종이 봤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인
용문1에 있는 「구더기는 아직도 뒤끓어 얽혀／긴 꼬리 질질끌어 기어돌고」라는
표현은 김시종이 목격한 「구더기」가 「뒤끓어 얽혀」 있는 「사자」를 그대로 묘
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잔혹한 「사자」의 상태를 생생히 그리는 것에 대
해, 김시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저는 희생자를 경건한 기분만으로 추모하는 것이 희생자들의 풀지 못한 원한을 더

26

金時鐘, 金石範(2018)『金時鐘、金石範済州4・3を語る』済州四・三事件70周年犠牲者慰霊祭実行委

員, 2018,

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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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응고시키는 행위처럼 생각되어 참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결코 엄숙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체에 우글거리는 구더기가 햇빛에 비친 황금색 꼬리를 움직이며 사체를
탐하고, 죽음을 강요당한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27

김시종은 희생자를 경건한 마음만으로 추모해서는 안된다, 즉 희생자들을 미화
하여 추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잔혹한 「사자」의 상태는 어떠한 표현
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시종은 계속 시 안에서 「사
자」를 묘사해 왔다. 「사자」에 「구더기」가 꿰어 든 상태, 손과 팔이 각각 지상
으로 드러나는 상태, 촉루가 이를 드러내고 젖혀지는 상태를 묘사함으로 김시종이
「사자」를 미화하지 않고 리얼리즘으로 묘사하고자 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Ⅳ. 나가며
본고에서는 김시종이 시를 통해 어떤 식으로 제주4・3을 표현해 왔는지, 그리
고 시대를 초월하여 두 시집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
다. 제 Ⅱ장에서는 김시종과 제주4・3의 관계를 확인하고, 제Ⅲ장에는 그의 두 시
집 『지평선』과 『잃어버린 계절』의 시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4・3이 금
기시되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에는 4・3을 가리킨다고 생각되는
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평선』의 「春」에 나온 「장례」와
빨갛다는 「봄」에 대한 개념이 『잃어버린 계절』로 이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잃
어버린 계절』의 「4월이여, 먼 봄이여.」에서 「봄」의 개념은 더 구체화되어, 「봄」
이 제주4・3의 계절임을 직접적으로 썼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김시종
이 가지고 있는 「봄」의 자연관과 계절관은 시간차가 있음에도 『지평선』에서 『잃
어버린 계절』까지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에서
는 『잃어버린 계절』 이후의 작품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사자에는 시간이 없다」
에서 「사자」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사자」 또한 『지평선』에서
계속 이어지는 김시종 시의 모티브였다. 그는 「사자」를 통해 제주4・3의 시간적
거리를 표현했으며, 「사자」가 아직 살아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제주4・3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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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im Si-Jong(金時鐘, 1929-)is a Korean-Japanese poet who was born in Busan
in 1929. In 1948, his involvement in the Jeju 4.3 uprising led him to settle down
in Japan in 1949 and he now still lives in Japan.This study is going to clarify
that how Kim Shi-jong express the personal experience of Jeju 4・3 in his 1st
poetry “Horizon”(1955) and 7th poetry “Lost Season” (2010).
Keywords: Korean-Japanese literature, Kim Si-Jong, Jeju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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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종의 작품에서 바라본
제주 4・3”의 토론문

김상호(수평과학기술대학교)

재일조선인 1 세인 김시종 선생의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집필한
시집《지평선》과 《잃어버린 계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며
기술한 본 논문은 그 내용면에서 심도있게 중점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특히 본 논문은 김시종이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개인 혹은 민족의 恨과 아픔 즉 김시종은 왜,
처참했던 4.3 현장을 곱씹으려 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 논문의 가치가
더 빛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 본 논문의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p.7 에서『 지평선』과『 잃어버린 계절』 “두 시집은 큰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봄’으로 대표되는
계절에
대한
김시종의
독자적인
관념이다.”
오카자키
료코
선생은 4.3 제주사건이 봄이라는 계절의 중요성을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2, p.8 다시말해 “김시종에게 ‘봄’은 제주 4.3 의 계절이고 ‘죽음’의
계절인 것이다.”
3, p.9 “ ‘장례’의 꽃도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꽃도 빨간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빨간색은 불꽃, 공산주의자의 호칭, 피와 전화(戦火)를
연상시킨다.” 김시종은 남로당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렸다. 목숨을 걸고 제주를 탈출해 일본으로 밀항해 1 세대 재일조선인이
경험한 그리 드물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다.
4, P.12 “김시종은 희생자를 경건한 마음만으로 추모해서는 안된다. 즉
희생자들을
미화하여
추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잔혹한「사자」의 상태는 어떠한 표현 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P.13 “「사자」를 미화하지 않고 리얼리즘으로 묘사하고자 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오카자키 료코 선생은 김시종의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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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1, 하지만 본 논문은 시집《지평선》에서는〈처분법〉〈거제도〉〈봄〉
3 편만 예로 들고 있고, 《잃어버린 계절》에서는〈사자에는 시간이
없다〉〈거제도〉2 편만 예로 들고 있는데, 시집 《잃어버린 계절》을
논하면서 갑자기 시집《지평선》의〈거제도〉를 다시 중복해서 논하는
것은 논문에서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작품을 예로 들면서 작품을 논했다면 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
2, 그리고 본 논문은《지평선》과 《잃어버린 계절》두 시집을 주로
다루고 있다. 논문 제목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종의 작품에서 바라본
제주 4.3” 제목은 마치 김시종의 불 특정한 다수의 작품을 논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혹시 이런 제목은 어떨까?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시작품에 나타난 제주 4.3 --시집《지평선》과 《잃어버린 계절》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사항
1, 김시종은 그날 4 월 3 일 이후 이미 70 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제는
그만 마음이 편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그의 눈에 생생했던 그
참을 수 없었던 그날을 애써 다시 소환하는 것일까요? 《 지평선 》 과
《 잃어버린 계절 》 이 두시집은 김시종에게 있어 참회록이라 말할 수
있는지요?
2, 김시종은 4·3 학살의 현장을 피해 같은 해 6 월 자신만 일본으로
피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시〈거제도〉에서 서술한 “팔다리가 잘려나간
몸뚱이가 여기저기 거대한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모습을…” 그가 그
시체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때문에 내면 속의 죄악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자인 오카자키 료코 선생께 묻고 싶습니다.
3, 평소 알고 있는 일본의 현대시는 섬세한 감정, 사념을 표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김시종은 간결하고 응축된 표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오카자키 료코 선생의 논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김시종의 작품은 일본 시단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尚浩 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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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의열영웅서사 시론
- 안중근서사와 윤봉길서사를 중심으로 –
조영욱 1
초록
근대 전환기에 중국과 한국에는 여러 형식의 소설들이 출현하였는데
모두 “신소설”의 개념으로 취합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서사로써 자기나라 백성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대외로는 침략에 항거하고 대내로는 부국강병을
강구하는 영웅인물에 대한 전기적 서사물이 있었다. 신채호는 양계초의
<의대리건국삼걸전>을
수입하여
조선의
현실상황에
맞게
<이태리건국삼걸전>으로 역술한다. 이 소설 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서양의
항외구국과 부국강병의 영웅인물들을 소설화 한 서사물을 수입하여
영웅• 전기소설들을 저술한다. 신채호는 그 뒤 서양의 인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역사적 인물들을 다루게 되면서 큰 발전을 가져온다. 특히 항일명장
이순신을 모티브로 하는 서사물은 일제강점기에도 출판되고 발표된다.
영웅• 전기소설은 항일영웅서사 혹은 항일의열영웅서사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 뒤 중국침략 원흉이면서 조선침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성공한 안중근을 영웅• 전기소설에서 다루면서 또 한번 발전을
한다. 이는 항일영웅서사가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데로부터 현세의
인물을 다루는 항일의열영웅서사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안중근의거를
다루는 문인들은 비단 조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었다. 특히 계림
냉혈생이 지은 <안중근전>은 양계초 사상의 영향을 받고 창작한 것이다.
안중근의 의거는 항일의열투쟁의 귀감이었다. 그의 정신은 많은
조선청년들이 이어 갔는데 윤봉길의 의거가 가장 전형적이면서 성과가
가장 크다. 그리하여 조선과 중국에서는 윤봉길서사가 창작 되기
시작하였다. 항일영웅서사를 저술한 의도는 주로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는
안중근의
출현과
윤봉길의
출현으로
실현되었다.
바로
이러한
항일의열영웅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은 최종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키워드: 서양의 영웅, 역사인물, 현세의 인물, 안중근서사, 윤봉길서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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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대 전환기에 중국과 한국 2에는 여러 형식의 소설들이 출현하였다. 중국에서는
이 소설들이 견책소설(譴責小說), 정치소설 등등 여러 이름이 출현하였고
한국에서는 번역소설, 번안소설 등등 여러 용어가 나타났다. 이러한 용어들을
모두 신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발생하여 성장한 이야기문학의 시대적 명칭
때로는 역사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거나 발생한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개화기소설’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3 흔히 1906 년 《만세보》에 연재한 <혈의
누>를 한국의 첫 신소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문단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것은 모두 “신소설”의 개념으로 취합할 수 있다. 4
일본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중국과 한국을 침략하였다. 이 침략의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각성을 하였으며 서사라는 문학형식을
이용하여 자기나라 백성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이름의 소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는 대외로는 침략에 항거하고 대내로는
부국강병을 강구하는 영웅인물에 대한 전기적 서사물이 있었다. 이를 역사• 전기
문학 5이라고도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의열하다’가 “의기가 장렬하다”고
나와있다. 6 중국에서는 ‘의열’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널리 쓰지 않고 있다.
《사해(辭海)》 7 에도 ‘의열’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백도한어(百度漢語)》에
의미심장한
해석이
있다.
여기서
‘의열’은
“충의절렬(忠義節烈), 의(義)를 중히 여기고 생(生)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8 이는 아마 사마천의 《사기(史記)》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있는
‘형가자진왕(荊軻刺秦王)’이라는 고사에서 왔을 것이다. 형가를 비롯한 전국시대의
자객들은 진왕을 저격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서 의거를 한다.
‘의열투쟁’이라는 용어는 물론 독립운동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1970 년대 한국 학계에서 옛 문헌의 ‘천추의열(千秋義烈)’이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한다. 9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일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행위가 바로 이 의열인 것이다. 그 뒤부터 이러한 행위를 ‘의열투쟁’이라고
불렀으며 1919 년 의열단(義烈團)이 결성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근대 중한 신소설 중에서도 역사• 전기 문학이 새로운 형식인
항일의열영웅서사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2

본고에서는 “조선”과 “한국”을 혼용하고자 한다.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p.1775.
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pp.15-36 ; 袁行霈 외,《中國文學史4》, 高等教育
出版社, 2003, pp.545-548.
5 강영주, 《한국 역사소설이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p.23.
6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7
辭海編輯委員會,《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999.
8 百度漢語: https://baike.baidu.com/item/%E4%B9%89%E7%83%88/1963196?fr=aladdin
9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9610&cid=62049&categoryId=62049&anchorTa
rget=TABLE_OF_CONTENT1#TABLE_OF_CONTENT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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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서사와 윤봉길서사를 이루어 내는데도 어떤 작용을 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2. 서양의 영웅에서 항일영웅으로
양계초는 <의태리건국삼걸전(意大利建國三傑傳)>을 발표한다. 10 그 내용은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전쟁과정에서 출현한 세 영웅의 일생이다. 이 세 영웅은
마치니(瑪志尼, Mazzini), 카보르(加富爾,Cavour), 가리발디(加里波的, Garibaldi)다.
이 소설에서 양계초는 이 세 인물을 나라를 구한 민족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소설을
1907년
신채호(申采浩)가
수입하여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이라는 이름으로 광학서포(廣學書鋪)에서
출판한다.
신채호가 굳이 이 소설을 수입한 것은 이탈리아도 조선처럼 반도이고 오래동안
외세의 사이에 껴서 생존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1 조선의 처지가 비슷하고
이탈리아는 당시 여러 강대국(특히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프랑스제국) 사이의
모순을 이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거쳐 끝내 통일하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1907년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과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 사이다.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 긴박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면서 어떻게든 망국을
막아보려 했다.
신채호가 보기에 나라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영웅이 출현해야 했다.
신채호 외에 장지연의 <애국부인전>(1907), 박은식의 <서사건국지>(1907) 등도
모두 서양의 부국강병과 항외구국(抗外救国) 영웅인물들을 다룬 소설이다. 심지어
신소설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던 최남선도 영웅• 전기소설을 저술하였다. 최남선은
자신이 꾸린 한국 첫 근대잡지 《소년》에 여러 기에 걸쳐 <나폴레온대제전>을
발표한다.
<이태리건국삼걸전>에서
탄력을
받은
신채호는
그
뒤
연이어
<을지문덕전(乙支文德传)>,
<이순신전(李舜臣传)>,
<최도통전(崔都统传)>을
발표• 출판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신채호의 소설 저술이 서양의 영웅인물을 다루는 외국소설을
역술(译述)하던데로부터 자국의 구국영웅을 다루는 소설을 저술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뒤질세라 다른 문인들도 이와 같은 작품을
저술한다. 12
신채호의 이러한 소설 중에서 특히 <이순신전>은 중요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1908년 6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 되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반도 침략의 구도를 러시아 대
일본으로부터 일본독점으로 개변시켰다. 다시 말하면 당시 조선민족의
10

물론 이 소설은 양계초의 원작이 아니다. (손성준, <’이태리건국삼걸전’의 동아시아 수용양상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49-109.) 이는 훗날 《음빙실전집》에
수록된다. 梁啓超, <意大利建國三傑傳>, 《飲冰室專集 11》, 中華書局, 1937.
11 신채호, <동양 이태리>, 《단재신채호전집》별집, 형설출판사, 1977.
12 여기에는 <강감찬전>(1908), <천개소문전>(19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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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敵國)은 일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순신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당시 해상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항일명장이며
조선민족의
민족영웅이다.
300여년전의
항일영웅을 호출한 것은 현세의 적국이 일본인 것과 관계가 있다. 비록
300여년전이지만 임진왜란의 의병과 일제 시대의 의병은 계승관계가 있다고 어느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신채호가 이순신을 항일영웅 모범으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이후 항일영웅서사 혹은 항일의열영웅서사의 귀감이 되었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이 나온 뒤 이순신을 모티브로 하는 서사물은 그 뒤에도
출현하였다. 이순신이 저항했던 나라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이순신서사가 출판• 발행된다.
1925년 장도빈(張道斌)이 지은 <이순신전>이 경성 고려관(高麗館)에서
발행되고 1927년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고유상(高裕祥)의 명의로 <이순신전>이
발행된다.
또한
한국
근대소설 효시 <무정>을
쓴 이광수(李光洙)도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썼다. 이 소설은 1921년 《동아일보》에 예고를 했다가
1932년 연재 실현을 하게 된다.
개화기 초기 서양인물을 다룬 외국소설을 번역하던데로부터 자국 역사인물을
다루다가 급기야는 항일의 상징과도 같은 이순신서사를 저술하는 데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이는 3.1운동 뒤 일제 식민 당국이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 역사인물에서 현세의 인물로: 안중근 서사
주지하다시피 안중근(安重根)은 1909 년 하얼빈역에서 조선침략과 중국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사살했다. 안중근의 의거(義舉)는 그 뒤 항일
의열투쟁의 귀감이 되었다.
중국의 여러 신문들에서는 모두 하나 같이 안중근을 찬양했고 손중산은
안중근을 위해 제사(題詞)를 했으며 장태염(章太炎)은 안중근의 “아시에 제일의
의협(義俠)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주은래는 1910 년대 등영초와 함께 천진에서
학생연극 <안중근> 13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14
안중근의 의거는 많은 문인들의 소재로 되었다. 양계초는 <秋風斷藤曲>라는
시로 안중근을 찬양했고 김택영(金澤榮)도 즉시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讐事>라는
한시를 지어 안중근의 쾌거를 기리었다.
또한 김택영은 서사문학 <안중근전>(1910)을 쓰기도 했다. 이외에도 작자
미상의 <근대역사>(1919), 이건승의 <안중근전>(1910 년대), 홍종표의 <대동위인

13

<고려망국기(高麗亡國記)>라고도 하는 이 연극은 현재 각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연극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에서 그 상황을 요해할 수 있다.《中國現代文學與韓國 10》, 延邊大學出版社,
2014, p.368.
14 나중에 후요(侯曜)의 삼막극 <산하루(山河淚)>(1924 년)와 이를 개편한 박원(朴園)의 단막극
<망국한(亡国恨)>(1931 년)에는 주인공이 안씨(安氏)로 나오는데 안중근이 투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國現代文學與韓國 10》, 延邊大學出版社, 2014, pp.3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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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전>(1911),
계봉우의
<만고의사
안중근전>(1914),
박은식의
15
<안중근>(1914), 옥사의 <만고의사 안중근전>(1917) 등이 있다.
중국의 문인들도 문학작품에서 안중근을 다루었다. 황세중(黄世仲)은 안중근을
비롯한
여러
조선의
애국지사들을
소개한
<조선혈(朝鮮血)>을
《남월보(南越報)》에 연재하였다. 정원(鄭沅)은 <안중근>과 <안중근약사>를
편찬했다. 정육(程淯)도 <안중근전>을 지었다. 이외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노방자(老紡子)가 지은 <안중근전>과 역시 중국인으로 보이는 냉혈생(冷血生)이
지은 <영웅루(英雄淚)>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냉혈생이 쓴 <영웅루>다. 이 소설의 내용과
자서(自序)에
의하면
냉혈생은
길림성
길림시
출신이라고
한다. 16
《소설월보(小說月報)》의 편집자인 진경한(陳景韓)은 냉혈(冷血)이라는 필명을
썼지만 양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고증이 필요하다. 17 그러나 이 작자는 필명
앞에 계림(雞林)을 붙였다. 계림은 당연히 경주(慶州)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계림
냉혈생이 도대체 중국인인지 조선인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봐야 한다.
이 소설은 대개 안중근 의거 직후부터 1911 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인다.
형식은 전통소설 양식인 장회소설(章回小說)이다.
자서에
“欲新一國之民，不可不先新一國之小說”이라고
시작했다.
양계초가
1902
년
일본에서
《신소설(新小說)》지를
창간할
때
쓴
문장
<論小說與群治之關系>를 시작할 때 이 문장으로 시작했다. 이것으로 보아
냉혈생은 양계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 “애국열성을 격발시킨다”는 것을 알고 창작했지만 형식은
전통소설 양식이다. “대중화된 읽을 거리(普及讀物)”로 창작하여 민중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다. 형식은 전통양식이고 의도와 내용은 근대적이여서 그야말로
과도기적인 양식인 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웅루>는 항일영웅서사 혹은 항일의열영웅서사 형성과정에서의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안중근 제재 서사물들이 육속
나와서 안중근서사라고도 불러도 좋을 작품군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는 어느 정도
항일의열투쟁의 확대를 위해서도 추동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신소설에서 현대문학으로: 윤봉길서사
안중근의 의거는 항일의열투쟁의 귀감이었다. 안중근 의거후 특히 1919년
길림에서 의열단이 결성 된 뒤 항일의열투쟁은 꾸준히 이어져 갔다. 오성륜,
이종암, 김익상, 김지섭, 나석주, 이봉창……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라고도 할 수 있겠다.
1932 년 4 월 29 일 조선청년 윤봉길은 상해 홍구(虹口)공원 일왕의 생일 행사장에
15

윤병석, <안중근의사 전기의 종합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9 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12,
p.105.
16 薛洪勣, <校點後記>, 《韓國藏中國稀見珍本小說 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p.492..
17 楊揚, <提要>, 《名著百部系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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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을 던졌다. 일본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白川義則)대장과 상해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河端貞次)는
즉사하였고
제
3
함대
사령관
노무라(野村吉三郞) 중장과 제 9 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케미쓰(重光癸) 등은 중상을 입었다.
이에 윤봉길을 모티브로 하는 서사물들도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윤봉길의 상해 의거 직후 소설, 시가, 산문, 르포, 각본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33 년 상해법계한광사(上海法界韓光社)에서 발행된
《윤봉길전》이다. 이는 윤봉길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김광이 상해 홍구공원
거사 직전 윤봉길로부터 구술을 받아 펴낸 책자이다. 문학작품과 거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윤봉길서사임에는 틀림 없다.
윤봉길을 모티브로 하는 문학작품중에서 특히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연극
대본 혹은 희곡이다. 문학가 손양공(孫俍工)은 1932 년 12 월에 단막극
<복수(復仇)> 18 를 써 1933 년 2 월 상해《전도(前途) 》에 발표한다. 이
단막극에서 윤봉길은 윤장길(尹長吉)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실제인물을 근거로
허구적 인물을 창조해냄으로써 현대문학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봉길> 19 은 하가기(夏家祺)가 창작한 아동극본으로서 1933 년 3 월
진강(鎮江)《지방교육(地方教育)》에 발표된다. 윤봉길은 4 월 26 일에 맹세를 하고
29 일에 거사를 했는데 이 극본에는 3 월 31 일에 맹세를 하고 4 월 1 일에 거사를
한 것으로 나온다. 이 역시 작가가 실제 인물 윤봉길을 좀더 형상화된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진적(陳適)도 <윤봉길> 20 이라는 이막극을 창작하여 1934 년 5 월
항주《황종(黃鐘)》에 발표한다. 이 극본의 《후기》에 “한인애국단에서 발행한
《도왜실기(屠倭實記)》의 《홍구 폭발 사건의 진상(虹口炸案之真相)》에서
제재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극본은 “중국 국민의 민족성을 일깨우고
각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연극이나 각본의 특성으로 선전• 선동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안중근을 모티브로 하는 연극도 다수 무대에 올려진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윤봉길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작가 반혈농(潘孑農)이 지은
단편소설 <윤봉길>이다. 이 소설은 윤봉길 의거가 있은 그해 12 월 5 일에 남경
《모순월간(矛盾月刊)》에 실렸다.
이 소설은 윤봉길이 한인애국단에 가입하는 과정과 의거 당일의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윤봉길의 심리묘사도 있는 등 현대소설로서의 면모를 모두
갖추었다.
이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이 국기(國旗) 외에도 윤봉길이 아끼는 것은 침대쪽 벽에
걸려 있는 안중근씨의 사진이다. 1909 년 이 순국선열이
하얼빈에서 일본 수상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 윤봉길은
18
19
20

孫俍工, <復仇>, 《中國現代文學與韓國 5》, 延邊大學出版社, 2014, p.177.
夏家祺, <尹奉吉>, 《中國現代文學與韓國 5》, 延邊大學出版社, 2014, p.193.
陳適, <尹奉吉>, 《中國現代文學與韓國 5》, 延邊大學出版社, 2014,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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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태어난지 2 년밖에 안 되는 아이였다. 나중에 자라면서
부모와 형들과의 대화중에서 이 영광스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위대한 민족영웅에 대해 우러러 보게 되었다. 21
이 대목은 윤봉길의 의열투쟁이 안중근 의거와 전승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윤봉길 서사가 안중근 서사와 전승관계에 있다는 것도 증명한다.
항일의열영웅서사의 가능성이 여기서도 보여진다.

5. 나가며
“소설계혁명” 22 을 주창하였던 양계초가 저술한 <의태리건국삼걸전>을 신채호는
수입하여 조선의 현실상황에 맞게 <이태리건국삼걸전>으로 역술한다. 이 소설
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서양의 항외구국과 부국강병의 영웅인물들을 소설화 한
서사물을 수입하여 영웅• 전기소설들을 저술한다.
신채호는 그 뒤 서양의 인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역사적 인물들을 다루게
되면서 큰 발전을 가져온다. 특히 이순신을 모티브로 하는 서사물은
일제강점기에도 출판되고 발표된다. 이 영웅• 전기소설은 항일영웅서사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 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성공한 안중근을 영웅• 전기소설에서
다루면서 또 한번 발전을 한다. 이는 항일영웅서사가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데로부터 현세의 인물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안중근의 의거는 동북아시아적은
큰 사건이었으므로 안중근서사를 저술하는 문인들은 비단 조선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었다. 특히 중국인으로 보이는 계림 냉혈생이 지은 <안중근전>은
양계초 사상의 영향을 받고 창작한 것이다.
안중근의 의거는 항일의열투쟁의 귀감이었다. 안중근 의거후 특히 1919 년
길림에서 의열단이 결성 된 뒤 항일의열투쟁은 꾸준히 이어져 갔다. 오성륜,
이종암, 김익상, 김지섭, 나석주, 이봉창…… 23
물론 그중에서도 윤봉길의 의거가 가장 전형적이면서 성과가 가장 크다.
그리하여 조선과 중국에서는 윤봉길서사가 창작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극작품과 소설작품이 중요하다.
항일의열영웅서사를 저술한 의도는 주로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는 안중근의 출현과
윤봉길의 출현으로 실현되었다. 바로 이러한 항일의열영웅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은 최종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21

潘孑農, <尹奉吉>, 《中國現代文學與韓國 1》, 延邊大學出版社, 2014, p.135.
袁行霈 외, 《中國文學史 4》, 高等教育出版社, 2003, p.548.
23 안중근과 윤봉길 뿐이 아니라 이러한 기타 항일의열영웅을 모티브로 하는 서사작품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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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年生的金智英》中的女性形象

林文玉 1

本論文主要以《82 年生的金智英》小說中，女性形象為研究核心，試圖探討女性
面對人生諸多階段時，展現出的行為和抉擇，來了解作者趙南柱對女性形象的形塑。解
析作者眼中，面臨社會價值與自我內外在衝突時，女性如何真實呈現出韓國社會文化中
不易被撼動的固有困境與衝突。
二十世紀初，韓國受到西方文化的影響，婦女觀念開始出現不同於傳統價值觀的傾
向／選擇，西方新觀念與新思想不僅改變了韓國婦女之社會地位，也對傳統男尊女卑、
男女有別的舊思維，提出質疑與挑戰。作家透過描寫女性角色，來反應現實社會的問題
與實態，襯托出社會潛藏的問題。
如，在妻子形象方面，女人一旦進入婚姻，大眾藉由媒體、教育、家庭等媒介，灌
輸女性應當扮演的角色與該遵從的職責，各種期待與限制，她們必須完成在家庭中女性
最重要的任務：
「傳宗接代」
。默默扮演著男人背後的溫柔後盾，卻成為了他人眼中的「
媽蟲(맘충)」。而她的丈夫只要說：
「我來幫你」
，就已成為社會中人人口中一百分的老
公。
再者，透過作品分析，探討作家趙南柱對女性問題意識的詮釋。面對在社會中所遭
遇的各種困境，包括來自校園、職場、愛情、婚姻、家庭等方面的不公平待遇和挑戰與
困境時，女性如何意識到自我、自覺的過程，開始對家庭、對配偶、甚至對整個社會環
境產生反思的歷程，旨在藉由文學中所映照之現實，解讀韓國女性追求自我的重要課題
立場。
關鍵詞：女性自覺、女性議題、女性形象、自我認同

1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兼任助理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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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引言
日前，看到一則韓國空軍女中士因揭發在軍中所遭受的性暴力，不斷受到上級的施
2

壓，在受不了軍中組織性的二次加害之後，選擇自殺的新聞。 在二十一世紀的現今，
對女性的壓迫仍舊没有受到顯著的改善。不論是韓國或臺灣，亦不難接觸到一些職場內
或社會上的性別歧視，如利用工作職位之便，強迫女性使之面臨不論是言語上或肢體上
不舒服的性暴力。此乃父權社會男性對女性勞動力的控制最根本的展現，不讓女性取得
重要的生產資源，如薪資、工作，並且限制女人的性，以及普遍使喚女性工作人員跑腿、
倒咖啡等。 3而女性，在如此艱困的環境中，亦步亦趨的堅持向前。
在韓國社會，女性擔負比男性更重要的家庭角色，從孩子出生起，離開工作領域，
以家庭為先，在家帶孩子，常需擔任犠牲自己的角色。母愛／母性，成為枷鎖，禁錮女
性／母親，使女人一點一滴失去自己。社會學家秋多若認為男女不平等表現在許多方
面，如機會不均、同工不同酬等，但其中以男女在養育子女的分工上最顯著。一對夫婦，
只要有了小孩，女的就自然負起較大的責任；即使不是自己帶，請來照顧小孩的，也一
4

定是女的。男權社會決定了男主外、女主內的分工形式。 女性的角色和女權的成長，
常會令人覺得退回到原點。
5

而有關韓國年輕女性的處境，趙南柱在《82 年生的金智英 》以一個平凡人物的半
生經歷，探究出韓國社會中女性所要面對的種種生活問題。從金智英的兒童時期、學生
階段、職場工作到結婚生子的過程，敘說她在家庭、學校和社會上所經歷的歧視、恐懼、
挫折等感受，進一步探討當今韓國社會中廣泛受到注目的厭女現象及其後遺症。 6探討
女性面對社會價值與自我內外在衝突時，如何呈現出韓國社會文化中固有困境與艱辛。

二、作品簡介──《82 年生的金智英》
《82 年生的金智英》
，2017 年甫出版，就橫掃韓國市場，拿下當年書店評選文學小
說類年度最佳書籍、新書暢銷榜第一名，實體、網路書店小說類第一名，上市至今累積
銷量破百萬。
「趙南柱旋風」也從韓國吹向臺灣與日本。同名電影 2019 年 11 月底在臺
上映，首周票房突破 550 萬元。故事沒有高潮迭起的劇情，只有平淡敘述主角金智英
34 年的人生，因它道出了社會上許多人的心聲，引起韓國女性強烈的共鳴與廣大迴響。
「金智英」成為亞洲女性的代名詞，幾乎每位女性都能在金智英身上看見一部分的
自己。趙南柱在《82 年生的金智英》中，描繪出韓國女性在成長與生活環境中被父權
事件發生於今年 3 月 2 日，空軍李中士因上級長官的指示參加聚餐，在回程車上，受到同僚的
性騒擾。李中士馬上向部隊報告，希望懲處。但軍中的二次加害開始，不斷脅迫被害人與加害
人和解。不只被害人，其家人與未婚夫也都受到騒擾。被害人更因此事件，身心遭受巨大傷害，
接受精神科治療。很不幸的，李中士在 5 月 22 日選擇結束自己的生命。5 月 31 日經媒體披露，
此事件被韓國人民知曉，引起大眾的憤怒，空軍才火速進行事件偵查。

2

3

海蒂．哈特曼著，范情譯，
（1999）
〈馬克思主義和女性主義不快樂的婚姻：導向更進步的結合〉
，
《女性主
義經典》
，頁 323-338。
4
謝敏，
（1999）
〈母性的複製〉
，《女性主義經典》
，頁 111-2。
5
金智英，1980 年代出生的女孩名字中，最常見的菜市場名。
6崔末順，(2020)，〈「大敘事」捲土重來──韓國當代小說的主流傾向〉，《印刻文學生活誌》198

頁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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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規範的模樣，在小說中，展現出「真實的現實」。 7

1.《82 年生的金智英》故事內容
1982 年出生的女主角「金智英」，生於首爾某間婦產科，出生時身高 50 公分，體
重 2.9 公斤，父親是公務員，母親是家庭主婦。她上面有個大 2 歲的姊姊，下面則有小
5 歲的弟弟。他們三姊弟和父母、奶奶一家六口住在一間十坪大小，只有兩個房間、簡
陋無門的廚房和一間衛浴的房子。
金智英，大學就讀人文科系，畢業後好不容易找到還算安穩的工作，31 歲和大學
學長結婚，婚後三年，在眾人「理所當然」的期待下，兩人生了女兒。接著，她辭掉工
作，當起平凡的全職家庭主婦。
金智英辭職回家帶小孩一年多後，某天，金智英的講話和行動變得異常，與丈夫講
話時，用自己母親的口吻，或者化身成已經過世的學姊。又，到釜山婆家過節時，又以
「親家母」的身分向婆婆吐露在夫家過節的種種不適，惹惱婆家。
最後，丈夫決定帶她接受心理諮商，在與醫師的對話中，她慢慢揭露出自己的人生故事。
小說平舖直述金智英為何藉由不同的人物為自己發聲的真實原因。34,5 歲的韓國首爾普
通家庭的，普通女孩的成長歷程，具體而微地展現出韓國年輕女性的人生困境。
小說刻意加入一般小說中少見的註腳形式，以報紙或研究數據，標誌出韓國社會各
種性別狀況，如女性平均結婚與生育時機，生產與育兒導致中斷職場生涯等相關資料。
理性的數據，讓小說顯得更有說服力，刻畫出的金智英角色，為虛構的故事人物與情節
提供現實性的參考。
《82 年生的金智英》，故事裡沒有所謂的壞人，所有性別偏見的言行，不存有針
對性的惡意，即使金智英的婆婆也並非典型的惡婆婆。因此，讀者隨著情節鋪陳，慢慢
去思考父權體制下，人人皆參與或默許的結構性霸凌，證實金智英的經歷絕非特例。 8
藉由小說，趙南柱記錄了金智英成長的 1980 到 2000 年韓國社會與政策的轉型──
1999 年制定《男女差別禁止法》、2001 成立「女性部」、2008 年廢除違憲的「戶主制」，
以及其他女性勞動條件的改善。不過，仍有多數金智英（們）無法享受相關權利，2009
年不到 50%的女性使用育嬰假，2014 年還有 1/5 的女性因結婚生子辭職。

2.作者──趙南柱簡介
趙南柱，韓國小說家，1978 年出生於首爾，畢業於梨花女子大學社會學系，曾長期
擔任《PD 手冊》、
《不滿 ZERO》
、《Live 今日早晨》等時事教養節目編劇。後來開始從事
小說創作。2011 年以長篇小說《傾聽》獲得「文學村小說獎」
；2016 年則以長篇小說《為
了高馬那智》獲得「黃山伐青年文學獎」
；2017 年以《82 年生的金智英》獲「今日作家
獎」，
《82 年生的金智英》並被翻譯成多國文字。 9
7

出自黃亞琪(2020)，
〈主婦作家趙南柱：只有小說才能展現「真實的現實」
〉
，
《今周刊》1207 期，
2020.2.5。
8范銘如(2020)，
〈江鵝、趙南柱與劉芷妤，臺韓六年級作家女力爆發」〉,《Openbook 閱讀誌》9.23。
9
出自黃亞琪(2020)，
〈主婦作家趙南柱：只有小說才能展現「真實的現實」
〉,《今周刊》1207 期，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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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年底，韓國發生「媽蟲(맘충)」 10事件，成為促發趙南柱提筆構思《82 年生
的金智英》的觸媒。因趙南柱生完孩子後，辭職成為全職家庭主婦。從職業婦女變成
24 小時照顧小孩的全職媽媽，只有在小孩睡午覺或晚上就寢後，才能勉強擠出時間寫
作。此時的趙南柱感受到社會對女性，尤其是對有小孩的女性的暴力視線。 11趙南柱表
示，當時考慮了非常久，決定將小說的時代設定在 1980 年代，社會偏好男胎時。 12
當時政府正在實施節育政策，十年前開始，只要是基於醫學上的理由，即可合
法執行中止懷孕手術。當時只要確定懷的是女嬰，彷彿就足以構成「醫學上的
理由」，鑑別胎兒性別與將女嬰墮胎的情形多不勝數。這樣的社會風氣在一九
八○年代持續蔓延，到了一九九○年代初期，性別不均的情形更是達到巔峰，
第三胎以後的出生性別，男嬰明顯比多女嬰多了一倍。（頁 28）
女主角是家有一個姐姐和一個年紀相差很多的弟弟，總是會被忽略的二女兒。
作品名稱

出版社

在臺出版

薩哈公寓

漫遊者文化

2020.7.15

若你傾聽

布克文化

2020.1.19

獲獎
2011 年獲「文學村小說獎」，
趙南柱首部得獎作品

獻給柯曼妮奇

布克文化

2019.8.10

2016 年獲「黃山伐青年文學
獎」

致賢南哥(短篇)

時報出版

2019.6.25

她的名字 是(短篇)

遠流

2019.2.24

82 年生的金智英

漫遊者文化

2018.5.3

2017 年獲「今日作家獎」

表 1：趙南柱在臺出版著作目錄

三、作品中的女性形象
1.金智英，可以從三個階段來分析她的成長，
(1)不被關注的二女兒
10

媽蟲，是近年在韓國出現的詞語，結合英文「mom」和韓文「蟲」的新造單字，用於貶低無法管
教在公共場合大聲喧鬧幼童的年輕母親。這個新興名詞，雖用於稱呼部分管教無方的媽媽，但
近來卻不分青紅皂白的用於一般全職母親身上，泛指每天只需煮飯、照顧孩子，花著丈夫的血汗錢，
優雅地過生活的家庭主婦，認為她們是一群「吸老公血的蟲」，對眾多的媽媽造成十分大的傷害。
11

2013 年，韓國政府給予滿 0-5 歲的嬰幼兒無償保育制度（類似教育補助津貼）
，社會上對在家照顧小孩的
媽媽們，冠以「媽蟲」
、
「厭女」等歧視字眼，認定媽媽是沒有生產力、無法創造經濟力的無用之人。
12
韓國的新生兒出生率，從 1970 年 100 萬 7 千，至 2007 年下降到 49 萬 7 千人，到了 2018 年，則大幅
減少至 32 萬 6 千多人。每一位女性的總生產數為 0.98 人。男女性比為，109.5：100(1970)，116.5：100(1990)，
106.2：100(2007)，105.4：100(2018)。顯示，韓國傳統偏好男嬰的比率降低。韓國女性的經濟活動參與率
也從 49.6%(2010), 51.9%(2015),52.9%(2018),2019(53.5%)逐年增加。資料來源：統計廳, 「2018 年出生統計」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055。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年韓國的性認知統計」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age=1&idx=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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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時候的金智英，是不被關注的二女兒，因母親接連生下二個女兒，常覺得愧對家
族的時期，其存在感很渺少。對於弟弟所享受到的特別待遇，會羨慕，但也會合理化解
釋一切，視為理所當然。
金智英至今最難忘的兒時記憶，莫過於偷吃弟弟奶粉事件。她那年應該是六、
七歲左右，明明也不是什麼山珍海味，不知為何就是覺得弟弟的奶粉特別好
吃，所以每次媽媽在幫弟弟泡奶粉時，她就會緊跟在旁，用手指沾那些不小心
撒在桌上的奶粉來吃。有時媽媽還會叫金智英把頭向後仰、嘴巴張開，然後舀
一匙奶粉倒進她的口中，好讓她過過癮，……然而，與他們同住在一起的奶奶
──高順芬女士，非常討厭金智英吃弟弟的奶粉，只要發現孫女又在偷吃，就
會用手掌朝她背部狠狠拍下去，使金智英措手不及，奶粉從嘴巴和鼻孔中噴出
來。(22-23)
對於奶奶的嚴厲，心裡也會不舒服，但不像姐姐一樣強烈，仍會覺得奶粉美味，仍會想
要偷吃。此時的金智英，仍對一切事物，懵懂無知，只是貪吃，是單純可愛的小女孩，
又如，

剛煮好的一鍋白飯，以爸爸、弟弟、奶奶的順序先盛飯是再自然不過的
事情；形狀完整的煎豆腐、餃子、豬肉圓煎餅，也都會理所當然地送進
弟弟的嘴裡，大姊和金智英只能撿旁邊的小碎屑來吃；弟弟的筷子、襪
子、衛生衣褲、書包和鞋提袋，永遠都是成雙成對的，但是大姊和金智
英的這些物品，總是湊不成一對。……其實當時還年幼的金智英，並不
會羨慕弟弟的特別待遇，因為打從他們一出生，受到的就是差別對待。
雖然偶爾會覺得有點委屈，但她早已習慣對這一切主動做出合理化的解
釋。……她和姊姊既懂事又很會照顧弟弟，但也因為如此，兩姊妹更沒
有理由跟弟弟爭風吃醋。(24)
這個年紀的金智英，家族的向心力強大，凡事都會覺得是應該，恭敬父母、奶奶，更要
愛護年幼的弟弟，不可以爭風吃醋。覺得弟弟拿到一份，她和姐姐，合吃一份，本來就
應當。尹英（音譯）（2014）提出，家族集體主義概念，有十大要素 13，有家長的權威、
長男的特權與責任、母親的犠牲與奉獻、對女性的差別待遇、對父母的孝心等，一切孝、

13

윤영，(2014)，〈문학을 통한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 방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
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40 권，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頁 213-218。尹英
在論文中提出，家族集體主義十大要素：1.家長的權威、2.長男的特權與責任、3.母親的犠牲與奉

獻、4.對女性的差別待遇、5.我的成功，即家族的成功(教育熱) 、 6.對父母的孝心 7.對祖先的祭
祀 8.結婚是家族的結合(相親，媒妁之言) 9. 婆家中心的生活方式 10.父母對子女特別的愛。正面
因素為，孝、親情、體諒、奉獻、重視家人的闗係、尊老敬賢、對子女的愛、家族觀、兄友弟恭、祭祀、
結婚等。但，負面因素為犠牲、男尊女卑、血脈相連、排他性、婆媳問題、男女刻板角色分配、男女的德
性要求、高齡化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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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情、體諒、奉獻、重視家人的闗係、尊老敬賢、家族觀、兄友弟恭等，都是合理的要
求，金智英從小耳濡目染很自然的接受了，而家族集體主義的弊端，如男女刻板角色分
配、男女的德性要求等，也毫無異議的接納了。

(2)專業自信的上班族
畢業即將到來，金智英也投入艱困的求職歷程，面臨比男性嚴苛數倍的錄取率，金
智英拼盡全力，卻一再受到打擊與挫折。
在尚未開始正式投遞履歷、參加面試之前，金智英還不會對未來太過焦慮。她
覺得只要能做自己想做的工作，儘管不是大公司也無所謂。
（101）……而她所
投遞的四十三家公司當中，最後竟然没有一間和她聯繫。後來，她又選了十八
家規模雖小但經營穩定的公司毛遂自薦，没想到這次依舊連一家面試的機會都
没有。
（106）
金智英發現了求職路的高牆，雖然不想灰心，但一次次的打擊，讓她好不容易建立的自
我認同被摧毀，傷得體無完膚。
年長的司機梳著整齊油頭，透過後照鏡看了金智英一眼，說道：「小姐，妳是
去面試啊。」金智英簡短回答：「對啊。」
「我原本每天第一個客人是不載女生的，但是我一眼就看出妳是要去面試，所
以才願意載妳一程。」
載我一程？金智英一時還以為司機是打算不收她這趟車資，後來才真正意會到
司機先生的意思。所以是叫我付錢感謝一輛空計程車的司機願意慷慨襄助嗎？
這種人自以為體恤他人，實際上卻是無禮之極，她不知該怎麼跟對方爭辯，最
後索性選擇闔上眼睛，不予置評。(107-8)
去面試的路上，遇到無禮的計程車司機，金智英是生氣的，但她選擇隱忍，以不予置評，
消極的方式表達抗議。她的個性雖然没辦法立即，有力的提出反抗，但她以自己的方式，
表達出自己的思想。此時的金智英，已培植出自信心，準備好開展新的人生旅程。
「要是今天各位去拜訪客戶，但是客戶主管一直……就是……有一些身體上的
接觸，……妳們遇到這種情形會怎麼做？來，從金智英小姐開始回答。」
金智英認為不能像傻子一樣愣在那裡，也不能過度將內心的不悅形諸於色，否
則應該會拿不到面試高分，所以她選擇了最安全的回答。……
「我會臨時說要去廁所或去拿資料，自然地離開那個場合。」(109)
幾天後，金智英接到面試落榜通知，她不禁感到好奇，難道是因為最後那題沒
回答好的關係？……懊悔著當初要是早知道會落榜，就應該把內心想講的話如
實說出。「當然要把那狗娘養的變態手折斷啊！還有，你也很有問題！假藉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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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之名問這種噁爛問題也算是性騒擾好嗎？！」……金智英對著鏡子破口大
罵，把壓抑已久的真實心聲統統發洩出來，但還是難解心頭之恨。她好幾次躺
在床上準備入睡時，也因為愈想愈氣而踢開棉被。(110-111)
此時的金智英，自我認同很清楚，也會誠實的表達心中的想法與情緒，或對著鏡子，或
踢被子，已擁有明確的自我個性。遇到職場的性騷擾等事情，已可明辨對錯，但仍是使
用消極的，輕度的反抗／反擊方式。
組長把報告文件還給金智英，並稱讚她，……叫她要繼續努力；……她對自己
感到有點自豪，也感到榮耀。（119-120）
金智英在職場上得到了認可，對自己的自信心也倍增，慢慢開始想要成就自己，醜小鴨
開始要蛻變為展翅高飛的天鵝。開始慢慢認清自己。因此，在剛結婚時，遇到許多不合
理的事情，丈夫卻覺得理所當然時，會爭論、爭吵，但隨著時間變遷，變成向丈夫妥協、
退讓。結婚後，諸多事情只能壓抑在心底，還不如以前自己發洩更爽快。

(3) 全職母親
結婚生子，可以說是大部分女性人生必經的旅程。然而，對上班族女性而言，工作
與婚姻之間，是需要審慎考慮的議題。論及婚嫁，或決定生子後，是否能繼續工作，常
成為討論的重點。如今社會上，女性對工作投入的熱情，並不亞於男性，女性在面對婚
姻與工作的選擇時，常面臨掙扎，尤其是，她熱愛自己的工作並且在乎工作表現時。「我
工作絕對不是因為你叫我出去賺錢所以才去上班的，是我自己喜歡、覺得有趣所以去上
班，不論是工作還是賺錢都是。」（149）有時女性進入職場的目的不完全是為了經濟
因素，工作上所帶來的自我成就感、自我成長的機會、與職場上所能建立的人際關係，
也都是重要的原因。
也許婚姻帶來的改變，是小範圍的，但面對生子就不同了。女性的苦惱就會變得更
加沈重。「就生吧，反正遲早都要有孩子，没必要聽他們在那裡叨念個不停，趁我們還
年輕，趕快先生一個吧。」
（146）男女性在面對結婚或生子時，心態上是不同的。金智
英會感到罪惡感，而丈夫鄭代賢的態度卻是，「我會幫妳的，別擔心。我會幫孩子換尿
布、泡奶粉、用開水煮紗布衣殺菌的。」金智英試圖將自己感受到罪惡感解釋給先生聽，
包括擔心產後能否繼續上班。
（147）但鄭代賢的思考上，卻覺得生一個小孩，其實没什
麼大不了，因為他會「幫」
。

「你不是說叫我不要老是只想失去嗎？我現在很可能會因為生孩子而
失去青春、健康、職場、同事、朋友等社會人脈，還有我的人生規劃、
未來夢想等種種，所以才會一直只看見自己失去的東西，但是你呢？你
會失去什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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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個孩子又不會改變什麼。」這是金智英的丈夫在懷孕時對金智英說的話。但事實上，
什麼都改變了。金智英和其他女性都是大學畢業，找到了自己喜歡的工作，努力又優秀
的完成了主管交辦的業務，努力賺錢養活自己。但在不合理的育兒制度下，這一切都能
瞬間畫下句點。不是因為金智英或任何女性本身工作能力太差所致。看起來有選擇的金
智英，其實是沒有選擇的。
今時今日，政府時時提出新政策試圖解決少子化問題，提高生育補助與育兒津貼、
推動私幼公共化、發新聞稿提醒女性把握黃金生育期，以各種方式告訴女性，別那麼自
私了，快生個孩子！當女性擔心生產後無法回到職場時，社會外在環境卻無所作為。
芝媛睡得香甜，……難得在外悠閒喝到的一杯咖啡，……隱約聽見他們在說：
「我也好想用先生賺來的錢買咖啡喝、整天到處去閒晃……『媽蟲』還真好
命……」金智英快步離開了公園。……「他們說我是媽蟲。」鄭代賢嘆了一口
長氣。
「那些留言都是小屁孩寫的，那種話只有在網路上才會出現，現實生活
中不會有人這麼說的，沒有人會說妳是媽蟲。」
「金智英」被嘲諷為「媽蟲」，趁著閒暇時，難得帶著孩子出門喝杯咖啡，卻被一旁的
人冷眼對待，作為一位母親，時常會感受到社會的不友善，甚至不把母親價值當作一回
事，感覺自己被困住了，是一道永遠出不去的高牆，沒有出口的迷宮。明明以前會為自
己發聲，或吼，或踢被子發洩，如今卻只能倉皇而逃，只能回家對丈夫訴苦，婚前建立
的自我認同已然瓦解。
臺灣雖沒有「媽蟲」這種諷刺的貶抑詞，但厭童、厭女、厭母可說是網路普遍現象。
帶著孩子，搭乘大眾運輸工具的媽媽，面對孩子連珠砲不停的發問，不回答會被說，剝
奪孩子的求知慾與自主學習樂趣，好好回答會被責備其他乘客想休息。吃飯時，若拿出
平板手機讓孩子看影片，立刻被指指點點是失敗的家庭教育，但餐廳一有孩子走動、說
話的聲音，沒多久又會貼出 12 歲以下兒童不准進入的公告。沒有人，生來就是「金智
英」，她只是慢慢被社會制約，慢慢變成的。
金智英不斷回想母親的各種人生經驗，並繼承了母親的自我性別規範，認為女人就
該犧牲。懷孕時，公司雖有體恤懷孕女員工可以晚三十分鐘上班的制度設計，卻被同期
男同事揶揄挖苦，使得她宣布不會使用這福利。
小孩出生後，公司的加班型態使她無法兼顧育兒，丈夫薪水較高，社會風氣也傾向
男主外、女主內，她只好辭職在家帶小孩。小孩滿周歲進幼兒園後，她想二度就業，卻
發現再也找不到像婚前那樣薪資條件的工作了。
求普遍性而非特殊性，是《82 年生的金智英》的特殊之處。這麼自然，沒有什麼
不對勁。可能是社會上任何一位女性，可能是你身邊的女性親友。看過這本書，能深入
了解身邊的女性，好似金智英一樣，在所謂的自然而然中，不斷失去自我。

2.堅毅自主、教子護女──母親吳美淑
金智英的媽媽明明很聰明，卻為了供哥哥唸書，而放棄升學，到工廠賺錢養家。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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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的女性總被教育為要為家族，為兄弟犠牲，家族的興盛是取決的男性，而非女性。
「我本來也想當老師。」原以為母親生來就是母親的金智英，聽聞這句話以後，
感覺太不可思議，不禁笑了出來。「我是說真的，國小的時候妳外婆還說家裡
五個小孩裡面我最會讀書，……」
「那為什麼沒當老師？」
「因為要賺錢供兩個哥哥去讀書啊，那時候每個家庭都這樣，當時的女生都是
這樣過日子的。」
「那現在怎麼不當老師了？」
「現在因為要賺錢供你們去讀書啊，哎呀，都一樣啦，現在的媽媽也都是這樣
過日子的。」（35-36）
以為只是玩笑，卻沒想到背後，是一代接著一代，母親們失去夢想的證言。母親在成為
母親之前，也是個女孩。有想做的事情，想變成的樣子。她不該被一個角色所限制。在
金智英身上，在金智英母親身上，同時看到好多女性的影子。是自己的，是媽媽的，是
奶奶的，也是所有懷有理想卻被現實打擊的女性的影子。
老大金恩英剛出生時，母親將她抱在懷裡，不停哭著對奶奶鞠躬道歉：「媽，
對不起⋯⋯」當時奶奶安慰著媳婦說：
「沒有關係，第二胎再拚個男孩就好了。」
後來金智英出生，母親依舊抱著襁褓中的嬰兒不停哭泣，低頭對著金智英說：
「孩子啊，媽對不起妳⋯⋯」這次奶奶依舊安慰著媳婦說：
「沒有關係，第三胎再生個男孩就好了。」
「孩子她爸，萬一啊，我是說萬一，現在我肚子裡的這胎又是女兒的話，你會
怎麼辦？」
雖然母親內心還是存有一絲期待，希望父親可以對她說：
「妳問這是什麼問題，
不論兒子還是女兒都一樣寶貝。」……
「少烏鴉嘴了，別淨說些觸霉頭的話，快睡吧。」
母親緊咬著下唇，努力壓低音量。她哭了一整晚，把枕頭全哭溼了。隔天早上，
母親的雙唇因為整晚緊咬著哭泣，腫得無法閉合，不停流著口水。
母親獨自一人前往醫院，默默將金智英的妹妹「拿掉」了。雖然這一切都不是
母親的選擇，卻得由母親全權負責，當時母親身心俱疲，身邊沒有任何一個安
慰她的家人。醫生婆婆緊緊握住母親的手，頻頻向母親道歉，母親則像個失去
孩子的猛獸般嚎啕大哭。（25-28）
在母親生下了姊姊和自己之後，又懷上一個女兒，她哭著向婆婆道歉。懷抱一絲希望的
詢問丈夫，卻得到令人失望的消息。傳宗接代的壓力，使得原本聰明有自己夢想的女孩，
只能頻頻道歉，一切全部自己承受，自己負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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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於當時父親是公職人員，還不至於有工作或收入不穩定的問題，但是光憑父
親一個人的薪水得養活一家六口確實吃緊。尤其隨著三姊弟逐漸長大，只有兩
房的家也開始顯得擁擠。母親希望可以搬去住大一點的房子，讓兩個女兒能和
奶奶分房。
母親雖然不像父親一樣有固定上下班的工作，但是她一個人得照顧三個孩子和
一名老母親，又要一手包辦家中大小事，與此同時，還得不斷尋找可以賺錢打
工的機會。……金智英的母親選擇從事家庭代工，也就是在家進行的勞動工
作，舉凡像是剪線頭、組合紙箱、黏信封袋、剝大蒜、捲門窗密封條等，種類
繁多，多不勝數。年幼的金智英也經常在母親身旁幫忙，通常都是負責蒐集碎
屑和丟垃圾，或者做幫母親盤點數量的工作。(29-30)
正當父親一臉得意地挺著胸膛靠坐在沙發上時，母親雙手交叉於胸前，開始調
侃父親。
「明明粥品店是我說要開的，這間公寓也是我買的，孩子是自己讀書
長大的，你的人生走到現在的確已經算成功，但絕對不是你的功勞，所以以後
要對我和孩子更好，……」「是，當然！一半都是妳的功勞！小的聽命！吳美
淑女士！」
「什麼一半，少說也是七比三好嗎？我七，你三。」（94-95）
女權大高漲，母親振興了家庭、買了公寓、開了粥店，到了晚年，終於苦盡甘來，找回
了自己的發言權。在家庭內部的因素、時代環境的牽制、傳統禮教的束縛，不平等的壓
迫與宰制下，超越環境的難處，開創出新局面，貧苦生活中突圍而出，屹立不搖。
「我看妳就乖乖等著嫁人吧。」……母親漲紅著臉，憤怒地將湯匙用力放下。
「現在都已經什麼年代了，你還在對孩子講那些老掉牙的話？智英，妳也別傻
傻地忍氣吞聲！快！頂嘴！反駁他！」（113）
母親唯一的發火，是因為父親重男輕女的歧視，母親爆發了，她不願自己的遺憾，再次
留給她的女兒，那是她心中一輩子的痛，有血有淚，真性情的母親。如果不是因為出生
時代，必將成為時代新女性。

3.人格、思想獨立的上進新女性
(1)敢言、有骨氣的姐姐──金恩英
姊姊金恩英則是被奶奶教訓過一次之後，就再也沒吃過奶粉。
「姊，奶粉不好吃嗎？」
「好吃。」
「那妳為什麼不吃？」
「不稀罕。」「啊？」
「我才不稀罕，絕對不會再吃那玩意兒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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雖然當時金智英對「不稀罕」這個詞還沒有明確的概念，但是她完全可
以體會姊姊的心情。……因為弟弟的一切都無比珍貴，不是哪個阿貓阿
狗都可以觸碰的，金智英感覺自己好像連「阿貓阿狗」都不如，相信姊
姊一定也有相同感受。（23）
「他還小嘛。」
「哪裡小？」
「我從十歲就開始幫智英準備書包、學校用品，還看著她寫作業
呢。我們在他這年紀不僅就會拖地、洗衣服，還自己煮泡麵、煎荷包蛋來吃。」
「他是老么嘛。」
「什麼老么！我看因為是兒子的關係吧！」
（62）
從這兩段中，可以看出姐姐鮮明的形象，寧可殺，不可辱的氣勢，簡單一句「不稀罕」
表露出高於同年齡孩子的智慧與思考力，比起金智英，姐姐早早看出家庭內的男女不平
等，發出不平之鳴。
金恩英的夢想是成為電視製作人，當然早已想好要選填大眾傳播相關志願，也
按照自己的成績列出有機會考上的學校，……當母親提議就讀教育大學時，金
恩英連一秒鐘都没有考慮，便斷然表示不願意。「我不想當老師，我有我想做
的事，而且我也不懂為什麼要跑去離家那麼遠的地方讀大學。」……「早下班
啊，還有寒暑假，又容易有休假，等你以後有了孩子還要上班就知道，没有比
這更好的工作了。」 (74)
「金恩英向母親澄清，自己絕不是什麼犠牲，她重新思考過電視製作人這份工
作，發現自己並不瞭解這個職業，只是懷有不切實際的憧憬，正確來說，具體
的工作內容是什麼她也都不知道。其實從小她就很喜歡帶著弟弟妹妹念故事書
給他們聽，從旁指導他們寫作業，……所以覺得自己的性格應該更適合當老
師。」
（78）
人格成熟，又獨立自主的金恩英，她從小就清楚自己想要的，對於未來的目標，很早就
立定了志向，想要成為電視製作人。但在了解到家庭環境的不易與社會求職的險難等客
觀環境之後，不會拖延，不拖泥帶水，而是可以很快重新站穩腳步，立定新的方向──
一個更適合自己，更有利的新目標，並賣力向前，全力一赴。

(2)巾幗不讓鬚眉，勇於挑戰的開創者──前輩車勝蓮
「妳要我說幾次才明白呢?女生不能當社長，這職位對妳們來說太辛苦了。妳
們只要乖乖待在這個社團，對我們來說就是莫大的力量。」
「我不是為了當學長的力量而來參加登山社的，……無論如何都要待到選出女
社長的那一天為止。」結果直到車勝蓮畢業都没有出現女社長，後來聽說有一
位和她正好相差十年的學妹，真的當上了登山社的社長。當車勝蓮得知這項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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息時，反而語氣淡然地表示：
「果然十年江山移啊。」
（97-98）
有著清楚的目標，並努力不懈的全力以赴，雖然了解到現實的高牆，但絕不灰心。就算
所設定的目標──成為女社長，自己無法達成，也靜待後者能夠成功，而自己則作為她
們的基石。
女性從幼年起被訓練去接受一個男女有別，並將公共權力分派給男性領域的社會制
度。這是由學校、家庭等機構而起，這些機構全都將男性支配女性的意識型態合理化，
並予以加強；女性亦將這套想法內化，而認為自己不如男性。這套意識型態十分強而有
力，這往往使男性保有其所壓迫之女性表面上的同意。社會利用婦女畏於被視為不正
常、不可取的心理，成功地使她們接受僵硬的性別角色規定並服從父權制度。……假如
她要在父權社會裡生存，她最好有女性化的舉止，否則便有可能遭到「各種殘酷與野蠻
的待遇」
。 14而前輩則是第一個挑戰者。

（3）任勞任怨、不懼玻璃天花板──組長金恩實
在《82 年生的金智英》中女主管沒有理所當然地提拔比男同事優秀的女性下屬，組
長選擇向公司大團體低頭，只為水到渠成之時，突破看不見的玻璃天花板。
金恩實組長是公司裡四名組長中唯一一位女組長，……她跟著公司一同成
長,……金恩實組長為了擺脫大家對女性職員的既定印象總是在員工聚餐時
待到最晚，自願加班，出差，產後一個月便重返職場。 15一開始她對於這樣
的自己感到無比自豪，但是隨著女同事和女性後軰一個一個離開職場，她不
禁感到困惑，最近甚至感到抱歉。……她卻總覺得是因為她自己導致其他女
性員工的權益也備受影響，害得其他女性不敢使用這些假期。(119-121)
金恩實組長是一位以工作為重的女強人，經常加班、週末工作、出差，她雖翻轉了「女
性＝弱者」的印象，卻無形中造成其他女同事的壓力。更深層影響女性成長經驗的。而
站在資方立場思考，誰不想以最小投資創造最大利益？與其調整公司福利、增聘人力讓
14

顧燕翎編，
（2000）
《女性主義理論與流派》
，頁 127。

15根據統計資料顯示，2003

年請育嬰假的女性勞工只有 20%，直到 2009 年才終於突破 50%，等於是職場上

每 10 名女性當中，依舊有 4 名產後婦女沒有申請育嬰假，堅守著工作崗位。當然，在那之前因結婚生子而
提早退出職場，連育嬰假申請統計都無法取樣的女性更是多不勝數。另外，2006 年原本只占 10.22%的女性
主管比例，也有逐年成長的趨勢，只不過成長速度實在緩慢，2014 年才達 18.37%，也就是 10 名女性當中
不到 2 名是主管職。主計處公布的「臺灣地區勞動力參與率」顯示，民國 109 年，女性的勞動參與率為 51.41%，
男性則為 67.24%。其中 25 至 29 歲比例高達九成，但是，30 至 34 歲之後 的女性勞動參與率開始下滑（同
齡男性持續上升）；而主計處 2014 年另一份報告指出，有 95%的女性，離職原因是生育和照顧子女，這些
曾因生育（懷孕）離職的復職率僅有五成。根據主計處 109 年薪資及生產力統計性別統計分析表，兩性的
薪資差異，女性受僱人員為男性之 83.46%左右。資料來源：中華民國統計資訊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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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須兼顧家庭、育兒與事業的女性「撐下去」，不如把資源投在男性員工身上，所以男
性員工比較容易拿到重要的專案、較快的升遷、較高的薪資。
女性遭受到的不平等，從學校畢業、進入職場之後越趨明顯。剛進入職場時，也許
性別的差異沒有這麼巨大，然而等到年齡漸長，性別的差距會越來越大。男性被拔擢為
管理職的機會遠多於女性，而即便是在同樣的職位上，同工不同酬的情形也越來越嚴
重，這些都意味著薪資的差異會隨著年資逐漸拉大。

(4)勇於向社會不公不義怒吼──學姐，柳娜
學姊一直都是該學院的榜首，外文分數極高，獲獎經歷，實習經驗，各項執照，
社團活動，志工活動等，無一不缺，堪稱擁有人人稱羨的完美履歷。……「女
孩子太聰明，公司也會覺得有壓力，」
我們到底要怎樣？條件太差會被嫌，條件太好也被嫌，那卡在中間不上不下的
人難道又要被嫌太中庸嗎？……在年底該公司舉辦公開招聘時，順利獲得錄
取。
「後來，聽說做了 6 個月就辭職了。」
某天，學姊環顧了一下整個辦公室，發現部長級以上幾乎都是男性，找不到女
主管的身影。……
「去年考上了司法特考，學校不是還掛布條恭賀，說是多年難得一見的合格
者。我們學校也很好笑，原本還說她太聰明會給人壓力，現在人家不靠任何學
校支援，自己苦讀考上了司法特考，然後再來沾學姊的光，說什麼以她為榮。」
（103-6）
學姐是極優秀的人，不論在校成績或服務實習，皆為第一，卻因為性別，而無從得到學
校推薦，進入理想的公司。學姐不氣餒，不放棄，靠自身的努力，順利獲得錄取。但學
姐最終認清了社會殘酷的事實，就算自己再優秀，在一般公司發展一定會碰到「玻璃天
花板」。女性的職業地位雖有上升，但多集中於中、下級主管職位，進階高層之路問題
重重。女性──附庸者如果已發展出有別於服從、被動、依賴、決定、思考等的其他個
性特質，──如聰明才智、主動進取、自我肯定等，反而會被認為不正常，至少是特殊。
在男性──支配者的認知架構內，無法承認女性這些能力。受社會結構所限，女性的能
力也没有直接發揮的餘地。支配者往往阻撓附庸者發展，也阻撓其言行的自由。在支配
者的圈子裡，他們也不容許同儕表現較多的理性與人性。 16
柳娜繼續冷靜地說，「每次都是按照學號吃飯，太不公平了。我看要請老師重
新制定吃飯的順序。」（45）

16顧燕翎編，
（1999）
《女性主義經典》
，頁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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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什麼學校要讓男同學先排學號，為什麼男同學總是一號，凡是也都從男同學
開始，好像男孩優先於女孩是理所當然之事。(47)
有一次，一名女同學穿運動鞋走進校園，在校門口被教官攔了下來，當時女同
學向教官抗議，為何只允許男同學穿運動鞋和棉質圓領衫。結果老師以男同學
時時刻刻都需要運動為由，……「因為真的很不方便啊！我國小的時候， 也
是每到下課就和同學一起玩跳馬背，跳橡皮筋，跳格子啊」……雖然在那之後，
校規依舊沒有任何更改，但不知從何時起，教官和老師對女同學穿棉質圓領衫
和運動鞋也漸漸放寬標準，不在百般刁難。(56-7)
柳娜面對學校的性別不平等，發出抗議之聲，對於在校園中，與師長有著垂直上下關係
的氛圍裡，更可看出她的進取與勇敢。

(5)遭受偷怕，不畏世俗眼光，強勢對抗──姜惠秀
姜惠秀是金智秀同期的公司同事，年紀稍長，常會照顧公司同事。當同期二位女性
未被選入企劃組，使得同期「四人在公司走廊上巧遇彼此，只會尷尬的點頭示意便擦身
而過」時，「最後年紀最大的姜惠秀實在看不下去，只好主動安排了一頓飯局順便小酌
兩杯」(132)。姜惠秀總是能在自己的位置，盡最大的能力，主動為他人著想。在發生
公司偷怕事件時，亦如此。
我後來把事情告訴了所有女同事，也一起去把偷拍針孔找了出來，還報了警，
現在那名變態保全和我們公司的變態男同事也都在接受警方調查。於是補充說
到道，裝設偷拍針孔是在今年夏天。也就是金智英離職後才有的事 。我其實
在接受精神科醫師的治療， 雖然外表看是正常，但其實我真的快瘋了。 公司
裡大部分女同事都在吃藥，接受心理諮商。(168-9)
雖然，本身亦遭受極大的傷害，仍強顏歡笑，鼓勵他人，帶給他人勇氣。韓國偷拍問題
早已不是新聞。偷拍鏡頭存在於道路上、地鐵裏、公園中，在社會的每個角落中。 17但
更可悲的是，非法拍攝的判刑太輕。原因在於，被偷拍的受害者絶大多數都是女性。而
法院的法官絶大多數是男性。同時男性也沒有這種經歷，所以根本不知它的傷害多大。
韓國女性政策研究院曾與超過 2000 名非法拍攝與其他性犯罪的受害者進行訪談，在這
些人中間，有 23%的人考慮過輕生，有 16%的人甚至已經計劃過自殺，並有 23 個人做
出過嘗試。
而在《82 年生的金智英》中，許多公司男同事看了女同事如廁時，被偷拍的影片
後，竟都悶不吭聲，樂在其中，導致真相爆發後有許多女同事紛紛求助於心理醫生，或
因無法忍受男同事可怕的視線及冷嘲熱諷而選擇離職。

17

根據韓國警察廳統計，在 2016 年至 2018 年間接獲報案的偷拍件數共高達 1 萬 7575 件，許多偷拍影
片都會被上傳到色情網站，會員入會繳交費用後便可收看這些女性遭偷拍的影片，地點包含更衣室、公廁，
甚至是商辦大樓的廁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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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優秀卻面臨人生瓶頸──醫生的妻子
但是班導師建議，孩子這個年紀最好還是有母親在一旁陪伴，所以妻子最終做
出了離開職場的決定。 幫孩子準備早餐再把孩子叫起床，親自幫他洗臉刷牙，
餵他吃飯，幫他穿衣服，送他上學，接他回家。 只好主動打了通電話給前輩，
請他取消那個保留職位 。週末當我在處理家中的垃圾分類時，赫然發現廢紙
箱裡堆滿著國小數學習題，都是妻子寫滿的解答。（187-8）
我太太是數學天才，學生時期經常參加各種數學比賽，獲獎無數，我問了妻子
原因，也只得到一句簡短的回應，「因為有趣啊。……很有趣，非常有趣!因
為現在能按照我的意願做的事情就只剩這個了。」（188-9）
她是數學天才，比精神科醫生還優秀的眼科醫師，卻因為兒子導師的建議，選擇留在家
中教養。本以為時間不會太長，但最終導致職業生涯的停擺中斷。她雖然是醫生，但成
為全職家庭主婦之後，仍不免俗的掉入泥沼迷宮中，遺失了人生的方向。最終只發出「現
在能按照我的意願做的事情就只剩這個了」的哀嘆。

(7)思想守舊的傳統婦女──鄭代賢的母親、奶奶
在《82 年生的金智英》中，有兩位代表性的守舊人物，
鄭代賢的母親突然開始誇起只見過兩次面的金智英，說她乖巧，溫柔又體
貼，……「哪裡哪裡，是您過獎了，她長這麼大了卻什麼也不會呢。」……兩
個母親就這樣聊著自己的女兒多麼心無罣礙地讀書、工作，最後鄭代賢的母親
說道，「哪有人本來就會的呢，都是邊做邊學唄，智英一定很快就上手的。」
（138-9）
金智英被社會期待結婚、生子、進入家庭，中斷自己的事業、放棄自己原來的理想，負
擔起所有家事與育兒的重擔，還必須要控制自己的情緒與不滿。她的婆婆，也期許著定
能邊做邊學，很快的上手。但事實上，無止盡又不平等的家事重擔，很難不點起女性胸
中的那把熊熊怒火。就如金智英心中所想：「不，伯母，我没有信心會上手，而且在外
面自己住的代賢哥其實更擅長做這些事」，面對社會強加，視為當然的不平等要求，平
常被限制在瑣瑣碎碎家務事裡、生活圍繞著老公家人團團轉，即使不甘願繼續這樣被剝
削、被歧視，在現實生活與強大的社會壓迫下，也很難真正改變自己的處境。
「幸好我生了四個兒子，所以才能像現在這樣吃兒子煮的飯、睡兒子燒的炕，
真的至少要有四個兒子才行。」(25)
雖然真正在煮飯、燒炕、鋪棉被的人，都不是奶奶的寶貝兒子，而是她媳婦─
─金智英的母親吳美淑女士，但是奶奶卻總是當著大家的面如此誇讚自己的兒
子。而那些看似開明、對媳婦疼愛有加的婆婆，也往往會發自內心地為媳婦著
想，把「要生個兒子啊、一定要有個兒子才行，至少要有兩個兒子⋯⋯」這些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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掛在嘴邊。(26)
金智英的奶奶更是如此，一輩子活在「要有兒子」的框架中，奉為至高無上的真理，金
智英母親的艱辛，就是從這裡來的。是小說中最無可救藥的人物類型。

四、結論
韓國女性在日常生活中面臨許多的歧視與壓力。如到適婚年齡沒結婚，會有很大的
社會壓力與歧視；即使結了婚，也不會因而消失。無論教育程度或專業能力如何，只要
結了婚，通常很快地要懷孕生子，很多女性，可能被迫成為在家帶孩子操持家務的全職
家庭主婦。生活中只剩下家事、孩子跟尿布、還有奉養照顧公婆等責任義務，老公工作
太忙，所有的育兒與家事，幾乎都要一肩擔起。雖然婦女參與勞動市場的比率逐年增高，
但至今仍有過半的適齡婦女是家庭主婦，同時，出外工作的已婚婦女仍是無償家務勞動
的主要工作者，而婦女對社會的主要貢獻根本未被計入與承認。 18
韓國女性文學從 90 年代以來緩步上揚，趙南柱在《82 年生的金智英》中以相對溫
和的視野談論性別意識，在國家或社會的大框架中思考其中的女性問題。 19韓國女性的
一生總被提醒自己是次於／依附於男性。趙南柱從日常細節切入，比如身分證字號（男
性是 1、女性是 2 開頭）、學號編排（決定領餐、出發、報告順序），還有從父姓（戶
主制），都決定了「男士優先」。這種隱性的先後配置，暗示了男性是社會的領頭羊、
而女性主管的比例持續偏低、男性薪資則普遍高於女性的顯性安排也依然没有改變。
趙南柱在小說中，以各種女性形象來代表著現今韓國女性所面臨的困境，她可能是
你或我，或任何身邊的媽媽和姐妹。
小說的結尾，替金智英看診的精神科男醫師，在面對自家診所聘僱的優秀諮商師李
秀蓮醫師，因懷孕提出離職時，心中卻想者：「所以不論是多麼有能力、表現優秀的人，
只要解決不了育兒問題，女職員都免不了會帶來這些困擾」（190）在聽完金智英述說
自身的經歷後，這位精神科男醫師終於對韓國女性的遭遇有所查覺。也才知道原來自己
的太太異常的原因可能為何。但仍舊「暗暗決定，下一個人一定要找未婚單身的才行。」
（190）這代表著就算大眾知道女性處於對她們不友善的環境，這個社會還是很難馬上
改變。就好比這位精神科醫生會開始為妻子思考，但面對離職的女職員又是另一回事。
社會學家秋多若認為改變男女分工的方式，才是最根本的方法，只有男女共同分擔
教養子女的責任，小孩可以同時有兩個親和的對象，不管是女兒或兒子，長大後，才都
能同樣地具備教養他們自己下一代的能力。母性的代代複製，男女間的不平等，也才能
因此破解。 20
在趙南柱的小說中，展現出眾多女性形象，其中最大的共同點，似乎就是不放棄，
勇往直前的氣勢。雖然，金智英選擇用他人的聲音為自己發聲。但踏出那一步，也可以
說是對社會發出的呼籲，另類的不放棄與展現自我。

18

瞿宛文，
（1999）
〈婦女也是國民嗎？──談婦女在「國民所得」中的位置〉
，
《女性主義經典》
，頁 185-6。
范銘如(2020)，
〈江鵝、趙南柱與劉芷妤，臺韓六年級作家女力爆發」〉,《Openbook 閱讀誌》9.23。
20
謝敏，
（1999）
〈母性的複製〉
，《女性主義經典》
，頁 1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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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mainly focuses on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novel " Kim Ji-young, Born 1982"
as the core of the research. Understand the author Cho Nam-Joo’s shaping of female images.
How Kim Ji-young truly presented the inherent difficulties and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nd culture.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South Korea was influenced by Western culture,
and women’s perceptions began to appear different from traditional values. Not only has it
changed the social status of Korean women, it has also questioned and challenged the
traditional old thinking that men are superior to women and that men and women are different.
The writer reflects the problems and reality of the real society by describing female roles, and
brings out the hidden problems of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f works, the writer Cho Nam-Joo 's interpretation of women's problem
consciousness is explored. Interpretation of important issues in Korean women's pursuit of
themselves.
Keyword:Female consciousness、Women issues、Female image、Self-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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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年生的金智英》中的女性形象”的 討論文
胡令珠(國立台東大學兒文所)
【閱後啟發】
讀至論文19頁，…(5)遭受偷怕，不畏世俗眼光，強勢對抗──姜惠秀。…姜惠秀是金
智秀同期的公司同事，年紀稍長，常會照顧公司同事。當同期二位女性未被選入企劃組，
使得同期「四人在公司走廊上巧遇彼此，只會尷尬的點頭示意便擦身而過」時，「最後
年紀最大的姜惠秀實在看不下去，只好主動安排了一頓飯局順便小酌兩杯」…。
讀來心中非常的同感，以前在韓國求學、工作的記憶也被拉了回來。19頁後半再以實
際發生在韓國社會的偷拍事件陳述，並隨即提出….”更可悲的是，非法拍攝的判刑太輕。
原因在於，被偷拍的受害者絶大多數都是女性。而法院的法官絶大多數是男性。”我整
個人，啪的一聲被打入更深的深淵，並且看不到任何的出口。這一段的論述，道出了整
篇論文主要探索的核心 “韓國女性在面臨社會價值與自我內外在衝突時，如何真實呈
現出韓國社會文化中不易被撼動的固有困境與衝突。”
韓國已是個人均破三萬美元的國家，近幾年來在韓國政府全力的扶植下，韓國的文化
產業在全球展現了極大的影響力，韓國國家形象的能見度更站上了前所未有的高峰。但
在韓國的社會中，仍然存在這些根深蒂固、無法撼動的困境與衝突。感謝能有機會閱讀
林教授的論文，對於韓國社會中女性的處境有了更深入的認識，並且同樣身為亞洲女性，
對於女性自覺、自我認同的議題，應當更有知覺的在生活中實踐。
【評論意見】
論文作者以平舖直述、不僭越的低調敘述方法，讓讀者可以在論文中再次感受到趙
南柱作家所要傳達的觀點，並清楚表達了自己在此部分的論述，實屬難得。

【評論意見】
(一) 跟隨作者故事線的流動作整理，研究的動機及必要性較弱。
(二) 研究目的為 “了解趙南柱對女性形象的形塑”，並 “藉由
文學中所映照的現實，解讀韓國女性追求自我的重要課題立
場”但整篇論文中，缺少對後者的論述。
(三) 缺乏研究方法部分的說明。
(四) 引言部分:進一步探討當今韓國社會中廣泛受到注目的厭女
現象及其後遺症。探討女性面對社會價值與自我內外在衝突
時，如何呈現出韓國社會文化中固有困境與艱辛。
此部分的連貫略顯牽強。
(五)結論部分以社會學家秋多若的看法，認為改變男女分工的方
式，才是最根本的方法……。但未看到論文作者對此點的想
法為何? 以及這與此篇論文的研究設定“韓國女性在面臨社
會價值與自我內外在衝突時，女性如何真實呈現出韓國社會
文化中不易被撼動的固有困境與衝突”之間的關係為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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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經病的進攻與逆襲 : 韓國童書出版的產業觀察
-以韓劇 “《雖然是神經病但是沒關係》”周邊繪本為例胡令珠 1

中文摘要
韓國男子音樂團體，防彈少年團 BTS (韓語：방탄소년단) 與女神卡卡(Lady Gaga) 在
2020 年同樣獲頒國際音樂大獎，且日前國際精品品牌路易威登( Louis Vuitton)宣布 BTS
防彈少年團將成為 LV 新任全球品牌大使，引發國際的矚目。韓國的電影、流行音樂、
出版等文創產業的背後，在政府政策的大力支持下，得以持續繁榮的發展。而針對童
書出版的部分，韓國政府的政策究竟扮演什麼樣的角色? 這是本研究的第一個觀察重
點。
《雖然是神經病但是沒關係》以女主角是童書作家為背景展開劇情，劇中由女主角所
創作的繪本，隨著劇情的發展，每每登上熱門關鍵字搜尋。劇中所產出的五本周邊繪
本，藉由童書界與影視界的異業結盟，並透過戲劇的操作手法，讓這些繪本超越了兒
童的市場，讓更多的人能接觸到童書。以此為例，圖畫書出版的新可能性，是本研究
第二個觀察重點。
最後，《雖》劇的畫面色彩處理與實造裝飾等，令人印象深刻，可以說「美術」成為此
部電視劇的特色之一。而劇情也與以美術呈現的動畫及插圖有著密切的相關。事實上
周邊繪本的繪者與本劇的藝術指導為同一人，他是韓國的概念藝術家，也是知名的插
畫家-Jamsan。Jamsan 的畫作風格以及出版這五本繪本的出版社，是本研究第三個探討
重點。

關鍵字 : 韓國圖畫書 繪本出版 韓國文化內容產業 雖然是精神病但是沒關係
1

前資策會市場情報中心韓國研究員、台東大學兒文所博士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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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言
韓國男子音樂團體，防彈少年團 BTS (韓語：방탄소년단) 與女神卡卡(Lady Gaga) 在
2020 年皆獲頒國際音樂大獎，BTS 防彈少年團更是獲邀為國際精品品牌路易威登
( Louis Vuitton; LV)新任的全球品牌大使，引發國際的矚目。韓國的電影、流行音樂、
圖書出版等文創產業，在韓國政府政策的大力支持下，得以持續繁榮發展。
本研究針對由戲劇界與童書出版業攜手，在韓國國內及海外市場皆獲得成功的周邊
繪本為例，觀察韓國政府對於文創產業發展的支援政策，特別是對於童書(含繪本)出版
部分為何? 另外，此次出版《雖》劇周邊繪本的 Wisdom House 出版社，在出版業面臨
網路的威脅下，如何成功行銷其出版品，不僅在韓國國內，甚至是海外市場。而這對
於韓國的童書出版將帶來什麼樣的影響?以及 透過《雖》劇周邊繪本的繪者與出版社，
一同了解韓國童書出版目前的現況及未來動向。

(一)政府政策作文創產業最強的後盾
韓國政府因應其國內文化產業需求，即時調整產業政策，並與相關企業攜手，將韓
國的文創產品推向國際，這些年來持續為韓國經濟做出大的貢獻，更讓韓國的文創產
業成功地在國際市場上站穩腳步。

(1) 繼續不斷的五年計劃提供持續性的支援
在文創產業發展的過程中，韓國政府不僅扮演前導的角色，設立與支援文創產業相
關研究機構，並進一步制定適宜的政策與建議，另外也針對相關企業提供經費補助與
政策性支援(河凡植，2016:156) 。2016 年，韓國政府修訂了出版產業振興基本法
的部分條文，其中就經費補助部分條文 2做了修訂，文化出版產業業者，可以在政府年
度總預算下編列預算，取得經費的補助(參閱表一)
在韓國文化體育觀光部（以下簡稱：文化部）之下，所主導的第四次文化出版產業振
興五年基本計劃(2017~2021)3中，第一條就開宗明義地指出，文化出版產業是韓國文化
的核心，也是文化內容的源泉，需要著手進行培育。而文化部也針對此領域編列了 5
年 3,000 億韓元(約 83 億台幣)的預算，超過九成以上的經費直接由國庫提撥。
事實上，早前金大中政府開始推動文化立國政策以來，當時韓國的文化局在 1999 年
所編列的預算為 1,000 億韓元，佔文觀部整體預算的 11.7%，之後每年皆維持在 10%以
上的成長。之後的李明博政府為了將韓國推向文化強國的國際舞台，更是將文觀部的
總預算增加到 1 兆 8,167 億韓元（約新台幣 519 億），若包含基金，則高達 3 兆 423 億
韓元(郭秋雯，2010:6)。因此，韓國政府自從確認 “文化立國”的政策基調後，對於文創
產業的經費支援從未調降過，並且有逐年調升的趨勢。
第四次的計畫執行成果即將於今年下半年做出總結，韓國文化部並已開始著手規劃第
五次出版文化產業振興五年計劃(2022~2026)，後續值得持續觀察。

2 韓國出版產業振興法第 21 條（經費補助）政府可以在預算範圍內對振興院運營或事業所需的經費進行補
助。 <修改 2016. 2. 3.>
3 韓國文化體育觀光部於 2017 年 2 月公布了出版文化產業振興五年計畫 (’17-’21)。計畫核心在強化韓國
出版產業的自生能力，主要有 4 大策略，16 個促進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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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一) 文化出版產業第四次振興基本計畫預算編列
(2017~2021 年)
單位:百萬韓元

2017

2018

2019

2020

2021

合 計

36,389

68,584

59,770

62,490

64,370

291,903

地方政府

985

985

1,000

1,000

1,000

4,970

民間資金

937

968

1,200

1,200

1,200

5,505

國

庫

總

計

38,611

70537

61,970

64,690

66,570

302,378

資料來源:韓國文化體育觀光部，2017 年 2 月

而除了政府的支援，韓國的文創產業也成了投資的另一項新選擇。韓國產業銀行 4
從 2012 年開始在金融界首次單獨成立文化信息金融部，專注投資於韓國的電影、電視
劇、演出等題材。投資的方法主要是分配投資產生收益的項目投資、股票或債券等的
股份投資、貸款等。 該銀行自 2012 年開始到 2019 年底爲止，一共投資了 3 萬 4,000 億
韓元在文創產業上。產業銀行表示: “作爲政策金融機構，我們利用基金等，超越銀行
的傳統投資領域，積極培育包括文化產業在內的新興產業，並由此獲得收益。” 產業銀
行的高層對外表示，爲了加強”Kakao Games”（遊戲）、”防彈少年團”（歌手）、”寄生
蟲”（電影）等文化產業競爭力，在過去 10 年不斷地進行支援，努力終於獲得了成
果。
筆者從資料發現，產業銀行風險金融本部，目前還正在實施包括 “smart study”（碰碰
狐、小鯊魚）
、”RIDI”（韓國國內排名第一的電子書平臺）在內的新產業領域”。產業
銀行相關人士表示: “繼防彈少年團之後，kakao games 的成功再次確認了文化產業競爭
力”，”不僅是強化製造企業的競爭力、培養獨角獸企業，還將同時培養革新成長領域，
引領今後在國家新政策生態系統建設中發揮主導作用”。從遊戲到歌手、電影之後，韓
國的圖畫書是否將成為銀行的投資新標的，後續值得持續觀察。

(2) 相關制度與支援系統的進步與革新
在扶植文創產業的相關制度與支援系統部分，筆者整理出對於韓國的圖畫書(含繪本)
較相關的部分如下 :
圖書定價制: 韓國從 2003 年開始，階段性的開始了圖書定價制，限制書本的最高折
扣，也就是由中央政府直接制定基準規範，規定圖書在出版後的一段期間內，最高只
能打九折，期待可以避免書市打折扣戰，維護中小型書店或更小型的獨立書店生存的
空間。
不過，從 2019 年底開始，韓國青瓦台請願留言板上開始有民眾及相關業者要求
「廢止圖書訂價制」的請願活動。根據韓國書店組合聯合會的調查，自 2014 年實行
圖書定價制以來，含 1 人出版社與獨立書店在內，新增設了 650 多家，小型獨立書店
4

韓國產業銀行成立於 1954 年，是韓國一家國有政策性銀行。韓國產業銀行成立之初是為發展韓國的工業
化提供融資。韓國產業銀行目前已經發展成為企業金融專業銀行，在韓國國內外設有分支機構，為企業提
供資金支援、資金中介、金融諮詢和商業分析等綜合性金融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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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確因此開始如雨後春筍般的出現，在振興文化出版以及提供內容多樣化的層面確實
做出了貢獻。因此，圖書定價制對於韓國而言，究竟是好或壞，目前尚無法確定。到
今年 11 月底時，「圖書定價制」將進入重新討論，屆時將會有更明確的定案。
出版流通綜合電算網路（以下簡稱"綜合電算網"）: 這是由韓國文化部建立的一套電算
系統，可以綜合管理圖書從生產到銷售資訊的所有數據。一本圖書開始生產之後的所
有數據，成為出版品之後的新書宣傳活動，乃至於在各個銷售通路上的銷售統計數
字，以及定價變更管理等等，會被輸入並加以管理，讓韓國的圖書出版也可以在大數
據的協助下，更加透明及準確。 目前，正進行試運營中，預計將從 2021 年 9 月開始
正式啓動。

(3) 強力打造文創產業下一個國際亮點
就韓國文化體育觀光部，第三次五年計畫的五大執行項目中，與童書出版較相關的
執行成果筆者做出如下整理。

(表二) 文化內容振興計畫第三次五年計畫執行成果報告
執行項目

執行成果

1 創造出版需求及通路的先進化 ➢出版統計資訊系統的建構與營運
➢發行 KPIPA 出版資訊統計半年刊
➢坡州出版城的啟動及知識文化產業據點化
➢強化出版文化產業的支援功能
2 促進優秀出版內容的製作

➢成立大邱出版產業支援中心
➢進行出版 Mecena 的方案研究
➢支援全國企業成立讀書會
➢增設 20 個小型圖書館

3 電子出版及新成長動力育成計 ➢改善電子出版相關制度
畫
➢建設讀者為中心的電子書生態系統及擴大需求
➢確立電子出版市場通路秩序

4 建構支持出版文化產業持續成 ➢圖書定價再調整公布系統
長的基礎設施
➢出版政策協議會、出版業者小型聚會
➢各出版領域諮詢商談服務
➢培育出版專門人才、建構出版統計資訊系統
➢啟動坡州出版城功能、知識文化產業據點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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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加大全球 「出版韓流」的
擴散

➢設立出版業出口支援中心，全力支援版權出口
-出版經紀人培訓課程(22 人完成)
-中小企業客製化一對一諮詢服務(642 件)
-海外市場資訊提供(刊物及網站資訊)

➢強化圖書翻譯支援
-翻譯支援方式的改善及支援規模的擴大
-強化譯者養成教育(成立翻譯學院、大學正規
科系設立等，目前 428 名完成，150 在學)

➢邀請各國翻譯專家來韓主持研討會，以及推
動海外優秀大學的翻譯實習工作坊
➢透過召開首爾國際圖書出版論壇，與海外出
版人進行交流、召開以商業為主調的國際出版
通路專家論壇

資料來源:韓國文化體育觀光部

我們可以在上表中發現，對於加大全球 「出版韓流」的擴散項目中，韓國政府挹注
了相當多的資源，為出版業者設立出口支援中心，為了將韓國童書推展到世界各地，
成立專業機構培育翻譯人才，並透過在韓國國內舉辦論壇及研討會，為韓國中小型的
出版業者與海外當地的出版人及通路拉起連繫的線，將韓國圖書(繪本)推向國際的企圖
相當明顯。此外，成立坡州出版城及大邱出版文化支援中心，讓中小型出版業者與文
字作家或圖畫作家能以最小的成本擁有發想創作的據點，彼此之間也能有更多及更快
速的聯繫，對於圖書出版業也有極大的幫助。
如前所述，韓國政府以政策及資金，對於文創產業的支援愈來愈加大其力道。這對於
圖書出版產業是非常正面的幫助。另外，我們在韓國的國會及媒體也開始看到為圖畫
書(繪本)產業發聲的現象。
韓國國會教育委員會委員長李燦烈，在 2019 年下半年，針對支援圖畫書出版的 “出
版文化產業振興計畫基本法”修正案提議，要求將「圖畫書(繪本)」出版的育成政策，
納入相關的支援項目。此修正案若獲得通過，則韓國的圖畫書(繪本)將獲得自己獨立的
地位，圖畫書出版產也將可以獨立的接受國家資金的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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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左：韓國國會議員李燦烈
圖右：韓國電視台 KBS 1TV 於 2020 年 10 月 30 日所播放的紀錄片片頭

另外，在 2020 年 10 月 30 日，韓國電視台 KBS 1TV，播放了一部名為《奔跑吧!圖畫
書》的紀錄片，此紀錄片由韓國文化部及韓國出版文化產業振興院共同製作。紀錄片
主要向韓國民眾介紹，在海外市場擔任 K-Culture 傳令使的韓國繪本的底氣，以及韓國
國內圖畫書的現況與未來發展的方向。
片中邀請了波隆那書展執行長 Elena Pasoli 談自己對於韓國圖畫的感想，她
說 : 「韓國圖畫書有一種獨特的創造性和實驗性的魅力….」，另外也邀請了韓國繪本界
幾位代表性作家，如《Wave》的蘇西・李（Suzy Lee）、2020 年獲得全美圖書館協會
(ALA) Batchelder Award 《非武裝地帶的春天》的李億倍作家，以及《雲朵麪包》
、
《魔
法糖果》的白希那作家，介紹他們的作品世界和工作環境等。筆者認為，韓國政府透
過此紀錄片，再次向韓國民眾確認了韓國繪本即將動搖世界出版界的地位和可能性。

(二)圖書出版異業結盟的新典範
《雖然是神經病但是沒關係》為韓國 tvN 於 2020 年 6 月播出的週末連續劇，劇情以女
主角是童書作家為背景展開，劇中由女主角所創作的繪本，隨著劇情的發展，每每登
上韓國熱門關鍵字搜尋。出版《雖》劇周邊繪本的出版社-Winsdom House 媒體集團有
限公司(以下簡稱 W.H.)，韓國民眾對此出版社並不陌生，它是一家在韓國出版界生產
最多暢銷書的出版社， Winsdom House 是一家怎麼樣的出版社? 並藉由 W.H.此次的成
功經驗，一窺韓國童書出版產業的最新趨勢。
(1) 生產及提供現代人必需且有益的高完成度作品-Winsdom House 出版社簡介
Wisdom House 媒體集團 (以下簡稱 W.H.)，在韓國以生產最多暢銷書而聞名，1999 年
成立出版社，2017 年更名為 Wisdom House 媒體集團，除了 Wisdom House 出版社以
外，還有專門出版文學和隨筆的 「藝談」，專門出版兒童文學的 「Schoolar」，出版
歷史相關書籍的 「歷史的清晨」，出版漫畫的 「By bridge」等多種品牌。除了書籍出
版以外，尚有網路漫畫、自助出版、文具用品等營業領域。W.H.集團創辦人延埈赫說 :
「我們以成為百年企業為目標，在快速變化的時代，我們將努力向讀者大眾傳達現代
人必需且有益的知識和資訊，以及裝載文化的高完成度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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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一次的採訪中，延董事長表示 : 「 因每年出版的書籍都有暢銷書，因此 Wisdom
House 被稱 為 『暢銷圖書的工廠』、『暢銷圖書的殿堂』等。然而更有意義的是，每
年 Yes 24 5 上版的 24 冊年度暢銷書中，一定有 3~4 冊是我們公司出版的圖書。這個榜
單是由讀者投票選出來的，因此可以說我們每年都在製作對讀者有影響力的書籍…」
而當記者問及出版成功的核心策略時，延董事長表示:
-出版業是關係產業 : 一般來說，出版業也被視作製造業。然而，出版業其實是關係
產業。出版要處理好作者和讀者之間的關係，而幫助實現良好關係的人就是圖書編輯
-當圖書作者的經紀人 : 圖書編輯需要好好地把握書籍作者的原始的意圖，最終我們
可以說圖書編輯就好像是書本作者經紀人的角色，出版社要幫助架起作者與讀者之間
的橋樑，而這一項工作的執行者就是圖書編輯。事實上，出版社最重要的財產就是編
輯，可以說，讀者和編輯是出版社最重要的力量。因此， Wisdom house 媒體集團給編
輯提供相對優渥的待遇以及的保障。因此，W.H.的職員可以無限配合作者的生活作
息，隨時溝通。
對於 Wisdom house 媒體集團未來的展望:
- 綜合文化生產公司 : 出版社若是將自己只定位成出版社的話，它是沒有未來的。
出版市場在漸漸縮小。而出版社應當成為一個生產文化的公司。不論是電子書還是網
路連載刊物，還是影像，W.H.要發揮作為原生文化內容的生產者優勢，加快腳步轉變
成為 綜合文化生產公司。
-以成為百年企業為目標 :為了獲得新的理念和作者資訊，按照部門類別，訂閱的
報紙超 200 份，透過週刊、月刊等輿論雜誌，去發現新的作家。在公司內部沒有足夠
企劃方案的時候，我們會有一 些外部公司來策劃，現在我都是內部的圖書編輯親自來
做。而當時的 一些外部策劃人員如今也已經成了主要的作家。他們盡可能多賣書，為
獲得足夠的版稅而努力。一直在一起奮鬥的作家們很多。要是真的想實現百年以上的
有名出版社這一目標，我認為應當建立這樣的出版內容生產…”
(2) 以讀者為中心，加上反覆的驗測，造就成功的行銷
筆者觀察 Wisdom House 出版物的選題，發現其選題的標準第一個是聚焦在世界上正
發生的新鮮事物。W.H.的編輯表示: 「不新鮮就無法吸引讀者」。第二點是新銳作家，
W.H. 不斷地去尋找那些給人們帶來新鮮內容的作家，而這也是此次的企劃會找 Jamsan
作家合作的原因之一。
此次出版《雖然是神經病但是沒關係》的周邊繪本，Wisdom House 出版社表示，許
多的作品都是圖書編輯與作家們一起，認真學習了 2~3 年後才開始進入正式的企畫階
段。作家們和圖書編輯共同策劃之後，在圖書編輯創造的環境中下，決心埋頭於作品
創作，並由圖書編輯提供必要的支援。可見，成功的作品往往都是需要耗費許多時間
製作出來的。

5

Yes 24 為韓國目前最大的網路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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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較特別的是，當作品即將進入正式執行階段之前，Wisdom House 內部還會召開一
個以讀者會員為中心的事前消費者監察會議，針對企劃環節和編輯的所有環節，進行
徹底的監察考證，通過之後才會正式的執行。這種以讀者為中心，不放過任何一個細
節的做法，筆者認為這也是 Wisdom House 每年都能製作出暢銷書的關鍵。
(3) “電視劇 X 出版” 的合作新時代?
在熱門的電視劇中置入「文創作品」的作法，《雖》劇並不是第一個。在影集內推廣
的書，不管是一時的靈感，或是出版商刻意的置入，通常會讓觀眾產生好奇，而想要
進一步的了解該文創作品。而《雖》劇此次的操作手法與以往略有不同。
此次《雖》劇所出版的五本週邊繪本，從企劃階段開始，就由編劇與繪本實際的作者
一起進行創作，並且隨著劇情有分量地陸續登場，一開始就抓住了觀衆的眼球…”，”劇
中刻意安排了與男女主角的童年相似的繪本，作為一種伏筆，觀眾為了可以更好地了
解電視劇的內容，於是會興起想要購買繪本的念頭…”。像這樣的作法可說是一種新型
態的電視劇和出版業之間的合作方式，值得台灣的繪本出版業者參考。
Winsdom House 出版本部理事金恩珠（音譯）表示: 「因為製作公司在製作電視劇的
同時，就策劃了繪本的出版，最先出版的三本繪本是由擔任電視劇的劇本作家趙勇，
和擔任插圖作家的 Jamsan 親自創作的。而因爲隨著戲劇的播出，很多觀眾開始在網路
上留言，好奇這幾本繪本是否是電視劇播放初期就已實際出版，要去哪裡可以買到等
等，順應觀眾的需求，繪本實際出版的時間也比預計的時間提前了..」 。劇中登場的
3 本童話書，也就是電視劇中的童話作家高文英（徐藝智飾）所創作的《吃噩夢長大的
少年》、《殭屍小孩》
、
《春天的狗》後來被作爲童話書出版，並登上韓國大型連鎖書店教保文庫小說類的暢銷書第 9 位、第 10 位及第 12 位。 另外兩本繪本也在出版一週後
就達到銷售 1 萬本的佳績。而因爲《雖》劇是韓流明星出演的電視劇，東亞的韓流影
響圈，如印尼、日本、臺灣、泰國、中國大陸等，也紛紛來諮詢版權交易，順利地將
這五本繪本銷售至海外市場。
最後，《雖》劇的畫面色彩處理，令人印象深刻，
「美術」成為此部電視劇的特色之
一。而劇情也與以美術呈現的動畫及插圖有著密切的相關。後續出版的周邊繪本的繪
者與本劇的藝術指導為同一人，他是韓國的概念藝術家，也是知名的插畫家-Jamsan。

(三) 概念藝術家 Jamsan(韓文名:잠산)
(1) 簡介與作品風格

Jamsan 是韓國國內首位打著"概念藝術家"的名牌活動的第一代插畫作家。曾在一次
的採訪中，被問及插畫和概念藝術 6的差異，筆者整理出他的一些說法 :「如果插圖是
統籌商業畫作的概念，那麼概念藝術就是按照概念移動的，是不被規定爲體裁的插圖
的一個領域。」 「概念藝術的成立，必須加入觀者一方的反應。也就是說，概念藝術
要能吸引觀眾的注意力，讓觀眾至少在心智上共同參與進來。」 「相較於對美感的追
求或創作媒材的關注，概念藝術家們更為著重在觀念或意念上進行探索與呈現。」
概念藝術，在概念藝術的範疇中，其表現的方式有攝影、文件、表格、地圖、電影或錄影帶等等，但凡
任何能讓藝術家呈現概念或點子的形式、媒體，都可以放入概念藝術中討論。不過，能讓藝術這個概念成
立的話，必須加入觀者一方的反應。也就是說，概念藝術要能吸引觀眾的注意力，讓觀眾至少在心智上參
與進來。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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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上述可以發現，Jamsan 的作品風格是從概念藝術出發，著重在觀念上的呈現，並且
吸引觀看的人願意共同參與進來。
他曾在首爾舉辦過個展《人聚集的地方》
，擔任過國際運動品牌 Nike、韓國足球明星
選手朴智星的電視廣告等眾多的插畫工作。此次擔任《雖然是精神病但沒關係》的藝
術總監，是他與電視劇導演朴信宇第二次的合作，他與導演在前一部作品 tvN《男朋
友》已有合作經驗。

(2) 唯有不同能超越卓越

Jamsan 的畫，如同他所說的:「畫家應該畫裝載著自己情感與色彩的畫」
。因此，他的
圖 畫 給 人 非 常 「 不 同 」 的 感 覺 。 而對於不同，jamsa 的解釋是這樣的 :
「圖畫可說是一種共感(공감)，不是創造而是展現不同，要給看的人視覺上的『差異化
』。」他表示，每次接到新的案子，常常在想要怎樣跟之前的作品有所不同，因此會
陷入一段很長的自我對話，在自己跟自己的對話中找尋那份不同。
另外，Jamsan 認為透過新的事物，可以不斷的提升自己，所以他常常與不同領域的專
家合作。他為韓國足球明星選手朴智星畫的概念藝術(Concept Art)，韓國本土化妝品牌
Holika Holika 的門面設計，韓國知名女歌手 IU 的專輯封面設計等，都令人印象深刻。
他常常在問自己的一句話就是 “我還能做出什麼不同?” 就是在不斷地追求與自己之前作
品不同的過程中，Jamsan 一次又一次讓大家看到他精湛動人的作品。

圖左: 韓國本土化妝品牌 Holika Holika 的門面設計 / 圖右: 韓國知名女歌手 IU 的專輯封面
下圖 : Jamsan 為韓國足球選手朴智星所創作的概念藝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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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國繪本將有更多跨界的明日之星?
Jamsan 此次為韓劇《雖然是神經病但是沒關係》所創作的繪本，從發行實體書籍

後，得到市場一片佳評。畫商業畫有超過 20 年資歷的 Jamsan，對於這次的創作經驗表
示，能夠迅速得大衆的反饋，覺得非常新鮮有趣。 他表示 : 「正在計劃把個人也在做
的工作收集起來，在未來出版成書」
， 「那時也想親自為自己的書寫故事」
。一位跟兒
童文學毫無關係的人擔任圖文作者所創作出來的童書，成果如何尚不得而知，但對於
韓國繪本的出版商，在找尋合作作家上將帶來一些新的想法，韓國的繪本界是否將出
現更多跨界的明日之星，令人期待。

上圖左: 《雖》劇周邊繪本之一-找尋真正的臉孔
上圖右: 《雖》劇周邊繪本之二-啖食惡夢長大的少年
下圖 : 《雖》劇周邊繪本之三- 喪屍小孩

結論
由以上淺析，我們看到韓國繼電視連續劇、明星產業在國際行銷成功經驗之後，對
於如何將一個文化內容，從生產、製造到行銷至全球市場，已有一套成功的公式。以
明星產業成功路徑來看，早期韓國歌唱團體都是從韓國當地 12~3 歲的青少年中挑選最
有發展潛力的，開始進入經紀公司接受培訓，但以目前的韓團成員來看，則是有從世
界各地甄選潛力團員的趨勢，在團體中不乏可以說著各種語言的團員。並且與早期的
現象不同，過去主要是在中華圈和東南亞國家進行甄選，目前則呈現出不偏向部分國
家，而是包含世界各語言圈的趨勢。對於進入該團員國家市場來說是一極大的優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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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這套成功經驗將提供給韓國圖畫書出版商至海外市場發展時最多的養分，並且靠
著韓國政府支援的加持，出版業者可直接與有效的銷售通道取得聯繫進行銷售，少走
許多冤枉路。韓國的童書(繪本)因這次的成功經驗，往後預計將有更多的出版會依循此
路線，尤其是越過韓國的海外行銷。
最後，韓國此次在熱門影集中直接與圖畫書出版結合的手法，筆者認為頗值得臺灣的
劇作家或影視從業者參考。此次《雖》劇所帶出來的童書，成功地讓本來不是圖畫書
讀者的民眾快速產生興趣，進而購買與閱讀，對於圖畫書有重新的認識，這對於圖畫
書出版產業在推廣上是一個極大的助力。另外， 韓國文化部所主導的文創產業振興基
本計劃，即將進入下一個五年計劃週期。韓國童書，尤其是繪本，在政府與民間的共
同努力下，將成為韓國文創產業另一個被推向國際的新星，在韓國國內呼聲甚高，後
續值得持續觀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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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埈赫採訪報導
‘그림책이 달린다’(2020.10.30)。文學新聞 文學電視專題報導。查閱日期 (2021.06.02)，
取自 http://munhaknews.com/?p=35081&ckattemp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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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BTS and Lady Gaga, a South Korean men's music group, also won international music awards
in 2020, and Louis Vuitton has announced that BTS Bulletproof Boys will be the new global
brand ambassador for LV.Korea's creative industries, such as film, pop music, and publishing,
continue to prosper with the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What role does the Korean
government play in the publishing of children's books? This is the first observation point of
this study.
《It's Okay to Not Be Okay》It's a story in which the female lead is a children's book
writer.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children's book industry and the film industry,
the production of the May Week edition has expanded beyond the children's market to give
more access to children's books.For example, the second focus of this study is the possibility
of new picture books being published.
Finally, the color treatment and real-life decoration of the images in the play were impressive,
and one could say that "art" became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the drama.The plot is also
closely related to animations and illustrations presented in fine art.In fact, he is a Korean
conceptual artist and illustrator, Jamsan, who is the same person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is
drama.Jamsan's style of painting and the publishing of these five volumes are the third focus
of this study.

Keyword: Korean picture books, Korean cultural content industry, It's Okay to Not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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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의 공격과 역습: 한국동화책출판사 산업에 대한 고찰> 토론문
최미령(성균관대학교)

호영주 선생님께서 쓰신 <사이코의 공격과 역습: 한국동화책출판사 산업에 대한 고
찰> 제목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비록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이하 <사이코>로 약칭)를 시청하기는 했습니다만,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림책들을 두고서는 단지 드라마 속에 등장시킨 책들과 드라마 내용
이 서로 조응을 이루는구나 하는 인상 정도만 받고 이 책들의 실제 존재 여부에는 딱히
관심을 가져본 적 없었던 저로서는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수
있었습니다.
<사이코>의 흥행에 힘입어 드라마 제작단계에서부터 함께 만들어진, 드라마에 등장
했던 그림책들도 히트치게 되고 또 드라마의 해외에서 인기에도 힘입어 해당 그림책들이
또 해외수출하게 된 이 사례는 드라마와 출판 사이 협업이 그림책 출판의 새로운 가능성
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하시면서 한류와 더불어 그림책 자체가 지니는 성공요인까지
분석하셨는데요. 도서출판업의 발전을 두고 아주 건설적인 내용을 담은 훌륭한 논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하 논문을 읽으면서 하게 된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장 부분에서 한국의 관련 제도로서 도서정가제를 소개하면서 “2014년 도서정가제
실시 이래...문화산업을 진흥시키고 제공할수 있는 내용의 다양화 측면에서 확실히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나 폐지, 개정에 관련된 소개에 할애된
편폭에 비해 한국에서 도서정가제제도의 실시가 문화산업발전에 줄 수 있는(혹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이 부분의 내용이 너무 적은 듯합니다. 도서정
가제도 실시가 본고에서 주로 논하는 그림책 출판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등의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여 도서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서정가제가 한국에서 어린이 인구 감소, 학원순례로 독서시간 부족 등으로
독자를 확보 못한 위기를 맞고 있는 아동도서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 같은 것)
그리고 논문에서 “한국 KBS 1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그림책이 달린다>의 활
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국민들에게 해외
시장에서 한국그림책이 K-Culture 전령사역할을 한다는것, 한국국내 그림책도서 현황과
미래의 발전발향”을 소개했다고 하면서 방영효과를 주목했는데요. “정부가 이 다큐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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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영을 통해 한국 민중들에게 한국그림책이 세계출판계에서 점하고 있는 지위 및 센
셔이션을 일으킬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러한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만 이 논문에서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하
는 내용을 한국 그림책이 해외 및 한국국내에서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참고자료
로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가요.
문화산업의 발전과 정부 지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소개하시면서 정책적인 내용들
을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문화산업의 해외확산에 있어 도서 관련된 내용 부분이 좀 더
풍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해외수출 문화산업 하위분류에서 도서산업은 어떠한 위
치에 있고 판권 수출된 도서들은 어떠한 것들이며 그중 그림책이 점하는 비중 등에 관련
된 소개로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즉 그동안 한국도서(특히 그림책)의 해외수출이 어떻
게 이루어져 왔는지 하는 소개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로 개입하였는
지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가요.
<사이코>의 드라마와 출판의 협업이 한국국내 및 해외에서도 어찌 성공할 수 있었
는지를 두고 파생된 여러 가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미디어 셀러”로서 그
림책의 가능성입니다. 드라마의 PPL로 등장한 책이 베스트 셀러에 오르게 되는 것은 전
에도 있었던 경우이고 이런 책들을 “드라마셀러”라 지칭합니다. 2016년 드라마 <도깨비
>열풍에 드라마에 김인육의 시 <사랑의 물리학>이 실린 시집이 이 시의 이름으로 원제
가 바뀌어 개정판이 나오게 되고 베스트 셀러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드라마
의 인기는 시집의 해외판권 수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요.(드라마의 대본이나 원작소설
이나 웹툰이 해외에서 번역 및 출판된 경우는 제외하고 책이 PPL로서 활용된 경우만 고
려해볼 경우) <사이코>에 노출된 책들은 시집이나 소설집이 아니라 그림책이라는 점이
해외판권 수출에 있어 용이한 것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책 이
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책읽기에서 느끼는 피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가 빼곡한 책들은 멀리하거나 읽기 편한 책을 선호하게 합니다. 그
림책 자체의 읽기 편한 특성 또한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해외수출에 용이한 조건으로 작
용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인 잠산을 삽화작가로 섭외 관련 문제
인데요. 연구자께서는 출판사에서 해당 동화의 삽화작가로서 “성과가 어떠할지 검증되지
않”은 “아동문학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인 장삼을 출판사가 택했다고 했는데 이는 파
격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출판사가 상업적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이미 상업적 효과가 검
증된 일러스트 작가를 택하는 선택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가요. <사이코>에서의 그림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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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애초부터 아동만을 독자로 상정하지 않았고 어쩌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더 가깝다
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이코> 그림책의 흥행을 두고 책의 내용 및 그림체
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가요? <사이코>의 협업 성공은 그 협업방식을 두고
출판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또다른
성공사례들을 창출하려면 많은 현실적 조건에 대한 고민도 동반되어야 할 듯 합니다.
출판이나 마케팅이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대체로 인상적이거나 범박한 얘기
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표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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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殖民時期華僑在京城的居住區與活動
金恩美 *
摘要
1910 年朝鮮正式成為日本的殖民地，首爾成為日本殖民地的首都，都市的名稱從
「漢城」亦改名為「京城」
。日本殖民期間，華僑人口增加，在京城的居住空間出現擴
大與分散的現象，但是舊中國人居留地仍是華僑集中居住的地區，另外也拖展出新中
華街。本文主要探討殖民時期華僑在京城的集中居住的空間範圍，並分析華僑在京城
的活動型態。目前為止，首爾中華街研究並不多，本文也會說明殖民時期京城內形成
的中華街的空間範圍。
華僑在京城持有的土地與 100 人以上的人口分布交錯分析，可以發現，西小門
町、太平通 2 丁目、長谷川町、北米倉町為華僑人口最集中、土地所有面積最多地區，
可稱之為「第一中華街」
。水標町、觀水洞與鍾路三丁目為人口第二集中土地所有面積也
較多地區，可稱之為「第三中華街」
。明治町二丁目雖然華僑人口不多，但因中國領事館的
所在地，華僑私人土地所有比例很高，可稱之為「第三中華街」
。
「第一中華街」中西方人
或日本人為主要顧客的商店較多。
「第二中華街」是屬於舊居留地時期移留下來的中華街，
因此老店較多，朝鮮人為主要顧客的紡織品進口商、雜貨店、藥材商較多。
「第三中華街」
中的四海樓料理店中規模最大的一家店。
關鍵詞：韓國華僑、朝鮮、京城府、中華街、中國人居留地、華僑職業

*

國立臺灣師範大學東亞學系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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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前言
在韓國歷史上，第一個由中國人建立的中華街出現於首爾。1882 年清廷與朝鮮簽訂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首爾首次對清朝商民開放，清朝獲得一般中國人在首爾居住
與開棧的權利，因此中國商人成為首批居住通商的外國人，並在清朝的庇護下，首爾城
內逐漸形成了三個「中國人居留地」
。在首爾形成的「中國人居留地」日後成為華僑聚集
的中華街。 1
1895 年甲午戰爭爆發，中國人回中國避難，但是戰爭結束後陸續回到朝鮮，回到首
爾的中國人選擇的居住空間仍以中國人居留地為主。1904 年 2 月 8 日爆發日俄戰爭，2
月 23 日，日本以朝鮮王室的安全、保障朝鮮獨立、保全朝鮮領土為由，要求朝鮮簽訂
〈日韓協定書〉
，逼迫朝鮮提供日本的軍事行動的合作。日本以「改善施政」為名，開始
干涉朝鮮內政將朝鮮保護國化，1906 年 2 月設立統監府做為統治機構。日本不僅接受大
韓帝國的外交權，掌握行政權，主導警察、司法、財政與教育政策。 2
1910 年 8 月 22 日簽訂〈日韓併合條約〉
，8 月 29 日「韓國」國號改為「朝鮮」
，宣布朝
鮮為「日本帝國領土」之一部分。3由此朝鮮正式成為日本的殖民地，同年 9 月 30 日成立
朝鮮總督府，成為治理朝鮮的最高統治機構。首爾成為日本殖民地的首都，都市的名稱
從「漢城」亦改名為「京城」
。 4朝鮮總督府開始在京城進行行政區域的改革，京城的行
政範圍也因而產生變化。1914 年，由於都市化較低的地區排除在京城府外，京城府的空間
範圍因而變小；1936，由於人口的增加與都市化的快速，京城空間範圍才出現擴大。日本
殖民期間，華僑人口增加，在京城的居住空間出現擴大與分散的現象，但是舊中國人居
留地仍是華僑集中居住的地區，另外也拖展出新中華街。
本文主要探討殖民時期華僑在京城的集中居住的空間範圍，並分析華僑在京城的活
動型態。目前為止，首爾中華街研究並不多，本文也會說明殖民時期京城內形成的中華
街的空間範圍。本文在資料上，主要透過京城府的中國人人口資料與土地所有資料來說明
華僑集中居住區。目前為止，說明華僑的居住區時，大部分利用人口資料說明，但筆者
認為人口資料對應土地所有資料，更清楚的看出華僑主要的居住區與活動空間。土地所有資
料方面，筆者主要使用 1917 年與 1927 年出刊的《京城府管內地籍目錄》。 5

二、日本殖民時期京城的空間範圍

1

2

3

4

5

仁川與釜山的清朝租界地亦成為中華街的起源，然而清朝獲得仁川租界的時間為 1884 年、獲得釜山租界
地的時間為 1887 年，皆比首爾居留地的形成時間要晚。
小川原宏幸：
〈朝鮮の殖民地化と韓国併合〉
，收入於趙景達編：
《近代日韓関係史》
（東京：有志舎，201
2）
，頁 330-331。
勅令 318 號，
〈韓國ノ國ハ之ヲ改メ爾今朝鮮ト稱ス〉
，
《朝鮮總督府官報》
，第 1 號，1910.8.29，頁 3；統
監府訓令第 16 號，
《朝鮮總督府官報》
，第 1 號，1910.8.29，頁 14。
首爾（서울，Seoul）原指「都市」或「京城」之意，首爾在不同時期有不同的名稱。1392 年朝鮮王朝
成立，1394 年定都於此地前，叫做「漢陽」
。1394 年定都後首都名稱由「漢陽」修改為「漢城」
；1910
年朝鮮變成日本殖民地，
「漢城」亦改名為「京城」
。1946 年 8 月 15 日，美軍政發布「首爾憲章」
，首都
名稱修改為「首爾」
。
陣內六助，
《京城府管內地籍目錄》
，
（京城：京城共同株式會社，1917）
；陣內六助，
《京城府管內地籍目
錄》
，
（京城：京城共同株式會社，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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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年 10 月 1 日，總督府發布〈朝鮮總督府府令〉第六號、第七號，將漢城府更名為
「京城府」
，變成地方行政單位之一，附屬於京畿道。6從此京城失去了首都的地位，變成
京畿道的行政單位之一，但京城府的空間仍維持漢城府的範圍。
（參考圖 1）日本人何時起、
何種原因稱呼首爾為「京城（ケイジョウ）
」並不清楚，然而對日本人而言，
「京」具有「首
都」的意思。對朝鮮人而言，
「京」也是具有「首都」的意思，朝鮮時期首爾的正式名稱為「漢
城」
，但是朝鮮一般人民往往以「首爾」稱呼。7指稱首都的一般名詞包括：京都、京師、京
兆、首善、都城、皇城、廣陵與京城。因此，京城一詞應該是指稱首都的「京」與朝鮮特殊
的城郭都市之印象結合而形成的名稱。京城失去了朝鮮王朝的首都的地位，但可以看出，日
本人充分理解首爾在朝鮮半島的地位與其重要性。8
1911 年 4 月 1 日公布〈朝鮮總督府京畿道令第三號〉
，將京城府的行政區分為 5 部與 8
面，5 部是屬於漢城府時期的城內地區，8 面則是城外地區。
（參考表 1）
圖 1 1910 年京城府的空間範圍

資料來源：임덕순，
《600 년 수도서울 — 수도의 기원과 지리적 발전과정》
（首爾：지식
산업사，1994）
，頁 108。

表 1 京城府的行政區（1911 年）
位置
東部
西部
南部
北部
中部
龍山面
西江面
崇信面
豆毛面
仁昌面
恩平面

6
7
8

管轄區域
蓮花、崇教、建德、昌善
積善、養生、仁達、皇華、餘慶、盤石、盤松
明哲、太平、樂善、明禮、誠明、會賢、薰陶、廣通
廣化、觀光、陽德、俊秀、嘉會、鎮長、安國、順化、通義
貞善、慶幸、長通、瑞麟、壽進、堅坪、澄清、寬仁
龍山
西江
崇信
豆毛
仁昌
延恩、常平

〈朝鮮總督府府令第六號〉
、
〈朝鮮總督府府令第七號〉
，
《朝鮮總督府官報》
，第 19 號，1910.10.1，頁 13-14。
「首爾」一詞具有首都之意。
김백영，
〈러일전쟁 직후 서울의 식민도시화 과정─비교식민지도시사적 고찰〉
，
《지방사와 지방문화》，
8：2，（2005.11），頁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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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禧面
延禧
漢芝面
漢江、芚芝
資料來源：
〈朝鮮總督府京畿道令第三號〉
，《朝鮮總督府官報》
，第 174 號，1911.4.1，頁 3。

1911 年京城府的行政區劃分基本上基於朝鮮時期的標準，只是城外區域的「坊」改變為
「面」
。但是，此種區域的劃分疆界並不是很清楚，很多區域仍未進行近代化的土地測量。因
此，朝鮮總督府一方面進行土地調查，另方面推動地方行政區域的改組。值得注意的是，日
本對朝鮮的土地調查始於統監府時期的 1905 年，朝鮮成為日本殖民地後，朝鮮總督府為了進
行土地調查，1910 年 3 月 14 日公布〈土地調查局官制〉
（勅令第 23 號）設立土地調查局，8
月 23 日公布實施〈土地調查法〉
，但 9 月 30 日〈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官制〉公布後，
10 月 1 日才正式實施土地調查。9
總督府的土地調查項目可分為所有權的調查、土地價格的調查、土地地形與地貌的調查。
所有權與地價的調查稱之為「地籍調查」
。1910 年實施的土地調查主要針對「地籍調查」
，為
此實施了「地籍測量」
。
「地籍測量」是指，測量每個人所有土地，主要目的是為了測量每個
人所有地之範圍，製作「地籍圖」
。10京城府地區而言，1913 年 12 月 27 日，重疊的林野地區
以外，查定完畢全區域的土地所有權，1914 年 3 月 1 日，將關係圖簿交付於京城府。同年 4
月 25 日，京城府完成「土地帳」與「地籍圖」
，5 月 1 日起實施〈不動產登記令〉
。地形與地
貌的調查自 1914 年開始實施，1918 年完成。11
朝鮮總督府一邊實施土地調查，一邊確定地方行政的府郡面里的疆界、整理名稱。當時
京城 5 部與 8 面以下的各區域名稱尚未一致化，在朝鮮原有的行政單位為「洞」
，日本人開發
的新區域，日本人命名為「町」
。再加上，舊有的正式名稱外，也有俗稱，又有「日本人居留
民團」取的稱號，或一般的通稱，造成區域名稱非常混亂。121910 年 12 月，總督府內務部長
官發出通牒，在「日本人居留民團」成立的區域內，
「洞」與「町」名稱並存時，使用頻度較
高者為標準整理單一名稱，1912 年 6 月 4 日，內務部進一步確定京城府部面以下的名稱與疆
界之方針。13
1914 年，京城府廢除既有的部→坊→洞制度，改制為部→洞、町制度，共設 186 個町或
洞。1914 年進行新行政區域劃時，京城府都城以外的 8 面中，僅保留一部分，其他都歸屬於
京畿道高陽郡，京城府的管轄範圍縮小為 1/8。
（參考圖 2）京城府空間的縮小與京城市街地
區域的確定有密切的關係，市（府）的行政必須仔細考慮人口、群族、經濟、交通等因素規
劃市街地，因此決定縮小京城府範圍。14筆者認為，總督府縮小京城府範圍的最重要原因與
都市化有關，總督府將圖 1 中都市化較高的地區設定為市街地，都市化程度較低的部分排出
1912 年 8 月 13 日，公布實施〈土地調查法〉後，廢除了〈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官制〉
。參考，姜秉植，
〈日帝下서울（京城府）의 土地調査와 土地所有 實態 硏究〉
，
（首爾：檀國大學校大學院史學科韓國
史專攻博士論文），1992，頁 18、22。
10 姜秉植，
〈日帝下서울（京城府）의 土地調査와 土地所有 實態 硏究〉
，頁 23-24。
11 서현주，
〈일제의 지방행정구획 개편의 내용과 성격─1914 년 서울의 개편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33，（2004.6），頁 287。
12 姜秉植，
〈日帝下서울（京城府）의 土地調査와 土地所有 實態 硏究〉
，頁 26。
13 서현주，
〈일제의 지방행정구획 개편의 내용과 성격─1914 년 서울의 개편을 중심으로〉
，頁 287-288
。
14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2 천년사 26: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首爾：서울역사편찬원，2015）
，
頁 33；姜秉植，
〈日帝下서울（京城府）의 土地調査와 土地所有 實態 硏究〉
，頁 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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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京成府之外。1914 年京成府範圍之範圍與與〈市街地稅令〉的實施範圍一致。值得注意的
是，京城府中特別保留了龍山地區，其原因在於，約 10 年前起隨著鐵道的開通，龍山成為交
通與軍事的重要基地。15這也表示龍山的都市化程度相當高。
1914 年京城府管轄的行政區如表 2。1914 年的區域劃分，模仿日本的町編制原理即道路
主義為標準，採取道路的兩邊設定為一個單位之方式，日本人多數居住的區域命名為「町」
，
朝鮮人多數居住的區域命名為「洞」
，同一地區中日本與朝鮮兩個名字並存時，並沒有以使用
頻度較高者為選擇標準，而是以「日本人居留民團」所取的名稱為優先。因此，空間上以清
溪川為界，北部主要以「洞」為主、以南為「町」為主。16這也表示，清溪川以北是朝鮮人之
主要居住區，以南為日本人主要居住區。
圖 2 1914 年京城府的空間範圍

資料來源：임덕순，
《600 년 수도서울 — 수도의 기원과 지리적 발전과정》
（首爾：
지식산업사，1994）
，頁 109。

表 2 京城府的行政區（1914 年）
位置
京城府東部、南部、
西部、北部
龍山面之內

崇信面之內

仁昌面之內
漢芝面之內
豆毛面之內

管轄區域
廣岩、勒橋、新井洞、武岩洞、三湖井洞、浮洞、杏花洞、阿
硯一部、東山洞一部
青坡二契、青坡三契、東門外、兄弟井、萬里倉、下馬碑契、
新倉內、賑恤倉、攤頂、桃花外洞、桃花內洞、麻浦、沙村
里、新村里、青坡一契、青坡四契一部
宋洞、上土橋、下土橋、上栢洞、新垈洞、下栢洞、雙溪洞、
梨花洞、頴眉洞、未塵洞、藍橋、紫芝洞、亭子洞、城底洞、
新村、堂硯洞、仁壽洞、伏車橋、紅樹洞、大井洞、新設契一
部
場巨里、藍橋、東廟洞、鮒魚井洞、伏車橋
典牡洞、葛月里、新草里、元興洞一部、梨泰院洞一部
新堂里一部

資料來源：京城府，
《京城府史》第二卷（京城：京城府，1936）
，頁 521。

15

16

임덕순，
《600 년 수도서울 — 수도의 기원과 지리적 발전과정》
（首爾：지식산업사，1994）
，頁 109110。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2 천년사 26: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頁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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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年代起京城府鄰近地區的人口迅速增加，農林、牧蓄等職業大幅減少，開始出現京
城府郊外都市化現象。因此，為了擴大京城府的行政區域，1921 年 5 月，京城府開始進行交
通、人口等調查，5 年後的 1926 年 4 月，完成了一份報告書《京城都市計畫區域設定書》
。
這報告書建議高陽郡龍江面與漢芝面全部、崇仁面、恩平面、延禧面一部分，以及始興郡北
部一部分納入京城府。171931 年底，京城府推出兩個方案：納入 33 個里及納入 55 個里，最
終 1932 年 5 月確定納入 55 個里，開始對其 55 個里進行調查，1933 年 5 月額外再多納入了
永登浦地區。18
1934 年總督府公布了全朝鮮為範圍的都市計畫有關的第一個法令
〈朝鮮市街地計畫令〉
，
按照該法令朝鮮總督對市街地計畫內可指定：1. 住宅區域、2. 商業區域、3. 工業區域，也可
指定風景區、美觀區、防火區、風紀區，亦可實施土地區劃整理，以及制定建築物的高度、
結構等規定。其後，總督府立刻公布該法令的實施規則〈朝鮮市街地計畫令實施規則〉
，按照
此規則，總督府對市街地之開設道路、營造工業用地、土地區劃整理、營建建築物等，可採
取具體的措施。由此，朝鮮總督府獲得了大規模改造朝鮮都市內部的法律基礎。19
京城府亦依據〈朝鮮市街地計畫令〉
，1936 年 1 月 13 日，召開第一屆市街地計畫委員會，
決定 4 月 1 日起實施擴大京城府的行政區域。1936 年 2 月 14 日，公布、實施〈京城府令第
8 號〉確定了京城府的新行政範圍。20（參考圖 3）1936 年京城府擴大範圍中加入了永登浦地
區。21
圖 3 1936 年京城府的空間範圍

17

18
19
20
21

報告書中指出建議加入這些區域的主要根據為：1. 人口增加與密度。2. 鄰接面的職業、學校比、學校組
合、衛生及其他財政與設施。3. 離都心的距離及未來區域之間的關係。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2 천년사 26: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頁 35-36。
임덕순，
《600 년 수도서울 — 수도의 기원과 지리적 발전과정》
，頁 112。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2 천년사 26: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頁 36。
永登浦在 1899 年開設時，僅有驛站與若干農家，但是京仁線鐵路（1899 年開通仁川─鷺梁津，1900 年完工）與
京釜線（1904 年 12 月完工）開通後，由於是其兩線的分岐點，開始形成市街，開設金融組合、郵局、面（北
面）事務所，1910 年前後為界，成長為始興郡最大的市街區，1911 年成為始興郡廳的所在地。再加上，1917 年，
漢江第一座人道橋（現在的漢江大橋）開通後，可以直通京城，永登浦地區的都市化更為加速。日本人的移居
亦加速了永登浦的都市化，1916 年永登浦面的人口約 3,000 人，朝鮮人與日本人的比例為 2：3，日本人多於朝
鮮人。1920 年代，永登浦地區的工廠持續增加（7 個）
，1930 年代增加大型工廠（24 個）
，是鄰接京城的最大工
業 區 ， 亦 是 始 興 郡 最 繁 榮 的 區 域 。 임덕순，《600 년 수도서울 — 수도의 기원과 지리적
발전과정》，頁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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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임덕순，
《600 년 수도서울 — 수도의 기원과 지리적 발전과정》
（首
爾：지식산업사，1994）
，頁 113。

1936 年確定的京城府新行政範圍，加入了 71 個里與 5 個部分哩，京城府的面積擴大為
3.7 倍（136km2）
，人口增加為 63 萬 6 千人，186 個町、洞也增加為 259 個。同時，被稱為
町、洞、通、丁目一律更改為「町」
。朝鮮固有的行政單位「洞」消失不見，引起了朝鮮人民
的抗議與不滿。22

三、華僑在京城居住區與中華街
我們可以利用兩種資料，推知日本殖民時期華僑在京城的主要居住地，首先是京城府中
的中國人人口分布資料，其次為土地所有資料。以下主要使用此兩種資料說明華僑在京城的
形成的主要居住地。

1. 華僑在京城的人口
如表 3 所示，1910 年京城府總人口為 278,958 人，1914 年由於京城府空間範圍的縮
小而減少為 248,260 人，之後京城府的人口持續增加，尤其是進入 1930 年代中後期，人
口更大幅度增加，1935 年突破 40 萬人。1936 年京城府的範圍擴大、都市化加速後，人
口成長更為明顯，1937 年突破 70 萬人，1942 年則達到 110 萬人。
表3
年度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22

京城府居留中國人人口變化

（單位：人)
男女比
(全朝鮮)

京城府中國人人口

京城府
總人口數
(A)

京城府
中國人戶
數

男

女

278,958
256,381
245,202
287,186
248,260
241,085
253,068
253,154
250,942
248,644
250,208
261,698
271,414
288,260
297,465
302,711
306,363
315,006
321,848
340,290
355,429
365,432
374,909

519
442
465
430
409
463
451
434
225
397
559
644
667
745
697
840
897
854
747
972
933
628
656

2,070
1,628
1,459
1,611
1,589
1,478
1,313
1,561
2,172
2,449
3,025
3,664
3,004
3,720
3,533
4,000
3,596
4,670
5,066
2,975
3,265

224
211
230
258
326
319
120
143
301
380
382
466
489
589
585
639
616
832
921
445
588

計
（B）
1,828
1,994
2,294
1,839
1,689
1,869
1,915
1,797
1,433
1,704
2,473
2,820
3,407
4,130
3,493
4,309
4,118
4,639
4,212
5,502
5,987
3,420
3,853

(B/A)
%
0.7
0.8
0.9
0.6
0.7
0.8
0.8
0.7
0.6
0.7
1.0
1.1
1.3
1.4
1.2
1.4
1.3
1.5
1.3
1.6
1.7
0.9
1.0

男女比
9.2:1
7.7:1
6.3:1
6.2:1
4.9:1
4.6:1
10.9:1
10.9:1
7.2:1
6.4:1
7.9:1
7.9:1
6.1:1
6.3:1
6.0:1
6.3:1
5.8:1
5.6:1
5.5:1
6.7:1
5.6: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2 천년사 26: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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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16.1:1
15.8:1
15.4:1
13.8:1
11.7:1
11.0:1
9.4:1
12.4:1
10.0:1
8.2:1
7.9:1
8.6:1
8.1:1
7.0:1
7.1:1
7.3:1
6.3:1
5.3:1
5.0:1
4.7:1
4.9:1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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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382,491
749
4,044
669
4,713
1.2
6.0:1
1934
394,511
842
4,697
757
5,454
1.4
6.2:1
1935
404,202
858
5,093
781
5,874
1.5
6.5:1
1936
677,241
1,230
7,159
1,141
8,300
1.2
6.3:1
1937
706,396
426
1,693
421
2,114
0.3
4.0:1
1938
737,214
539
2,339
645
2,984
0.4
3.6:1
1939
774,286
630
2,986
736
3,722
0.5
4.1:1
1940
930,547
744
3,679
1,004
4,683
0.5
3.7:1
1941
974,933
862
3,785
1,237
5,022
0.5
3.1:1
1942
1,114,004
961
4,016
1,402
5,418
0.5
2.9:1
資料來源：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朝鮮總督府，各年版。

4.0:1
4.2:1
3.9:1
3.6:1
3.1:1
3.3:1
2.7:1
2.8:1
2.5:1
2.3:1

1910 年京城府華僑共有 1,828 人，但 1914 年減少為 1,689 人，主要原因為京城府範
圍縮小有關，但 1915 年增加到 1,869 人。1916 年後在京城的華僑人數又略為減少，1918
年共有 1,433 人，減少了 3,000 多人，該年為整個殖民時期中，京城華僑人口最少的一
年。當時京城華僑人數減少的原因為，日本商人進入京城，對華僑商人形成壓力，導致
許多華僑移居於內陸鄉下地區。 23 1919 年起，京城華僑人口再度趨於增加，1930 年達
到 5,987 人，成為殖民時期華僑人口最多的一年。然而，1931 年爆發全朝鮮為範圍的排
華事件，在京城的許多華僑回去中國，人口減少為 3,420 人，朝鮮情勢穩定後再陸續回
到朝鮮，1935 年京城華僑人口回復為 5,874 人。但是，1937 年爆發中日戰爭，京城華僑
人口再度減少為 2,114 人。其後，華僑再次回到朝鮮，1942 年京城華僑人口增加到 5,418
人。（參考表 3）由此可知，京城華僑人口並沒有因為京城府的範圍擴大或都市化加速而
增加，因為排華事件與中日戰爭，反而出現減少現象。
京城雖然失去了朝鮮王朝首都的地位，但在朝鮮仍然是人口最集中、最城市化的第
一都市。1910-1920 年代，京城府亦是最多華僑居住的都市，以 1923 年為例，全朝鮮
12.2%的華僑集中在京城。但在華僑所占京城總人口比例不高，僅占京城總人口的 0.6%1.7%之間。（參考表 3、4）
表 4 殖民時期各府居留中國人人口變化
京城府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828
1,994
2,294
1,839
1,689
1,869
1,915
1,797
1,433
1,704
2,473
2,820
3,407
4,130
3,493

23

京城府
仁川府 群山府 大邱府 釜山府 平穰府
比重
15.4
2,886
95
64
356
468
16.8
1,581
175
84
168
548
14.8
1,549
136
207
210
647
11.3
1,503
102
140
211
501
10
1,660
84
110
170
388
11.7
1,125
113
99
210
508
11.3
1,173
147
40
170
348
10
1,262
150
109
187
613
6.5
753
161
165
187
615
9.1
792
214
168
191
751
10.3
1,318
236
279
226
685
11.4
1,360
149
280
231
690
11
1,786
196
480
257
698
12.2
1,774
323
378
333
779
9.7
-

京城府，
《京城府史》第三卷（京城：京城府，1941）
，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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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單位：人）

鎮南浦府

新義州府

316
540
854
1,246
469
303
306
317
424
459
516
522
539
578

743
1,241
2,376
1,284
1,269
1,352
1,512
1,943
2,392
2,430
2,916
2,950
2,958
3,641

-

新義州府比 朝鮮內中國
種
人總人數
6.3
11,818
10.5
11,837
15.3
15,517
7.9
16,222
7.5
16,884
8.5
15,968
8.9
16,904
10.8
17,967
10.9
21,894
13.1
18,588
12.2
23,989
11.9
24,695
9.6
30,826
10.8
33,654
3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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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4,309
9.3
2,085
467
484
542
739
1,017
3,928
8.5
46,196
4,118
9
2,072
485
525
575
728
1,044
3,951
8.7
45,291
4,639
9.2
2,077
508
532
581
732
1,058
4,150
8.3
50,056
4,212
8
2,077
538
561
601
768
1,072
4,328
8.3
52,054
5,502
9.7
2,232
549
562
610
1,321
1,084
6,328
11.2
56,672
5,987
8.8
2,427
638
570
504
1,995
1,086
7,487
11.0
67,794
3,420
9.2
1,469
580
594
329
655
365
4,733
12.9
36,778
3,853
10.2
1,502
375
363
331
1,238
383
5,438
14.4
37,732
4,713
11.4
1,820
385
412
186
1,284
484
5,612
13.6
41,266
5,454
11
1,884
407
448
184
1,604
612
5,819
11.8
49,334
5,874
10.1
2,291
624
414
418
1,597
681
7,072
12.3
57,639
8,300
12.9
3,265
571
386
1,080
1,833
725
6,439
10.1
63,981
2,114
5
805
194
120
102
871
289
5,748
13.6
42,176
2,984
6.1
1,064
212
164
49
1,456
434
6,184
12.7
48,533
3,722
7.2
1,386
251
162
140
2,056
553
6,750
13.2
51,014
4,683
7.3
1,749
308
160
145
2,154
705
7,712
12.1
63,851
5,022
6.8
2,082
370
240
196
3,154
893
12,748
17.4
73,274
5,418
6.5
2,370
453
268
230
3,970
890
13,897
16.8
82,661
資料來源：1910 年-1923 年：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京城：朝鮮總督府，1924）
，頁 48-174；
其他統計：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朝鮮總督府，各年版。

值得注意的是，日本殖民時期，華僑在京城居住空間出現擴大的現象。根據 1935 年
的朝鮮國勢調查，京城府內華僑的居住分布如圖 4。人口 10 人以上居住區分散於京城各
地，但是 50 人以上的居住區域是，19 世紀末形成的中國人居留地為中心，按照鐵道路
線擴張而形成「丁」字形的分布。 24從「丁」字形的分布可以看出，50 人以上居住區的
形成，受到京城都市化影響，鐵路開通後，按照京城站至龍山站的鐵道路線形成新的市
集，華僑因交通便利、人口集中、人口流動又頻繁，有助於通商，因此從舊中國人居留
地區域按照鐵道路線，擴散到龍山地區。
圖4

24

1935 年京城府內中國人分布圖

南知叔，
〈서울市 華僑의 地理學的 考察：1882 年-1987 年〉
，
（首爾：梨花女子大學大學院社會生活學
碩士論文）
，1988，頁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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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南知叔，
〈서울市 華僑의 地理學的 考察：1882 年-1987 年〉
（首爾：梨花女
子大學社會生活學科碩士論文，1988）
，頁 45。

然而，1925 年至 1940 年間，京城府內外國人 100 人以上居住區域如表 5。由於外
國人當中 90%以上為中國人，透過表 5 亦可得知華僑的居住情況。值得注意的是 1930
年代起，西小門町、太平通 2 丁目與長谷川町的華僑人口急速增加，與鄰近的北米倉
町接合成為一連串的華僑居住人口最集中的區域，如圖 5 之 A 區。貞洞主要是歐美人
的集中居住區，因此在貞洞的外國人人數中，中國人占的比重比其他地區低許多。貞
洞內雖有中國人居住，但屬於西方人居住區，因此 A 區中排除了貞洞。水標町與觀水
洞是華僑人口第二集中之區域（B 區）
，屬於舊居留地區域。漢江通 13 番地與京町是華僑
口第三集中之區域（C 區）
，因龍山鐵路開發而形成之區域，此區域在朝鮮王朝時期為城外
地區，因此並未包括在首爾居留地範圍內。
表5
年度
1925
1930
1932
1933
1934
1936
1937
1938
1940
合計

城府內外國人居住區域人口變化（1925-1940 年） （單位：人）

西小門町 太平通 2 丁目 長谷川町 北米倉町
水標町
漢江通 13
京町
貞洞
觀水洞
(西 小 門 洞 ) (太 平 路 2 街 )
(小公洞)
(北倉洞)
(水標洞)
番地
（文培洞）
668
823
651
114
155
31
301
139
132
(13)
(3)
(13)
(5)
(92)
(0)
(0)
(0)
(0)
1,622
1,153
667
263
246
132
433
409
196
810
442
275
119
171
64
213
107
123
1,017
590
423
158
146
96
262
105
155
1,185
822
550
89
125
112
238
142
120
469
228
118
40
95
45
124
31
23
579
450
178
51
102
20
172
34
58
579
450
178
51
102
20
172
34
58
760
392
221
58
119
75
192
25
7,689
5,350
3,261
943
1,261
595
2,107
1,001
890
資料來源：오미일，〈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 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東方學志》，
163，（2013.9），頁 16。
註 1：（ ）中的數字為中國人以外的其他外國人。
註 2：1930-1940 年無法把握各町洞的中國人數字，皆計算在外國人之數字內。

圖 5 京城府內外國人集中居住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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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根據表 5，筆者自繪。
註 1：A 區包括西小門町、太平通 2 丁目、長谷川町、北米倉町。
註 2：B 區包括水標町、觀水洞。
註 3：C 區包括漢江通 13 番地、京町。

2. 華僑在京城的土地所有狀況
有關日本殖民時期京城府地籍調查資料共有 2 個，即 1917 年與 1927 年出刊的《京
城府管內地籍目錄》
，透過這兩本資料，可以知道華僑在 1910 年代與 1920 年代京城府
內土地所有情況。1910 年 6 月，朝鮮總督府開始針對京城附近實施大三角測量，1911 年
春天結束；為了更快速進行市街地地籍調查，自 1912 年 3 月實施小三角測量，4 月大致
完成測量。京城府的土地所有權的調查自 1912 年 7 月開始，1913 年 4 月結束，調查土
地的申告共有 33,443 筆地。土地所有權的調查原則上採取申告制，針對私有地而言，土
地所有者在一定期限內，申告住址、姓名或名稱，以及土地的所在、地目、字番號、四
標、等級地籍及結數。針對國有地而言，由保管官廳通報，但在土地的四邊豎立疆界之
標杭。針對同一土地兩人以上主張所有權的案件，將分類為土地紛爭案件及所有權疑惑
案件，除此之外，全部採取承認申告者的權利。地主不明土地，被分類為無地主土地，
收歸為國有地，但是京城府卻沒有出現一筆無申告處理的土地。1912 年 12 月 27 日，針
對林野以外的全部土地查定了土地所有權。1914 年 3 月 1 日，關係圖簿交付於京城府，
4 月 25 日，完成土地臺帳及地籍圖，5 月 1 日開始實施不動產登記。 25
根據姜秉植對 1917 年與 1927 年出刊的《京城府管內地籍目錄》研究， 1917 年的
京城府土地總面積為 6,434,784.51 坪，1927 年為 7,001,441.3 坪，增加了 558,060.8 坪。
筆者認為 1917 年與 1927 年《京城府管內地籍目錄》之京城府範圍都如圖 2，因此並不
是京城府的土地面積擴大，而是加入了 1917 年未登記的部分林野地區，造成 1927 年的
《京城府管內地籍目錄》的土地面積增加。然而，新加入的林野地區由於都市化，被開
發為住宅地、道路、堤防等，1927 年的林野面積卻比 1917 年減少了 0.36%。 26
根據筆者對《京城府管內地籍目錄》研究， 1917 年中國政府土地共有 7,033 坪
（31.92%）
，華僑私人土地共有 14,999 坪（68.08%）
。1927 年中國政府土地增加 446 坪共
有 7,479 坪（43.35%）
，但華僑私人土地卻降低為 9,773 坪（56.65%）
，減少了 5,226 坪。
（參
考表 6、7）
表6

京城府內中國政府土地所有變化（單位：坪）

地區
1917 年
1927 年
明治町二丁目
6,744
6,940
本町一丁目
135
494
麻浦洞
109
南大門通二丁目
45
45
合計
7,033
7,479
資料來源：陣內六助，
《京城府管內地籍目錄》
，
（京城：京城共同株式會社，1917）
；陣
內六助，
《京城府管內地籍目錄》
，
（京城：京城共同株式會社，1927）
。

華僑擁有土地面積越高，表示該區域為華僑越集中居住的地區。根據表 7，1917 年
25
26

和田一郎，〈市街地の地籍調査〉，《朝鮮彙報》，4，（1918.4），頁 8、11、18-19。
姜秉植，
〈日帝下서울（京城府）의 土地調査와 土地所有 實態 硏究〉
，頁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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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府內華僑土地所有較高地區，按照順序排列，第一為西小門町，共有 2,385 坪；第二為
長谷川町，共有 2,095 坪；第三為明治町二丁目，共有 1,939 坪。1927 年華僑土地最多地區，
第一為明治町二丁目，共有 1,801 坪；第二為西小門町，共有 1,692 坪；第三為太平通二丁
目，共有 1,062 坪。這三個地區的華僑土地所有面積多比 1917 年同一個地區都減少。但透過
表 7 可以了解，西小門町、明治町二丁目、長谷川町、太平通二丁目、南大門通一丁目、鍾
路通三丁目、北米倉町為 1917 年至 1927 年華僑土地所有持續較高地區。本町一丁目、南大
門通二丁目、南大門通三丁目、水標洞、貞洞為，1917 年華僑土地所有較高，但 1927 年轉
變為減少地區。黃金町一丁目、櫻井町一丁目、若草町、觀水洞為，1927 年華僑土地所有反
而明顯增加地區。
表7

京城府內中國人土地所有變化 （單位：坪）

地區

1917

1927

地區

1917

1927

本町一丁目

368

-

茶屋町

49

本町三丁目

-

36

長谷川町

2,095

669
327

本町四丁目

-

30

北米倉町

450

南大門通一丁目

256

239

南米倉町

38

南大門通二丁目

215

70

水下町

68

南大門通三丁目

200

74

長橋町

199

187

南大門通四丁目

74

-

水標洞

592

148

黃金町一丁目

139

587

觀水洞

-

529
85
220

黃金町二丁目

900

190

長沙洞

-

黃金町三丁目

63

-

敦義洞

-

黃金町四丁目

107

-

笠井町

57

-

鍾路通二丁目

159

-

林町

36

76

鍾路通三丁目

299

402

舟橋町

19

-

鍾路通五丁目

12

-

通義洞

21

-

明治町二丁目

1,939

1,801

鳳翼洞

65

-

永樂町二丁目

53

20

廟洞

28

-

櫻井町一丁目

-

554

貫鐵洞

42

275

若草町

-

304

仁寺洞

12

-

太平通一丁目

72

52

寬勳洞

226

-

太平通二丁目

1,303

1,062

義州通一丁目

62

-

西大門町一丁目

12

-

義州通二丁目

126

-

蓬萊町二丁目

56

-

竹添町三丁目

120

-

蓬萊町三丁目

211

-

臥龍洞

11

-

吉野町二丁目

19

-

貞洞

1,213

-

西小門町

2,385

1,692

中林洞

20

-

武橋町

32

-

元町四丁目

258

需昌洞

137

137

青葉町二丁目

52

都染洞

28

-

大島町

7

三角町
101
合計
14,999
9,773
資料來源：陣內六助，
《京城府管內地籍目錄》
，
（京城：京城共同株式會社，1917）
；陣內六助，
《京城府管
內地籍目錄》
，
（京城：京城共同株式會社，1927）
。
註 1：
為 1917 年至 1927 年華僑土地所有持續較高地區。
註 2：
為 1917 年華僑土地所有較高，但 1927 年轉變為減少地區。
註 3：
為 1927 年華僑土地所有比 1917 年增加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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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據 1927 年的《京城府管內地籍目錄》，華僑持有土地，比起 10 年前，幾乎減少
35%。值得注意的是，1927 年華僑在京城府內持有土地雖減少，但 1917 年 1,797 人至
1927 年華僑的人口卻增加為 4,639 人，人口成長了 2 倍以上。（參考表 4）再加上，按
照表 5，比較 1925 年與 1930 年的西小門町、太平通二丁目、長谷川町、北米倉町、水標町
與觀水洞，都出現華僑人口增加現象。尤其是西小門町與太平通二丁目的增加 2.4 倍與 1.4
倍。
由此可知，1920 年代，華僑在京城府內的居住型態，由持有土地的住家型態，逐漸
轉變為非持有土地的租屋型態。

3. 京城的中華街
1925 年以後京城府內華僑人口較集中的地區（表 5）與 1917、1927 年中國人土地所有較
高的地區（表 7）相互交錯就可以推知，殖民時期華僑集中居住區。如圖 6 所示，華僑人口
與 1917、1927 年土地所有三者重疊地區僅有西小門町、長谷川町、北米倉町。因此，華僑活
動最密集的這三個地區，再加上太平通二丁目，可稱之為「第一中華街」
。再者，華僑人口較
集中，又與 1917、1927 年土地所有重疊的水標町、觀水洞、鍾路通三丁目可稱之為「第二中
華街」
。此外，雖然華僑人口並不多，但華僑土地所有比例排前面的明治町二丁目，可稱之為
「第三中華街」
。如表 6 所示，明治町二丁目（現在的明洞）是中國政府土地所有比例最高地
區，因為這裡是中國領事館與領事官邸的所在地。華僑以中國領事館為中心形成了「第三中
華街」
。
「第一中華街」中，北米倉町以外，西小門町、、長谷川町與太平通二丁目的華僑人口
比例超過日本人，西小門町的華僑人口甚至超越朝鮮人。
（參考表 8）1920 年代起，人們提到
「支那町」時，大多數人會連想到西小門町附近區域。27筆者認為直至殖民時期結束（1945
年 8 月）
，
「第一中華街」仍然是華僑活動較密集的地區。
比較 1895 年的中國人居留地與殖民時期的中華街發現，
「第二中華街」
（觀水洞、水標
町、鍾路通三丁目）與「第三中華街」
（明治町二丁目）的形成可追溯至居留地時期（18821914）
，直到殖民時期華僑仍維持此中華街。然而，
「第一中華街」的形成時間是進入殖民時
期以後。1882 年後中國人本在南大門通開設店面形成了居留地，但在殖民時期華僑逐漸從南
大門通往西邊發展，與之前的貞洞居留地連接，形成了「第一中華街」
。
（參考圖 6、7）

27

오미일，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 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
《東方學志》，163，
（2013.9），
頁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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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 殖民時期京城府內中華街

第二中華街

第三中華街
第一中華街

資料來源：圖的來源為，京城府，〈京城府人口密度圖〉
，《京城府都市計畫調查書》（京城：京城府，
1928），頁 48 與 49 之間。在該圖上按照表 5 與表 7 筆者自繪。
註 1：⒜ ～⒢ 為按照表 5 人口集中地區。⒜ 西小門町、⒝ 太平通二丁目、⒞ 長谷川町、⒟ 北米倉町、⒠ 貞
洞、⒡ 水標町、⒢ 觀水洞。
註 2：❶~⓰為按照表 7，1917 年土地所有順序。❶西小門町、❷長谷川町、❸明治町二丁目、❹太平
通二丁目、❺貞洞、❻黃金町二丁目、❼水標洞、❽北米倉町、❾本町一丁目、❿鍾路通三丁
目、⓫元町四丁目、⓬南大門通一丁目、⓭寬勳洞、⓮南大門通二丁目、⓯蓬萊町三丁目、⓰
南大門通三丁目。
註 3：①～⑮為按照表 7 土地所有順序。①明治町二丁目、②西小門町、③太平通二丁目、④長谷川町、⑤
黃金町一丁目、⑥櫻井町一丁目、⑦觀水洞、⑧鍾路三丁目、⑨北米倉町、⑩若草町 ⑪貫鐵
洞、⑫南大門通一丁目、⑬敦義洞、⑭黃金町二丁目、⑮長橋町。
註 4： ❸①明治町二丁目：中華民國領事館與領事官邸所在地

表8

年度

1925

群族別
朝
日
中

1930

朝
日

西小門町
(西 小 門 洞 )
583
586
668
(13)
572
497

京城府內各群族別人口變化（1925-1940 年）
太平通 2 丁目
(太 平 路 2 街 )
1775
938
823
(3)
1,872
848

長谷川町
(小公洞)
151
544
651
(13)
209
557

北米倉町
(北倉洞)
785
610
114
(5)
633
859

410

貞洞
634
176
155
(92)
169
762

水標町
(水標洞)
904
206
31
(0)
887
258

（單位：人）
觀水洞
1,488
155
301
(0)
1,676
121

漢江通 13 番
京町
地
（文培洞）
152
399
859
44
139
132
(0)
(0)
1667
101
332?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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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12
1933
12
1934
12
1935
12
1936
12
1937
12
1938
12
1940
12

外
1,622
1,153
667
263
246
132
433
409
朝
439
1,523
202
529
631
829
1,494
143
日
472
899
536
866
197
250
142
930
外
810
442
275
119
171
64
213
107
朝
392
1,516
175
546
674
871
1,570
205
日
479
864
564
849
184
252
145
929
外
1,017
590
423
158
146
96
262
105
朝
466
1,524
164
609
436
828
1,602
229
日
525
864
529
795
180
253
162
955
外
1,164
642
621
201
124
94
237
123
朝
305
1,488
138
579
540
829
1,643
251
日
521
864
466
906
180
270
126
933
外
1,185
822
550
89
125
112
238
142
朝
377
1,220
109
566
338
829
1,574
261
日
528
885
417
877
179
229
137
940
外
1,680
954
542
85
161
126
276
125
朝
426
1,385
159
568
561
790
1,769
288
日
587
942
414
870
208
258
120
1,091
外
469
228
118
40
95
45
124
31
朝
459
1,236
72
550
385
708
1,633
382
日
620
912
338
843
209
261
110
1,010
外
579
450
178
51
102
20
172
34
朝
402
1,408
205
552
657
898
2,155
日
687
985
419
907
225
296
97
外
760
392
221
58
119
75
192
資料來源：오미일，〈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 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東方學志》，163，
(2013.9)，頁 16。
註 1：（ ）中的數字為中國人以外的其他外國人。
註 2：1930-1940 年無法把握各町洞的中國人數字，皆計算在外國人內。

圖7

1895 年漢城外國人居留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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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81
123
71
618
155
49
576
127
66
637
120
73
642
142
64
628
23
71
622
58
102
7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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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박은경，《한국화교의 種族性》（首爾：韓國研究院，1986），頁 41-42。
註 1：斜線部分為中國人居留地範圍。
註 2：方形部分為日本人居留地範圍。
註 3：橢圓形部分為歐美人居留地範圍。

華僑選擇南大門通以西發展的原因最主要是，南大門通以東是日本人居留地是屬於日本
人勢力範圍，為了避免與日本人發生衝突，選擇往西發展。再者，並未選擇往北發展的主要
原因是鍾路以北地區是傳統上一直都是朝鮮人的集中居住區，人口與土地開發也都很密集的
區域，因此只能選擇南大門通往西發展。另外，1901 年南大門到鍾路的電車開通後，沿著電
車軌道，南大門通西邊亦形成新商業區及交通中心地。再加上，貞洞是西方國家的領事館主
要設置地，也是西方人的集中居住區，治安較好外，近代化的設施如學校、教會集中在此地，
較不排斥外國人居住。
「第一中華街」的主要形成時間是 1920 年代，其後成為京城最代表性
的中華街。自太平通至義州通的西小門町西部街道上，灰色磚塊建造的中國商館聯立，青色
油漆的中國料理店、裁縫店、鞋店櫛比鱗次，經常看見纏足的中國女性，當時人的眼中該地
區足以稱之為「支那街」
。28

四、日本殖民時期華僑在京城之活動
1. 出身地的單一化
早期在首爾的中國人中，雖然 50%以上來自山東，但是來自廣東、浙江、江蘇等南
方出身者也不少，華僑出身地可以說是較多元。（參考表 9）
表 9 首爾中國人出身地

（單位：人）

身 地
1883 年
1883 年（麻浦）
1885 年
1886 年（龍山）
廣東
2（4.5%）
2（8.7%）
5（4.5%）
9（7.5%）
浙江
22（28.9%）
3（13.0%）
29（26.4%）
14（11.7%）
南
江蘇
1（1.3%）
9（8.2%）
10（8.3%）
方
江西
7（9.2%）
2（1.8%）
2（1.7%）
出
湖南
3（2.7%）
身
湖北
2（1.8%）
10（8.3%）
小計
32（42.1%）
5（21.7%）
50（45.5%）
45（37.5%）
山東
43（56.6%）
18（78.3%）
55（50.0%）
65（54.2%）
河南
4（3.3%）
北
1（1.3%）
4（3.6%）
3（2.5%）
方 直隷（河北）
出
安徴
3（2.5%）
身
北京順天府
1（0.9%）
小計
44（57.9%）
18（78.3%）
60（54.5%）
75（62.5%）
合
計
76（100%）
23（100%） 110（100.0%） 120（100%）
資料來源：中央研究院中國近代史研究所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卷（臺北：中央研究院中
國近代史研究所，1972）
，頁 1338-1339；李玉蓮，
《近代韓國華僑社會의 形成과 展
開》
（仁川：仁荷大學史學科博士論文，2005）
，頁 70、77。
出

早期較多元的華僑出身地，1900 年義和團事件後，從山東省來到朝鮮的中國人急
速增加，逐漸變為山東出身者為中心的華僑社會。根據 1931 年的統計，在朝鮮的華僑
28

오미일，〈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 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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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山東省出身者超過 80%，成為朝鮮華僑的絕大多數。
（參考表 10）其後，山東單一出
身地的集中化越來越加深，1944 年約 90%以上的華僑來自身東省。29筆者認為京城的華
僑出身地亦與全國趨勢相同，出現山東省單一化之現象。
表 10

朝鮮華僑的出身地（1931 年）

省別
人口
割合
山東
31,259
81.80%
河北
2,145
5.61%
奉天
3,552
9.30%
安徽
91
0.24%
江蘇
40
0.10%
浙江
166
0.43%
広東
223
0.58%
吉林
297
0.78%
湖南
18
0.05%
湖北
284
0.74%
黒龍江
6
0.02%
福建
71
0.19%
山西
47
0.12%
江西
7
0.02%
熱河
5
0.01%
甘肅
1
0.00%
合計
38,212
100.00%
資料來源：南満州鉄道株式会社経済調査会，
《朝鮮人労働者一般事情》
（大連市：南満州鉄道株式会社，1933）
。

2. 華僑職業的多樣化與小商人化
甲午戰爭前，在朝鮮的中國商人具有以清朝力量為背景的政商性質，開港地的巨商多為
中國南方出身者。但 1895 年甲午戰爭爆發後，南方商人大多離開朝鮮，山東省出身的商人成
為商業的中心。另外，由於在朝鮮各地購買家屋或土地的中國人日益增加，1900 年以後，中
國行商在各地購買土地或家屋，設立店面，由行商轉變為具有店面的商人，在朝鮮的中國人
也成為「定居型」商人。30在首爾的中國商人也出現同樣狀況，在首爾購買家屋或土地的中國
人也持續增加，行商逐漸減少，具有店面的「定居型」的小商人成為首爾主要中國商人。因
此，進入殖民時期後，在京城中國商人的職業也愈來愈多樣化，根據 1923 年的統計，在京城
華僑的職業已經非常多樣化，可以看出大多為具有店鋪商人，例如：飲食店、理髮業、日
用雜貨店、吳服商、洋裝業、書店、旅館、澡湯等。（參考表 11）
表 11 朝鮮重要都市的華僑職業（1923 年）
地
域

29

30

京
城
府

京
城
府
付

仁
川
府

群
山
府

大
邱
府

釜
山
府

平
壌
府

（單位：戶）
鎭
南
浦
府

新
義
州
府

新
義
州
府

元
山
府

清
津
府

松田利彦，〈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出身華僑―植民地にける朝鮮総督府の対華僑政策と朝鮮人の華僑
への反応を中心に〉
，收入於：千田稔、宇野隆夫共編，《東アジアと「半島空間」―山東半島と遼東半
島》，（東京：思文閣出版，2003）
，頁 337-338。
王恩美，《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国華僑 ： 冷戦体制と「祖国」意識》（東京：三元社，2008），
頁 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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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
近
付
業
近
官吏
4
2
洋裝業
12
6
2
支那服裝業
7
裁縫業
1
呉服商
13
11
29
9
19
7
11
18
7
西洋雜貨
62
2
日用雜貨
22
38
45
4
15
21
40
8
12 23
承包業
8
1
1
料理屋
45
8
1
2
6
8
2
2
1
飲食店
114
6
27
6
4
23
13
6
11
15 16
支那麵包商
193
10
35
16
26
11
45
8
19
食材商
6
茶商
5
肉屋、肉商
1
2
2
理髪業
31
8
1
3
3
6
2
5
澡湯
3
2
2
1
2
藥材商
11
3
1
書店
5
店員
10
30
鑄物商
1
3
批發業
7
4
旅館
3
11
1
1
2
2
貿易業
5
通關業
6
1
古董店
1
1
9
菓子商
1
5
2
租屋業
5
製粉業
2
製鞋業
4
釀造業
1
洗衣業
8
呉服行商
12
水果行商
15
3
蔬菜行商
26
2
5
18
2
豆腐行商
1
獸肉行商
2
賣藥行商
1
農業
19
54 135
4
20
15
114
46
6
140 42 22
菓子製造業
6
1
飲食物、麵製造
1
3
18
7
豆腐製造
2
6
11
鑄物製造
2
1
4
14
襪子製造
4
2
1
3
2
勞動組
25
1
12
9
4
68
2
337
68
13 14
木材商
1
土木業
58
4
1
3
6
4
12
7
6
石工業
49
10
4
3
3
5
5
泥工業
16
1
1
1
2
7
瓦職工
1
11
3
3
其他
22
46
4
6
7
4
26 11
無職者
25
21
4
2
合計
831
86 444 107 102
75
293 147 480 274 149 132
人口
4,107
- 1,774 323 378 333
779 358 3,641
677 733
資料來源：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京城：朝鮮總督府，1924）
，頁 49-198。
註 1：原資料中的「雜貨店」
，在本表分類為「日用雜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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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京城府、仁川府、新義州、新義州付近的戶數之合計為重新核算的數據。

3. 京城華僑職業的特色
如表 11 所示，在京城的華僑職業中，飲食相關的職業最多，支那麵包商（饅頭商）、
飲食店、料理店共有 352 戶，占全職業的 42.4%。觀察仁川府、平壤府等其他都市，飲
食業都是華僑的最主要業種。京城華僑的料理店為飲食業中屬於較高級且持有規模較大
的店面，例如：四海樓（明治町）
、金谷園（長谷川町）
、悅賓樓（敦義洞）
、大觀園（觀
水洞）
、雅敘園（黃金町）
、福海軒（授恩洞）
、馬華（鍾路）
、第一樓（貫鐵洞）等，其
中四海樓與金谷園以外，皆位於「第二中華街」與其附近。觀水洞、鍾路、敦義洞、授
恩洞、貫鐵洞都是朝鮮人較多的區域，由此可知，主要的顧客是朝鮮人，其他尚有日本
人與華僑顧客，1920 年代起，日本人顧客大幅度增加。料理店中規模最大的是位於「第
三中華街」的四海樓，一年銷售額為 7 萬 2 千圓；其次為金谷園，一年銷售額為 6 萬圓。
（參考表 12、圖 6）

31

表 12
地區
西小門町
太平通
第一中華街

太平町（通? ）
長谷川町
貞洞

第一中華街附
近

南大門通
旭町
茶屋町
武橋町
水標町

觀水洞
第二中華街

鍾路

第二中華街附
近
第二中華街與
第三中華街之
間

31

貫鐵洞
敦義洞
授恩洞
林町
黃金町
永樂町

京城華僑團體、店面地點（1923）

團體、商號與業主名
雙興號（土木建築承包業）
、魏項智（旅館業）
怡泰棧（雜貨零售商）
、新昌洋行（雜貨零售商）
、公聚興（雜貨零售
商）
、同盛德（雜貨零售商）
、司德紹（土木建築承包業）
、王建邦（酒
類製造業）
、張桂森（洋服店）、榮泰號（洋服店）
廣東同鄉會
瑞勝泰（紡織品進口商）
、永瑞祥（雜貨商）
、李志彥（雜貨零售商）
、
趙德清（藥材商）
、王禎德（酒類製造業）
、張泉文（酒類製造業）
、祥
興號（洋服店）
、金谷園（支那料理店）
、姜樹聲（支那澡湯）
福音建築業（土木建築承包業）
、江兆仁（土木建築承包業）
、源泰昌
（洋服店）
德順福（紡織品進口商）
、王南章（洋服店）
、高學成（旅館業）
、郭玉
堂（理髮業）
、尤長餘（理髮業）
、梁桂德（理髮業）
胡錦花（理髮業）
、劉璞起（野菜商）
、湯吉有（野菜商）
廣和順（紡織品進口商）
東記（雜貨商，瑞泰號分店）
北幫會館、德生恒（雜貨商、藥材商、藥材進口、皮革毛皮商）
裕豐德（紡織品進口商）
、錦城東（紡織品進口商）
、永來盛（雜貨商）
、
東興成（雜貨商、藥材商、藥材進口、皮革毛皮商）
、瑞豐德（雜貨
商）
、陳世庸（雜貨零售商）
、福源東（雜貨零售商）
、復盛品（雜貨零
售商）
、孫傑松（雜貨零售商）
、杜蔭芳（藥材商）
、孫銘奇（藥材商）
、
大觀園（支那料理店）
、吳桂書（理髮業）
、曲儒臣（書店）
瑞泰號（紡織品進口商）
、德發祥（雜貨商）
、源生盛（雜貨商）
、德聚
成（雜貨商）
、瑞世德（雜貨零售商）
、義盛號（雜貨零售商）
、同聚福
（雜貨零售商）
、劉盛植（製粉業）
、劉基坤（製粉業）
、馬華（支那料
理店）
、闞庭財（理髮業）
、永成東（書店）
第一樓（支那料理店）
、游承先（理髮業）
悅賓樓（支那料理店）
福海軒（支那料理店）
、李祥盛（理髮業）
郝寶倫（製油業）
同順泰（雜貨商、藥材商、藥材進口）、廣榮泰（雜貨商、藥材商、藥
材進口）
、兆昌木材店（木材商）
、劉隆基（酒類製造業）
、雅敘園（支那
料理店）
、孫華棻（支那飲食店）
同泰享（洋服店）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京城：朝鮮總督府，1924）
，頁 62-63。

415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第三中華街
第三中華街附
近

明治町
本町

誌興東（雜貨商）
、四海樓（支那料理店）
中華商務總會、吳桂書（理髮業）

安國洞
萬昌號（紡織品零售商）
、記大鶴（紡織品零售商）
（鍾路以北）
苑洞
賀忠記（支那麵包商）
（鍾路以北）
孝悌洞
宋智明（鍋釜製造業）
（鍾路以北）
其他
梨花洞
朱荊璞（鍋釜製造業）
（鍾路以北）
西大門町
車道心（藥材商）
蓬萊町
廳鴻聲（旅館業）
、黃永金（理髮業）
冷洞
譚德寬（洗衣業）
高陽郡
京城附近
宋亮明（鍋釜製造業）
漢芝面
資料來源：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京城：朝鮮總督府，1924）
，頁 49-65。
註：
代表首爾開棧初期創設的老店。

另外，京城華僑的飲食店主要是伙食舖、包子舖、饅頭舖等店面。1920 年代起飲食
店快速增加，規模都比較小，分布在自西小門町、西大門至鐘路方向。福海軒與孫華棻
開的店都位於黃金町，由於價格較便宜，中國勞動者是主要顧客，但包子又適合朝鮮人
的口味，朝鮮人勞動者也是重要顧客之一。飲食業中數量最多是支那麵包店（饅頭店）
，
可分為支那麵包製造與販賣業者。支那麵包店是飲食業中規模最小，分散於京城府各區，
尤其集中於太平通二丁目、鐘路五、六丁目、西小門町、長谷川町、義州路、黃金町四、
五丁目附近。鐘路以外，全都集中於「第一中華街」
。支那麵包店的主要顧客是中國人、
朝鮮人之勞動者。
京城華僑職業中，建築相關的職業是第二大的業種。建築承包業、木工業、石工業、
泥工業、瓦工、木材商等共有 132 戶、15.9%的華僑從事建築相關業。（參考表 11）值
得注意的是，京城華僑的建築業之發達程度遠超過其他都市。京城的建築業發達的主要
原因為，華僑建築承包商主要施工西方建築有關的工程，京城為殖民地之首都，宗教建
築、學校、醫院等需求都比其他都市高。
第一次世界大戰前，京城內有東成號、雙興號、廣昇號等 4 家土木建築承包商獨占
外國人經營的教會、學校、醫院等建設，其中廣昇號與東成號的營業年分非常久，曾承
包過朝鮮王宮的工程。然而，受到第一次世界大戰的影響，建築工程隨之減少，許多承
包商轉行或廢業，1923 年僅剩下福音建築業（貞洞）
、雙興號（西小門町）
、司德紹（太
平通）與江兆仁（貞洞）等 4 家。木材商也僅剩下 1 家，兆昌木材店（黃金町）
。兆昌木
材店透過鴨綠江，將紅松、杉松、什木等木材進口至朝鮮，營運木材加工工廠與販賣業。
根據 1923 年總督府的調查，近年來該店財政狀況並不佳。 32
如前所述，華僑建築商大多承包西方人的工程，尤其是宗教建築相關工程，其原因
在於，第一，朝鮮建築物中幾乎沒有磚塊建築物，幾乎不存在製造磚塊與疊砌磚塊技術
之朝鮮人職工。第二，雖然存在製造磚塊與疊砌磚塊技術之日本職工，但華僑建商勝於

32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頁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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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建商的優點如下：1.華僑承包商與職工之間形成類似家族經營形式的主從關係，較
少發生承包商與職工間的衝突；2.華僑承包商與職工的態度非常誠懇，得到西方人業主
的信賴；3.華僑職工個性溫順，聽從工程監督者的指示，盡快提早完成工程；4.華僑職工
的工資比起朝鮮人、日本人低廉，可減少工程成本。在京城日本人木匠的工資是 1.50 圓，
石工 1.80 圓，但華僑職工的工資約 50 錢左右，是日本職工的約 1/3。33土木建設有關的
中國熟練工與監督職的工資亦比朝鮮人便宜，1929 年為標準，朝鮮人熟練工與監督職的
工資為 2.05 円與 1.28 円，中國人則為 1.93 円與 1 円。（參考表 13）第三，華僑承包商
中多數為基督教信徒，可獲得西方人的信賴。福音建築廠的業主王公溫是誠懇的新教徒，
建造了京城聖書學院（1921）
、梨花學堂 Frey Hall（1923）
、朝鮮基督教西會（1931）
、梨
花女專新村校舍的音樂堂、體育館、大禮堂（1935）
、朝鮮日報社屋（1935）
、安東教會
石造禮拜堂（1937）等。 34
表 13
就業型態

朝鮮人

中國人

土木建設職工資的民族別比較（1929 年）
資金

一天生活費

一天實收入

円

指數

円

指數

円

指數

未熟練職

0.99

100

0.85

100

0.14

100

熟練職

2.05

100

1.27

100

0.78

100

監督職

1.28

100

1.01

100

0.27

100

未熟練職

0.88

89

0.54

64

0.34

243

熟練職

1.93

94

0.86

68

1.07

137

監督職

1

78

0.77

76

0.23

85

資料來源：松田利彦，
〈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出身華僑―植民地にける朝鮮総督府の対華僑政策と朝鮮
人の華僑への反応を中心に〉
，收入於：千田稔、宇野隆夫共編，《東アジアと「半島空間」
―山東半島と遼東半島》，（東京：思文閣出版，2003）
，頁 329。

由於華僑大多承包西方人的宗教建築與學校等工程，廠商多位於貞洞或其附近的西
小門町或太平通。
（參考表 12、圖 6）1923 年現在，承包商中規模最大的是福音建築業，
一年銷售額為 10 萬圓。35華僑承包商雇用的木匠、石工、瓦工等職工，與承包業主簽訂
1-2 年的雇用契約後，才開始參與建築工程。由此可知，在朝鮮華僑勞動者當中，除了
苦力等單純的體力勞動者以外，亦有工資較高、具有熟練技術的勞動者，這些職工多從
事建築相關工作。
京城華僑職業中第三大的業種是西洋雜貨、日用雜貨等雜貨商，共有 84 戶占 10.1%。
京城華僑雜貨商可分為兩種：進口（船運）雜貨商與零售雜貨商，後者又分為西洋雜貨
與日用雜貨商。表 11 中僅顯示後者，前者的戶數並未顯示在內。這些進口雜貨商主要
從上海進貨，運到朝鮮，進貨商品包括：食糧雜貨、外國菸草、支那產紡織品及器具。
進口後，批發給華僑零售雜貨商及朝鮮人零售商，或直接銷售於西方人、朝鮮人與日本
人等消費者。1923 年現在，進口雜貨商中規模最大的是東記（武橋町），一年銷售額為

33

34
35

이정희，〈조선 화교의 성당건축 시공 활동（1880 년대 1930 년대）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교
회사연구》，51，（2017.12），頁 51-55。
이정희·송승석·송우창宋伍強·정은주 편저，《한반도화교사전》（서울: 인터북스，2019）
，頁 152。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頁 61。

417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2,450 萬圓，第二為永瑞祥（長谷川町），一年銷售額為 60 萬圓。日用雜貨商銷售的主
要商品是中國人用的雜貨、菓子，以及菸草、麥酒等日本雜貨，主要顧客是朝鮮人、華
僑與少數日本人。零售雜貨商當中，規模較大的是瑞世德（鍾路）
，一年銷售額為 9 萬 5
千圓。 36
京城華僑職業中，第四大的業種是衣服、布料有關的行業：吳服商、吳服行商、洋
裝業、支那服裝業等，共有 45 戶占 5.4%。然而，華僑紡織品商大多販賣雜貨，表 11 中
多計算為雜貨商，因此實際上吳服商數量比 3 戶還要多。紡織品商規模較大的是紡織品
進口商，其中規模最大的是裕豐德（觀水洞），一年銷售額為 157 萬 4 千圓；其次為德
順福（南大門通）與廣和順（茶屋町）各 60 萬圓。綢緞布料的零售主要由進口雜貨商與
零售雜貨商負責，但亦有紡織品專賣的零售商，例如：零售棉布商萬昌號（安國洞）與
記大鶴。洋服店則集中在第一中華街，尤其是貞洞或其附近的太平通，顧客中約 70%為
日本人、約 30%為朝鮮人。
（參考表 12）吸引日本客人的主要原因為，比日本洋服店價
格便宜，手工又較精緻。 37
另外，藥材相關行業也是京城華僑的重要業種。同順泰（黃金町）
、廣榮泰（黃金町）
、
德生恒（水標町）
、東興成（觀水洞）等商店為雜貨店，也是中藥藥材的進口業者。藥材進口
後，批發給朝鮮人之藥房，或零售販賣。
（參考表 12）京城共有 12 戶藥材商，其中同順泰
的規模最大，一年銷售額為 34 萬 2 千圓，其次為廣榮泰，一年銷售額為 1 萬 8 千圓。 38
由於藥材商的主要顧客為朝鮮人，因此商店較集中於「第二中華街」與其附近。
再者，京城華僑職業中值得注意的是，體力勞動的一般勞動者人口亦不少。表 11 的
勞動組是屬於此類，共有 25 戶。這些勞動者主要是京城府內或京城附近的工廠工作，
或是建築施工現場工作。中國勞動者工作的工廠包括，日本傳統木雕工廠、硝石工廠、
洋家具工廠、製粉工廠、鑄物工廠等，業主大多數為日本人。39由於華僑建築業的發達，
從事體力勞動的勞動者也非常多數，但是其數量無法精確估算。
中國人勞動者呈現季節性移動的現象，相對「自由」地進出入朝鮮。中國人勞動者
通常每年 11 月下旬開始歸國，在中國度過冬天，每年 3、4 月集中（2/3 以上）回到朝
鮮。然而，1920 年代後期，由於朝鮮勞動者與中國勞動者之間出現競爭狀態，因為中國
勞動者數量多，引起朝鮮人民的反彈，開始出現排斥中國人的動靜。因此，1927 年規定，
中國人勞動者的雇用限制於 1/3 以內。但是，朝鮮總督府說明，無法在朝鮮完全禁止中
國人勞動者的雇用與禁止入境。中國人勞動者比朝鮮人勞動者，工資低廉外，工作效率
比朝鮮人佳，因此無法全面禁止雇用中國人。現實上，許多土木工程事業中，中國勞動
者的使用比例非常高的情況下，朝鮮總督府當局也苦惱著其管制方法。 40
未熟練之一般中國人勞動者的工資確實比朝鮮人便宜，朝鮮人一天工資為 0.99 円，
中國人則是 0.88 円。但中國人勞動者一天的生活費卻是 0.54 円，比起朝鮮人 0.85 円，

36
37
38
39
40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頁 59。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頁 57-59、62。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頁 59-60。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頁 66-67。
金承郁，〈20 세기 전반 韓半島에서 日帝의 勞動市場관리—중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中國史
硏究》，85，（2013.8），頁 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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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於 64%，因此中國人勞動者的一天實收入高於朝鮮人。（參考表 13）由此可知，中國
勞動者過著非常節省的生活。這些中國人勞動者大多是單身來到朝鮮，在朝鮮過著非常
簡陋的生活，將賺的錢寄給中國的家人，或回中國時帶過去給家人。
由於在京城的中國勞動者的人數不少，因此中國勞動著為主要顧客的行業也很發達，
例如：飲食店（伙食舖、包子舖、饅頭舖，114 戶）
、支那麵包商（193 戶）
、旅館（3 戶）
、
洗衣業（8 戶）等。
（參考表 11）
相對「自由」開放的朝鮮勞動市場上，朝鮮人對於不斷增加的中國勞動者，感到莫
大的危脅。朝鮮語報紙《朝鮮日報》與《東亞日報》不斷報導，工資低廉效率又高的中
國人勞動者，造成朝鮮社會的「一大威脅」、中國人對於「勞動市場的打擊」。 411920
年代末期朝鮮人勞動者與中國人勞動者之間處於非常敵對又緊張的關係。再加上，1896
年甲午戰爭結束後，在朝鮮極速形成中國人的負面形象，流傳到殖民時期更為加深。朝
鮮人對於華僑的負面印象不僅限於勞動者，包括商人與農民等全華僑。上述的朝鮮語報
紙中，將華商描寫為「奸商」，表達朝鮮人對華商的不滿。1920 年代末期，朝鮮人對華
僑的排外情緒非常高昂，從外部加入任何刺激，非常有可能發展為集體的排華行動。在
此時，成為外部刺激力量的就是在滿州的朝鮮人問題。 42
1931 年 7 月 2 日，在中國長春萬寶山周邊，因農地的水路問題，朝鮮移民與中國人
之間發生衝突，爆發了「萬寶山事件」。因此事件為契機，7 月 3 日起朝鮮人對華僑採
取集體報復行動，在朝鮮全地區發生了排華事件。華僑的理髮店、料理店、饅頭包子店
等商店與住家被朝鮮人襲擊，在朝鮮各地出現了中國人死傷者。7 月 3 日晚上，京城地
區也以西小門町為中心，朝鮮人襲擊了華僑商店與住家，出現了死傷者。在朝鮮的排華
事件，7 月 7 日至 8 日才得以平定，死亡者達 141 人、受傷者 546 人、失蹤者 91 人。43
如前所述，因排華事件，許多華僑離開朝鮮回到中國，但 1934 年起華僑人口再次
恢復。（參考表 4）因此，1934 年 9 月 1 日朝鮮總督府開始實施，更加嚴格限制中國人
勞動者入境朝鮮的法規，按其法規，「未持有現金 100 圓以上」、「就職不確定」的中
國勞動者，禁止入境朝鮮。但是，1937 年 7 月發生盧溝橋事件，中日戰爭全面展開後，
日本進入戰時總動員體制的情況下，外國人勞動力的需求再次增加。因為，進入動員體
制後，朝鮮出現炭礦與礦山等體力勞動者明顯不足的現象，朝鮮人與日本人勞動者無法
補充的情況下，中國人勞動者再次被動員。441938 年，警務局長發出通牒，朝保秘第 308
號〈支那人入鮮及就勞取締有關之件（支那人の入鮮及就労取締に関する件）
〉
，規定一
般中國人入境朝鮮時，必須具備中國新政權（汪精衛政權）及在中國日本公館的證明書，
甚至原則上不允許勞動者與行商入境朝鮮。然而，國策上認定為重要工程事業，允許使
用中國勞動者，但因治安考量限定於滿州國、關東州及舊冀東 45政權地區之中國人，並

41

42
43
44

45

松田利彦，〈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出身華僑―植民地にける朝鮮総督府の対華僑政策と朝鮮人の華僑
への反応を中心に〉
，頁 325-330。
王恩美，《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国華僑 ： 冷戦体制と「祖国」意識》，頁 99-102。
王恩美，《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国華僑 ： 冷戦体制と「祖国」意識》，頁 103。
金承郁，〈20 세기 전반 韓半島에서 日帝의 勞動市場관리—중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頁 178-179
。
冀東使指中國河北、察哈爾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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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備警察官憲等機構辦發的文件。表示 1938 年後，朝鮮總督府雖然使用中國勞動者，
但採取嚴格審查後，透過許可制接受必要的中國勞動力之政策。 46
除此之外，相較於其他都市，京城華僑從事農業與製造業的人較少。農業人口集中
於仁川府、平壤府與新義州府附近，京城的農業人口是大都市中最少。京城華僑中從事
製造業的人也不多，製粉業、製鞋業、鑄物製造等僅有 8 戶。華僑製造業最發達的區域
是新義州與其附近，因此，新義州的屬於勞動組的戶數最多高達 337 戶。京城華商主要
以具有店面的商人為主，但相對其他都市，京城的行商業非常發達，行商的業種也很多
樣，呉服行商、水果行商、蔬菜行商、豆腐行商、獸肉行商、賣藥行商等，共有 57 戶。
（參考表 11）京城的華僑行商業發達的主要原因在於，京城是全朝鮮中商業最發達的都
市，具有消費能力的顧客也集中於京城，因此，不具有店鋪、移動性較強的行商，可以
到京城各地尋找消費者。筆者認為華僑行商的主要顧客是朝鮮人。

3. 京城華僑商業的繁榮與衰退
在京城的大部分華僑從事商業活動，而此商業規模都不大。然而，貿易商是支撐小
商人經濟力的最主要力量。中朝貿易緊接著日朝貿易，一直維持著第二位的地位，並且
每年的貿易額處於上升的趨勢。如表 14 所示，1925 年的進口額達到 83,361,747 円，出
口額為 23,415,738 円，由此可知，華僑的貿易主要以進口為主。
表 14

對中進口、出口額（1912-1925 年） （單位：円）
年度

進口額

出口額

1912

7,027,454

4,058,164

1913

10,215,986

4,540,241

1914

8,198,652

5,117,845

1915

8,489,585

6,138,222

1916

10,205,398

8,849,122

1917

13,804,696

12,961,035

1918

24,695,470

16,639,516

1919

62,737,515

19,002,417

1920

77,616,678

24,237,211

1921

50,188,770

19,228,721

1922

62,787,663

16,661,084

1923

74,559,869

19,835,217

1924

73,010,110

21,399,150

1925
83,361,747
23,415,738
資料來源：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版。

對中貿易的主要進口品為栗子、石炭、食鹽、木材、絹織品、麻布。（參考表 15）
1920 年至 1931 年間，此 6 品占對中進口總額的平均 55%。可是李正熙指出，華商較沒
有從事栗子、石炭與木材的進口。47食鹽進口途徑有兩個：1. 日本人進口的青島鹽與關
46

47

松田利彦，〈近代朝鮮における山東出身華僑―植民地にける朝鮮総督府の対華僑政策と朝鮮人の華僑
への反応を中心に〉
，頁 334。
中國產栗子主要由朝鮮在住日本人與朝鮮人貿穀商經過委託業者，從南滿州與北滿州利用鐵道進口到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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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鹽；2. 華商進口的山東省鹽。華商主要進口的是絹織品與麻布，而此兩種品項是幾乎
由華商獨占，華商也從上海進口英國產的棉布 48。因此，殖民時期華商依然是以棉、絹
織品為進口貿易的主要品項。
表 15

對中國重要進口品進口額

（單位：千円）

年度

栗

絹織物

食鹽

麻布

石炭

木材

合

計

對中進口總額

1920

18,093

5,126

1,360

7,725

11,539

1,216

45,059（58%）

77,617

1921

974

4,012

1,230

5,288

5,014

5,757

22,275（44%）

50,189

1922

8,827

4,133

1,398

8,590

5,121

9,933

38,002（61%）

62,788

1923

13,314

3,414

2,321

5,029

6,963

8,213

39,254（53%）

74,560

1924

19,666

3,608

1,951

4,906

5,528

6,385

42,044（58%）

73,010

1925

28,763

7

2,152

4,691

5,401

5,698

46,712（56%）

83,362

1926

31,801

9

2,602

5,336

5,140

6,083

50,971（55%）

92,312

1927

31,649

26

2,277

5,339

6,971

6,368

52,630（59%）

89,954

1928

25,486

4

2,086

5,722

6,539

5,950

45,787（56%）

81,086

1929

20,858

4

1,457

5,389

6,417

4,011

38,136（52%）

73,059

1930

21,392

9

1,092

4,151

5,788

2,287

34,719（57%）

60,945

1931
7,931
3
1,279
2,353
4,320
2,658
18,544（47%）
39,507
資料來源：李正熙，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
・上編―朝中貿
易を中心に〉
，
《京都創成大学紀要》
，5，
（2005.1）
，頁 5-6。
註１：合計中的（ ）
，代表對中國進口總額中此 6 品所占的比例。
註 2：1927 年的合計是筆者重新算出的數字。原文為 52,690。

棉、絹織品進口商與販賣商，多為資本較高的業者，朝鮮總督府將資產家標準定為
10 萬円，華僑經營的 10 萬円以上的棉、絹織品店（呉服店）
，在 1923 年共有 47 家、
1928 年共有 53 家。 49這些棉、絹織品店對朝鮮華僑經濟成長發揮了極大的效果，可以
說是支撐華僑經濟的重要支柱。50但是此種 10 萬円以上華商並不多，在朝鮮的華商大多
數為小資本的小商人。
京城與全朝鮮狀況相同，在京城從事貿易的業者為紡織品商、雜貨商與藥材商。表
16 為排出經由仁川的進口，京城商人直接從中國進口的金額與品項。如前所述，華商不
從事栗子進口，1923 年雜貨商進口的蠶豆、小麥粉、大豆油與其他植物性油的金額為
72,866 円；藥材進口額為 20,632 円，紡織品商進口的支那麻布、絹紬與其他絹織物的金
額為 1,252,375 円。由此可知，在京城，紡織品商的進口金額最大，然而，值得注意的
是，在京城雜貨商的銷售額最高。如前所述，雜貨進口商中規模最大的是東記，一年銷
售額為 2,450 萬圓；紡織品進口商，其中規模最大的是裕豐德，一年銷售額為 157 萬 4

48
49

50

鮮。石炭主要由三井物産南滿鐵道礦業課出張所獨占了進口；木材主要利用鐵道，由滿州進口，華僑並
沒有從事此進口。參考，李正熙，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
．上編―
朝中貿易を中心に〉
，
《京都創成大学紀要》
，5，
（2005.1）
，頁 5-6。
）
李正熙，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
．上編―朝中貿易を中心に〉
，頁 7。
李正熙，〈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下編―華僑布木商の商業活動を
中心に〉
，
《京都創成大学紀要》，6，
（2006.1）
，頁 31。
李正熙指出，在朝鮮被稱為布木店的紡織品、服裝販賣業者為華僑商業的核心，扮演領導華僑經濟的角
色。參考，李正熙，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
．下編―華僑布木商の
商業活動を中心に〉
，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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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圓；藥材商中同順泰的規模最大，一年銷售額為 34 萬 2 千圓。筆者認為，雜貨商銷售
的品項多種，其中包括日用雜貨外，應包括紡織品與藥材。因此，銷售額超過一般紡織
品商與藥材商。
表 16

京城對中國貿易（1921-1923 年）

1921 年

1922 年
1923 年
價格
價格
價格
數量
數量
數量
（円）
（円）
（円）
粟
179（石）
2,166
440（百斤）
2,315
301,859（百斤）
1,586,293
蠶豆
668（百斤）
5,430
218（百斤）
1,725
小麥粉
49,950（斤）
4,725
429,199（斤）
42,418
大豆油
6,732（斤）
515
26,056（斤）
5,951
190,927（斤）
23,626
其他植物性油
13,809（斤）
2,423
3,007（斤）
708
32,857（斤）
5,097
藥材
3,235
113,807（斤）
20,632
支那麻布
73,951（方碼）
45,855
347,431（方碼）
223,724
307,663（方碼）
146,722
絹紬
22,257（方碼）
34,770
其他絹織物
540,803（方碼）
1,070,883
包裹郵寄物
3,200,727
1,771,518
1,000,212
資料來源：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京城：朝鮮總督府，1924）
，頁 55。
品名

1930 年代後，華僑商業開始率退，其最主要原因為，支撐華僑經濟的貿易業之衰退。
1926 年華商的進口額達到史上最高的 9,200 萬円，但其後對中進口額開始減少，1930 年
開始減少幅度更加擴大，1939 年減少至 1,000 萬円。
（參考表 17）1931 年九一八事變後，
朝鮮對中國的出口 95%成為滿州地區，但華僑不從事對滿州的貿易。 51
表 17 對中國進、出口額（1926-1939 年） （單位：円）
年度
進口額
出口額
1926
92,312,266
23,597,046
1927
89,953,503
27,283,463
1928
81,086,464
31,421,449
1929
73,058,792
34,745,505
1930
60,944,710
24,577,945
1931
39,507,421
12,086,084
1932
3,772,679
947,840
1933
5,857,997
1,598,605
1934
7,796,226
2,007,644
1935
16,448,267
3,312,938
1936
15,148,347
3,702,394
1937
10,367,605
4,842,350
1938
12,217,258
22,155,354
1939
10,334,033
33,565,918
資料來源：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版。

對華僑進口貿易打擊最大的是，1924 年 7 月 31 日發布的奢侈品關稅。朝鮮總督府
將中國產絹織物規定為奢侈品，課 100%關稅。當時日本的絹織品業界陷入不景氣，業
者試圖透過對朝鮮出口克服供應過剩的問題。日本服裝業者，一方面開始製造朝鮮出口

51

安井三吉，
《帝国日本と華僑―日本．台湾．朝鮮》
（東京：青木書店，2005）
，頁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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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絹織品，另方面，開始向日本政府與朝鮮總督府要求，對獨占絹織品市場的中國產絹
織品賦予高關稅。根據李正熙的研究，朝鮮總督府為了因應日本服裝業者的要求，對中
國產絹織品實施高關稅政策。 52
對中國產絹織品賦予 100%關稅的結果，1924 年約 360 萬円的絹織品進口額，在
1925 年急速減少為約 7,000 円。日本産絹織品所占的比重也急速增加，取代中國產絹織
品而獲得了獨占地位，1925 年至 1928 年的日本産絹織品的占有率已提高為平均 74%，
1931 年則達到 77%。中國進口的紡織品中占第一位的是中國產麻布，1924 年的市場占
有率為 49%，達到最高峰，其後開始減少，1928 占 35%。1932 年中國產麻布的進口額，
比起 1930 年減少了 71%。 53
1932 年減少的原因為，第一，排華事件的爆發，而多數華商回國，麻布進口成為停
頓狀態。第二，由於中國銀幣的價格上升，導致麻布進口成本上升。1920 年代開始中國
產麻布的進口稅雖然提高，但仍可以維持以往的進口額，1924 年達到最高峰的主要原因
為，在中國的出口價格降低、中國銀幣被貶值。但是，1931 年中國銀幣升值，中國產麻
布進口受到嚴重的打擊。1934 年，中國產麻布恢復到 35%的市場占有率，但又因中日戰
爭的爆發，再度減少，1939 年減少至 18%。英國產棉布也因為高關稅的徵課，進口額急
速減少，1931 年開始形成日本産棉布的獨占局面。 54
朝鮮華商的紡織品進口，受到日本產紡織品的打擊，失去了獨占地位，進口量快速
減少，導致整體華僑經濟衰退，因為華僑經濟的支柱是貿易業，而貿易業的支柱是紡織
品進口。華僑紡織品進口自 1920 年代中期開始，因高關稅而受到打擊，1930 年代開始
沒落。出口貿易雖然維持至 1937 年中日戰爭爆發左右，主要出口品成為海鮮類、藥材
與牛皮革。但 1937 年 7 月中日戰爭爆發後，朝鮮總督府自 9 月開始實施〈進出口有關
的臨時措施法律（輸出入品等ニ関スル臨時措置ニ関スル法律案）〉
，10 月則發布第 153
號府令〈根據進出口有關的臨時措施法律第一條之命令（輸出入等ニ関スル臨時措置ニ
関スル法律第一条ニ依ル命令の件）
〉，制定了限制出口品之規定，進行出口時必須取得
總督府之許可。551941 年爆發太平洋戰爭，總督府對物資的管控更加嚴格，禁止了出口
海鮮類、藥材與牛皮革等華商的主要出口品。561943 年後，實施貿易管制，許多華僑貿
易商因無法經營而倒閉。 57
表 18 為 1942 年中華民國駐京城總領事館在京城與仁川所調查華僑職業狀況。1942
年，京城的紡織品商僅剩下綿布商，而且只有 15 家。1942 年的綿布商主要是零售商，
並不是如 1920 年代的大規模批發商。中國產絹織品為首，接著中國產麻布、英國產棉
布，一一被驅逐於朝鮮市場，有些華商轉換為販賣日本産絹織品、麻布與棉布。部分華
52

53

54

55
56

57

李正熙，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
．上編―朝中貿易を中心に〉
，頁 1
0。
李正熙，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
．上編―朝中貿易を中心に〉
，頁 1
0、17。
李正熙，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
．上編―朝中貿易を中心に〉
，頁 1
5-19。
朝鮮貿易協会，
《朝鮮貿易史》（京城：朝鮮貿易協会，1943）
，頁 183-184。
楊韻平，
〈汪政権与朝鮮華僑（1940～1945）―東亜秩序之一研究〉
，
（台北：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系碩
士論文，2005）
，頁 124。
安井三吉，
《帝国日本と華僑―日本．台湾．朝鮮》
，頁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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僑的紡織品店與日本大批發商直接進行交易，或成為日本産綿織品的專賣店。 58華僑試
圖透過此種方式維持其生意規模，但是進入 1940 年代，轉變為一般市民為主要顧客的
零售商。1941 年，爆發太平洋戰爭，總督府對朝鮮實施經濟管制，對綿織品實施數量分
配制。1944 年，京城內有約 200 家綿織品零售商，其中 8 家由華僑經營，可是在同年 11
月被日本當局企業合併為 4 家。59由此可知，1940 年代後，華僑的綿織品商失去了自主
性，必須接收日本當局之管制。
表 18

1942 年在京城、仁川的華僑職業（單位：戸）

職業
京城
比例
仁川
比例
綿布商
15
3.69%
9
6.16%
料理飲食店
158
38.92%
20
13.70%
饅頭店
121
29.80%
40
27.40%
雜貨商
37
9.11%
20
13.70%
貿易商
9
6.16%
藥材商
9
2.22%
1
0.68%
野菜商
19
4.68%
10
6.85%
洋服店
14
3.45%
13
8.90%
靴店
9
2.22%
木店
12
2.96%
4
2.74%
旅行業
3
2.05%
鐵工場
3
0.74%
理髪店
3
0.74%
5
3.42%
租屋業
2
0.49%
聚麵業
1
0.25%
釀酒業
1
0.25%
1
0.68%
苦力房業
6
4.11%
眼鏡業
1
0.25%
鐘興館
1
0.25%
豬肉商
1
0.68%
醬油業
1
0.68%
聚墨業
1
0.68%
豆腐業
1
0.68%
洗衣業
1
0.68%
合計
406
100.00%
146
100.00%
資料來源：楊韻平，
〈汪政権与朝鮮華僑（1940～1945）―東亜秩序之一研究〉
，台
北：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系碩士論文，2005，頁 125-126。
註：京城的合計是筆者重新算出的數字。

根據表 18，1940 年代京城華僑經營飲食業的比例大幅度提高，1923 年京城華僑飲
食業占全職業的 42.4%，但 1942 年料理飲食店、饅頭店等飲食業在全職業中所占的比
重提高為 68.7%。這是經濟陷入不景氣，其他行業轉換飲食業的華橋增加之故。然而，
爆發太平洋戰爭後，朝鮮總督府對飲食業也實施分配制，因此華僑飲食店陷入了食材不
足的危機。 60

58

59
60

李正熙，〈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1905～1930）．下編―華僑布木商の商業活動を
中心に〉
，頁 42。
楊韻平，
〈汪政権与朝鮮華僑（1940～1945）―東亜秩序之一研究〉
，頁 122-124。
楊韻平，
〈汪政権与朝鮮華僑（1940～1945）―東亜秩序之一研究〉
，頁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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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結論
1910 年朝鮮變成日本的殖民地，首爾的名稱由漢城轉變為京城，京城範圍也隨著總
督府的市街地計畫的變化而有所改變。但因華僑人口的成長與京城的都市化，殖民時期
華僑逐漸分散居住於京城各地。1914 年京城府的範圍大幅縮小時，卻保留了龍山區域，
鐵道的開通後，隨者京城車站至龍山車站的鐵道路線，華僑較集中的居住區出現「丁」
字形的分布。然而，1925 年至 1940 年間，100 人以上為標準時，則出現三個華僑集中
居住區：西小門町、太平通 2 丁目、長谷川町、北米倉町為中心的第一集中區；水標町、
觀水洞的為中心的第二集中區；漢江通 13 番地、京町（龍山車站附近）的第三集中區，這
三個地區中華僑人口最集中的是第一集中區與第二集中區。
接著，華僑在京城持有的土地與 100 人以上的人口分布交錯分析，可以發現，第一
集中區與第二集中區也是華僑土地所有較高的地區，這兩個地區可稱之為「第一中華街」
與「第二中華街」
。
「第三中華街」明治町二丁目雖然華僑人口不多，但因中國領事館的所在
地，華僑私人土地所有比例很高。 三個中華街當中，
「第一中華街」是華僑人口最集中、土
地所有面積最多地區，尤其是西小門町被當時人稱之為「支那町」或「支那街」
。然而，值得
注意的是，
「第一中華街」的形成時間是進入殖民時期以後。
「第一中華街」中西方人或日本
人為主要顧客的商店較多，例如：土木建築承包業、洋服店等。由於勞動者需求的增加，
熟練技術職工或是一般體力勞動的勞動者，也多居住於第一中華街。
「第二中華街」是屬
於舊居留地時期移留下來的中華街，因此老店較多，朝鮮人為主要顧客的紡織品進口商、雜
貨店、藥材商較集中於「第二中華街」
。
「第三中華街」是隨者中華民國京城總領事館而形成
的中華街，
「第二中華街」至「第三中華街」之間的黃金町，亦有同順泰與廣榮泰等商店。
京城華僑的職業進入殖民時期後，逐漸多樣化與小商店化，其職業中，飲食相關的
職業最多，其次是建築相關的職業，第三是則是雜貨商，第四是衣服或布料有關的行業。
然而，值得注意的是西方人經營的教會、學校等建築由大多由華僑建築承包商施工，因
此在京城的勞動者包括木匠、石工、瓦工等持有熟練技術的職工，以及在工程現場從事
體力勞動的一般勞動者。
在京城從事貿易的業者為紡織品商、雜貨商與藥材商，貿易業是支撐京城華僑經濟
的最重要的支柱。1920 年代可以說是，殖民時期中華僑經濟最發達的時期，1930 年代
開始華僑經濟轉為萎縮，1930 年代中期開始沒落。華僑經濟開始走下坡的最主要原因為
貿易業的沒落，尤其是紡織品進口萎縮是華僑經濟沒落的最主要原因。1937 年中日戰爭
爆發後，朝鮮總督府採取經濟管制，對貿易、飲食業皆採取管制與分配制。因此，中日
戰爭的爆發後，許多華僑回到中國，留在朝鮮的華僑亦無法自由發展經濟，必須接收日
本當局管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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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의 식민지 조선 인식과 교류 양상 연구1)
김 철2)

목차:
1. 머리말
2. 조선 지식인과의 문화교류 및 대화
3. ‘동양 문학계의 샛별’과 근대 매체에 대한 지지
4.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정과 정치적 성원
5. 맺음말

1. 머리말

후스(1891-1962)는 근대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며 시인이자 역사학자, 문학자,
철학자이며 중국신문화운동의 발기자로서 중국현대문학과 학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후스는 1910년 8월에서 1917년 7월에 이르는 7년간의 미국유학을 통해
서양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점차 독자적인 사상과
견해를 형성하였다. 그의 근대적 문화와 문학 및 학술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식민
지 조선에서도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일찍 1920년대 초반부터 조선의 지식인
들은 점차 중국의 신문화운동에 주목했고 적극적으로 그 학문적 성과들을 수용하였
는데 그중 가장 주목했던 학자, 문인이 바로 후스였다.
사료에 따르면 20세기 20년대 초부터 조선의 지식인들은 후스의 신문학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그의 새로운 사상과 관점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 문화, 철학
및 학술 연구 분야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20-30년대에 조선에 번
역·소개된 후스의 학술 문장과 시작품, 그리고 관련 평론과 소개 성격의 문장들만
해도 30여 편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3) 실제로 후스의 조선에
1) 본 논문은 중국국가사회과학기금프로젝트“20세기중한(조)현대문학관계편년사연구(20世紀中韓/朝現代文
學關系編年史研究)”(項目號:18BZW116)의 단계적 성과물이다.
2) 김철,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대학 교수/jz2013@sdu.edu.cn.
3) 金瑞恩(2011),「胡適在韓國九十年」,『現代中文學刊』第6輯, p.115.이 논문에서는 1920.11-1937.1사이
의 후스 관련 번역문을 22편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일부 빠진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1925년 1월 1
일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후스의 문장「當代中國의 思想界」 등과 같은 문장들이다. 그 후로도 후
스의 문장이 번역된 사례가 더 있는데 이를테면 이육사가 번역한 「중국문학50년사」(『조광(朝光
)』,1941.1)와 김구경이 번역한 『胡适氏의 學術獨立十年計畫案』(『조선교육』, 1947.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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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은 문화, 문학사상을 포함하여 철학사상과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영향은 분명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4) 특히
1920-30년대 후스가 조선 문단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중국의 그 어느 문인보다도
컸던 것이다.5)
이러한 관계로 한중 학술계는 다년간 후스의 문학과 사상이 식민지조선에 번역,
전파된 상황과 교류양상을 다각도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의 문화의식
과 학술사상이 조선에 전파되고 수용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연
구 성과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성과들로는 이석호의 「胡適文學革命的影響與其
接受情況(후스 문학혁명의 영향과 수용 상황)」6), 배개화의 「胡適對韓國文學家的
影響(후스가 한국 문인들에게 끼친 영향)」7), 윤윤진의 「胡適在韓國(한국에서의 후
스)」8), 김철의 「胡適與韓國現代文壇」9) 그리고 최용철의 「梁建植致胡適的信-兼論民國紅學在韓國的傳播(양건식이 후스에게 보낸 편지: 민국시기 한국에서의 홍
학의 전파 연구)」10) 등이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대부분 비교문학의 시각에서 후
스가 조선 문학 및 사회에 미친 영향관계 또는 양국 문학·문화 교류관계를 규명하
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중에서 최용철의 연구는 1920-30년대 조선에서 가장 영향
력이 컸던 종합잡지의 하나인 『개벽(開闢)』과 후스의 관련을 논의하면서 이를 기
초로 한국의 홍학연구의 일인자로 주목받는 양백화의 『홍루몽』연구에 대한 상황
과 그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논문은 후스와 조선 문인들 간의
교류와 그의 조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 윤윤진, 배
개화, 이석호, 김철 등의 논문은 내용 상 후스와 『개벽』지, 양백화 등과의 관련,
그리고 그의 신문화문학사상이 조선에로의 번역 전파 및 그 영향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자료의 발굴과 활용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향관계 연구에서는 배개화의 논문이 자료 발굴과 분석적 깊
이에서 비교적 돋보인다. 그렇지만 상기한 논문들은 후스에 대한 조선에서의 수용
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후스 자신의 식민지조선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및 교섭관계
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후스는 식민지 조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물론 조선의 근대적 매체의 발전이나 독립 성취를 위해
4) 졸고(2013) 「胡適與20世紀上半期現代韓國文壇」 ,『韓中人文學研究』第38輯, p.269.
5) 이 시기 후스가 조선에 미친 영향은 루쉰과 그의 문학이 조선에 미친 영향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루쉰은 1927년 8월 『동광(東光)』잡지에 그의 작품「광인일기(狂人日記)」(柳樹人 역)가
번역 소개되면서부터 조선에 알려지게 되었다.
6) 李錫浩(1974), 「胡適의 文學革命의 影響과 그 受容 樣態」,『中國文學』第2集. 이 논문 외에도 李錫浩
(1975)의 다른 논문「胡適의 近代 韓國文學에 미친 影響 : 特히 哲學 및 思想을 中心으로」(『延世論
叢』第12輯)가 있다.
7) 裴開花(2007), 「胡適對韓國文學家的影響」,『當代韓國』第2期.
8) 尹允鎮(2008), 「胡適在韓國」,『魯迅研究月刊』第3期.
9) 金哲(2013), 「胡適與韓國現代文壇」,『韓中人文學研究』第38輯.
10) 崔溶澈(2014), 「梁建植致胡適的信—兼論民國紅學在韓國的傳播」,『曹雪芹研究』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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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적지 않은 성원을 보낸 바 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 상호 주체성에 입각하여 ‘자아’와 대등한 문화교류의 주체로
제국주의저항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상술하겠지만 일찍 그
는

요코하마에서

조선의

망국을

지켜봤으며,

미국유학시절(코넬대학교,

1910.9-1915.9)11)부터 조선인과 교유를 시작하였다. 또한 1920년대 초반에는
『개벽』지를 비롯한 조선의 여러 근대 매체의 발간을 성원하고 지지하면서 적극적
으로 기고했으며, 중일전쟁 발발 이후로는 여러 가지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직접 성
원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 후스는

시종일관하게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들에게 진

심어린 관심과 동정을 보냈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고 성원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식민지조선에 대한 후스의 인식 및 특징에 대해 충분한 이해
와 관심을 지니지 못하였던 주된 원인은 연구자들의 언어 능력의 한계와 더불어 중
국내의 문헌자료에 대한 발굴과 정리, 고증의 어려움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후스는 단지 조선에 번역 소개된 외국 지식인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현실과 근대문학의 발전, 조선의 독립 자주에 지대한 관심을 지닌 지식인이
었으며, 조선의 언어와 문화 등을 자신의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사고하였던 지식인
이기도 하다. 이는 근대 한·중 문화·학술 교류가 식민지 조선의 일방적인 수용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문인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상호 인식이었으며 문자 그대
로 교섭이었음을 보여주는 증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과 식민지 혹은 중
심과 주변부의 영향-수용 관계를 넘어서는 근대 과정에서의 주변 대 주변의 상호
주체성과 인식 및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 간 교류 및 상호 존중과 상호 소통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상세한 문헌 고증과 분석으로 근대중국의 대표적 지식인인 후스의 식민지조선에 대
한 인식과 태도 및 그 특징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조선 지식인과의 문화교류 및 대화

근대 중국지식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주로는 정치·외교적 시각에서 이루어졌
고 학술·문화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적다.12) 그러나 중국 신문화운동의
발기인의 한 사람인 후스는 널리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로 조선
에 대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조선인식에는 정
치·외교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한 관찰뿐만 아니라 학술과 문화시각을 바탕으로 한
11) 耿雲志著(1986),『胡適年譜』，北京:中華書局，pp.20-35.
12) 王元周(2007),「認識他者與反觀自我：近代中國人的韓國認識」,『近代史研究』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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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엿보인다. 1914년 미국 코넬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후스는 조선 유학생인
김현구(金鉉九)와 사귀었으며 그 후 귀국하여 북경대학에서 교수로 지낼 때에는 동
아일보사 북경주재기자 김동성(金東成), 중국문학 연구자이자 유학생인 정래동(丁來
東,1903-1985), 불교연구자 김구경(金九經1899-1950) 등과 문화, 학술적 차원에
서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조선과 조선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우선 후스는 일찍 김현구와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문자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후스가 코넬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처음 만났던 김현구(1889-1967)13)는
조선 충청북도 옥천(沃川)에서 태어났으며 1909년 4월 미국으로 유학을 가 1945년
8월 광복을 맞기까지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한 저명한 독립 운동가이자 사학
자이다. 그는 1913년에 코넬대학에 입학하였으며 나중에는 오하이오주립대학 철학
과를 졸업하였다. 후스와 김현구가 만난 시점은 1913년부터 1914년 사이인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은 한 기숙사에서 지냈으며 관계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스는 김현구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조선의 문자에 대해 각별한 흥미를 느꼈
으며 김현구로부터 조선 문자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후스는 매우
적극적으로 김현구에게 조선 문자의 음운과 연원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고 자신
의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조선어의 음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악하기 위해
몸소 조선어 자모표까지 만듦으로써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흥미를 보여
주었다.14) 다음의 자료는 후스가 미국유학시절에 그린 조선어자모와 음운표의 일부
분이다.

13) 김현구는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이다. 일찍 애국계몽운동가 김규흥(1872-1936) 문하에서 새로운 지
식을 배우고 1906년 그의 소개로 서울 계산보흥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시 보성학교로 전학해서 미국 유
학을 준비했다. 1909년 4월, 김규흥 등 지인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간 김현구는 거기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박영만이 네브래스카에 창립한 한국인 소년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남아 간부로 활동하
였다. 그 후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고 한인학생회가 발간한 잡지『청년한국（Young Korea）』의
기고자, 그리고 국민회기관보 『신한민보』의 편집장과 학생 총회 발기인, 『전미 학생 월보』편집자,
대조선 독립단 단원 등으로 활약하였다. 김선아(2016),「金鉉九의 재미언론활동과 독립운동」, 『한국
근현대사연구』 76, pp.154-161.
14) 曹伯言(2001),『胡適日記全編』(一)，合肥：安徽教育出版社，pp.486-488, 1914년 9월 15일 일기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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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후스는 매우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한글의 자모표와
발음을 주음부호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일기에서 한국 문자의 유
래와 그 역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나의 벗 한국인 김현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은 원래부터 이러한 문자를 갖고 있
었는데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한문이 들어오면서 점차 쇠퇴되었다가 오백년 전부터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한문과 한어는 유독 중상류 사회
에서만 쓰였습니다.’ 이 문자는 어디서 유래된 언어일까? 우리나라 역시 고대에 아직 상형
문자가 없었을 때, 그에 앞서 자모가 있었던 것일까? 만약 자모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고
증할 수 있는 것일까?15)

위 인용문에서 김현구가 후스에게 말한 오랜 옛날 조선에 있었다는 문자는 ‘이두
15) 曹伯言(2001),『胡適日記全編』(一)，合肥：安徽教育出版社，pp.487-488. “吾友韓人金鉉九君言：‘朝
鮮本有此種文字，其原甚古，至漢文入，此語遂衰，至五百年前始有人恢復之，今普及全國，惟中上社會有
用漢文漢語耳。’此種字母源出何語耶？吾國古代未有象形文字之先曾有字母否？如有之，尚可考求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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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讀)’나 ‘향찰(鄕札)’이 있기 전의 조선의 고문자에 관한 전래의 설을 의미한 것
같으나 그 문자가 어떤 형태의 문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김현구의 소개
에 따르면 그런 상고시기 문자가 한자가 유입되면서 점차 쇠퇴해졌는데 5백 년 전
에 이르러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하여 오늘과 같은 문자로 새로 보급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세종대왕이 1444년에 창제한 ‘한글’(훈민정음)을 의미하고 있다. 흥미로
운 것은 후스가 김현구의 소개를 듣고 한글의 내력에 대해 굉장한 흥미와 함께 여
러 가지 의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자국어(중국어)의 유래와 한글의 유래를
대조하면서 상고시기 중국 문자에 대한 상상을 펼친다. 후스는 500년 전에 창제되
었다는 한글(자모)은 어떤 언어였는지 중국의 고대에 상형문자(3600년의 역사를 지
닌 갑골문)가 없었던 시기 이전에 자모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자세히 살펴 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문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중 두
나라 문자의 상관성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요컨대 상술한 교류와 한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청년학자 후스는
문화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웃인 조선의 언어문화에 대해 깊은 흥미와 관
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스의 조선 언어문자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조선 문인인 정래동(丁來東,
1903-1985)16)과의 교류에서도 볼 수 있다. 1917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스는 북경대학 재직 당시 식민지 조선의 젊은 중국현대문학 연구자이자 평론가인
정래동과 만난 적이 있다. 정래동은 사비로 중국에 유학 온 조선 청년으로서 북경
에서 9년간 머문바가 있다. 유학 시절 그는 후스, 저우쭤런(周作人) 등 북경의 문화
명인들과 만나서 교류할 기회가 있었으며 직접 후스의 자택을 방문하여 그와 대화
를 나누게 된다. 당시 후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정래동은 「中國文人印象記」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氏는 文士라기보다는 學者다.……氏는 키가 작으나 그 대신 몸이 탄탄하여서, 흡사
돌로 다져 놓은 것같이 健康하여 보이며, 그 두 눈은 近視는 近視나 역시 玲瓏한 品이
여간이 아니다. 흔히 才操는 눈에 있다고 말한다. 胡氏도 그 눈에 퍽으나 총기가 있어
보인다. 氏의 交際에 대한 態度는 能한 편이며 氏의 音聲이 明確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힘이 들어 보이며 決斷力이 나타나 보인다. 쓸데
없는 말이 적다. ……氏는 體小한 만큼 輕快한 맛이 있고 팔팔한 生氣가 넘친다. 우리
나라 字母音에 관하여 詳細한 것을 물어 보며 우리 나라의 新文學에 관한 狀況도 묻고,
우리나라의 漢文字 發音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 筆者가 氏의 「介紹我自己的思想」
이란 一文을 朝鮮日報에 譯出한 일이 있다고 하니 氏는 퍽으나 기뻐했다.17)
16) 정래동은 수필가·중문학자로서 호는 북해(北海)다. 그는 1924년 8월부터 1932년 5월까지 북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했었다. 1930년에 민국대학(民國大學) 영문과를 졸업하고 청강생으로 별도로 북경대학에
서 일부 중국문학과정을 공부한바 있으며 루쉰의 특강도 들은 적이 있다. 작품으로는 수필집『북경시
대(北京時代)』(平文社, 194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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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문기를 통해 우리는 당시 두 문인의 대담이 얼마나 진지하고 흥미진진했는
지를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언어문자, 그리고 조선의 신문학, 학술적
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화제의 폭이 넓었음을 알 수 있다. 후스는 정래동에게 조선
어의 발음과 조선어의 한자발음 및 조선의 신문학 등에 대한 상황을 문의했고 정래
동은 후스에 질문에 일일이 답을 주었다. 이어 정래동은 자신이 얼마 전에 『조선
일보』에 「介紹我自己的思想」18)을 번역·소개한 사실을 알려주자 후스는 매우 기
뻐했다고 적고 있다. 정래동이 번역·소개한 「介紹我自己的思想」(중국어)은 주로
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술적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자신
의 학술사상과 문학주장을 소개한 문장으로서 그가 펴낸 저서『胡適文選』19)의
자서(自序)에 해당되는 글이다. 이 글에서 후스는『胡適文存』제3집에 수록된 22편
의 문장을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자신의 사상적 맥락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후스는 이 글에서 자신의 사상이 대부분 자유주의 과학자 토머스 헨
리 헉슬리(1825-1895)20)와 철학자, 교육자인 듀이(1859-1952)21)의 영향을 받았
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양의 ‘사회진화론’과 ‘역사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후스의 스승인 듀이는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부르주아 자
유주의적 사고를 기초로 한 평등한 기회, 규칙 지어진 자유, 개인주의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후스는 미국유학시절에 이미 사상적, 이념
적으로 ‘국제주의자’, ‘개인주의자’ 등으로 공언하면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기도 했었
다.22)
요컨대 후스의 ‘개인주의’23)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자주독립정신, ‘자유정신,
17) 丁來東, 「中國文人印象記（二）--才氣와 精力이 橫溢한 文人 또 學者인 胡適氏」, 1935년 5월 2일
『東亞日報』, 3면.
18) 당시 번역문장의 제목은 「胡適의自己思想介紹」다. 이 번역문장은 1931년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
지 총 9회에 걸쳐 『朝鮮日報』에 게재되었으며 원문은 胡適이 1930년 3월『신월(新月)』（제3권 제
4기)잡지(pp.134-151)에 발표한 『介紹我自己的思想』이다.
19) 『胡適文選』은 후스가 스스로 편집한 책으로서 내용은 『胡適文存』(上海：亞東圖書館）에서 선별한
22편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내동은 바로 이 저서의 ‘自序'를 번역하여 1931년 6월 14일부터 7
월 5일까지 9차에 나누어 『朝鮮日報』에 발표하였던 것이다.『胡適文存』은 전부 3집 17권으로 이루
어졌으며 
상하이 東亞圖書館에서 출판하였으며 제1집 4권은 1921년, 제2집 4권은 1924년, 제3집 9권
은 1930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20) 헨리 헉슬리는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진화론 옹호자이다.
21) 죤 듀이(John Dewey)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육자, 심리학자이며 실용주의 집대성자이다. 기
능주의 심리학과 현대 교육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
22) 蘭洋(2015), 「在暴政與革命之間—對胡適自由主義思想的反思」,『前沿』10月, p.33. 후스의 개인주의
는 ‘건전한 개인주의(健全的個人主義)’ 즉 개인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23) 후스의 개인주의는 개성해방, 그리고 개체의 자유, 자주 등 내포를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조한다. 비록 후스의 ‘건전한 개인주의’는 근대사회의 사상계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당시로서는 적극적인 의의를 갖고 있었지만 그 자체가 사상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까닭에 정
치, 경제 및 사회 제 방면에 대한 사고가 결핍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史苗苗(2015),「從胡適健全的個
人主義看思想啟蒙」, 『學理論』第15期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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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정신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정신과 사상적 전파는 당시 조선
청년들의 사상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
는 것은 비록 두 문인의 면담은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학문적 교류와 새로운
사상의 전파를 가능케 한 의미 있는 교류였다는 점이다.
또한 1930년대 초 후스는 조선의 저명한 선종학(禪宗學) 연구자인 김구경과도 학
문적인 교류를 갖게 된다.24) 김구경은 후스를 알기 전에 이미 루쉰 및 그의 동생인
저우쭤런하고도 교류한 인물이었다. 김구경은 1921년에 일본에 건너가 오타니대학
(大谷大學) 문학부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다. 그는 일본선학(禪學)의 대표적 인물인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25)를 스승으로 모시고 선종을 포함한 불교
학을 공부했으며 1927년 봄에 졸업하여 귀국하였다. 귀국 후, 김구경은 한 동안 경
성제국대학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1928년 말에 베이징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웨이젠궁(魏建功,1901-1980)26)의 소개로 베이징대학에 오게 된다. 그는 일 년 간
베이징대학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1930년부터 베이징대학 중국문학학부(中國
文學系)와 외국문학학부 일어학과(外國文學系, 日語組)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
는데 각각 “中日漢字音沿革比較研究”와 “日語會話/作文” 등 과목을 강의했다.27) 후
스와 김구경이 교류한 시점은 바로 이 시기였다. 후스와 김구경의 만남은 불교연구
를 매개로 이루어졌으며 김구경이 중국에 와서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역
시 그의 불교학 실력과 학문에 대한 집착 및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한편 후스
도 불교학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일정한 연구의 바탕이 있었다. 즉 이러한 공동한 취
미와 관심분야, 그리고 학문적 탐구정신이 두 학자가 만나서 지적 교섭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926년 후스는 북경대학 교수를 그
만두고 유럽방문에 나섰다. 그는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과 영국 대영박물관에서 초
기 선종사와 관련한 소중한 문헌들을 대량 발견하게 된다. 그중에 가장 주목을 끌
었던 자료는 돈황 고본『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였다. 이에 후스는 앞으로의 연구
24) 김철·김교령(2020), 「식민지 조선 지식인 김구경의 재중 문화적 교류와 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
『東洋學』第80輯, p.11.
25) 스즈키 다이세츠는 본명이 데이타로(貞太郎ていたろう)이다. 선학을 공부한 뒤로 다이세츠로 고쳤으
며 別號는 風流居士이다. 일본의 유명한 근대 선학사상가이며 처음으로 서양에 선학을 소개한 세계문
화명인이다. 후스는 1933년8월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서 밴프에서 열린 태평양국제학술세미나 제5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10월에 귀국하면서 일본 요코하마에 들려서 스즈키 다이세츠와 만난다. 그때
스즈키는 몸소 요코하마부두까지 마중 나왔고 두 문인은 의미 있는 상봉을 갖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1934년 5월에 스즈키 다이세츠는 중국을 방문해 북경에서 후스와 다시 만났다. 耿雲志著(1986), 『胡
適年譜』, 北京: 中華書局, p.136.
26) 웨이젠궁의 필명은 텐싱(天行), 원리(文裡/狸), 산구이(山鬼) 등이며 저명한 언어문자학자이자 교육자
로서 중국 근대언어학의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이다. 1927년 4월에서 1928년 8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
안 한국의 경성제국대학 법문(法文)학과에서 현대한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27) 1931년 9월 9일(民國二十年九月九日)『北京大學日刊』 중의 ‘國文學系課程指導書摘要’와 1932년 10
월 4일 (民國二十年十月四日)『北京大學日刊』 중의 ‘外國文學系日文組課程大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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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정을 목적으로 이 책을 영인(影印)하여 갖고 귀국하였으나 그 후로 줄곧 시간
에 쫓기다보니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북경대학에서 강의하던
조선의 불교학자 김구경을 알게 되어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김구경은 바
로 이 상황을 자신의 은사인 스즈키 다이세츠에게 알린다. 그 후 김구경은 스즈키
의 부탁을 받아 후스한테서 중국 돈황 석굴 문헌 중의 하나인 『楞伽師資記』 영인
본을 빌려 직접 베끼면서 그 런던본과 파리본을 대조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1931년
9월에 드디어 후스와 스즈키 다이세츠의 지도와 협조 하에 최종원고를 마무리하게
된다. 교정이 끝나자 김구경은 후스한테 ‘교정판’ 서문을 부탁하였으며 후스는 이를
흔쾌히 수락한다. 『능가사자기서(楞伽師資記序)』에서 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민국 15년(1926) 9월 8일, 나는 파리국립도서관에서 돈황사본 「楞伽師資記」을 읽었
다. 당시 나는 이 자료가 중요한 사료임을 깨달았다. 얼마 후 런던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대영박물원에서 별본을 읽게 되었다. 나는 이 두 종의 책을 (관련 담당에게) 부탁하여 영
인하여 갖고 돌아왔다. 5년래 나는 늘 이 영인본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시종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올해 김구경 선생이 나의 빠리본과 런던본을 빌려서 교정하고 책으로
만들어 활자로 인쇄하였다. 인쇄한 후, 김선생은 나더러 한 번 교정을 봐달라고 하고 또
서문도 부탁하였다. 나는 김 선생이 내가 오랫동안 하려고 했던 일을 해낸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할 상황이라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28)

뒤이어 1931년 11월에 스즈키 다이세츠는 「楞伽師資記 및 그 內容槪觀」29)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바로 김구경이 교정하고 해석한 『校刊唐寫本楞伽師

資記』30)를 참고로 하였다. 이처럼 김구경이 중국 돈황 문헌 정리를 위해 기여한
공로나 그에 이어지는 일본에서의 해당 연구는 모두 후스의 지지와 신뢰와 갈라놓
을 수 없는바 이는 동양 고전을 둘러싼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학문적, 지적 교류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기도 하다.
요컨대 후스는 일찍부터 미국의 조선인 유학생인 김현구, 중국문학 연구자이자
유학생인 정래동, 불교학자 김구경 등과 친분을 맺은바가 있으며 이는 지적, 문학적
관심사를 둘러싼 학문적 교류였다. 그만큼 이들 간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은 상호
28) 胡適著(1937),『胡適論學近著』(第1集), 上海: 商務印書館, p.239「楞伽師資記序」참고. “民國十五年
（一九二六）九月八日，我在巴黎國立圖書館讀了敦煌寫本《楞伽師資記》，當時我就承認這是一篇重要的
史料。不久我回到倫敦，又在大英博物院讀了一種別本。這兩種本子，我都托人影印帶回來了。五年以來，
我時時想整理這書付印，始終不曾如願。今年朝鮮金九經先生借了我的巴黎倫敦兩種寫本，校寫爲定本，用
活字印行。印成之後，金先生請我校勘了一遍，他又要我寫一篇序。我感謝金先生能做我所久想做的工作，
就不敢辭謝他作序的請求了。”
29) [日]《大穀學報》第12卷第3號，京都，1931年11月25日.일본어제목:『‘楞伽師資記'とその 內容槪觀』.
30) 김구경이 교감한 『校刊唐寫本楞伽師資記』초본은 1931년 11월에 선양(瀋陽)에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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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상호평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주체성의 체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문화와 지식인들에 대한 후스의 존중과 신뢰는 근대 중국지식인들이
문화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한국에 접근하였음을 보여준 사례이자, 이러한
교섭을 통해 조선에서의 그의 학문사상에 대한 수용과 일본에서의 새로운 동양 고
전의 학문적 성과라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식 재생산의 기제를 보여주는 것이기
도 했다. 물론 이는 학자로서 후스 개인의 개방적 문화의식과 포용성을 보여준 사
례이기도 하다.

3. ‘동방 문학계의 샛별’과 근대 매체에 대한 지지

후스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백화문을 제창하고, 근대시 실험에 앞섰던 중국 신문
화운동의 발기인으로서 본국의 신문화와 신문학 운동을 적극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근대적 문화운동과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그는 3.1운동 이후 발간된 진보적인 간행물들인 『개벽』과 『조선일보』, 『동아
일보』 등과 인연을 맺고 적극적인 교류와 대화를 통해 상호 간 문화의 확산과 발
전을 촉진했다.
우선, 후스는 『개벽(開闢)』지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는 언론인이자 유
명한 번역가였던 양백화(梁白華, 1889-1944)의 능동적인 역할과 갈라놓을 수 없
다. 양백화는 1920년 11월에서 1921년 2월에 이르기까지 『개벽』잡지에 4번에
나누어 「胡適氏를 中心으로 한 中國의 文學革命」31)이라는 글(일본어문장임, 필자
주)을 번역하여 게재하였는데 이 글의 저자는 일본의 중국문학자 아오키 마사루(青
木正兒)였다. 이 글은 후스의 「문학개량추의」(1917), 「건설적 문학혁명론」
(1918), 「역사적 문학관념론」(1917)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학
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는 천두슈(陳獨秀)에 의해 ‘오늘날 중국의 뇌음(今日中國
之雷音)’32)으로 불린바 있다. 이 번역문을 통해 중국 신문화 운동의 추진자 후스는
점차 근대 한국 지식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뒤이어 1920년 말 양백화는 『개벽』지를 대표하여 후스에게 『개벽』지 발간
축사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다. 후스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12월 19일자로
“개벽의 발전을 기원합니다(祝開闢的發展)"라는 축사와 편지를 보낸다. 또한 후스의
베이징대학 동료인 가오이한(高一涵, 1885-1968)33) 교수도 후스의 요청에 응하여
31) 이글은 靑木正兒의 「胡適を中心に渦いてある文學革命」(『支那文藝論藪』, 京都: 弘文堂, 昭和二年
[1927])을 번역한 것이며 번역과정에 글의 제목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
32) 水如(1987),『陳獨秀書信集』, 北京: 新華出版社, p.39. 陳獨秀, 「答胡適之」(1916년10월1일).
33) 가오이한의 원명은 융하오(永浩)이고 이한(一涵)은 그의 필명이다. 일찍 일본메이지대학에 유학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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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자의 ‘위력과 권세의 적--개벽(開闢威權之敵)’34)이라는 축사를 보냈다.
이는 모두 1921년 1월 1일 『개벽』신년호에 게재된다. 후스가 『개벽』지에 보낸
회신은 다음과 같다.

저는 개벽 잡지를 읽고 귀 잡지가 동방 문학계의 샛별임을 알았습니다. 여기 몇 글자
를 적어 귀 잡지에 축하의 글을 보내오니 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삼가 귀 잡지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저의 동료인 가오이한 교수의 축사도 보내오니 열람하
시기를 바랍니다. 호적 올림,
민국 9년 12월 19일.35)

비록 양백화는 식민지 조선에 후스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후스와
만난 적은 없다. 두 사람의 교류는 주로 서신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후스
가 자신의 축사와 함께 동료교수인 가오이한에게도 부탁하여 제사를 써보 내자 양
백화는 1921년 1월 17일 후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 그는 후스를 ‘중국문단
의 권위’라고 칭하면서 문학혁명을 통해 오늘의 중국문학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함
으로써 ‘동양을 위해 횃불을 든 문단에서의 위업을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36)
비록 서신에 그쳤지만 후스와 양백화의 교류는 조·중 근대 문단을 이어주는 초창
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질적 교류였다.37) 특히 후스가 『개벽』을 ‘동방 문학계
의 샛별’로 평가하였음은 그가 단지 한국 근대 문학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서 그것을 동아시아라는 지평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보다 국제적인 공감대와 연대감
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정법(政法)을 전공하였다. 1916년 7월에 귀국하여 리다자오(李大釗)와 함께『신보(晨報)』를 창간하고
천두슈(陳獨秀)가 책임편집을 맡은 『신청년(新靑年)』지의 전문 기고인으로 활약하는 한편 『每週評
論』의 운영에도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政治學綱要』,『歐洲政治思想史』,『中國禦史制度的沿革』 등
이 있고 번역서로는 『杜威的實用主義』,『杜威哲學』이 있다. 이외 시집『金城集』이 있다.
34) 현대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威權’을 논의한 문인으로는 후스다. 그는 1919년 신청년(新靑年)에
「위권(威權)」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함으로써 권위(권력)에 굴하지 않고 반항하며 권위를 무너뜨리
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胡適(1919),『新青年』第6卷 第6號，p.41. 위 축사는 후스가 발표한 시의 사
상적 내용을 대변하면서도 개벽잡지를 권위에 대항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담겨져 있다.
35) “敬啟者適，批閱貴志，方知貴志為東方文學界之明星，茲以數字奉呈,以爲貴志之祝筆, 代登為感，專此敬
謹貴社日益發展. 同呈敝同事北京大學教授高一涵祝詞並乞收閱. 胡適謹啟. 九.一二.一九.”『開闢』제7호
(新年增大號, 1921년, 辛酉年) 속표지 참고.
36)「胡適書信-他人致胡適信(二十)」,耿雲志主編(1994), 『胡適遺稿及秘藏書信』第42卷（影印本)，合肥:
黃山書社, pp.601-602. “景仰閣下之大名久矣，而知閣下現今以中國文壇之權威，起文學的革命, 興今日
中國文學新生命也.竊欲一次奉呈書翰，祝閣下為東洋舉火炬於文壇之偉業，而並爲朝鮮青年欲紹介閣下之偉
跡.……”
37) 조·중 현대문인 교류의 효시는 조선의 현철과 중국의 어우양위챈(구陽予倩)의 교류라 볼 수 있다. 이
두 문인은 일찍 1917년경에 상하이에서 만나 교류했던 적이 있다. 현철의 기록에 따르면 1918년까지
서신거래가 있다가 1919년부터는 소식이 끊겼다고는 하나 현재 별로 값진 자료들은 남아있지 않다.
현철(1920), 「西湖水畔의 哀話」, 『開闢』제3호, 서울:新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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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도 『개벽(開闢)』지는 후스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는데 이는 『개
벽』지의 주요 필진이자 천도교인이었던 이민창(李民昌, 1896-?)38)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민창은 1920년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로서 상해는 물론 중
국 동북지역에서도 독립운동 펼친 독립운동가이자39) 『개벽』잡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조·중 신문화운동 담론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40) 그는 일찍
『개벽』잡지 창간4주년을 맞아 당시 베이징대학(후스가 베이징대에 머물렀던 시기
는 1919-1925년 11일임, 필자 주)의 교수 후스에게 편지를 써서 기고를 요청한다.
후스 선생님께 올립니다. 저는 선생님께 간청할 일이 하나 있는데 허락해 줄 수 있으신
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간행하고 있는 『개벽』잡지의 특약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잡지
1, 2부를 보내드린바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금년 정월에 본사로부터 편지가 와
선생님의 글을 청탁하도록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선생님께서 서호에서 요양하고 계시어
청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일들이나 선생님께서 창도하신 중국 신문화운
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개벽』지에서 소개하여,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다수가 선
생님의 사상과 글을 매우 좋아하며 선생님의 인격은 이미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주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잡지사에서 서신을 보내 금년 7월 잡지 창간 4주년을 기
념하여 특별히 선생님의 옥고를 원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바쁘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줄 알고 있어 감히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는 바
이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요구를 만족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상계는 조야
가 급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고마감일은 6월 5일까지입니다.
종고사(鐘鼓寺)의 귀댁을 방문하였지만 계시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편지로 알려드리며 청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잡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사진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민창 올림
5월 19일
제 연락처는 동안문내(東安門內) 북하연(北河沿) 동흥아파트(同興公寓)인데, 대학 제1원
(院)도 가능합니다.41)
38) 이민창의 생졸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없다. 한국학계에서는 그의 출생 일자를 일본의 기
록들을 참고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896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영근(李英根)’, 또는 ‘이민창(李敏昌)’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으며 ‘北旅東谷’, ‘李東谷’ 또는 ‘東谷’ 등
과 같은 필명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태근(2019),「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한국학
연구』, pp.219-221.
39) 「關於國民代表會經過的事件」, 『日本外交史料館資料』(1923年2月27日，高警第598號).
40) 차태근(2019),「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한국학연구』,p.218.
41) 耿雲志主編(1994), 『胡適遺稿及秘藏書信』(影印本)第42卷, 合肥: 黃山書社, pp.599-600. “胡先生台
鑒:我有一件請您懇求的事情，可以允許麼?我辦獘(‘敝’的錯誤，筆者注)國出版的『開闢』雜誌特約的事務
(已贈呈一兩號，您記住罷)，今年正月自本社來信乞您的文章，其時您在西湖養病，所以不能請您了. 現在
中國一般的事情與您倡導的中國新文學運動的事，已經屢次在該志上給介紹，獘國多數青年格外歡迎您的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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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편지 중에 “금년 정월에 본사로부터 편지가 와 선생님의 글을 청탁하도록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선생님께서 서호(西湖)에서 요양하고 계시어 청할 수 없었습
니다(今年正月自本社來信乞您的文章，其時您在西湖養病，所以不能請您了.)”라는

기

록이 있는 것을 보아 이 시기기 후스가 병으로 항저우(杭州)에 요양하러 갔던 시기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지에서 제시된 ‘금년 7월 잡지 창간 4주년을 기념하
여’라는 기록에 따르면 이 편지를 쓴 시점은 마땅히 1924년이어야 한다. 만약 이것
이 확실하다면 편지를 보낸 시간과 앞에서 말한 후스가 병으로 항주에 요양을 간
시간이 서로 어긋난다. 왜냐 하면 실제 후스가 항저우 서호로 요양을 간 시간은
1923년에 3월과 6월이기 때문이다.42) 아직 후스가 1924년에 항주에 요양 갔었다
는 기록은 없다. 이 문제는 복잡한 고증이 필요함으로 추후 다른 논문에서 다루도
록 하고 여기서 더 논의하지 않겠다. 다만 편지에서 이민창이 전일에 직접 후스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마침 계시지 않아서 돌아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만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서신을 통해 당시 후스가 식민지 조선 청년 지식
인들의 숭배와 존경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후스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
해 『개벽』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아쉽게도 이민창
은 후스를 만나지 못했으며 간청한 일도 이루지 못했던 것 같다.43)
다음으로 후스는 식민지 조선의 언론인이자 만화가인 김동성(1890-1969)44)을
통해 『동아일보(東亞日報)』와도 인연을 맺게 된다. 김동성은 1920년 3월『동아일
보』 북경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중국 정계 및 문화계 인사 20여 명을 방문하고 후
스, 쑨원(孫文), 차이웬페이(蔡元培), 장빙린(章炳麟), 진윈펑(靳云鹏), 량치차오 등

想與文章，您的人格已經深深底印在獘國青年的胸底，所以很盼望您對韓國新工作的高見.故于又來信說，今
年七月該誌四週年紀念，特別的乞您的鴻文. 我知道您很忙，身體還不康壯，我不敢冒昧(訪)您，可以寫一
個對韓國青年的意見，以酬我們一般的渴仰. 現在獘國思想界，就轉於急激革命，很有新生的氣象. 收稿的
日，六月初五以內. 我一趟訪問了鐘鼓寺貴屬，您不在回來了. 所以把這個事情，在書面告白，以此專請金
安. 您的像片可以賞給該社，以便在雜該志上發表。/李民昌拜上/五月十九日/我的通信處東安門內北河沿同
興公寓，也以在大學第一院號房.”
42) 沈衛威(2015),『無地自由--胡適傳』,合肥:安徽教育出版社, p.476; 葉紫瑩(2016),『徘徊在情感和理智
之間:你所不知道的胡適』, 北京:中國青年出版社, pp.132-133. 1923년 봄에 후스는 베이징대학에 일
년 간 휴가를 신청하여 항주로 요양을 간 적이 있다.
43) 『개벽』4주년 특간호인 제5권 제7호(1924년 7월 1일)에서는 후스가 제공한 글과 사진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대신 북경대학 대리 총장이었던 蔣夢麟(1886-1964)의 「우리의 사명(我們的使命)」이 특
약 기고문으로 중국어 원문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이 글은 이동곡(李東谷)의 추천한 글로 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동곡’은 바로 이민창(李民昌)의 필명인 것으로 본다.
44) 김동성의 아호와 필명은 천리구(千里駒)다. 1908-1909년에는 중국 장쑤성(江蘇) 동오대학(東吳大學)
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1909년 미국에 건너가 1915년 오하이오주립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1919년
부터 남만철도주식회사(南滿鐵道株式會社)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20년 3월에 동아일보에 입사하였
고 1948년 초대 공보처장에 임용되었으며 그 후 정계에 투신하였다. 이승만 집정시기에는 제2회 민의
원, 민의원 의장 등 직을 맡았으며 박정희 정부시기에서는 민주공화당 중앙상무위원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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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정치인과 교육가, 문인들의 『동아일보』 창간 축사를 받았다. 당시 김동성
은 후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후스 본인도 만나보고 그가 친필로 작성한 글도 챙
겼다. 그러나 『동아일보』 1920년 4월 4일과 5일자 신문이 유실되어 그에 앞서
실린 쑨원, 차이웬페이, 장빙린, 진윈펑, 량치차오 등의 축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후스가 친필로 작성한 글은 확인할 수 없다.45)
다시 1925년 1월 1일자『동아일보』에 후스의 축사가 실린다. 그는 “조선의 앞
날이 해마다 새롭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동아일보 신년호에 부쳐, 후스, 1925년(敬
祝朝鮮的將來與年俱新, 東亞日報新年號屬書, 胡適, 1925年)”라고 적고 있다. 그가
친필로 쓴 글의 사진 바로 옆에는 『동아일보』기자가 후스를 인터뷰한 내용이 짧
게 게재되어 있다. 인터뷰에서는 후스가 그해(1925) 여름 조선을 방문해 조선을 알
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음을 전하고 있다.46) 이처럼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 혁신
에 대한 중국 신문화운동의 기수로서 후스의 간절한 바람과 주문을 읽을 수가 있으
며,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실제 방문 계획을 잡을 정도로 식민지 조선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1925년 1월 1일 『동아일보』)

나중의 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김동성은 미국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45) 1920년 4월 1일『東亞日報』 ‘휘호(揮毫)’란 참고. 김동성은 동아일보 창간호 발간 준비를 위해
1920년 3월에 이미 해외특파기자 신분으로 베이징에 갔었다. 그가 중국의 유명 정치인들과 문화인들
을 방문하여 제사(題詞)를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중국 쑤저우 동오대학(東吳大學)에서 그에
게 영어를 가르쳐준 은사인 앤더슨(Roy Scott Anderson, 중국명은 ‘孫明甫’임)의 덕분이었다.
46)「今年에 朝鮮訪問--中國과의 史的關系를 考察-北京大學敎授胡適氏談」, 1925년 1월 일『동아일보』
新年號, 其六 1면. 다만 당시 후스를 인터뷰한 기자의 신분은 아직 분명하게 확인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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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스를 두 번 만났다. 그리고 1962년 『동아일보』에 「내가 본 후스박사」라
는 글을 기고해 후스를 추모한바 있다.

동아일보 창간호에 중국명사의 축사를 받으러 나는 북경에 특파된 일이 있었다. 그때
梁啓超, 章炳麟, 蔡元培, 胡適 등 근대 중국학계의 巨匠을 만났다. 胡適 박사의 주택을 방
문한즉 그 집은 주택이라기보다는 도서관같이 약 四, 五만권의 서적이 객실 안은 물론 廊
下에까지 쌓였다. 당시 우리 학자 六堂의 一람각에 약 二만권의 서적에 비하여 二배이상
많다고 나는 감탄한 일이 있었다. […중략…]
그 집에는 四庫全書니 圖書集成이 갖추어있고 그밖에 서양서적이 끼어있었다. […중
략…] 그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총회에 파견된 한국대표단에 나는 二, 三차 그 말
석에 참가하였다. 뉴욕에서 다시 胡適 박사를 몇十년만에 대면하게 되었다. 풍채가 늠름
하던 미남자 胡適 박사는 백발노인으로 변모했다. 거기서 林語堂도 면회하였으나 개인체
격으로 외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자면 林語堂은 학자로서 가벼워 뵈는가하면 胡適은 매
우 정중한 체격의 소유자이다.
胡適박사는 정치가라기보다는 근대중국에 뛰어난 학자이다. 중국의 새로운 문학을 개척
한 공로자이다. 글과 말을 쉽게 하려고 白話운동을 일으켜 한문학 상 혁명가도 된다. 백
화문학을 보급할 목적으로 소설에 표점(標點)을 붙였으니 서양식 구독점(句讀點)과 동일한
것이다.
미국에 유학한 胡適 박사는 미국철학가 두이 박사의 제자로 실용철학에 권위자가 되며
중국철학연구에 선구자가 되었다. 三十여개 철학박사 학위를 각국에서 받은 사실만도 단
연 근대중국학계에 대인물임이 스스로 증명된다.
그의 一생에 경력한 중국의 변천은 비유할 수 없는 파란이 중첩하였으나 자신의 주의주
장은 종시 一관하여 흔들리지 않은 학자이었다.47)

이러한 기록을 보면 김동성이 후스에 대한 애정과 존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임을 볼 수 있다. 후스의 박학다식과 학자로서의 풍채, 그리고 학문적 신념에 대한
존숭은 물론 그의 노화조차도 애절히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스는 『조선일보(朝鮮日報)』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그는 『조선일보』의
요청으로 1924년 말 「當代中國의 思想界」라는 글을 집필하여 1925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에 발표한다. 글의 첫머리에는 후스가 친필로 적은 “새 조선의 진보를
기원합니다(敬祝新朝鮮的進步)”라는 축사와 그 밑에 ‘胡適之印’이란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게재된 후스의 문장은 원래 중국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옮겨놓은 것이며 그때 중국어 원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
다.48) 이 글을 게재하며 『조선일보』편집자는 머리말에서 후스를 ‘사상계의 태두’,
47) 김동성,「내가본胡適博士」,1962년 2월 28일『東亞日報』, 4면.
48) 耿雲志主編(1996), 『胡適研究叢刊』第二輯,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p.352. 1995년 6월 21일 한국의
저명한 사학자이자 서울대학교 동양학전공 교수이며 후스연구자인 문두기(閔鬥基, 1932-2000)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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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의 두령’49)이라고 평가했다. 후스는 이 글에서 1918년부터 중국 사상계에서
서양철학과 문화 및 문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황을 개괄하여 소개하였다. 당시
중국 사상계의 수구파와 과학 숭상파는 서구문화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랐으며, 서
구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중국 근대 지식인들은 여전히 공맹의 도를 고집
하였는데 이는 당시 신문화의 흐름과 큰 차이가 있었다. 후스는 이 글을 통해 서구
문명과 과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식민지 조선의 지식계에 자신의
새로운 문화 사상을 전달하는 한편, 조선 신문화 운동의 진보와 발전에 깊은 관심
과 지지를 표명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후스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적 민족 매체의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벽』지를 ‘동방문학의 샛별’로 평가함으로써 동아시아적 지평
에서 국제적 연대감과 공감대를 이루고자 했다. 또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에 축사와 기고문을 발표함으로써 실천적 행동으로 이들을 성원하였으며 ‘해마다
의 새로움(與年俱新)’이나 ‘新朝鮮’ 등으로 그 참신함과 근대적 혁신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대등한 원칙에서의 인간적 배려는 식민지 억압에 시달렸던 조선 지식인들에
게 큰 격려가 되었다.

4.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정과 정치적 성원

중국 지식인들의 ‘약소민족’의식은 1919년 5·4운동 이후부터 확립됐다.50) 이와
더불어 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도 과거의 번속국(蕃屬國)에서 약소
민족 국가에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 1910년 8월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조선의
‘망국’은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인들은 조선의
망국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들
의 각성을 호소했다. 또한 다수의 중국 근대지식인들은 중·조 간의 과거 오래된 종
주국과 번속국 관계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운명에 대해 깊은 애석함과 동정을 표
하였다.51) 1910년 8월 29일, 미국으로 유학 가던 도중에 후스는 마침 일본 요코하
상하이에서 개최된 ‘胡適與中國新文化’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글로 번역된 이 글을 중국의 후스
연구자인 겅윈즈(耿雲志) 교수에게 증정하였다. 그 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의 펑훙즈(馮鴻
志) 교수가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상기한 단행본 연구총서에 수록하였다.
49) 胡適,「當代中國의 思想界」,1925년1월1일『朝鮮日報』新年號, 其七2면. “胡適氏는 安徽省人으로 今
年 三十四歲의 靑年이다. 中國的思想界의 泰斗이며 靑年界의 頭領이라……”
50)천두슈는 「태평양회의와 약소민족(太平洋會議與太平洋弱小民族)」(1921년 9월 1일『新青年』제9권
제5호)에서 영국과 일본 연맹이 주도하는 태평양회의는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돈이나 재물을 나누는
동맹’이며 약소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는바 여기서 말하는 ‘약소민족’에는 식민
지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다.
51) 王元周(2007),「認識他者與反觀自我：近代中國人的韓國認識」,『近代史研究』第2期，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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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거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일본인들이 ‘한일 합병 조약’ 반포를 경
축하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52) 그날 만감이 교차하던 충격을 훗날 후스
는 ‛만년담화록(晩年談話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10년 선통 2년 8월에 나는 처음으로 출국했다. 70명쯤 되는 우리 학생들은 모두 몇
천 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에 올랐다. 그날(8월 29일)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는데 바닷가에
서 일본인들이 미친 듯이 호외(號外)53)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도처에 국기가 걸려 있었
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축제를 열고 있었다. 고려가 일본의 일부분이 된 것을 선
포한 것이니 바로 그날이 고려의 ‘망국일’이었던 것이다. 1차 중일 전쟁 후 일본은 고려를
통치했지만 고려의 왕만은 남겨놓았다. 그렇지만 이 날부터 고려는 왕마저 없어지게 되었
다. 나라가 실제로 망했던 것이다. 배에 동승한 몇몇 친구들은 뭍에 올라가 보았으나 나
는 올라가지 않았다.54)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1910년 8월 29일은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경술
국치(庚戌國恥)’의 날로서 한일 병합 조약이 공식 발표된 날이다. 식민 종주국인 일
본에서 일본인들의 광란에 가까운 축제의 장면을 보는 후스는 마음이 무거웠다. 다
른 친구들과는 달리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았음은 그가 ‘고려’의 망국에 대해
우려하고 안타까워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훗날 식민지 조선 문인들과의 교
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감정을 지녔던 후스였기 때문에 미국 유학시절 앞 절에서 이미 언급된 한
국 유학생 김현구를 처음 만나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내 친구 한국인 김현구 군은 西美에서 왔다. 경제상 자급자족했지만 버틸 수 없게 되자
학교를 잠시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돈을 모든 뒤 다시 공부하기로 했다. 오늘 밤 작별
인사차로 찾아와 손을 마주 잡고 매우 침울해 하였다.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가 매우 각별하지만 현재 우리는 스스로도 돌볼 수 없는 처지이니 한국인의 기대를 저버
리게 되었다.55)
52)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한 시간은 1910년 8월 22일이나 정식 공표된 날자는 8월 29일이다.
53) ‘호외(號外)’는 신문사에서 돌발성 중대사전을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상적인 일일 발
행과 연속성이 없이 임시로 편집해 발행한 신문을 가리킴.
54) 胡頌平(1993), 『胡適之先生晚年談話錄』,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pp.169-170. “一九一〇年，宣统
二年的八月里，我第一次出国，我们七十多个学生同乘一只只有几千吨的小船，那天(八月二十九日)船到横
滨，看见岸上的日本人，疯狂的发号外，到处挂满了国旗，成千成万的人在狂欢着，原来是宣布高丽并入日
本本国的一部分，就是说高丽正式亡国的一天.在第一次中日战争之后，日本取得高丽的统治权，但还把高丽
的国王留着，这一天起，高丽的国王也没有了，高丽正式的亡国了.船上有些同学上岸去看，我就没有上岸
去.”
55) 曹伯言(2001), 『胡適日記全編(卷二)』,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p.82, 호적의 1915년 3월 7일 일기
「韓人金鉉九之苦學」을 참고. “吾友韩人金铉九君自西美来此，力作自给，卒不能撑持，遂决计暂时辍
学，他往工作，俟有所积蓄，然后重理学业，今夜来告别，执手黯然。韩人对于吾国期望甚切，今我自顾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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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는 김현구를 ‘내 친구(吾友)’라고 친근히 부르는가 하면 그의 경제적 어려움
에 대해 깊이 동정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식민지 조선을 도울 수 없는 자국의
현실에 대해 가책을 느끼고 있다. 결국 김현구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후스는 식
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게 되었으며 조선과 조선인들의 운명에 대한 동정
과 관심도 더욱 깊어지게 된다. 나중에 이와 같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약소민족에
대한 동정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발
발 후 후스는 국민정부 특사로 유럽과 미국에 가서 중국의 항일전쟁을 선전하게 되
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정세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정치적으로 이들
의 민족 독립운동을 성원하기에 이른다.
1938년 6월 4일, 후스는 주미대사 부임56)에 앞서 미국에 체류 중인 고려 학생들
의 연례회식에 초청을 받아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40분 정도의 연설을 발표한다.

International House[국제 호텔]에 가서 고려학생 연례 회식에 참석했다. Charles
D·Hurry[찰스 D·해리]와 내가 연설을 하였다. 나는 40분 동안 연설하였는데 땀에 옷이
흠뻑 젖고 말았다. 고려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망국 이후로 만약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혀 자유로운 곳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모인 학생들 중에
신학을 배우는 학생이 많았다. 신학교가 무료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상
조선의 기독교 운동은 민족주의의 유일한 피신처였으니 결코 나무랄 수 없다. 많은 조선
의 지도자들은 가망이 있다. Hurry는 그중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다고 하였
다.57)

이 일기는 후스가 한국인의 운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개입하였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40분에 달한 그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
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식민지 조선의 곤경과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가지
로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을 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서
고통 받는 한국인들을 동정하고 이들의 민족주의 운동에도 주목했다. 후스는 일기
에서 ‘많은 조선의 지도자들은 가망이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에서 후스가 해외에
서 독립운동에 힘쓰고 있는 조선인과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不暇，负韩人矣。”
56) 후스는 1938년 7월 장개석으로부터 주미대사로 임명한다는 전보를 받으나 실제 국민정부는 9월 17
일에야 후스를 주미대사로 공식 임명했다.
57) 曹伯言(2001),『胡適日記全編(卷七)』,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p.114. 1938년 6월 4일자 일기 참고.
“到International House[国际饭店], 赴高丽学生年会聚餐，有Charles D.Hurry[查理D.赫利]演说，有我
的演说. 我说了四十分钟，衣服都被汗湿透了. 高丽人真苦，亡国后若无美国传教士的帮助，更没有一片自
由天地可站住脚. 聚会的学生，学神学的居多，大概是因爲神学校可以免费求学. 朝鲜的基督教运动实在是
民族主义的唯一托庇所，故不可责备.有许多朝鲜领袖颇有希望；Hurry[赫利]说，其中多甚可爱敬的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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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식민지 조선의 독립 운동에 대한 후스의 관심은 독립운동에 대한 실천적인 지지
로 이어졌다. 후스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후스
의 일기에는 “고려의 지도자인 이승만과 그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연설에서 고려가 복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감사하다고 얘기했다.”58) 이는
후스가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외교적 장소에서 주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1939년 5월 24일, 미국에서 이승만은 중국 충칭(重慶)에 있는 임시정부 지
도자 김구(金九)와 연락되게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후스에게 했다. 후스는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에 직접 연락해서 김구의 연락처를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59) 후스의 노
력으로 이승만은 결국 김구와 연락이 닿아 조선의 독립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게 되
었다.
후스 외에도 같은 시기 천두슈(陳獨秀), 루쉰(魯迅), 궈모뤄(郭沫若), 바진(巴金)
등 중국의 지식인들이 식민지 조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을 형상화하는 등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성원을 하였지만 후스의 경우는 학자와 문학인으로서 뿐만 아니
라 정치인으로서 보다 실천적인 지지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후스는 조선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친분을 쌓으며 망국민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정을 바탕으로 연대
감을 형성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정치 외교적 위상을 이용해 조선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세계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격려하며
그들의 독립 자신심을 북돋아주었다. 후스의 이러한 지지 행위는 같은 약소민족 국
가의 지식인으로서의 동질감 외에도 그가 서양에서 받은 교육 배경과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의 기독교 배경과 관련이 있다. 후스는 유학초기에 기독
58) 曹伯言(2001), 『胡適日記全編(卷七)』,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p.462. 1942년 1월 3일자 일기 참고.
“……高麗獨立領袖李承晚同他的夫人來談，他因為我卅一日演說辭提出高麗應複國一條，所以特來謝我.”
그리고 중미 의약지원국의 모리스 윌리엄(Maurice William)의 비서인 Jean Lyon이 1942년 3월 29일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는 “1942년 5월 22일 미국의 라디오 홀에서 회의를 열어 이승만을 강연에 초
대하고, 후스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 1942年2月24日『大公報』(重慶)，通訊欄報導：「韓人複國
運動-美境韓僑將開會-請美承認韓臨時政府」.“【中央社華盛頓二十二日合衆電】：朝鮮美國委員會及代表
美國,夏威夷,墨西哥,古巴境內朝鮮団體之美境聯合朝鮮委員會宣佈，定於二月二十七日起在此間召開大會三
日，紀念一九一九年革命運動，並計畫一九四二年之抗日革命.……中國大使胡適現在加拿大，屆時將返美出
席會議致詞云.”
59) 이 외에도 이승만은 중화민국 주미대사관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며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
지하길 바랐고 민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 많이 노력했었다.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자료:「외교부
문서축소판기록」, 0630.02/4460.1 “한국독립운동문서(1941-1946)”--권번호：38/336，발신번호：
924번. 후스가 중경외교부에 보낸 전보원문자료『華盛頓胡大使(胡適)致外交部函』(1939年5月24日)을
참고. 내용은 ‘고려혁명지사 이승만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참전하고 있는 한인 수령 김백구(金白九, 여
기서 '九'는 ‘凡’자에 대한 오타로 판단됨)와 연락을 취할 수 있길 몹시 바란다.’는 내용임. 이승만이
1939년 8월 30일에 김구에게 보낸 서한에도 이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白凡仁兄臺鑒, 云云 向
者 華城(워싱턴)에서 中國公使 胡適博士에게 金九先生의 活動을 좀 알면 宣轉하겠다하엿더니 電報로
무른 모양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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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매료되기도 했었다. 그의 자서전에는 당시 코넬대학에서 처음 접촉했던 미국
의 기독교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와 유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
이 기독교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어 『신약(新約)』 중의 「사복음서(四福音
書)」 3번이나 읽었던 사실 등을 기록하였다.60) 다음, 후스는 또 코넬대학 시절
(1912) 스스로 자기는 ‘세계주의자’라고 공언하다가 나중에 ‘국제주의자’라고 공언
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노자(老子)의 ‘불정(不爭)’을 근본으로 ‘대동주
의(大同主義)’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기실 ‘국제주의’와 같은 맥락의 개념이었
다. 그러나 컬럼비아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점차 ‘평화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61)
이 시절 후스는 분명히 평화주의와 국제주의를 신앙했던 것이다.62)
총괄적으로 말하면 후스는 미국에서 개방∙민주∙자유와 평화주의 정신에 심취해 있
었던 관계로 일제 식민지 치하 조선의 독립, 나아가서 약소민족의 해방을 적극적으
로 지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보다 앞서 있던 량치차오(梁啓超) 등 중국의 근
대 지식인들이 단지 조선에 대해 동정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에 비해 훨씬 행동적으
로 진전되었다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는 중국의 신문화운동의 발기인으로서 백화문과 신시(新詩)를 선도
한 문학인이었으며, 저명한 철학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던 후스가 조선 지식인들과
의 교류 과정에 어떠한 지적·학문적 교류를 했으며, 조선의 근대 매체의 발간과 발
전을 위해 축사나 기고 등 방식을 통해 어떠한 성원을 하였으며, 미국 대사 시절
외교관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지지하였는지 등에 대해 실증적 자료 제시
와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식민지기 한국에서의 후스 수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국학계의 노력에 의해 다양하게 밝혀진 바가 있지만, 본고는 후스 일기와 기타 중
국어 자료에 힘입어 후스가 식민지 조선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조선의 지
60) 胡適口述,唐德剛정리/번역(2005),『胡適口述自傳』, 合肥:安徽敎育出版社, pp.32-33.“今日回想,我對青
年時代這段經驗,實在甚為珍惜――這種經驗導致我與一些基督教領袖發生直接的接觸,並瞭解基督家庭的生活
方式,乃至一般美國人民和那些我所尊敬的師長們的私生活,特別是康福教授對我的教導,使我能更深入的瞭解
和愛好『聖經』的真義.我讀遍『聖經』,對『新約』中的「四福音書」中至少有三篇我甚為欣賞;我也喜歡
『使徒行傳』和聖保羅一部分的書信. 我一直欣賞『聖經』裏所啟發的知識.”
61) 胡適口述, 唐德剛정리/번역(2005),『胡適口述自傳』, 合肥:安徽敎育出版社, pp.61-64. 후스는 1914년
10월에 코넬대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당시 평화운동인사들인 죠지 나스미스(George Nasmyth), 존
메츠(John Metz) 등과 수차례 교류한바 있다. 후스 스스로도 코넬대학교 시절 자신은 ‘극단적 평화주
의자’였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은 노자의 ‘不爭’을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는 후스의 ‘평화
주의’를 ‘소극적 평화주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62) 胡適口述, 唐德剛整理/飜譯(2005),『胡適口述自傳』, 合肥:安徽敎育出版社,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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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운명적 동질감과 연대감을 형성했으며, 보다 능동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성원했음을 밝혔다 할 것이다. 특히 근대 과정에 한국이 서양
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적, 문화적 수용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후스의 예는 일방적인 수용만이 아닌 주변 대 주변의 혹은 ‘약소민족’ 간의 대등한
대화와 교류를 보여주는 사료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우선 후스의 예는 근대 과정의 대부분 지적 수용이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그에 앞선 인적 교류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
이 특이하다. 후스는 일찍 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 김현구와의 교우를 통해 식민지
조선인에 대해 깊은 연민의 정과 한국의 언어 문화적 특징에 강한 호기심을 자극
받은 바가 있었으며, 『개벽』, 『동아일보』 등에 축사를 보내게 된 것도 인적 교
류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번속국(藩屬國)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된
나라로 인식하고 조선인들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약소민족으로서 평등한 자유과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상대국 조선지식인들과 그들
의 문화에 대해 존경심을 보여주었고 실제적인 탐구를 통해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그의 개방적이면서 평등을 주장하는
문화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후스와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교유는 같은 주변 국가이자 ‘약소민족’으
로서 근대와 민족 자강(自强)/독립이라는 공동의 시대적 과제를 앞둔 후진국 지식인
으로서의 운명적 동질감과 연대성에 기초한 교섭이었다. 그가 『개벽』을 ‘동방 문
학의 샛별’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참신함과 혁신을 주문했던 것은 동아
시아적 지평에서 식민지 조선의 운명과 중국의 운명을 동일시했으며 공동된 근대적
과제 완성을 목표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후스와 조선 지식인들, 독립 운동가들
과의 정신적 교감과 인적 교섭은 그가 능동적이며 실천적 연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으며 조·중 연대의 실천적 잠재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후스가 단순히 축사나 논고의 기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직접 방문하고자
계획했으며 국제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이승만 등 해외 독립 운동가들을
도와준 점, 또 먼 훗날에도 김동성이 후스를 기리고 있음은 근대적 틀 내에서의 ‘주
변부’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증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후스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문화포용력과 그의
상호존중과 평등 의식 등이 이루어낸 ‘상호 주체성’이 제국주의 강권과 담론에 반하
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는 동아시아 근대 상호 교류와 협력
의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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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Shi's Perceptions of Colonial Korea and Exchanges
Jin Zhe63)

Abstract:Hu Shi, one of the initiators and great master of the Chinese New
Literature

Movement,

has

great

interests

in

reality

in

colonial

Korea,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he independence of Korea. He takes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academic research as the subjects of researches.
He tried to hold various exchanges to understand and recognize colonial Korea and
Korean culture in many aspects.The exchanges of Hu Shi and the intellectuals of
modern Korea are also processes of mutual subjectivity confirmations and in-depth
cultural exchanges of intellectuals on the basis of mutual equality, respect and
trust. Hu Shi's perceptions of colonial Korea broke out from the traditional
perception that China-Korea relationship is subordinate relation, and went beyond
the influence-acceptance relationship between advanced country and colony or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The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iphery to peripher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n the basis of
mutual subjectivity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between Chinaand Korea.

Keyword: Hu Shi, colonial Korea, culture exchanges of intellectuals, center and
periphery, mutual subjectivity, exchanges, perception

63) Jin Zhe, professor of Korean Studies at the Northeast Asian Institute of University of
Shandong, and research direction of comparative literature betwee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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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교원의 양성 방안 점검 및 개선 방안
-중국 화중사범대학교 중심으로-

이문화（중국 화중사범대학교）

1. 머리말

런샤오리(2013)에서 2012년 중국에서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4년제 대학교는 117
개이며, 이 중 석사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27개, 박사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7개이
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종사하는 교사는 1000명이 넘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 한국어교육의 중요한 축인 교사의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교육을 질적으로 더 높이기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사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한국에서 유학을 다녀 온 교수, 중국 대학교에서 졸
업한 교수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으로 졸업한 교수는 보통 한
국어 2급 교사 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다. 중국에서 졸업한 교
수는 한국어 2급 교사증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에 한국어 학과 교수들은 주로
두 학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중국에서 졸업한 교수의 양성을 어떻게 하는
지, 또 한국에서 졸업하고 중국에 들어온 교수의 양성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박사과정을 개설한 대학 중에 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9명 교원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화중사범대학교는 중국 교육부에 직
접 속하는 유명한 대학교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범대학교로 아주 유명하다. 또한
본인은 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속하는 교원으로써 현지 상황을 잘 알아 제
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다.

2. 한국어학과 교원 상황

중국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20０９년에 설립, 지금까지 1１년이 되었다.
교수는 2명, 부교수 2명, 강사 4명, 한국인 강사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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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원 상황

한국어
교수 진

국적/민족

학생 지도 자격

박사 졸업 학교

전공

교사자
격증

중국소수
지

중국/

박사 생, 석사

중국중앙민족대

조선족

생, 본과 생

학교

교수

민족언어

없음

문학
국어국문
배

교수

한국

석사 생, 본과 생

경의대학교

없음
학
국어국문

이

교수

중국/한족

석사 생, 본과 생

연세대학교

2급
학

부산외국어대학
제

교수

중국/한족

석사 생, 본과 생

없음
교

조

교수

한국

본과생

중국어학

양성과

과

정수료

화중사범대학교
중국소수

중국/
한

교수

석사 생, 본과 생

중앙민족대학교

민족언어

없음

조선족
문학
진

교수

중국/한족

본과 생

증

교수

중국/한족

본과 생

서

교수

한국

신라대학

교육학

화중사범대학교

중국어문

(박사 과정 생)

학

북경사범대학교

중국어학

(석사)

과

없음
없음

없음

본과 생

한 명은 조선족 교수이고 박사과정 생을 지도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명은 한국 사람이고 박사과정 생을 지도하는 자격이 없다. 다음 부교수 2명은 모
두 한 족이고 석사생 지도 자격이 있고 강사 4명과 한국인 강사 1명은 본과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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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중국인 교수 6명 중에 한국 유학 다녀 온 사람이 3명
이다. 한 마디로 중국에서 졸업한 교수는 3명이다. 이 교수 중에 한 명의 교수만
2급 한국어 교사 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 교원 2명, 한족 교원 4명, 한
국 교원 3명이다. 따라서 한국어학과 교원 9명은 전공이나 유학 배경이나 민족이
나 참 다양하게 조성되어있다. 한편 좀

복잡하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화

중사범대학교는 어떻게 교원을 양성시켰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다.

3. 한국어학과 교수 교원의 양상 현황
한국어학과 교수 교원의 양상은 주로 '수업 참관, 지도 교수, 신입 교원 교육'
을 통하여 하고 있다.

3.1 수업 참관
매 학기에 최소 2 번 이상 동료 수업을 참관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언어나 문
학이나 상관이 없이 한국어학과 동료의 수업에 들어가서 참관하고 참관 일지를
쓰면 된다. 학기 말에 참관 일지를 학과장에게 사인을 받고 원에다 제출한다.
동료 수업의 참관을 통하여 좋은 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원에 석사 지도 교수와 본과 생 지도 교수의 수업을 평가하는 전문
교수진이 있다. 학기 중에

예고 없이 교실에 와서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해 주면

서 좋은 피드백을 준다．

3.2 지도 교수
신입 교원은 처음에 학과에 들어왔을 때 본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 한
분을 찾아서 지도 교수로 정한다. 지도 교수는 연구나 수업 등을 지도해주고 평
가해준다. 지도 교수는 신입 교원 수업에 들어가서 참관하고 평가해준다.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되지 않은 학회가 있어도 추천해주고 참석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학회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학회 한 번만 참석할 수 있는데,
영어 학회나 중국어 학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되는 학회면 참석하고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좋다. 지도 교수가 있어서 수업뿐만 아니라 프로
젝트를 신청할 때 도움도 된다. 왜냐하면 신입이라서 현 대학 상황을 모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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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지도 교수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한결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3 공개 수업
공개 수업은 전체 학원에서 누구나 들어와서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수업이다.
보통 최소 6명 이상의 교수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한국어학과 교수뿐만 아니
라 다른 학과 교수들도 수업에 들어와서 평가해주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 가서 수업에 대해 자세히 일일이 평가하는 것이다. 교사와 수업, 그리
고 학생에 대해 분석하고 좋은 점과 주의 점 등을 지적하고 평가한다. 이를 통
하여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수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칭찬
을 받으면 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3.4 신입 교원 교육
학교에 들어오면 신입 교원 교육이 있다. 보통 한 학기동안 교육을 받고 합격
하면 증서를 발급해준다. 교원 교육은 보통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것이다.
특강을 하는 전문가는 중국에서 유명한 교육학자이다． 특강 내용은 다양하고 도
움이 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교사 복장부터 수업 방법, 기술까지 자세히 가
르쳐준다. 특히 경험이 없는 신입 교원에게 큰 도움이 된다. 특강이 끝나면 교
내 유명한 수업 교수진이 와서 수업을 해주고 팀을 나눠서 신입 교원을 데리고
지도해준다. 보통 신입 교원들은 6명의 유명한 교수의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이것은 부담이 없이 그 수업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사진을
찍고 팀 채팅 방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학교 측에 팀마다 지원비를 어느 정도를
해준다. 보통 수업 도구나 큰 용량의 USB를 사서 나눠준다．

3.5 방학 때 외국에 보내는 프로그램
작년부터 외국어학원에서 교사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학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연구하는 교사들에게 연구 지원비를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표,
생활비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실시하지
못했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

한국에 가서 연

구하는 한국어학과 교수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방학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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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가서 학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한 지도교수님을 뵙고 연구계획
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게는 중국에서 RISS나 논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어서 논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많은 자료를 찾아 연구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4. 개선 방안
2장과 3장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에서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없다. 한국에서 전문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받고 온 교사도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다.

4.1 정기 교육 프로그램
앞에 살펴봤듯이 한국어학과 교원을 위한 교육 양성 프로그램이 중국에는 아직
없다. 한국어 교육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 중국 현지에도 교원 양성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혼합적인 교육을 하면
좋겠다. 진정란(2011)에서는 혼합 학습을 적용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방안을

제시

하였다. 중국에서 이 문제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개인 부담하는 해야 하는지，

학교 측에서 부담해주는지도 중요하다. 한국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 한국어 교육
을 종사하는 교원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 양상 과정을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런 전문성이 강한 교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실제 하는 수업을 동영상을 찍고 전문가에게 보낸 후에 피
드백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중국에 와
서 실제 지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니면 중국 교원은 한국에 가서
실습하고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업을 하고 실습하고 또 수업하고 실습
하고 나선형식으로 교육을 계속 받으면 외국인 한국어 교원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다.

4.2 단기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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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외 단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원 양성 교육 국제 학회를 열고 각 나라에서 한국어를 종사하는 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경험이나 모범 수업을 소개하고 서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다. 또한 한국 전문가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으면 도움도 될 수 있다. 일 년에
한 번도 좋고 서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된다. 정기적인 교육에
서 배운 지식을 배경으로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배운 것으로 보여주고
활용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식으로 혼합해서 하는 것이
다. 즉, 교원 양성 교육 국제 학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유명한 한국 전문가
의 수업 참관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4.3 교원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한국어 수업을 잘 하기 위하여 교수법이나 수업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
원의 연구 능력도 필요하다. 연구를 잘해야 수업에 새로운 지식을 보충해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는 한국어 교원에게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없
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한국처럼 다양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되는 학회가 있으
면 그 학회에 참여해서 배우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기회가 있다면 한국 학
회를 열릴 때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여러 학
회는 중국에서 자 학회를 만들고 같이 학회를 열어도 좋다. 아무튼 중국에 들어
와서 한국 학회의 소식도 잘 모르고 참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의 연
구 능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어있다． 중국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한국에
있는 것처럼 한국 여러 연구 학회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으
면 좋겠다.

5. 맺음말
이상으로 현재 중국 화중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원들의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에
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이를 통하여 지금 중국에서 한국어 교
수 교원 양성 과정이 아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을 질적으로 높게 하기 위하여 교
원 양성 과정의 교육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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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 아쉬운 점을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 전 세계 현지에 있는 자국의 교사들이 현재 훌륭한 교
육이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교원 양성 교육의 참여로 지금보다 더 훌륭
한 교육이나 연구에 노력을 기율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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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수 교원의 양성 방안 점검 및 개선 방안
-중국화중사범대학교 중심으로-

박명수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_aSSIST)

먼저 중국화중사범대학교의 이문화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해 중국 내의 교
수 요원의 양성 방안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의 작은 의견이
교수님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습니다.
본 발표문을 받자마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시점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와의 연구 교류
에 주목하셨다는 점과 학교 내에서의 현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은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어 교육학회에서 꾸준히 연구 발표되고 있는 것이 ‘한국어교원
재교육화’라는 점에서 화중사범대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교수 교원의 양성과정을
살펴보려고 한 점은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본 발표문은 중국화중사범대학교 내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
국내의 타 지역에서의 교수 요원 양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출발
은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화중사범대학교의 교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실제 한국어과 교수의 조사와 더불어 소속 대학의 한국어교
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것은 보다 정확히 대안을 제
시하려고 했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 중 ‘코로나19’의 환경적 요인을 극
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피드백 받기, 한국과
중국의 교류 프로그램 만들기, 한국어 여러 연구 학회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장·단기 프로그램을 문제에 맞게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크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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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본 논문의 핵심인 ‘교수 요원의 양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교수 요원 자체
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교원 양성에서 교육과정, 교육, 평가 등 양성과정에서
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분석이 있으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둘째,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는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하는 방
법을 좀 더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시된 방안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실제 타 지역 혹은 한국에서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 현지에 맞
는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시기인 시점에서 본 발표문의 본질적인 의
미를 생각해 볼 때 이번 발표를 넘어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여러 연구 학회와 프로그램 참석은 한국
과 중국의 대학 혹은 대학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한국어 교육의 다양
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면 중국 내 교수 요원의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기초 연구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로
진행이 된다면 중국 현지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며 본 발표문에 대한 작은 의
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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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충돌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공유식 1

들어가며

얼마

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안관계가

언급되었다.

양안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관계에서

특히 우리는 대만문제에

대하여 줄곧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왔고, 미국도 과거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만문제가 국제관계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미회담에서 양안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한국의 의도를 떠나 미국이
대만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도 이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미국에 반격하고 있다. 미중갈등은 현재 국제관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자 현안이다.
미중갈등은 신 냉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중갈등의
장이 과거 냉전의 산물이었던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양안관계를 이야기 할 때 남북관계를 같이 이야기 하곤 한다. 이는
이 두 지역이 냉전시대 두 진영의 대결의 장이었기 때문이고 분단국가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하지만

탈냉전시대를

중국의

부상(浮上)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정세의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남북한과 양안을 통일이라는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관계와 중-대만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같은 미중의 갈등 속에서 대만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만이 중국에 대하여 개방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대만과 중국은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였고 양안관계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80년대 초에 중국이
일국양제의 모델과 함께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였고 대만은 90년대 계엄 해제
이후 새로운 통일강령을 발표하면서 양안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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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92공식이다.

92공식이란

1992년

대만의

해협양안기금회의

꾸ᄍᅠᆫ푸( 辜振輔 )와 중국 해협양안협회의 왕따오한(王道涵)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이후 대만의 정치적 양안관계는
대만의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 상당히 악화되어 왔다.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대만의 국내정치적 요인,
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국제정치적 요인등 다양하다. 현재는 대만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충돌이 양안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양안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이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국제관계의 변화 : 미국과 중국의 충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경제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미국과도 커다란 충돌 없이 국제사회에 진출하였다. 이는 도광양회. 평화와
발전이라는

단어로서

설명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제정세가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중국의 경제가 비약성장을 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의 외교정책이 기존의 도광양회에서 대국외교로 바뀌면서
미중간의 마찰은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중미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규정지으면서 스스로를 미국과 동일선상에 놓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 미국의
질서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격이 되었다, 물론 미국은 중국에 이러한 도전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클린턴 시기 미국은 자신감에 넘쳐서 윈-윈전략을 내세웠고 중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부시 대통령 시기에는 911테러사건 이후 중심이
중동으로 옮겨졌고,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서야 다시 rebalancing 전략과 pivot
to Asia를 통해 다시 중심을 아시아로 옮겨 왔다. 미국 외교의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옮겨 온 것이고 그 주요 타깃은 중국이 된 것이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많은

것이

바뀌었다.

트럼프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대시하며 화웨이 문제 등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전쟁으로 시작하였지만, 공자학원에 대한 폐쇄,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표,

QUAD의

국제기구화

등

전방위

전략과

코로나

중국기원설 등으로 반중정서를 부추기는등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갈등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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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정책의 기조는 트럼프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이제는 가치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바이든

반중연합전선의
국제기구화를

정부

구축으로
통하여

들어와서는
작전을
인도,호주,

트럼프와

바꿨다고

볼

일본과의

같이
수

일대일

있다.

승부보다는

그러면서

반중연합전선을

QUAD

만들었고,

한국,베트남,뉴질랜드에 QUAD+3을 제안하는 등 연합전선의 폭을 넓혔다. 이와
동시에 가치외교를 주상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대하여 피동적이지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의 일대일로 전략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와의 충돌,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원하고 있고(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백신의 지원), 전랑(戰狼)외교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RCEP, CPTPP 등 지역경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SCO들을 통하여 러시와의
협력을 꾀하고 반미연합으로 반중연합에 대항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정책의 변화-전략적 모호에서 전략적 명확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 이전 미국은 대만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만관계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는
개입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볼 수 있다. 1995년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으로서 당시 대만을 위협할 때 미국은 7함대의
출격으로 응수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자세를 전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유사시에는 대만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도 공공연히 말하였다.
하지만, 미중충돌이 격화되기 시작한 트럼프 시기부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미국은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주권문제,
특히 남해문제, 대만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정책을 폈다. 특히
대만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중국을 확실하게 자극하였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안보우산을 더욱 강화하여 트럼프 재임기간 중 대만에 9차례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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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였고, 2018년에는 대만여행법을 발표하여 미국 공무원들의 대만방문을
허용하였다. 2019년에는 대만보호법을 발표하였고 이에는 미국이 중화민국이
세계 각국 간의 실질적인 외교 관계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 미국이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 확립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주타이베이 미국대표부의 경비를 미국 해병대에 맡기기도 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에 대하여 중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였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도전을 서슴치 않았다.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국제질서로의 회귀와 다원화된 반중연합으로 인하여
대만이 미국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미국은 대만의
특사에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을 보내는 등 대만에 대한 우대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전의 기조를 바꾸는 행동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대대만 압박-강온 양동작전

중국은 미국의 반중친대만 정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때는 비록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대만압박은
미국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만내의 정치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만을 압박하여 왔다. 기본적으로는 文攻武嚇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정치적
군사적

압박이다.

반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호의를

보여주는

2005년

발표한

투트랙의 통일전선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인

압박은

주로

언어적

위협(文攻)이다.

반국가분열법에서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거나 외세가 개입할 시 비평화적
수단도

불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만문제에

대한

무력사용의

기준을

선거에서

리떵후이의

당선이

재천명한 것이다.
군사적인

압박(武嚇)으로는

1996년에

있는

유력하자 1995년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대만을 위협하였다. 대만
독립움직임에 대한 미국과 대만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이후에도 군사연습시
대만해협의 상황에 대한 실탄연습으로 대만에 대하여 무력시위를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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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도발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1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이외에도 외교, 경제적인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외교적
압박으로는 대만의 국제적인 공간을 점차 축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차이잉원
집권시에는 대만의 수교국이 20개국이었으나 현재 15개국으로 줄었다. 중국과
외교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만의 WHA에 옵저버로 참가하는
문제도 중국의 적극적인 방해로 무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만출신 해외
범죄자의 중국으로의 인도문제, 국제운동경기에서 대만의 명칭문제 등 대만의
주권영역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의 파인애플의 금수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수단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국의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핵심이익”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침범하는 문제는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에 대한 압박 등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대만문제를 이용하면 미국에 대한 보복보다는 대만에
보복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사드문제 때 사드는 본래 미국과 중국의 문제인데
한국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압박만 한 것은 아니다. 주로 경제, 사회영역이지만
회유책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영역에서 주로 “대만우대”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만에
대하여 베푼다는 뜻이며 이미 다른 위상에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첫 번째
대만 우대 정책은 아무래도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들 수 있다. 이는
마잉지우 총통이 당선된 이후 후보시절부터 주창해온 양안공동시장에 대한
중국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만 우대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쌍방에게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정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마잉지우

정부가

92共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3통(통항,통상,통우)의 협상도 마잉지우 정부떄 타결되었다. 민진당 정부 들어서
정치관계가 악화되니 중국은 惠台31項(2018년), 惠台26項(2019년), 올 5월의
對臺11조 등은 경제영역에서 대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

2

31조는 주로 개인과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정책이고 26조는 기업과 청년창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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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시기에는 대만인민에게 희망을 건다는 표현으로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원칙을 보여 줬고, 시진핑시기에는 피를 나눈 동포라는
표현으로 대만 민간의 민족의식에 호소하는 등, 동족의식을 가진 민간에게
민족주의로 접근 하는 방법을 정부와 민간을 이간하려고 하였다.
중국의 대대만 압박정책이나 회유정책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고 대만을 중국의 지방정부라는 인식하에 압박과 우대를 하고 있다.

대만의 딜레마 미국에 올인? 헷지?

미중충돌 하에서의 대만의 입장은 명확하다. 확실하게 미국의 안보우산아래
있어야 대만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냉전시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대만 정부의 입장이다. 약소국으로서 힘의 균형사이에서 확실하게 한
쪽을 선택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태도이다. 하지만, 90년대 대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만의 입장은 조금 바뀌었다.
특히

마잉지우

정부시기

중국과

관계개선이

되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헷지 전략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민진당 정부에 들어서서는 다시
경제, 안보 다 미국에 의존하는 전략으로 돌아섰다. 이는 미중충돌하에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대만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의 대만경제,
특히 반도체특수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진당의
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만독립에 있으므로 반중친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민진당 정부는 친미, 친일 정책을 입증이라도 하는듯 일본에서의
농산물

수입,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소고기의

수입

등의

일련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중국에 대하여 명확히 반중을 외치지는 않지만, 항상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서
대화하려는
정부와는

자세를
접촉을

유지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있다.

하지만

때문에

중국은

민진당은

당연히

민진당

국내정책에서

점차

“중국”적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대민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반중”정서가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차이잉원 1기 집권 시
내정의 실패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실패하고 선거 초기에는 국민당의 한궈위
후보에게 밀렸으나 홍콩사태로 인한 반중정서의 고조로 역전에 성공하였다.

이룬다. 대대만11조는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들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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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으려는

민진당

정부와의 갈등은 이번 코로나사태에서도 보여졌다. 코로나 초기 우한에 있던
대만인들을 귀국시키려는 전세기의 운영에서 주체의 문제로 중국과 갈등하였고,
대만의 코로나사태가 갑자기 악화되고 있는 지금, 중국의 백신제공제의를 민진당
정부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고 오직 미국에서의 수입과 자체
생산의 성공에만 기대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문제가 친미반중으로 만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현재 중국과의 교류가 제한되어 있고,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는 친미반중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까지 이 효과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코로나정국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대중국경제교류는

지속되고

있고

무역총액은 최근 10년동안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향후 미중간의 충돌, 특히
경제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으나 중국과의 경제의존도가 그리 줄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게 경제와 안보를 모두 의존할 경우 과연 그 리스크가
적을 것 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안보리스크이다. 봉중필반(逢中必反 )이라고 불릴 정도의
민진당 정부가, 현재 여러 각도에서 대만의 독립에 대한 가늠을 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헌법개정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만, 특히 민진당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독립의 길로 가려 한다면 중국은 그동안 표방한 바가 있기
때문에라도

무력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어느

수준까지의

무력충돌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국제정세와 중국의 정치상황을 볼 때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야당인 국민당의 우려이기도 하다.

결론-양안관계의 전망과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미중관계는 이미 충돌과 경쟁, 견제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된
전장은 바로 동아시아이다. 남북한 문제, 양안관계, 남해문제 등은 미국과
중국의

주된

전장이

되고

있다.

특히

양안관계는

다른

문제들에

비하여

이익해당사자가 단순하다. 그러므로 향후 미중의 경쟁은 대만을 둘러싸고 벌어질
확률이 상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기에 동서경쟁의 주 무대였던 대만해협은 미중경쟁 시대에도 여전히
경쟁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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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반중정서는 최고조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민진당 정부의 지지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른다. 연말에 있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만의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될 수도 있다.
미국도 바이든정부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시대의 반중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트럼프의 only America에서 America is Back 으로 돌아왔고,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에 과연 대만이
참여하게 될 지도 알 수 없다.
갈등완화여부가

가장

큰

결국 양안관계의 개선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변수이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대만의

국내정치구조변화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도

양안관게와

같이

미중충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

양안이나 한반도나 냉전시대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충돌의
최전선이었고, 탈냉전시대에는 신흥강국 중국과 미국의 충돌에서도 최 전선에 서
있다.

하지만

한반도와

양안의

차이점은

북한이라는

변수의

차이이다.

양안관계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이라는 행위자 사이의 관계만이 존재한다.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당사자 이외에 미국과 중국이 지역패권을 놓고
각축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도 이해관계자의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중갈등하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과 한편에 서고 있다. 남북한은 현재 각각 미중사이에서 각자의
이익을 재량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하던 시기에는 양안관계는
그리 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략적 명확성을 띤 지금 양안간 무력충돌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은 미중갈등에서 헷지가 아닌 전면적인 친미를
선택하였다.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관계이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북한문제라는
변수가 하나 더해져 있기에 전면적인 친미는 힘들다. 경중안미라는 전략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대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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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충돌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토론문

박홍서 1

본 발표문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양면 전략과 이에 대한 타이완의 대응전략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논문은 양안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진당 정권의 ‘친미반중’ 노선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토론자 역시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사실, 차이잉원 정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정치적’ 이유에서 친미반중 정책을 고수한다고 보여진다. 즉, 국내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 반중정서를 활용하고,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
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이잉원 정권은 재선을 앞두고 대륙의 스파이 공작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반침투법’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국민당이 이에 강력
히 반발했다는 사실은 반침투법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차이잉원 정권은 타이완은 대륙과 달리 민주주의체
제라고 강조하면서 ‘일국양제’나 ‘92공식’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홍콩 문제
역시 대내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차이잉원은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타이완”
이라고 비유하면서 대중 위협인식을 조장했을 정도다. 애초 재선 가능성이 낮았
던 차이잉원이 홍콩 사태로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향후에도 계속해 반중정
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발표문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타이완 전체이익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차이잉원 정권의 반중정서는 정권 차원의
이익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안관계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타이완 경
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희망하
는 세력도 있지만, 경제 성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차이잉원 정권의 반중 행보는 오히려 타이완의 이익
을 훼손하는 파당적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차이잉원 정권의 친미 전략 역시 미중관계에 대한 적확한 독해가 결여돼
있는 듯 보인다. 미중 경쟁은 사활적 경쟁이 아니라 ‘전략(strategic)’ 경쟁
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미중경쟁이 사활적 경쟁(제로섬)이라면, 타이완의 친미
반중 전략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을 대전제로 한 경쟁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타이완의 행보는
‘미중 카르텔’이라는 현실을 적확히 독해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타이완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타이완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과
미중 간 사활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향후 타
이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진당 세력이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양안에서 군사충돌이 가시화되는
1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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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오히려 타이완 독립세력을 통제할 가능성이 농후하
다. 그것은 미중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과의 ‘은밀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마저 있다. 1979년 미국이 제정한 타이완 관계법은 단순히 대륙에
대한 메시지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양안관계에서 누구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경
우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그 주체에 타이완도 해당된다. 결국,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민진당이 판단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로맨
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안관계는 한반도 문제에 일정한 함의를 준다. 그럼에도 두 가지 문제에
는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핵심은 미중 양국에게 양안문제와 달리 명시적 타
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타이완을 주권사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타이완
을 두고 미국과 협상할 수는 없다. 그것은 대내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몰락시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북한은 주권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연하게 미국과의 협의가 가능하다. 북한급변사태에 관해 미중 양국이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양안문제와 남북한 문제를 비교할
때 이러한 구조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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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대만 이미지 인식
: 인터넷 언론 기사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홍유선*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대만 인식 상태를 분석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대만인의 반한감정 관련 기사의 댓글을 수집하여, 댓글에서 표현한 대만
이미지의 양상을 분류하여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댓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이트에서

보인

부정적인

이미지

모두

70%이상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보다 많았다. 둘째, 부정적인 이미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관심의 대상’으로서의 대만이었다. 셋째, 두 사이트의 정치성향의 차이에
따라 기타 이미지의 순위가 달랐다. 이 연구는 부정적인 대만 이미지가 무관심에
따른 무지(無知)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인식하는 상대국
이미지 차이는 상호 편견에서 비롯된 일반화의 오류를 인식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수의 이미지가 동시에 적힌 댓글을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한 후 산술하여 단편적인 통계분석에 머무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수 이미지가 동시에 적힌 댓글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각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기사 댓글, 반한감정, 대만 이미지, 무관심,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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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인이 대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대만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로 종종 한국 언론에 비추어진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 한국과 대만은 정치와 안보의 이익을 공유하는 우방 관계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국익을 위한 대만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정치 층위에서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민간부문에서 문화콘텐츠와 관광을
통해 교류를 유지하고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는 그 증가세를 이어왔다. 1 그런데도
현재 대만을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일부 한국인은 대만을
중국의 자치주 또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만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연구자는 한국인이 대만을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감정에 영향을 주는 상호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과 대만의 관계 발전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물론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반드시 친밀해야 할 이유를 말하기 어렵다. 어차피
한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경제적으로도 자국의
발전과 직결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많은
한국인과

대만인이

상호

왕래하고

있으며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가

증가하였다.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중한 국민이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시민이다. 2 따라서 오해로 인한
반한감정을 최소화하여 안전과 생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대만 국립가오슝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 겸임조교수
1

2015∼2018년 한국에 입국한 대만인 수는 2015년 500,100명, 2016년 808,420명, 2017년
888,526명, 2018년 1,086,516명이다.中華民國交通部觀光局,https://admin.taiwan.net.tw/FileUplo
adCategoryListC003330.aspx?CategoryI D=60939d13-f82f-4c65-af45f 5 25 6 83 89 6 6a &a p pn am e =Fi l eU p lo ad CategoryListC00 3330, 검색일: 2 0 21년 4월 25일.

2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대만에 거주 중인 한국인 중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1,060명이고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의 수는 5,233명이다.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15, 검색일: 2021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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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반한감정을 최소화하는 첫 단계는 한국인이 우선 대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이

없다면,

상대방도

우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대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대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이 대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전제이다. 한국인이 대만을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인이 인식하는 대만 이미지를 연구한 연구물은 매우
희박하다. 연구자가 발견한 선행연구는 한국학자 임대근의 연구 1편과 대만학자
홍원러우(洪雯柔)의 연구 1편, 궈추원(郭秋雯)의 연구 1편이다.
우선 한국학자로서는 임대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어 ‘대만’과
‘타이베이’가 기간별 검색된 추이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대만 인식 경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대만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검색어 ‘대만’이 검색된 빈도는 2016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언론의

특정

이슈가

검색어‘타이베이’는

설정될

2011년

때에

이후로

한정된

급격히

경향이

증가하였다.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거시적인

측면의 대만 사회 및 문화에 관심이 아닌, 여행 및 날씨와 같은 개인이 필요한
미시적 수준의 정보 검색에 제한된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관심의 증가에
영향을 준 원인으로서 미디어 콘텐츠 《꽃보다 할배》를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3
그의 연구는 한국인의 대만에 관심 있는 정도의 추세와 층위를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다만 연구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인이 대만을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연구할 필요성을 남겼다.
대만학자 홍원러우는 한국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조선일보》에서 묘사한
대만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조선일보》에서
나타난 대만 이미지에 대한 차이 및 중시하는 분야 등을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텍스트 분석을 통해

3

임대근(2017), 〈한국인의 대만 인식: 대중문화 경험을 중심으로〉, 《대만연구》 제10권, 33-40
쪽 참고.

洪雯柔(2015), 〈韓國眼中的臺灣意象──韓國中學社會領域 教科書與《朝鮮日報》的分析與反思〉,
《教科書研究》 第八卷 第三期, 37-75쪽 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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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유동하고 있는 대만 이미지 및 프레임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한국

민중은

어떻게

대만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까지는 다루지 못하여,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남겼다.
대만학자 궈추원은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만인의 반한
이유’를 대상자 일 인당 두 개의 답변을 요청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여
190개의 답변을 수집하였다. 그에 따르면 답변의 내용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교

언론의

26개(13.7%),
11개(5.8%),

64개(33.7%),

한국에

문제

열등감/질투
20개(10.5%),

대한

인식

부족

및

39개(20.5%),
경제상

경쟁

잘못된

인식

스포츠의

경쟁

13개(6.8%),

친일

6개(3.2)%,

모름

11개(5.8%)였다. 5 이처럼 그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대만 인식을 조사하여, 이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다.

하지만

‘대만에

거주한

한국인’으로 표본의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한국 민중이 인식하는 대만 이미지가 어떠한
양상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연구문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범위, 분석대상, 연구문제를 설명하여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1.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이 인식하는 ‘대만 국가
이미지’이다.

하지만

‘국가

이미지’는

해당국의

대중문화,

순수예술,

문화유산, 경제, 안보, 정치 외교, 사회, 스포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6 이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여

지면상의

한계로

모두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5

郭秋雯(2018), 〈한류의 대만 진출 역사 및 대만인의 한류 인식〉, 《디아스포라연구》 제12권 1
호, 105쪽.

6

해외문화홍보원(2019), 《2019년도 국가 이미지 조사 보고서》, 세종: 해외문화홍보원,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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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를 특정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인식하는‘대만인의 반한감정’과 관련된
이미지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대만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한국 국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반한감정이 종종 표출되고 있다. 7 우리
스스로가 대만에서 반한감정이 나타나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은 문제해결의
주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스스로가 그 이유를 왜곡하여 인식하고
불필요한 반(反)대만 정서를 갖는다면 문제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인이 ‘대만인의 반한감정’과 관련된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수정할
것인지 그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한국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 가능한 언론 기사의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8 인터넷 댓글은 그 주체가 한국인인지 검증이 어렵고,
구독자

중

일부

독자만

습관적으로

댓글을

적는

특성이

있어

한국인의

인식체계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단시간에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고, 자유 개방형 의견을 수집할 수 있어서 탐색적 연구에
적합하다.

따라서

기초적인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검색 가능한 대만 관련 언론 기사의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9

7

2018년 대만민의기금회(臺灣民意基金會) 조사에 의하면 대만인이 호감을 느끼는 조사대상국 10개
중 한국은 6위에 그쳤다.游盈隆(2018)， 《2018年 6月全國性民意調查 摘要報告》， 台北： 財團法
人台灣民意基金會, 33쪽.

8

한국에서 최근 4년간(2017년 5월~2021년 5월) 포털사이트의 점유율 순위는 네이버 1위(67.03%),
구글 2위(23.00%), 다음 3위(7.31%) 순이다.www.internettrend.co.kr/trendForward.tsp, 검색일
2021년 5월 30일. 해외 포털사이트인 구글은 제외하고, 국내 포털 사이트 중 점유율 순위가 높은
네이버와 다음에 적힌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의 정치성향은 각각 보
수와 진보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배여운∙안혜민(2021. 02. 19.),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첫 댓글 영향력? 〉, 《SBS 뉴스》.
9

댓글 작성자 중에는 외국인도 존재할 수 있으나, 그것을 확인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한국어 댓글
은 한국인이 작성했을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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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대만의 반한감정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 나타난 대만
이미지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댓글에서 나타난 대만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인가?
연구문제 2. 댓글에서 나타난 대만 이미지 비율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3. 두 사이트에서 나타난 대만 이미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세 개의 연구문제는 한국 기사 댓글에서 나타난 대만 이미지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Ⅲ. 기사 댓글에서 나타난 대만 이미지 비율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여러 개의 기사가 아닌, 대표성이 있는 하나의
기사를 선택하여 관련 댓글을 분석하였다. 많은 양의 댓글이 기재된 기사는
그만큼 화제성이 있는 기사이고 독자의 주의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검색어‘대만’과 관련한 기사 중 댓글 수가 1000개를 초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0 이 상황에서 네이버 댓글 수 1843개, 다음 댓글 수 3667개가 적힌
기사가 있었다. 그것은 대만의 반한감정 원인을 다룬 《머니투데이》 2018년 8월
13일 기사 〈“너무 이기고 싶다”..한국이 얄미운 나라〉였다. 아홉 건의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대만인의 반한감정 주요 이유를 분석한 기사였다.

10

네이버에서 대만 관련 기사를 무작위로 다섯 개를 선택하여 본 결과 5, 7, 25, 36, 325개 순으로
다섯 개 기사 중에 네 개 기사의 댓글이 100개 미만이었으며, 한 개 기사만이 댓글 수 100개를 초
과하였다.네이버, naver.com, 검색일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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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대만인의 반한감정 주요 이유는 네 가지였다. 첫째,
대만과 함께 항일과 반공의 역사를 공유하던 우방국 한국이 갑자기 중국과
수교를 하였던 사건이다. 둘째, 대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성인은 친일적
태도가 있지만, 한국은 반일적 태도를 보여 대만인은 한국을 일본에 고마움을
모르는 국가 이미지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셋째, 중화사상이 강한 대만인이
소국으로 여기던 한국에 경제적 추월을 당하여 이로 인한 열등감이 반한감정의
원인 중 하나다. 넷째, 정치와 언론에서 반한감정을 악용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점도 관계 악화의 원인이다. 11
물론 이 기사의 내용이 정교한 분석과정을 거친 결과는 아니지만, 이에 반응한
댓글 수를 고려하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많은 독자가 반응을 보인 이 기사의 댓글 내용을 분석하면 이제껏 알기 어려웠던
한국인의 대만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사의
관련 댓글 내용과 비율을 분석하였다.
댓글 게시 포털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설정하였다. 네이버와 다음은
한국인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포털사이트이며, 정치적 성격이 상반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두 개의 포털사이트에 적힌 댓글을 분석하면 보다 균형된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한 댓글 수는 네이버 댓글 1843개 중 884개, 다음 댓글 수 3667개 중
956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 신뢰도 95% 이상을 확보하였다. 댓글의
핵심문구를 참고하여 중심내용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댓글을 부정적인
이미지 5개, 긍정적인 이미지 5개로 총 10개의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부정적인 이미지는 대만을 친일, 중국민족, 무관심 대상, 국익 논리에
따라 도태, 잘 몰랐던 국가로 표현한 것이었다. 각 이미지로 댓글을 분류하는데
참고한 핵심문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미지인 친일국가로 분류하는데
참고한 핵심문구는 “섬나라 종특”, “일본 2중대”, “일본 식민지”, “일본의
아류”와 같은 일본과 관련된 특징을 묘사하며 적의 친구는 똑같이 우리의
적이라는 논리로 표현한 댓글이었다. 두 번째 이미지 중국민족으로 분류하는데
참고한 핵심문구는 “섬짱깨”, “중국인과 다를 게 없다”, “우리를 무시”와

11

이재은(2018.08.13), 〈“너무 이기고 싶다”..한국이 얄미운 나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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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국인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제한 후 그것과 연결하여 대만을 비하하는
댓글이었다. 세 번째 이미지인 대만을 무관심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참고한
핵심문구는 “섬춘장 국가도 아님”, “열등감”, “관심 없음”, “곧 중국에
흡수”와 같이 상대할 가치를 배제하여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부류였다. 네
번째 이미지인 대만을 국익 논리에 따라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국가로 묘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문구로서 ‘너희가 약해서’, ‘장개석도 공짜로 우리
도와준 것 아님’, ‘어쩔 수 없다’와 같이 대만과의 단교는 당연한 순리로서
대만인의 반한감정을 비합리적 반응으로 여기는 부류였다. 다섯 번째는 기자의
글에 공감하며 그동안 대만에 대한 지식을 몰랐던 사실을 방증하는 부류는
“그동안 몰랐다”, “기사를 잘썼다”, “내용이 전문적이다”와 같이 기사
내용을 전문적으로 여기는 부류였다. 12
이에 반해 긍정적인 이미지 5개는 대만의 반한감정 기사 비판, 대만의
반한감정은 대만의 정치권 및 언론의 이용 결과, 직접 경험한 착한 대만인,
대만에 대한 미안함, 대만은 우월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분류하는데
참고한

핵심문구는

이미지별로

다음과

같다.

긍정적으로

분류된

첫

번째

이미지인 기사 비판은 “기자가 뭘 모른다”,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등의
댓글 작성자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혐한 국가 이미지를 부정하는 부류였다. 두
번째 이미지로서 대만 정치인 및 언론에 선동당한 대만인은 “대만인들도 이용
당한 것”, “정치권이 문제”와 같이 대만인이 능동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이용당한 의미가 담긴 문구를 참고하였다. 13 세 번째 이미지로서
직접경험을 바탕으로 대만 민중을 착한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참고한 문구는
“대만인 친절하다”, “실제로는 순수하다”와 같은 선량함과 친절함과 관련된
핵심문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네번째

이미지는

관계개선의

대상으로서

대만으로 분류하는데 참고한 문구는 “안타깝다”, “미안합니다”, “대만이
우리 도와준 줄 몰랐다”와 같은 표현으로서 한국을 비판하고 대만을 옹호하는

12

기사에 공감하는 댓글을 단순히 대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겨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류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기사 내용 자체가 대만의 반한감정 원인을 다루었고, 이에 특별한 의견 없
이 동의했다면 그 댓글은 최소한 ‘대만은 혐한 국가’라는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부정적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13

이 또한 한국을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 선동의 피해자인 대만인을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
적인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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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었다. 다섯 번째 이미지로서 대만을 선진국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판단한
문구는 “PPP 기준으로는 대만이 한국보다 높다”, “타이완 넘버원”과 같이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대만을 높여 표현하거나, 중국을 견제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 적힌 문구를 참고하였다. 14
이와 같은 핵심문구로 댓글을 10개의 이미지로 분류하였고, 네이버와 다음에서
나타난 비율을 구하였다. 15 우선 아래 <표 1>은 네이버 댓글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대만 이미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네이버 댓글에서의 대만 이미지 분포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전체

이미지

친일

중국

무관심

기사

국익

기사

정치선동

선량한

미안함의

우월한

항목

국가

민족

대상

공감

논리

비판

피해자

대만인

대상

국가

90개

132개

270개

120개

20개

18개

15개

24개

168개

27개

-

개수

884개*
632개
10.2%

14.9%

30.5%

252개
13.6%

2.3%

2%

1.7%

2.7%

19%

3.1%

비율*

100%
71.5%

28.5%

*표본의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38% 16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

위의 <표 1>과 같이 네이버에서 추출한 댓글 884개 중 71.5%에 달하는 632개가
부정적인 이미지에 속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8.5%에 해당하는 252개 댓글이
긍정적 이미지에 속하였다. 부정적 이미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미지는
대만을 한국의 무관심 대상으로 언급한 댓글로서 30.5%(270개)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은

중국민족

14.9%(132개),

기사

공감

13.6%(120개),

친일국가

10.2%(90개), 국익 논리에 의한 도태대상 2.3%(20개) 순이었다.

14

하나의 댓글에 여러 이미지가 중복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의 이
미지만 선택하여 분류 범주에 포함하였다. 중복되는 이미지는 주로 무관심 대상, 친일, 중국민족이
함께 등장하였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취한 이미지는 무관심 대상, 그 다음 친일, 마지막으
로 중국민족이다. 그 이유는 이미지의 특징에 근거하였다. 이미지는 주관적으로 구성한 심상인데,
관심 및 무관심 대상은 실체보다는 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결정하는 요소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선택 순위에서 ‘중국민족’을 가장 마지막으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로 대만인구의 대부분 민족이
한족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실체와 비교적 가까운 요소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5

10개 이외에도 다른 내용이 적힌 댓글이 존재하였지만, 대만 이미지와 관련성이 적거나 표본 수
가 너무 적게 산출된 댓글 내용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16

나우앤서베이, nownsurvey.com, 검색일: 2021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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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긍정적 이미지 중 대만을 미안함의 대상으로 인식한 댓글이 168개로서
19%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은 우월한 국가 대만 3.1%(27개), 선량한 대만인
2.7%(24개), 기사 비판 2%(18개), 정치 선동 피해자 1.7%(15개)를 기록하였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의 댓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이루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류된 이미지에서는 그 비율이
네이버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음 댓글의 분석 통계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다음 댓글에서의 대만 이미지 분포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전체

이미지

친일

중국

무관심

기사

국익

기사

정치선동

선량한

미안함의

우월한

항목

국가

민족

대상

공감

논리

비판

피해자

대만인

대상

국가

166개

123개

315개

32개

76개

25개

35개

17개

166개

1개

-

개수

956개*
712개
17.4%

12.9%

32.9%

244개
3.3%

7.9%

2.6%

3.7%

1.8%

17.4%

0.1%
100%

비율**

74.4%

25.6%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68%. 17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

위 <표 2>와 같이 다음 표본 댓글 956개 중 74.4%에 달하는 712개가 부정적인
이미지에 속하였다. 18 그리고 나머지 25.6%를 차지한 244개 댓글이 긍정적
이미지에 속하였다. 부정적 이미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미지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대만을

한국의

무관심

대상으로

언급한

댓글이었다.

무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댓글 비율은 전체 중에 32.9%(315개)를 차지하였다. 그다음
항목은 네이버와는 다른 순위를 보였다. 친일국가 17.4%(166개), 중국민족
12.9%(123개), 국익 논리에 의한 도태대상 7.9%(76개), 기사 공감 3.3%(32개)
순이었다.
한편 긍정적 이미지 중 대만을 미안함의 대상으로 인식한 댓글이 166개로서
17.4%를 차지하였다. 이 또한 네이버 댓글의 긍정적인 이미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미안함의 대상과 같은 순위였다. 하지만 그다음의 순위는 차이가

17

나우앤서베이, nownsurvey.com,

18

이 수치는 네이버의 71.5%보다 약간 높다.

검색일: 2021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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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정치 선동 피해자 3.7%(35개), 기사 비판 2.7%(25개), 선량한 대만인
1.8%(17개), 우월한 국가 대만이 0.1%(1개)를 기록하였다.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표본에서 이미지별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두드러진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부정적인 이미지 비율이
네이버 다음 모두 70%대로서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둘째,
대만은 한국의 무관심 대상으로 보는 댓글 비율이 두 사이트 모두 30%대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 19 셋째, 대만을 친일국가 또는 중국민족으로 인식한
이미지는 모두 부정적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대만을 ‘미안함의 대상’으로
표현한 댓글이 긍정적인 이미지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사이트

댓글의

차이점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서

다음(Daum)의

친일국가 이미지 순위(2위, 17.4%)와 긍정적인 이미지 중에서 대만인을 정치
선동의 피해자로 본 순위(2위, 3.7%)가 높았다. 20 이것은 네이버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다음 이용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궈추원의 것과도 비교할 수 있다.
궈추원의 연구에서 언급한 대만 거주 한국인이 인식하는 대만인의 반한감정 이유
비율은 단교 33.7%, 열등감/질투 20.5%, 스포츠의 경쟁 13.7%, 언론의 문제
10.5%, 경제상 경쟁 6.8%, 친일 5.8%,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잘못된 인식
3.2%, 모름 5.8%였다. 21 궈추원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단교’는
댓글 분석에서 분류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사에서 이미 언급되었고 이에 공감한
댓글에 ‘단교’개념이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한 열등감/질투 항목은 궈추원의 연구결과에서도 2위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궈추원의 연구에서 3위를 차지한 ‘스포츠의 경쟁’은 본 연구에서
주요

항목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반대로

본

연구에서

다음(17.4%)과

19

하나의 댓글에 두 개 이상 이미지가 중복되어 출현할 때, ‘무관심의 대상’ 이미지를 우선 선취
하였던 점도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댓글 표본 중 30% 이상에서
대만을 무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20

네이버 댓글에서 친일국가 대만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 다섯 개 중에 4위(10.4%), 정치선동의
피해자는 긍정적 이미지 다섯 개 중에 5위(1.7%)를 차지하였다. 다음 사이트 댓글에서 높은 순위(2
위)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1

郭秋雯(2018), 위의 글,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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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10.2%)에서 모두 10% 이상을 차지한 친일국가 대만 이미지가 그의
연구에서는 5.8%에 머물렀다. 이것으로 보아 대만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과
광범위하게 분포된 한국인 네티즌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이 연구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대만 이미지를 분석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첫째, 한국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대만인의 반한감정 관련 기사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둘째, 댓글에서
표현한 대만 이미지를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비율을 분석하였다. 셋째,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댓글에서 표현한 대만 이미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71.5%, 긍정적인 이미지가 28.5%의
비율을

보였다.

25.6%로서

다음에서는

네이버와

같이

부정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지의

74.4%,
비율이

긍정적인
높았다.

이미지가

그리고

두

사이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관심의
대상’으로서의 대만이었다. 하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분류된 친일국가 대만과
긍정적 이미지로 분류된 정치 선동의 피해자의 순위는 네이버보다 다음에서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왜 이 기사의 댓글에서 친일국가, 중국민족 개념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없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국경과 대부분을 접촉하고 있는 국가이다. 물론 이 때문에 영토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그만큼 상호의존도도 높다. 즉 한국과
이들 국가의 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그만큼 밀접하게 공동의
이익을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댓글에서 표현한 친일국가, 중국민족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편향되어
있고, 이와 연결된 대만 이미지 또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편향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해외 국가 이미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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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면 상대국에 무관심으로 인한 무지(無知)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에

대한

무관심은 무지로 이어지고, 무지한 상태에서 미디어는 민중이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이다. 이 상황에서 미디어의 편향적인 보도는 상대국에 대한
편향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편향성은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다음 사이트 댓글의 부정적 및 긍정적 이미지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한 ‘친일국가’ 및 ‘정치 선동의 피해자’ 이미지가 네이버에서는
각각 4위 및 5위로 하위권에 속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정치성향 차이는 대만인의
한국 이미지 인식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만 사회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정치성향에 따라 다르다. 이 연구의
기사에서 반한감정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한국-대만 단교 사건은 1992년
당시에도 대만 사회의 전체 프레임이 아닌 일부에 국한되었다.
예를

들어

《연합보》는

양국의

단교를

한국의

잘못으로

비난했지만,

《자유시보》는 중국의 위해(危害)에 의한 결과로 프레이밍 하였다. 22 게다가
궈추원에 따르면 한국-대만 단교에 대해 실제로 반감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대만인은 40대 후반 이상의 일부만 존재할 뿐, 대부분의 대만인은 이 사건을
망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한다. 23 이처럼 대만인 개인마다 인식하는 한국 이미지와
반한감정 이유가 다르다. 그런데도 한국 몇몇 언론 및 한국인은 일부분을
확대하여 대만인 전체의 특징으로 규정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양국 간의 오해를 심화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더욱
세부적으로 상대국을 이해하여 불필요한 반감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대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관심에 따른 무지(無知)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인식하는 상대국 이미지 차이는 상호 편견에서
비롯된 일반화의 오류를 인식해야 한다는 의의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로는

기초적인

분류에만

머물러

인식하는

이미지의

세부적인 요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하나의 댓글에 나타난 중복된

홍유선(2020), 《대만 언론의 한국 국가 이미지 형성: 정당 체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외
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2쪽.

22

23

郭秋雯(2018), 위의 글,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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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면 대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체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한국인이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원인을
분석하는데도 더욱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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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s image perceived by Koreans
: Focusing on Internet media article comment analysis

Hong, Yoo-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ue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analyzing the Korean perception of Taiwan. The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the ratio by collecting comments of article
related to anti-Korean sentiments of Taiwanese on the portal site Naver and
Daum, and classifying the aspects of the Taiwan’s image expressed in the
comments.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Naver and Daum’s commen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egative images seen on both sites were more than 70%,
which was more than the positive images. Second, Taiwan’s image as an
‘object of indifference’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negative
images. Third, the ranking of other image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two site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the negative image of Taiwan is related to ignorance caused
by in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in the image of the other country
perceived according to individual political inclinations requires recognizing
the error of generalization resulting from mutual prejudice.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remains in fragmentary statistical analysis
by arithmetic after unifying comments with multiple images at the same time
into one content. Therefore, in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image by setting a comment with multiple images
as the research scope.

Keywords:

Article

Comments,

Anti-Korean

Indifference,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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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홍유선, ｢한국인의 대만 이미지 인식:
인터넷 언론 기사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를 읽고

임대근 1

홍유선 선생님의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리적, 문화적, 경제
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이해와 인식은 여전히 일천한 측면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우방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교’(1992)라는 변곡점 이후에는 상호 인식의 낙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 도래
되었고, 상호 반감 또한 증대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유선
선생님의 논문은 한국인이 어떠한 측면에서 대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어, 향후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위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저의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문제의 설정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댓글 분석을 통한
‘대만 이미지의 모습’, ‘대만 이미지 비율의 분포’, ‘사이트 별 대만 이미
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한국 네티즌이 대만과 관련
한 특정 기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경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
술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용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만 이미지’는 ‘국가 이미지’
또는 ‘지역 이미지’의 하위범주로 설정될 수 있을 텐데, 특정한 국가/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는 용어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자의 기존 학위논문이나 또 다른 학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의 제목에서 ‘대만 이미지 인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다소 혼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대만 이미
지’, ‘대만 인식’, ‘대만 이미지 인식’이라는 용어가 각각 다른 개념을 내
포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만 이미지의 모습’이라는 표현과 ‘대만 이미지 비율의 분포’라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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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댓글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기술은 이러한 두
문제에 이어 곧바로 세 번째 연구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만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인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두 사이트별 대만 이미지의 공통점과 차이
점’은 충분히 유의미한 내용이지만, 이 연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는 다
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인의 대만 인
식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이트별 대만 이미지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논의하더라도 그러한 논의는 결국 한국인의 대만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
한 해석으로 나아갈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자가 인용하신 한국인의 대만 인식에 대한 연구(｢한국인의 대만 인식:
대중문화 경험을 중심으로｣, 2012)를 수행하면서 “195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상태의 상호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한국인이 대만을 상상하면서 마치 ‘존재하지만 형상(image)은 없
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데올로기
의 작용이 역사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허망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
여”주며, “한국과 대만 사이의 ‘혈맹’과도 같은 관계가 하향식(top-down)방
식으로 형성되면서, 민간 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왕래나 교류를 구성하지 못
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49년 이후부
터 계산하더라도 40년이 이 넘는 양자 관계의 가장 큰 한계”일 것입니다. 이러
한 문제를 포함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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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移轉「戰時作戰指揮權」之歷程與挑戰
陳蒿堯

1

中文摘要
「作戰指揮權」是一國軍事主權的象徵，
「戰時作戰指揮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更是韓美同盟軍事安全合作的關鍵指標。2007 年 2 月，盧武鉉政府
時期，韓美兩國商定於 2012 年 4 月 17 日移交「戰時作戰指揮權」。2010 年 6 月，李
明博政府時期將「戰時作戰指揮權」移交時間推遲到 2015 年 12 月 1 日。2014 年 10
月，朴槿惠政府時期再次推遲「戰時作戰指揮權」移交，但未制定新的移交時間表。
2017 年 5 月，文在寅就任總統後，鄭重宣示將重新推動移交「戰時作戰指揮權」，並
規劃提前至 2022 年任期結束前完成。本篇論文將簡單回顧歷次韓美協商移轉「戰時
作戰指揮權」之歷程，美國所訂之移轉條件及相關時程規劃，以及移轉「戰時作戰指
揮權」過程中所牽涉之安全議題與可能面臨的挑戰。
關鍵字：韓美同盟、戰時作戰指揮權、韓半島區域安全

壹、前言
2007 年 2 月，盧武鉉政府時期，韓美兩國商定於 2012 年 4 月 17 日移交「戰時作
戰指揮權」（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2010 年 6 月，李明博政府時期將
「戰時作戰指揮權」移交時間推遲到 2015 年 12 月 1 日。2014 年 10 月，朴槿惠政府
時期再次推遲「戰時作戰指揮權」移交時間至「可預見的未來」。2017 年 5 月，文在
寅就任總統後，鄭重宣示將重新推動移轉「戰時作戰指揮權」
，並規劃提前至 2022 年
任期結束前完成。
2021 年 3 月 7 日，據韓美聯合參謀本部（以下簡稱「聯參」）所公告之信息，經
評估 COVID-19 疫情與北韓威脅等相關因素，韓美將於 3 月 8 至 18 日展開為期 9 天
的上半年聯合指揮所演習（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CCPT）（以下簡稱「聯
演」）
。2 韓美之前因應川普政府時期考量為推動北韓無核化談判釋出善意，自 2018 年
起已連續 4 年縮小「聯演」規模，韓美本次「聯演」被視為評估韓美「戰時作戰指揮
權」移轉的重要契機。聯參表示此次「聯演」由「未來聯合司令部」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F-CFC）主導一部分的戰區作戰，為今後驗證完全作戰能力預做準備，
至於「完全作戰能力」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評估作業，將延至 2021 年 8
月舉行。 3 2021 年 3 月 18 日，美國國防部長奧斯汀（Lloyd Austin）在韓美外交與國
1
2

3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助理教授。
聯合指揮所演習是以電腦虛擬方式進行的例行防禦性聯演。韓美自 2019 年 3 月起停止代號為
「關鍵決斷」
（Key Resolve, KR）和「鷂鷹」
（Foal Eagle, FE）的韓美聯合軍演，並開始實施聯合指揮所演習。相關內
容 參 考 並 援 引 自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CCPT),” Global Security.org, https://www.global
security.org/military///ops/ccpt.htm.
「未來聯合司令部」由韓國將領擔任司令、美軍將領任副司令。
「完全作戰能力」
（FOC）評估工作是移轉
「戰時作戰指揮權」過程中的核心內容，旨在驗證將行使戰時作戰指揮權的未來聯合司令部是否有效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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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部長（2+2）會談結束後舉行的聯合記者會上表示：韓國軍隊要達到符合「戰時作戰
指揮權」的移交條件仍需要時間，但雙方透過移交的過程，可望將進一步加強韓美同
盟。 4
2021 年 5 月 25 日，文在寅邀請朝野黨魁舉行座談，席間正義黨黨魁余永國提議
由政府向北韓釋放「有意取消或推遲定於 8 月舉行的韓美聯演」的資訊，並藉此提議
舉行韓朝軍事聯合委員會會議與重啟雙邊對話。對此，文在寅表示 Covid-19 疫情之下
恐怕難以舉行大規模的韓美聯合軍演，將會在考慮朝美關係後作出判斷。5 5 月 26 日，
美國國防部接受《韓聯社》書面採訪，詢問美方對於文在寅提及有關「聯演」發言內
容時表示，
「聯演」為保持共同戒備態勢的重要手段，屬防禦性演練，並不具有挑釁性，
韓美將考量相關因素再與韓方共同決定「聯演」的規模、範圍和時間。早先青瓦台國
家安保室室長徐薰於 2021 年 2 月預測疫情嚴峻，恐難舉行大規模「聯演」
，美方也表
達上述立場。 6
「作戰指揮權」為一國軍事主權的象徵，
「戰時作戰指揮權」更是韓美同盟軍事安
全合作的關鍵指標。本篇論文將簡單回顧歷次韓美協商移轉「戰時作戰指揮權」之歷
程，美國所訂之移轉條件及相關時程規劃，以及移轉「戰時作戰指揮權」過程中所牽
涉之安全議題與可能面臨的挑戰。

貳、韓美「戰時作戰指揮權」的時代背景與運作模式
韓國及美國的軍事同盟奠基於 1953 年簽署的《韓美共同防禦條約》（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自 1968 年起每年
舉行一次的部長級「安全協商會議」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以及 1978
年成立之「韓美聯軍司令部」（Combined Forces Command, CFC）。其中涉及韓美同盟
聯合作戰的指揮權，屬於韓戰所遺留未決的歷史問題。
韓國軍隊的「作戰指揮權」包括由韓國聯合參謀本部議長行使的「平時作戰指揮
權」和由韓美聯合司令部行使的「戰時作戰指揮權」。1950 年 6 月 25 日，韓戰爆發
後，美國陸軍第 24 師所屬的 1 個營自 6 月 30 日開始進駐韓國。李承晚總統考量韓國
由於在戰爭初期損失慘重，乃於 7 月 14 日致函聯合國軍總司令麥克阿瑟（Douglas
MacArthur）
，雙方並簽署《大田協定》
（Taejon Agreement）
，將韓國軍隊作戰指揮權移
交給聯軍司令（駐韓美軍司令兼任）。 7
1953 年 10 月，韓美簽署《共同防禦條約》（U.S.-ROK Mutual Defense Treaty），
規定「兩國之中任何一方的政治獨立和安全無論在何時受到外部武裝攻擊的威脅，雙

揮指揮功能，並透過雙方聯演機會評估司令部後續運作的能力。
韓國《東亞日報》報導韓美 2+2 會談共同聲明中明確指出，兩國部長強調根據條件為基礎的移交計劃移交
戰時作戰指揮權的堅定意志，並將奧斯汀的發言解讀為美方明確表示，戰時作戰指揮權的移交問題應該
按照韓美當初達成的協議，以「條件基礎」
（condition based）推進。援引自尹相虎，
「美防長：“移交作戰
指揮權，滿足條件需要時間”」， 《東亞日報》
，2021 年 3 月 18 日，https://reurl.cc/Xe08ND。
5 「 文 在 寅 ： 疫 情 下 恐 難 舉 行 大 規 模 韓 美 聯 演 」，《 韓 聯 社 》， 2021 年 5 月 26 日 ，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210526003600881。
6 「 美 國 防 部 ： 將 考 慮 戒 備 態 勢 與 韓 商 定 聯 演 細 節 」，《 韓 聯 社 》， 2021 年 5 月 27 日 ，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210527000600881?section=politics/index。
7 Clint Work, “The Long History of South Korea’s OPCON Debate,” The Diplomat, November 1, 2017,
https://thediplomat.com/2017/11/the-long-history-of-south-koreas-opcon-deba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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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都要共同協商」
，同時「韓國給予美國在其領土及其周圍部署陸、海、空軍的權力」
。
1954 年 11 月 17 日，韓美簽署《對韓軍事與經濟援助協議議事錄》（Economic and
Military Aid and the Signature of the U.S.-ROK Agreed Minute of Understanding），規定
「聯合國軍司令部在擔當韓國防禦責任期間，大韓民國武裝力量被置於聯合國軍司令
部的作戰控制權之下」
。8 1977 年 7 月 26 日，韓美舉行第 10 次「韓美安全協商會議」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韓美達成協議成立韓美聯合司令部，接管聯合
國司令部的任務。 9
1978 年 7 月 27 日，韓美兩國舉行第 11 次「韓美安全協商會議」（SCM）透過簽
署「職權範圍之規範」
（Terms of Reference, TOR）
，成立由韓國聯合參謀本部議長和美
國參謀長聯席會議主席共同主持的「韓美軍事委員會」（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10 同年 11 月 7 日，韓美依據前述簽署「職權範圍之規範」（TOR）
第 1 號戰略指令（Strategic Directive No.1）之規定，在龍山基地成立「韓美聯軍司令
部」
（CFC）
，下設陸、海、空司令部、聯合特戰司令部、駐韓美軍海軍陸戰隊司令部，
依韓美軍事委員會下達之戰略指示和作戰命令行動。聯軍司令部由駐韓美軍四星將官
擔任聯軍司令，韓國陸軍四星上將擔任副司令。駐韓美軍司令不僅擁有韓國軍隊的作
戰指揮權，駐韓美軍和軍事顧問團更握有韓軍的後勤、裝備、訓練等權力。 11

參、「戰時作戰指揮權」之移轉過程與推遲收回之多重考量
自韓國 1980 年代綜合國力逐步提升，加上推行民主化運動以及民族意識持續提
高，韓國國內要求收回軍隊指揮權，調整韓美間不對稱的同盟關係，以及強化推動國
防自主的聲浪日益高漲。由於兩韓關係緩和，以及韓美貿易摩擦升級，使韓國對美關
係出現調整的契機，韓國總統盧泰愚在 1987 年 8 月總統大選期間，於其《競選綱領》
中首次提出移轉「戰時作戰指揮權」，以及龍山駐韓美軍基地遷移的議題。 12
1990 年 4 月，美國國防部向國會提交「東亞戰略構想」
（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
《面向 21 世紀的亞太地區戰略框架》（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研析報告，內容提及駐韓美軍將由主導者（leading）
，
轉變成支援者（supporting）的角色，美國規劃在 10 年內分三階段裁減駐韓美軍。 13
1991 年 11 月舉行的第 23 次「韓美安全協商會議」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The Department of the Army to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Hull),”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42,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15p2/d942.
9 Moira Alice Kelley, “United States Forces Korea Withdrawals: A Comparative Study,” Master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3, p.37,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209/1/000000013621.pdf.
10
Taehyung Kim, “Transform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KS, 2018, https://www.hsdl.org/?view&did=824676.
11 “Miss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https://www.usfk.mil/About/Combined-Forces-Command/.
12 Steven Denny, “South Korean Politics Drive OPCON Transfer,” The Diplomat, October 28, 2014,
https://thediplomat.com/2014/10/south-korean-politics-drive-opcon-transfer/; 「 '전작권 환수' 27 년 전부터
대선공약…거론부터 연기까지,」 JTBC 뉴스, 2014 년 10 월 24 일, https://news.jtbc.joins.com/article/
article.aspx?news_id=NB10616669&pDate=20141024。
13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The President's Report on
the U.S. Military Presence in East Asia (S. Hrg. 101-880)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JPUS/19900419.O1E.htm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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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第 13 次「韓美軍事委員會會議」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上，韓美兩國
就「平時作戰指揮權」（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於 1993 年至 1995 年
移交給韓方達成協議。 14
1991 年 2 月，依據雙方修改《駐韓美軍地位協定》（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的部分附件，美方歸還美軍在韓國所占的不必要的設施和土地，並
改善美軍駐地韓國工人的勞動條件，擴大韓國政府行使對駐韓美軍刑事裁判管轄權的
主權範圍和關稅檢查。與此同時，盧泰愚政府亦同意逐步提高對駐韓美軍的軍費分擔
額度。1992 年 10 月 7 日，第 14 次「韓美軍事委員會會議」（MCM），韓國聯合參謀
本部議長李弼燮和美國參謀長聯席會議主席鮑威爾（Colin Powell）達成協議，在 1994
年 12 月 31 日前，正式將「平時作戰指揮權」移交給韓國軍隊。 15
冷戰結束後，1994 年 12 月，韓國金泳三政府先透過談判，自美方手中收回「平
時作戰指揮權」
，並確立自主作戰指揮系統和國防工業的「自主國防」發展戰略。韓軍
的日常作戰活動、部隊調動和戰備以及聯合戰術訓練等，毋須經過「韓美聯軍司令部」
（CFC）即可獨立行使。 16 不過，受到韓國國內對韓美同盟的認知分歧、北韓核武能
力發展態勢、以及韓半島安全情勢未明等相關因素影響，使韓國欲落實移轉「戰時作
戰指揮權」的進程並不順利。 17 直到 2007 年，盧武鉉政府正式就移轉「戰時作戰指
揮權」
，向美方提出要求談判，並與美國達成協議，決定於 2012 年移交「戰時作戰指
揮權」
。但李明博和朴槿惠政府執政時期，韓國基於韓美同盟和國家安全利益考量，認
為移轉「戰時作戰指揮權」為時尚早，與美方商議更改為「有條件」收回。18 有關「戰
時作戰指揮權」之移轉過程與推遲收回之多重考量，分述說明如下：

（一）盧武鉉政府時期
美國在 1994 年將「平時作戰指揮權」歸還韓國後，但兼任駐韓美軍司令的美韓
聯合司令部司令不僅仍掌控韓軍的「戰時作戰指揮權」，並透過「聯合委任授權」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的運作機制，掌握著用於威懾和維持停戰協
議的危機管理（combined crisis management for deterrence and the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制定作戰計畫 （developing Operational Plan）、聯合演習的規劃
和執行（planning and execution of combined exercises）
、以及 C4I 體系〔指揮（Command）
、
控制（Control）
、通信（Communication）
、電腦（Computer）和情報（Intelligence）〕運
作。 19
14
15
16

17
18

19

Tae-Hwan Kwak, “US Military-Security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7, No. 2, 1995, pp.245-246, https://kida.re.kr/data/kjda/RKJD_A_9464313_O.pdf.
Young Sul Hwang, “Wartime OPCON Transition and the ROK-U.S. Alliance,”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
Diploma, 2013, pp.13-14, https://www.hsdl.org/?view&did=756496.
熊振翔，
〈從「威脅平衡」論韓美同盟–從金大中政權到朴槿惠政權〉，
《國立臺灣師範大學國際與社會科
學院東亞學系碩士論文》
，頁 92、138，http://rportal.lib.ntnu.edu.tw/bitstream/20.500.12235/85816/1/060283
055i01.pdf。
“Expanding the US–South Korea Alli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2, https://www.cfr.org/excerpt-ussouth-korea-alliance.
宋 蔡 敬 花 ，「 文 在 寅 總 統 稱 恐 難 舉 行 韓 美 聯 合 軍 演 」，《 韓 民 族 日 報 》， 2021 年 5 月 27 日 ，
http://china.hani.co.kr/arti/politics/9773.html。
Hwee Rhak Park,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Korea: History, Risks and Tasks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8, No. 2, December 31, 2010,
https://www.kjis.org/journal/view.html?spage=327&volume=8&number=2#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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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美國小布希政府宣布將對「邪惡軸心國」
（Axis of evil）實施先發制人的攻擊行
動，以及爆發第二次北韓核危機，使盧武鉉政府意識到作戰指揮權問題的重要性。2005
年 3 月，盧武鉉政府，推進國防改革提出「東北亞均衡者論」（Korea as a Balancer in
Northeast Asia）
，推動韓國扮演東北亞地區和平繁榮的角色，展現主權國家應有的權利
與責任，同時在美韓同盟之基礎上，進一步與周邊國家密切合作，維護朝鮮半島與東
北亞的和平與穩定。 20
2006 年 9 月，盧武鉉政府提出《國防改革計畫 2020》（Defense Reform 2020, DR
2020）
，積極推行「自主國防」政策，正式向美方提出收回「戰時作戰指揮權」
。 21 同
年 10 月 18 日，韓美舉行第 38 次「安全協商會議」（SCM），依雙方會後「共同聯合
聲明」之內容，雙方協議自 2009 年 10 月 15 日起啟動移轉「戰時作戰指揮權」
，並
規劃於 2012 年 3 月 15 日完成。 22
2007 年 2 月 23 日，韓國國防部長金章洙和美國國防部長蓋茨（Robert Gates）達
成協議，美國同意在 2012 年 4 月 17 日將「戰時作戰指揮權」移交給韓國，同時解散
韓美聯合司令部。 23

（二）李明博政府時期
李明博政府 2008 年 2 月上台後，先後歷經包括 2009 年 1 月，歐巴馬政府（Barack
Obama）提出「重返亞洲」
（pivot to Asia）戰略，美國強化與包括韓國在內亞太盟邦的
軍事同盟關係，韓美提出《韓美同盟共同願景》
，將雙邊關係提升為「全面戰略同盟」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雙邊合作亦從軍事同盟擴大到政治、經濟、社會、
文化等領域。加上受到 2010 年 3 月天安艦事件的衝擊，以及 2012 年歐巴馬政府提出
「再平衡政策」
（Rebalancing Policy）政策強化外交參與調整駐軍的影響，韓國國內亦
出現反對聲浪，因而使李明博政府基於考量安保環境的變化，於 2010 年 6 月 26 日出
席加拿大多倫多 G20 峰會，與美國總統歐巴馬舉行領袖會談，將「戰時作戰指揮權」
移交時間推遲到 2015 年 12 月 1 日。 24

（三）朴槿惠政府時期
朴槿惠執政時期提出「韓半島信賴進程」，加上北韓發動第 3 次核試升高兩韓緊
張關係，引發延遲移交「戰時作戰指揮權」的呼聲再度高漲。2014 年 10 月 23 日，韓
美舉行第 46 次「安全協商會議」（SCM），韓國國防部長韓民求與美國國防部長哈格
爾（Chuck Hagel）發表共同《聯合聲明》，雙方商議決定推遲原定於 2015 年 12 月 1
Paul F. Chamberlin, “ROK-U.S. interests and alliance in a new era: a prescription for change,” Korea and World
Affairs, Vol. 7, No. 2, 2005, pp.504-531.
21 In-Bum Chun, “Korean defense reform: History and challenges,” Brookings, October 31, 2017,
https://www.brookings.edu/research/korean-defense-reform-history-and-challenges/.
22 “The 38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é,”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October 20,
2006, https://www.nukestrat.com/korea/JointCommunique2006.pdf; Jeong Yong-Soo and Kim Bong-Moon,
“Terms of wartime OPCON discussed,” Korea JoongAng Daily, September 19, 2014,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95120.
23 Jinhak Jung, “A Study on the Decision Factors in the Delay of the ROK-U.S. Wartime OPCON Transfer: Focusing
on the Domestic Determinants,” Master of Arts in Security Studies, Naval Postgraduate School, December 2015,
p.25, https://www.hsdl.org/?view&did=790453.
24 “President Obama & South Korean President Lee at G20 Summit,” The White House, June 27, 201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photos-and-video/video/president-obama-south-korean-president-lee-g20summit#transcript; “OPCON transfer delay signals abrupt strategic change,” Hankyoreh, June 24, 2010,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27279.htm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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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移交的「戰時作戰指揮權」
，但未制定新的移交時間表。同時雙方簽署《戰時作戰指
揮權過渡諒解備忘錄》（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 Conditions-Based Approach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未來將依據（一）朝鮮半島和區域內的安全環境；
（二）
韓國軍隊是否具備主導韓美聯合防禦的軍事能力；
（三）韓國軍隊是否具備應對北韓核
威脅的能力，來做為評估是否具備移轉「戰時作戰指揮權」的條件。 25
對此，韓國國防部長官韓民求表示，基於面臨北韓核武與飛彈威脅等「安保考量」
而決定再度延遲回收「戰時作戰指揮權」
，但收回「戰時作戰指揮權」的基本方針並未
改變，韓美每年都將評價穩定移交「戰時作戰指揮權」的條件是否得到滿足，並梳理
出各種議題和問題，韓美則可通過這種過程，重新設定韓美同盟和聯合防衛態勢的中、
長期藍圖。 26
2015 年 11 月 1 日，韓美於首爾舉行第 47 次「安全協商會議」
（SCM）
，雙方簽署
《 基 於 條 件 之 戰 時 作 戰 指 揮 權 過 渡 計 劃 》（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Plan, COTP），連同前述 2014 年 10 月雙方於第 46 次「安全協商
會議」
（SCM）所簽署之《戰時作戰指揮權過渡諒解備忘錄》
，以確保穩定推動與落實
「戰時作戰指揮權」之移轉。 27

肆、現任文在寅政府對移轉「戰時作戰指揮權」之構想時程規劃
北韓自 2016 年初起，發動一系列的飛彈試射與核武恫嚇，韓國 2017 年 3
月宣布部署 美國開 發 的「終端高 空防禦系統」（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以下簡稱「薩德」）。 28 2017 年 5 月 17 日，文在寅就任總統
後，韓國國防部 5 月 25 日旋即向國政企劃諮詢委員會報告稱，將重新推動移轉「戰
時作戰指揮權」
，並規劃提前至 2022 年文在寅政府任期結束前完成，比當初朴槿惠政
府所規劃的 2025 年還要再提前 3 至 4 年。文在寅更強調韓國應擁有「戰時作戰指揮
權」，才能使北韓更加忌憚，國民也更加信賴軍隊。 29 9 月 27 日，韓美兩國在韓國國
防部舉行第 12 次「聯合國防協商機制」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會議，兩國會後發表聯合公報，決定加速移推動交「戰時作戰指揮權」
。韓美國防部另
通過委由「聯合國防協商機制」（KIDD）下的「移交戰時作戰指揮權實務工作組」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COTWG），執行具體移交計畫。
30

10 月 12 日，韓國國防部長宋永武出席在國防部舉行的國會國防委員會國政監查會，

“Press Briefing by Secretary Hagel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 Koo in the Pentagon Briefing
Room,” U.S.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23, 2014, https://www.defense.gov/Newsroom/Transcrip
ts/Transcript/Article/606950/press-briefing-by-secretary-hagel-and-rok-minister-of-national-defense-han-min/.
26 「韓防長：對 收回作戰權 意 志堅定 2020 年代中期能收回」
，《韓聯社》，2014 年 10 月 24 日，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141024001000881。
27 “Full text of 47th ROK-U.S. Joint Communique,” United States Forces Korea, November 1, 2015,
https://www.usfk.mil/Media/News/Article/626859/full-text-of-47th-rok-us-joint-communique/.
28 「美國開始在韓國部署『薩德』
」，《紐約時報中文網》，2017 年 3 月 7 日，https://cn.nytimes.com/asiapacific/20170307/north-korea-thaad-missile-defense-us-china/zh-hant/。
29 「 韓 國 防 部 擬 設 國 防 改 革 委 一 年 內 確 定 改 革 方 案 」，《 韓 聯 社 》， 2017 年 5 月 25 日 ，
https://cn.yna.co.kr/view/ACK20170525003700881。
30 「 韓 美 開 國 防 會 議 商 定 加 快 移 交 戰 時 指 揮 權 」，《 韓 聯 社 》， 2017 年 9 月 28 日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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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示未來將視時機和條件，加速完成移轉「戰時作戰指揮權」。 31
2018 年 5 月 11 日，韓國國防部長宋永武提出《國防改革 2.0》計畫時表示，如果
韓國能在 2023 年完成新一輪國防改革，屆時將可望達成從美國手中收回「戰時作戰
指揮權」的目標。 32 此乃韓國自李明博和朴槿惠政府兩度推遲「戰時作戰指揮權」移
交時間以來，第三次提出具體收回「戰時作戰指揮權」的時間表。
2018 年 10 月 31 日，韓美舉行第 50 次「安全協商會議」
（SCM）之後，美國國
防部長馬蒂斯（James Mattis）和韓國國防部長鄭慶東達成儘早移轉「戰時作戰指揮權」
之共識，簽署軍事《同盟指導原則》（Alliance Guiding Principles）文件，雙方就評估
以條件為基礎移交韓軍戰時作戰指揮權所有履行工作的推進狀況、戰時作戰指揮權移
交後共同保障強有力的防務態勢等問題，推動《聯合防衛指針》
、
《基於條件之戰時作
戰指揮權過渡計劃修正案》
（COTP revision）
、
《未來指揮結構備忘錄》
（Future Command
Memorandum for Record, MFR）和《韓國聯合參謀本部、聯合國司令部、韓美聯合司
令部間的關係約定》（Terms of Reference for Relationship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United Nations Command, 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等 4 份文件。其中，雙方通過 2015 年簽署之《基於條件之戰時作戰指揮權過渡計劃
修正案》（COTP revision），規劃從 2019 年開始對韓軍主導未來聯合指揮體系的「初
始作戰能力」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OC）進行驗證評估，同時決議對後續移轉
「戰時作戰指揮權」所需的〔「完全作戰能力」
（FOC）與「全面執行任務能力」
（Full
Mission Capability, FMC）〕評估驗證和審查進度的具體時程，將透過年度「安全協商
會議」
（SCM）及「韓美軍事委員會會議」
（MCM）再予以確認。33 另一方面，美方也
提出條件，並與韓方達成一致，美軍向韓軍移交「戰時作戰指揮權」後，駐韓美軍仍
繼續駐紮韓國。
2019 年 6 月 3 日，韓國國防部長鄭景斗與美國代理國防部長夏納翰（Patrick
Shanahan）舉行會談，雙方商定在 2019 年 8 月舉行「聯演」，對韓軍收回「戰時作戰
指揮權」所需的「初始作戰能力」( IOC）進行驗證評估。「聯演」將按照由韓軍上將
擔任司令，美軍上將擔任副司令的「未來聯合司令部」
（F-CFC）指揮體系進行。34 此
舉象徵韓國在收回「戰時作戰指揮權」上邁出重要的第一步，韓軍將領首次擔任「聯
演」的總指揮，倘運作順利，可望如韓方預期加速推動「戰時作戰指揮權」的移轉流
程。
2020 年 9 月 18 日，文在寅任命原陸軍參謀長的四星上將徐旭為新任國防部長，

31

32

33

34

https://cn.yna.co.kr/view/ACK20170928005600881。
「 韓 防 長 ： 將 儘 快 收 回 戰 時 作 戰 指 揮 權 」，《 韓 聯 社 》， 2017 年 10 月 12 日 ，
https://cn.yna.co.kr/view/ACK20171012002800881。
Johannes Nordin, “Taking Back Control: South Korea and the Politics of OPCON Transfer,”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January 30, 2020, https://isdp.eu/content/uploads/2020/01/South-Korea-and-thePolitics-of-OPCON-Transfer-30.01.20.pdf.
“Joint Communiqué of the 50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October 31, 2018,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50TH-SCM-JOINTCOMMUNIQUE.pdf.
“Readout of the Defense Ministerial Meet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Defense, June 3, 2019, https://www.defense.gov/Newsroom/Releases/Release/Article/1869379/
readout-of-the-defense-ministerial-meeting-between-the-republic-of-korea-an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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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許他能強化國防、加速軍隊改革，並推動與美軍之間有關「戰時作戰指揮權」歸屬
的協商。 35 10 月 14 日，韓國國防部長徐旭與美國國防部長艾斯培（Mark Esper）舉
行第 52 屆韓美安保會議（SCM）
，討論評估「戰時作戰指揮權」移轉「完全作戰能力」
（FOC）的促進方案。雙方原訂在會後舉行記者會，但臨時取消，僅發表聯合聲明。
韓國國防部發言人文洪植於例行記者會中表示，韓美國防部長一致認為，雙方在「戰
時作戰指揮權」移轉所需條件上取得大幅進展。36 惟對照雙方會後聯合聲明中可以發
現，雙方雖表示會繼續推進「戰時作戰指揮權」移轉相關評估流程，在「戰時作戰指
揮權」過渡到「未來聯合司令部」（F-CFC）之前，必須完全滿足雙方 2015 年共同商
定《基於條件之戰時作戰指揮權過渡計劃》
（COTP）中所規定的條件，並共同制定用
於評估「未來聯合司令部」
（F-CFC）的「初始作戰能力」
（IOC）和「完全作戰能力」
（FOC）的戰略文件，但未提及相關細節或具體時程。 37 反映韓美之間對實質檢驗韓
軍作戰能力的分針存在分歧，對於能否在文在寅政府任期內（2022 年 5 月）落實「戰
時作戰指揮權」移轉仍尚未建立共識。 38 10 月 15 日，甫於 7 月就任青瓦台國家安保
室室長的徐薰首度訪美，會晤美國國家安全顧問歐布萊恩（Robert O’Brien），韓國官
方雖未公布徐薰訪美的目的，研判不排除此行應與美協商有關包括「駐韓美軍的軍費
分擔額度」，以及協調持續推動「戰時作戰指揮權」移轉等相關問題。 39
2021 年 1 月 27 日，現任韓國國防部長徐旭在新年記者會上表示，已向美方提議
舉行雙邊防長會談，爭取「戰時作戰指揮權」移交進程在現政府任內取得成果。對此，
隔日美國國防部隨即針對徐旭的發言表示，強調將在完全滿足彼此同意的條件時移交
「戰時作戰指揮權」的原則不變。 40 此乃拜登政府上任以來，首度就戰時作戰指揮權
移交問題表示立場，顯見美方對於文在寅政府任內亟欲完成「戰時作戰指揮權」移交
的時程安排仍有所保留。
根據文在寅政府對移交「戰時作戰指揮權」的立場，移交年度應在完全作戰能力
（FOC）評估完成後隨即敲定，而「全面執行任務能力」
（FMC）評估應在移交年度的
35

「신임 국방부 장관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대한민국 청와대，2020 년
9 월 18 일，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posts/3075921172696102。
36 「 南 韓 防 部 ： 韓 美 防 長 記 者 會 被 取 消 非 因 分 歧 」，《 韓 聯 社 》， 2020 年 10 月 15 日 ，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201015002500881。
37 “Joint Communique of the 52nd U.S.-Republic of Korea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U.S.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14, 2020, https://www.defense.gov/Newsroom/Releases/Release/Article/2381879/jointcommunique-of-the-52nd-us-republic-of-korea-security-consultative-meeting/.
38 未來聯合司令部的運用檢驗是通過模擬假定戰時情況，接受韓國軍隊能否運用初期應對、全面戰爭、反
擊等符合情況的作戰、情報、軍需、通信等 4 個領域的指揮系統的評價。在 2020 年的聯合演習中，因受
新冠疫情影響，未能進行「全面作戰能力」
（FOC）的檢驗，因此韓國政府打算在 2021 年連同第三階段的
「全面執行任務能力」
（FMC）檢驗一起完成。韓國政府相關人士表示聯合聲明中不僅沒有何時實施「全
面作戰能力」
（FOC）的內容，連「決定繼續進行磋商」的字句也沒有，意味著雙方分歧很大。美國認為
因北韓核問題談判而縮減韓美聯合軍演，再加上新冠疫情（Covid-19）的影響，使韓國軍隊的準備狀態未
能達到檢驗標準。援引自申圭鎮、李正恩，
「美國事實上向韓國通報：2022 年移交戰時作戰指揮權“不可
能”」
，
《東亞日報》
，2020 年 10 月 22 日，https://reurl.cc/xGZRaN。
39 “Top S. Korean, U.S. security officials discuss alliance, N. Korea: Cheong Wa Dae,” Yonhap News Agency,
October 15, 2020, https://en.yna.co.kr/view/AEN20201015005551315; Shim Kyu-Seok, “Top Korean security
official makes unannounced trip to D.C., amid diplomatic strain,” Korea JoongAng Daily, October 15, 2020,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10/15/national/diplomacy/Suh-Hoon-White-House-NationalSecurity-Adviser/20201015184500368.html.
40 「 美 強 調 完 全 滿 足 條 件 才 能 向 韓 移 交 戰 權 」，《 韓 聯 社 》， 2021 年 1 月 29 日 ，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2101290016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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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一年完成。但美方認為，只有韓美對完全作戰能力評估項目意見一致時才可敲定移
交時間。徐旭對此表示，韓方將力爭儘早完成完全作戰能力評估工作，但韓美目前對
評估完成後的流程仍存在立場差異，將是雙方後續能否達成協商共識的關鍵。 41
2021 年 2 月 2 日，韓國國防部出版的《2020 國防白皮書》提到，將加速推動達
成具備移轉「戰時作戰指揮權」所需之防衛能力，以早日完成「戰時作戰指揮權」的
移轉。 42 5 月 12 日，韓國和美國國防部在華盛頓召開第 19 次「聯合國防協商機制」
（KIDD）會議。韓國國防部表示，雙方在會中除協商因應北韓無核化方針外，亦就包
括營造駐韓美軍訓練條件等攸關韓美同盟協作的關鍵議題，進行意見交換。據會後發
布的聯合聲明稿，雙方在「戰時作戰指揮權」移交的問題上，重申基於條件的《戰時
作戰指揮權過渡計劃》
（COTP）
，並討論「戰時作戰指揮權」過渡到「未來聯合司令部」
（F-CFC）的過程當中，對於「完全作戰能力」
（FOC）的認證評估。雙方會中達成共
識，在「戰時作戰指揮權」過渡到「未來聯合司令部」
（F-CFC）之前，必須完全滿足
雙方共同商定《戰時作戰指揮權過渡計劃》（COTP）中所規定的條件。 43

伍、代結論：韓美移轉「戰時作戰指揮權」之考量與挑戰
機制是否能夠形成以及機制化合作的緊密程度，對於同盟體系的運行與延續具有
重要的意義。機制化水平、駐軍規模和預算投入是觀察和研判同盟體系走向及其強弱
程度以及觀察地區安全局勢及其走向的主要指標。44 本文以探討韓美對於「戰時作戰
指揮權」之移轉，即是觀察與檢驗韓美軍事同盟運行機制的指標之一。如果韓國最終
成功從美國手中收回「戰時作戰指揮權」
，將大幅提高韓國在韓美同盟中向更趨於平等
的「夥伴關係」轉變，亦有助於韓國早日實現自主國防，減少對美國的安全依賴。
雖然首爾和華府已有初步共識，希望在 2022 年之前能完成指揮權移交作業，但
面對始終不願放棄核武與飛彈能力的北韓，指揮權轉移仍需經過考驗，包含韓國能否
有效應處北韓核武與飛彈的威脅，以及具備獨力捍衛韓半島的和平穩定。由本文的研
究結果發現，韓美「戰時作戰指揮權」牽涉北韓核武與飛彈威脅程度，並攸關美國對
韓半島整體安全環境與戰略部署的綜合考量，以及韓國國內的政治環境、與論與民意
走向，亦是影響韓美移轉「戰時作戰指揮權」所不可忽視之變數。

（一） 韓美評估移轉「戰時作戰指揮權」的條件與時程存在明顯分歧
首先，移交「戰時作戰指揮權」牽涉北韓核武與飛彈威脅程，並攸關韓半島整體
安全環境的綜合考量。韓國和美國在 2014 年商定基於條件移轉「戰時作戰指揮權」
時，明確指出移交「戰時作戰指揮權」必須滿足：
1. 韓軍擁有主導韓美聯合防衛態勢的核心軍事能力；
2. 韓軍應具備早期應對北韓核武威脅的能力；
「 韓 防 長 ： 任 內 力 爭 戰 權 收 回 工 作 獲 進 一 步 進 展 」，《 韓 聯 社 》， 2021 年 1 月 28 日 ，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210128003400881。
42 「韓國防白皮書刪除“金正恩世襲”把日本降級為“鄰國”」
，《韓國中央日報》，2021 年 2 月 3 日，
https://chinese.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50。
43 “Joint Press Statement for the 19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3, 2021, https://www.defense.gov/Newsroom/Releases/Release/Article/2606924/joint-press-statement-for-the19th-korea-us-integrated-defense-dialogue/.
44
韓 獻 棟 ，〈 美 韓 同 盟 的 運 行 機 制 及 其 演 變 〉，《 當 代 美 國 評 論 》， 第 3 期 ， 2019 年 ，
https://pttstudy.com/ia/M.1575836635.A.889.html。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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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半島及東北亞區域安全環境符合移交「戰時作戰指揮權」的必要條件。
另時任駐韓美軍指揮官斯卡帕羅蒂（Curtis Scaparrotti）2016 年於國會作證時表
示，美軍移轉「戰時作戰指揮權」予韓軍，必須符合三項條件：
1. 韓國具備於高強度衝突下，可主導聯盟與多國作戰部隊的指管能力；
2. 韓國必須提高本身能力以應對北韓不斷升級的核武與飛彈威脅；
3. 作戰指揮權的移轉應在有利的狀況下進行。
然而，對於評估移轉「戰時作戰指揮權」的條件雖有共識，但對於評估條件的通
過認定基準與移轉時程，韓美之間存在明顯分歧。
2020 年 10 月 8 日，韓國聯合參謀本部議長元仁哲，於國會國政監查中表示：
『已
經向美國提議，在 2021 年上半年對韓國軍隊主導的未來聯合司令部透過「聯演」
，進
行「完全運用能力」
（FOC）的評檢，屆時如果「戰時作戰指揮權」的移交變得遙遙無
期或比我們預期的要晚，有必要完善移交條件』
。此乃韓國軍方最高領導層公開表示，
相較於達成美方認可移轉「戰時作戰指揮權」所需的評估條件，更傾向以特定時間為
目標推動移交。 45 韓美自 2018 年以來，已連續第 3 年未實施野外訓練。 46 過往韓美
「聯演」一般分為防禦與反擊兩部分，倘未來韓國部隊與駐韓美軍行動因 Covid-19 疫
情受到限制，連帶使韓美「聯演」受疫情影響而暫停或取消，不僅將影響駐韓美軍戰
力與應對北韓威脅的能力，亦將牽動戰時指揮權轉換落實期程。 47 2021 年韓美「聯
演」更受 Covid-19 疫情影響而以「防禦性質」為主，同時採不分領域進行，不僅演訓
規模與人數大幅縮減，亦未進行實兵訓練。韓國軍方面對文在寅政府，設定於 2022 年
任期結束前，完成移轉「戰時作戰指揮權」的政治承諾，其所背負的期待與心理壓力
可想而知。
2021 年 2 月 17 日，據駐韓美軍消息人士透露，美國國防部和美國軍方認為，前
述 2014 年商定基於條件移轉「戰時作戰指揮權」的三項要點，其中韓軍擁有主導韓美
聯合防衛態勢的核心軍事能力，以及具備應對北韓核武威脅的能力，據美國估算戰時
作戰指揮權移交後由韓國軍隊主導的未來聯合司令部，倘要完成充分的戰時彈藥和韓
美兩國軍隊之間秘密通話設備互換、構建敵我識別系統等工作，可望於 2025 年達標。
此外，韓國軍隊將於 2028 年前後，方能具備針對初期應對北韓核武和飛彈的部分核
心能力。48值得關注的是，這是美國拜登政府首度對基於條件移轉「戰時作戰指揮權」
，
所提出的移交時程判斷。

（二） 後續可能影響韓美「戰時作戰指揮權」移轉時程之變數

45「韓國軍方：“如果戰時作戰指揮權移交推遲，將修改條件”……政權日程要優先於安保？」
，
《東亞日報》
，
46

47

48

2020 年 10 月 10 日，https://reurl.cc/mL9rMY。
2018 年 6 月朝美領導人在新加坡舉行會談後，為了支援爭取韓半島無核化、維護和平的外交努力，韓美
調整韓美聯演規模。團級以上大規模演習由韓美各自實施，營級以下演習由韓美聯合分期實施。相關內
容參考並援引自「韓美聯合指揮所演習啟動 縮小規模分散實施」，《韓聯社》，2021 年 3 月 8 日，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210308001200881。
Heekyong Yang,“Two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shelter in place as coronavirus curbs extended
nationwide,” Reuters, January 16,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southkoreaidUSKBN29L022.
尹相虎，
「駐韓美軍消息人士：“美國認為最快將於 2025 年滿足移交作戰權的條件”」
，
《東亞日報》
，2021
年 1 月 28 日，https://reurl.cc/VEXL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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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任內極力改善兩韓關係並推動促成美朝「無核化」對話，並不止一次
重申美國對北韓採取軍事行動前必須先徵得韓國同意。另一方面，美國要求韓國必須
配合美方因應北韓達成「無核化」的政策目標一致，且韓國的兩韓和解進程必須與無
核化談判並行不悖。文在寅政府亟欲透過「聯演」加快作戰指揮權移轉，北韓方面則
從未停止進行核武與彈道飛彈開發，並自 2019 年初片面斷絕雙方官方對話管道，要
求韓國必須以全面停止「聯演」來釋出善意，方考慮重啟對話，使韓國陷入「進退兩
難」的困境。 49 然而，從軍事上來說，北韓核武與飛彈威脅仍是影響韓半島安全環境
的關鍵因素，如果北韓「無核化」談判持續維持僵局難以突破，使美國主觀認為移交
「戰時作戰指揮權」給韓國的安全環境尚未成熟，即使韓國軍隊已具備核心軍事能力，
也將難以如願收回「戰時作戰指揮權」。
其次，移交「戰時作戰指揮權」將影響韓美軍事同盟協同作戰的指揮關係。韓美
於 2019 年 6 月舉行的國防部長會談中商定，韓美聯合司令部將於 2021 年底前，由
首爾龍山基地，遷移至首爾以南約 70 公里，耗資 110 億美元建立的駐韓美軍平澤基
地漢弗萊斯營（Camp Humphreys）」
，此或亦將對韓國軍隊收回「戰時作戰指揮權」後
的韓美作戰協作體系構成影響。一方面，韓美聯合司令部遷往平澤，將遠離位於首爾
的韓國國防部與參謀首長聯席會議等一級軍事單位，都將對指影響揮體系的運作效能
與橫向直接聯繫的意見溝通。另一方面，設想中的「未來聯合司令部」
（F-CFC）司令
雖將由韓軍上將擔任，但司令部位於駐韓美軍基地內，如何讓韓美指揮聯合指揮體系
在過渡時期得以無縫接軌進行運作轉換，以及韓軍如何協調與駐韓美軍司令部之間的
合作關係，同時銜接駐韓美軍司令部與聯合國軍隊的統籌運作，都將是未來韓軍在移
轉「戰時作戰指揮權」所面臨與謹慎審酌的重要課題。美韓聯合司令部的存在以及駐
韓美軍，長期以來始終是美韓同盟緊密合作與穩定韓半島區域安全的重要基礎，韓國
收回韓軍「戰時作戰指揮權」後，由韓軍主導聯合作戰能力整合，以及韓美自韓戰以
來經年累積的聯合指揮訓練體系、情報合作體系以及聯合危機管理體系亦皆需重新建
構。
2021 年 5 月 18 日，獲提名駐韓美軍司令兼韓美聯合司令拉卡梅拉（Paul J.
LaCamera）
，在美國參議院任命聽證會上，美韓同盟堅若磐石（Ironclad）
，就韓美聯合
軍演表示，2018 年新加坡「川金會」後，韓美之間包括關鍵決斷（KR）
、鷂鷹（FE）
、
乙支自由衛士（UFG）等主要聯合軍演被迫中止或暫停，
「實戰訓練遠勝過電腦類比訓
練，是應對北韓問題的潛在談判籌碼暗示今後或將根據北韓的態度恢復或重啟縮小規
模或中斷的訓練，並應當在韓半島追加部署航空母艦、F-22、F-35 等戰略資產。

拉

卡梅拉認為，按照韓美兩國的商定，將「戰時作戰指揮權」移交給韓國不是基於移交
時間的考量（time-based approach）
，而是應該保持「基於條件的方法」
（conditions-based
approach）來達成目標。另一方面，在「戰時作戰指揮權」移交後，一旦與北韓發生意
外，駐韓美軍除交由韓國指揮，
「作戰指揮權」運作體系也將為美國提供駐地部隊重新
部署所需的「靈活性」（flexibility）。

49

權五赫，「統一部：“韓美聯合軍演不能制造緊張局勢” 」，《東亞日報》，2021 年 3 月 17 日，
https://reurl.cc/GdGxYp。

504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再者，韓國自 2014 年起已成為世界最大的武器進口國之一，其中雖多數仍從美
國進口，但韓國近年為加速「戰時作戰指揮權」移轉，積極推動國防改革與武器自主
研發政策，已逐步展現成果。韓國國防部 2019 年 8 月 14 日公布《2020-2024 年國防
計畫》，將在未來 5 年投入 2,388 億美元（平均每年 477 億美元），積極建構獨立自主
的國防力量。 50考量北韓日漸成熟且增強的核武技術與飛彈投射能力，在推動國防改
革方面，文在寅政府 2019 年 7 月公布《國防改革 2.0》計畫，大幅增加國防預算，在
不建立核武的前提下，不僅以「韓國型三軸作戰體系」
〔殺傷鏈（Kill Chain）
、韓國型
飛彈防禦系統（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與大規模打擊報復作戰計劃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強化對北韓核武威脅的遏制
力。 51在武器自主研發方面，文在寅總統繼 2017 年 9 月 4 日與川普（Donald Trump）
總統熱線，獲美國取消對太空運載火箭中固體燃料使用的限制，雙方亦修改 1979 年
簽署之《飛彈諒解備忘錄》
（Missi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美國開放韓國可
發展射程在 800 公里，彈頭重量 2,000 公斤以內的彈道飛彈。 52 2021 年 5 月 21 日，
文在寅訪美會晤拜登，美國進一步同意終止長年限制韓國研發彈道飛彈射程不得超過
800 公里相關限制。 53
韓國 2020 年已完成開發的「玄武 4」新型 彈道飛彈，不僅增加彈頭重量至 2,000
公斤，輔以 5~10 馬赫的終端速度，足以有效摧毀北韓隱藏於地底下的碉堡、飛彈發
射基地、指揮中心等關鍵軍事設施，2021 年開始進行大規模的生產與部署，將對北韓
形成有效的戰略威懾。 54 2021 年 5 月 10 日，駐韓美軍司令艾布拉姆斯出席美國眾議
院軍事委員會主辦的視訊聽證會時表示，2021 年內將完成「薩德」升級。55 韓國預計
在 2023 年完成 5 枚偵察衛星，可望再大幅增加對北韓軍事動態與核武發展的情蒐與
監偵能力。56 韓國的國家安全與美國的軍事安全密不可分，目前美方所關注的層面仍
聚焦於韓美對北韓的聯合防衛態勢，惟韓軍能否獲得美方認可並通過美軍對移轉「戰
時作戰指揮權」所認定的「完全作戰能力」
（FOC）與「全面執行任務能力」
（Full Mission

「 南 韓 發 佈 國 防 五 年 計 劃 軍 費 近 1.7 萬 億 元 」，《 韓 聯 社 》， 2019 年 8 月 14 日 ，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190814002100881。
51 2019 年鑒於兩韓關係趨緩，韓國軍方為避免刺激北韓，更改部分軍事術語。將應對北韓核武器及大規模
殺傷性武器（WMD）威脅的韓國型三軸作戰體系（3K 計劃）改稱為「應對核與 WMD 體系」
；其具體包
括的打擊北韓飛彈發射裝置的殺傷鏈系統（Kill Chain）改稱為「打擊戰略目標」
；消滅北韓指揮部的大規
模打擊報復作戰計劃（KMPR）改稱為「壓倒性應對」；攔截來襲飛彈的韓國型飛彈防禦系統（KAMD）
改稱為「韓國型飛彈防禦」
。援引自「韓軍更改部分軍事術語避免刺激朝鮮」
，
《韓聯社》
，2019 年 1 月 10
日，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190110007400881。
52 “Donald Trump and Moon Jae In agree to end limits on payload of South Korean missiles,” The Strait Times,
September 5, 2021,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donald-trump-and-moon-jae-in-agree-to-endlimits-on-payload-of-south-korean-missiles.
53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The White House, May 21,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5/21/u-s-rok-leaders-joint-statement/; Donald Kirk, “South Korea Back Its
‘Missile Sovereignty’,” Foreign Policy, May 28,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5/28/south-korea-missilesovereignty-biden-moon/.
54 윤상호，「한국산 ‘벙커버스터’ 현무-4 시험발사 성공」，동아일보，2020 년 8 월 3 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03/102268598/1。
55 尹相虎，
「駐韓美軍司令：“年內大幅加強韓美導彈攔截網”」，《東亞日報》，2021 年 3 月 12 日，
https://reurl.cc/Kx8o1y。
56 김종일，「'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규제 해제되나..'文의 큰 그림'」，시사저널，2019 년 10
월 4 일，https://news.v.daum.net/v/2019100413010417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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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FMC）〕評估驗證，至關重要。韓國最終能否如期收回「戰時作戰指揮權」
，
仍有待後續觀察。
最後，受到韓國 2022 年將舉行總統大選與國內政治更迭的影響。韓國總統任期 5
年，且不能連任。根據韓美兩國協議，韓美在開始對韓軍收回「戰時作戰指揮權」所
需「初始作戰能力」進行評估後，將根據評估結果相繼進行「完全運用能力」和「完
全任務遂行能力」驗證評估。預計兩國 2021 年 9 月將再召開一次年度例行的「聯合
國防協商機制」
（KIDD）會議，會議的結果將提交至 10 月舉行的第 53 屆韓美安保會
議（SCM）
。在收回作戰指揮權的問題上，韓方希望下半年進行未來聯軍司令部的「完
全作戰能力」
（FOC）驗證演習，但美方強調要滿足移交戰權的條件，雙方能否達成妥
協引人關注。
美國在拜登政府上任後多次提到將會恢復韓美正常聯合軍演，雖然韓美已規劃以
2021 年下半年進行之「聯演」
，評估「未來聯合司令部」
（F-CFC）的「完全作戰能力」
（FOC）因應與合作方案，屆時疫情若仍未受有效控制，導致 8 月的「聯演」規模限
縮而無法完整進行，則對於未來聯合司令部「完全作戰能力」
（FOC）的評估作業也會
被迫順延。 57 屆時恐壓縮文在寅盼望任期結束前，兌現與美方完成移轉「戰時作戰指
揮權」政治支票的作業時程。一旦進入下一任總統任期，倘新任韓國領導人仍是由與
文在寅理念相近的進步派執政，或將延續文在寅的政策路線；反之，若是韓國選後政
黨輪替，改由保守派政府上任，甚至再度因考量韓半島安全環境變化而提出新的政策
方針，都可能導致「戰時作戰指揮權」移交進程受阻而變得更加混沌不明。
附表：韓美移轉「戰時作戰指揮權」之重要歷程與決議內容
日期

事件概略

決議內容

1950 年 7 月 14 日

李承晚總統致函聯合國軍
總司令麥克阿瑟

雙方簽署《大田協定》
，將韓國軍隊作戰指揮權移交給聯軍司令。

1954 年 11 月 17 日

韓美簽署《對韓軍事與經
濟援助協議議事錄》

規定「聯合國軍司令部在擔當韓國防禦責任期間，大韓民國武裝
力量被置於聯合國軍司令部的作戰控制權之下」
。

1977 年 7 月 26 日

韓美舉行第 10 次韓美「韓
韓美達成協議成立韓美聯合司令部，接管聯合國司令部的任務。
美安全協商會議」
（SCM）

1978 年 7 月 27 日

韓美舉行第 11 次「韓美安
全協商會議」
（SCM）

，成立由韓國聯合參謀本部
韓美簽署「職權範圍之規範」
（TOR）
議長和美國參謀長聯席會議主席共同主持的「韓美軍事委員會」
（MCM）。

1978 年 11 月 7 日

韓美依據 1978 年 7 月簽
署之「職權範圍之規範」
（TOR）

在龍山基地成立「韓美聯軍司令部」（CFC）。

1987 年 8 月

盧泰愚在總統大選期間提
出《競選綱領》

首次提出移轉「戰時作戰指揮權」
，以及龍山駐韓美軍基地遷移
的議題。

1991 年 11 月

韓美舉行舉行第 23 次「韓
美安全協商會議」
（SCM） 韓美兩國就「平時作戰指揮權」（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韓美舉行第 13 次「韓美軍 OPCON）於 1993 年至 1995 年移交給韓方達成協議。
事委員會會議」（MCM）

57

1992 年 10 月 7 日

韓美舉行第 14 次「韓美軍
事委員會會議」（MCM）

韓美兩國達成協議，在 1994 年 12 月 31 日前，正式將「平時作
戰指揮權」移交給韓國軍隊。

2006 年 9 月

盧武鉉政府提出《國防改

推行「自主國防」政策，正式向美方提出收回「戰時作戰指揮權」
。

「 韓 美 聯 演 明 起 實 施 作 戰 指 揮 能 力 評 估 延 至 8 月 」，《 韓 聯 社 》， 2021 年 3 月 7 日 ，
https://cb.yna.co.kr/gate/big5/cn.yna.co.kr/view/ACK20210307000900881?section=politic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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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計畫 2020》
2006 年 10 月 18 日

韓美舉行第 38 次「安全協
商會議」（SCM）

雙方協議自 2009 年 10 月 15 日起啟動移轉「戰時作戰指揮
權」，並規劃於 2012 年 3 月 15 日完成。

2007 年 2 月 23 日

韓國國防部長金章洙和美
國國防部長蓋茨（Robert
Gates）達成協議

美國同意在 2012 年 4 月 17 日將「戰時作戰指揮權」移交給韓
國，同時解散韓美聯合司令部。

2010 年 6 月 26 日

李明博與歐巴馬於 G20 峰
會舉行領袖會談

將「戰時作戰指揮權」移交時間推遲到 2015 年 12 月 1 日。

2014 年 10 月 23 日

韓美舉行第 46 次「安全協
商會議」（SCM）

雙方商議決定推遲原定於 2015 年 12 月 1 日移交的「戰時作戰
指揮權」
，同時雙方簽署《戰時作戰指揮權過渡諒解備忘錄》
，未
來將依據（一）朝鮮半島和區域內的安全環境；
（二）韓國軍隊
是否具備主導韓美聯合防禦的軍事能力；
（三）韓國軍隊是否具
備應對北韓核威脅的能力，來評估是否具備移轉「戰時作戰指揮
權」的條件，但雙方未制定移交戰時軍隊指揮權的新時間表。

2015 年 11 月 1 日

韓美舉行第 47 次「安全協
商會議」（SCM）

雙方簽署《基於條件之戰時作戰指揮權過渡計劃》
（COTP）
，連
同雙方於 2014 年 10 月第 46 次「安全協商會議」（SCM）所簽
署之《戰時作戰指揮權過渡諒解備忘錄》
，以確保穩定推動與落
實「戰時作戰指揮權」之移轉。

2017 年 5 月 25 日

韓國國防部向國政企劃諮
詢委員會報告

將重新推動移轉「戰時作戰指揮權」
，並規劃提前至 2022 年文在
寅政府任期結束前完成。

2017 年 9 月 27 日

韓美舉行第 12 次「聯合國
防協商機制」
（KIDD）

2017 年 10 月 12 日

韓國國防部長宋永武出席
國會的國政監查

表示未來將視時機和條件，加速完成移轉「戰時作戰指揮權」。

2018 年 5 月 11 日

韓國國防部長宋永武提出
《國防改革 2.0》計畫

如果韓國能在 2023 年完成新一輪國防改革，屆時將可望達成從
美國手中收回「戰時作戰指揮權」的目標。

1.
2.

1.

兩國會後決定加快推動移交「戰時作戰指揮權」
。
通過委由「聯合國防協商機制」
（KIDD）下的「移交戰時作
，執行具體移交計畫。
戰指揮權實務工作組」（COTWG）

雙方通過 2015 年簽署之《基於條件之戰時作戰指揮權過渡
計劃修正案》
（COTP revision）
，規劃從 2019 年開始對韓軍
的「初始作戰能力」
（IOC）進行驗證評估。
同時決議將透過年度「安全協商會議」
（SCM）及「韓美軍
事委員會會議」
（MCM）再予以確認後續移轉「戰時作戰指
揮權」所需的〔「完全作戰能力」
（FOC）與「全面執行任務
〕的評估驗證。
能力」
（Full Mission Capability, FMC）

2018 年 10 月 31 日

韓美舉行第 50 次「安全
協商會議」（SCM）

2.

2019 年 6 月 3 日

韓國國防部長鄭景斗與美
國代理國防部長夏納翰舉
行會談

雙方商定在 2019 年 8 月舉行「聯演」
，對韓軍收回「戰時作戰指
揮權」所需的「初始作戰能力」（IOC）進行評估驗證。

2020 年 10 月 14 日

韓美舉行第 52 次韓美安
保會議（SCM）

討論評估「戰時作戰指揮權」移轉「完全作戰能力」
（FOC）的
促進方案。雙方雖表示會繼續推進「戰時作戰指揮權」移轉相關
評估流程，在「戰時作戰指揮權」過渡到「未來聯合司令部」
（FCFC）之前，必須完全滿足雙方 2015 年共同商定《基於條件之
戰時作戰指揮權過渡計劃》
（COTP）中所規定的條件，並共同制
定用於評估「未來聯合司令部」（F-CFC）的「初始作戰能力」
（IOC）和「完全作戰能力」
（FOC）的戰略文件，但未提及相關
細節或具體時程。

2021 年 1 月 27 日

韓國國防部長徐旭出席新
年記者會

向美方提議舉行雙邊防長會談，爭取「戰時作戰指揮權」移交進
程在現政府任內取得成果。

2021 年 1 月 28 日

美國國防部回應徐旭的新
年記者會發言

強調將在完全滿足彼此同意的條件時移交「戰時作戰指揮權」的
原則不變。

2021 年 2 月 2 日

韓國國防部出版《2020 國
防白皮書》

將加速推動達成具備移轉「戰時作戰指揮權」所需之防衛能力，
以早日完成「戰時作戰指揮權」的移轉。

2021 年 3 月 7 日

韓美聯合參謀本部公告

原定 3/8 至 3/18 展開為期 9 天的聯合指揮所演習，驗證韓軍領
導「未來聯合司令部」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F-CFC）
主 導 一 部 分 的 戰 區 作 戰 「 完 全 作 戰 能 力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作業評估，將延至 2021 年 8 月舉行。

2021 年 3 月 18 日

美國國防部長奧斯汀
（Lloyd Austin）出席韓美

韓國軍隊要達到符合「戰時作戰指揮權」的移交條件仍需要時
間，但雙方透過移交的過程，可望將進一步加強韓美同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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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與國防部長（2+2）會
談

2021 年 5 月 12 日

韓美國舉行第 19 次「聯合
國防協商機制」（KIDD）

雙方會中達成共識，在「戰時作戰指揮權」過渡到「未來聯合司
令部」（F-CFC）之前，必須完全滿足雙方共同商定《戰時作戰
指揮權過渡計劃》
（COTP）中所規定的條件。重申基於條件的《戰
時作戰指揮權過渡計劃》（COTP）
，並討論「戰時作戰指揮權」
過渡到「未來聯合司令部」
（F-CFC）的過程當中，對於「完全作
戰能力」（FOC）的認證評估。

資料來源：本文作者陳蒿堯整理繪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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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Challenge on Korea-U.S. “Wartime OPCON” Transition
Abstrac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artime OPCON) is not only the symbol of military
sovereignty but also represent key indicator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In 2007 February,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Korea and
U.S. announced the date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on April 17, 2012. In 2010 Jun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ostponed the Wartime OPCON date to December 1, 2015.
In 2014 Octob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ostponed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again, until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his plan on restoration of OPCON
transition tethered to the end of his five-year presidential term in 2022.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y of the transfer process of Wartime OPCON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U.S., including the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and
related schedules set by the United State. Furthermore, this paper would also explore the
security issues and possible challenges involved in the transferring process of Wartime
OPCON between Korea and U.S.
Keywords：Korea-U.S. alliance, Wartime Operational Command, Regional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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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서사전략과 유기적 이야기세계

이희구(중원대학교)

방탄소년단(BTS)의 국제적 성공, 특히 대중음악의 메카인 미국 시장에서의 성
공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다. 대부분 온라인 세계의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 이에 따른 다양한 음악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가능한 플렛폼의
발생을 그 성공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 플렛폼에서 태어난 세계에서 가장 강력
한 팬덤이라고 불리우는 “아미”는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역할을 벗어
나 능동적으로 방탄소년단의 미국 시장 편입을 능동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방
탄소년단의 성공 담론의 표준 판본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것은 방탄소년단과
제작을 담당한 소속사가 창조해낸 서서의 유기적 세계이다.
전통 서사이든, 디지털 플렛폼에서 만들어진 서사이든, 서사의 궁극적인 효과
는 그것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드러난다. 좋은 서사는 독립적인 자신마의 이야기
세계를 구성한다. 개별 작품은, 그것이 소설과 같은 문자 매체이든 영화나 게임
같은 멀티미디어 환경의 매체이든, 현상적 세계와는 별개로 서사적 차원에서 자
족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독자를 그 안에 몰입시킨다. 한 저자의 서사는 자신의
세계를 세우기도 한다. 윌리암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요크나파토파 카운
티”(Yoknapatawpha County)나 J. R. R. 톨킨(Tolkien)의 “중간계”(MiddleEarth)와 같은 대표적인 이야기 세계는 단순한 이야기 세계를 넘어 현실 세계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세계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서구 문화 자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세계가 존재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서구의 서사 세계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완성된 근대 이후 자신의 제국주의
적 기획과 행보를 같이 해왔다. 세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주어진 이야
기 세계에 편입될 수 있는 모습으로 편집하고 각색하여 서구라는 외형을 코스모
폴리탄적 이미지로 끊임없이 갈아입힌다. 동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남아메리카
와 같은 제3세계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 소재에 목마른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
구 문학계, 영화계, 게임 등 다양한 매체의 입으로 흡수되고, 소화되어 이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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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이야기로 변모된다(Anjirbag 2). 디즈니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
디즈니는 <뮬란>같은 동아시아의 전례 이야기, 멕시코의 제례문화인 “망자의
날”(Día de los Muertos)를 각색한 <코코>, 폴리네시아의 신화 마우이(Maui)를
소재로한 <모아나> 같이 숨어있는 제3세계의 이야기를 가져와 자신의 이야기 세
계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낸다.
이런 견고한 미국 중심의 서구 서사 세계에서 한류 드라마나 영화의 약진은 괄
목할만한다. 네플릭스라는 OTT의 등장도 한몫했겠지만 서구의 서사와 다른 문법
을 가진 한국의 드라마가 미국에서 받아드려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미나리
>나 <기생충>의 평가, 특히 오스카와 같은 아주 미국적인 평가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서사의 세계가 서구로 대표되는 보편 서사적 세계와 접점이 생기
면 견고해보였던 벽도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음악의 지형은 좀
다르다. 주류 음악 시장이 서사적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미국의 대중이 받아드렸다고 생각했던 K-pop의 소비층은 대부분 아시
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소년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K-pop의 위치
는 여전히 서구 주류의 음악 세계에서 마이너한 자리였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의 성공은 빌보드 순위가 말해주듯 K-pop의 위치가 단순히 미국 소수자들의 마이
너한 음악이 아니라 서구의 보편적인 음악의 주류로 입성했음을 상징한다. 방탄
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Ithaca Holdings)라는 미국 음악의 공
룡을 인수했다는 사실은 K-pop이 미국이라는 대중음악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 음악계의 막강한 벽을 뚫고 입성했다
는 경이로운 사건은 단순히 음악적 차원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들을 미국
시장에 진입시킨 것을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의 팬과 미국 음악계를 끊임없이 압
박했던 미국의 팬들, 다시 말하면 아미였다. 음반을 사고, 스(트리)밍하고, 라디
오 디제이에게 선물과 편지로 방송(에어플레이)을 요청했던 이들이 사실 방탄소
년단의 성공의 반을 담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가 논하는 것은
이 아미가 함께하는, 공동으로 창작했던 방탄소년단의 유기적 이야기 세계이다.
일인 창작자나 한정된 인원이 참여한 창작 그룹의 이야기 세계는 그 완결성을 중
요한 요소이겠지만,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서사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열린 서사
세계가 그 핵심을 이룬다. 여러 개의 층위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를 이루는 방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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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단의 서사 세계는 유기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유기체적이라 함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유기체”라는 단어를 성장하고, 변화하고, 외
부환경에 개방적으로 적응하고 그 외부환경의 생태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로 정의한다. 그렇기에 방탄소년단의 서사적으로 열린 음악은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된다. 트럼프 전당대회의 노쇼라는 형식의 저항과 인도네시
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뒤에는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만들어내는 서사와 그 속
의 정치적 힘이 있었다.
방탄소년단의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 서사연구에 사용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지만(정지은), 이런 정적인 구조는 역동적인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 소재로써의 이야기인 “스토리,” 말, 글, 시청각적 요소로 표현하는
“말하기,” 창작자와 감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방탄소년단의 서사(전략)를
이루고 있다는 구조적 해설은 다양한 구성요소가 구성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끊임
없이 연결되는 역동적인 서사를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정태적이다. 소재로써의
“스토리”는 표현의 도구가 되고, “상호작용”의 결과는 다시 소재로 사용되는
반복 순환되면서 자신을 유기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역동적 이야기세계로 이
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 방탄소년단의 서사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층
위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새롭게 발전되어
가는지 따라가려고 한다. 먼저, “방탄소년단”이라는 K-pop 아이돌로서의 성장
서사와 그것이 구성하는 현실 세계가 있다. 다음으로 디스코그래피 전체를 관통
하는 서사가 있고, 각각의 노래는 가사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서사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는 다시 안무의 서사, 뮤직비디오 영상의 서사와
결합되어 더 큰 세계를 이루고, 이 세계는 아미의 해석의 공동체와 다시 연결된
다. 서사 해석이라는 행위를 통해 세계 속으로 들어온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서사
의 밖에서 거리를 두고 상품을 보듯 관조하는 자본주의적 소비자의 위치가 아니
라 서사의 일부로서 서사와 관계를 맺고 그 세계를 확장한다. 이 확장은 인위적
으로 구분한 층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성하는 틀을 해체하며 새롭
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들뢰즈 학자인 이지영이 방탄소년단의 현상을
들뢰즈의 리좀으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세계도 리좀과 같이 나무 구조
의 위계를 부수고 새롭게 연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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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성장 서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인 아미가 그들의 아이돌에서 발견한 첫 번째 서
사는 방탄소년단의 성장 이야기였다. 다양한 소외 속에 처한 팬들이 발견한 초기
의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그들과 같은 언더독의 서사였다. 대형기획사들이 키워
내 단숨에 정상에 오르는 유명 아이돌들과 달리 방탄소년단은 초라한 소속사의
막 데뷔한 그저 그러한 아이들이었다. 자금여력도 없고 대형 기획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언론의 눈밖에 있었던, 그들이 택한 홍보처는 소셜미디어였다. 비루할 수
있었던 데뷔 초년의 일상을 유튜브라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당시에는 많
지 않았던 팬들과 공유되면서, 방탄소년단의 서사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
는 서사가 아니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생태적 공생을 살아가는 유
기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K-pop은 탄생 초기에서부터 “공장형 상품”으
로 불리면서 폄하되었다. 이러한 공장형 서사와 달리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기
획사가 내놓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경험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띤다.
삶의 방향을 잃고 정체성을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
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며 임의적인 외부의 인정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한다. 방탄소년단
의 삶이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는 이야기는 혼란을 느끼고 사회의 언더독이라는
느낌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처음에는 청소년들에게) 공유하는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서사를 제공한다.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전체의 서사를 만들
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의 영상이 전달하는 서사는 그 자체
로 끝나지 않고 댓글이라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사를 통해 영상의 이야기를 확장
하고 방향을 틀거나, 심지어 전복할 수 있다. 최근 역주행의 상징이 된 브레이브
걸스의 경우만 봐도 영상의 서사(위문공연)와 댓글의 서사가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산되어 걸그룹 홍수 속에 묻혀 사라질 수도 있었던 재능 있는 네 명을 무대
로 새롭게 호출했다. 이들의 서사는 5년의 무명시절을 거쳐 해체를 한 주 앞두고
있던 이들의 “재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신자본
주의의 처절한 시스템에서 신음하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대리적 위안을 찾도록
했다. 이 위로의 보답으로 그들의 팬들은 브레이브걸스가 반짝 인기가 아닌 지속
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광고 활로를 찾아주고 광고 상품을 홍보해주고
구매한다. 그들과 팬들의 서사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하나의 전체 이야기로 성장한

517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다.
브레이브걸즈를 앞서 방탄소년단의 성장은 아티스트의 서사가 팬들의 서사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이루어진 서사의 세계라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냈다. 방탄
소년단이 미국에 입성하고 차트에 오를 때 팬들의 반응은 “그들의” 성공을 축
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팬들에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한 사건은 우리가 같이 이루어낸 공동작업
이다.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어낸 가족이자 친구, 동료의 축하할 일이지 동양의
어떤 아이돌 스타의 업적이 아니다. 그렇기에 서구 뮤지션의 공과 사의 구별이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덤 사이에서 다르게 작동한다. 서구 음악계에서 뮤지션의
자아는 무대 위와 무대 밖에 개인적 영역에서 완전히 다르다. 팬과의 관계는 무
대 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들의 사생활은 황색 저널리즘의 가십으로 소비될 수
는 있어도 무대 위의 뮤지션과는 별개로 인정받는다. 그렇기에 인기의 부침은 어
쩔 수 없는 과정이고 팬들은 다른 뮤지션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방탄소년단
의 팬덤인 아미의 경우 아이돌의 서사는 팬 자신의 서사와 엮여 하나의 큰 이야
기가 되고 아이돌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이 겹쳐 이루어짐으로써 팬과 아이돌의
하나의 이야기 공동체가 된다.
이는 게임 서사와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마인크래프는 이전 게임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전의 게임이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거나
더 좋은 전략으로 상대방을 (그것이 컴퓨터이건 인터넷 속 경쟁상대 이든) 이기
면 끝났다면, 마인크래프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규칙을 가진 세계 안에서
그들의 세계를 만들도록 허락한다. 사용자는 그 세계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
안을 구성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해 낼 수 있다. 마인크래프에서 더 발전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VR 게임인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의 경우는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활동을 하고, 심지어 경제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나는 현실에서 어떤 중요한 구성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게임에서는 세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방탄소
년단의 팬들도 이와 흡사한 방식으로 그들의 아이돌의 이야기와 관계를 맺고 있
음을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알 수 있다. 이들은 마치 블록체인의 분산저장 방식
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양한 노드를 구성하고 있지만 모두 전체 서사를 공유하
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증명을 함으로써 “찐” 펜임을 확인시키고 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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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새로운 정보를 더하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그것을 공유하면서 이야기 세계
를 확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 “아미피디아”(Armypedia)이
다.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이 백과사전은
아미의 “노동”의 결과이다. 인터넷 기반에서 출몰한 팬덤의 핵심은 탈중앙화된
개별의 노력/노동이 결합이다. 블록체인처럼 모든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담고 있
는 아미피디아는 “선물경제”처럼 작동하는 팬덤의 힘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
어나가고 있다(Proctor 82). 팬들은 온, 오프라인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방탄
소년단 관련 정보들을 찾아와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다. 그리고 블록체인처럼 연결
할 권리를 획득하고 자신의 “경험적 스토리”를 포함시키 위해서는 QR코드를 찾
아내야 한다(한유희 152). 이 아미피디아는 “집단지성”의 성격을 갖춘 공동체
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모피디아”라고 말할 수 있다(145). 한유희는
“개개인 모두 개성을 살려 자신의 지식을 공동 생산하고 교환하는 공간으
로”(146) 정의하는 피에르 레비(Pierre Levy)의 개념인 코스모피디아를 아미에
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시스템적인 위계로 인해 이상적
이지 않다고 평한다. 이 한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연결방식이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는 연결을 통해 주어진 세계의 틀을 넘어 확장시키는 동시에 네트
워크 안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한 통합적 서사세계를 만
들어내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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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는 이런 방식의 통합된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2021년 하이브로 이름을 바꾼 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공룡으로 변신했다.
2020년 10월 회사의 상장은 문화와 경제면 모두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상장 보
다 더 중요한 변신은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넘어 IT역량을 가진 플렛폼
기업으로의 전환이다. 빅히트는 2020년 5월에 한국의 거대 게임회사인 넥슨의 대
표를 빅히트의 국내 사업을 책임지는 총괄 대표로 스카웃했다. 이후로 이 회사는
게임관련 인재들을 불러오면서 단순 엔터테인먼트 사업체에서 디지털 미디어 플
랫폼 회사로 변모를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위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탄생시
켰다. 이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 흩어져있는 방탄소년들과 팬들의 서사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세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
다. 이 플렛폼에서 수많은 언어로 자동 번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되고 이 세
계에서 국경, 언어, 인종과 같은 경계들이 사라진다. 코비드19와 같은 물리적 세
계의 단절이 일어난 시국에서도 이 세계는 여전히 커지고 발전한다.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꿈은 미국 시장의 진출이었다. 이들은 일본, 중
국,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중문화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신 있게 미국으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박진영이 이끄는 JYP는 당시 제일의 걸그
룹인 원더걸스를 미국에서 데뷔시키려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성공 공식을
따르며 투어를 시작했다. 한국의 인기를 뒤로하고 미국 음악계의 밑바닥부터 시
작한 원더걸스는 주류 매체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몇 년의 노력만을 미국에 남기
고 귀국해야 했다. 이 실패를 의식한 듯 나머지 두 거대 기획사는 아시아의 인기
를 거점으로 미국과 유럽의 시장을 노크하려했다. 이들 역시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제자리를 답보할 뿐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이제까지 쌓아왔던 문화
적 노하우 혹은 기술을 극대화시켜 이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방탄소년단
과 소속사는 기술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들이 만들어내는 유기적 성장
서사를 통해 배타적인 미국 시장에 스며들 듯이 진입할 수 있었다. 팬들은 방탄
소년단과의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면 그들의 지인들을 포섭한다. 이들에
게 방탄소년단들의 음악은 한 시절 소비하고 다른 음악으로 옮겨가는 상품이 아
니라 그들의 같이 성장한 친구이고 자신의 존재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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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노래로 이야기 세계를 만들다>
이러한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성장 서사는 그들의 가사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유대감 위에서 방탄소년단이 그들이 팬들에 전하는 이야기는 더욱더 진솔함과 진
정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내면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다. 가수가 자신의 무력함이나 번아웃 경험을 비유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설적
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많은 한국의 아이돌 가운데에서 방탄소년단
만이 일상을 랩의 벌스로 옮기는 래퍼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펜들에
게 고백할 수 있다. 2020년 말에 멤버 진이 공개한 개인곡 “Abyss”는 자신의
번아웃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

사실은 최근에 크게 번아웃이 왔는데 저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빌보드 핫 100 1위를 하고 많은 분들게 축하인사를 받
았는데 내가 이런걸 받아도 될까..사실 나보다 음악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이런 기쁨과 축하를 받아도 괜찮을까..

블로그에 올린 이 글과 함께 그는 자신이 다른 작곡가와 멤버들과 공동작업한
노래를 생일선물로 펜들에게 선사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앞
서 보았던 같이 공유한 성장의 서사이다.
방탄소년단 초기 곡들은 이런 공감대 이전에 만들어졌기에 청소년/청년기의 고
민을 담은 단편적인 가사들이 많다. 처음 기획이 힙합을 위한 보이밴드 구성이었
기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써온 가사들은 힙합의 허세와 같은 클리세가 많았지
만 진솔한 자신의 내용을 가사로 써오라는 방시혁 대표의 조언이후로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작은 기획사의 연습생으로서의 어려움, 힘겨운 서울살이 등 솔직한
이야기를 노래에 담기 시작했다(이상원). 방탄소년단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팬들과의 유기적인 서사 세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은 팬들과 교감하면서 그들과 아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심 주제를 찾아 그것
을 그들의 앨범 컨셉과 가사로 형성해 나갔다. 한편으로 앨범의 컨셉을 연작 형
식으로 꾸준하게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각 수록곡의 가사를 통해 다양한 그
들과 팬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그들이 팬들과 함께 찾아낸 음악적 화두는 “Love Yourself”(너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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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시지이다. 정규앨범과 미니앨범에 걸쳐 기승전결이라는 단계로 소개한 이
메시지는 앞의 앨범의 앨범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중요한 서사틀을
제공했다. 기자회견에 밝힌 방탄소년단의 설명에 따르면, “너를 사랑하라”는
음악 서사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자신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
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
정을 그린다. 각각의 곡이 가진 의미는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블로그, 리액션이
나 해석 동영상,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석되고 공유되어 그들이 제공한 서
사틀에서 융합되고 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별 곡이 융합되고 발전되어 가는
지 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방탄소년단은 “Love Youself” 이전에 “화양연화”라는 연작으로 ‘위태롭지
만 아름다운 청춘’을 음악 서사로 표현했다. “화양연화”와 “Love Yourself”
가 형태적으로 다른 지점은 “기승전결”이라는 서사적 구조를 음악에 명시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기, 승, 전, 결은 다른 방식과 매체로 만들
어졌다. 기가 영상물이었다면, 승은 미니 앨범의 형식이었다. 전이 정규 3집으로
많은 곡을 담고 있다면, 결은 앞의 곡들과 신곡을 새롭게 묶는 리패키지 형식의
앨범이었다. 이런 서사의 큰 줄기 안에서 다양한 곡들은 전체의 흐름을 유지하면
서 서사의 공간을 확장한다. 시간의 순서상 가장 먼저 발매된 <승>의 예를 들면
발매의 순서까지 서사적 맥락을 고려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랩을 담당하는
슈는 기자회견에서 이 앨범이 먼저 나온 이유를 “사랑에 빠졌을 때 몰입하는 순
간의 곡이 많아 승(承)”이라고 설명한다. 사랑이라는 서사가 가진 상승의 이미
지를 <승>으로 재현하면서 이 앨범은 성장기에 겪게 되는 초년기 사랑에 대한 이
야기를 풀어낸다.
<Intro: Serendipity>, <DNA>, <보조개>이 첫 사랑의 설렘을 우연, 운명과 같
은 주제로 접근한 노래들이 뼈대를 이루지만 방탄소년단들의 기존 앨범에 수록한
노래라는 서사의 한계를 넘는, 다른 말로하면 메타 서사를 추가한다. 팬들과의
관계를 “피리부는 사나이”라는 은유로 재치있게 풀어낸 <Pied Piper>와 악플러
들에 대한 당당한 대답인 <Mic Drop>은 마치 메타픽션의 작가들이 자신의 만들어
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개인적 서사를 독자에 전달하는 것처럼, 풋풋
한 사랑이야기를 전하는 방탄소년단은 불현 듯 자신의 생각을 말하듯 자신의 팬
들에 대한 사랑을 재기발랄한 비유로 고백한다. 전통 K-pop 아이돌 팬과 힙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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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에서 조롱을 받아온 방탄소년단은 가사를 통해 그들과 상대해 왔기에,
이 앨범에서도 힙합의 “플렉스”라는 수사(修辭)적 장치를 차용해 악플러들을
조롱한다. 이런 메타픽션적인 곡과 함께 앨범에 자주 수록되는 신선한 서사는 스
킷(skit)이다. 많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에서 스킷은 다양한 오디오 클립으로 이루
어져있다. 수상식 발언이나 멤버들 간의 사적 대화같은 기존 일반 음악 서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스킷으로 앨범에 담기면서 앨범의 전체 서사는 내적
독백같은 직접 내면을 드러내는 내용을 통해 더욱 풍성해진다.
방탄소년단의 앨범의 서사는 이처럼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하나의 독립적인 세
계를 만들어낸다. 이는 다시 다른 “Self Yourself”라는 연작 속의 앨범들과 연
결되어 더 큰 세계를 구성한다. 연작은 마지막 리패키징 앨범인 <LOVE YOURSELF
結 'Answer'>까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나간다.
All Music의 평가에서도 드러나듯 방탄소년단과 같은 팝밴드의 음악이 “주제의
일관성”(thematic consistency)을 깊이 있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경이롭다”(a
wonder)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제적 서사와 그 세계의 창조는 계속 이어진다. 이후 그들은 사랑해야
할 자아의 문제를 천착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말하기”
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내면의 이해로 관심을 돌렸다고 말할 수 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이 꺼내온 서사틀은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심리학의 핵심은 페르소나였다. 자신 속의 다양한 페르소나, 가면
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자아까지 모두 포함하는 원형적인 자아
를 찾아야 한다는 융의 심리학을 차용하여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연작은 새로운
서사의 방향을 찾았다. 방탄소년단은 저명한 융 학자인 머레이 스타인의 저작
『융의 영혼의 지도』(Jung’s Map of the Soul)를 차용해 앨범의 타이틀로 사용
한다. 이들은 서구 심리학의 중요한 고전인 융의 심리학과 대표적인 저작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만큼 보편성을 가진 서사의 주제를 획득했다. 이안
에는 앞의 연작처럼 팬덤인 아미에게 보내는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나”(I am)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려진다.
<Map of the Soul: Persona>의 주제는 다음 앨범인 <Map of the Soul: 7>이어
진다. 스타인 박사는 융의 심리학과 자신의 책을 음악으로 새롭게 풀어낸 방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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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단에게 감명을 받고, 몇 명의 심리학자들과 공동으로 융 심리학을 통해 <Map
of the Soul: 7>을 풀이한 진지한 해설서를 출판한다. 그와 공동 집필자들은
『영혼의 지도-7: BTS 세계의 페르소나, 그림자 & 에고』(Map of the Soul - 7:

Persona, Shadow & Ego in the World of BTS)에서 7이라는 융의 자아의 회복 단
계를 통해 앨범에 명기된 신비한 수인 7을 해석하고 앨범의 내용을 그 해석의 틀
에서 분석한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연작은 기대와 달리 여기에서
멈춘다. 코비드19로 멈추어진 세상 속의 고통 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방탄소
년단은 새로운 앨범<BE>에서 “그대로 있는 나”(I am)보다 더 본질적인 존재인
BE(ing)으로 팬들을 호출하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Life goes on) 설득하고 위로한다. 이런 앨범 컨셉, 서사의 틀의 변화는 방
탄소년단의 서사가 얼마나 유기적이고 유연한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서사는 소위 말하는 단순히 ‘기획’으로 만들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물
이 아니라 아티스트, 기획사, 팬, 매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이 유기적이고 유연함은 그들이 자신의 음악 서사로 끌어오는 다양한 서사들,
특히 문학 서사들이 사용되는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융에서부터 헤
르만 헤세, 무라카미 하루키, SF 작가 르귄까지 방탄소년단은 수많은 문학 서사
를 통해 자신들의 서사를 풍부하고 비옥하게 만든다. 특히 “입덕”이라는 입문
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아미라는 엄청난 규모의 “해석의 공동체” 1에 가입되고
앞에 펼쳐진 엄청난 서사의 네트워크를 만나게 된다. 이 네트워크는 인문학이라
는 거대한 저수지로 그들을 이끌게 된다. 방탄소년단 관련 독서 목록을 본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일반 대학에서 발표한 권장 도서 목록의 수준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와 인문 서사와의 만남은 그들이 대중문화의 표피적 단순함
만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1

한유희는 “해석의 공동체”가 인쇄 자본주의 시대에서 탄생했다고 말한다. 인쇄 자본주의는 자의식
을 가진 수용자들이 같은 정보들을 연결시키는, 다시 말하면 유사한 해석을 통해 뭉치는 공동체
를 가능케 했고, 새로운 인터넷 문화에서 탄생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환경은 새로운 “취향의 공동
체”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153). 하지만 이 취향의 공동체의 중요한 행위가 관련 주어진 해석
의 지평아래 새로운 정보의 취합과 결속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실 해석의 공동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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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서구적 담론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서구
인문 고전과의 만남은 방탄소년단의 서사가 서구 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보편성
을 획득했다는 의미이다. 헤르만 헤세의 서사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보편적인 성장의 서사를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구를 비롯한 많은 국적을 가진 팬들이 그 보편적 서
사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의 서사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앨범 <Wings>는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적 소설인 『데미안』을 모티프로 구상되었
고, 헤세의 중요한 성장기의 질문인 “나는 누구일까”는 이후 방탄소년단의 서
사 작업의 기초가 되었다.

<영상의 서사>
대중음악의 서사는 가사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MTV의 출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한 뮤직비디오의 역할은 가사의 서사를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 서사
를 확장하거나 서사를 전복하기도 한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는 이제까지 연
구들이 제시했던 뮤직비디오의 특징을 넘어선다.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음악과는
분리된 파편화된 포스트모던적 시각서사, 극대화된 시청각의 공감각과 같은 뮤직
비디오에 대한 설명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사라는 한정되고 고정
된 의미를 시각적 코드를 통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하고 은유적
가사의 애매모호함을 시각적 대응물로 초점을 맞추어 명시적으로 답을 제시고 하
는, 방탄소년단의 영상 서사는 그들의 서사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논의
를 위해 영상 서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논의하려고 한다. 하나는 안무 서사이다.
방탄소년단에게서 “칼 안무”는 그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섬세한 안무는 단순한 춤을 넘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필요불가결한 비주얼 서사이다. 다른 하나는 뮤직비디오의 영
상 서사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사 서사와 겹쳐지거나, 병행/평행하는, 혹은
어긋나거나 교차하는 같지만 다른 영상의 서사는 팬들의 해석과 통합되면서 방탄
소년단의 서사 세계가 계속 성장하도록 만든다.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의 통일된 군무에 놀랄 수밖에 없다. 많
은 K-pop 아이돌의 특징이기도 한 “씽크”된 군무는 아이돌의 능력을 측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통일된 안무가 쾌감을 주는 이유는 강한 리듬이 주는 느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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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안무가 아주 기초적인 본능과 같아 몸의 서사로 기능
하는 이유에서 그럴 수 있다. 무용과 발레가 서사를 추구하는 것처럼, K-pop 아
이돌의 안무는 자신들의 개성뿐만 아니라 서사의 핵심을 전달하는 도구로 안무를
구성한다. 방탄소년단은 이 안무의 서사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특히 <블
랙스완>와 <피, 땀, 눈물>과 같은 노래에서의 안무는 음악과 가사의 일반적 내용
을 보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무 자체가 하나가 서사가 되도록 구성되
어있다. 두 곳의 안무는 어두운 내면의 문제나 창작의 어려움과 같은 고통을 현
대무용의 수준에서 전달한다. 현대무용을 전공한 멤버 지민의 기술적인 완성도도
한몫을 했지만, 두 곡의 섬세한 안무는 안무 그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K-pop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그들의 안무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하나의 불문율로 지키고 있다. 이런 암묵적 규칙
을 따르는 방탄소년단의 안무 영상은 그들이 안무가 때로는 그들의 춤실력을 뽐
내는 기회로 삼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중요한 서사적 도구로 안무를
사용하고 있다. 춤의 서사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스밀렌
안토노브 사보브(Smilen Antonov Savov)에 따르면 “카메라 역시 춤을 춘
다”(The camera also “dances). 여기에 편집의 역동성은 춤의 서사를 풍성하게
재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8). 이를 잘 보여주는 곡은 2020년 앨범 <Map of the
Soul: 7>에 수록된 <On>이다. 이 곡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
과 음악을 찾아가는 노력과 그에 따른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독특하게 뮤직비디오 이전에 안무를 중심으로 한 <‘ON’ Kinetic Manifesto Film : Come Prima>이란 비디오를 먼저 공개한다. 제목이 암
시하듯 이 비디오는 움직임을 통해 선언을 한다는 서사를 포함하고 있다. 영화 <
매드맥스>를 연상하는 수많은 댄서들 사이에서 흰옷과 검은 옷을 창작한 방탄소
년단의 격렬한 춤은 전장에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군하는 군인의
선언과 같다. 안무로 전달하는 이런 서사를 방탄소년단이 사용한 용어로 다시표
현 하면 “키네틱 서사”라고 말할 수 있다. 춤 연구에서 미국 백인 서사에 대응
하는 반-서사로 키네틱 서사를 언급한 연구가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안무 서사는
이와는 다르게 다문화적이고 동시에 보편적인 이야기로 기능한다. 흑인 댄스가
의미가 정지하도록 만들지만 변화없는 정지에 그치는 저항의 몸짓이라면, 방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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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단의 안무는 그들의 메시지가 확장되도록 하는 선언적 서사이다.
이곡과 함께 논해야 하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멤버 J-Hope이 솔로로 공개한
노래 <Chicken Noodle Soup>이다. 많은 춤꾼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에
서 서로 다른 인종의 댄서들이 가수들과 함께 춤을 추고 크레딧에는 그들의 이름
이 화면에 크게 기록된다. 남미계 미국 가수인 베키(Becky) G와 협업한 이곡은
원래 2006년에 발매된 흑인 음악이었고, 리메이크에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가 함께 사용되었다. 방탄소년단의 이런 개방적 다문화 성격의 키네틱 서사는 정
체성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흑인 인권 운동과 결을 달리한다. 흑인이라는 정체
성에 기댄 최근의 흑인 인권 운동은 배타적 경향을 띈다. 문화계에서도 이런 현
상이 자주 나타난다. 흑인의 힙합만이 순수한 힙합의 정수를 보여주고 흑인의
‘무브’가 진정한 흑인 춤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한 문화 배타주의는 인종 정
체성 인권 운동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보편성이 배제된 특수한 내용이라는 한계
로 자신을 가둔다. J-Hope의 시도는 이 반대로 인종, 언어, 문화라는 개별적 특
수성을 보편성 위에 드러낸다. 특히 뮤직비디오의 중요한 미장센인 자동차는 미
국의 보편적인 문화로 기능하면서 모든 다양성 안에 보편적인 틈으로 들어와 있
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미국 문화에서 자동차는 권력에 대한 페티시로 작동
했고 이는 미국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전기차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자동차 권력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8기통이 상징했던 공
격적 남성성은 이제 사라지고 친환경이라는 어젠다에 종속된 순화된 기표로 재구
성된다. <Chicken Noodle Soup>은 이 새롭게 보편화된 자동차라는 기표를 끌어와
개별적인 문화에 보편적 서사를 담보한다.
다른 한편으로 방탄소년단은 미국 문화의 춤 서사의 레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수
용한다. 흑인이지만 정통 미국 대중문화 서사의 중심이 된 마이클 잭슨이 방탄소
년단의 중요한 모델이다. 작년 발매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의 안무의 핵
심은 마이클 잭슨의 아이코닉한 춤동작이다. 마이클 잭슨이 오른쪽 다리를 기역
자로 올리고 앞으로 차는 동작은 미국 팝음악을 상징하는 안무적 밈으로 작동한
다. <다이너마이트>는 처음으로 모든 가사가 영어로 쓰인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인지도를 팬덤 중심에서 미국 일반 대중으로 확장시킨 곡이다. 이 곡의 안무에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안무를 삽입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노래를 생소하게 생각했던 미국 대중이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문화 서사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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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몸의 언어는 사후적으로 인식되는 가사나 영상의 서사보다 선행한
다. 팝의 전설인 마이클 잭슨이라는 레퍼런스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드리면 방탄소
년단의 서사 세계의 한 점과 이미 만난 것이고 그들의 서사 세계를 탐구할만한
충분한 호기심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안무 중심의 <On>
뮤직비디오의 부제는 그들의 서사 전략의 중요한 지점을 설명해준다. 일반 고전
음악에서 “처음처럼 연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me prima”는 팬들 사
이에서도 그 의미가 논란의 대상이다. 본 논의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
면, 키네틱 선언문은 음악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선행한다는, 그들의 음악 원류
는 몸의 언어에 있다는 다짐이자 주장이다(Savov 2).
<On>이 다른 곡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들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안무는 배제되
고 온전한 영상 서사를 담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 나름의 마케팅 서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전략은 팬덤 밖에 있는 사람들(‘초심자’)에게는
그들의 원초적 안무 서사로 호소하고, 팬덤 안의 있는 사람들(‘입회자’)에게
서사 세계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이 뮤직비디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헤르만 헤세와 같은 종교나 문학 서
사뿐만 아니라 이전의 앨범 컨셉, 앞선 뮤직비디오의 서사, 멤버들의 솔로 곡에
대한 이해 등 수많은 방탄소년단의 서사 세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만들어내는 서사는 가사의 서사보다 더욱 다층적이
다. 주어진 시간 속에 음악이라는 틀에서 전달하는 서사와는 다르게 시각적 서사
는 동시에 다양한 이야기를 감상자에게 들려준다. 인물의 행동과 제스처, 배경,
소품, 시각효과는 각각 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이전의 서사와 연결되면서 과거의
서사를 새로운 이야기와 연결시킨다. 하나의 뮤직비디오는 단독적으로 감상할 수
있지만 다른 서사와의 연결되어야 세계가 더 풍성하게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앞
서 언급했던 팬들이 구성하는 “해석의 공동체” 역학이 중요해진다. 기꺼이 서
사 세계에 들어가 흩뿌려진 다양한 서사의 노드들을 연결해 더 크게 그 세계를
확장시키는 이 공동체가 없다면 정밀한 기획과 거대한 자본만으로는 방탄소년단
의 서사 세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중 하나인 <봄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이 곡이 세월호에 대한 노래로 인식된다. 방탄소년단이
나 기획사가 이 곡에 대한 의미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세월호라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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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사건을 하나의 해상 ‘교통사건’처럼 쉬운 재현의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극
우적 발상과 달리 이들은 이런 상처를 저널리즘적인 서사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말한다. 아우슈비츠의 시적 재현 불가능을 말한 테어도어 아도르노
(Theodor Adorno)의 경고에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장편시를 쓴 찰스 레
즈니코프(Charles Reznikoff)는 “예술가가 항상 해왔던 대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서”라고 대답했다. 레즈니코프가 예술가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시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의 언어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전했다면, <
봄날>의 뮤직비디오는 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나간다. 초기 뮤직
비디오 연구자들은 이 매체를 포스트모던으로 특정했다. 주어진 음악과 느슨한
연결을 맺고 파편적인 영상의 조각의 나열로 구성된 뮤직비디오는 음악 서사에
다양한 ‘포스트모던’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봄날>의 뮤직비디오는 오멜라스,
<설국열차>,

크리스티앙

볼탄스키(Christian

Boltanski)의

<모뉴멘타

>(Monumenta) 2010중 하나인 ‘옷 산’과 같은 작품들, 기차, 해변, 여인숙, 버
려진 유원지, 세탁소와 같은 장소들, 신발, 케이크와 같은 오브제들을 파편적인
레퍼런스로 던져놓는다. “세월호”라는 객관적 재현이 어려운 외상은 주관적인
증언으로만 그 사건의 정동을 전달할 수 있다. 세월호를 명명하고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입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이나 그 기획에 참여한
회사가 아니라 이 파편을 모아 아주 개인적인, 그렇기에 단독적(singular)인 팬
한명 한명의 해석적 증언이다. 진정한 정치를 배재해야 무의미한 정치적 제스처
가 가능한 현실 상황에서 개별 팬들은 그들의 해석을 통한 세월호의 증언이라는
비정치적인 서사를 가장 정치적인 서사로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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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서사전략과 유기적 이야기세계” 토론문

방인식(숙명여자대학교)

먼저 흥미로운 주제에 토론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웹툰 및 K-pop 등이 이른바 한류
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는 물론 거의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은 아마도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일 겁니다. 특히, 미국대중음악을 들으며 성
장했던 저와 같은 세대에게 방탄소년단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낸 성과는 가히 실
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의 토론이 혹시나 아미들에게 미운 털이나 박히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방탄소년단을 분석한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
고 궁금한 점을 지나칠 수 없어 몇 자 정리해 봅니다.
방탄소년단이 서구 뮤지션들과 다른 점을 언급한 선생님의 원고에 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미국 가수도 아니며
더구나 한국의 대형기획사 출신도 아닌 상황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무명, 소외,
혹은 성장 등의 경험을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전략으로 팬덤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 안무, 뮤직비디오 등
이 매개가 되어 방탄소년단과 팬들 사이에 해석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동
일시를 통한 강력한 팬덤이 구현될 수 있다는 부분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에도, 서구 뮤지션의 “자아는 무대 위와 무대 밖에 개인적 영역에서 완전히 다
른”(3) 반면에 방탄소년단의 경우 “아이돌의 서사는 팬 자신의 서사와 엮여 하
나의 큰 이야기”(3)가 된다는 전개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성장의 부침, 여성성, 이성 등의 사적인 주제를 솔직하게 노랫말 가사, 뮤
직비디오, 인터뷰,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팬들과 공유하는 테일러 스위
프트나 아델과 같은 현존 서구 여성 아티스트의 경우 방탄소년단이 취하는 전략
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서전적 서사를 팬들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대부분의 미국 래퍼들의 전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선
생님께서 언급하신 서구의 서사 세계가 수많은 이야기를 수집, 편집, 각색해 외
형을 코스모폴리탄적 이미지로 확장했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방탄소년단이
취하고 있는 개인 서사에서 출발해 한국의 전통문화, 융, 헤르만 헤세 등과 같은
서구 심리학 및 문학의 적극적인 차용, 그리고 전 세계의 작곡, 작사, 안무가 등
과 협업해 서사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과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번째로 agency와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발표문에 설명
하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팬들과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
가며, 특히 팬들의 입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노랫말, 안무, 그리고 뮤직비디오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전 세계에 흩어진 집단지성이 의미를 찾아내는 것처
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기획사 중 하나
로 성장해버린 빅히트가 전세계에서 고용한 수많은 작사, 작곡, 안무가를 고용하
고 뮤직비디오 한 편을 완성하는 데 투입되는 감독, 촬영, 분장, 조명, 의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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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 족히 수 백명은 넘어 보이는 협업에서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전
달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생깁
니다. 이제 거대 산업자본을 기반으로 대중음악을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방
탄소년단과 아미가 어떤 agency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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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에 관한 연구
-태권도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박명수
<국문초록>
태권도는 한류의 시초로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로 현지화되었고
국내에서는 2018년도에 국회에서 태권도를 ‘국기(國技) 태권도’로 명문화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제 태권도는 기술과 문화에 법적으로도 보장받은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파급은 더
확장되지 못하고 주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차렷, 경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
이외의 한글이 주는 언어 문화적 확장력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권도의 파급과 보급에 보다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한국어와
문화로 배우는 스포츠로서의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태권도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 분석 결과 태권도를 언어문화의 관점에서 이와
연결하여 연구한 논문은 학위논문 2편, 학술지 논문 3편 등 아주 극소수인 5편의
논문뿐이었다. 한국 문화, 한국어 교재, 태권도 관련 뉴스 기사와 관련된
논문이었으며, 한 편은 ‘동작동사 연구’의 하나로 태권도를 활용한 경우였다.
이렇게 태권도와 언어문화와 연계된 논문은 몇 편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태권도를 언어 연구로 확장해 가고자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도
이를 위해 태권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언어문화 확장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초 연구로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한류의 시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태권도’라고 대답한다.
태권도는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로 현지화되었고 국내에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 스포츠이다. 더욱이 2018년도에는 국회에서
태권도를 상징적으로만 국기(國技)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국기(國技) 태권도’로
법률로 명문화하게 되었다. 1 이제 태권도는 누구나 아는 태권도로, 기술과 문화에
법적으로도 보장받은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보급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더 확장되지 못하고 주춤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태권도를 기술적으로의 보급은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것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
다다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그것은 가장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8년 3월 5일 현재 국

기원장인 이동섭의원의 대표발의와 225인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다.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태권도의 국기에 대해 ‘제3조의3(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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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언어인 ‘차렷, 경례’ 같은 단어도 한글로 배우고 이 단어 이외의 한글이
주는 언어문화 2 확장력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권도 속에
녹아 있는 언어문화의 확장력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권도의 파급에 보다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기술에다가 언어문화와 연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의 유래 및 기술의 우수성, 국기(國技)
태권도의 제정, 세계화를 통해 언어문화 확장 연구의 길을 모색하고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태권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동향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주제별로 분석∙제시하여 향후 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2. 태권도의 역사와 세계화에 나타난 언어문화 연구의 필요성
2-1. 태권도의 유래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국의 전통무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족민이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로서 생활문화의 하나로 존재해 왔다. 고대부터
문화의 일부로 존재해 온 전통무예가 오늘의 태권도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어디에서 왔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태권도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고구려 벽화와 신라의 화랑 이야기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술할
때도 고대의 태권도, 삼국 시대의 태권도, 고려시대의 태권도, 조선시대의
태권도라는 식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태권도의 역사를 사실과 가공의
역사로 혼용하여 기술(記述)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태권도를 사실과 가공의
역사가 혼재되어 본다는 점에서 태권도를 사실주의적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즉 해방 이후 태권도란 명칭이 사용된 이후부터 공식적인 태권도 역사로
서술하고, 그 이전의 한국 전통의 맨손무술과 발기술 중심의 전통무술에 대한
역사는 태권도의 탄생 배경으로서 전사(前史)적 성격으로 기술해야만 한다. 4
태권도의 탄생 배경으로서의 전사(前史)적 성격으로의 한국 전통의 맨손무술과
발기술 중심의 전통무술에 대한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의 제천행사에서 무예를
유희의 하나로 이용했다. 1930년대 단재 신채호는 삼국시대 이전의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에서 무예를 유희의 하나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2

언어문화는 국어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인류의 문

화를 축적, 발전시키고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모든 활동을 언어로 이루는 문화라 할 수 있다. 국
어문화는 그 범위를 좁혀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인 국어를 통해 이루는 모든 문화를 가리킨다. 잊혀
진 우리말을 발굴하여 살려 쓰거나, 잘못 쓰는 우리말을 바로잡거나, 우리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등 국어를 통한 모든 문화 활동을 국어문화라 하겠다.(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 답변, 2017년 8월
30일)
3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처음 계획은 선행 연구를 통한 태권도의 언어문화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들과 일반인들의 태권도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자 하였지만 이번 발표문에서는 인식 비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결과
물을 향후 논문 자료집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4

안용규(2006), ≪태권도 탐구논리≫, 서울:대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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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선비를 ‘신수두’단전의 경기회에서 뽑아 수박, 격검, 사예, 기마, 덕견이,
깨금질, 씰흠 등 각종 기예를 하며, 원근산천에 탐험하며 시가와 음악을 익히는
공동으로 일처에 숙식하며 지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 5 , 신라의 화랑제도에서 무예가 일상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열전」에 수록된 인물 87명 중 60명이
무사였다는 사실, 24명의 화랑에 대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고려시대의 맨손무예의 대표적인 것으로 ‘수박희’가 있다. 무인집권기에 손님을
초청하여 연희를 베풀고 당시 무인 권력기구인 중방의 힘센 자들로 하여금
수박희를 시켜 이긴 사람에게 현장에서 바로 교위나 대정의 직을 상으로 주기도
하였다는 기록에서 ‘수박희’가 군인으로서의 보직 또는 계급의 승진과 직접
관계되는 무재로서 기능을 인정받았음 6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 전기는 무과와 일반 양인들이 진입한
다양한 병종들, 그리고 선발로 활용한 수박이 대표적인 전기 맨손무예의 하나였다.
특히 임금이 행차하여 벌이는 군사훈련 후에 무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무예활동으로서 임금의 친위 무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특히
향리나 중들도 하는 민중 무예였다. 7 한마디로 태권도가 일반 대중의 문화의
하나로 진행되어 왔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속에서 함께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기에는 임진왜란 후 명나라 군을 통해 전해진 권법(拳法)과 18세기
이후 발기술이 주인 택견이 새로운 형태의 맨손무예로 등장하였다. 이 권법은
손기술로 조선에서 투로(套路) 형식으로 정리되고 권보에 수록되어 보급되었고
택견은 발기술로 발기술이 다양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맨손무예들은 무과의 하나로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기도 했지만 유희적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의 맨손무예는 안타깝게도 일제의 통제를 받으면서 점차 단절되기
시작했다. 이 빈자리를 일제는 일본무도를 한국지배의 하나로 가라데, 검도, 유도
등의 일본식 무술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무덕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를
쇄신하는 노력으로 배척되었는데 그럼에도 일본 무도의 하나인 당수도와
공수도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권도의 존재 의미가 컸다.
해방 이후 태권도를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무술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먼저 명칭 부분에서 6∙25전쟁은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무술로서 자리잡아가는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육군소장인 최홍희가 태권도란
이름을 명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8 하지만 그 명칭에서는 태수도, 화수도,
5

고구려 고분벽화인 안악 3호분과 각저총(씨름무덤), 무용총, 장천1호분 등에서 맨손무예의 모습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6

이동섭(2019), ≪국기태권도≫, 서울:(주)영진문화사

7

이동섭(2019), ≪국기태권도≫, 서울:(주)영진문화사

8

태권도라는 명칭은 발기술의 하나인 택견과 가라데 형식의 변형된 무술에 태권도란 명칭을 사용
하자는데 쉽게 합의하였지만 초기에는 태수도, 화수도, 당수도, 공수도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였고,
무덕관이나 창무관처럼 도장의 이름이 무술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국내의 여러 도장에서 각기
달리 사용하던 무술이 1955년에 처음으로 태권도란 명칭으로 새롭게 제정되었다.(이동섭(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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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도, 공수도, 심지어는 무덕관이나 창무관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태권도가 명칭은 존재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은 여전히 일제의
언어와 무도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의 태권도의 언어와
문화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권도의 명칭이 오늘의 태권도
명칭이 유래하게 된 때는 1954년 9월 제1군단 창설 4주년 기념일에 당시
29사단장이었던 최홍희 부대가 이승만대통령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을
때이다. “저것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던 태껸이야? 태껸이 좋아. 이것을
전군에 가르쳐야 해”라고 하면서 한자어 ‘태권’이 처음 나왔다고 한다. 9
이러한 태권도의 명칭 사용의 노력 외에도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태권도를 정착시키고 보급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태권도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군이 중심이 되어 태권도 시범단의 파견과 개척사범들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태권도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외에도 군사외교의 강화, 파견국과의 친선도모,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하였다. 최근에는 신한류의 하나로서 태권도를 문화와
민간외교관의 역할까지 겸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 고대부터 유희로 활용되어 온 전통무예가 생활문화로 존재해 왔다는
점과 태권도의 명칭에서는 일제의 언어와 무도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살리고 태권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태권도의
파견국과의 친선도모, 민간외교관의 성격, 최근 신한류 문화로서의 태권도가
세계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태권도를 기술적 접근만이 아닌 하나의 언어문화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2. 태권도 기술의 우수성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로서 인체의 손과 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이용한 역학적 요소를 지닌 기술로써 상대를 먼저 공격하거나 제압하는 목적이
아닌, 상대 혹은 불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술과
공격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는
태권도의
평화정신(平和精神)과
10
호연지기(浩然之氣) 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양진방∙김현호, 2004; 안용규,
2006) 11 태권도의 기술에는 기본자세, 다양한 발차기의 기술, 품새, 태권도
기술의 총체인 겨루기 12 등이 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와 품새는 신체의
국기태권도≫, 서울:(주)영진문화사, pp.36)
9

최홍희(2005), ≪태권도와 나≫, 서울:길모금, pp. 154-155, 태권도진흥재단(2006), ≪태권도의 역

사∙정신 세미나≫, 이규석 외 6명, pp. 26
10

양진방∙김현호(2004), < 경호무도로서 태권도 가치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무도연구지》
15권 1호

11

안용규(2005), <태권도학의 나아갈 길>, 《스포츠과학연구논문집》 15권

12

태권도 겨루기 수련은 우리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높여주며 자신감 및 정신력을 함양시켜 강인한 용기와 담력을 길러준다.(최영렬, 1988; 이경
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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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뿐만 아니라 정신 수양을 함양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태권도는 기술
하나하나에 태권도의 구성 원리와 남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기 위한 기술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이동섭, 2019)
이렇듯 태권도는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 태권도 기술 하나하나에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태권도를 세계 여러 곳에 전하는 데 문화의 접근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태권도도 기술 외에 언어문화로의
소통이 필요하다.

2-3. 국기(國技) 태권도의 제정
2018년 3월 5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동료 국회의원 225인이
아래와 같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공동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였던 ‘국기(國技)
태권도’를 법률로 아래처럼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 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였다. 이처럼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서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13 이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旗) 스포츠’,
‘세계적으로도 사랑 받는 스포츠’,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 등의 문구는 태권도가 더 이상
기술로서의 스포츠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민족문화의 상징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1971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에서도 태권도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 받아 나아가 국기(國技)로
인정받았다고 명시해 왔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의 하나로 제정된 시점에서 한
나라의 대표적 의사소통의 방식의 하나이면서 문화가 녹아 있는 ‘언어’와
‘민족문화’인 태권도를 하나로 하여 태권도를 ‘언어문화’로의 확장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국기(國技) 태권도’를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런 의미와 역할에서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하겠다.
13

이동섭(2019), ≪국기태권도≫, 서울:(주)영진문화사,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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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의 세계화 작업은 1971년 태권도의 국기(國旗) 지정과 1972년
세계본부도장인
국기원이
준공과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이 창설로 조직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선보인 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연속적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4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채택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꾸준히 종목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 스포츠를
넘어서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와 문화가 녹아 있는 스포츠임을 더욱 알릴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이 태권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스포츠의
내재적인 특성인 규칙성, 공격성, 협동성, 비언어적인 전달성, 성취감 등의 특성을
고루 갖추었고, 둘째로는 무도로서의 본질인 충, 효, 예, 인내, 극기, 예의, 염치,
백절불굴 정신, 호신을 위한 기술, 용기 등을 통한 전통과 규범을 익히는 교육적
측면 때문이다.(김명수, 1992; 이동섭, 2019 재인용) 나아가 1차, 2차, 3차 세계화
과정을 통해 태권도가 세계화되었다. 1차 세계화 과정은 세계태권도 연맹
결정으로, 2차 세계화 과정은 경기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한 것으로,
3차 세계화 과정은 1980년대 이후 올림픽 정식종목 진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각각의 과정을 통해 태권도가 세계화되었다.(송형석∙이규형,
2005) 15
현대의 다문화시대에도 태권도를 세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를 민족문화의 콘텐츠로 인식하여 세계화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정책과의 연계, 유통방식, 시범문화의 특성 등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한류 콘텐츠로써 태권도 시범문화에 대한 문화정책은 태권도 시범문화의
문화콘텐츠화 그리고 외교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신한류
콘텐츠로써 태권도 시범문화의 유통방식은 미디어를 통한 노출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한류 콘텐츠로써 태권도 시범문화의 특성은
문화콘텐츠 제작방식 그리고 K-Culture와 같은 문화콘텐츠의 확대가 필요하다. 16
(강재원, 2013)
이렇듯 태권도의 세계화는 태권도를 더 이상 기술적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태권도를 문화로 바라보고 있으며, 비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한 나라의 문화가 포함된 언어문화적 측면으로 인식되고 나아가야 한다. 특히
현대의 다문화시대에 전 세계인이 언어와 문화로 소통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더
태권도를 기술적 보급을 넘어선 언어문화로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14

단일 무도종목으로서 태권도라는 명칭만 가지고 국제태권도연맹(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의 수련인을 합산 한다면,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 정도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동섭(2019), ≪국기태권도≫, 서울:(주)영진문화사, p41)

15

이동섭(2019) 현 국기원장은 동양무도로는 최초로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고, 이어서 외교관 출신
의 걸출한 스포츠 행정가인 김운용 전 총재의 탁월한 외교력과 태권도인들의 노력으로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태권도를 세계화한 데 대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 또한 대만의 우칭
궈 IOC위원이 전해준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생각하라) 사
자성어를 통해서 태권도의 세계화를 기억하기도 하였다.
16

강재원(2013), <다문화 시대에서의 민족문화콘텐츠 ‘태권도': 가치와 전망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콘텐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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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권도 관련 ‘주제별’ 연구 동향
태권도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태권도의 구성 원리와
철학의 관점에서, 태권도 기술을 주제로 하여, 지도자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류와 세계화를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태권도 관련 주제별 연구 동향을 통해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으로 나눠
각각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태권도를 언어문화로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논문 검색은 국내 연구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에서 하였다. 논문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를
대상으로, ‘태권도’를 키워드로 하여 학위논문 1,500편과 학술지 논문 1,490편 등
총2,990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유사 주제별로 묶어서 연구 주제를
분류하였다. 17 ‘태권도’를 키워드로 해서 분류한 결과 연구 주제가 다양하고 일부
연구 주제는 폭넓고 깊게 세분화되어 있는 논문도 있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태권도의 전반, 지도 원리, 기술, 문화, 세계화를 중심으로 하되, 유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연구 주제에 대한 세부 분류 내용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연구 동향의 주제별 분류 및 세부 내용
연구 주제
태권도 전반
태권도 역사 및 철학
태권도 기술
교육과정
태권도 교육
한국어교육

태권도 문화
태권도 세계화

시범문화
공연문화
한류, 신한류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지도자

태권도 수련인
선수(시범단원 포함)
초등/청소년/대학생/군인

17

세부 내용
개념, 용어, 명칭, 지도와 구성 원리,
기관, 조직 등
변천과정, 발전사, 철학
기본자세, 발차기, 품새, 겨루기
프로그램개발, 교육제도, 교재,
훈련모형개발, 태권도 수업,
평생교육으로서의 태권도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태권도를
활용한 동작동사 연구, 한국어 교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한국
문화교육으로서의 태권도
해외 태권도 시범 관련 문화
관광, 체험, 영화, 경연대회
해외봉사, 세계화, 선교활동 등
디자인개발,미디어,인터넷
(국내외)지도자 리더십,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조건, 지도원리, 지도
방법 등
불안, 스트레스, 체력, 심리적
안정감, 상해, 환경, 만족도
초등과 중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만족도/프로그램, 비만아동

연구 주제는 다양하고 깊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주제별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 중심으
로 분석하여 가급적 유사 주제로 묶어서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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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기

여성
인식 연구
심판 및 규정
경기 규칙

여성 태권도
공격기술, 발차기, 경호기술
규칙, 점수
경기분석, 수련분석, 심리분석, 평가,
빅데이터 분석
환경, 프로그램, 만족도, 활성화,
마케팅
입시생, 만족도, 태권도 전공학과,
취업
남북한 태권도, 중국 태권도,
태권도와 건강, 정신지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타지역 발전, 활성화

데이터
태권도 도장 및 도복
태권도 진로
기타

태권도의 전반에 대해서는 개념, 명칭, 지도 원리, 기관, 조직 등 세부 내용을
포함시켰고 태권도 역사와 철학에서는 발전과정과 변천사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태권도에서 기술은 기본자세, 발차기, 품새, 겨루기를 각각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태권도의 기본자세는 공격과 방어의 원활한 기술연결을 가능케 하며, 몸의
중심유지 및 이동,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을 극대화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타 무술보다 더 우수성을 인정 받는 다양성이 있다.
품세는 혼자서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동작의 강약을 조절하여 자신의 몸에 맞게 무리 없이 수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동섭, 2019) 겨루기는 태권도기술의 총체로 우리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높여주며 자신감 및
정신력을 함양시켜 강인한 용기와 담력을 길러준다.(최영렬, 1988;이경명, 2002
재인용) 이러한 태권도 기술과 수련 자체의 방법적인 것과 수련으로 인해 생기는
인체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각각 주제를 삼았다. 문화는 시범문화와 공연문화
중심으로 기준을 삼았다. 세계화는 한류와 신한류, 문화 콘텐츠 등과 태권도를
세계화하는 데 대한 노력과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세계화로 분류하였다.
또 대상별로는 지도자, 아동과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수련생을 분류
기준으로 하였는데 특히 태권도는 남성만의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태권도 경기와 관련하여 경기, 심판, 심판
규정 관련하여서도 세부 분류하였다, 현재 태권도 수련의 장으로 자주 말해온
‘도장’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했는데 이는 태권도 도장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 너무 깊이가 있고 폭넓은 주제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3-1. 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
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500편의 학위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표 1】의 주제별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류가 애매한
부분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제와 유사한 내용대로 묶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핵심은 태권도를 언어문화 연구의 확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내용상으로도 분류가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 복수의 주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임의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논문 편수는 【표 2】와 【도표 1】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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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논문(편)
연구 주제
태권도 전반
태권도 역사 및 철학
태권도 기술
교육과정
태권도 교육
한국어교육
시범문화
태권도 문화
공연문화
태권도 세계화
지도자
선수(시범단원 포함)
태권도 수련인
초등/청소년/대학생/군인
여성
인식 연구
심판 및 규정
태권도 경기
경기 규칙
데이터
태권도 도장 및 도복
태권도 진로
기타
총 논문 편수

학위 논문 편수
42
41
92
54
7
36
57
77
144
86
327
32
53
21
30
30
220
29
123
1501

학위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주제는
태권도 수련인과 관련된 연구이며, 그 다음으로 태권도 도장 및 도복과 관련된
주제이다. 태권도 도장에 대한 연구가 220편일 정도로 태권도는 일정한 교육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공간이 태권도 교육과 학습의 공간이자 경제적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인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연령별로, 대상별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된 점이다. 아동과 초등학생, 대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327편의 연구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지도자에 대한 연구가 144편, 태권도 선수와 시범단원에
대한 연구 86편이 있었다.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이유는 태권도의
지도와 올림픽 등 각종 국내외 경기에서의 1차적 관심을 지도자와 선수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권도의 문화로는 시범문화와 공연문화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시범문화와 공연문화를 통해 태권도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한류와 신한류, 문화콘텐츠 등 태권도를
국내외로 알리려는 노력이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77편의 연구를 통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인을 지도자와 선수를 제외하고 일반 수련인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태권도를 배우는 연령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동시에
10대 미만부터 20대까지의 연령대에서 태권도를 많이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1】 학위 논문의 연령별 연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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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

군인
2%

중고등학생
26%
아동/초등학생
67%

위【도표 1】에서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이 26%, 대학생이 5%, 군인 2%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은 태권도 수련
연령 인구가 아동과 초등학생이 많았음을 상대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동부터 군인까지 10대 미만부터 2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것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학위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 태권도 연구가 4편, 중국
태권도 연구가 25편이 있다는 것과 여성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
편수도 32편이나 되었다. 태권도가 남성 중심의 연구가 아님을 남녀 공통의
스포츠임을 연구 주제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에 비해, 특히 92편의
태권도 기술에 대한 연구, 81편의 태권도 경기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태권도의 언어문화로의 연구는 다문화를 주제로 한 것을
제외하면 아주 미미했다. 언어교육의 하나인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
대상으로 5편, 한국어 교재와 태권도를 동작동사의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연구가 2편 정도였다. 학술지 논문에 비해 학위논문은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는 점과 학위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아주 적은 연구 논문 편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태권도가 기술과 경기에는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온 것이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권도를 언어이자 문화로의 연구로 연구의 확장을 통해 전 세계에
더욱 알릴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
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학술정보서비스에서
학술지 논문 1,490편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표 2】의 연구 주제별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류가 애매한 부분은 내용을 확인하여 주제와 유사한
내용대로 묶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핵심은 태권도를 언어문화 연구의 확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연구 논문(편)
연구 주제
태권도 전반

학위 논문 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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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역사 및 철학
태권도 기술
교육과정
태권도 교육
한국어교육
시범문화
태권도 문화
공연문화
태권도 세계화
지도자
선수(시범단원 포함)
태권도 수련인
초등/청소년/대학생/군인
여성
인식 연구
심판 및 규정
태권도 경기
경기 규칙
데이터
태권도 도장 및 도복
태권도 진로
기타
총 논문 편수

99
133
59
9
92
22
86
155
191
124
29
59
23
40
19
127
53
108
1,490

학술지 논문에서도 학위 논문과 같이 태권도 수련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가장
많았다. 태권도 수련인 중에서 지도자와 태권도 선수에 대한 연구가 각각
155편과 191편으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다음으로 태권도 기술인
기본자세, 발차기, 품새, 겨루기 등을 다룬 연구가 133편이었다. 이는 태권도의
기술은 태권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태권도의 문화는 시범문화와 공연문화를 나눌 수
있는데 시범문화와 공연문화 모두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
시범문화는 태권도 시범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 태권도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태권도 시범문화에 대한 연구가 92편으로 공연문화인
22편보다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태권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범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어 왔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활발히 연구해 온 태권도 수련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도표 2】와
같다.
【도표 2】 학술지 논문의 태권도 수련인 관련 연구 분포(%)

초등/청소년/대학
생/군인
25%

여성
6%

지도자
31%

선수(시범단원
포함)
38%

태권도 수련인 중에서 지도자가 31%, 시범단원을 포함한 선수에 대한 연구가
38%였다. 반면에 일반 수련생들인 아동 및 초등학생과 청소년, 대학생과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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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며 여성은 6%를 차지했다. 이는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수련생들도
태권도를 많이 배우고 있음을 【도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위 논문과
함께 학술지 논문도 여성에 대한 연구가 6%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또한 태권도 역사와 철학에 대한 연구가 학위논문에서는
41편이었지만 학술지에서는 철학에 대한 연구가 66편으로 많았다. 이는 태권도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연구해 왔고 태권도가 기술을 넘어 정신적인 무예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논문에서는 남북한 태권도, 북한 태권도,
중국 태권도 등 남북한 태권도의 비교, 중국 권법에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연구로 중국 태권도가 학위 논문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논문 편수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조차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9편밖에 되지
않았다. 좀 더 깊이 보면, 다문화로 5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1편, 토픽
모델링을 위한 1편,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태권도를 한국 문화 교육으로
실시한 것을 연구한 논문 1편 등이 있다. 즉 다문화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단지 대상을 그리 정하였을 뿐 내용을 보면 태권도를 언어문화와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를 세계로
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는 태권도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언어문화로의 연구를 통해 보다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旗) 스포츠’, ‘세계적으로도 사랑 받는
스포츠’,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유래와 국기(國旗) 태권도의 제정,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태권도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다양한 주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주제,
아동부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과 군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태권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서 태권도를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태권도 도장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태권도인들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연령별로 그 대상을
달리해서 맞춤형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많은 태권도인들과 해외 파견 사범과 태권도 관장들은 기술적으로는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태권도의 유래와 역사, 세계화
등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에서 언어문화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아주 소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태권도의 전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언어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태권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
태권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기본 어휘인 ‘차렷, 경례’부터 품새와 겨루기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어휘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또한 언어는 협의로는 문화의
일부이다. 일상 생활부터 전문적인 언어 사용까지 언어 사용에는 생활문화
곳곳에서 항상 함께 한다. 앞으로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태권도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연구 외에도 태권도 속에 존재하는 태권도의 정신문화에 언어를
가미한 전파로의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태권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문화의 성격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 결과의 연구 주제를 통해서
태권도가 기술적으로는 발전하고 세계화하고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태권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태권도
자체의 언어문화적 요소를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태권도가 한 단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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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태권도 기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에
더하여 태권도의 언어문화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지속되어야 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과 언어문화가
융합된 연구를 새롭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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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미술기록자들의 기록 활동 연구
강정화*

1. 들어가며 : 근대 ‘미술기록자’들의 행적 좇기의 필요성
예로부터 문학과 미술은 장르의 친연성(親緣性)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특히 한자 문명권인 동양에서는 시(詩)·서(書)·화(畵)를 각 장르로 구분
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해왔다. 상형문자(象形文字)인 한자를 쓰는 것은 글자를 씀과
동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으므로, 글을 쓰는 문필용 도구와 그림을 그리는 화구
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도 했다. 이후 근대화(近代化)를 통해 문학과 미술은 각 장르
로의 분화를 이루게 된다.
우리의 근대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이했다. 서구화를 곧 근대화라
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예술들이 대거
등장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술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닥에 내려놓은 종이에 붓으로 글과 그림을 함께 그리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물감과 기름을 섞어 세워놓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는 새로
운 세계 그 자체였다.
1915년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에 의해 서양화가 들어온 이후, 1918년 동양화
가와 서양화가로 이루어진 근대적 의미의 단체인 서화협회 1 가 결성된다. 서화협회
는 1921년, ‘서화협회전’을 개최하는데, 이를 통해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람객의 구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본 발표문은 근대 시기 문인들의 미술비평 활동과 화가들의 문필 활동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글이다. 이런 정리 작업을 통해 근대 시기 우리 문예
사를 이해함에 있어 문학과 미술이 어떻게 상호작용 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리한 논문의 목
록은 다음과 같다.
강정화, 「화가 김중현의 예술세계 연구-김중현 작품의 매체 비평문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인
문학연구원, 2021.04.
------, 「이태준의 미술비평문 연구」, 동서인문, 인문학술원, 2021.04.
------, 「화가 김종태의 예술세계 연구-김종태의 문필활동과 매체 비평문을 중심으로」, 한국예
술연구, 한국예술연구소, 2020.03.
------, 「1930년대 문인들의 미술비평문 연구-김기림의 미술비평문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소, 2021.02.
------, 「 화가 길진섭의 문필활동 연구 」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11.
------, 「김향안 수필 연구」, 한국예술연구, 한국예술연구소, 2020.09.
------, 「이광수의 미술비평문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09.
------, 「근원 김용준의 수필 연구-김용준의 예술관과 ‘문인화식 글쓰기’를 중심으로」, 인문학연
구, 인문학연구원, 2020.08.
------, 「심훈의 미술비평문 연구」, 인문과학, 인문학연구원, 2020.08.
------, 「정현웅의 예술의식 연구-삼사문학 동인 활동과 미술비평문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소, 2020.05.
1 서화가들의 연합단체적 성격을 지닌 서화협회는 휘호회, 전람회, 외촉제작, 도서인행, 강습소와 같
은 사업을 경영하며 한국 최초의 미술가 단체의 성격을 띤다. -홍선표, 『한국 근대미술사』, 시
공아트, 2009, 116-1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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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형성하며 우리에게도 ‘화단(畫壇)’이 형성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대 미술이 대중에게로 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1920년
대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신문과 잡지 덕분이었다. 전람회에 대한 소식과 작품에 대
한 소개 및 간단한 감상평까지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루면서, 소수만 향유하던 미
술이 대중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신문과 잡지에서 전람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초기 전람회
에 대한 평은 신문기자들이 담당했다. 초기 미술에 대한 기록은 “일기자(一記者),
무명(無名), 일관객(一觀客)과 같이 이름을 숨기고 있거나 급우생(及愚生), 운파생
(雲波生), 화가생(火歌生) 등과 같은 필명 2으로 발표되었으나, 1920년대 중반에 이르
러 조각가 김복진과 화가 안석주 등 화가들의 비평이 시작된다. 그런데 주목할 점
은 화가들 뿐 아니라 문인들도 함께 비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 기자들은 대부분 문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인들이 미술비평 활동
에 참여한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문물과 세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화가들과 함께 미술비평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韓國)의 미술비평(美術批評)이 미술(美術)과 문학(文學)의 중간지대(中間地帶)라는
특수(特殊)한 무풍지대(無風地帶)에서 서식(棲息)하였고 육성(育成)되어온 사실(事實)은
오늘의 미술비평(美術批評)이 기준(基準)하나 설정(設定)못하고 방법론(方法論)에 있어서
도 무원칙(無原則) 무정견(無定見)하게 된 원인(原因)의 하나일 것이다. 3

우리 미술비평사에 전문적인 미술비평가는 1950년대에 등장한 이경성(李慶成,
1910-2009)에 의해 비로소 시작된다고 기록된다. 이전까지 미술비평은 문인과 화
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경성은 이를 두고 ‘미술과 문학의 중간지대라는 특수
한 무풍지대’라고 표현하며, 오늘의 미술비평이 무원칙하고 무정견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꼽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화가와 문인의 미술비평
활동이 무원칙하고 무정견하게 되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문인들의
비평문’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문필가들이란 주로 문학에 종사하는 인사들, 소설가, 시인, 신문기자들이다. 이들은 글을
쓴다는 본래적인 기능과 문화적인 안식이 뛰어나다는 조건 때문에 미술비평 분야가 아직
틀잡히지 않은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관여할 수 있었지 않았나 보인다. 물론, 이들의 글
이란 단순한 인상기를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 자기 나름의 미의식을 적용하고 있는 예
도 있으나 원론이나 개설에 기댄 수준이다. 4

미술비평가이자 미술사가인 오광수는 당시 미술을 기록한 문필가들의 글이 단순
한 인상기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당시 문인들의 비평에
대해 몇몇 화가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몇분의 문사(文士), 몇분의 작가(作家)의 감상기(感想記)를 보나 그것은 대개 화제(畵題)
를 문학적(文學的)으로 해석(解釋)하야 그 작품(作品)을 그대로 (실(實)은 제멋대로) 단정
(斷定)하여버리는 것이 그들의 소위평(所謂評)이었다. 이제 필자역시출품자(筆者亦是出品

2 오광수 서성록, 『우리미술 100년』, 현암사, 2003, 15쪽.
3 이경성, 「미술비평론」, 『동아일보』, 1956.12.08.-12.09.
4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비평사』, 미진사, 1998,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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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한사람이다마는 될 수 있는대로 작가(作家)라는 입장을 벗어나 냉정(冷靜)한 감상
자(鑑賞者)의 태도(態度)로 전제(前提)의 모든 조건(條件)을 인정(認定)한 우에 삼가히 인
상(印象)만을 말하려 한다. 5

독학으로 공부하여 조선미술전람회에 혜성처럼 등장해, 5회 연속 특선이라는 경이
로운 기록을 남긴 화가 김종태는 문인들의 비평이 ‘문학적 해석’으로 제멋대로 단정
한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문인들은 화가들의 이런 불만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문인들은 스스로를 ‘구경꾼’,
혹은 ‘문외한’이라며 자신들의 기록이 비평이 아닌 감상이라고 자세를 낮춘다. 하지
만 이광수(李光洙, 1892-1950), 심훈(沈熏, 1901-1936), 김기림(金起林-?), 이태준
(李泰俊, 1904-?), 김기진(金基鎭, 1903-1985) 등 이미 문단에서 인정받는 이들이
이런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미술 비평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김기림이 남
긴 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와 같은 문외한으로서 이런 종류의 붓을 드는 모험을 강
행하게 하는가. 사실상 이 땅에 있어서는 미술가 제씨가 정성을 들여서 그린 한 개의 그
림을 또는 전람회를 비평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미술비평은 거의 없어 전람회나 그림은
전인 무시되며 암흑 속에 파묻힌대로 망각 속으로 흘러버리고 그러한 까닭에 문외인이나
마 비평이 아닌 감상이라도 써보려는 충동을 느낀 것이다. 6

김기림은 미술가 제씨가 정성을 들여 그린 그림 혹은 전람회를 비평해주는 미술
비평이 거의 없다며, 이들이 ‘암흑 속에 파묻’히고, ‘망각 속으로 흘러버리’지 않도록
함이라 적고 있다. 실제 우리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다수의 작품을 잃
고 말았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시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글이 유일하다. 김기림의 기록처럼, 그림이 암흑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당시 문인들과 함께 미술비평 활동을 펼쳤던 화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직업 비평
가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미술비평사에서 전문적인 미술비평가는 1950년대에 등장
한 것으로 된다. 하지만 창작 활동과 미술비평 활동을 함께 했던 화가들과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문인들의 기록이 있었기에 우리는 당시의 문예사를 심도 있게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당시 근대 미술기록자였던 문인들의 미술
비평 활동과 화가들의 문필 활동을 살펴보고, 이들의 기록이 우리 문예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 것이다.

2. 문인들의 미술비평 활동
2.1. 새시대의 예술과 문명비평의 시각 제시
우리 문학사에서 춘원 이광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며 근대 문학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이다. 시와 소설
은 물론이고 수필, 비평, 희곡, 아동문학은 물론이고 미술비평에도 참여한다. 그는

5 김종태, 「제8회미전평」, 『동아일보』, 1929.09.03.
6 김기림, 「협전을 보고」, 『조선일보』, 1933.05.08.-05.12., 석간 3면.

550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와세다대학 유학생이던 1916년, 문부성전람회를 관람하고 당시 매일신보에 연재
중이던 「 동경잡신(東京雜新) 」 의 12번째 꼭지에 「 문부성전람회기(文部省展覽會
記)」를 남긴다. 7 조선 땅에 최초의 전람회인 ‘서화협회전’(이하 ‘협전’)이 1921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5년이나 앞선 글이었다. 따라서 미술비평사에서 그의 글은
“전람회장에서의 최초의 입체적인 현지 르포” 8라고 평가된다.
아직 근대 미술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 문인이었던 이광수가 전람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10회 문부성(文部省) 미술전람회(美術展覽會)를 가관(街觀)하다. 전(前)에도 수차(數次)
차종(此種) 전람회(展覽會)에 가관하였으나 낙지이래(落地以來)로 미술(美術)이란 말도 들
어보지 못하고 화(畵)라 하면 천인(賤人)의 의식(衣食)을 구하는 일(業)이 아니면 한유자
(閑遊者)의 소일구(消日具)로만 여기던 사회(社會)에 생장(生長)한 나로는 미술의 진미를
상완(嘗玩)하는 감상안(鑑賞眼)이 유(有)할 리가 없으매(無) 일차(一次)도 만족한 쾌미(快
味)를 득(得)하지 못하였노라. 9

실제로 그는 자신이 알던 ‘화(畵)’라는 개념을 ‘천인들의 여기로만 여겼’다며, 미술
(美術)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음을 토로한다. 미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이
광수가 일본의 국전(國展)인 문부성미술전람회에 참여한 이유는 조선인 화가 김관
호의 입선 소식(그림1)을 들었기 때문이다. 동경미술학교를 수석 졸업하며 이미 이
름을 알린 김관호는 이어 문부성미술전람회에 입선, 당시 조선인 화가로서 조선의
명예를 드높였다.
전람회를 찾은 이광수는 신분의 높고 낮
음에 상관없이 ‘미’라는 세계에 고개를 숙
이는 광경을 목도한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
운 문물을 상징했던 미술은 문명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해질녘>은 전람회에서 특선, 즉 3
등 상을 수상하여 이광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이광수의 첫 미술비평문이 발표되고 13
년이 지난 뒤, 잡지 『신민』에는 ‘심묵’ 혹
은 ‘침묵’이라고 읽히는 이의 미술비평문이
한 편 실린다. 이전까지 미술비평사에서 동
일 이름으로 발표된 글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 한 편의 글을 남긴 논객으
[그림1] 김관호, 해질녘, 1916.
로 소개되어 왔다. 하지만 그가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심훈’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예술의식과 연계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7 이광수는 총 세 편의 미술비평문을 남긴다. 동경에서 작성한「文部省 展覽會記」와 해외에서 돌아
온 화가인 이종우와 임용련·백남순 부부의 전시회를 보고 적은 「구경ㅅ군의 感想」과 「任氏夫妻
展素人印象記」이다.
이광수, 「東京雜新-12.文部省 美術展覽會記」, 『매일신보』, 1916.10.
--, 「구경ㅅ군의 감상」, 『동아일보』, 1928.11.07.
--, 「任氏夫妻展素人印象記」, 『동아일보』, 1930.11.09.
8 이구열, 『한국근대미술산고』, 을유문화사, 1972, p.86.
9 이광수, 「문부성 전람회기」, 『매일신보』, 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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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광수와 달리 오로지 ‘겸허한 심정으로 작품을 바라본 일반감상자’의 태도
를 보인다.
그럼으로 여러분은 내가 미술가인가 비평가인가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
글에서 내가 취(取)할 태도(態度)는 미술가나 비평가로서가 아님에랴. 오직 겸허(謙虛)한
심정으로 작품을 바라본 일반감상자(一般鑑賞者)와 같은 태도로서 사실로 느끼고 상상
(想像)되었던 것을 다른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여 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10 (인용자 강조)

문명인이 되기 위해 미술을 기록했던 이광수와 달리 심훈은 사실로 느끼고 상상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감상에 주력하여 글을 기록한
다.
동양화실(東洋畵室)에서는 특선작품인 이영일씨의 ‘농촌아해(農村兒孩)’와 이상범씨의 ‘만
추(晩秋)’ 등 보다는 도리여 노수현 씨의 ‘귀목(歸牧)’이 나의 가슴에 그윽하게 울리는 것
이었다. 노씨의 작품에는 언제나 종교(宗敎)와 시(詩)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人類)
의 생활(生活)과 자연(自然)과 한가지 조화(調和)하고 있는 까닭이다. 나는 귀목에서 나
(인생(人生))의 고향(故鄕)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 인생의 대정녕(大靜寧) 대조화(大調和)
의 원래(元來)의 면목(面目)을 이 산수화(山水畵)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실로 그러한 점
으로 밀레의 작품을 연상(聯想)할 수도 있었다. 11(인용자 강조)

[그림2] 이영일, 농촌아해, 1929년 출품작.

[그림3] 노수현, 귀목, 1929년 출품작.

1929년에 개최된 제8회 총독부 주관의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선전’)’에서 이영일
의 <농촌아해>(그림2)와 이상범의 <만추>가 특선을 받으며 각종 매체의 주목을 받
는다. 12 하지만 심훈은 특선작보다는 노수현의 <귀목>(그림3)에서 가슴을 그윽하게
울리는 감동을 받는다. 그는 노수현의 작품에 종교와 시가 있다면서 자신의 ‘고향’
을 생각한다.
심훈의 비평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인들은 문학적인 시각으로 비평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김종태가 지적한 바 ‘제멋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직업 화가들

10 심훈, 「총독부 제9회 미전화랑에서」, 『신민』53호, 1929.11.
11 심훈, 위의 글.
12 1929년 조선미술전람회는 제8회이다. 하지만 심훈은 이를 9회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21년 협
전이, 그 이듬해인 1922년에 협전이 개최되며 1회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당해 협전이 제9회였다.
이는 전람회에 익숙하지 않은 심훈이 회차를 착각한 것이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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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평문과는 다른 형태를 띤다. 그리고 이런 시각 차이는 우리 미술비평문을 더
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게 한다.
미술비평(美術批評)은 필요(必要)에 따라 기술비평(技術批評)과 문명비평(文明批評)은 병
용(倂用)한다. 이 문제(問題)는 미술비평(美術批評)의 기능(機能) 또는 미술평론가(美術評
論家)의 사회적 위치(社會的位置)와도 긴밀(緊密)한 연관성(聯關性)을 갖고 있다. 즉 평론
가(評論家)가 미술가(美術家)의 변호사(辯護士)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하느냐 대중(大衆)
의 대변인(代辯人)이 되느냐는 것에 따라 해답(解答)의 초점(焦點)이 달라진다는 것이
다. 13

이경성에 의하면 미술비평은 필요에 따라 기술비평과 문명비평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미술가의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는지, 대중의 대변인이 되는지에 따라 시각을 달
리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인은 미술을 감상하는 입장으로 대중의 대변인이 되며, 화
가는 미술가의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문적인 비평가가 출현하기 이전까
지 문인과 화가의 기록 활동은 우리 미술비평문을 근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 예술관의 표출과 예술의식의 구성
한편, ‘미술 작품’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글을 작성하는 미술비평문에는 그 글
을 적은 이의 예술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10년대 이광수에 의해 미
술비평문이 시작된 이후, 1920년대에 전람회와 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미술이
‘대중’에게 흘러가며 감상의 다양한 방식이 생겨나고 1930년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소단체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예술, 즉 ‘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된다.
에즈라 파운드는 ‘모더니즘이란 결국 다른 무엇보다 예술 일반을 새롭게 만드는
일’ 14 이라고 정의하고, 해럴드 로즈버그도 모더니즘을 “새로움의 전통”(the tradition
of the news) 15 을 간직한 예술이라고 말한다. 1930년대는 1920년대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찾는 모더니즘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했던 시대였다.
새로움은 결국 지난 것의 부정과 반역에서 가능했다.
모더니즘의 기수였던 김기림은 1933년 협전을 관람하고 한 편의 비평문을 기록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기림이 기록하고 있는 1933년 협전 관련 기사나 비평문
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매체는 검열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
주관의 선전에 대한 기사와 비평문은 다수 발표되는 것에 비해 민간 설립의 협전에
대한 기사는 찾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미술비평으로 단 한 편의 글을 남긴 김기림이 협전을 선택해 글을
남긴 이유는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서화협회 전람회(書畵協會展覽會)는 이번으로써 제십이회(第十二回)째다. 오늘의 조선(朝
鮮)은 미술(美術)뿐 아니라 예술(藝術)의 모—든 분야(分野)에 있어서 한결같이 생기(生
氣)업는 저조(低調)가 흐르고 있는 속에서 전람회(展覽會)를 열두번째 가졌다고 하는 것
은 그 일만으로도 서화협회(書畵協會)의 진기(振氣) 있는 노력(努力)에 대하여 우리는 경

13 이경성, 위의 글.
14 에즈라파운드, 이명섭 편,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1985, 133쪽.
15 김윤식, 『문학비평 용어 사전』, 일지사, 1976, 5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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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敬意)를 표(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16

김기림은 미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예술에 생기없는 저조가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어, 일제의 검열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억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와중
에 협전이 12회를 맞이한 사실에 ‘경의를 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일
본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전과 달리 협전은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 참여가 가능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에서 ‘인텔리겐챠의 반역의 정신’
을 중요하게 여겼던 김기림이기에 실제로 협전에 출품되는 작품들의 ‘현대에의 반
역’을 높이 산다.

[그림4] 이병규, <명태어>, 목일회 전람회 출품
작, 조선일보 도판, 1934.05.24.

여하간 현대(現代)의 회화(繪畵)가 차츰 양식화
(樣式化)하고 있으며 따라서 옛날의 화가(畵家)들
의 습관(習慣)의 하나이던 ‘문학적(文學的)인 것’
을 그리는 일을 그만두고 회화(繪畵)로서의 순수
(純粹)한 길을 추구(追求)하여 마지않는 때에 이
씨(李氏)와 황씨(黃氏)의 태도는 어떤 의미(意味)
로 보면 현대(現代)에의 반역(叛逆) 일른지 모른
다. 그러치만 이씨(李氏)의 항상 대상(對象)의 핵
심(核心)을 포착(捕捉)하려는 심각(深刻)한 ‘리알
리즘’과 황씨(黃氏)의 만화적(漫畵的)인 ‘쎄티리즘’
은 협전(協展)의 특색(特色)의 하나가 되지 않을
까. 17

양식화 된 습관에서 벗어난 이씨와 황씨의 태도는 어떤 의미로 ‘현대에의 반역’이
다. 이러한 반역은 오히려 새로움을 형성하고, 이것이 협전의 특색이라 적는다. 협
전에 제출했던 ‘이씨(이병규)’의 작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다음 해 목일회 전람회에
동명의 출품작으로 짐작되는 작품을 볼 때 18 정물에 해골을 배치해 죽음에 대한 서
사를 드러내고자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1930년대 화단은, 앞서 김기림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문학적인 것에서 벗어나 추상주의적 성향으로 나아가던 시
기였기에 이러한 서사, 즉 ‘문학적인 것’을 그리는 것은 당대 화단의 성향에서 반하
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협전의 존재와 협전에 참가한 작가들의 반역의 정신을 통해 새로움을 발견한 문
인은 김기림 뿐만이 아니었다. 소설가 이태준 역시 협전의 존재에 김기림과 마찬가
지로 경의를 표한다.
오늘까지도 그림을 ‘환’이라고 일러주는 우리 사회니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협전(協展)은 마치 이단자(異端者)의 무리처럼 고독(孤獨)한 길을 걸어
왔을 것이다. (...) 협전은 금년이 십회요 총독부전은 금년이 구회였던 것을 보아 협전은
제이회전때부터 벌써 치명상(致命傷)에 가까운 위압(威壓)을 받으며 기를 펴보지 못하고

16 김기림, 「협전을 보고」, 『조선일보』, 1933.05.08.-05.12., 석간 3면.
17 김기림, 「협전을 보고」, 『조선일보』, 1933.05.08.-05.12., 석간 3면.
18 익명의 비평가에 의하면 이병규의 작품은 협전에 출품했던 동명 작품인 듯하다.
이번에 씨(氏)의 작품 중(作品中) 정물화(靜物畵)에 있어서는 언제인가 본 기억(記憶)이 있는 작품
(作品)이었다. 서화협회전(書畵協會展)에서 본둣한 ‘정물(靜物)’이라든지 명태어(明太魚)는 다시 보아
도 가작(佳作)이다. -A생, ｢목일회제일회(牧日會第一回) 양화전(洋畵展)을 보고(3)｣, 『조선일보』,
1934.05.24., 조간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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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랐을 것은 우리의 짐작하기에 넉넉한 사실이다. 총독부전엔 일본에서 대가가 나와 심
사한다는 바람에 일가의 주관이 서지 못한 넘어도 자존심이 박약(薄弱)한 신진들은 협전
을 알기를 헌신짝처럼 구박했는 제구회인 작년까지도 협전의 양화부란 얼마나 빈약했었
는가.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거든 겨우 일년을 지난 금년의 협전 양화부는 질(質)로나
양(量)으로나 오히려 동양화부를 압도하는 기세이니 여기서 우리는 협전의 승리(勝利)를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 (인용자 강조)

이태준은 협전이 마치 ‘이단자의 무리처럼 고독한 길’을 걷어왔을 것이라 말하며,
10회를 기념으로 많은 작품이 출품된 것을 ‘승리’라고 평한다. 이태준 역시 일본인
심사위원의 요구에 맞춘 선전의 아카데믹한 출품작보다 협전의 정신을 높이 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람회 감상 뒤 이에 대한 평을 적는 활동뿐 아니라 미술 논쟁에도 적극 참여했
던 이태준은 선전과 협전이 아닌 1930년대 생겨나는 소그룹 단체의 전람회인 녹향
회전, 동미전 등에 참여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태준이
당대 예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태준 : 찬조품(贊助品)은 별문제(別問題)요. 전체로 보아 아카데믹크한 것과 반아카데믹
크한 것과의 두 경향(傾向)이 보입니다. 소수의 것이나마 너무 달착지근하게 보이는 아
카데미즘에서 좀 떠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
태준 : 글쎄 그 눈으로 이번 동미전을 대할 때 서울 있는 작가의 것보다 동경서 온 작품
이 거의 새로운 시험(試驗)을 하려는 노력(努力)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20

동경미술학교 졸업생들의 모임인 동미전에 참여하고 난 뒤 합평기에도 참석하기
도 했던 이태준은 ‘반아카데믹함’을 ‘새로운 시험’으로의 ‘노력’으로 평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아카데믹한 작품으로의 시도를 중요하게 지적하는 두 작가의 기록
에서 우리는 모더니즘 운동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남긴 김기림과 이태준의 예술 의
식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문인들의 미술비평 활동은 작가의 예술관을 확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3. 화가들의 문필 활동
3.1. 문필 활동의 중요성과 기록의 글쓰기
근대 시기, 우리 문학과 미술은 점차 전문화를 거치며 독립된 장르로 발전한다.
하지만 두 장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영
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근대 시기,
상업미술 전문가가 생기기 전이었기에, 문인들이 글을 쓰고 화가들이 삽화를 그리
고 장정을 맡는 방식으로 두 장르는 밀접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점은 화가들도 문인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문필 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독자나 감상자와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이를 통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펼
치고자 했다. 특히 화가로서 문필 활동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록이 있어 주
목된다.
19 이태준, 「제십회 서화협전을 보고」, 『동아일보』, 1930.10.22.-10.31., 4면.
20 이태준 외, 「제1회 동미전합평기」, 『중외일보』, 1930.04.20.-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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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特)히 조선각신문사(朝鮮各新聞社)에 대(對)한 나의 요구(要求)는 조선미술계(朝鮮美術
界)를 위(爲)하여 책임(責任)있는 관심(關心)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今年度)에 있어서 지금(只今)까지 동경중앙화단(東京中央畫壇)에서도 중견(中堅)인 그들
의 개인전(個人展)이 경성(京城)에서 적어도 오(五), 육차(六次)를 개최(開催)하였으나 조
선각신문지상(朝鮮各新聞紙上)에는 한 번도 기(其)에 대(對) 개최소식(開催消息)의 기재
(記載)를 본 일이 없다. 21 (필자 강조)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서양화가 길진섭(吉鎭燮, 1907-?)은 주로 협전이나 소그
룹 단체를 통해 활동했다. 그는 신문사에 조선 미술계에 대한 관심을 요하는데, 그
이유는 선전을 제외한 다른 작가들에 대한 소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
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신문은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는 총독부
주관의 선전 외에는 중견작가의 개인전이라도 그 소식을 제대로 실어주지 않았다.
이에 길진섭은 화가들도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필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러냐하면 예(例)를 들어, 동경화단(東京畫壇)을 본다면 회화예술(繪畫藝術)에 있어
서 독립(獨立)한 다종(多種)의 잡지(雜志)가 있을뿐더러 순수문학(純粹文學) 기타대중잡지
(其他大衆雜誌)에까지 미술(美術)에 대(對)한 페이지를 점령(占領)하고 있지마는 조선(朝
鮮)에 있어서는 특수(特殊)한 잡지(雜志)는 물론(勿論), 일반잡지(一般雜志)나 신문지상
(新聞紙上)에서도 회화(繪畫)에 대한 소개(紹介)는 별(別)로 없다. 22

일본에서는 예술이 아니라도 순수문학이나 일반 대중 잡지가 미술에 관한 이야기
를 왕왕 다루는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잡지나 신문에 회화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
기에 화가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길진섭은 이후 이태준과 함께 1939
년 『문장』지 창간에 함께하며, 미술과 관련된 글을 발표한다.
그림과 그림에 관한 글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화가들의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현
재 미술 시장에서 매해 최고가를 갱신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가 김환기(金煥
基, 1913-1974)의 아내이자 김환기를 최고 미술가로 만든 예술경영가이며 화가, 수
필가였던 김향안(金鄕岸, 1916-2004)은 미술 전시에 있어 글의 중요성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적는다.
전시회를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카탈로그를 만드는 일이다. 카탈로그는 기록을 남기
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가를 깊이 이해하는 비평가를 선택해서 글을 쓰게 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비평가에겐 적어도 2,3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
해야 한다. 내일 모레가 마감인데 밤을 새워서 쓴 글이란 질이 얕은 비평가의 경우일 테
니 반드시 글을 검토해 봐야 한다. 23

수필을 통해 미술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대중을 만남에 있어 비평문을 꼼꼼하
게 살핀다는 김향안의 이러한 인식은 김환기 작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실제로 그는 수 권의 수필집을 출간할 정도로 매 순간을 기록으로 남

21 길진섭, 「美術發展策 : 繪畵美術의諸問題」, 『조광』, 1939.01., 118면.
22 길진섭, 「미술발전책(美術發展策) : 회화미술(繪畵美術)의 제문제(諸問題)」, 앞의 글, 118면.
23 김향안, 「1987.02.08.」, 『월하의 마음』, 26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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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두 사람의 글을 통해 신문 기사나 전시 비평 등 미술 작품과 관련된 문필 활동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길진섭과
김향안 수필에 관한 단독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해방 이후 월북하였으며, 그
의 작품을 모아 관리해 줄 유족이 없었던 길진섭과 남편 김환기의 그늘에 가려 수
필가로 활발한 기록을 남겼음에도 창작자가 아닌 기록자였기에 김향안에 대한 연구
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림에 관련된 글쓰기가 아니라도 문학과 미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근대
시기, 많은 문인들이 미술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화가 역시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펼쳤다. 글쓰기는 기록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1920년대 후반, 미
술 논쟁에 뛰어들며 존재감을 알리고 동미회, 목일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며 서양화
가로서 입지를 다졌던 김용준(金瑢俊, 1904-1967) 역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드
러내고자 한다.

[그림5] 김용준, 선부고독, 문장, 1930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핏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이십을 전후할 적에 이런 일이 많았
다. 그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낭만적인 시기인
관계라 하겠다.
그럴 때면 나는 흔히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아무도 안 보는 호젓한 곳에서 혼자서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이 고독한 심사는 얼마쯤
위안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생각키를, 고독이란 자기의 역량이 빈
약할 때 느껴지는 일종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24

그의 『근원수필』은 “한국 수필 문학의 백미” 25 로 조선을 대표하는 문장가 이태
준의 수필과 비견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평 26을 받는다. 김용준은 이 기록을 통해 글
과 그림을 함께 다루었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그는 실제로 이태준과 함께 『문
장 』 지의 표지 작업을 함께하며 미술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예술관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치는 화가들에게 이런 글쓰기
는 자신을 기록함과 동시에 예술관을 드러내는 활동이 된다. 따라서 화가들의 문필
활동을 살피는 것은 그의 예술관을 살펴보는 동시에 근대 문예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3.2. ‘조선의 예술’에 대한 고민
한편 화가들의 문필 활동을 살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기록 속에 우리
문예사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의 근대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특
수성 속에서 이루어져 ‘조선의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놓일 수밖에 없었
다. 서구의 신문물과 전통의 것이 뒤섞이고, 조선으로의 정체성과 일제의 탄압 속에
서 우리 예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
24 김용준, 「고독」, 『김용준 전집1-새근원수필』, 열화당, 2007, 65쪽.
25 신수경, ｢일상과 고전의 융합: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본 김용준의 『근원수필』｣, 『미술사학보』,
미술사학연구회, 2018, 212쪽.
26 황종연, ｢문장과 문학의 정신사적 성격｣, 『동악어문학』 21, 동악어문학회, 1986,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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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글로써 자신의 예술 의
식을 표현하고자 했다.
오인(吾人)의 취(取)할 조선(朝鮮)의 예술(藝術)은 서구(西歐)의 그것을 모방(模倣)하는 데
그침이 아니요, 또는 정치적(政治的)으로 구분하는 민족주의적 입장(民族主義的立場)을
설명(說明)하는 그것도 아니요, 진실(眞實)로 그 향토적 정서(鄕土的情緖)를 노래하고 그
율조(律調)를 찾는 데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기 위(爲)하여는 오인(吾人)은 석일(昔日)의
예술(藝術)은 물론(勿論)이거니와, 현대(現代)가 가진 모든 서구(西歐)의 예술(藝術)을 연
구(硏究)하여야 할 필요(必要)를 절대적(絶對的)으로 느낀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
(西歐)의 예술(藝術)이 이미 동양적 정신(東洋的精神)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7 (인용자
강조)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서양화가를 주축으로 한 동미전을 개최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한 김용준은 동미회가 단순히 서구의 것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라면서 ‘향토적 정서’를 노래하고 율조를 찾는 데 목적
이 있다고 밝힌다. 물론 서양화를 통해 우리 예술을 드러낸다는 것에 답이 있을 수
는 없으므로, 수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
그렇다면 조선색이란 무엇일까? 조선스러운, 혹은 향토스러운 풍경이란 어떤 것
일까? 선전에서 요구한 ‘향토색’은 전근대적인 조선의 풍경과 인물을 그려내는 것으
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향토색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1934년부터
선전에 출품, 연속으로 특선을 수상하고, 1935년에 <경주의 산곡에서>(그림6)로 선
전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며 화단의 이목을 끌었던 화가 이인성(李仁星,
1912-1950)역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화가 김종태는 이인성의 <경
주의 산곡에서>가 선전에 출품한 여타의 작품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하면서도 전근대적인 모습, 즉 ‘미개인’의 모습이 여실이 드러나 그것을 조선의
‘로컬’이라 한다며 비판한다.
미개인(未開人)의 모습이 여실(如實)히 드러났으니 혹(或) 그것을 조선의 『 로캘 』 이라
할까요? 외지(外地)의 예술가(藝術家)들이 조선에 오면 의레히 로캘을 드러냅니다. 혹(或)
은 만화적(漫畵的)으로 혹(或)은 골동취미적(骨董趣味的)으로 조선의 인상(印象)을 무책임
(無責任)하게 해석(解釋)하는 것 같습니다. 28

[그림6] 이인성, 경주의 산곡에서, 1935.

[그림7] 김종태, 노란 저고리, 1929.

27 김용준, 「동미전을 개최하면서」, 『동아일보』, 1930.04.12.-04.13.
28 김종태, 「조선미전촌평(朝鮮美展寸評)(3)」, 조선일보, 1935.05.29., 석간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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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인성은 주로 선전을 통해 활동하며 향토적인 풍경과 인물을 그렸기에,
선전의 심사위원들의 요구에 부합한 ‘로컬 컬러’를 만들어 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향토색이라는 것은 일관된 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인성의
작품을 선전의 요구에 따라 그린 그림이라고 정의할 순 없다. 김종태 역시 전통적
인 소재에서 화제를 가져오곤 했다.(그림7)
중요한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이
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화가들은 이런 문필 활동으로 조선 예술의 정체성에 질
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자 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근대 미술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문학과 미술을 오가며 조선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작가들에 의
해 1939년 『문장』이 창간된다. 문인 단체인 구인회와 화가 단체인 목일회 회원
들이 만나 만든 이 잡지는 우리 본연의 예술인 ‘동양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
예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편집인이자 잡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했던 문인 이
태준과 표지화 및 삽화, 장정을 맡았던 화가 김용준, 길진섭 등은 동양주의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제1집에서 우리의 명보(名寶) 추사(秋史)의 수선(水仙)을 그만 전사(轉寫)와 인쇄기술에
서 그 청렴(淸廉)한 맛을 잃게 된 것은 미안한 일이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온
상업미술의 의미에서의 표지가 아니고, 한 개의 작품으로 표지를 살려 나갈 작정이다.
본집(本輯) 표지 매화에 있어서도 책임상 그리기는 했으나 본래 사군자(四君子)에 연마가
없는 나이라, 아무리 뜯어보아도 본문의 작품들을 더럽히는 듯싶다. 우산(牛山) 김용준
씨의 권두화는 과연 우리가 아껴야만 할 필치(筆致)의 그림이다. 29

창간호 표지(그림8)를 그렸던 길진섭은 표지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표지를 살릴 것이라 적으며, 이전까지
상업미술로 여겨졌던 표지를 작품의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표지의 표제인 ‘文章’이 추사 김정희
(金正喜, 1786-1856)의 글자를 집자(集字)한 것이며, 그
림 역시 추사의 수선화를 따온 것이라는 점이다. 1930
년대까지 반복된 조선 예술에 대한 논쟁으로 같은 예술
의식을 가지고 있던 작가들이 모여 우리 전통으로 돌아
간 동양주의에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이태준
역시 동양주의적인 사상으로 문장지를 편집했고, 전통
지향성으로 인해 ‘상고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
지만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전통을 중심으로
[그림8] 잡지 문장 표지화, 1939
새로운 예술을 이룩하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은 새로
운 형식을 창조하며 ‘신문인화’ 30 의 형식을 만들어내거나, 전통성을 담보로 한 모더
니즘 작가들을 탄생시키는 등의 결과 31를 만들었다
29 길진섭, 「여묵」, 『문장』, 1939.3.
30 김현숙, 「김용준과 《문장》의 신문인화 운동-동양주의 미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미술사연
구』16호, 미술사연구회, 2002, 366쪽.
31 『문장』은 이태준, 정지용, 이병기 등이 주축이 되어 전통성을 담보로 한 많은 작가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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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지금까지 근대 미술 기록자들의 기록 활동을 살펴보았다. 근대 시기 문학과 미술
이 장르의 경계 없이 친연성을 보였기에, 화가와 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
미술에 대한 기록을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문학과 미술이 서로에 대한 경
계를 넘나 들며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르의 교류 양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각적 매체를 중심으로 작가의 예술 의식을 확인하며, 당대 문예사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는 미술 기록자들의 주된 창작
물로서 미술 기록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이
광수의 소설이나 시, 문학비평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가
작성한 미술 비평문에 대한 단독의 연구는 전무했다. 이는 심훈이나 이태준, 김기림
의 경우에서도 유사했는데, 이태준의 미술비평문은 개정된 전집에서 제외되기도 하
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주된 창작물이 아니기에 편수가 적기도
했고, 전문 영역이 아니었기에 비전문가의 글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화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화가이기에 작품을 통해 그의 생애를 이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문적인 비평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화가들의 미술 기
록은 화가 본인의 예술 의식을 확인하는 길이 되는 동시에 당대 문예사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를 잃었고 분단 이후 월북한
작가들이 많았기에 이런 기록물이 없다면 우리 근대 문예사는 공백으로 남을 수밖
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근대 문예사를 촘촘하게 채우고 있는 기록자들의 글과 작품이 역사 속에
파묻힌 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 문예사의 외연을
더욱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추천제를 두어 작가를 등용했던 문장지에서 배출한 문인은 다음과 같다. 소설에 최태응(崔泰應),
곽하신(郭夏信), 임옥인(林玉仁), 지하련(池河蓮), 정진엽(鄭鎭葉), 한병각(韓柄珏), 선진수(宣鎭秀),
유운경(劉雲卿), 허민(許民), 임서하(任西河)등 10명, 시에 이한직(李漢稷), 김종한(金鍾漢), 박남수
(朴南秀), 박두진(朴斗鎭), 박목월(朴木月), 조지훈(趙芝薰), 박일연(朴一淵), 조정순(趙貞順), 최남령
(崔嵐嶺), 허민(許民), 황민(黃民), 김수돈(金洙敦), 신진순(申辰淳) 등 13명, 시조에 조남령(曺南嶺),
김영기(金永起), 김상옥(金相沃), 이호우(李鎬雨), 장응두(張應斗), 오신혜(吳信惠) 등 6명이 있다.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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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 기반 전래동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수업 방안: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최세훈 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만에서의 효과적인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해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제작된
전래동화 및 설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업 운영 원리와 모델을 소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대만에서의 한국학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
경과 한류의 영향 등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적 유창성과
다문화적 소통능력을 갖춘 한국학 인재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간문화적 소통능력을 가진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화와 전래동화를 문화
수업에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설화는 오랜 시간을 구전되면서 한국인의 심성구조를 고스
란히 축적하고 있는 문화적 저수지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화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널리 활용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설화의 교육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문화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기반 전래동
화 영상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는 기준과 형태의 유무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전통적 한국문화를 대표하면서도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전래동화 13편을 제시했다. 그
런데 단순히 영상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단계를 수업 전-중-후 활동의 3
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과학적 교수 방안과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평
가에 있어, 단순히 문화적 지식의 암기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본 연구는 중국문화대학에서 개설된 <영상한국어>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이 완료된
이후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해외에서의 한국어문화 교육에 관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활발히 공유되길 기대한다.

1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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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최근 20여 년 사이 대만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꾸준한 성장일로에 있다. 그
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숫자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학 전반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2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
인은 크게 문화와 경제적 동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대만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역사, 지리, 예술 등의
세부 분야를 탐색하게 된다. 둘째, 한국은 대만의 제5 대 교역국으로서 전자부품,
통신, 반도체, 농공업 원료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관광객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의 학습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
세다. 3 반도체 및 정보통신 기술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비등하고 있는 작금의 국
제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대 양자 간의 경협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한국학
관련 인재의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한국어 교원 및 한국학 종사자들이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마냥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높은 학습 열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족한 교육 자원과 수업 환경, 그리고 교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가령 증천부
(2000)는 대만의 신세대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
에 대해 제기했다. 곽추문(2008; 2016)은 한류 현상의 증폭이 한국어 학습에 미
치는 영향과 이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
다. 한편 박병선(2019)은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경계가 나날이 희미해지고 있으
며 언어능력과 문화능력이 통합되는 유창성을 지향하는 것이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진경지(2013; 2017)는 실제 대만의 교육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 문화교육
의 모형 및 평가 방식의 개발에 힘써 왔다. 중국문화대학의 동달(2010), 유연환
(2014), 김선효(2017)는 본교의 한국어문학과 과정의 역사 및 교과과정을 소개하
는 동시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문화교육 방안들을 소개했다, 이처럼 대
만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언어 교육의 단계를 넘어 통합적 언어문화 교육의 단계
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외국어문학을 전공함에 있어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재론하는 것은 이제 새삼
스럽기까지 하다.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어법과 어휘만을 학습하는

2

2005년 대만에서 처음 시행된 제9 회 TOPIK 시험의 응시자는 520명이었으나 2010년에 2,009명으

로 4배 상승했고 2017년에 들어 1만 명을 돌파했으며 COVID-19으로 심지어 한국에서도 TOPIK을 시
행하지 못한 2020년 제69 회 시험에서도 4,198명이 응시했다. 이는 단순 응시자 수로만 보아도 중
국, 일본, 베트남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며, 인구 비례로 보면 그 순위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
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만의 경우 TOPIK I과 II의 응시자 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초급부터 중급 이상까지 학습자가 고르게 분포하는 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한국어능
력시험 15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2021), 《2016-2020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현황》, https://www.topik.go.kr/usr/cmm/subLocation.do?menuSeq=2110107.
3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가 발표한 《대만수출입동향, 2021.1/4분기 보고서》를 참고하라.

https://overseas.mofa.go.kr/tw-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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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아니라 목표 언어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까지 체득함으로써 완
전한 의사소통의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윤여탁은 완벽한 외국어 능력은 생
활 언어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의 문화나 문학에 대해서도 소양을 갖추고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문화능력(cultural competence)과 문학능
력(literacy competence)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윤여탁, 2003:132). 신주철
역시 모어와 달리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대상 언어권의 문화를 배우고, 타
문화 언중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간문화적 소통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문화적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신주철, 2013:7-8). 한국인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전
통적 윤리 체계, 집단 의식, 눈치, 감, 기분 등 언어적 뉘앙스를 중시하는 고맥
락 문화권 4에 속하기 때문에 초고급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윤리, 예절, 속담, 절기에 따른 습속, 금기, 기저신앙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따라서 대만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문화능력의 강화를
위한 문화교육론의 중요성은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문화대학처럼 한국
어문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된 학교에서는 체계화되고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만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문화수업 재료와 교안, 교수 요목 및 모형, 그리고 평가
방식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특히 소위 Z세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디지털
세대들의 학습 패턴과 취향을 반영한 효과적인 수업 운용 방안은 무엇일까? 5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한국의 설화와 전래동화에 주목한다. 6 설화는 오
랜 기간 동안 대대로 전승되어 오면서 한국인의 심성구조를 집약한 민족문화의
저장소 기능을 해왔다. 다만 설화는 내용의 깊이나 길이가 천차만별인 데다가 모
국어자에게도 현대어 번역이 필요할 정도로 고대의 문어체나 한자어구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반면 전래동화는 사회화 교육
이 필요한 유소년기의 독자를 대상으로 순화되거나 평이하게 집필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다. 겉으로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4

홀(E. T. Hall)은 문화를 고맥락 문화(Higher-Context Culture)와 저맥락 문화(Lower-Context

Culture)로 구분한다. 고맥락 문화는 상황을 중시하는 문화인 반면, 저맥락 문화는 상황보다 메시지
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고맥락 문화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메시지 그 자체
보다 담화적 맥락이나 상황에 더욱 예민해져야 한다. 가령 한국, 일본, 중국 등 고맥락 문화권에서
는 유교에 기반한 전통적 가치문화, 행동 방식, 그리고 언어적 습속 등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Hall, Edward Twitchell, Beyond culture. Anchor, 1989, pp. 15-16 ; Kim, Donghoon,
Yigang Pan, and Heung Soo Park. “High‐versus low‐Context culture: A comparison of Chinese,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Psychology & Marketing Vol.15.6, 1998, pp. 507-521.
5

Z세대(1997~2010년생)에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존재했다.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접했
고, 메신저를 자신의 혀처럼 이용하고,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사회적 이슈, 연예
계 소식은 물론 학업, 취업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유튜브로 검색하고, 넷플릭스, friDay影音,
KKTV, QIY愛奇藝와 같은 OTT 서비스로 드라마를 감상한다.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 매체는
이들에게 어색하다. 전통적 공동체 문화보다는 SNS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과 취향, 관심
사가 같은 동료를 찾고 어울린다.

6

설화는 각 민족공동체 사이에서 오랫동안 구비 및 기록되어 전승되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반면 전래 동화는 아동의 심성 계발 및 공동체 윤리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화를 재해석하거나 순화한 아동문학 장르이다. 전래 동화는 오랫동안 전승된 설화의 내용을 기초
로 한다는 점에서 창작 동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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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부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 공간, 법과 제도, 도덕률, 예절, 금
기, 통과의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용적 표현, 속담 등이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언어·문화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 본 연구자가
전래동화에 주목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들은 문자 정보, 시각 정
보, 음성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력이 다소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들도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공개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장애가 되는 지리적 한계나 비용적 부담이 덜
하다는 장점도 있다. 본고는 중국문화대학에서 2020-21년 학기에 개설한 <영상한
국어>의 경험과 반성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비록 실험적 성격이 강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지만 해외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실제 사례와 성과를 공유
하기 위한 시론적 목적에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II. 선행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설화나 전래동화를 한국어문화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낯설지 않다. 한국
어교육이 성장기에 접어든 2000년 초부터 최근까지 학계에 제출된 관련 학술논문
의 숫자는 약 40편에 이르며, 석박사 학위논문까지 더하면 130편에 달한다. 학술
외 목적으로 출간된 관련 도서까지 더하면 약 150편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7
특히 한국어교육에 한국문학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강화된 2005년 이후부터 이러
한 연구는 더욱 강세를 보였다. 기존의 모든 연구를 일별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자면, 초창기에는 설화 및 전래
동화가 문화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읽기 과
제 활용하자는 연구들이 제기되었다(이성희, 1999; 홍혜준, 2004; 안부영, 2010;
홍순희, 2012; 김민라, 2014; 박성태, 2018). 이후 앞선 성과들을 발전적으로 수
용하면서도 학습자의 표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양지
선, 2009; 고경민, 2012; 손지혜·오상민, 2015; 김혜진, 2018). 2010년에 들어
과학적 언어교수이론이 적용된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법론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가령 내용중심 교수법, PPP/TTT 수업모형 등을 적용하거나, 스토리텔링,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에 기반한 활동 중심의 교육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학습
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나 프로젝트 중심 수업
모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고경민, 2011; 엄나영·성은주, 2012; 박
송희, 2016; 송금랑, 2015; 이수진, 2018; 김윤주, 2018; 강영주, 2018). 마지막
으로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문화를 교육하는 교사 및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수업
모델을 제시하거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
었다(김경선, 2004; 최권진, 2006; Linn, 2017; WANITCHA, 2019; 김태린, 2020).
설화 및 전래동화를 한국어문화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지

7

이 결과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Google Scholar」, 그리고 「국회전자도서관」과 「국립중

앙도서관」의 검색 결과를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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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이용한 문화교육 과정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춘 전
문적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지속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많은 기관에서 이
런 종류의 문화수업을 단발성 이벤트로 운영하는데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는 각 기관의 형편과 학생들의 요구를 감안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의 의
지만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고려해야할 상황은, 모국어
화자에게는 가볍게 읽히는 전래동화가 정작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의외로
상당한 학습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학기 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래동화를 문화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응답자의 수는 극히 적었다. 8 그
이유를 살펴보니, 도서의 형태로 출판된 설화나 전래동화는 ①대개 문어체 혹은
구연체 어미로 기술되어 있어서 초중급 학습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②전통 사회를 묘사하는 어휘나 상징체계들이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고 답했으며,
③역사문화 지식이 부족하여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들의 행동 방식,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④서적을 구하기 어렵고 번역된 것이 없어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⑤유치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느껴져 그다지 흥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에
예상 외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반면 최근 유튜브 상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
고 있는 K-키즈 콘텐츠를 접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래동화 영상 콘텐츠에 기대
감을 표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9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수업
보조 교재로 시청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개인적인 흥미로 자주 시청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생들은 텍스트 위주로 된 설화 독해 문화지식 학습보다는 영상
을 활용한 문화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반 전래동화 영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수업에서 직접 사용할 교재나 교본이 없다는 사실
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표시했다.
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설립된 국립누리세종학당에서는 현재 다양한 디
지털 기반 애니메이션과 웹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니어 네이버,
핑크퐁, 세이브더칠드런, 21세기북스, 깨비키즈 등 온라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회사들이 유튜브를 비롯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서비스에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할 경우 ① 다양한
문화지식을 학습함에 있어 고도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② 모국어자의
정확한 발음과 억양, 어미활용에 따른 미묘한 의미 차이, 서사 방식을 청취 및

8

109학년도 1학기 <영상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한 학습자 요구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수강생 수는 총 78명이었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각 4:3:2: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질문 문항은 각각 ①영상한국어 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②평소 한국어/문화 학습에
영상자료를 활용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가? ③영상으로 제작된 전래동화나 웹툰 등
을 활용해 한국어/문화 학습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가? ④영상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학습에 대해 어떤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는가? 또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⑤
교사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등이 있었다.
9

사실 이러한 관심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핑크퐁이 제작한 디지털 동요 콘텐츠 <아기 상어>

의 출현 덕분이다. 물론 대만에서는 일찍부터 유아 교육용으로 <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콘텐츠
가 유행하고 있었으나 <아기 상어>의 성공으로 핑크퐁의 인지도가 급증하면서 교육 관련 동영상의
소비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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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할 수 있고, ③ 혹시라도 모르는 어휘나 표현을 접하더라도 제시된 시각 정
보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④ 애니메이션 특유의 심미성으로 학습
자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오랜 기간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영상한국어>의 교수 요목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영상 콘
텐츠 기반 문화자료들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누리세종학당의 온라인
자료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전래동화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와 효용에
주목하게 되었다. 대만에는 한국의 설화나 전래동화가 거의 소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대만 한국학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 학생
들을 교육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다음과 같은 교수
요목을 작성하게 되었다.
<표 1> 중국문화대학 <영상한국어> 교수요목
과목명

영상한국어: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

과목 유형

전공선택

시간 배당

총 36시간 (주당 2시간 18주 한 학기)

대상
교육 목적
교재

교수 내용

평가 방식

한국어문학과 전공생 및 약간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생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 전래동화 콘텐츠로 제작된 한국의 설화 및 전래동화를 감상
하고 이를 활용해 언어능력과 문화능력을 배양한다.
주교재

교사가 자체 제작 및 편집한 교재

부교재

누리세종학당, 핑크퐁, 깨비키즈, 세이브더칠드런, 21세기북스 등

주차

작품명

주제 분류

1

개요: 한국의 설화와 전래동화

오리엔테이션

2

단군 신화

건국신화

3

북두칠성이 된 일곱 형제

천문지리신화

4

할미꽃 이야기

동식물의 유래

5

금도끼 은도끼

지혜와 어리석음

6

자린고비와 당랑곱재기

자린고비의 어원

7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천문지리 신화

8

바리데기 설화

저승 세계와 무속

9

중간 발표

조별 과제 중간 발표

10

호랑이 형님

11

효녀 심청[심청전]

유교윤리와 효

12

흥부와 놀부[흥부전]

13

콩쥐와 팥쥐[콩쥐팥쥐전]

14

토끼와 자라[별주부전]

유교윤리와 충

15

춘향전

유교윤리와 애정

16

조별 과제 보고 1

조별 발표 시간 1

17

조별 과제 보고 2

조별 발표 시간 2

18

총평 및 시상

평가와 반성

유교윤리와 권선징악

1. 출석: 20%
2. 매주 강의 및 활동(읽고 듣기, 쓰고 말하기): 30%
3. 작품 번역 및 개별 과제: 20%
4. 조별 과제: 30%

매주 수업에서 다루게 될 작품들의 선정 기준은 박영순(2006)이 제안한 문화

568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교육의 10가지 주제를 참고했다. 방대한 문화적 주제를 한 학기 동안 모두 탐색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건국신화, 자연물 및 동식물 유래담, 민속신앙과
무속, 올바른 삶의 자세, 어원, 전통적 결혼제도와 애정관 등을 중심으로 교수요
목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별된 주제들 가운데 디지털 영상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
되어 온라인에 공개된 작품들 중 우수한 것으로 최종 13편을 선정했다. 10 초급 학
습자를 배려하기 위해 학기 초에는 서사 구조가 간결하고 문화적 배경지식이 그
다지 필요하지 않은 작품을 위주로 편성했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한국을 대표하
는 판소리계 고소설들도 배치했다. 비록 중량감 있는 작품들이지만 동화로 개작
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10분 내외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이 없이 교수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을 통해 흥미를 느낀 학생들에게는 원작 및
관련 연구를 참고할 수 있도록 권유함으로써 능동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전래 동화는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학생용 교재나 교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영상을 분석
하여 그 속에서 제시된 내레이션, 대사, 의성어 및 의태어 등을 모아 별도의 수
업 교재를 만드는 작업이 별도로 요구된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 제작된
교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본 연구자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저작권 문제를 협의 중
이다. 또한 중국문화대학과 국립사범대학의 여러 학자들이 대만 최초의 전래동화
를 활용한 한국문화 도서를 공저하고 있다. 이 책이 출판된다면 설화, 전래동화,
아동문학에 관심이 있는 대만 한국학 학습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III. 수업 모형의 설계와 실제 적용 방안
오늘날의 신세대 학습자들은 텍스트 중심의 인쇄된 교재보다는 웹페이지나
온라인 상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선호하고, 교사의 강
의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여 자체 콘텐
츠를 제작하며 능력을 개발하며, 주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협업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는다. 이러한 Z세대 학습자들의 취향과 학습 패
턴의 요구에 맞춰 한국어문화 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
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자는 이 수업을 크게 수업 전 활동(Pre-class activity)―
수업 중 활동(In-class activity)―수업 후 활동(After-class activity)―학기 중
활동(Through-semester activity)의 3+1 단계로 구성했다. 각 단계는 과학적 언
어·문화 교수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간문화적 문화능력까지 균형적으로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한국 설화를 소재로 한 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학기 말에 평가하는 프로젝트 수
10

박영순은 한국어문화 교육의 내용 범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정신문화, ②언어문화,
③예술문화, ④생활문화, ⑤제도문화, ⑥문화재, ⑦학문, ⑧산업기술, ⑨역사, ⑩문화재. 박영순
(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2006,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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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방식을 도입했다. 각 수업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수업 전 활동(Pre-class activity): 전통적 외국어 학습 모델에서는 먼저
목표 언어 능력을 습득한 이후에 목표 언어권의 지식을 넓히는 방식으로 학습한
다. 이와는 반대로 내용중심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에서는 지식을 학
습하면서 목표 언어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한다. 11 내용중
심교수법은 특히 사회, 역사, 정치, 문화 등의 주제를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며,
특정 전문 분야의 문해력 및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하다. 이를 본 문화교
육 수업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역진행 수업(Flipped Learning)을 적
용할 것이다. 역진행 수업 모델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업 전에 독자
학습을 진행하고 수업 중에는 활동중심의 수업을 하는 혼합형 교육환경을 말한
다. 12
적용 방안: 이 수업은 온라인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학생들은
매주 지정된 설화 및 전래동화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가 미리 제공한 질문지에
답을 하거나 느낀 점을 정리하고 교사에게 질문할 것들을 준비한다. 시청 단계에
서 학생들은 언어적 문제에 집중하여 해석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시청각 자료가
전달하고 있는 서사적 흐름과 구조, 중심 주제 등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교실에서
의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2. 수업 중 활동(In-class activity): 매주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 중에는
문화대조수업(Cultural Comparison Teaching Method) 이론을 적용한다. 학생들은
문화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자문화와의 비교, 스토리텔링, 주제 토론, 역
할극, 상황극 등을 통해 문화지식과 간문화적 소통 능력을 향상하도록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얻게 되며, 부적으로 말하기, 듣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적용 방안: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목표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 새롭게 습득한 전래동화의 주제를 찾아보고, 그것이 한국인
의 어떠한 문화적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과 연결되는지 자유롭게 토의한다. 나
아가 자문화와 어떠한 유사성 혹은 이질성을 갖고 있는지도 발언하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상의 오류를 지적해 주고 깊이 있는 토론
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는 언어 기능의 숙달보다는 문화학습을 더욱 중시하
므로 가급적 언어 표현 상의 오류를 고쳐주려 학생들의 발언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수업 후 활동(After-class activity): 이 단계는 방과 후 개인 복습 시간
Brown, H. Douglas, Teaching by principles: An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 2001, pp.
49-50.
11

12 Jonathan Bergmann & Aaron Sams,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2012, pp.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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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로 목표어와 학습자의 모국어 간 언어 비교 훈련과 번역 연습을 하는 문
법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13에 기초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문제지를 활용하여 반복 연습을 통해 숙달도를 높인다.
적용 방안: 학생들은 매주 다른 설화 및 전래동화 텍스트를 접하고, 이를 독
해하면서 그 속에서 새롭게 제시된 핵심 어휘와 표현, 어법 등을 학습한다. 또한
가장 적절한 표현과 어법을 활용하여 한-중 번역 연습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어휘와 문법 능력이 증진될 것이다.

4. 학기 중 활동(Through-semester activity): 이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학습
한 내용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계량화하는 전통적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능동
적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과정중심 수업 모델
(Project-Based Learning)을 적용한다. 14 이 평가방식은 학습자가 교실에서 획득
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받는 학습 형태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하나의 프로
젝트를 수행하면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의 통합적인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적용 방안: 학생들은 하나의 조를 이룬 뒤, 자신들이 원하는 원천 스토리를
재구성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말과제로 제출해야 한다. 형식은 제한이
없지만 이를 낯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패러디 작품,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제작, 광고, 디지털 북,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상품 제작, 테마파크 기획안
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자유로운 토론과정과 연구조사를 통해 기
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만약 상업적으로 수작이 발견될 경우 협력사를 물
색해 연결해 준다.
이와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매주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구체적인 수업 모형과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참고하게 될 교육용 교재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표2> <흥부와 놀부>를 활용한 「유교윤리와 권선징악」 수업 모형

단계
수업 전
활동
Pre-class

교수 활동
-제공된 URL을 통해 작품 감상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수업 중 활동을 준비
-교사에게 질문할 내용을 정리

참조
<흥부전>을 디지털
콘텐츠로

개작한

동영상 자료들 참
고한다.

Brown, H. Douglas, Teaching by principles: An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Englewood Cliff, 2001, pp.
18-19.
13

Blumenfeld, Phyllis C., et al, “Motivating project-based learning: Sustaining the doing, supporting the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6.3-4, 1991, pp. 369-39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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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위기 조성
도입

-작품 감상이 이뤄졌는지 구두 질문 실시
-동영상의 정지 화면을 활용한 순서 배열 게임
-작품의 주제, 등장인물, 역사성, 상징 체계 등 분
석

전개

-원전 『흥부전』을 소개하고 다양한 현대변용 양상
검토
-관련 영상 시청 및 경험 공유

수업 중
활동
In-class

생성
·
활용

-자국 문화 속의 효 문화와 비교
-스토리텔링, 역할극, 상황극 등
-문장 완성하기
-그림 보고 묘사하기
-인물의 감정을 유추하고 이를 표현하기
-가상의 인물이 되어 인터뷰하기

정리

-평가 및 피드백

각 현장의 상황과
수강생 수에 맞게
개인 활동과 짝 활
동, 그룹 활동으로
운영한다.
영화, 판소리, 마
당놀이 웹툰, 광고
등을 활용한다.
조별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
능하다.

-다음 차시 예고

-교사가 제공하는 연습지를 통해 수업에서 제시된 어휘, 어
수업 후

법, 관용 표현 등을 반복 훈련

활동
After-

-수업에서 다룬 작품에 대한 한-중 번역 연습, 유사한 중화
권 동화를 한국어로 번역

class

-결말 바꿔 쓰기, 패로디, 구연하여 녹음하기,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등

학생들의
교사는
방과 후 활동을 점
검하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다.

<표3> 수업 중 활동의 한 사례로 제시된 올바르게 이야기 순서 배열하기 활동 15

15

핑크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흥부 놀부>를 학습 목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을 밝힌다. https://www.youtube.com/watch?v=vEbja_KLU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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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흥부와 놀부> 수업 대본의 실례

16

이러한 수업 모델을 적용한 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
면의 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
① 문화학습 방면: 한국의 가치문화, 예절문화, 절기문화, 공동체문화, 언어
문화, 전통문화, 속담 및 관용어 등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② 한국어 학습 방면: 주요 어법, 어휘 및 표현, 발음, 연음법칙 및 강세 등
의 음운규칙,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어미변화, 의태어, 의성어 등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할 수 있다.
③ 사회언어학 방면: 나이와 신분에 따른 수사 전략, 관용어, 속담, 경어법,
방언, 비유법, 서사문학에 대한 문해력, 담화 맥락에 따른 의미 분석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다.
④ 디지털 리터러시 방면에서의 학습: 디지털 기반 비주얼-오디오 정보에 대
한 식독력, 영상 문법에 대한 이해 증진, 스토리 (재)구성 능력 배양, 문
자정보의 시각정보화 혹은 역으로 시각정보의 문자정보화 전환 논리의 실
습 등을 학습할 수 있다.

16

저작권 문제로 원문을 공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학생용 교재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사를 전

사하고 이에 대한 어휘 번역과 문법을 정리한 것이다. 관용어 표현의 경우 표면적인 해석으로는 의
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주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말미에 토론 주제를 제시하
여 학생들의 학습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했다.

573

2021 第九屆西太平洋韓國學國際學術會議

⑤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 원천 스토리의 현대적 변용, 영화, 드
라마, 뮤직비디오 제작, 광고, 디지털 북,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상
품 제작, 테마파크 기획

I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개발된 설화 및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문
화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갈수록 늘어가는 문화능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한국인의 전통문화, 생활문화, 정신문화, 역사문화, 예술문화, 의례
문화 등이 담겨있는 설화의 가치에 주목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설화를 가르
치는 것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를 순화 및 단순화시킨 전래동화를 활용하
는 방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전래동화를 활용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방법적인 측
면에서 수업 시간을 크게 수업 전-중-후 3단계로 나눈 뒤 각각 역진행 수업, 문
화대조 수업, 문법번역식 수업 모델을 적용하였고,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개작된 전래동화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영상 자료는 디지털 세대
의 학습 취향에 잘 부합하고, 획득이 용이하며, 비용적 부담이 없고, 내레이션과
영상과 음향 효과가 적절히 결합되어 있어 언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원어민의 발음을 직접 청해할 수 있어 이상적인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읽기·듣기·쓰기·말하기 능력과 어법 및 발음 훈련
은 물론 문화적 지식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습득한 문화지식은 상
업 및 대중문화 일변도의 문화지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국인의 DNA 속에
각인된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기가 끝난 뒤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평가들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대체
로 이 수업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먼저, 기존의 문화관
련 수업은 주로 교본을 독해하고 관련 지식을 암기하는 데 집중해야 했지만, 이
수업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학습함으로 언어적 제약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한국인
의 심성구조를 해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수업의 단계를 3단
계로 나눔으로써 교실에서는 토론과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다는 의
견도 있었다. 둘째, 기존에 개설된 문화 관련 교과목들은 주로 일상문화나 절기
문화를 다루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문화 탐구가 이뤄지지 않은 반면, 이 수업을
통해서는 한국인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한 전래동화가 담고 있는 교훈과 관용적 표현들이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
다는 점에서 대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셋째, <한국문학사> 시간에 목록
으로만 접했던 주요 고소설 및 설화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통해 문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
평가 방식을 통해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니라 실무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최근 급부상한 한국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개발 역량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한 답도 있었으나 이는 본 연구의 주제
와 맞지 않으므로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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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쉬움으로 지적된 부분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역시 수
업용 교재 문제였다. 저작권 문제로 학생들에게 교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었고, 대만에는 아직 설화 및 전래동화 관련 서적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자
기 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수업의 제목과 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
는다고 지적한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즉 <영상한국어>라는 제목이 너무 추상적
이고 광범위해서 자신이 기대했던 수업과 불일치했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개요를
통해 수업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런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업명을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수업에서 다루는 문화
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감상하는 작품의 수도 보다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학년 학생들이 지적한 것인데, 교과
과정의 여건상 이 수업을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강 대상을 1-2학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고학년을 위한 별도의 심화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전래동화를 다루다 보니 깊이 있는 한국학의 이해에 도달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학기 동안 많은 주제를 다루는 수업으로 운영할 것인
지 혹은 깊이 있는 수업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현장의 여건, 교사의 역량, 학생들
의 수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일이다. 만약 이 수업을 통해 그 첫걸음
을 내딛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대만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개설한 <영상한국어> 수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내외 여러 한국학자들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
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먼저 이 수업을 참
고로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있으리라 생각한
다. 한국과 대만은 공히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유산을 가장 많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문화적 유사성과 동질성이 넓고 깊다. 이러한 상동성을 비교하면서도
상이성을 탐구하는 시도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문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일 것이다. 대만을 비롯한 베트남,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화과정이 개설되고 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
된다면 앞으로 더욱 유익한 문화과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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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 기반 전래동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수업 방안」에 대한 토론
김가원 1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 주변 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K 문화가 활발히
전파되고 있는 과정 속에 한국문화의 소통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본인은 한국어 교육자로서 한국과 한국인의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자료가 필요함을 느낀다.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
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전통 동화 및 설화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
고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 설계를 하면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은 물론 한
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육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문화대 최세훈 교수님이 쓰신 논문 《디지털 영상 기반
전래동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수업 방안》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방안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토론에서는 이 논문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문화 수업을 더욱 탄탄
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
의해 보고 발표자의 수업 방안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국 문화 수업의 방향에 대
해 고견을 듣고자 한다.
우선 작품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작품 선정에 있어서
박영순의 문화교육의 10 가지 주제를 참고해 선별된 주제 중 온라인에서 작품이
우수한 것을 위주로 선별하였으나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점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대부분이 한국어
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들이기 때문에 서사 방식이 다
소 간결하고 대화 표현이나 억양이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이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적당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또한 영상물들이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단계적으로 배우는 어휘나 문법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아 난이도가 상이한 부분이 한국어 학습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를 교사가 어떻게 교수할 것인지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교사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가 날로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재와 콘텐츠 개발과 제작이 상
당히 뒤쳐져 있음을 실감하며 한국어 교육자로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
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
복하고 보완해야 할까?
두 번째로 수업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려한다. 발표자가 진행한 수업은 학습자
들이 학습 전에 지정된 작품을 미리 시청하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학습자의 능
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한국과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발표를 하는 등 활발한 수업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다. 역할극이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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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그 상황을 묘사하는 활동들은 언어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활동들
이다.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원활했던 것인지 교사
가 한국어로 발표할 때 사용되는 구문들을 따로 익히게 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 활동을 기초나 초급 단계의 학생들에게 문화 수업
을 진행할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염두해 두고 있는 교수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문화 수업의 방향에 대해 고견을 청하고자 한다. 대만에서 한국어
문화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동양문화권에서 공통으로 형성된 유교적 가치관
과 정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래된
전통 설화나 전래 동화는 ‘흥부와 놀부’ 또는 ‘춘향전’ 등처럼 능력이 다른
형제 이야기 혹은 여성의 신분적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서 조차
세대 간의 문화 충돌로 받아들여지는 내용도 있다. 우리의 전통 설화나 전래 동
화는 그 이야기가 형성된 시대 상을 보여주며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민족이 공
통으로 받아들인 시대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빠르게 다
변화하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사고 방식과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 수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젊은 세대의 또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 발표자의 ‘수업 중 활동’에서 ‘문
화대조수업’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하고 발표하게 하여 이런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무엇인지, 수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 좋은지
발표자의 고견을 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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