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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문학 속의 분열, 분열 속의 문학

윤재환(한민족어문학회장)

텍스트 속에 나타난 분열된 사회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유혜원(단국대)

상소 속에 나타난 분열 양상 연구
-병호시비를 중심으로-

맹영일(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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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문학 속의 분열–치유의 레토릭
3. 분열 속의 문학–욕망의 프로파간다
4. 결론
1.

1. 서론

문학은 인간의 존재와 함께 형성되어 인간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
장․변화되어 왔다. 때로 사회의 변화를 앞서거나 거스르기도 하지만 문학은 결코 인간과 사
회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고 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문학에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담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꿈꾼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인상은 진부함이지만, 이 진부
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질문은 문학이 인간의 곁에
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지도 밝히기 어려운 문학이 그 언제
부터인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아니 앞으로도 어쩌면 영원히 인간 주변에 존재할 것처럼 여겨
지는 것은 문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敎訓的(敎示的) 기능과 快樂的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문학의 교훈적(교
시적) 기능을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기능으로, 쾌락적 기능을 독자들에게
미적 향유나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규정한다면 문학은 인간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
적인 요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간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규정하고 문학에 접근하면서 우리들
은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문학 속에 구현된 인간과 사회가 도덕적이거나 이상적
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학 속에 묘사된 인간은 나약하고 힘없는 부조리한 존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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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거대한 모순에 가득한 불합리한 세상일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경우 문학 속에서
세상은 또 사회는 언제나 인간을 갈등하고 번민하게 만들며, 인간은 그러한 사회에 반항하고
저항하며 대립한다. 본질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에서
부터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사회의 모순,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사회의 치열한 대립에 이르
기까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간과 사회는 대체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문학의 기능을 교훈(교시)과 쾌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같이 보
이지 않는다. 이런 양상은 현재의 문학으로 올수록 더욱 선명하게 확인된다.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인간은 분열되어 끝내 좌절한다.
4차 산업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되는 현재로 올수록 문학 속
에 등장하는 인간은 더 많은 분열 속에 놓이고, 사회는 그런 분열을 부추긴다. 확장되고 발달
한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의 구조가 이상적으로 조합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인
간은 겉돌며 끼리끼리 무리 지어 대립하고, 사회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조장한다. 힘없고 약
한 인간은 이전 어떤 시기보다 더 가혹한 사회 안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힘
있고 가진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억누르며 사회는 대립하고 분열된다.
문학을 현실의 모방이자 반영이라고 한다면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문학의 잘
못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문학 속에 이렇게밖에 인간과 사회를 묘사하고 구현할 수 없게 만
든 인간과 사회 자체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인
간 스스로의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로 올수록 문학 속에 드러나는 인간과 사회가 더 분
열되고 갈등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과 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가 이전 어떤 시기보
다 더욱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이 현실의 반영이자 모방이라는 점에서, 또 인간 사회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학 속에 등장하는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 속에 묘사되는 그와 같은 갈등과 대립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문학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문학의 존재 가치가 인간
의 본질적인 가치 확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학은 현실 사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분열과 갈등보다 화해와 조화를 통해 인간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하고, 문학 속에는
그런 인간과 사회가 묘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문학 속에 존재하는 분열과 갈등이 현실
의 분열과 갈등의 摘示나 재현에 불과할 뿐이라면 이것은 문학으로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것
이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은 인간의 가치 확장이라는 그 너머에 있는 숨겨진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기술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학 속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이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문학 속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학 속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통해 그와 같은 분열과 갈등이 문학 속에 구현된 이유와 의미를 살펴본 뒤,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이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지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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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 속의 분열 - 치유의 레토릭(Rhetoric)

갈등과 대립은 상호 인과관계에 놓인 개념이다. 대립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갈등하기 때문
에 대립한다. 그런데 갈등과 대립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속성상 갈등과 대립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갈등과 대립이 반드시 부정적
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과 대립 그 자체
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만들어 낸 최종적인 결과이다.
갈등과 대립은 갈등과 대립의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의 제시와 이를 통한
통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지 못하고 깊어질 경우 반드시 分
裂을 낳게 된다. 모든 갈등과 대립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심화된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데, 이 분열은 이후 다시 더욱 심화된 새로
운 갈등과 대립을 견인하게 된다. 즉 분열은 갈등과 대립의 결과이면서 다시 심화된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대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과가
낳게 되는 분열과 이후 심화되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볼 때 분열은 하나로 존재하던 사물이나 집단 또는 사상 등이 갈라져 나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열은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增殖과 擴張, 발전과 진보라는 긍정적
인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하지만 분열이 갈등과 대립의 결과였을 때는 이와 같은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코틀랜드의 심리학자 로널드 페어베언(W. Ronald D.
Fairbairn)에 따르면 분열(Splitting)은 자아와 타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
이고 현실적인 하나의 형태로 통합해서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어
기제이다. 따라서 분열된 사람이나 집단은 통합적인 사고보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분
열된 상대와 자신 또는 자기 집단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중간이 없이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
다는 식의 흑백논리(black-and-white thinking)나 이분법적 사고(all-or-nothing thinking)를 하게 된
다. 그런 점에서 갈등과 대립의 결과 나타나는 분열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이렇게 형성된 분열이 다시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 갈등은 이전보다 더 심화
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전제한 것처럼 문학 속에 등장하는 갈등과 대립이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어떤 목적
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며, 그 목적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 확장에 있다면 문학 속의
갈등과 대립은 인간을 분열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학 속에는 수많은 분열이 나타난
다. 문학 속에서 인간들은 갈등 속에서 분열되고, 분열된 뒤 더욱더 치열하게 갈등하고 대립
한다.
문학이 현실의 반영이자 모방이라는 점에서 문학 속에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은 현재까지
인간 사회에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갈등과 분열을 摹寫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은 모두 거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그 유형을
분열의 주체에 따라 정리해보면 크게 내적 분열과 외적 분열로 단순화할 수 있다. 내적 분
열은 작자의 자아 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자의 자의식에 의해 일어나는 분열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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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적 분열은 문학 작품 속에서 작자(화자)가 스스로 형성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
해 내적으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묘사된다. 작자(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
는 상반된 욕구나 대립된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분열이라는 점에서 내적 분열은 대
부분의 경우 인물 내면의 심리적 갈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달리 외적 분열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욕구가 충돌하여 분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열은
대부분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표면화되는데, 다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적 분열은 작자 스스로의 자의식에 근거한 분열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
계관이 대상과 충돌하여 부조화를 이루거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에 의해
좌절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분열로 볼 수 있다. 작품을 보도록 한다.
靈仙窟宅謝紛喧

신선이 사는 곳이라 시끄러움 물리치고

蘭若隔雲爲我隣

구름 너머 절간만 내 이웃을 삼았지.

竹葉醲薰窓外雪

창밖의 눈 속에서도 댓잎 짙은 향기 뿌리고

梅花漏洩山中春

산 속에 봄이 들자 매화 피어 흐드러지니

也知詩藻多閑趣

알겠구나 시 속에 한가한 정취 참 많아

寧有笑談沾俗塵

웃고 나누는 이야기에 어찌 속됨 있겠나.

我獨一身在泥滓

나만 홀로 한 몸을 수렁 속에 두고서

浮名只足勞心神

부질없는 명예에 몸과 마음 괴롭히네.2)

이 시는 취금헌 박팽년이 1451년 7월 21일에 安平大君이 쓴 5수의 시에 차운하여 쓴 <次
武溪酬唱詩韻> 5수 중 마지막 시이다. 이 시에서 박팽년은 현실에 빠져 사는 자신의 모습에
진한 회한 어린 시선을 던졌다. 구름 너머에 있는 절간만 이웃으로 삼는 곳, 눈 속에서 짙은
향기를 뿌리는 댓잎과 봄이 오자 흐드러지게 피는 매화가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속됨이란
전혀 없기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 세상의 수렁에 빠져 부질없는 명예에 몸과 마음을 괴롭
히는 자신이 한없이 가여워 보인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박팽년은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삶을 보내고자 하는 자아와 국가
와 임금에 대한 충절과 유가적 수양을 추구하는 자아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다. 임금과 국
가에 대한 충정으로 목숨을 바쳤던 節義의 화신 박팽년이지만 이 시에서 그는 현실을 벗어나
고자 한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박팽년이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와 다른 인물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에서 박팽년은 당시 그가 느꼈던 현실의 벽과 질곡으로 인해 현실을
벗어나 갈등 없는 꿈과 幻想의 공간으로 옮겨 가고자 했을 뿐이다. 하지만 박팽년은 끝내 옮
겨가지 못하고 분열된 채 갈등한다. 그간 추구했던 삶의 자세와 학문에 의해 형성된 유가적
의식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1) 이 글에서 언급한 분열 주체에 따른 구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갈등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 작품 속 인물들 간의 갈등 구조는 내적
외적 갈등으로 나뉘고, 외적 갈등은 다시 인물 간,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등
게 구분된다. 하지만 분열 구조는 분열의 주체와 대상이 정립되어 대립해야 하기 때문에 외적
크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2) 朴彭年, <次武溪酬唱詩韻> 5수 중 5수, 朴先生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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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갈등과
다양하
분열은

박팽년의 분열과 갈등은 현실 세계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의지가
강렬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그것은 목표가 크고 의지가 강할수록 현실 세계에서 부
딪히는 다양한 곤경들이 더욱더 그에게 청정한 이상세계, 초월 공간을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
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팽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열된 자신의 갈등을 시에 담아 풀어내는
것 뿐이다. 창작을 통한 감정의 카타르시스(Catharsis)가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상처난 감정
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낯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4)

이 시는 삼국유사 권5 ｢感通篇｣에 ‘仙桃聖母隨喜佛事’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사
소 설화’를 모티프로 창작된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사소단장娑蘇斷章>이다. 이 시는 인간
세계의 유한성과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작중 화자인 사소의 求道 정신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시는 전체를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행을 통해 인간 세계의 유한성에
대한 회의감을, 7~11행을 통해 영원의 세계에 대한 갈망과 인간의 한계를, 12~14행을 통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에 나오는 ‘꽃’은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자연물이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
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지만, 화자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
지 못하고 그 문에 기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기 위해 다가오는 벼락
과 해일 같은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는 영원한 절대 세계를
갈망하고 그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과 구도적 정신을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의 아래에 작자가 “사소娑蘇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
으로 신선 수행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이라고
한 주석을 보면 이 시의 화자가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윤재환, ｢문학적 관점에서 본 醉琴軒 朴彭年-醉琴軒 朴彭年에 대한 文學的 接近을 위한 試論｣, 한
문교육연구 49, 한국한문교육학회, 2017. pp. 367.
4)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단장(娑蘇斷章)>, 미당 서정주 전집 1, 은행나무, 2015, p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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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나오는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은 작중 화자인 사소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게 하는
대상으로, 이 꽃에 대해 사소가 ‘문 열어라 꽃아’를 반복한 것은 그가 그만큼 간절하게 영원
한 세계를 지향한 것이다. 하지만 사소는 그 꽃 앞을 지키지 못하고 산으로 떠나야 했다. 주
석의 설명처럼 ‘처녀로 잉태’한 사소는 현실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 세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징 세계의 질서를 넘어서 이상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그 관문인 ‘꽃’의 문이
열리기를 기원한 것이다. 즉 이 시는 ‘꽃’을 통해 이상세계에 들고자 하는 사소와 ‘꽃’을 떠나
상징 세계에 남아야만 하는 사소로 분열된 화자가 이상세계를 갈구하면서도 현실에 가로막
힌 자신의 처지에서 느낀 갈등을 읊은 시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에서 화자의 분열과 갈등
역시 앞서 살펴본 박팽년의 경우와 같이 이상세계를 기원하는 의식과 현실적 장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화자가 분열된 자신의 갈등을 시로 표출한 것은
이상세계에 대한 분열된 자아의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창작을 통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분열된 자아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
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처럼 작자의 내적 분열은 서정(시가) 문학에서 주목하는 대표적
인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다. 그런데 내적 분열은 작품 속에서 작자의 상실과 좌절, 소외로 일
어난 작자의 자아 분열과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으로 묘사되지만, 독자에게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감동의 세계를 제공하고, 작자에게는 창작을 통한 감정의 카
타르시스를 제공하여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내
적 분열은 문학 속에 표현된 분열의 양상과 달리 통합과 치유를 위한 장치이다.
작자의 내적 분열은 작자가 외부 세계나 대상과 충돌하여 상실하고 좌절하며 소외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이 분열은 의도된 주체적 분열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린 결과적 분열이다. 따
라서 분열되기를 원치 않았던 작자가 작품 속에 분열된 자아의 갈등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아의 분열과 갈등의 문학적 형상화가 분열된 작자의 자아를 다시 통합하고 갈등을 해
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 속에서 확인되는 작자의 내적
분열은 분열이라기보다 작자가 분열된 자아를 스스로 다시 통합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분열
되어 느낀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문학적 레토릭(Rhetoric)으로 치유의 修辭라고 할 수
있다.
내적 분열과 달리 외적 분열은 대립의 상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내적 분열과 다를 뿐만
아니라 분열의 양상 역시 선명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은 대부분
작품 안에서 주동 인물과 대립 인물의 갈등 구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과
분열의 경우 선명한 분열 구조 속에 분명한 작자 의식이 드러난다. 특히 개인과 개인의 분열
과 갈등은 선과 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억압된 자와 압제하는 자 등으로 유형화된 두 부류
의 인물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각각의 인물은 개별화된 한 인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유
형을 대표하는 인물로 轉義․擴張된다. 따라서 이 인물들은 각각의 집단이 지닌 전형화된 속
성을 구현한다. 그런 점에서 작품 속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은 집단과 집단의 분열과 갈
등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흥부전｣과 김동리의 ｢무녀
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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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전｣은 주제면에서 형제간의 우애 또는 조선 후기의 사회모순과 현실 비판으로 설명
되기도 하고, 주인공인 흥부와 놀부의 성격에 대해서도 경제적 능력과 욕망의 구현, 현실적
대응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된다.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던 흥부와 놀부는 다양한 지점에서 대
척적인 위치에 놓인 인물로 상호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재화와 욕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흥부의 욕망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욕망이라면 놀부의 욕망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가진 자의 끝없는 욕구이다. 그런 점에서 흥부의 욕망이 가난이라는 삶의 조건 속
에서 외부로부터 유발된 욕망인데 비해 놀부의 욕망은 인간의 본능적 소유욕에 기반을 둔 내
부로부터의 욕망이라는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흥부의 욕망은 삶의 상황이 개선되면 충족되
지만 놀부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도덕이나 선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흥부는 선의 표상으로 인정된다. 흥부의 선함은 조
상 묘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나 놀부에게 맞고 돌아와 아내에게 변명을 하는 장면, 동네 사
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 또 결말 부분에서 놀부를 포용하는 장면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놀부는 비도덕적인 악의 표상으로 간주 된다. 놀부가 부모의 재산을 분배하는
장면이나 흥부를 내쫓을 때와 양식을 얻으러 온 흥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제비 다리
를 부러뜨리는 장면, 부자가 된 흥부의 집에 찾아와 포악을 부리는 장면 등을 통해 놀부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움에 포악함까지 갖춘 악한 인물로 형상되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흥부와 놀부는 각각 전형성을 지닌 두 유형의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흥부는 가난한 無産階級으로 도덕성을 갖춘 선한 인물이고 놀부는 부유한 有産階級으로 탐
욕에 가득한 악한 인물이다. 선과 악, 無産과 有産, 가난과 부유, 도덕과 탐욕 등의 대척적인
지점에 놓인 이들은 각자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부여된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들의 분
열과 갈등은 전반적으로 놀부의 일방적인 우세로 나타나지만 최종적으로는 흥부가 승리한
다. 선과 악의 분열과 갈등에서 대부분의 경우 악이 우세하지만 마지막 지점에서 선이 악을
누르고 승리를 쟁취하며 다시 악을 포용하여 선으로 귀화시킨 것이다.
결국 ｢흥부전｣에서 볼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의 구조는 선으로 표상되는 흥부의 승리와 놀부
에 대한 흥부의 포용, 그리고 놀부의 참회와 선으로의 귀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흥부
와 놀부의 분열과 갈등은 최종적인 상황까지 유지되는 불변의 분열이나 갈등이 아니라 선이
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두 인물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선과 악으로 분열된 상황
에서 악이 강력한 힘을 지니면 지닐수록 최종적으로 악이 무너지고 선으로 귀의하는 통합의
상황은 독자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따라서 ｢흥부전｣에서 볼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은 흥부라
는 선으로의 통합과 치유를 위한 방편이고, 흥부의 고난과 놀부의 악행은 통합과 치유의 순
간 독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된다.
김동리의 ｢무녀도｣는 1936년 5월 중앙에 발표된 소설로 이후 1947년과 1978년 두 차례
의 개작을 거쳤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무속 신앙과 외래 종교인 기독교 사이의 충돌로 인해
5)

6)

5) 이상일, ｢<흥부전>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두 양상 -흥부와 놀부의 욕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pp. 235~236.
6) 장경남, ｢<흥부전>의 인물 형상 -경판본과 <연의각>의 비교를 중심으로｣, 古小說 硏究 34, 한국고
소설학회, 2012,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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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가 맞게 되는 비극적인 파탄을 액자 구성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무당인 어머
니 모화와 기독교 신자인 아들 욱이의 대립은 샤머니즘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충돌을 의미하
는데, 이들의 분열과 갈등에서 누가 승리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그러나 이들의 분열과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던 작품 속에서 이들은 통합되거나 치유되
지 못한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성경을 불태우는 모화를 저지하려던 욱이가 칼에 찔려 죽음
을 맞고, 어머니 모화는 마지막 굿판에서 巫悅에 잠겨 물에 빠져 죽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무녀도｣는 토속신앙인 巫俗이 근대화로 인해 유입된 서구 종교인 기독
교의 충격 앞에서 몰락해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넓게는 근대화에 맞서는
전통, 혹은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 의식과 근대화나 변화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모화는 전통과 보수를 대변하고 욱이는 근대화와 변화를 대변하는 인물이
다. 이렇게 두 인물의 전형적 성격을 규정하게 되면 이들의 분열과 갈등은 종교적 갈등을 넘
어서게 된다. 이들의 분열과 갈등은 시․공을 넘어 인간 사회에 존재하고 또 존재해왔던 본
질적이고 근원적인 분열과 갈등이 된다. 욱이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한 인물
이고, 모화는 그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소멸해가는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
런 점에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녀도｣는 욱이의 죽음 이후 마을에 예배당이 서고 아들의 죽음에 넋이 나간 모화
가 巫悅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자 홀로 남은 모화의 벙어리 딸 낭이가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
를 따라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하며 무녀도를 그려 살아간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욱이의
죽음 이후로 마을에 예배당이 섰고, 또 끝내 기독교를 거부했던 모화가 巫悅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기독교 혹은 변화나 개혁의 승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화의
죽음 이후 그의 벙어리 딸 낭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유랑하며 무녀도를 그려 생활한다는
것은 근대화나 변화․개혁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다.
｢무녀도｣는 이렇게 상반된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아도 욱이와 모화의 분
열과 갈등은 극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녀도｣에 나타나는 욱이와 모화의 분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무녀도｣의 분열은 진정한 분열 영원한 갈등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두 관
점에서 답할 수 있을 듯하다. 첫 번째는 문학의 교훈적(교시적) 기능이다. 문학 작품은 일정한
질서와 인과관계에 의해 창조된 삶의 전체를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독
자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인식을 전환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무녀도｣에 등장하는 욱이와 모
화의 죽음을 통해 변화나 개혁의 물결이 전통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비극적 결말을 막을
수 있을지 학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학 치료의 관점이다. 문학 작품의 작품 서사를 통해
독자의 자기 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문학 치료 라고 한다면 ｢무녀도｣는
현재 욱이와 모화 같은 분열과 갈등에 놓여 있는 독자들의 자기 서사를 건강한 방향으로 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무녀도｣의 분열과 갈등은 독자들을 교육하고 치유하기 위한
7)

8)

7) 송명희,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 한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p.21.
8)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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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이다. 또 작품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끝내 통합되지 못한 것은 감동의 진폭을 확장하고
교육과 치유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적 비틀기로 치유를 위한 문학적 레토릭이다.
｢흥부전｣과 ｢무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은 고전문학 작
품에서 현대문학 작품으로 올수록 점점 더 복잡하게 조직된다. ｢무녀도｣에서 본 것처럼 작품
에 따라서는 분열되고 갈등하는 인물들이 끝내 통합되지 않는 경우까지 나온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품의 전개를 분열과 갈등의 摘示나 재현으로 보고 말 수는 없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어떻게 묘사되었느냐에 관계없이 그 분열과 갈등이 지향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치유와 통합이기 때문이다. 분열과 갈등의 정도와 표현은 작자의 선택
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개인과
개인의 분열과 갈등을 담은 문학 작품에서도 분열과 갈등은 통합의 세계를 위한 장치이자 문
학적 修辭이다.
외적 분열의 또 다른 한 양상인 개인과 사회의 분열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은 대부분 대사
회적인 저항과 대립을 중심으로 한다. 이 유형의 문학 작품에서 분열과 갈등은 사회의 구조
적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인의 자각에서 시작하여 대립과 저항, 개혁의 추구로 점차 갈
등과 대립의 범주와 진폭을 확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들은 대부
분 저항 정신, 개혁 의식을 작품의 주제로 한다. 그런데 이 유형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분
열과 갈등의 주체인 개인 역시 개별적인 인물이라기보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하나의 집단
이나 계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의 분열과 갈등은 한 개인과 사회
의 분열과 갈등이라기보다 한 집단이나 계급의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 이 분열
의 구조에서 사회와 갈등 관계 놓인 집단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계급으로 사회에서 일방인 박
해를 받는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홍길동전｣과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영웅적 일대기를 서술한 작품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작품이기에 여기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만 간략
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홍길동전｣은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새로운 사회의 추구라는 이상적
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재를 당대의 사회 현실에서 택했고, 의적을 등장시켜 모순된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혁명성과 서민 정신을 반영했다. ｢홍길동전｣의 기본 갈등은 출생 신분에
서 오는데, 이 갈등은 가정 내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구분된다. 가정 내의 갈등은 출생
신분에 따른 호칭 문제로, 사회적 갈등은 신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장애로 나타난다. 또 ｢홍
길동전｣은 홍길동이 개인적인 갈등의 원인인 신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서 차별과
봉건적 신분 계급, 탐관오리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당대
의 대표적인 저항문학 작품으로 인정된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출생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이 갈
등이 가족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면서 홍길동은 분열된다. 분열된 홍길동은 집을 떠나기 위해
부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릴 때 부친에 의해 가족과 통합되지만, 홍길동은 막혀버린 사회 진
출로 인해 다시 한번 분열된다. 홍길동이 겪은 두 번의 분열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삶 전체를 짓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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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거대한 사회적 힘과 권력․제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홍길동은 이 운명을 해소하
고 분열된 상대와 통합하기 위해 저항하여 마침내 통합을 이룬다. 홍길동의 갈등은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되지만, 당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갈등으로 확장된다. 홍길동
의 분열과 극복은 갈등하지만 분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갈등을 넘어 분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홍길동의 분열은 개인적인 신분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다. 그런데 홍길동은 사회에 의해 분열되었고 스스로 분열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소외하고 분
열시킨 또 그래서 스스로 분열한 거대한 세상과 다시 통합할 수 있었다. 만약 홍길동이 갈등
하지 않았다면, 갈등하더라도 분열하지 않았다면 홍길동은 자신을 분열시킨 세상과 다시 통
합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홍길동전｣의 분열은 통합을 위한 장
치이자 과정이다. 따라서 홍길동의 분열이 크면 클수록 통합의 희열은 확장된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조세희가 문예지에 연재한 소설
중 중단편 소설 12편을 묶어 1978년 출간한 책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4번째에 수
록된 작품으로, 1970년대 산업화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의 참상을 우화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래서 경제적 빈곤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인물들을 상징하는 난쟁이와 당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바탕으로 1970년대 당시 우리
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도시화로 인해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리는 도시 빈민의
처참한 생활상과 노동환경, 주거 문제, 노동운동 등이 담겨 있는데, 그 바탕에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작자의 비판적 시선이 깔려 있다.
이 작품은 시작부터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빈민층인 난쟁이
와 당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표면에 노출하는데, 난쟁이는 한 개인이라기보다 그와
같은 처지의 삶을 사는 소외된 가난한 민중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난쟁이와 사회를
표면적 분열 구조로 하여 난쟁이집단 즉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과 사회의 분열로 확장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무녀도｣처럼 이 작품에서도 분열은 통합되지 않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
는다. 난쟁이의 죽음이라는 결말은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암시한다. 더
욱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현실에서 상처를 입고 패배한 인물로 묘사된 것은 가난
하고 소외된 그래서 핍박받는 난쟁이집단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분열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작자는 작품 속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
해 이 시기의 빈부 갈등이 화해 불가능하게 된 과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가 분열된
두 집단이 화해와 통합에 이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작품 속에서 난
쟁이가 빌려본 책이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것과 결말 부분에 제시된 난쟁이의 딸 영희의
대결 의지는 이 분열이 이후로도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이 작품의
분열은 사회 현상의 재현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된
다. 그러나 이 작품의 분열이 지니는 裏面的 의미는 역설적으로 분열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
는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의 제목과 난쟁이의 딸 영희의 대결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이와 같은 분열이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끝내는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통합될 때까지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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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 속의 분열 역시 ｢무녀도｣의 분열과 결국 같은 기능을 하는 문학적 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을 살펴보면 이 분열과 갈등은 분열하고 갈등하기
위해서, 또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라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제시를 통
해 치유와 통합의 더 나은 경지로 가기 위한 문학적 수사, 하나의 레토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문학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라는 수사를 사용하여 힘들게 치유와
통합이라는 이면적 의미를 찾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가 의문이 된다.
리처즈(I.A. Richards)는 문학의 효용이 즐거움에 있지 않고 상황의 실제를 확실히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시는 갈등이나 혼란을 화해와 조화의 세계로 정제시켜 준다
고 했는데, 정제된 시적 경험은 새로운 질서와 자유를 제시하며, 여기서 독자는 참다운 평정
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또 아놀드(Matthew Arnold)는 문학이 인간 완성과 사회 정의를 실
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주장을 인정한다면 문학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완
성된 세계나 이상적 세계를 제시하기보다 실재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여 이를 통해
독자들이 더 높은 세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독자들은 스스로 인
간과 사회를 보다 높은 경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학은 감정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인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을 치유한다. 인지적 통찰
을 통한 지성적 정화는 문학이 지닌 예술적 성격과 인문학적 속성에 기인하는데, 여기에 기
인한 삶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 일정한 질서와 인과관계에 의해 창조된 삶의 전체적인 모습은 독자들
에게 경험하지 못한 결말을 인지하게 한다. 이는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이 겪게 되는 혼란
과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문학을 통한 사유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본질적인 허구성으로 인해 독자에게
일어난 문제, 제시된 사건이 허구라는 것에서 오는 객관화와 안도감을 주어 깨달음과 통찰이
라는 인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은 현실을 재현한
결과물이면서도 독자들이 문학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더 높은 이상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수사이자 문학적 레토릭이 된다.
9)

10)

11)

3. 분열 속의 문학 - 욕망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분열과 갈등은 분열되고 갈등하는 현실의 적시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열되고 갈등하는 현실을, 또 그 속에서 방황하
9) 최명규,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1, 국제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82, p.118.
10) 최명규, ｢문학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1, 국제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82, pp.114~115.
11) 송명희,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 한어문교육 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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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좌절하는 인간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도구이자 방편이다. 따라서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열되고 갈등하는 사회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좌절과
고통을 느끼고 통합을 통한 치유를 꿈꾸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학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분열된 상태로 끝없이 갈
등하고 투쟁하면서 대립 상대의 소멸과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또 그
와 같은 작품들의 창작 전통 역시 짧지 않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학 작품들은 어떻게 보아
야 하는가. 이 작품들을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
고 이 작품들을 진정한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이미 언급한 로널드 페어베언의 이야기처럼 분열이 자아와 타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
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해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한다면 분열된 집단
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상대 집단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이분법과 흑
백논리에 근거하여 상대를 바라보고 평가한다. 그런데 분열이라는 의식과 행위가 방어기제
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열이 두렵고 불쾌한 상황이나 욕구 불만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분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상대에 의한 위협이 그만
큼 크고 자신의 위치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상대의 위협에 대해 자
신과 자신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상대와 자신을 구
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간의 강력한 결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강력한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구분되는 자신들의 논리
와 주장이 정당함을 역설하면서 상대의 주장과 논리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은 문학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
은 사회 변동 과정의 일부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
상황은 언제든 해소되어 통합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이 중재나 해소의 장치를 만
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분쟁으로 확장되어 갈등의 주체들은 끝내 분열될 수밖에 없다.
박영상은 사회갈등의 핵심 요소와 특성을 6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1.
갈등은 최소한 두 집단을 필요로 한다. 2. 갈등은 희소한 자원, 사회적 지위, 권력이나 다른
중요한 가치와 같이 공유하기 어려운 이권으로부터 나온다. 3. 갈등은 상호적대적인 행위와
대항행위라는 집단 사이의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한다. 4. 갈등행위에는 파괴, 상해, 중립화, 방
해 혹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고함, 분노와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갈등
하는 집단은 상호 간의 역량 소모를 강요받게 된다. 5. 갈등 관계는 언제나 권력을 획득하거
나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6. 갈등은 언제나 그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다. 는 것이다. 박영상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은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중대하고 공
유할 수 없는 이권과 관계되고 그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대 행위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 적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중재나 해소의 장치가 없을 경우 갈등의 당사자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12)

12) 박영상，｢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커뮤니케이션｣, 한국의 사회와 문화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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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문학은 중재나 해소의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증폭하
여 분열을 유도하거나 이미 분열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문학이 중재와 해소의
장치로 기능할 경우 문학은 치유와 통합의 도구로 작용하지만, 문학이 갈등을 증폭하여 분열
을 유도하거나 분열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문학은 집단 이익의 프로파간다
(Propaganda)로 기능하게 된다. 물론 갈등의 과정에서의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는 이견
이 존재할 수 있다. 문학이 갈등을 분열로 유도할 만큼의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문학
은 단순히 사회 갈등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 구조와 갈등의 성격에 따라 문학의 기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권력이 양분되
어 어느 쪽도 지배적인 세력이 되지 못했을 때 문학은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지니고 여론을
주도하여 갈등을 이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문학은 치유와 통합을 추구한다. 따라서 갈등의 와중에서 문학은 분열된 집단
의 통합과 치유를 추구하지만, 문학의 생산 주체인 작자의 성향은 문학 속의 치유와 통합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데 문학 속에 구현되는 치유와 통합의 방향이 작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열된 집단에 의해 창작된 문학의 출발선이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이런 문학의 경우 언제나 다른 한쪽의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문학은
분열된 두 집단의 한쪽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학이 분열된 두 집단의 한쪽에 영합
하게 되었을 때 문학은 당파성을 띠게 되는데, 이 당파성은 점차 편향성으로 확장되어 갈등
과 분열을 심화한다. 따라서 분열된 집단에 의해 창작된 문학은 치유와 통합보다 선전과 선
동이라는 집단 이익의 프로파간다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 진영논리와 확증 편향에 의해 동일
집단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학은 분열된 상태로 끝없이 갈등
하고 투쟁하면서 대립 상대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
선전과 선동을 동일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선전이 상대적으로 주장의 논리적 구
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고, 선동이 증오와 공포, 애정 등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짙다
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볼 때 선전과 선동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
고 여론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대신 발화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고 전파하여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지닌다. 또 어떤 주장의 장점 또는 단점만을 강조하여 특정
한 인식을 전달하거나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지는 일방적인 주장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런 선전과 선동은 기본적으로 편향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
과 선동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嗜好, 가치를 강화하거나 반복 확인시키기에
는 유효하지만 새로운 인식이나 가치를 가지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선전과 선동을 이렇게 규정하면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다른 집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선전과 선동의 문학이 자기 집
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반대 집단의 열등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과장될 가능성에
열려 있고, 감정적이고 기만적이며 비이성적이면서도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환상을 공유하게
하며, 집단의 사고를 조종하여 그 집단이 새롭게 얻은 힘을 소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자기 집단에 대한 선전과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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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이 선전과 선동은 그 집단의 이익이라는 욕구의 프로파간다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향을 지닌다. 첫 번째는 분
열과 갈등의 상대에 대한 비난이고 두 번째는 선전과 선동이다. 간단하게 작품을 보도록 한
다.
崔錫恒은 본래 간사하고 교활한 성품으로 아첨하는 모습을 잘하였습니다. 그의 영리하고
번지르르한 말은 세상을 속일 수 있었고 변화무쌍한 행동은 자취를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
축년(1721, 경종 원년) 이후로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 凶賊들을 끌어들여 士類를 도륙하고 名
義를 무너뜨렸으니, 그의 죄를 논하면 이루 다 셀 수 없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것만을 가지
고 말하면, ①代理聽政의 명이 承政院에 내리자마자 최석항은 이미 승정원에 도착하였는데,
啓稟을 하기도 전에 標信이 먼저 내려왔으니, 그가 宦寺들과 내통하여 안팎에서 和應한 자취
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②그가 入對해서는 代理聽政하는 것을 傳禪
에 견주어 었으니, 韓世良이 ‘은밀히 天位를 옮기려 한다.’고 한 말과 역적 金一鏡이 老論의
四大臣을 梁冀․閻顯․王莽․曹操로 지목한 말은 참으로로 최석항의 이 한 마디에 기반한 것입니
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③역적 睦虎龍의 變書가 나온 뒤에 전하께서 그의 誣辱을 혹
독하게 받아 儲位를 사양하고 나가려고까지 하였으니, 신하된 사람으로서는 놀란 마음이 뼈
에 사무쳐 역적 목호룡을 엄중히 刑問하여 그 誣陷을 통쾌히 밝혔어야 하는데도 그 말이 東
宮을 핍박한다는 것을 이유로 기록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니, 그 말은 비록 전하를 돌보는 것
같지만 그 뜻은 실제로 전하를 黯黮한 지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
다.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④역적 목호룡이 전하를 무함한 말이 社稷에 무슨 공로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錄勳하여 그 일을 확대하려 하였으며, 群凶들이 士類를 해치는 獄事가 이웃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반드시 獄招에 없는 말을 넣어 中國에 奏聞하려고 하였습니까.
이것은 모두 최석항이 주장한 것으로 조금도 전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돌보려는 뜻이 없었
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⑤임인년의 誣獄은 이전에 없던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옥사를 다스리면서 오래도록 전담해 온 사람으로는 최석항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처음 옮겨
서 鞫問하기를 청한 것에 이미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옥사를 다그치면서 殘暴한
짓을 멋대로 행하여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억지로 結案을 만들기도 하고 이미 埋葬된 사람
에게 刑戮을 가하기도 하여 급하게도 하고 늦추기도 하여 일의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가 없
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슬리고 핍박하여 멋대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였으므로 살아서 잡혀 들어
가면 죽어서야 나오게 되어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先王에게 누를 끼쳤
고, 가운데에는 전하를 禍에 몰아넣었으며, 끝으로는 一世에 해독을 미쳐 3백 년 동안 이어온
宗社가 거의 멸망할 뻔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하물며 白望의 上變 供招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에서 최석항이 실제로 그 하나에 해당하
니,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최석항의 結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라 사람들
이 그가 편안히 방안에서 죽은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러한 역적들을 차
례로 성토하는 때에 典刑을 명백히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의 처분이
관작을 追奪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정이 갈수록 더욱 억울하고 亂賊은 징계하
거나 두려워하게 만들 방법이 없으니, 청컨대 최석항은 속히 王府에서 처자를 노예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는 형벌을 시행하십시오.13)
13)

영조실록 영조 1년 6월 13일, “三司合啓曰, …… 錫恒, 本以姦黠之性, 善爲側媚之態. 辨慧便佞,
足以欺世, 倐忽閃鑠, 足以掩跡. 辛丑以後, 欺蔽上聰, 引用凶賊, 屠戮士類, 斁敗名義, 論其罪犯,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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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종대 소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높은 정치적 위상을 누렸지만 운명
이후 노론계열에 의해 소론 三凶의 하나로 지목되어 가혹한 핍박을 받았던 損窩 崔錫恒
(1654, 효종 5~1724, 경종 4)의 처벌을 원하는 노론계열의 상소이다. 당시 노론계열에 의해
최석항이 심각한 고초를 겪었던 것은 노론계열에서 辛壬士禍로 인한 피해를 설욕하고 이후
다시 소론계열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종대 소론계열의 행동이 부당
했음을 천명해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종대 노론계열의 의도를 무산시킨 소론계열
의 대표 인물인 최석항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석항은 영조대 노론에 의해 소론의 首魁, 또는 정국 혼란과 亂政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는
데, 노론계열에서 최석항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인용한 글의 ①~⑤까지로 모두 5가지 이
유이다. 이 중 ①과 ②는 경종 1년 10월 10일 경종의 代理聽政 비망기가 내려오자 그날 저녁
최석항이 경종과 대면했던 일을 문제 삼은 것인데, ①은 그때 최석항이 경종과 대면할 수 있
었던 것은 안에서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면대의 절차와 방법을 문제 삼
은 것이고, ②는 면대하면서 최석항이 경종의 왕세제 대리청정의 명을 1705년(숙종 31년) 겨
울 숙종이 경종에게 했던 傳禪[선위]에 비교했다는 것으로 면대에서 했던 이야기를 문제 삼
은 것이다. ②의 문제 제기는 당시 노론에서 청했던 것은 단순히 參政에 관한 청이었을 뿐이
지 다른 뜻이 없었는데도 최석항이 이를 왜곡하여 문제로 삼았고, 이 때문에 노론계열이 몰
락하고 소론계열이 정권을 장악한 辛丑換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③~⑤는 최석항이 목호룡이 일으킨 獄事의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③은 당시 최
석항이 옥사를 처리하면서 영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삭제한 것이 오히려 영조를 몰래 誣
陷한 것이라는 말이고, ④는 옥사의 처리 이후 최석항이 목호룡을 錄勳하고 이 일을 중국에
알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⑤는 최석항의 옥사 처리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
게 보면 ③과 ⑤는 최석항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고, ④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③
과 ⑤의 평가는 최석항의 의도와 행동이 어떠했든 노론계열에서 지속적으로 최석항을 당시
옥사의 원흉으로 삼았었다는 점에서 또 ④의 내용은 최석항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주
장과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점에서 최석항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최석항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소론 완론계열이었던 그가 준론계열의 김일경과 목호
勝數, 而姑以最大者言之, 代理之命, 纔下政院, 而錫恒已到喉司, 未及啓稟, 而標信先下, 其締結宦寺,
表裏和應之跡, 有不可掩, 此其罪一也. 及其入對也, 乃以代理, 比之傳禪, 世良陰移天位之說, 鏡賊冀顯
莽操之目, 實基於錫恒之一言, 此其罪二也. 賊虎變書出後, 殿下酷被其誣辱, 至欲辭位而出, 則爲臣子
者, 所當驚心痛骨, 嚴刑賊虎, 快辨其誣, 而乃以語逼東宮, 勿爲書出爲請, 其言雖似顧藉殿下, 其意則實
欲使殿下, 無以自脫於黯黮之地, 此其罪三也. 賊虎誣殿下之言, 何功於社稷, 而必欲錄勳而張大其事,
群凶害士類之獄, 何關於隣國, 而必欲奏聞, 攙入獄招所無之語. 此皆錫恒之所主張, 而無一分嚴畏顧藉
之意於殿下, 此其罪四也. 壬寅誣獄, 前古所無, 始終按獄, 久而且專者, 無如錫恒, 始請移鞫, 已有深
意. 三年鍜錬, 肆行殘暴, 或已死者而勒成結案, 或已埋者, 而且加刑戮, 弛張緩急, 莫測端倪, 敎誘逼
迫, 一任羅織, 生入死出, 無一得脫. 上以貽累於先王, 中以媒禍於殿下, 下以流毒於一世, 三百年宗社,
幾乎淪亡, 此其罪五也. 況白望上變招中, 所謂三種之說, 錫恒實當其一, 只此一款, 足爲錫恒之結案. 至
今國人, 莫不以其死於牖下爲恨, 則當此諸賊次第誅討之日, 不可不明施典刑. 而頃日處分, 止於追奪,
輿情轉益抑鬱, 亂賊無以懲畏, 請錫恒, 亟令王府, 快施孥籍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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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의 반대편에 서서 이들의 과격한 주장을 막기 위해 수없이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과 상관없이 노론계열에서는 최석항을 辛壬士禍의 원흉으로 여겼다.
그것은 노론계열의 입장에서 볼 때 10월 10일 저녁 최석항이 경종과 독대하여 왕세제의 대리
청정을 막지 않았다면 다음날 왕세제의 대리청정이 시작되어 노론계열이 계속해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신임사화와 같이 노론계열을 뿌리째 흔들었던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임사화가 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론계열의
왕세제 參政 요청이 충심에서 나온 것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왕세제 대
리청정을 무산시킨 최석항의 행동이 부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석항에 대한 노론계열의 평가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 객관적 사실에 정략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이 개입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평가
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든 노론계열에서는 최석항을 신임사화의 원흉으로 간주했고, 그에 대
한 처벌도 그 자신에 그치지 않고 위의 글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 “처자를 노예로 삼고 가산
을 적몰”하기를 요청할 정도로 가혹했다. 그들과 분열하여 대립하고 있던 상대인 최석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통해 최석항의 완전한 소멸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추
구한 것이다.
14)

15)

흥남지구 인민공장의 근본정신은 - 단결 민주 생산 학습 - 이 네 가지 문구에 여실히 표현
되어 있다 독자여!
그대들이 만약 흥남에 올기회가 있다면 그대들은 거리거리에서 공장 콩크리-트에서 이 네
가지 문구롤 어럽잖게 찾아볼수 있으리라!
김진구는 이 네 개의 문구를 가슴속깊이 명심하고 있다
김진구는 이 네 개의 문구를 설명으로 보다도 수학적으로 재미있게 풀이할줄 안다.
단결+민주+생산+학습=부강한민주주의 조선-이라고
독자여!이 얼마나 재미있는 답안이냐!
김진구는 八一五직후부터 오늘까지 십년을 돈디려 공부해도 다아 못배울 많은지식을 배왔다
……
김진구에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제일 좋았다 그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
록 김일성장군의 위대함이 오싹오싹 뼈에 사무치고 건국을위해서 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강철같은 결의가 무럭무럭 용솟음치는 그런 매력을 가진 노래였다
수들은 양치질을 하고나서 기척하고 섰다
진구는 눈을 감고 앉아서 듣는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자국
압록강 구비구비 피어린자국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역역히 비처주는 거룩한자국
아~ 그이름도 그리운 우리의장군
14) 李建昌, ｢景宗朝｣, 黨議通略(국립중앙도서관, 古041-1), “淳從容語錫恒曰, 今不斥一鏡, 後必爲患.
錫恒曰, 今斥一鏡, 人必群起而求之, 是盡歐血納於一鏡之網也. 且吾輩在朝, 一一鏡何敢爲患. …… 時
趙泰耈崔錫恒相繼卒, 一鏡勢益張.”
15) 윤재환, ｢損窩 崔錫恒 ｢請對｣의 설득 전략과 의미｣, 東洋古典硏究 81, 동양고전학회, 2020, pp.
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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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이름도 그리운 김일성장군
무한한 감격이 오싹오싹 진구의 가슴을 잔침질해주는 순간이다.
……
“아~참으로 좋은세상이 왔다 좋은 세상이 왔다”
하고 감격에넘친 어조로 중얼거리는 것이 었다16)

인용한 글은 1946년 북한의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출판한 문학전문잡지인 조선문학에 수
록된 이북명의 ｢노동일가｣ 중 일부이다. 이 작품은 ‘공장 노동자들의 증산경쟁운동’을 소재로
활용하여 해방공간의 북한 사회 현실을 리얼하게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 대
해서는 이미 새 조국 건설에 앞장서는 노동자들의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찬양의 모습을 다루
었다 는 논의가 나왔을 만큼 그 성격이 선명하게 밝혀져 있다. 이 글에서 이 작품을 거론한
것도 인용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작품 전체에 넘쳐나는 선전․선동의 양상 때문
이다.
인용한 두 번째 부분에서 확인되는 노동자의 행복은 김일성의 영도 때문에 가능하다. 김일
성의 영도 하에 노동자 전체는 행복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어떤 존재도
없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신격화는 선전․선동 수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 인용한 첫 번
째 부분에서 모범적 일군인 김진구를 제시함으로써 노동 자체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을 한다. 이 작품의 선전․선동적 의도는 인용한 부분 이 외에도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념적 표현과 시점에 구애되지 않는 문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느닷없는 정치적 색채의 노출은 이 작품이 문학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제 선전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은 미학적 관점이 아니라 선
전․선동을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문학이 지니는 감동이나 예술성을 기
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인용한 두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목적성과
편향성을 지닌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분열된 집단
의 문학은 분열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다. 문학이 주는 감동을 통해 독자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제시된
내용을 독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이 문학 속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는 것
은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 지닌 장점과 상대의 단점을 강조하여 특정 인식이나 내용을 전달하
거나 확산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집단의 문학은 예술로서 문학이 지녀야 할 예술성이나 목적으로 추
구해야 할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보이지 않지만 분열된 두 집단 구성원 각각에
게 달리 인식된다. 즉 분열된 한 집단에 의해 창작된 문학이 다른 집단에게는 부정적으로 인
17)

18)

16) 이북명, ｢로동일가｣, 『조선문학 1947. 9, pp.37, 90~91. 이영미, ｢해방기 북한 정치체제 선전매체
문학 연구｣,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pp.280~281. 재인용.
17) 김현생, ｢리북명의 노동문학과 프로파간다의 담론 : 「출근정지」와 『로동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
상과 문화 8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pp.105~131.
18) 김현생, ｢리북명의 노동문학과 프로파간다의 담론 : 「출근정지」와 『로동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
상과 문화 8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p.118.

- 17 -

식될 수 있지만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미적 자질을 갖추고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 집단에 의해 부정되면
될수록 그 반대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분열된 집단의 문
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이다.
4. 결론

문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문학을 창작하지만 창작된 문학은 인간을 더 높은
세계로 인도한다. 인간은 그들에 의해 창작된 문학을 통해 감동하고 학습하며 스스로를 치유
한다. 문학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 속에 재현되는 인간의 삶도 이와 같은 기능을
위한 것이다. 삶의 질곡과 고통, 좌절, 비극이 문학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문학에 담긴 그 많
은 시련에 독자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서는 것은 문학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열이 분열일 뿐이고 갈등이 갈등 그 자체라
면 독자들은 문학에 다가설 이유가 없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기에 독자들에게 분열과 갈등은 새로울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런 상
황에서도 독자들이 문학 속의 분열과 갈등에 주목하는 것은 그 분열과 갈등이 자신을 치유하
고 통합하게 해 줄 것이라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학은 이런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학 속의 분열 역시 분열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꿈꾸게 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다. 하지만 분열된 문학은 모든
독자에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한 집단을 위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보여주고 찾아가게
한다. 이로 인해 세상은 더욱 분열되고 갈등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격화된 분열
과 갈등은 분열된 문학의 의도 중 하나로, 분열된 문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완벽하게 객관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도의 차이
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리 짓고 치우친 존재이기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 휩쓸릴 수밖에 없다. 다양한 신념과 가치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하나를 찾아 지지하고 열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기호에
부합하는 작품을 찾아 이에 몰두하고, 몰두하는 만큼 작품은 그에게 더 많은 희열과 감동을
주고 삶을 교정해 나간다. 비록 그것이 치우치고 편벽된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이 더욱 쪼개
진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은 원하는 사람에게만큼은 더없는 행복을 준다.
이런 현상은 현재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인간의 욕구만큼 지식이 확장되고
정보가 증대하면서 늘어난 선택지는 인간을 분열하게 한다. 문학은 그런 인간의 기호를 쫓아
가다가 점차 그런 인간을 선도한다. 분열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의 분열이지만, 분열
된 문학으로 인해 인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된다. 이런 현상에 대한 극복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애초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문학만 그래야 하
는가 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분열된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에게는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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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자에게는 최상의 문학이라는 반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분열된 문학인지를 판단하고 가
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라는 회의는 분열된 문학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한
다. 또 분열된 문학의 등장이 인간의 분열에 의한 것이니 인간의 분열이 해결된다면 문학의
분열은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역시 분열된 문학의 극복이 불
가능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현재까지로 볼 때 분열된 문학의 극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극복
이 아니라 공존이다. 극복이라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극복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소멸되어야 하지만 분열된
문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소멸될 수 없다. 이제는 극복이 아니라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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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속에 나타난 분열된 사회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유혜원(단국대)

서론
2. 비판적 담화 분석과 체계 기능 언어학적 연구
3. 체계기능 언어학적 분석의 실제
4.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의 속성
1.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2종의 텍스트를 선정
하여, 텍스트 속에 드러난 분열 양상을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본고에서 선정한 두 개의 텍스트는 일명 ‘조국 백서’라 불리는 <검찰 개혁과 촛불시
민(2020)>과 이에 대응하여 이후에 출판된 ‘조국 흑서’라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2020)>이다.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은 조국을 기준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어 왔으며, 이
러한 분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언론이나 SNS에서 쏟아지는 이와 관
련된 담화나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심화시킨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화나 텍스트에 대
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느 진영 논리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대
신 객관적인 언어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분석해 보고, 각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
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기반은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으로 대별되는 미시 언어학의 방법론이 아니
라 거시 언어학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거시 언어학의 한 분야인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은 문장 단위의 문법 연구에서 벗어나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의미의 기본
단위인 담화 혹은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이 중 비평적 담
1)

1) 연구자에 따라서는 담화와 텍스트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담화는 주로 구어 자료를 지칭하는
데 쓰고, 텍스트는 문어 자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진우(2017:8~10)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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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언어학과 사회과학이 하나의 학제적 학문으로 융합된 것으
로 연구와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나 사회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
는 데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김진우(2017:425)) 김진우(2017:426)에서 제시되었듯이 이러한
텍스트 분석의 방법 중 중요한 연구 방법은 담화 간 텍스트 분석법이다. Fairclough(2005)의 논
의에 따르면 이 분석법은 ‘서로 다른 담화와 장르, 문체들이 하나의 특수한 표현체, 즉 텍스
트로 드러나 있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두 개의 상반된
관점의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이라 볼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분열상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현상이나 사건 혹은 이슈를 다루는 두 개의
텍스트를 뽑고, 두 텍스트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중요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키워드가 각각
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이들의 속성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언어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비판적 담화 분석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체계 기능 언어
학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할 것인데, 2장에서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
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해당 텍스트를 계량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난 우
리 사회의 분열 양상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것이다.
2)

2. 비판적 담화 분석과 체계 기능 언어학적 연구

미시 언어학이 언어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거시 언어학의 한 갈래인 비판적 담화
분석은 기본적으로 문제 지향적이며 학제적인 접근 방법이다. Ruth Wodak & Michael
Meyer(2016:20~21)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은 언어학적 단위를
그 자체로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다학제적이고 다방법론적인 접근
을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비판적 담화 연구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Critical Theory)에 기반하고 있으며, 비판 언어학(Critical Linguistics)에서는 언어 사용
이 사회적 사건의 신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uth Wodak & Michael Meyer(2016:28~29)) 또한 비판적 담화 연구를 규정하는
특성은 권력을 사회적 삶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언어 이론의 주요 전제로 통
합하여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언어는 사회적 권력과 여러 방식으로
것처럼 ‘담화’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사전을 비롯한 많은 연구서에서는 담화를 ‘언어학: 발화의 한
연결된 연속체: 하나의 텍스트 또는 회화’라고 규정함으로써, 담화 속에 구어와 문어가 포괄되는 것으
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담화를 구어와 문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2) 박지영(2017:28)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은 텍스트와 사회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되
는 연구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airclough(2001)에서는 담론과 사회 문화적 차원과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텍스트의 언어학적 속성을 기술하는 텍스트적 실천의 차원, 텍스트 작성과 수용 과정
과 여타 담론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담론적 실천의 차원, 텍스트에 숨겨진 사회 집단의 의도·이데올로
기 및 텍스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사회적 실천 단계로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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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판적 담화 분석의 연구 대상은 주로 정치 담화나 인종주의 등과 관
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사회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언어 분석을 통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갈등 프레임 연구를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해당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연
구한 심준섭(2011:194~195)에 따르면,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인간의
인식이 언어를 매개로 표현되며 언어를 통해 인식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의 인식체계를 네트워크로 모형화하기 위해
인터뷰 텍스트 내의 단어들 간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여 갈등 당사자의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를 작성하였다. 즉 단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석승혜·장안식
(2017:15)에서도 일베 사이트의 극우주의의 프레임을 연구하면서 단어 간의 연결 관계 구조를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언어 네트워크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언어학 연구에서도 이
러한 연구 방법론의 시도가 있었는데, 김일환(2020)에서는 외국어가 한국어에 유입되어 정착
되어 가는 양상을 ‘시계열 공기어(coocurrence word)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
하는 한편,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한국 현대사회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의 일환으로 그 당시의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각 시대별 핵심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좁은 범위의 대상이나 현상의 비교 분석 및
특징 추출 등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그러나 이 연구방법은 주로 계량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단어 중심의 연구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내에서 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주
고자 하는 본 연구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담화 분석의 연구도 정치 담화나 광고 담화에 집중되어 이루어
져 왔다. 최윤선(2014)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화 분석을 토대로 프랑스 광고커뮤니케이
션,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TV 토론 담화,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토론 담화 등을
대상으로 비판적 담화 분석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서경희·김규현(2019)에서는 동남아 이주민
기사를 중심으로 미디어 담화의 비판적 담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체계 기능 언어학
의 방법론으로 비판적 담화 분석을 한 연구가 다수 나왔는데 공익광고를 분석한 이승연
(2016),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일 외교 당국 웹사이트를 비교 분석한 박지영(2017) 등이
3)

4)

3) Ruth Wodak & Michael Meyer(2016:39)에서는 언어가 사회적 권력과 얽히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어는 권력을 표시하고 또 표현하기도 한다. 언어는 권력에 대한 논쟁 및 문제제기
와 관련된다. 권력이 반드시 언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는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권력
에 도전하고 권력을 전복하고 권력의 분배를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언어는 위계적 사회 구조에
서 권력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섬세하게 표현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 담화 연구
는 사회의 권력과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Fairclough(2003:27~29)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 조사 연구 주제들을 제시하
고 있는데, “신자본주의 사회의 정부 또는 경영방식, 일부 사회학 이론들에서 ‘현대-후기 성격
(postmodernity)’으로 부르는 내용의 특징으로서 사회 경계들의 혼종 성격(hybridity) 또는 흐릿함,
세계화(globalization)와 연합된 시공(space-time)에서의 전환, 특정한 담화 및 표상들에 대하여 보편
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패권(hegemonic) 다툼, 이데올로기, 시민권 및 공공의 공간(public
space), 사회 변화 및 의사소통 기술에서의 변화, 사회 행위 및 사회 질서들에 대한 합법화
(legitimation), (경영자 및 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의 지배적 특징 유형들, 사회구조적 비격
식화 및 명백한 계층들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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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이처럼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는 담화 그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담고 있는 담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담화 속에 함의된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가
질 수도 있다. 이관규(2018)에서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훈련 중단 발표에 이어서 나온 한겨레 사설과 조선일
보 사설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체계 기능 언어학적 방법론으로 서법(mood), 양태(modality),
타동성(transitivity), 테마 분석(them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체계 기능 언어학이 유효한 이유는 체계 기능 언어학이 텍스
트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Halliday(1994)에서 언급된 체계 기능 언어학의
목적은 “언어학적 분석은 일정한 텍스트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왜 효과적인지 그렇
지 않은지를 즉 어떤 점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의 보편적 적용을 통해 텍스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왜 텍스트는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텍스트는 그와 같이
평가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Halliday(1994)에 의해 주창된 체계 기능 언어학은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Eggins(2004:30~31)에 따르면 체계 기능 언어학의 첫 번째 기본 전제는 언어 사용은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만으로 불충분한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립된 문장 이상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전제를 통해 체계 기능 언어학이 언어적 표현 분석을 통해 텍스트가 함의하는 의미
및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언어 분석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텍스트가 세 가지 종류의 의미를 동시에 만들어낸다고 체계화한
다.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와 대인 관계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텍스트적 의미
(textual meaning)가 그것이다. 관념적 의미는 언어로 경험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의미를 표
현하는 것으로 어휘 문법의 분석, 타동성과 절 복합체 패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대인 관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 관계에 대한 의미와 서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의미로 문법의
서법 패턴(Mood pattern) 등을 통해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의미는 우리가 말하고 있
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주변의 맥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테마 패턴을 통해 실현된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
트의 장르와 사용역의 분석을 토대로 세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분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대립되는 텍스트를 선정하
고 이에 대한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의 사용역적 장르
적 특성을 살펴보고, 텍스트에서 주체로 기술되는 주어와 그에 상응하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타동성 분석을 하는 한편, 주요 성분으로 쓰인 명사류와 동사류의 어휘적 특성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분열적 속성을 드러낼 것이다.
5)

6)

5) 위의 문장 번역 및 표현은 이관규(2018:202)에서 재인용하였다.
6) 체계 기능 언어학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Eggins(2004)에서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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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의 실제
3.1. 텍스트의 특징에 대한 거시적 분석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의미적 단위로 텍스트를 상정하고 텍스트가 발생하는 사회 문화
적 맥락인 일관성과 텍스트 안에서 요소들이 통합된 전체로 함께 묶이는 응집성을 통해 조화
(texture)를 이루어야만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맥락적 일관성의 첫 번째 차원은
장르 분석인데, 장르는 텍스트의 ‘문화적 목적’이 될 수 있다. Martin(1984)에 따르면 장르는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화자들이 참여하는 단계화되고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 의식이 있는 활
동(Martin(1984:25))’이고,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는 방법(Martin(1984:248))’을 의미
한다. 장르에는 단편, 자서전, 시 등을 포함한 문학 장르, 대중적인 픽션 장르, 논픽션 장르,
교육 장르 등이 있으며, 거래 장르, 정보 찾고 공급하기, 이야기하기, 수다, 의견 교환 등과
같은 일상 장르가 있다. Eggins(2004:150)에서는 체계 언어학에서 장르의 정체성(indentity)을 확
인하기 위해 3가지 차원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 번째는 특별한 맥락적 무리의 공기
(co-occurrence)를 지칭하는 사용역 형상(register configuration)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의 단계화된
도식 구조(schematic structure)이며, 마지막으로 언어적 실현 패턴(realizational patterns)이다.
상황 맥락은 장르와 연관된 문화적 맥락과는 구별되는 제2의 상황 맥락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 맥락 즉 사용역(register)이 특정 장르 사용의 적절성에 제약을 가한다. 즉
텍스트 산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이고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이며, 사건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같은 차원에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세부 사항’을 제시
하는 것이 사용역이다. Eggins(2004:233~234)에서는 맥락의 세 가지 차원 즉 필드(field), 모드
(mode), 테너(tenor)를 사용역 변인이라 제시하면서 이 세 가지 변인에 의해 텍스트의 맥락적
차원인 사용역이 분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채택한 두 가지 텍스트는 장르와 사용역이 매우 다르다. 첫 번째 텍스트인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백서’라는 장르에 해당하는 전형적
문어 텍스트이다. ‘백서’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8)

9)

7)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장르에 대한 개념도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이관규 외(2021:
251~252)에서는 장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텍스트 분류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Halliday의 장르는 전통적인 용어로서 사용역 또는 맥락 변이인 ‘양식
(mode)’의 한 측면을 의미했다면 Martin은 역동적 사회적 행위로서의 장르를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
8)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반복적인 방법이 만들어지고
(사용역 형상) 이러한 방법들은 단계적이고 구조화된 언어적 사건으로 구조화되며(도식 구조), 구조화
된 각 단계에 사용되는 언어적 실현 양상은 각기 구별된 양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Eggins(2004:233)에서 제시된 필드, 모드, 테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필드(field) : 무엇에 대해 말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 모드(mode) : 상호작용에서 언어가 하는 역할
- 테너(tenor) : 상호작용 참여자들 사이의 역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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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백서 :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10)
ㄴ. 백서 : 원래는 영국 정부의 공식보고서 명칭이다. 표지가 백색이기 때문에 ‘백서’라
는 명칭이 붙었으며, 그에 대하여 영국 의회의 보고서는 푸른 표지였기 때문에 ‘청서(blue
book)’라 하였다. 이런 관습을 각국이 모방하여 공식문서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보고서를 경제백서, 노동문제에 관한 것을 노동백서라고 호칭하는
등이다.11)

위의 정의를 통해 추출한 백서의 장르적 특징은 ‘공식성, 대표성, 보고서’라고 요약할 수 있
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보고서’로서의 특징은 이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대표성과 공
식성을 띠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보고서라는 장르적 명칭을 통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추이를 객관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를 가진 장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의 서문에서 “과연 ‘검찰개혁’ 프레임과 ‘조국 가족 비리 의혹’ 프레임 중 어
느 것이 2019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7쪽)”라는 문
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백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
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웠던 이른
바 ‘조국 대전’에 참여한 주요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백서는 어디까지나 백서이므로 우
리는 무엇보다 ‘자료 제공’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7쪽)”라고 밝히고 있다. 백서의 장르적
성격과 서문에서의 책 서술의 의도를 종합하여 분석한 사용역 변인은 다음과 같다.
(2)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사용역 특징
ㄱ. 필드(field) : 조국 대전에 참여한 주요 주체들 :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ㄴ. 모드(mode) : 전형적 문어 모드(격식적 문어)
ㄷ. 테너(tenor) : 전문가가 일반 대중에게12)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는 출판사의 기획으로 5명의 저자가 모여 진행
한 대담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책의 서문에서 밝힌 집필 의도는 다음과 같다. “정권을 비판
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중략>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
10) 백서,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9d68dfdccff4b84b3f2ce0696acd3c0, 2021.7.5.
11) 백서,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165&cid=40942&categoryId=31663, 2021.7.5.
12) 이 책의 저자는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소속의 사람들이다. 저자의 소개에서 밝히고 있듯 “조국백서는
2019년 8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부정부패 논란으로 왜곡되었으
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SNS와 촛불집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
다. 이 백서가 우리 공동체의 ‘기억의 공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기록으로써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이 책의 내용이 촛불 시민의 요구이
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록이라고 쓰고 있어서, ‘백서’라는 장르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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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터 군단과 싸
웠던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 모든 이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우리 다섯 명은 입법·행정
을 장악하고 사법권마저 가지려는 초강력 정권과 싸워야 하는데다, 지구인을 가장한 수많은
문팬들의 음해와도 싸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이 선전과 선동, 날
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빕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
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라고 밝히고 있
다. 즉 이 책의 서술 목적은 ‘현 정부와의 싸움의 시작’이자 ‘선전과 선동 날조’와 대항하여
‘팩트와 논리’로 싸움을 하면서 독자들 중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사용역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
ㄱ. 필드(field) : 정권 비판
ㄴ. 모드(mode) : 쓰여진 대담
ㄷ. 테너(tenor) : 전문가가 일반 대중에게

이 책의 필드는 정권 비판인데, 세부적인 목차를 통해 ‘민주주의, 미디어, 지식인, 팬덤 정
치, 사모펀드, 정치. 정의와 공정’과 같은 키워드가 책의 중심 필드임을 알 수 있다. 모드는
독자와의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적 형식은 격식적 구어 모드이고, 이것이 실시간 발화가 아
니라 문자언어로 기록된 문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책의 공통점은 테너 영역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책을 집필하고 자신의 책이 일반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
는 목적으로 작성된 텍스트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텍스트에서 나타난 독자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은 다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은 이 책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고 독자
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상황을 기록한 텍스트라고 밝히고 있다. <한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책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우리’의 지평
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의 저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
한 대중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의 성격 때문
에 전자에 비해 후자의 텍스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을 위한 언어적 표현이나 내용이 많
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텍스트의 사용역 변인 중 비교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필드(field)이다. 텍스트
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본고에서 선택한 주제
는 ‘언론’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제3부의 타이틀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이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2장의 타이틀은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는 제3부 중 1장에 해당하는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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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2장은 모두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
는 부분이다. 각 텍스트에서 동일한 필드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두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의 실증적 비교 분석을 위해 해당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 파일
로 만들어 형태소 분석(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을 한 다음, Antconc를 이용하여 빈도 정보를 추
출하고 이를 액셀 형태로 가공하여 두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들의 계량적 양상을 우선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체계 기능 문법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적
양상을 도출할 것이다.
3.2. 계량적 분석의 특징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언론과 관련하여 선택
한 텍스트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

(4) ㄱ.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이후 ‘백서’로 지칭)
- 총 13,861어절(58,734음절)
- Type : 3337, Token : 31,926, Token/Type : 9.6
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이후 ‘흑서’로 지칭)
- 총 7,695어절(32,542음절)
- Type : 2685, Token : 17553, Token/Type : 6.513)

두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토큰을 타입으로 나눈 값이 (4ㄱ)은 9.6, (4ㄴ)은 6.5로
(4ㄱ)의 값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4ㄱ)의 텍스트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에서 텍스트의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을 분석하기 위해 타
동성 분석(transitivity analysis)의 주요 분석 대상인 주어(Subject), 서술어(Predicator), 보충어
(Complement), 부가어(Adjunct)를 이루는 성분인 명사류와 용언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명사류의 상위 빈도를 통해 이 텍스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14)

13) 백서가 흑서의 분량보다 약 두 배 정도가 많지만 동일한 필드(field)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량
의 조절은 하지 않았다. 다만 (4ㄱ)의 경우 백서의 성격상 관련 신문기사의 타이틀 등이 나열되는 부
분이 있는데, 이는 포함하지 않았다. 책 내용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나 언어 표현을
통해 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서 볼 때 기사 타이틀이 이를 왜곡할 수 있
다는 판단에서 제외한 것이다.
14) 이러한 타입 토큰 비율의 차이는 장르의 상이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4ㄱ)은 전형적 문어이고
(4ㄴ)은 구어를 문자로 기록한 텍스트이다. 실제로 (4ㄱ)에서 문 종결 표지인 마침표가 빈도 순위 3위
로 759회 나타난 반면, (4ㄴ)은 마침표가 1위로 678회 나타난다. (4ㄱ)의 텍스트 분량이 약 두 배 정
도라고 본다면 (4ㄱ)의 문장 평균 길이가 (4ㄴ)의 문장 평균 길이보다 길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또한 (4ㄱ)에서는 종결어미 ‘다’가 912회로 빈도 순위 2위인 반면, (4ㄴ)에서는 42회로 빈도 순위
68위이다. 대신 ‘-ㅂ니다, -어요, -습니다, -에요, -잖아요’가 ‘-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어와 구어의 성격을 반영하는 또 다른 특징은 물음표의 빈도이다. (4ㄱ)에서는 물음표(?)
가 18회 나타나 빈도 순위 233위에 해당하지만, (4ㄴ)에서는 44회 나타나 빈도 순위 66위로 나타났
다. 이러한 전체 빈도의 양상은 두 텍스트의 장르적 차이를 반영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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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 명사류의 고빈도 어휘
ㄱ. 백서 : 보도, 교수, 조국, 기사, 언론, 장학금, 논문, 총장, 후보자, 딸, 씨, 의혹, 검찰,
사실, 표창장, 동양, 장관, 문제, 내용, 인턴, 관련, 단독, 저자, 확인, 해명, 공주, 제기, 의원,
정, 다른, 말, 서울대, 학생, 과정, 직인, 청문회, 당시, 논란, 때문, 뉴스, 중앙일보, 제출, 조
선일보, 주장, 활동, 위장, 위조, 일, 입학, 정경심, 학교, 동아일보, 의전원, 압수, 윤총경, 인
사, 파일, sbs, 수색, 입시, 한국, 해당, 등재, 취재, 뒤, 때, 전입, 그, 인용, 조사, 준비단, 최
성해, 기소, 연구, 자유, 초록, 결과, 부산대, 연구실, 전형, 채널, 낙제, 대학, 수사, 추천, pc,
단국, 서울, 소개서, 자료, 전화, 제목, 관계자, 문, 발견, 이유, 대학원, 발표, 사진, 인터뷰,
지급, 통화, 특혜, 한국일보, 성, 시험, 아파트, 언급, 이후, 지도, 프로그램, 경우, 국민, 등장,
버닝썬, 부인, 상장, 선발, 자기, 프레임, 가능성, 설명, 시작, 이런, 지적, 학회, 건, 날, 발급,
법무부, 부분, 우리, 의대, 이날, 일보, 입장, 고려대, 관계, 근거, 기간, 기자, 다시, 매체, 모
두, 민정, 사람, PD수첩, 심의 이름, 재단, 체험, 취소, 한국, 환경, tv, 경찰, 규정, 기재, 방
송, 번호, 서류, 씨, 연결, 의학, 이전, 작성, 점, 정황, 중, 가족, 강조, 결정, 기록, 기회, 나,
대한민국, 동아리, 사건, 아들, 연구소, 위, 의심, 일련 등(빈도순)
ㄴ. 흑서 : 언론, 말, 사람, 때, 진중권, 서민, 기자, 강양구, 그것, 비판, 뉴스, 문제, 우리,
일, 조국, 생각, 정치, 그, 글, 전, 대중, 얘기, 진보, 권력, 미디어, 사실, 자기, 지금, 황우석,
교수, 꼼수, 이, 씨, 그때, 정부, 보수, 정권, 칼럼, 빠(황빠, 노빠, 노빠), 사태, 상황, 논객, 사
회, 이것, 팩트, 게임, 김 대통령, 난자, 대한, 보도, 삼성, 장관, 아들, 박근혜, 사건, 역할, 이
야기, 정도, 한겨레, 검찰, 기사, 돈, 문, 현실, 나경원, 노무현, 누구, 당시, 모델, 선생, 소리,
왜곡, 자신, 지식인, 관련, 광고, 민중, 복제, 시대, 운동, 자체, 거기, 레거시, 경우, 과거, 담
론, 대안, 뒤, 마녀, 무엇, 방송, 신뢰, 앵커, 언론인, 저널리스트, 저널리즘, 진리, 건강, 딸,
미국, 사안, 여성, 옹호, 이해, 인터뷰, 윤지오, 진실, 책, 타파, 판단, 필요, 한국, 현상, 협찬,
거짓, 경제, 고소, 공장, 과학, 구독, 기성, 나라, 다음, 독립, 맘모스, 매체, 문패, 민주, 박사,
방향, 세포, 순간, 스트레이트, 신문, 영향력, 웃음, 의식, 인기, 입장, 문재인, 조선일보, 주장,
줄기, 진짜, 총장, 탄압, 공론, 관계, 균형, 기준, 끝, 날, 내용, 논리, 능력, 대표, 독자, 동안,
마음, 말씀, 문건 등(빈도순)

에 나타난 명사류는 조국 사건과 관련된 인물, 쟁점이 되는 사건 관련 어휘 등이 고빈
도로 출현하고 있다. ‘대학, 연구, 검찰’과 관련된 어휘들이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도,
기사, 언론’이 최상위 빈도로 나타나 이 텍스트가 조국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ㄴ)에서는 (5ㄱ)에 비해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고, 언론 문제를 일반화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5ㄴ)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권, 권력’이 고빈도 어휘로 나타나는데 이는 (5ㄱ)과 비교하여 대조적인 부분이다. 동
일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5ㄱ)에서는 ‘정권, 권력’이라는 어휘
가 출현하지 않지만 (5ㄴ)에서는 고빈도 어휘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5
ㄱ)에서는 현재 드러나는 문제의 주체를 ‘언론’으로 보고 있지만 (5ㄴ)에서는 현재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와 연관 지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언론사의 빈도 순위
도 흥미롭다. (5ㄱ)의 상위 빈도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SBS, 한국일보’ 순으로 나타
나는 반면, (5ㄴ)에서는 ‘한겨레, 스트레이트(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조선일보’ 순으로 나타
(5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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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실제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사나 프로그램의 이름이 많
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빈도순을 통해 (5ㄱ)에서는 주로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사를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5ㄴ)에서는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그리고 정권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명사류 어휘의 출현 양상
을 통해 (5ㄱ)은 백서의 장르적 성격에 맞게 조국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5ㄴ)은 언
론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폭넓게 다루면서 “‘팩트와 논리’로 승부하겠다”는 저자들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동사류의 어휘 빈도
ㄱ. 백서 : 받, 않(보조), 있(보조), 없, 하, 아니, 대하, 되, 밝히, 같, 하(보조), 나오, 보, 보
(보조), 주(보조), 알리, 통하, 따르, 만들, 모르, 쓰, 위하, 전하, 그렇, 찍, 덧붙이, 보이, 크,
못하(보조), 어떻, 올리, 어렵, 되(보조), 알, 주, 들어가, 오(보조), 이루, 다루, 다르, 드러나,
들, 묻, 이어지, 찍히, 나서, 말하, 수많, 오, 나가(보조), 넘, 맞, 바꾸, 보내, 싶(보조), 잇, 키
우, 가지, 갖, 남, 높, 늘, 많, 맞추, 불가능, 얻, 옮기, 있, 갈, 거치, 나가, 내, 내보내, 놓, 다
니, 떠오르, 만나, 벌이, 뽑, 사, 살, 열리, 가, 내, 당연, 덮, 똑같, 몰아가, 번지, 벌어지, 불
과, 빼돌리, 삼, 새롭, 쏟아지, 오르, 이렇, 적히, 가, 나, 내리, 넣, 놓치, 늘어나, 돕, 두, 두,
따지, 떨어지, 명확, 모으, 무관, 문제없, 바로잡, 부르, 부풀리, 불리, 빼앗, 사라지, 상세, 서,
쉽, 싣, 않, 여기, 외, 의하, 이러, 잡, 정당, 커지, 풀, 가능, 가하, 강력, 거세, 관하, 궁금, 기
울, 꼽히, 끝나, 나아가, 남기, 낮, 넘어가, 넘어서, 놓, 느끼, 늦, 달, 닮, 당하, 돌아가, 둘러
싸, 듣, 들이대, 만하, 말, 말(보조), 맡, 매, 물, 미숙, 민감, 바뀌, 베끼, 부끄럽, 붙이, 빠지,
살리, 생기, 숨기, 심, 심각, 쏟, 씌우, 앞두, 앞서, 엇갈리, 이, 일하, 적절, 좋, 중요, 지키,
짧, 찾, 타, 터지, 틀리, 퍼붓, 퍼지, 펼치, 풍기, 하찮, 확실, 황당, 휩싸이(빈도순, 2회 이상
출현 어휘)
ㄴ. 흑서 : 하, 않(보조), 그렇, 있(보조), 쓰, 아니, 만들, 같, 없, 보(보조), 보, 주(보조), 많,
어떻, 대하, 되(보조), 가지, 나오, 버리(보조), 좋, 지(보조), 들, 싶(보조), 이렇, 받, 가, 알, 누
르, 맞, 주, 모르, 못하, 욕하, 통하, 가(보조), 들어가, 똑같, 생기, 오(보조), 나, 다루, 말(보
조), 못하, 무섭, 보이, 부르, 의하, 지키, 크, 끊, 넘어가, 다르, 당하, 따르, 망가지, 믿, 벌어
지, 쉽, 위하, 그러, 나가(보조), 내, 내(보조), 다니, 듣, 바뀌, 보내, 뽑, 싸우, 원하, 일어나,
겪, 나누, 날리, 넘, 놀라, 높, 놓, 놓(보조), 느끼, 돌아가, 떨어지, 먹히, 받아들이, 오, 옳, 잘
리, 잡, 갖추, 달리, 대, 더하, 들어서, 따지, 만나, 먹, 무너지, 밝히, 빠져나가, 살, 심하, 안
타깝, 어렵, 엄청나, 올리, 이기, 읽, 재미있, 키우, 헷갈리, 가득하, 갇히, 강하, 거르, 계시,
그리, 그만두, 기억나, 끌, 끝나, 나가, 남, 내리, 내보내, 높이, 두드리, 드러나, 들어오, 말,
말씀드리, 말하, 맞추, 맡, 모이, 묻, 바라보, 벌이, 비하, 빠지, 빤하, 빼, 사, 사라지, 신나,
아무렇, 알리, 앞장서, 애쓰, 얻, 엎, 열, 오죽하, 올바르, 이루, 인하, 잃, 작살나, 잘하, 저렇,
좋아하, 지나, 짚, 처하, 털리, 편들(빈도순, 2회 이상 출현 어휘)

동사류의 고빈도 어휘들을 통해 텍스트가 함의하는 좀 더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두 텍스트에서 가장 눈에 띠는 고빈도 어휘는 보조동사 ‘않다’이다. 균형 코퍼스를 대상
으로 빈도를 산출한 김흥규·강범모(1997:78)의 빈도 정보에서도 ‘않다(보조동사)’는 전체 순
15)

15) 김흥규·강범모(1997)은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균형 코퍼스를 대상으로 품사별 형태소
사용 빈도를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오래된 자료이고 문어 중심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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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7위로 고빈도 어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6ㄱ, ㄴ)에서는 모두 2위로 나타나 여타의 텍스
트에 비해 이 형태가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ㄱ)에서는 ‘없다’가 4위로
나타나 균형 코퍼스에서 6위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상위에 위치해 있다. 즉 두 텍스트에서는
서술된 명제를 부정하는 표현 등이 빈번히 쓰이고 있고 특히 (6ㄱ)에서는 특정 대상이나 존재
를 부정하는 표현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두 텍스트가 논쟁적
상황, 갈등의 상황에서 나온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흥규·강범모(1997)의 용언 고빈도 순위와 비교해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ㄱ)에서
는 ‘받다, 밝히다, 알리다, 전하다’가 고빈도로 나와서 이 텍스트가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백서 장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ㄴ)에서 고빈도 어휘로 특징적인 것은 ‘쓰
다, 만들다, 많다, 욕하다’ 등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쓰다’인데 김흥규·강범모(1997)에
나타난 순위에서는 35위인데 반해 (6ㄴ)에서는 5위로 매우 고빈도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이
텍스트에서는 저자들이 ‘쓰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사를 쓰는 기자, 칼
럼을 쓰는 지식인 등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들다’가 흑서
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만들다’는 균형 코퍼스에서 42위 정도의 빈도
를 보이나 흑서에서는 7위로 매우 고빈도 어휘로 쓰이고 있다. 흑서에서는 언론이나 정권, 그
리고 특정한 집단이 이슈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주를 이룬다. 즉 이러한 빈도 정보를 통해 언론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6ㄴ)의 저자들의 중심 생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텍스트에 나타나는 용언류의 어휘 빈도의 또 다른 특징은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나 화
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언류가 많다는 것이다.
(7) 백서의 형용사류와 판단 용언류(빈도순)
ㄱ. 크다, 많다, 똑같다, 새롭다, 쉽다, 짧다.
ㄴ. 같다, 싶다(보조용언), 불가능하다, 당연하다, 불과하다, 명확하다, 무관하다, 문제없다,
바로잡다, 부풀리다, 가능하다, 강력하다, 궁금하다, 느끼다, 미숙하다, 민감하다, 부끄럽다,
심각하다, 엇갈리다, 좋다, 중요하다, 틀리다, 풍기다, 하찮다, 확실하다, 황당하다
(8) 흑서의 형용사류와 판단 용언류(빈도순)
ㄱ. 많다, 똑같다, 크다,
ㄴ. 같다, 좋다, 싶다(보조용언), 모르다, 못하다, 무섭다, 망가지다, 믿다, 쉽다, 원하다,
놀라다, 느끼다, 옳다, 무너지다, 심하다, 안타깝다, 어렵다, 엄청나다, 재미있다, 헷갈리다, 가
득하다, 강하다, 빤하다, 신나다, 애쓰다, 오죽하다, 올바르다, 작살나다, 잘하다, 좋아하다

백서의 용언 중 특히 (7ㄴ)에 나타나는 용언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조국 사건을 다루는 언론
의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 명확하다, 무관하다, 문제없다, 부풀리다’ 등의 용
언을 통해 언론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ㄴ)의 동사
어휘를 살펴보면 비격식적이거나 속어적 성격을 갖는 어휘들이 눈에 띤다. ‘엄청나다, 빤하
되도록 설계된 코퍼스에서의 빈도 정보이기에 일반적인 빈도 양상을 살피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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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살나다’ 등의 어휘가 그 예에 속한다. 또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고빈도로 나오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두 텍스트에서 형용사
로 분류된 출현 용언을 살펴보자.
(9) 출현 형용사
ㄱ. 백서 : 없, 같, 그렇, 크, 어떻, 어렵, 다르, 수많, 높, 많, 똑같, 새롭, 이렇, 문제없, 쉽,
거세, 낮, 늦, 부끄럽, 좋, 짧, 하찮, 강하, 게으르, 괜찮, 급하, 길, 깊, 꼼꼼하, 난데없, 넓, 다
름없, 드물, 무겁, 밤늦, 별다르, 순하, 싫, 작, 잦, 종용하, 줄기차, 차, 택하, 편하
ㄴ. 흑서 : 그렇, 같, 없, 많, 어떻, 좋, 이렇, 똑같, 무섭, 크, 다르, 쉽, 높, 옳, 심하, 안타
깝, 어렵, 엄청나, 재미있, 가득하, 강하, 빤하, 아무렇, 오죽하, 올바르, 저렇, 검붉, 고프, 괜
찮, 귀하, 그르, 나쁘, 낫, 너무하, 놀랍, 드물, 번거롭, 새롭, 섬뜩하, 손쉽, 수많, 슬프, 아쉽,
아프, 약하, 어처구니없, 열띠, 작, 적, 줄기차, 하얗, 흔하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분량이 백서가 약 두 배 가량
많고, 전체 타입이나 토큰의 수도 백서가 많으나, 형용사의 경우 백서에 비해 흑서에서 많은
유형의 형용사가 나타난다. 전체 용언류의 타입이 백서가 391개, 흑서가 350개로 백서에서
용언류가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는 흑서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흑서에서는 주
관적이고 부정적 표현의 형용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특징이
흑서가 표방한 ‘팩트와 논리’와 배치되는 면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백서와 흑서의 계량적 양상을 통해 백서와 흑서의 장르적 성격과 저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 저자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텍스트의
내용 구성과 표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텍스트에 함의된 이데올로기에 좀 더 접근해
보기로 한다.
16)

3.3. 타동성 분석과 어휘 사용 양상의 특징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3부 언란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장과 2장 그리고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선택한 부분은 프롤로그와 1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국 가
족 관련 언론 보도이다. 프롤로그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저자들의 관점과 평가가 드러나 있어서 이후 부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관점과 전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프롤로그 부분에 대해 체계 기능 문법의 타동성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텍스트의 주제인 ‘언론’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어와 서술어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0) ㄱ. 언론자유지수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42위
다.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16) 물론 흑서의 양상 중 ‘재미있다, 올바르다, 새롭다’ 등과 같이 긍정적 어휘도 나타나지만 사실 이들
어휘가 상황에 따라서는 조롱이나 반어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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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부끄러운 수준이다.
22%에 불과해 최하위다. 계속 추락하고 있다.
ㄷ. 한국 언론 : 재난이다. 비난까지 받았다. 팩트 체크를 잘 하지 않는다. 팩트 부풀
리기를 한다. 복붙 기사를 작성한다. 빈축을 사기도 한다. 소설 냄새가 난다. ‘윤리’나 ‘인
권’이라는 단어가 있었던가. 나팔수 역할, 선전선동지로 전락. 반성하지 않는다. 여전히 반
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자유’라는 말 뒤에 숨을 뿐이다. 저
널리즘에 충실했는가? 언론 망국론
ㄹ. 보도 : 북붙 보도, 좀비 보도, 한풀이 보도, 기억에서조차 가물가물한 보도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에 나타난 언론에 대한 관점은 매우 부정
적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드러내는데 매우 직설적 어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술
어 부분을 보면 ‘추락, 부끄러움, 비난, 빈축, 소설, 나팔수, 좀비, 한풀이’ 등 자극적인 어휘들
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 사용의 특징은 이 텍스트가 객관적이고 논증적인 텍스트라기
보다 감정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어휘 사용에 더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10ㄱ) ‘언론자유지수’를 기술한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다’를 먼저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42위’라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
독자들이 드는 의문은 언론자유 순위 42위가 그렇게 높은 순위일까 하는 의문이다. ‘아시아
국가 중 1위다’를 텍스트에서 먼저 드러냄으로써 언론자유 순위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자
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들의 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한 면은 없는지 검토
되어야 한다.
(10ㄴ)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9’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언론 신뢰도는 2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8
개국 중 최하위라고 쓰고 있다. 언론자유 순위 42위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38개국 중 최하위
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들의 데이터에 대한 객관
적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언론 신뢰도 연구의 대상이 된 38개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하위가 몇 위인지, 즉 38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38위라면 왜 38위라는 숫자 대신 최하위라는 표현을 써서 독자들의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었
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즉 이 텍스트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계량적
데이터도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 쓰거나, 사실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지
17)

17)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이러한 서술에 대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한편으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선
동 요구가 있습니다. 이 두 요구가 만나서 비판적 독자들을 콘텐츠 소비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거짓’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처음 접하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런 유형의 언론 탄압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기존의 잣대는 권력에 의한 탄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겉으로는 언론자유지수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은 매우 억압적이거든요. 유시민 씨 한 마디로 KBS 법조팀이 날아가는 것을 보세요.
요즘 기자들이 대놓고 말을 못하니 저에게 ”잘한다“고 격려문자나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페이스북
‘좋아요’도 무서워서 못 누르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유형의 억압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아예 파
악 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죠.(95~96쪽)”라고 쓰고 있다.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언론자유지수’와
같은 자료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백서의 저자들이 ‘아시아 1위 - 언론자유순위
42’와 같은 정보 제공 방식으로 독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시도가 적절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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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객관적 근거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10ㄷ)의 내용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의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글에 나타난 내용에 자
신의 견해를 덧붙이며 주장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기도 한다. 프롤로그적 성격의 글이어서 그
럴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유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0
ㄱ~ㄷ)의 내용은 대체로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공통점
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 장점이 많은 전략이겠으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정보 구성 방식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ㄹ)의 어휘들은 매우 자극적인 표현들이다. ‘북붙보도’는 팩트를 기술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좀비, 한풀이’ 등의 어휘는 매우 자극적이고 격식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
는 표현이다. 언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표현의 적절성이 주장될 수도
있으나,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백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식성을 주장하는 텍스트
에서 이것이 적절했는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본격적인 백서 내용에 해당하는 ‘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는 언론 보도를 하위 분야
로 나누고 하위 분야별 보도 내용을 요약하고, 날짜별 언론사 기사의 타이틀을 제시하고, 설
명 반박을 제시한 다음, 언론사 기사의 타이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장의 첫 부분
인 ‘위장매매 의혹 보도’ 부분의 텍스트 도식 구조(schematic structure)는 다음과 같다.
18)

(11) 주제 도입(최초 기사 내용)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1) - 언론사별 차이 서술(1) 소주제 도입(2) - 언론사 기사 제목 제시(2) - 소주제(2)에 대한 타 언론사 보도 - 언론사 기
사 제목 제시(3) - 기사 당사자의 입장문 소개(반박) - 저자들의 평가(비판)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4) - 특정 언론사 기사 내용 정리 - 언론사 기사 제목 제시 - 저자 평가 - 언론사
별 기사 제목

위의 도식구조가 기본 구조이기는 하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이
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하위 절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입시비
리 의혹 보도’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 구조를 보이고 있다.
(12) 주제 도입(최초 기사 내용) - 기사 제목 제시(1) - 기사 내용 설명(1) - 기사 내용 인
용(1) -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 및 판단(1) - 다른 기사 도입(2) - 기사 내용 인용(2) - 설명
(2) - 문제 제기(2) - 기사 인용(2) - 비판 - 소주제 도입(3) - 기사 인용(3) - 설명 및 비판
(3)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소주제 도입(4) - 기사 인용(4) - 설명 및 비판 - 기사인용
(4) - 설명 및 비판 - 소주제 도입(5)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설명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설명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 설명 - 언론사별 기사 제목 제시....

백서의 도식 구조는 크게 시간순을 따르면서 소주제별 언론기사의 보도 내용과 방향을 설
18) 텍스트의 구성을 정리하는 방식은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장르의 도식 구조 분석 방법을 따랐다. 자
세한 내용은 Eggins(200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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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기사 제목을 근거로 제시하는 구조이다. 중간에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과 비판이 제
공되기도 하고, 특정 기사 다음에 기사의 주체가 된 사람들의 해명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백서의 이러한 도식 구조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때 언론 보도 대상의 입장에서 설명이
나 비판을 제기하게 되면 장르적 특성이 무색하게 편향성을 띠게 되고 텍스트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양대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
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 언론에서 다룬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
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우선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조 후보자 딸에
게 총장상을 준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조 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기
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2414년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2년 당시의 표창 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것으로 밝혀졌다.(225쪽)”고 쓰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
지 않아 이러한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한 YTN에서 보도한 동양대 A 교수와의 통화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보도가
YTN만 보도되어 파급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은 표창장을 동료 교수가 기특
해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동료
교수가 기특해서”라는 이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즉 백서의 도
식 구조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적절한 반면 정보 제공 중간에 이루어지
는 비판이나 설명은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관점과 시각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의 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은 언론의 편
향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민 씨가 진행을 하고 진중권, 강양구 씨가 대담을 진행한 내용
이다. 한 출연자의 발언의 호흡이 길고 한 발화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다양한 사례를 통
해 제시하는 발화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언론사나 프로그램,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나타난 ‘언론’에 대한 인식
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 언론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발적 주체로 인
식되고 서술되는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의 언론은 주체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객체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즉 누군가에 의해 세팅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재의
언론의 모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 대한 분석
과 같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체계 기능 문법의 타동성 분석 방법을 도입
하여 텍스트의 주제인 ‘언론’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어와 서술어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19)

(13) ㄱ. 언론 기사 : 처음부터 용의주도한 계획에 의해 인위적 의도적으로 제작됐다는 것
ㄴ. 언론 : 예전보다 더 망가졌어요. 공론장에서 사회의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19)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제기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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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 일종의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종속된,
권력과 같이 가는, 권력을 만드는
ㄷ. 언론인들 : 권력 종속에 대한 성찰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ㄹ. 우리나라 언론 : 논거를 제시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언론은 누군가가 권력을 위해 계획적으로 세팅할 수 있음을 주
장하는 한편 권력 유지나 찬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에도 언론인들은 권력 종속에 대한 성
찰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13ㄹ)과 같이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를 지
적한 부분은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또다른 특징적인 서술은 현재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나누고 예전과 현재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예전에 보수
언론이 행했던 행태보다 더한 행태를 진보 언론이 자행하고 있음을 구체적 인물과 프로그램
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14) ㄱ. 조선일보 : 편파, 왜곡을 마음 놓고 자행하는 집단
ㄴ. MBC, KBS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편을 드는 수호방송
ㄴ. 진보언론 : 거대한 허구를 날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
ㄷ. <저널리즘토크쇼J> : 언론 왜곡 사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
안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실로 선동.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지오 같은 허술한
사기꾼에게 넘어간 언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ㄹ. <아주경제> : 조국일가가 옳다고 우겼다. 사실관계를 왜곡한다.

의 내용들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과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
현이다. 이러한 구체적 언급을 통해 언론사들을 분류하고 각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편파, 왜곡, 거대한 허구, 날조, 가담, 선동, 우기다, 왜곡하다’
등과 같은 어휘는 매우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강한 어조의 어휘들이다. 이러한 어휘의 사용
의 특징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언론사에 그치지 않고 특정 개인에 대한 서술에서도 드러
난다.
(14)

(15) ㄱ. 손석희 :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장 성공했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 언론의 정체성을
성찰하면서, 언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면서 팩트만을 좇음. 지금은
안 먹힌다.
ㄴ. 유시민 :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를 마녀사냥했고, KBS 법조팀을 날려버렸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ㄷ. 주진우 : 솔직히 기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 기사를 정치적 공격 무기로 활
용해 정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 스타일.
ㄹ. 김어준 : 대표적 황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황빠가 김어준씨였어요.

의 ‘손석희’ 씨는 이 책에서 언급된 개인이나 기관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서술된 인
물이다. 손석희 씨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팩트를 좇는 저널
(15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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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구사하고 있다고 서술하면서 진보를 대표하는 나꼼수와 대비하고 있다. 이 텍스트에
서 나꼼수는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대중들이 지지해주고, 환호해주고, 그래
서 영향력이 생기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고, 진보를 표방하
는 사람들이 이를 성공의 모델로 잡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도 <나꼼수>화가 진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15ㄱ)과 대비
하여 (15ㄴ~ㄹ)에서 언급된 개인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다. 특정 인물에 대
한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평가에 사용된 언어적 표현
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5ㄴ~ㄹ)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로 사용된 어휘는
매우 직설적이고 부정적이며, 독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수위의 표현들이다.
대담에서 진중권 씨는 기성언론에 대해 쓰레기라고 하는 건 ‘경멸어(pejorative)’이지 사실 판
단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경멸어의 표현이 사실 판단으로 둔갑되는 상황에 대해 매
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기성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경멸어를 통해 대중을 자극
하고 선동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기관과 인물에 대한 평가에 사용한 어휘가
비판적 어휘인지 경멸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는 “애먼 언론들을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깜냥도 안되는 이들이 ‘참’ 언론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을
통해 비판 대상에 대해 ‘쓰레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표현의 수위와 효과는 ‘경멸어’와 크
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X빠’라는 표현은 상대와 우리를 단
절하는 대표적 단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경멸어’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텍스트에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텍스트를 쓴 저자 역시 자신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21)

4.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의 속성

지금까지 두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과 텍
스트의 속성을 기반으로 이 텍스트에 나타난 분열적 양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텍스트를 생산하는 생산자 즉 필자 구성에서 분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 개
혁과 촛불시민(2020)>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의 저자들은 각 진영을 대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애초에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생각을 텍스트에 담을 의도
20)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진중권 씨는 대담에서 “1930년대 서구의 당파적 저널리즘으로 회귀(고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뺏기지 말아야겠다)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 때 이미 “진위는 중요
하지 않다”는 나꼼수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고,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곽노현 사건 때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21) <나꼼수>에 대한 시각차는 두 텍스트가 얼마나 상반된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낸 주체들에 대해 언급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천착해온 교수 출신의 법
무부 장관, 개혁적 삶과 정치로 일관해온 여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존재, <나꼼수> 이후 만개한 1
인 미디어의 힘 등이 모여 모자이크처럼 검찰개혁 입법을 이뤄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344~345쪽)”라
고 쓰고 있다.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나꼼수의 성공사례를
따라하려는 지식인들의 행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고 혼탁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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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국 사태로 인해 극심한
분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열을 봉합하고 발전적인 화합을 모색하는 텍스트를 만들
겠다는 생산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열된 사회 속에서 특정 진영의 논
리를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저자가 되어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텍스트가 베스트
셀러 1~2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진영 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저자들의 의도
가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텍스트의 대상 독자에 대한 문제이다. 이 두 책을 구입하고 산 사람들이 누구
일까? 조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2020)>을 구입했을까?
만약 구입했다면 그 책을 읽고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을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0)>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질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작성
되었다는 저자들의 설명처럼 이 텍스트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주 독자일 가능성이 높
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 결국 이 상황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독자가 될 가능성
이 높다고 한다면, 결국 텍스트별 독자 역시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논리적 설득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이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
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텍스트의 내용은 논리적인 근거
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여 반박하였다기보다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감정적이고
다소 과격한 어휘 표현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즉 텍스트는 객관성과
논리성을 표방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텍스트의 특성은 객관성과 논리성이라는 목적
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
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했거나 미처 포착하지 못한 생각을 알고자 했던 독자들은
이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 책의 독자들
역시 자신의 진영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자 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이 이 텍스트들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텍스트가 그 독자들을 충분
히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텍스트들이 사회의 분열을 심화하는데 일조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텍스트에 쓰인 감정적 어휘들, 부정적 뉘앙스의 언어 표현들, 경멸어의
과도한 사용 등은 분열의 언어, 분노의 언어 표현으로 독자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표현들로 독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자신과 다른 관점에 있는 사
람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두 텍스트에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복붙기사를 쓰
고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두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다.
그러나 두 텍스트의 해결방향은 매우 다르다.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에서는 언론의 정론
기능 회복을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의 확대와 오보 방지법 제정 등을 들고 있어서 주
로 법규와 제도로 언론을 규제하고자 한다. 반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우
리 사회 문제에 대한 양질의 칼럼을 쓰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이러한 지식인들이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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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시각의 양질의 칼럼을 생산하여 특정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시각을 조직하고 기자는
‘보는 사람’의 역할을 통해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생산해 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은 우리 사회에서 모두 공론화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즉 두
텍스트의 저자들이 진영 논리를 버리고 문제에 직면하여 건강한 토론을 거친다면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두 텍스트에서는 대중에 대한 인식 역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개혁과 촛
불시민>의 에필로그 부분에서 “정부, 여당,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로 모아 슬
기롭게 언론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깨어 있는 시민들은 언론개혁의 마지막 순간에 언제든 어
떤 방식으로든 힘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p.345)”로 시민 즉 대중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언뜻 발전적인 방향인 듯 보이나, 서술의 주체를 살펴보면 이 역시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 개혁의 주체에 “정부, 여당, 시민사회”만이 포함되고, 다음 문장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역시 “깨어 있는 시
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으로의 양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
라>에서 제시된 대중은 때로는 싸워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대기업 광고주가 언론에 압력
을 가하듯 대중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즉 대중이 기자가 되고, 방송사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대중은 파시스트적 추적군중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의적 다중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파시스트 추적군중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95쪽)”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된 대중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파시스트적 추적군중’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
현으로 대중을 비판하고 있다. 이 역시 대중이나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의 다양한 속성들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에 각 진영의 논리만을 강
조하여 전달함으로써 분열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지성을 가진 수준 높은 시민들이 있어야 하고 건강한 비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
를 드러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텍스트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갈등 상황에 있는 대한
민국에 분열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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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疏 속에 나타난 분열 양상 연구

屛虎是非를 중심으로-

-

맹영일(단국대)

서론
2.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
3. 상소에 나타난 분열의 양상
4. 결론
1.

1. 서론

최근 들어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대신 극과극
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며, 사회가 나누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조정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
우며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양극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만의 현상
이 아니라 전통시대에도 나타난다. 조선 후기의 경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당파와 당파,
가문과 가문 등이 다양한 분열 양상을 드러낸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의 분열된 양상은 다양
한 형태로 드러났다. 사회의 분열 양상을 직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가 거의 유일
하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당대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당
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시대의 경우 상소는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상소上疏는 장르
적 특징으로 인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상소는 왕조시대에 간관을 비롯한 신하
1)

1) 사회학사전에서는 “분열은 인종적, 지역적, 언어적, 종교적 집단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존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초한 분화는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화는 자신의 이
익과 정치적 갈등의 결과를 추구하는 정치적 조직을 낳는다. 따라서 분열은 조직 내에서 내재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살펴보면, 퇴계 사후 각 계열이 자파의 이익을 위해 분화되었고, 향촌 정치 조직의 면모
를 지니며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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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임금에게 정사를 간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상소는 왕조시대 주요 언로의 하나로 문무
백관은 물론 평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었다. 상소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소가 매우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관료중심
으로 통치체제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공론公論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상소의 역할이 매우 컸
다. 특히 지배층에 속하지만, 관직에 있지 않았던 유생儒生들의 상소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모
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상소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상소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의 분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이
후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대가 미흡했던 영남의 남인세력들은 향촌의 공론을 결집하여 다양
한 상소를 제출하였다. 영남 지역은 독자적인 향유鄕儒의 상소활동이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영남 유생들의 상소를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 혹은 영남 지방 내부의 다양한 분열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남 지역 유생들의 상소를 통해 사회의 분열 양상이 상소에 어떻
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대상으로 삼은 상소는 병호시비屛虎是非와
관련된 상소이다. 병호시비는 조선 후기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조선 사회 전체
가 관심을 가졌던 사건으로, 19세기 조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이다. 병호시
비는 안동의 병산서원屛山書院과 호계서원虎溪書院
廬江書院 을 출입하는 영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형성해 대립을 전개하여 그 시비를 따졌던 일을 말한다. 병호시비에는
퇴계학파의 양대 산맥을 구축하면서 서인 또는 노론세력과 종사논쟁 및 복상논쟁을 전개하
며 영남 사림의 공론을 주도했던 류성룡계와 김성일계의 정치·사회적 역학관계가 담겨 있어
조선 후기 영남 남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병호시비를 통해 당대 조선 사회가 분열
된 양상을 일정부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영남 남인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분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퇴계학을 공통으로 계승했으나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에 있어 차별적 경향을
보였던 서애계와 학봉계의 차별적 경향 이 병호시비의 이면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병호시비 관련 상소를 통해 분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조선왕
조실록을 비롯한 정사에서는 병호시비 관련 상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
에 기탁된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상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

3)

4)

(원 여강서원

)

5)

6)

7)

2) 윤재환, 상소와 비답, 이가서, 2015, 6쪽.
3) 설석규에 따르면 상소는 왕의 행위와 정책의 諫諍, 관료의 부정·비리 등 특정 인물의 論罪, 정치·사상
적 현안이나 정치세력 사이 논쟁의 대상을 자파의 입장에서 論事, 時政의 得失을 논하고 그 救弊策
을 제시하는 時務, 조정의 허가나 군주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한 請願, 특정한 사건으로 논
죄당한 인물의 변호나 被禍된 인물의 寃仰을 호소하고 상대 세력의 공격에 대한 자파의 입장을 변명
하는 辨誣 등을 다루고 있다.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58~71쪽.
4) 설석규, 위의 책, 47~57쪽.
5)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17세기 초반의 묘향논의를 중심으로｣(설석규의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
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37쪽에서 재인용)
6) 설석규, 위의 논문, 37쪽.
7)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이 책에는 한국
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문중의 기탁문서 중 통문과 상소의 원문과 해제가 실려있다. 그중
상소는 풍산류씨 화경당, 고성이씨 우와주손가, 영해 영양남씨 난고종택, 달성서씨 낙동정사, 영천이
씨 농암종택, 전주류씨 백졸암종택, 진성이씨 괴와고택, 진성이씨 초초암고택, 한산이씨 대산문중, 진
성이씨 향산고택, 영해 재령이씨 충효당 소장의 글들이 실려 있다. 다만 병호시비와 관련된 상소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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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

영남 남인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사후 여러 분파로 분화되었다. 퇴계의 고제인 월천月川 조목
趙穆·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을 중심으로 한 예안 지역의 사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과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중심으로 한 안동사람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들 두 지역의 사림은 정계
진출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설석규의 논의에 의하면, 조목을 중심으로 한 예안 사람은 이
황의 원론에 충실한 자세를 수용하여 심학의 깊은 천착을 통해 내외內外를 관통하는 곧은 자
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진하여 원칙을 고수하는 강의剛毅 일변도의 변모를 보였으나, 안동지
역의 사림은 전반적으로 이황의 탄력적 인품을 수용하여 심학의 현실적용을 반영하는 ‘ ’를
토대로, 강유剛柔를 겸비한 가운데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현실대응 자세를 확립하는 경향
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류성룡이었다. 즉 조목을 중심으로 한 예안지역의 사람
은 학자의 심사가 올바르고 출처가 분명해야 학문적 순수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성
리학 및 퇴계학의 원리적 이해에 매진하였으며, 류성룡 등 안동지역의 사림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처사를 중시하여 성리학과 퇴계학의 가변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용의 방안을 모색
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안동지역의 사림은 풍산지역의 류성룡 계
열과 학봉 김성일 계열로 분화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관한 관심보다는 성리학의 철학
적 궁극을 통해 도덕과 명분을 겸비한 군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처사형 사림
이 한 부류를 차지하였는데, 예안에 서당을 열어 제자를 길러낸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
를 주축으로 하는 계열이다. 김언기의 제자는 남치리南致利·정사성鄭士誠 등으로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내면적 수신을 통한 향촌의 교화를 우선시하였다. 이외에도 남명학에 근
원하면서도 퇴계학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한 계열을 이루었는데, 정구는
조식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출처의리를 계승하면서도 이황의 탄력적인 세계
관을 토대로 성리학적 예설을 접목하였다. 이황의 세계관에 토대를 두면서도 성리학적 이
기심성론의 본질적 재해석을 통해 독자성을 확보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을 중심으로 새로운
8)

思

9)

10)

(1520~1588)

11)

12)

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글들로 병파의 논의가 담겨 있다. 호파인 학봉계의 주장을 살필 수 있는 상소
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본 발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만 본 발표가 병호시비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소라는 장르를 통해 사회의 분열된 양상이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는 연구목적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소장
중 병호시비와 관련된 상소는 모두 12편이다.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11, 31, 34, 36, 42, 42-1, 62,
64, 67, 77, 79, 118이다. (번호는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의 번호를 그대로 따랐
다.)
8) 퇴계 사후 영남 남인의 분화에 대한 연구는 사학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발표에서는
설석규의 논문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설석규의 ｢安東士林의 政治的 分化
와 婚班形成｣(안동학 1, 한국국학진흥원, 2002.), 권오영의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학수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2008) 등을 참조하였다.
9)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46~47쪽.
10) 설석규, 위의 논문, 48쪽.
11)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48~49쪽.
12) 설석규, 위의 논문, 50쪽.

- 42 -

계파가 형성되었다. 이들과 달리 율곡학을 계승하면서 서인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
었다. 퇴계학파를 연원으로 하면서도 이이·성혼의 문묘종사론과 예송 논쟁의 과정에서 서인
계열로 전향하였다. 류성룡·정경세 학맥과 장현광 학맥에 속했던 이들 중에서 서인화 인물들
이 있었다. 이처럼 영남지역은 퇴계 사후 학문적 성향에 따라 분화되었으며, 이들은 안동
과 예안 지역을 비롯한 영남지역 향촌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7세기 영남학파는 예안의 월
천계열, 안동 서부권의 서애·우복계열, 안동 동부권의 학봉계열, 성주 인동권의 한강·여헌 계
열이 있었으며, 향촌에서 활동하던 유일재 계열과 서인으로 전향한 계열이 있었다. 이중
대표적인 세력이 안동 서부권의 서애계와 안동 동부권의 학봉계이다. 학문적 성향과 정치적
관계로 인해 분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들 영남 남인들은 문묘종사와 예송 논쟁 등 정
치적 의사 결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었다. 17세기말 이현일을 중심으로 학봉 계열이 퇴계학맥
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으나, 서애계열과 학봉계열이 분열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유일재계가
남치리 추향을 추진했던 일을 서애계와 학봉계가 함께 반대한 일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
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두 계열을 비롯해 영남 남인들은 특정 사건에 다른 입장을 드러내
며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각 계열의 갈등을 조정했던 퇴계라는 존재의 위
상이 약해지게 되면서 ,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분열된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
다.
13)

14)

15)

16)

17)

3. 상소에 나타난 분열의 양상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영남 남인은 각 계열의 이해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이루어졌
다. 학문 차이에 따른 출처관의 차이, 각 문중의 이해, 향촌 정치의 주도권 경쟁 등 다양한
요소는 각 계열이 분열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
이 병호시비이다. 병호시비는 안동의 병산서원과 호계서원(원 여강서원) 을 출입하는 영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형성해 대립을 전개하여 그 시비를 따졌던 일을 말한다. 병
산서원에 제향된 류성룡의 후손들과 호계서원을 주도한 김성일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이
루어졌다. 병호시비의 표면적인 내용은 4살 연상으로 관찰사를 지낸 김성일과 나이로는 아래
18)

13) 설석규, 위의 논문, 50~51쪽.
14)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화-유성룡, 정경세학맥과 정구·장현광학맥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216쪽. 이 논문에는 17세기 영남 남인이 서인화된 양상의 전
반적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5) 李萬敷, ｢退陶淵源筆帖跋｣, 息山先生文集 권18, “今江右上游之論, 主西厓而及于愚伏, 星山以下之
論, 主寒岡而及于旅軒, 永嘉一帶, 幷稱厓鶴, 而宣城人最尊月川, 故陶山配食, 惟月川一人而已.”
16) 김명자, ｢조선 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16~217쪽.
17) 이황의 종손인 李彙寧의 ‘臨川鼓變’은 영남에서 각 계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더는 퇴계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철
종대 김수근 서원 건립과 고종대 병호보합을 중심으로｣, 영남학 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58~64쪽.
18) 호계서원은 1575년에 창건된 서원으로 이황을 주향으로 하였고, 류성룡과 김성일을 이후에 배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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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의 호계서원 배향 위차를 정하는 문제였다. 병호시비는 1812년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을 호계서원에 추향하려는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이후 1817년
서애계에서 묘위천동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미 1805년~1806년에 영
남 사현의 문묘종사 소사疏事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현의 서술 위차를 놓고 논란이 일어
났고, 결국 영남 사현의 문묘종사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당시 이미 영남 남인,
특히 서애계와 학봉계의 분열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812년 이상정의 제자들인 김종수金宗壽, 이사관李師觀, 류범휴柳範休 등이 주도하여 호계서
원에 이상정을 추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애계는 이를 거부하였다. 서애계는 이상정의 추
향을 반대하면서 추향을 위해서는 위판位版을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후 1816
년 호계서원의 위판이 천동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서애계는 호계서원의 위판이 천동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도한 사람으로 류회문과 이병
문을 지목하였으며, 도내의 사림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묘위의 천동을 알리고 위판을 환안하
기 위한 도회를 소집하였으며, 감영에 소장을 올려 위판 천동을 조사하는 도사를 끌어내는
등, 고종대까지 위판 천동에 관한 문제로 안동지역에서는 극심한 분열이 이루어졌다.
병호시비의 단초는 여강서원이 처음 세워질 때 이미 품고 있었다. 여강서원은 이황을 주향
으로 하고,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였다. 여강서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이황만을 주향하고
있었으나, 1614년 조목이 도산서원에 종향되면서 류성룡과 김성일의 배향 논의가 시작되었
다.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은 안동사림의 불만을 야기하여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
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619년 류성룡과 김성일의 여강서원 배향을 위한 논의가 시
작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두 사람을 배향할 것인가, 종향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이는 정경세의 의견에 따라 배향으로 결정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당시에
김성일은 임천서원, 류성룡은 병산서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김성일의 위패는 1607년 임
천리사臨川里社에 봉안되었으며, 류성룡의 위패는 1614년 병산서원에 건립된 존덕사尊德祠에
봉안되었다. 이들의 위패를 여강서원으로 옮길 경우 임천서원과 병산서원의 묘우가 비워
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한 이도 정경세였다. 당시 여강서원의 원장이었던 김
봉조가 서애학파를 주도했던 정경세의 동의를 얻어내고, 정경세가 김윤안金允安·김윤사金允思
19)

20)

21)

22)

23)

19)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1)｣, 한국사상의 재조명, 한국국학진흥원, 2007, 36~37쪽.
20) 김형수, ｢조선 후기 영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 통문과 상소｣,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
한국국학진흥원, 2007, 44~45쪽.
21) 김형수, 위의 논문, 45쪽. 병호시비에 관한 자세한 전말은 廬江志, 廬江顚末과 김명자의 ｢조선
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의 ‘Ⅴ. 鄕村秩序의 재편과 門中의 대응’, 이재현의 ｢純祖대
(1800~1834) 安東地域 儒林의 정치적 동향｣(退溪學과 儒敎文化 5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112~154쪽.), 김명자의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대응과 관계망의 변화｣(국학
연구 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77~112쪽), 한상우의 ｢조선 후기 향전(鄕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친족(親族), 혼인(婚姻) : 안동의 병호시비(屛虎是非)를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2013, 69~99쪽) 참조.
22) 廬江書院의 배향과 추향논의는 설석규의 ｢退溪學派의 分化와 屛虎是非(Ⅱ)｣(退溪學과 儒敎文化
45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311~371쪽)의 3장 ‘配·追享 論議와 賜額’을 참조하였다. 이외
김영나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호계서원 운영｣(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학회, 2015)에
도 당시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
23) ｢原志 追祔事實｣, 廬江志 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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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등의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 와중에 김언기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이황
에게 배운 남치리南致利를 배향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를 주장했던 김용金涌이
죽어 무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류성룡과 김성일의 여강서원 배향이 1620년 이루어지
게 되었다.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우선
류성룡과 김성일의 배향에 대한 안동 및 예안 지역 사림들의 공론을 이끌어내야 했다. 배향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석했던 월천계와 남치리의 배향에 실패했던 유일재계의 이의
제기로 인해 향사享祀 당일 문제가 있었으나 설득을 통해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다음으로
는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패에 ‘先生’의 칭호를 쓸 수 있는지와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차를 어
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당시 사림의 향론을 주도했던 정경세의
자문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경세는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으로 할 것을 자문하였으며, 주
자가 주염계의 사당에 정자를 배향하면서 “明道先生程公, 伊川先生程公配神從享.” 이라고 쓴
예에 의거하여 ‘先生’이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자문하였다. 또 정경세는 ‘문묘의
규식에만 의거해야지 다른 설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4)

25)

26)

좌차坐次는 단지 문묘文廟의 규식에만 의거해서 해야지, 어찌 다른 설說을 용납할 수 있겠습
니까. 다만 사성四聖의 좌차는 당초에는 모두 동벽東壁에 한 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전
우殿宇를 모두 큰 칸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모신 것입니
다. 지금 두 선생을 봉안함에 있어서는 동벽에 한 줄로 모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러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모시는 것도 온당합니다. 두 선생의 좌차의 선후에 대해서는
후학이 감히 망녕되이 논할 바가 아닙니다만, 마땅히 두 선생께서 평소에 서로 대하는 것이
어떠하였느냐에 의거하여 서차序次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는 서로 간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으나 작위는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떨어진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도 다른
의론은 없을 듯합니다.27)

라고 답변하였다. 정경세의 이 자문에 따라 사림들은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림들의
논의 결과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이 배향되었으며, ‘西厓先生 柳公’·‘鶴峯先生 金公’으로
24) 鄭經世, ｢與金而得，而靜 允安｣, 愚伏先生文集 권11, 한국문집총간 68, 197쪽. “就有所陳廬江合
享, 乃是斯文盛擧, 而二老兄以屛祠毀撤難之云, 此是人情眞切處, 孰不知其未安耶, 特所重有在, 故不
得不爾, 況今又有兩存之議, 二兄尤不當持難也.”
25) 배향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월천계와 남치리의 배향 실패로 불만을 품었던 유일재계의 이의 제기는 무
마되었으나, 배향이후에도 퇴계학파 내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이 되었다.(설석규, ｢退溪學派의
分化와 屛虎是非(Ⅱ)｣, 334~335쪽.)
26) 鄭經世, ｢答問目｣, 愚伏先生文集 권13, 한국문집총간 68, 231쪽. “配享固重, 施之於兩先生, 則恐
無過重之疑. 然此是儒家莫大重事, 須博詢精思, 參伍諸論以處之, 不可以倥倥之言爲決也.
全無差別, 果似未安. 然子朱子立濂溪祠於南康, 配以兩程, 而其祭濂溪文末段曰, 以明道先生程公, 伊
川先生程公配神從享云云. 據此則當時位版亦書先生無疑矣. 兩程於濂溪, 雖道德齊等, 其爲師弟子則固
矣, 而不嫌竝稱, 況滄洲精舍釋菜于先聖, 而濂溪以下皆稱先生, 則後學尊敬之稱, 不爲尊所壓可知. 先
生字恐不可不用, 必以無別爲慮, 則依南康祭文式, 書西厓先生柳公, 鶴峯先生金公, 尤似停當. 如何.”
27) 鄭經世, ｢答問目｣, 愚伏先生文集 권13, 한국문집총간 68, 231쪽. “只依文廟坐次, 豈容他說. 但四
聖之坐, 當初皆在東壁爲一行, 後因殿宇不能皆爲大間架, 遂分東西坐. 今奉兩先生, 作一行于東壁, 未
知如何, 然分坐亦穩. 二先生坐次先後, 非後學所敢妄論. 但當依二先生平日相處如何, 而爲之序次爲得,
況年齒相去不及肩隨, 而爵位之相懸, 又在絶席, 恐無異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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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에 병서하여 안치되었다. 그러나 두 신위의 위차문제는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정경세 역
시 위차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다만 자문의 마지막에 “더구나 나이는 서로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작위는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 떨어진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도 다른 의론은 없을 듯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여강서원 배향위의 위차를 정하는
기준을 관작으로 적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두 선생의 연치年齒가 서로 다른 것은
견수肩隨에 미치지 못하고, 작위爵位가 서로 다른 것은 절석絶席에 해당한다” 라고 하여 동벽
에 류성룡의 위패를, 서벽에 김성일의 위패를 안치하였다.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김성일이 배향된 후 유일재계는 거듭 남치리의 추향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의 요구는 서애계와 학봉계의 반대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듯 퇴계학파가 서
애계와 학봉계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유일재계의 위상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퇴계학파는 퇴계 사후 월천계, 서애계, 학봉계, 유일재계, 한강계 등으로 분화되었으나, 퇴
계학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다.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대가 미약했
던 영남 남인들은 상소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중앙정부에 제시하였다. 개인에 의한 상소가
아니라 향촌의 사림들이 모여 소사疏事를 위한 담당자를 선정하고 통문을 작성하여 회람을
하는 등의 공론을 세우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방의 사림이 상소는 특정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소사에 참여한 이들의 공론이었다. 따라서 상소를 통해서 상소에 참여한 이들이 특정
한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병호시비와 관련된 상소를 통
해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강서원은 건립 이후 영남 남인의 공론을 주도하였다. 여강서원은 성혼·이이의 문묘종사
를 반대하는 남인 세력의 공론을 주도하였으며, 1666년에는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
1100여명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송시열의 예론을 공박하기도 하였다. 영남지역의 남인들
이 공론을 정하여 상소를 올렸던 일 중의 대표적인 예가 여강서원의 사액과 관련된 일이다.
1676년
안동의 생원인 이긍李亘이 상소하여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여 비답을 받았다.
이긍은 “안동은 문순공 이황의 선향先鄕인데, 이미 서원을 세워 류성룡·김성일을 배향하였으
니, 액호額號를 내리기를 청합니다.”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숙종은 “선정先正 문순공 이황의 순
수한 자질과 정대한 학문은 일세의 명유名儒가 된다. 선액宣額 하는 일을 예조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비답을 내렸으나, 예조에서는 예안의 도산서원에 이미 사액이 내려졌기에 안동에 서
원을 겹쳐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숙종은 “문순공은 우리나라 유종儒宗
이니, 비록 문묘文廟에 배향하였더라도 선향先鄕인 안동 땅에 아직 사액한 일이 없다면, 진실
로 흠전欠典이 된다. 특별히 사액하라.”고 명하고, ‘호계서원’으로 사액하였다.
28)

29)

30)

31)

(숙종 2)

32)

28) 정경세의 이 자문은 향후 병호시비의 상소에서 서애측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다.
29) ｢追祔事實｣, 廬江志 卷1 原志.
30) 南致利 추향에 관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설석규의 ｢退溪學派의 分化와 屛虎是非(Ⅱ)｣(退溪學과
韓國文化 45,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9, 338~346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1) 설석규의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선인, 2002, 45~57쪽.)에는 조선시대 향촌의 유생들이 상
소를 올린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2) 숙종 2년 2월 2일 甲寅 기사, ｢숙종실록｣ 권5, 조선왕조실록, “安東生員李亘等上疏言, 安東, 文純
公 李滉先鄕也. 已建書院, 以柳成龍·金誠一配享, 請賜額號. 答曰 ‘先正文純公 李滉純粹之姿, 正大之
學, 爲一世名儒. 宣額事, 令禮曹稟處.’ 禮曹言 ‘禮安有李滉書院, 已賜額, 安東書院, 未免疊設, 不敢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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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남인들은 여강서원의 청액을 위해 여러 차례 상소를 지었다. 각 계열을 막론하고 여
러 사람이 사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현재 남아있는 상소로는 류원지柳元之·이현일李玄
逸·류세명柳世鳴·김임金恁 등의 글이 있다. 이들은 모두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였으나, 구체적
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학봉계열인 이현일은 ｢廬江書院請額及鶴峯金先生請諡疏｣를 지었는데,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동시에 김성일의 시호를 청하였다. 김임은 ｢廬江英山書院請額䟽｣를 지어 여강서원과
영산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 류원지는 ｢廬江書院請額疏｣를, 류세명은 ｢廬江書院請額疏｣를
통해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 류원지와 류세명은 이황의 학문이 높음으로 유학을 존중
하고 학문을 고취하기 위해 사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현일과 김임이 김성일의 추시追
諡와 영산서원의 사액을 함께 상소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목표는 여강서원의 사액이었
다.
이현일의 상소를 통해 영남 남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영가읍永嘉邑은 실로 영남의 한 도회都會로서 유현儒賢이 배출되고
선비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만력萬曆 계유년(1573, 선조6)에 본주本州의 인사人士들이 함께
의논하여 낙동강 상류의 한적한 곳에 사우祠宇를 창립創立하여 선정先正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을 제사하였고, 그 후에 고故 판서 정경세鄭經世가 사림士林과 의논하여 고 문충공文忠公 류성룡
柳成龍과

증贈 참판參判 김성일金誠一을 배향配享하였으니, 이곳이 이른바 여강서원입니다. 산천

이 빙 둘러싸고 있어 땅의 형세가 한적하고 조용하여 선비들이 학문을 닦기에 좋은 곳이므로,
수십 년 이래로 한 지역의 선비들로 이 서원에 힘입어 흥기하고 성취된 자를 이루 다 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세울 때 본래 사림들이 사사로이 창건하였고 조정에서 제사하라
고 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모가 엄하지 못하고 일에 미덥지 못한 것이 많았고 그 후에
머뭇거리다가 점점 쇠락해졌으니, 이것이 바로 원근의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식자들이 한탄하
는 바입니다.
2 우리 동방에 서원이 있게 된 것은 풍기豐基의 백운동白雲洞에서 시작되었는데, 문순공 이
황이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 제도는 대체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옛 제도를 모두 따랐습니
다. 이황이 말하기를, “나라의 학교인 향교鄕校는 과거科擧의 법령法令에 구애되기 때문에 서원
이 선현을 존경하고 도道를 강론하는 아름다운 뜻에 전념할 수 있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
다. 그러므로 혹은 사사로이 설립한 것을 나라에서 훌륭히 여겨 사액을 명한 경우도 있고, 혹
은 나라에서 세우라고 명하고 사람을 가려서 교양敎養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원을 설립한 것이 덕을 높이고 현자를 숭상하며 과거의 성현을 제사할 뿐만 아니라 실로
뜻을 숭상하는 고상한 선비가 여기에서 학업을 닦고 연마하며 여기에서 이름과 행실에 힘쓰
고 도의道義를 담론하여 군상君上이 장려하고 선발해서 기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 풍교風
敎에

관계된 바가 어찌 적겠습니까. 지난번 이래로 국론國論이 크게 변하고 시비가 전도되어

꺾이고 녹아 없어진 나머지 점차 비루하고 쇠한 풍속이 되었고 점차 구차하고 게으른 습속을
이루었습니다.
3 이제 막 성상의 교화가 새롭게 되어 만물이 모두 보고서 감동하여 흥기하려는 기미가 조
금 있습니다. 이런 때에 찬연하게 덕음德音을 내어 여망輿望에 부응하기를 위에서 진달한 것과
같이 하시어 여강서원을 예전의 편액대로 특명으로 사액해 주시어 조정에서 현자를 높이고

議.’ 敎曰‘文純公乃我國之儒宗, 雖配享於文廟, 先鄕安東之地, 尙無賜額之擧, 誠爲欠典.’ 特爲賜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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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숭상하며 교학敎學을 열어 넓히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또 밝게 하교를 내려 선비들을
효유曉諭하시어 그곳에서 학문을 닦는 자들로 날마다 덕행과 학문의 실제에 종사해서 선왕을
노래하고 여유롭고 자득自得하게 하기를 이황이 당시에 논한 뜻과 같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
다면 뛰어난 경륜을 품고 고결하게 지조를 지키는 선비로서 자기를 닦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학문을 하려는 자들이 반드시 구름처럼 몰려가서 도의를 강명講明하고 풍절風節을 닦으며 아울
러 세상을 경륜하고 세상에 유용한 학문을 해서 성주聖主께서 육성하고 길러 주신 뜻을 받들
고 훗날 성대하게 아름다운 국운을 돕게 될 것이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한 지역
에 있는 신들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실로 만세토록 무궁한 다행일 것이니,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신들이 명성明聖의 세상을 만나 말을 다듬을 줄을 모르고 품고 있는 생각을 곧장
진달하면서 중복의 혐의를 꺼리지 않았고, 이어 번거롭게 청하여 지극히 참람한 죄를 지었으
니, 실로 만번 죽어 합당합니다.33)

이현일의 ｢廬江書院請額及鶴峯金先生請諡疏｣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부분이며, 뒷부분은 김성일의 추시追諡를 청하는 부분이다. 여강서
원의 사액을 청하는 부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현일은 우선 여강서원이
건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573년 안동의 유림들이 모여 낙동강 상류에 이황을 제
사하는 사우를 건립하였고, 이후 정경세가 유림들과 의논하여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하였
음을 이야기하였다. 또 여강서원이 들어선 지역이 학문을 하기에 좋은 곳으로, 서원의 건립
이후에 많은 학자를 양성하였으나, 사사로이 창건하여 쇠락해지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원이 건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먼저 이황이 백운
동 서원을 만들면서 옛 제도를 따라 만들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황의 말을 인용하여 서원
의 건립 이유가 ‘덕을 높이고 어진 이를 숭상하며 옛 성현을 제사지내는 것 崇德尙賢報祀往哲 ’이
며 ‘뜻을 숭상하는 선비가 학업을 닦아 이름과 행실에 힘쓰고 도의를 담론하여 군주와 윗사
람이 장려하고 선발해서 기용할 수 있는 것 尙志高蹈之士 游息於斯 藏修於斯 砥名行談道義於斯 以待君
上之 拔而器使之 ’으로 풍교와 관련됨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강서원에 사액을 내
려주시길 원하고 있다. 사액을 내려서 조정이 어진 이를 높이고 덕을 숭상하며 교학을 높이
는 뜻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황이 처음 서원을 건립했을 당시에 논의했던 뜻대로 이루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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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李玄逸, ｢廬江書院請額及鶴峯金先生請諡疏｣, 葛庵先生文集 別集 권2, 한국문집총간 128, 한국고
전번역원, 1994, 389~390쪽. “伏惟聖慈特垂聽察, 臣等伏以永嘉爲邑, 實嶺南一都會, 儒賢之所輩出,
多士之所淵藪. 萬曆癸酉, 本州人士相與合議, 就洛川上流幽絶處, 創立祠宇, 以祀先正臣文純公李滉,
其後故臣判書鄭經世謀諸士林, 以故臣文忠公柳成龍，贈參判金誠一配食焉, 卽所謂廬江書院也. 山川環
抱, 境落寬閒, 允合士子藏修之所, 數十年來, 一方之士, 賴以作興成就者, 不可一二數. 惟以當初營建,
本出士林私創, 不係朝家命祀, 體旣不嚴, 事多假信, 後來因循, 漸至陵替, 此乃遠近之所惜悶, 有識之所
嗟痛也. 夫我東之有書院, 自豐基白雲洞始. 文純公李滉實經紀之, 其規橅條制, 大抵皆襲白鹿之故. 李
滉之言曰, 國學鄕校有科擧法令之拘, 不若書院可專於尊賢講道之美意, 故或因私設而國寵命之, 或國命
立之而擇人敎養也. 然則書院之設不但爲崇德尙賢報祀往哲而已, 實欲尙志高蹈之士, 游息於斯, 藏修於
斯, 砥名行談道義於斯, 以待君上之奬拔而器使之, 其有關於風敎, 豈淺淺哉. 自頃以來, 國論大變, 是非
顚倒, 摧沮銷鑠之餘, 馴致衰陋之風, 漸成偸惰之習. 屬茲聖化方新, 萬物咸覩, 稍有竦動作興之機. 若以
此時, 渙發德音, 俯協輿望, 如上所陳, 廬江書院, 仍舊爲額, 特命頒賜, 以示朝廷尊賢尙德開廣敎學之
意. 旣又明降指揮, 風示多士, 使遊處乎其間者, 日從事德行道藝之實, 歌詠先王, 優游自得, 一如李滉當
日所論之意, 則士之抱負經奇, 高潔自守, 欲爲修己治人之學者, 必將于于焉相率以往, 講明道義, 砥礪
風節, 兼通經世有用之學, 於以仰承聖主作成培植之意, 而蔚爲他日裨補休運之資, 豈不盛哉. 非但臣等
一方之幸, 實萬世無窮之幸, 不勝大願. 臣等遭逢明聖之世, 言不知裁, 有懷輒陳, 不憚重複之嫌, 繼有論
請之煩, 罪極僭踰, 實合萬死.”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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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바라였다. 이현일은 여강서원의 사액을 통해 덕을 높이고 어진 이를 숭상하며, 옛
성현을 제사하며, 선비들을 교육하여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원의 건립 이유를
이룰 수 있기를 청하였다. 이 시기 영남 남인들은 계열에 상관없이 여강서원의 사액이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었다.
여강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공론을 한 목소리로 냈던 퇴계학파는 점점 분열된 목소리를 내
게 되었다. 이러한 분열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1796년 이루어진 김성일·류성룡·정구鄭逑·장
현광張顯光 사현四賢의 문묘종사 운동에서 일어난 서차시비였다. 상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차가 정구·장현광·김성일·류성룡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학봉계와 서애계는 이를
반대하였다. 서애계와 학봉계의 반대로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서차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이
에 김성일과 류성룡이 정구·장현광의 앞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김성일과 류성룡의 서차가
문제로 등장하였다. 김성일과 류성룡의 순으로 이루어진 서차에 대해 서애계가 반대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고수한 경상우도 사림과 학봉계의 주장으로 실현되지 못
하였다. 서차와 관련된 논쟁은 단순히 이름의 서술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 공론을 형성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는 지방 정치의 문제였다. 이에 학봉계와 서애계
모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
1796년의 서차시비는 이후 병호시비로 이어졌다. 1805년 안동 유림들은 다시 영남 사현
의 문묘종사를 청원하였다. 이때 사현을 문묘에 배향하기 위한 상소운동을 호계서원을 중심
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성일과 류성룡의 서차가 바뀐 것을 서애계가 확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서애계는 여강서원의 위차를 따라 류성룡·김성일의 순서를 주장하였고, 학봉
계는 나이 기준을 따라 김성일·류성룡의 서차를 주장하였다. 두 계열의 팽팽한 견해는 합치
되지 못하였고, 결국 영남 사현의 문묘종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애
계와 학봉계의 분열이 본격화하였다. 1812년 이후 이상정의 호계서원 추향, 위패천동 여부,
대산실기大山實記 발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열 양상은 상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상소에는 병호시비에서 서애계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소가
여러 편 있다.
34)

신이 살고 있는 안동에는 호계서원이 있는데, 선정 문순공 이황을 제사하는 곳으로, 신의
선조 문충공 류성룡과 문충공 김성일을 각각 동서의 위치에 배치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원배
元配를

막론하고 모두 벽에서 조금 간격을 두었는데 뒤에 개독開瀆할 때에 문묘文廟의 오성위五

聖位를

봉안하는 규례를 모방하였습니다. 철향醊享하고 제배躋配할 때에 온 고을의 사람들이 문

장공 정경세에게 자문하여 위차 의절을 든든히 정하였습니다. 문장공의 유집 답문서목의 “좌
차坐次는 단지 문묘文廟의 규식에만 의거해서 해야지, 어찌 다른 설說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
까.”라고 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문장공이 또 “지금 문묘의 제도에 성사가 당의 중앙에 있으
면서 여러 제자가 빙 둘러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또 여강서원에서 두 문충공을 배

34) 서차시비의 발단에 대해서는 학봉계와 서애계가 달리 주장하고 있다. 학봉계는 1805년, 서애계는
1806년을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설석규의 ｢退溪學派의 分化와 屛虎是非(Ⅱ)｣ 논문 각주 103번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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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모시는 날에 “이 묘문廟門을 다시 열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여러 서
원과 다른 것이며, 또한 이동하고 바꾸는데 고려할 것은 문묘文廟의 좌차坐次에 따르는 것입니
다.
뜻밖에 정축년 겨울에 세 유생이 근래의 유현을 호계서원에 배향하는 일에 대해 경솔하게
발론하였기 때문에 공의公議가 준엄하게 일어나 분명히 말하기를, 묘廟의 모습은 뒤는 넓고 앞
은 좁아 원배元配를 천전遷轉 하는 데에 온당치 못하다고 하니, 저들은 묘의 모습을 논의한 말
에는 답하지 않고 힘써 천동遷動을 말하니 조금도 미안함이 없습니다. 홀연 한 달이 지난 뒤
에 원배元配를 몰래 옮기는 변고가 있었으니, 예전에 벽에서 띄어 조금 옮긴 것을 지금은 벽
에 붙였으며, 옛날에는 뒤를 따라 개독하였던 것을 지금은 곁을 따르며, 예전에 문묘文廟의 좌
차坐次에 따른 것을 지금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공의 자문을 따르는 이들이 경악하지 않음이 없으니 즉시 옛 자리로 도로 봉안하고자
하니 모두 문묘文廟의 좌차坐次 규례를 회복시키고자 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추향追享에 참여
하여 논하는 자들이 몰래 천전遷轉 한 일이 추배변사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 덮어 주고 엄호하
여 터무니없이 말하기를 “이 서원의 벽 아래에 200년 동안 봉안奉安 한 것을 죽기를 각오하
고 힘껏 공격하여 도로 봉환하지 못하게 한다”라 하였습니다. 한 도道의 유생들이 영읍營邑에
일제히 호소하고 심지어 어가御駕 행렬에서 상언上言 하는 데 이르렀고, 예조에서 복계覆啓 한
내용에 관찰사의 직임이 조사하고 타일러서 타이르고 유도하여 안찰按察 하는 직임에 있어 모
두 해당 도에 분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를 타이르고 권면하여 가부可否를
분명히 밝혀달라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판하判下 하여 본도에 관문關文을 보낸 뒤에 본도本道에서 조사관을 정하여 여러 차례 조사
를 행하도록 신칙하였고, 조사관이 인피하는 일도 이어지고, 또 도신道臣의 체차가 이어져 지
금까지 2, 3년을 그대로 답습하여 그대이니, 이미 양조가 없고 조사를 행하여도 가부可否가
없으니, 그가 장차 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 주여 모두 신칙하고 가르치옵소서.
더할 수 없이 엄한 것은 조정의 명령이고 막중한 것은 사액을 청함이니, 비록 여염의 일반
백성에게 일이 있어 하소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교判敎로 관문關文을 보내는 일은 오히려 중
지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 문순공文純公을 제향祭享하는 서원에서 암암리에 몰래 천장遷葬 하
는 일을 조사하라는 명이 있는데도 시비是非를 정하지 못하니 한 지방 선비들의 억울한 마음
이 더욱 깊어집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본도에 신칙하여 속히 조사 행하기를 바라오니, 바뀐다고 한들 얼마나
세도世道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문묘文廟의 좌차坐次에 따라 몰래 천동한 위패를 환안하신다면
신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35)
35)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304~305쪽.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36> “臣所居安東地有虎溪書院, 卽先正臣文純公李〇俎豆之所, 而臣祖文忠公〇〇與文忠公金〇
〇分配東西坐次排設, 無論元配皆離壁而稍間, 從後而開瀆, 以倣文廟五聖位奉安之規. 蓋其醊享躋配之
初, 一鄕士林, 書稟於文莊公臣鄭〇〇, 敦定坐次儀節, 而文莊遺集答問目書中所謂只依文廟坐次, 豈容
他說者, 是也. 文莊亦當曰今文廟之制, 聖師中堂, 群弟環侍象, 又於該院兩文忠躋配之日有言, 曰此廟
門不可復開, 此所以別異於諸書院, 而亦所以慮及於移動變改, 其依文廟之坐次也. 不意丁丑冬三儒生輕
發近世儒賢進配該院之論, 故公議峻發, 明言, 廟貌之, 後廣而前窄, 元配之未安於遷動, 則彼乃不答其
廟貌之說, 力言遷動, 少無未安矣. 忽於旬月之後, 元配潛遷之變作, 昔之離壁而稍間者今焉貼壁矣, 昔
之從後而開櫝者, 今焉從傍矣, 昔之依文廟坐次者, 今焉無可證驗矣. 凡厥遵守文莊之訓者, 莫不愕然驚
駭, 卽欲還奉舊坐, 皆復文廟坐次之規, 而一邊之參論追享者, 乃以潛遷之擧, 爲出於追配邊事, 周遮掩
護, 白地刱說, 曰此院之壁下奉安二百年所, 抵死力攻, 使不得還奉. 一道章甫齊籲營邑, 竟至於蹕路上
言之擧, 以禮曺覆啓中, 以道臣職在按察, 以査, 以諭, 以飭, 以導, 俱無不可分付該道, 兩造誨勉, 明示
可否爲辭. 蒙允. 判下行關本道之後, 自本道定査官, 屢飭行査, 而間因査官之引避繼, 又道臣之遞改, 迄
此二周, 因循抛置, 旣無兩造, 而行査亦無可否之, 明示其將行辭, 皆飭導以勉誨之乎. 嗚呼, 莫嚴者, 朝
令也, 莫重者, 額院也, 雖以閭閻匹庶之有事控籲, 判敎行關之事, 尙不可寢格, 況此文純主享之廟, 暗地

- 50 -

위의 상소에는 류이좌柳台佐
가 올린 상소이다. 류이좌는 류성룡의 9대손으로 아버
지 류사춘柳師春
과 어머니 연안 이씨延安李氏
李之億
사이에서 태어났다.
외조부 이지억의 생질인 채제공蔡濟恭에게 문재를 인정받았으며, 나이 30에는 영남만인소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정시에 합격한 이후 영남 남인으로는 드물게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예
조참판, 호조참판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그는 채제공의 문집을 간행하고, 정경세의 연보
를 수정하고, 도산서원에서 이황의 문집을 중간할 때 책임을 지기도 하는 등 당시 영남 남인,
서애계의 주요 인물이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하회에 머물면서 향론을 주도하였는데, 특
히 병호시비 중에 서애계의 의론을 주도하였으며, 대표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류이좌
의 상소에는 병호시비에 관한 서애계의 의론이 잘 드러난다. 류이좌의 상소를 비롯한 풍산류
씨 화경당 소장 상소 중 병호시비 관련 상소는 대체로 일정한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병호시비의 계기를 설명하고, 이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배향 당시의 논의를 근거로 증명한
후, 자신들의 요청대로 위패의 위치를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였다.
서애계는 ‘위패천동位牌遷動’이 이상정李象靖을 호계서원에 추향하려고 한 논의에서 시작되
었다고 보았다. 위에 인용된 상소도 이상정을 호계서원에 추향하고자 한 일과 류성룡과 김성
일의 위차가 변동된 일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에서 위패가
모래 옮겨졌으니 潛遷 원래대로 돌려봐야 한다 還奉 고 하였다. ‘潛遷’과 ‘還奉’이라는 용어의
(1763~1837)

(1741~1814)

(1737~1815,

의 딸)

36)

[

]

[

]

사용은 서애계와 학봉계의 갈등 양상을 잘 보여준다. 위패를 움직인 행위 자체를 ‘潛遷’으로
표현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또 ‘還奉’이라 하여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서애계의
생각이 잘 담겨 있다.37)

이상정을 ‘近世儒賢’으로 표현하였는데 다른 상소에서는 이상정과 그의 제자들
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이상정은 18세기 영남 학맥을 대표하던 학자로 학봉계열의 인물이었
다. 서애계는 퇴계의 학통이 ‘이황-김성일-이상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고, 이상정을 호계서
원에 추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던 듯하다. 이에 서애계에서는 이상
정의 추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류이좌의 상소로 보이는 화경당 소장의 다른 상소에 “十餘
年前贈參判臣李象靖之門生本孫輩, 輕發該院追拜之論.” 라는 서술이 보이는데, 이러한 기술은
이상정의 추향논의를 계기로 하여 위판이 옮겨졌다는 서애계의 생각을 드러낸다.
상소에서는

38)

丙子秋, 贈參判臣李象靖本孫門生若爾輩, 輕發李象靖追配該院之論, 故道內多士發文嚴斥,
而其發文中以
該院廟貌之後曠前窄, 元配位之不可遷動, 及文莊不開門之語爲辭矣.39)

潛遷之擧, 而査諭有命, 是非莫定, 一方多士之抑鬱, 轉益深矣. 伏乞更飭本道, 使之亟速行査, 變, 是何
等世道之憂. 依文廟坐次, 還奉潛遷之位焉, 臣無任云云.”
36) 권오영, ｢柳台佐의 생애와 학문성향｣, 동양학 7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9, 133~155쪽.
37)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 상소에서는 위패천동과 관련하여 ‘潛遷’, ‘還奉’으로 표현하고 있다.
38)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277~278쪽.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11>
39)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집(Ⅰ)-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2007, 379~380쪽.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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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애계는 이상정을 추향하게 되면 호계서원의 내부가 앞이 좁고 뒤가 넓어 後廣而前窄 배위
를 옮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배향 당시의 논의, 즉 정경세의 자문과 어긋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상정의 추증을 반대하였다. 또 학봉계의 이상정 추증 논의를 ‘輕發’로 표현하
여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류이좌는 상소에서 서원이 세워지고, 배향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위패가 옮겨진
일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류이좌는 먼저 정경세의 자문을 언급하여, 류성룡과 김성일
의 위차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웠다. 정경세가 자문에서 “좌차坐次는 단지 문묘文廟의
규식에만 의거해서 해야지, 어찌 다른 설說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내용을 언급하
여 자신들의 주장이 문묘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다. 배향 당시의 위차를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경세의 자문을 자신들 논의의 근거로 삼았다. 서애계는 정경세가
이황의 적통을 이은 인물로 정경세 자문에 권위를 부여하였다.
[

]

嶺南之以程朱尊仰者, 李文純〇也, 文純之後以道統尊居者, 鄭文莊〇〇也.40)
文純海東之朱子也, 文莊又是淵源嫡統之所尊慕, 而文純之位版無難移動, 文莊之正論.41)
국학의 추향은 조정에서도 엄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선정先正의 묘우廟宇는 그 일이 더욱 특
별한데 하물며 우리 서원의 원배元配 좌차坐次는 실제 문장공 정경세가 당시의 여러 선배들과
의논을 주고받아 결정하여 여러 서원들과 다른 것입니다. 문장공 문집의 ‘다만 문묘의 좌차를
따를 뿐 어찌 다른 설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외워 전하는 것
입니다.42)

이처럼 서애계의 상소에서는 정경세의 자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 서애계는 학봉계에서 제시한 근거를 논파하여 자파 주장의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학봉
계는 위차의 변동이 가능함을 정조대에 있었던 김인후金麟厚의 문묘 배향의 예를 근거로 제시
하였다. 1796년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면서 서쪽에 있던 이이 이하 3명의 신위를 동쪽으
로, 동쪽에 있던 성혼 이하 3명의 신위는 서쪽으로 옮겼다. 이때 시대의 선후에 따라 차례를
정하여 김인후의 신위를 이언적의 아래로 정하였다. 학봉계는 이 일을 근거로 하여 김성일
의 위패와 류성룡의 위패를 옮기는 일에 근거로 삼았다. 서애계에서 정경세의 ‘只依文廟坐次,
43)

44)

豈容他說者’는 자문을 근거로 위패를 옮기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학봉계에서는 김인후의 문

묘 배향시의 사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두 주장 모두 문묘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류이좌는 상소에서 자신들이 감영에 상소하고, 순조의 참배길(1817년 9월) 에 어가에 직
45)

40)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11>
41)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79>
42)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31> “國學追享, 朝禁截嚴, 先正廟宇事體尤別, 況此院元配坐次, 實是文莊公
臣鄭〇〇與一時諸先輩, 往復敦定, 別異於諸院者. 故文莊遺集中, 只依文廟坐次, 豈容他說之語, 國人
之所共傳誦也.”
43) <풍산류씨 화경당 상소 079> “彼乃援引文正公臣金麟厚陞廡時, 東西廡位版遷動之事.”
44) ｢정조실록｣ 20년 11월 6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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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상언하여 아뢴 일을 언급하면서 조정의 윤허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들
어줄 것을 청하였다. 이는 국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서술이다.
류이좌의 상소에는 병호시비와 관련하여 자파의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들이 병호시
비의 발단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들이 왜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류이좌 혼자만의 논의가 아니라
당시 병호시비의 당사자인 서애계 전체의 논의이다. 이 상소에 기록된 텍스트를 통해 당시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발표에서는 상소라는 텍스트를 통해 조선 후기 영남 남인의 분열 양상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이후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대가 미흡했던 영남의 남인세력들은 향촌의 공론을 결집
하여 다양한 상소를 제출하였다. 영남 남인들은 퇴계 사후 여러 계열로 분화되었고, 19세기
에 이르면 그 분열 양상은 극심해졌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병호시비屛虎是非이다. 병호시비는
안동의 병산서원屛山書院과 호계서원虎溪書院
廬江書院 을 출입하는 영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형성해 대립을 전개하여 그 시비를 따졌던 일인데, 영남 사림의 공론을 주
도했던 류성룡계와 김성일계의 정치·사회적 역학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퇴계학을 공통으로 계승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 경향을 보였던 서애계와 학봉계의 모
습이 잘 드러난다.
본 발표에서는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 상소를 통해 텍스트에 드러난 분열양상을 살펴보았
다. 여강서원의 사액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던 영남 남인들이 분열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상소라는 텍스트를 통해 드러냈다. 본문에서 살펴본 서애계의 상소에는 퇴
계학파가 서애계와 학봉계로 분열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류성룡과
김성일의 위패를 동시에 배향하기 위해 힘을 합쳤던 두 계열은 이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분열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는 조정에 올리는 상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
났다.
(원 여강서원

)

45) 순조는 1817년 9월 2일에 경릉, 명릉, 홍릉에 가서 제사 지냈다. 아마 이때 상언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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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고려한자음의 기원
-후두입성음의 기원 검토-

황국정(경상대)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

서영희(계명대)

頤齋 曺友仁의 筆禍의 경위와 筆禍 소재 가사 연구
-避禍와 필화 작품을 중심으로-

권현주(영남대)

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반자본주의적 특성 연구
류희식(경북대)
-｢태양의 아들｣을 중심으로-

고려한자음의 기원
-후두입성음의 기원 검토-

황국정(경상대)

문제제기
2. 후두입성음자의 자구 해독
3. 설내음의 확인 및 독법 재구
4. 고려시대 한자음의 재구
5. 고려시대 수사 재구
6. 고려한자음의 음운사
7. 한자음운체계 및 고려시대 한자음의 기원에 대한 재고찰
8. 결론
1.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고려방언 <계림유사>에 쓰여진 미해독 글자 몇 개의 음독 및 자구풀이를 함으
로써 고려방언 내 몇몇 어휘들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로써 당시의 음운사적 논의를 구체화시
켜 고려초 음운 목록 및 음운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고려한자음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려 방언에 존재하는 후두입성음의 존
재 확인, 그 음을 가진 한자의 쓰임, 그것의 자구풀이를 정확히 해내어 자료 안의 후두입성으
로 읽히는 몇몇 미해독 글자의 독법을 정확히 해 보려고 한다. 또, 당시의 고려 한자음의 정
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의 실제 발음 및 당시 음운 체계 내 설내입성음의 소리의 정확한 발음
을 재구해 보고자 한다.
설내입성음을 갖는 한자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설내음 및 후두입성음자의 연구결과가
확인된다. 그러나 독음법이 해결되지 않는 몇 글자가 있다.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어휘들은 기존의 독법으로 읽도록 한다.
(1) ㄱ. 五曰打戌 [siuət], [syə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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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六曰逸戌 [siuət], [syəʔ]

예 (1)의 ‘다’과 ‘여슷’은 음절말 ‘ㅅ’이 모두 [ʔ]나 혹은 [t̚]로 추정된 ‘戌’로 전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문(1968)은 예 (1)을 포함한 ｢鷄林類事｣내의 음절 말음이 설내입성자로 표기된
어휘의 경우, 그것의 음을 ‘*ㄹ(후설성 설측음)’로 재구하고 이 때의 ‘*ㄹ’가 ‘ㅅ(외파된 s)’로 변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기문(1968)에서는 ｢鷄林類事｣ 내에서 전사된 설내입성자를 모두 동일
한 독음법으로 읽겠지만, 이로 인한 음운사적인 문제들을 설명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
다. 위의 자구는 해독을 따라 읽으면 음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syəʔ]로 읽어내야 하나, 송대
개봉음의 한자음을 따라 독음해 내면 [syəs]로 읽어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 당시
치두 정치 사이의 구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ㅅ’는 설내 치두음에 가까운 발음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예 (2)는 당시의 설내 치두음으로 발음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어휘의 사례다.
(2) 匙曰戌(술)

예 (2)의 어휘 풀이를 참조하여 ‘술’의 음절말 자음을 읽어 개봉음을 따라 위의 글자를 독음
하면 당시 고려시대 표준 한자음으로 읽혀진다. 그것은 위의 몇몇 미해독 글자들을 읽어 내
려가면 소수의 미해독 몇 개의 글자들이 고려시대 표준한자음으로 독음됐음을 알 수 있다.
독음 방식 및 송 개봉음의 영향 관계로 미루어 보면, 계림유사의 일부 독음은 13세기 남송의
수도였던 항주 중심의 표준음, 지금의 중국 북경 관아음의 전신이 되는 현재 중국의 표준음
에 따라 읽힌다. 이 한자음은 황견이 편찬한 고문진보 내의 표준한자음으로 읽힌 것이기도
하다.
계림유사 내에서 수사 이외의 어휘 가운데 설내음 부류에 속하는 소리를 가진 것을 음으로
가진 어휘의 글자는 녀다([連音打])가 대표적으로, 이 어휘의 독법을 포함한 다른 어휘의 독
음법 및 당시의 음운 체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후두입성음자의 자구 해독

이 논의를 토대로 계림유사 고려방언 내의 몇 개의 미해결된 글자의 독음 및 자구 풀이가
불분명한 어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계림유사 내 음절 말음 ‘ㅎ’ 종성 체언과 관련
된 독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어휘는 음절말에 ‘ㅂ’을 가진 어휘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은 그것의 말음표기로 쓰인
‘戌’이 음절 말음의 ‘ㅂ’ 및 ‘ㅎ’음 표기에 쓰인 글자로, 이 한자음의 독음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듯이 말음에 후두입성음으로 읽힌다.
말음의 ‘ㅂ’과 ‘ㅎ’은 서로 공통된 음으로 혼용되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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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草曰戌(숩/숳)

｢계림유사(鷄林類事)｣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음절말에 ‘ㅎ’자를 표기하는 데 한
자 ‘戌’이 쓰이고, 이것은 음절말에 ‘ㄹ’을 가지는 음표기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례 (4)가 이를 보여 준다.
1)

(4) ㄱ. 珠曰區戌(구슬)
ㄴ. 匙曰戌(술), 茶匙曰茶戌(차술)

위의 사례 (4)는 ‘구슬’, ‘술’, ‘차술’ 등의 명사에서 ‘戌’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문헌 안에
서는 일반적으로 음절말에 ‘ㅂ’을 가진 어휘의 경우, 다음의 구절에서 보듯이 ‘[眉曰嫩涉(눈
섭), 七曰一急(닐굽), 八曰逸荅(여듧), 傘曰聚笠(슈룹), 絹曰及(깁), 深曰及欣(깁흔), 口曰邑(입)]’
의 실현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입성음으로 소리나는 순음자로 말음절 표기자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鷄林類事｣ 안에서는 음절말에 ‘ㅂ’ 글자를 가진 소리의 독음자가 일관되게
‘ㅂ’ 소리를 가진 입성자로 전사되었다. 따라서, 음절말에서 실현된 ‘ㅂ’ 소리를 듣고 소리 ‘ㄷ’
에 가까운 글자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전사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이것의 독법은 다르게 읽히는 경우도 있다. 고려 초 당시 말음자 ‘ㄱ’은 말음 ‘ㅂ’과
도 혼용되어 표기되었는데 예 ‘(鼓曰濮)[(붚)]’의 경우, 어휘 ‘붚’의 음절말 ‘ㅍ(ㅂ)’은 한자 ‘濮’의
‘ㄱ’을 입성자로 가지는 한자 표기로 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붚’이라는 어휘를 ‘북’에 가까운 음으로 듣고 전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말음을 ‘ㅂ’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데 쓰인 글자가 분명
히 존재한 데서 알 수 있다. 둘째, ‘붚’과 ‘북’이 유사한 음으로 읽혔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붚’은 근대 국어 문헌에서 ‘북’ <譯語類解>의 ‘북’의 형태로 확인되
는데, 이 경우 ‘붚>북’ 일종의 이화 현상으로 본다면 말음절 위치에서 ‘ㅂ’과 ‘ㄱ’을 유사한 동
질음으로 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근대국어 문헌에서 ‘북’이라는 형태
는 ‘붚’에서 음성적 유사성으로 인해 어휘의 형태가 일종의 변형을 거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 시대에는 하나의 형태로 실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이 두 어형의 다른 어형은 당시의 전사자가 실제 어휘의 소리를 바로 듣고 적은 경우,
혹은 어떤 문헌에서 이 어휘의 원형 ‘붚’을 본 뒤, 후에 이 어휘의 소리를 듣고 적었을 가능성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두 어형이 다른 말음 글자로 표기되더라도 유사한 소리로
듣고 비슷한 소리로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두 어휘 ‘붚’과 ‘북’이 공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 초 계림유사에서 ‘ㅎ’는 음절말 [l(후설성 설측음)]과 동일한 조음으로 실현되며, 이 때
같은 마찰의 성질로 실현되는 ‘ㅅ[외파음]’과 혼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다
1) ‘戌’이 어두에서 전사된 ‘二十曰戌沒(스믈ㅎ), 沙羅曰戌羅敖耶(소라)’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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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앞의 원리대로 앞선 ‘戌’ 한자의 경우 ‘다’, ‘여슷’이라는 어휘 안의 음절 말음 ‘ㅅ’의 후두
내파음을 전사한 것이 아니라, ‘*다/ *여슿’을 전사한 것으로 보았듯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
되어 음절 말음에서 두 소리 ‘ㅅ’ 음과 ‘ㅎ’ 음을 혼동하여 쓴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동일음을
표기한 다른 한자들이 같은 어휘의 말음절 표기에 선택된 것은 전사자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음성적 유사성이 있는 음들의 실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 어휘의
말음이 다른 한자로 표기되는 관습은 당시의 문헌 전사자들의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본다. 즉, 고려시대 문헌의 편찬 당시 두 어휘 ‘*다, *여슿’ 부류의
말음절 표기의 글자와 ‘다
’, ‘여슷’ 부류의 말음절 표기의 글자가 같게 쓰인 것이다.
3. 설내음의 확인 및 독법 재구

이 장은 설내음 중에서 설내후두입성음의 기원 형태를 재구하여, 우리말 음절말 발음에 대
한 표기자 및 음독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아래의 예 (5)는 이
러한 논의를 위해 필요한 계림유사와 향가의 자료 예로, 균여향가 속에서 음독자의 독음법으
로 사용하여 그 글자의 한자음 사용에 대한 훈독을 버리고 음독을 취한 독법과 매우 다르다.
(5) 五曰打戌, 六曰逸戌

당시의 고려 방언 가운데 개경 방언음에 영향을 준 송나라 개봉음의 독음을 따라 위의 문
헌의 자구 풀이를 하였다. 15세기의 수사 ‘다’과 ‘여슷’의 기원형을 ‘다, 여슿’으로 본 것은
양주동(1965)에서 비롯되었다. 양주동(1965)에서는 수사 ‘다시, 여스시’는 원래 ‘*다히, *여
스히’였는데 발음의 편의상 ‘ㅎ>ㅅ’으로 轉했다고 하면서, 15세기의 ‘다’과 ‘여슷’의 음절말
‘ㅅ’의 기원적인 형태를 ‘ㅎ’으로 보았다. 이는 ‘
나히, 둘히, 세히, 네히, 열흔’과 같이 다른 수
사들의 형태를 통해 이들이 원래 같은 형태였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해석한 것으로, ‘三,
四’가 주격 어미와 결합하면 ‘세히, 네히’로 ‘ㅎ’이 실현되는 것처럼 15세기의 ‘다’과 ‘여슷’도
곡용 시에는 ‘다히, 여스히’로 실현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양주동(1965)의 이러한 해석
은 음절말 ‘ㅅ’이 ‘ㅎ’으로 변할 수 있는 언어 내적 원인을 음운 체계 내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다’ 과 ‘*여슿’이 문증되는 예가 없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다만, 음절말 ‘ㅎ’에 대한 음운론적 논의 가운데, 이 소리를 가진 어휘들의 음절말 ‘ㅎ’이 [s]
음으로부터 분화되었기 때문에 복합어 형성시 유기음으로 실현됐다는 논의가 있다. 또, 음절
말에 ‘ㅂ’을 가진 어휘, 특히 수사 중에서 ‘여듧, 아홉’의 경우는 다른 수사들의 음절말 자음의
실현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본고는 순적 자질을 가진 양순음 계열 중의 평음
‘ㅂ’의 기원형을 ‘ㅎ’에 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鷄林類事｣에는 ‘九曰鴉好’ 라는 표기가 있다. ‘好’는 [hau]/ [xau]의 독법을 가진다. 전사된
표기의 독음에 대해 추론해 보기로 하겠다. 전사자가 듣기는 ‘홉’이라고 들었는데 국어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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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말 발음을 무시하고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姜信沆 1991:39) 그러나,｢鷄林類
事｣에서 음절말 위치에서 ‘ㅂ’ 표기는 ‘ㅂ’ 입성음자로 일관되게 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표기는 ‘*아호’의 전사로 보아야 한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아호’의 2번째 음절 모음 ‘오’ 의 영향으로 동일한 [+순적 자질]을 가진 ‘ㅂ’을 전사하지 못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아홓’를 듣고 받침의 ‘ㅎ’을 듣지 못한 ‘아호’를 전사했
을 가능성이다. 이 때, ‘아홓’에 대한 ‘아홉’의 실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홓’과 ‘아홉’의 존
재를 확인하게 된다. 물론 기원적으로 ‘아홉’의 경우 음절말 ‘ㅎ>ㅂ’을 고려하여 ‘*아홓>아홉’
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음절말 위치의 ‘ㅂ’ 소리와 ‘ㅎ’ 소리가 어떤 음성학적
관련을 가질 수 있느냐인데, 앞서 ‘숩’과 ‘숳’의 표기에서 음절말 ‘ㅂ’와 ‘ㅎ’의 혼용 표기를 통
해서도 보았듯이 모두 말음절의 모음이 원순성을 가진 ‘오/우’ 모음 뒤에서 가능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순적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음절말 ‘ㅂ’과 ‘ㅎ’의 소리는 유사한 음으로 소
리가 날 수 있거나 기원적으로 음성학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소리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
따.
이처럼, 계림유사의 일반적인 독음 방법은 아래의 ‘녀다’와 같은 동사의 독음법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 황주 방언 한자음의 독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어휘 및 기타 ‘打’ 글
자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부류의 어휘에도 이 독음법이 적용된다. 그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3)

(6) 走曰連音打

위의 예 (6)에서 [打]자를 가진 어휘는 동사 외에도 명사의 독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황주 방언 한자음이 신라로부터 계승되어 온 수나라 절운 계열의 고려 한자음계열 중 하나
로, 이 글자의 독음법으로 한자를 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실은 계림유사 내 설내입
성자 부류의 독음의 실제 발음은 황주발음상 불파음에 가까운 후두파열음일 가능성이 크다
고 본다.
다음으로, 당시의 설내입성음이 후두내파음과 마찰음의 외파음[s] 두 가지 독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승재(1995)는 위의 예 (6)에 대해 강신항(1980)의 논
의를 부인하고 자신만의 독음 방식 및 기존의 독법을 주장하면서, (6)의 ‘連音打’를 ‘다’를
전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그가 논의한 설명을 따라가 보면 ‘走曰連音打’에 대한 기존의 견
해를 잠시 살펴보면 前間(1925)에서는 ‘連音打’ 어휘를 ‘打連音’ 글자의 誤記로 보고 ‘’으
로 읽었는데, 강신항(1991)은 ‘년다’로, 진태하(1993)은 ‘다’로 읽었다. 이들 독법에 대한 이승
재(1995)의 비판과 그에 대한 논증 방법이 있다. 이승재(1995)를 따라 논의를 전개시키다 보
4)

2) 七曰一急(닐굽)/ 傘曰聚笠(슈룹)/ 深曰及欣(깁흔)/ 合子曰合(합)/ 尾曰嫩涉(눈섭)/ 絹曰及(깁)/ 有客曰
孫集移室(손 집이실)/ 口曰邑(입) 이 그것이다. 강신항(1980:11)에서는 鼓曰濮의 ‘濮’을 중세의 ‘붚’과
연관시켰으나, ‘북’에 대한 것으로 본다.
3) 허웅(1960:271)에서도 ‘*아호>아홉’을 가정했는데 그는 ‘닐굽, 여듧’의 말음 ‘ㅂ’의 유추에 말미암은
것으로 해석했다.
4) 또한, 이러한 독음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자료로 대명률직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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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의 발음은 당시에 외파된 ‘ㅅ’를 가진 음절문자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ㅅ’의 독음
및 당시의 해독 방식은 ‘ㅅ’을 외파음으로 읽어야 문맥에 적절하게 독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승재(1995)의 어휘의 독음법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
고자 한다. 첫째, 이승재(1995)는 ｢鷄林類事｣의 전사자가 ‘音’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문
헌 전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 문헌에서 ‘音’은 ｢鷄林類事｣ 내에서는 비음의 음절 문자로 전
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7)을 보기로 한다.
(7) 雞曰喙音達(), 升曰力音堆, 笠曰蓋音渴, 梳曰苾音必

예 (7)의 ‘音’은 모두 해당 어휘의 두 번째 음절 표기에 쓰였다. 예를 들면 ‘笠’은 ‘蓋’를 훈차
한 독음자로, 그것의 실제 독음은 부정확하다. 그것은 이 글자에 후행하는 ‘渴’을 음차한 것인
지, 훈차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글자의 정확한 한자음 독법은 정확하지 않다. 위의 네 어
휘에 쓰인 석독자로 보이는 첫 번째 음절자에 후행하는 ‘音’의 독법과 그것의 정확한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위의 예에서도 정확한 독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7)의
‘音’이 훈차자 음절 어간의 ‘音’으로 볼 수 없는 것은 ｢鷄林類事｣ 전체 문헌 가운데 ‘音’이 종
결어미 ‘-다’ 앞에 실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鷄林類事｣ 자료 안의 어휘 가운데 종결어미 ‘-다’를 표기한 형태가 별도의 글자를 갖
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원인에 의한 설명으로 이승욱(1973)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문
헌 안에서 아래의 표기 중 동사 및 형용사의 종결어미 ‘-다’는 모두 생략되어 표기된다고 알
려져 있다.
(8) 雪下曰嫩耻(눈 디-), 暮曰占捺(져믈-), 煖酒曰蘇孛打里(수 다리-), 凡安
排皆曰打里(다리-), 染曰沒涕里(믈 드리), 讀書曰乞鋪(글 보-)

위의 (8)의 예의 경우 문장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예들에서, 종결어미 ‘-다’를 전사한 표기
가 나타나지 않는데, ‘連音打’의 ‘打’ 글자만 당시의 종결어미를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
제가 있다. 그러므로 강신항(1980)에서 ‘년다’로 본 것이나 이승재(1995)에서 ‘*음스다’의 표기
를 ‘다’로 본 것은 당시 고려방언 ｢鷄林類事｣의 전반적인 표기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
일 수 있다. 오히려 용언의 어간만을 전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鷄林類事｣ 전반적인 전사
표기 체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 글자만을 위해 종결어미 표
기자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음절말 ’ㅅ‘의 음가에는 외파된 ‘ㅅ’([s])가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자료상 나타나는 ‘ㅅ’의 실제 발음은 외파음이었을
지 몰라도, 당시 이미 불파음으로 변한 어휘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두 발음의 어휘 실
현이 공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발음의 변화로 인해 당시 고려말 음운 체계 안에 두 개의 ‘ㅅ’ 발음이 존재함으로써,
설내입성음에 의한 경음화 현상이 있는 어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고 평음의 현상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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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도 문헌상 확인된다. 그리고, 순음과 치음의 부류 안에서 평음과 경
음 계열의 분화가 일어나는데, 당시 이미 치두, 정치음 계열의 된소리화 되기 현상이 일어나
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음소 재설정과 관련된 어휘의 증가는 당시 고려말 한
자 어휘의 증가를 고려사를 비롯한 일부 어휘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고려시대 한자음의 재구

고려 시대 내에서 당시 설내입성자로 독음해 낼 수 있는 독법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기문
(1968)을 살펴보면, 중세국어의 ‘다’과 ‘여슷’이 고대국어에 ‘*다’과 ‘*여슬’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파성 ‘ㅅ’[s]로 실현되었던 어간 내부의 음절말 ‘ㅅ’의 일부는 ‘*ㄹ(설측성 전
설음)’ 에서 변한 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음운사에서 음절말 ‘ㄹ’ 음이 ‘ㅅ’로 변하는 음운 변화
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음성학적으로 ‘l>s’의 음운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울지 의심스럽다.
‘l’과 [t̚]의 음성적 유사성은 설명될 수도 있으나, ‘l’과 [s]의 조음 과정의 이질성은 증명되기 힘
들다. 그러므로 이기문(1968)에서처럼 ‘打戌, 逸戌’을 ‘다, 여슬’로 읽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述’이라는 글자를 가진 어휘의 음절말음에 ‘ㅎ’ 자를 가진 어휘의 소리가 ‘마찰성 자
질’을 가진 어휘의 글자로 표기되었다면 음절 구조상 말음의 위치에서 실현되는 ‘ㅎ’은 ‘ㅅ[외
파성자질]’로의 음 변화를 가진다. 따라서, 어휘 안에 ‘戌’을 포함한 글자의 음절말의 소리는
‘[ʔ]’가 아니라 동일 위치 조음을 가지는 마찰성 자질의 ‘ㅎ[h]’임을 알 수 있다. 중세의 ‘숳(林)’
이 ‘戌’로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신항(1991:47)에서는 ‘戌’을 ‘숲’에 대한 어휘의 대표
표기로 보았다. ‘戌’은 [siuət] 과 [syəʔ] 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戌’을 ‘숲’의 표기로 볼 경우, 이
어휘의 종성 ‘ㅂ’의 음가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설내입성음에 가까운 소리로 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그런데, 강신항(1980)에 의하면 ｢鷄林類事｣에서 음절말 ‘ㅂ’에 대한 전사는 대체
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ㅂ’을 듣고 ‘ㄷ’에 가까운 글자로 전사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므
로 ‘숩’이 아니라 ‘숳’을 듣고 전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과 (2)의 글자 ‘戌’도 ‘다
’, ‘여슷’이라는 어휘의 말음 ‘ㅅ’을 전사한 것이 아니라, ‘*다/ *여슿’을 전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선행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 안에서 다음의 사례 ‘花曰骨’의 경우, 훈독자로 보이는 ‘骨’도 [kuəʔ]으로 읽
히는데, ‘戌’과 마찬가지로 설내입성자로 전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 (4)의 ‘戌’ 자를
5)

6)

7)

8)

9)

5) 당시 송대 개봉음이 어떠했고, 결정적으로 손목이 어떤 음운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확인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당시 음운추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것을 따르냐에 따라
서 본 논의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의 음운체계를 정확히 재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여
기서는 강신항(1980)을 참조함.
6) 叢林 모다 난 수히오(月印釋譜 10:69)
7) 草曰戌
8) 平山久雄敎授의 推定音인데 강신항(1980:37)에서는 이 음을 따르고 있다.
9) 강신항(1980)에서는 周祖謨(1943)의 “宋代汴洛語音考”｢輔仁學誌｣12-1‧2合期)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周祖謨(1943)은 직접 보지 못했고 전사음만을 강신항(1980)에서 재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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숳 으로 읽은 것은 ‘骨’의 당시 고려 방언음이 [kuəʔ]이므로 ‘곻’로 독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花’라는 한자는 신라 향가에서 주로 다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훈독자에 사용된
글자로, 예 (9)의 예문에서 문장의 구성 안에 대격 어미 ‘肹’을 취하는데, 신라 향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대격 조사 ‘-肹’이 ㅎ말음 체언과 결합하여 실현
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실은 ｢계림유사｣의 ‘骨’이 ‘*곧’, ‘골’, ‘*곳’이 아니라 ‘*곻’
일 가능성이 큼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 ’

10)

(9)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 ‘*고흘’

위의 문장의 해석을 통해 보면, 기존의 향가 해독가들은 ‘花肹’에 대해 ‘곶흘’ (金完鎭, 梁
柱東, 池憲英, 金俊榮의 해독 참조), ‘곶’(小蒼進平), ‘곶’(金善琪), ‘고’(徐在克) 등으로 읽혔
음을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해독 가운데 ‘고흘’의 독법이 가장 타당한 구절풀이가 아닐
까 추정해 본다. 양주동의 논의에서 말한 독법의 타당성을 논증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향가의 독법 및 자구 풀이에 대한 재해석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면 향가의 자구 풀이 시 특이한 어휘에
결합하는 문법형태소의 실현은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5. 고려시대 수사 재구

이 문헌 내에는 여러 어휘의 수사의 실현이 있다. 중세국어에서 실현된 ‘다, 여슷’이라는
어휘로, 이 어휘들의 이형태로, ‘대’, ‘예’라는 어휘가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두 어휘의 음절 말
음의 ‘ㅅ’이 외파음으로 발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아래에 그 사례를 든다.
(10) ㄱ. 그듸 보디 아니다 黃鵠이 대 자만 아 킈예 놉더니 (君不見黃
鵠高於五尺童) <杜詩諺解 初 17:18>
ㄴ. 하히 英靈 예 잣 모 내시니 (天産英靈六尺軀시니) <金剛般若
波羅密經三家解 4:14>

위의 예 (10ㄱ)에서 수사 ‘다
’과 ‘대’의 관계를 이형태 관계로 처리하면, ‘대’와 ‘다’의 형태
적 관련성에 주목하게 되고, 15세기 국어에서 공시적으로 ‘대’가 실현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먼저, 두 어휘의 형태 실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의 경우, 그 어휘가 문장 안에서 실현되
는 양상을 보면, ‘대’의 모음 발음이 ‘애’이며, ‘대’의 경우, ‘다’의 두번째 음절의 ‘
’의 ‘ㆍ’음이
탈락하면서 음절이 줄어들고 말음의 ‘ㅅ’이 탈락하여 ‘닷’이 형성된 후, 수관형사 ‘닷’으로 실현되
는 어형을 보이기도 하고, 음운 변동에 의한 ‘대’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추
10) 吾肹不喩慚肹伊賜等 : *낳, 此肹喰惡攴治良羅 : *잏,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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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다’ 의 문헌 내에서의 실제 발음이 ‘다
’에 가까울 것이고, 결론적
*
*
으로 ‘ 다’ 은 ‘ 다
’과 함께 동일한 발음의 표현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음절말 위
치에서 ‘ㅎ’ 발음은 ‘ㅅ’의 외파음의 소리와 마찰성을 공유하므로 비슷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ㅎ’ 역시 음절 말 위치에서 탈락하여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하여 실현된 어휘 ‘*’ 류의 수사는 음운론적으로 ‘ㅅ[외파음]’ 소리를 가지게
되고, 이 ‘ㅅ’ 음은 당시에 외파성([released])과 동시에 마찰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여슷’이 공시적으로 ‘예’로 실현되는 예를 위의 (10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
는데, 이 경우, ‘대’의 어형 변화와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된다. 두 소리는 음성학적으로 모음의 개
구도가 작을수록 명료성이 떨어지며, 특히 모음 ‘이’나 ‘우’에 후행하는 ‘ㅎ[마찰성자질]’ 음은 바
뀌어도 거의 들리지 않는 음성학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음성적 특성을 공유하는 두 음
‘ㅅ’와 ‘ㅎ’의 두 글자의 소리가 일정한 음운론적 환경이 충족될 경우, 모음 ‘이’나 ‘우’ 소리로 변
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두 수사의 이형태 ‘대’, ‘예’의 형태의 도출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형태의 어형성 과정을 통해 계림유사 안의 동일 음을
표기하던 문자가 다른 한자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고려한자음의 음운사

고려 초기의 황주 지역 방언 한자음 내 자체적으로 변한 음 중의 하나로, 치음계열에서도
치두음, 정치음의 변화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설음 계열의 변화가 치두음 계열의 변화보다
훨씬 크다. 그 중 대표적인 변화가 후두입성자들의 후두파열음화 현상이다. 이러한 음운 변
화 속에서 후두입성음자의 설내 후두파열음화 현상을 겪은 대표적인 음독자가 ‘叱’이며, 이
후두입성음(파열음)은 당시 음운 체계 속에서 내파음의 부류 속에 들어가면서도 마찰음 속
외파음의 분류 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현상이 문증되는 사례가 음독 구결의 일부 권수에
들어가 있는 능엄경의 어휘 예로 여기서는 별도로 들지 않는다. 또, 당시의 음운 체계 내부에
음독자 가운데 ‘叱’이 내파음 안으로 분류되며 음독 글자 중에서도 설음 가운데 설두음과 설
상음이 분화되는 음운변화를 겪는다.
고려 말 치음 계열 내부적으로 치두 정치음의 구분을 가져왔고, 설음 계열 내부의 구분을
없애며 치두음 계열의 된소리를 일으켰으며, 정치음 계열 안에 경음 및 유기음의 발달을 가
져왔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문자 창제를 계획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음의 체계를 그대
로 이어받아 우리말 고유어 및 한자어 내 음운체계를 고려하는 등 당시의 음소 목록을 재정
리함으로써 우리말 음운의 전반적인 재정리 및 수립을 이루었다. 또한, 이러한 음소 체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조선의 새 문자 제정에 힘을 쏟았다. 당시의 고려 구결현토에서 필요한 한
자음의 개정은 조선 초기 새문자 제정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동안 황주 방언 한자음의 영향을 받아 정리된 고려말 한자
음은 그것의 영향을 여말 선초 음독 구결의 독음법에 영향을 주어, 이 자료에 표기한 능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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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결자의 독법 역시 이 한자음의 독음대로 읽혀지며, 이를 통해 음독 구결 안의 구결에서
도 고려말의 한자음의 재정리가 확인된다. 또, 고려 말 조정에서 의도한 당시 광운 계열의 한
자음 정리로 이루어진 향약구급방 및 대명률직해의 한자독음법의 정착, 그로 인한 후학들이
양성은 당시 고전 산문 문학 및 한문학, 어문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당시의
한학은 부흥기에 접어들어 이에 힘입어 한자 음운학 및 한문학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고려로부터 내려온 한자의 정리를 위해 고려 구결한자음의 도입은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
였고, 조선의 명나라 북경관아음의 정착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운서의 개편, 그리고 조
선시대 새문자 제정을 위해 필요한 시도였다. 당시의 운서 및 음운 재정리, 또한 훈민정음 해
례의 편찬은 지식인들의 한문 실력을 높여 주었다.
11)

7. 한자음운체계 및 고려시대 한자음의 기원에 대한 재고찰

고려 시대의 표준한자음은 송의 표준 개봉음의 영향을 받은 고려 지역 황주방언음으로 당
시의 균여 향가 및 고려가요(속요), 소위 한자음의 계통을 잇는 동시대의 다른 문헌 간행에도
표준음을 정착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려시대 어휘집인 향약구급방을 비롯
하여, 당시의 고려 한자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문헌자료에서 검토되며, 문헌
의 성격상 불가의 대선각자들을 고려한 축자적 독법으로 읽힌다. 다만, 다른 문헌에서는 이
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가의 자료를 읽는 독법과 유경을 읽는 독법이 다른 데서 연유
한다.
계림유사 내의 한자음은 중국 수나라 절운, 당운 계열의 한자음이 고려로 유입된 후, 이것
이 고려말까지 이어지다가 조선 초기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정착하기까지 우리나라 한자음
정리 및 음운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고
려한자음의 정통성이 확인되면서 신라 절운계 한자음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정통 한자
음의 독법이 고려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고려 말의 한자음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자음운체계를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지역별 한자음은 개경부의 표준 한자음으로 실현되는 개경한자음, 황주지역 한자
음으로 구분되는데, 개경지역의 한자음은 당시의 표준음으로 계림유사 전반적인 자구해독에
반영된 것이며, 고려 초기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고려시대 몇몇 한문서적, 어휘문집류에
들어있는 한자류들의 독음방식과 계림유사 일부 자구 해독에 쓰인 한자음은 당시 고려 방언
중 하나인 황주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것의 독법 및 자구 해독시 필요한 한자음독 방
법은 음훈차를 훈차 시에 쓴 한자음 독법이다. 이로 인해 계림유사는 고려 개경부 근처 황주
방언의 한자음을 반영하게 됐는데, 이 독음 방식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계승하여 우리말의 한
자음 계보를 잇게 한 독자적 독음식으로, 이를 통해 그것의 수용 과정이 자국 내 수나라 한자
11) 이를 통해 언어학의 토대가 되는 한문 문학, 산문 가요, 고려 노래의 독음 및 당시의 고전문학의 전성

기를 열어 주었다. 길재, 권근 등 한문 정리 및 한자음 정착을 위해 힘썼던 이들의 노력으로 당시의 고
려 한자음이 조선초에 정착되기까지 우리말과 글의 발전의 부흥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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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도입 뒤, 신라 절운 계열의 독음 방식을 채택한 뒤, 이후의 신라 설총을 비롯한 당시의 유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어 신라한자음으로 정착한 것이 고려 시대 문헌 자료 독법으로 정착하
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신라의 유학자 및 고려의 고승들이 당시의 문헌 간행 시 한
자음 독법을 참조하여야 할 경우 신라 절운계 한자음으로 추정되는 고려 황주음을 바탕으로
한 고려한자음을 정통한자음으로 규정하여, 고려 한자음은 신라 절운 계열의 한자음인 동시
에 당시의 우리말을 기록한 각종 구결 및 고려 가요의 독법으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한자음의 역사는 고려 이후 한자음의 정리를 이루었고, 고려로 이어오며 절운계 한자음
이 황주 방언 한자음에 영향을 주어, 이것의 정통한자음의 독법은 고려말까지 이어져 한자음
의 계보를 잇는 동시에 고려 말엽에 이르러서야 고려한자음이 정착되어, 이 음이 조선조로
넘어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정리되었다. 계림유사 내의 한자음이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일
관된 독법을 유지해 오다가, 조선 초에 편찬된 <조선관역어>에 이르러서는 사뭇 다른 양상
의 독음법을 보이게 된다. 전자의 문헌은 절운 계열의 독음법대로 읽히다가 적혀 내려온 경
우이며, 후자의 자료는 조선 초기 사역관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전자 표기 혹은 전사식대로 적
어 놓은 문헌으로, 당시의 조선한자음을 적어서 기록으로 남긴 한자운서다. 이처럼, 두 자료
의 독음 방식은 중국 수나라 절운 계열의 한자음이 적용되어 읽힌 문헌이나 계림유사는 개경
방언을 중심으로 한 고려한자음의 독법이 적용되고, 조선관역어는 황주의 한자음이 적용된
독음법으로 읽힌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두 자료의 이질성으로 인해 당시의 대부분의 독음
방식이 그 당시의 한자음 체계 내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동일한 음이지만 같은 글자의 다른
독법이 한 자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른 음이라도 한 어휘
안의 형태 전사에 사용되어 독음되기도 하여, 이러한 관습으로 인한 한자 독음 체계는 동시
대 의 문헌 자료 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려 한자음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
다.
이 문헌자료는 고려 시대에 최초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 어휘사에 남는 고려 방언집 중의
하나로, 당시의 고려시대 어휘를 정리하며 음운사의 획기적인 음소 변화와 음운체계 내적 변
화와 함께 한자음의 정리를 이룬 언어학 문집류로, 이 자료의 간행으로 고려 역사에 언어학
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 자료에서 읽힌 한자음의 독음 방식이 고려의 표준한자음과 개성부의
한 지역 방언인 황주한자음으로 읽혀, 이러한 독법의 역사는 고려 시대 전체에 이어져, 고려
한자음의 계보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음운사적 가치를 가진
다. 무엇보다, 신라 계통의 한자음이 고려로 이어질 수 있게 했으며 우리말의 음운 체계를 재
정리하였다.
당시 송나라의 개봉음을 추정하여 계림유사 내 미해독자들을 읽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
이 추정된다. 일부 자구에 따라 읽힌 경우와 황주, 개경 일대의 한자음을 따라 문맥을 고려한
독음을 따라 읽힌 경우로 구분되어 읽혔기 때문이다. 특히 계림유사 각 항목도 천문, 지리 등
등의 부문별로 어휘가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한자음운서에서 천문문, 시령문 등등으로 큰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간의 항목을 대비시키기 어렵다. 일부는 명사, 동
사 및 형용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독음이 일대일로 대응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음의
상호 대응이 일치되는 종류들을 골라서 시류에 맞게 한자음을 적용시키는 등 어휘들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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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어휘상의 불일치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본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역관들 사이에 어떤 불명
확한 독음에 대한 그들만의 전통적 관습에 따른 독법의 적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또, 당시의 황주 지역 방언음의 경우 이 사례들의 실례가 적용된 경우가 있다. 당시의
고려한자음을 반영한 계림유사의 한자 해독 및 독음방식은 이 몇 구절의 자구 풀이만으로 논
증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려 한자음으로 읽었다고 추정되는 균여향가, 고려 음독 구결 몇
자료는 당시 수당 절운, 당운 계열의 한자음을 적용하여 읽는 것이 옳다. 다만 이것이 적용되
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서다.
고려 말 자료 안 음운 체계의 변화 및 음소 목록의 증가를 겪게 되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음소 체계의 변화는 설두음 내부에서의 변화, 치두음의 변화가 언어 현상을 일으켰다.
또, 고려말 치두 정치음의 구분을 가져왔다. 치두음 계열의 된소리를 일으켰으며, 정치음 계
열 안에 경음,유기음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신문자 창제를 계획하고 제작
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음운 체계 내적 변화를 적용 받아 이를 통한 음운 체계 내 음소 목
록의 증가 및 음소 재배열 현상을 가져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고려말 구결현토 시
필요한 한자음의 개정은 조선초기 새문자 제정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8. 결론

후두 내 입성음으로 읽힐 수 있는 음독자 ‘叱’의 독법은 고려 초 문헌으로 추정되는 <계림
유사> 전사 시기 당시 후두내파음으로 추정되며, 이 음은 당시 음운 체계 속에서 내파음의
부류 속에 들어가면서도 외파음의 분류 속으로 포함된다. 또, 당시의 음운 체계 내부에 훈독
자 중에서 ‘有叱’의 ‘叱’이 파열음 속에 분류되며 음독 글자 중에서도 설두음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음의 자료상 반영 양상은 당시의 대표적인 문헌인 구결 가운데, 고려 중후반부터 발
견되는 음독 구결 자료 안에서 확인된다. 이는 고려말 후두설내입성음의 후두내파음화, 그로
인한 어두 초성의 된소리화 현상을 겪게 되어, 당시의 음운 체계 내의 변화를 가져와 음소
설정 및 음운 체계 내 음소 목록이 달라지는 내적 체계의 변화를 겪게 한다. 고려 초 음운사
적으로 중요한 음절말 설내 입성음의 독음법, 당시의 음운 체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음운 목
록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폈다.
요컨대, 고려 초 간행된 <고려방언 <계림유사>>의 한자음 독법을 통해 당시의 한자음의
계보를 밝히고, 이 문헌 안에 쓰여진 몇 자구의 음독 및 자구풀이를 함으로써 고려방언 내
몇몇 어휘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고려 초 음소 목록 및 음운 체계 변화에 대
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 문헌의 국어사적 가치는 문헌 안에서 후두입성음자로 읽힐 수 있
는 몇몇 자구를 해독 및 독법해 봄으로써 당시 고려 방언 한자음으로 추정되는 황주 방언 한
자음으로 읽어낼 가능성에 대해 재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 한자음의 계보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려한자음의 기원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의의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절운 계열의 한자 독법이 신라로 유입된 이후 이로 인해 향가의
독음법이 정해지고, 이것으로 고려의 방언을 중심으로 형성된 표준 한자음, 개경부의 한 지
- 68 -

역 황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방언의 한자음이 본 연구의 대상 문헌인 계림유사 고려방언
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음을 논의하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의 편찬 이후, 고려가요(속
요) 간행을 비롯한 각종 문헌 편찬에서 한자음의 독법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려 시대 표준한자음의 정통성 및 그것의 영향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한자음
및 고려시대 음운 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이 한자음으로 계림유사를 비롯하
여 소수의 음독구결, 능엄경 자료의 독음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한자음은
당나라 광운 계열과 다른 것으로, 이 독음법은 조선 초기부터 근대 말 고종의 언문개혁 발령
전까지 지켜진 조선의 한자독음법으로 규정된다. 후두설내 입성음의 파열음화, 내파음화, 어
두 초성의 된소리화 현상이 음운 체계 내의 변화를 가져와 음운 체계 내 음소 목록이 변화하
는 음운 내적 체계의 변화를 겪게 한다.
이 논의를 통하여, 고려시대 문헌으로 알려진 고려방언 <계림유사>의 한자음 독법을 통
해 당시의 한자음의 계보를 밝히고, 이 문헌 자료 안에 쓰여진 몇몇 미해독 글자의 음독 및
자구풀이를 함으로써 고려방언 내 몇몇 어휘들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로써 당시의 음운사적
논의를 구체화시켜 고려초 음운 목록 및 음운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문헌의 국어사적
가치는 계림유사 문헌 안의 몇몇 미해독글자들을 당시 고려 방언 한자음으로 추정되는 황주
방언 한자음으로 읽어내어 독법을 가능케 했으며, 이를 통해 고려 한자음의 계보를 다시 되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수나라 절운 계열의 독법이 신라로 유입된 이후 향가의 독음법으로 읽히
고, 이것이 고려 개경을 중심으로 한 한자음 및 당시의 개경부의 한 지역음인 황주 방언 한자
음으로 정착된 것임을 알게 하였다. 이후 황주 방언 한자음은 계림유사를 비롯한 고려 구결
자료, 그리고 몇몇 어휘자료 향약구급방, 고려가요, 소수의 능엄경 구결의 독법으로 읽힌 한
자음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이 한자음의 계보는 당나라 광운음 계통과 다른 것으로, 이 독음
법은 조선 초기부터 근대 말 고종의 언문개혁 발령 전까지 지켜진 조선의 한자독음법으로 규
정된다.
한자음의 역사는 신라 초 수나라 절운계통의 한자 독음 방식이 고려로 이어져, 고려 초 계
림유사의 간행을 시작으로 하여 당시의 여러 자료 가운데 불경의 구결 문헌, 능엄경을 비롯
한 몇몇 음독 구결 문헌, 대명률직해 등의 이두자료로 이어지게 되어 어문 정리 및 어문 편찬
의 부흥을 가져와 언어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다른 성과는 한자음의 정리를
비롯하여 한자음운사에서 설음과 치음의 발음의 변화를 정리해 주었고, 우리말에 영향을 준
후두파열음의 발달과 그로 인한 경음 어휘의 발달, 고려시대 한자어 및 고유어 어휘의 발달
을 가져왔으며, 유기음의 어휘 역시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자음 체계 내
에 존재하는 경음의 발달 역시 촉진시켜 한자 음운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조선 초 신문자 제정이라는 큰 어문 정책 사업을 앞두고, ｢訓民正音｣언해의 한자음 착수 사
업 및 정리 작업에 영향을 미쳐, 조선 시대 한자음 정리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말 음운사 연구
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려시대 절운 계열 한자음과 광운 계열의 한자음의 차이는 동시대의 자료 안에서 다르게
독법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글자라도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고, 같은 독음으로 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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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계림유사 안의 문맥 내 자구 풀이의
방식과 그 뜻풀이에 따른 해독 방식의 차이, 그로 인한 새로운 음소의 설정, 그리고 그것의
음운 체계로의 유입 형성 과정이 음운 체계의 변화에 자못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음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음소의 새 목록으로의 도입과 한자음의 영향이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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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

서영희(계명대)

서론
2.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공존
3. 모던과 명랑, 모던과 퇴폐
4. 남성주체의 객체화, 여성객체의 주체화
5. 결론
1.

1. 서론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대중예술의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중가요는 대중의 경험과 관심사, 정서와 욕망을 드러내면서 대중과의 공감을 이루어내는
장르이다. 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대중의 공용어와 공통문법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현대식 극장의 등장과 음반 발매, 방송국 설립, 라디오 보급 등 20
세기 초의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가사는 당대 대중들의 삶과 현
실,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반영하는 문학과 음악의 점점지대로, 대중들에게 가락이나
리듬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작용을 하였다. 가사는 가락과 리듬에 실려 음악과 문학의 공감각
적인 구도를 형성하면서 민중의 애환과 질곡을 더 깊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대중가요가 대중의 경험과 욕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중가요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여성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는 대부분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 여성의 역할은 남성 주인공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상대역이나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역할을
부여받는 상대적이고 파편적이며 왜소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당대 관습 속에서 여성은 전통
가부장제와 근대 새로운 문화의 경계에 놓인 타자였다. 그것은 낯설고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
한 것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대중가요의 문법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변
화가 이어지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적은 부분이나마 남성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 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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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속의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 놓인 사회 속의 여성이라는 점으로 파악할 때
이러한 구도 속에 나타나는 여성은 많은 부분 일하는 여성과 동질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설사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직업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부장제 일원으로서 사회
적 억압 아래 많은 양의 가사노동을 도맡았고 그 외에도 농사일을 하는 등의 과중한 육체노
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하였다. 또 전통적 의미에서 여성의 유일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기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업종에서도 여성은 서비스를 팔며 웃음과 명랑이라
는 근대의 요구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30년대 도시는 자본주의가 팽창하는 현장
이었으며 인간의 욕망을 상품화하면서 여성을 시각적 대상으로 삼아 상품화 하는 것으로 이
어졌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자의식은 그 자체로 근대를 의미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대중가요는 수많은 대중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대중가요가 가지는 통속성과 상업
성, 대중성을 통해 당대 여성의 삶과 경험, 의식뿐만 아니라 당대인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대중가요는 당대 정치체제와 사회질서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어떤 다른 장르보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으로 젠더화된 관계를 계승하는 동시에 신문화를 소비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자유연애
와 도시적 삶을 즐기며 자아를 발견해 나갔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발판을 키워나갔으며 적극적인 욕망의 주체로서 에로티시즘을 창조해나가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들은 타자로서의 무기력한 삶에서부터 자기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주체적 삶으
로의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를 보여주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명랑이었다. 명랑은 건전과 동의어로 좋
은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윤리였다. 이것은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만을 양성하는 규율담론이
었다. 근대적 주체로서의 삶을 모색하는 신여성과 여학생,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며 모던과 퇴
폐 사이에서 방황하는 과도기적인 여성인물들은 근대의 또 다른 억압인 명랑을 요구받았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근대의 단편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식민지 현실은 부권
의 체계마저 붕괴시키며 아버지를 타자이자 약자의 처지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서 어린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향을 떠나는 결손 체험은 당대 조선의 현실을 가
시화했다. 이들 여성들은 여성의 일자리가 제한적이었던 환경 속에서도 직업전선으로 뛰어
들어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다. 여기에서는 타자였던 여성이 주체로 환원되는 전환의 지점이
발견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는 김효정 이 조명암의 대중가요를 구체적인 연구대상으
로 삼은 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으며 이동순 , 서영희 , 장유정 등
1)

2)

1) 김효정, ｢일제강점기 조명암의 대중가요 가사 연구｣, 영남대석사논문, 2000.
2) 이동순 편저, 조명암 시전집, 도서출판, 선, 2003.
, ｢일제강점기 가요시 장르의 문학사적 가치｣, 인문연구, 60권, 2010.
, ｢일제말 군국가요의 발표현황과 실태｣, 한민족어문학회, 59권, 2011.
3) 서영희, ｢조명암의 가요시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국학연구론총 10, 2012.
, ｢조명암의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고향의식｣, 한민족어문학 6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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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이 다양한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왔다. 최근에는
문학적인 요소와 함께 음악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연구 의 지점으로 나아가는 양
상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유성기 음반 가사집을 기본 자료로 하여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전반에 나타나
는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연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억압받는 식민지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신파적 세계 인식과 파시즘적 젠더 정치학이 나타나는 여러 지점들을 파악하여 근대라는 시
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동하는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의식을 탐색하고 의미화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5)

2.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공존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서 여성이라는 주제는 작품의 의미를 더욱 심화하고 확장한다. 일
제강점기 대중가요에서 여성이라는 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남성 주체의 대척점
에 놓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화적, 정치적 의미망을 생산한다. 대중가요는 봉건적 이데올
로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이중의 속박 속에서 여성이 사회적 타자로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갔
는지 당대 여성이 가지는 의미망과 이러한 의미망의 바탕에 깔린 대중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다. 대중가요가 당대 대중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식은
감상성, 도식성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연기만 두고 가는 저기 저 배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우는 님이여
떠나는 님을 떠나는 님을 /보도 못하고/ 한마디 말씀조차 못했습니다
기약도 없건만은 남겨논 정은/ 쓰라린 가슴에 쓰라린 가슴에 다시 새로워
못 오신다면 못 오신다면/ 나도 갈 것을/ 오늘도 저녁 해만 넘어갑니다
- ｢포구에 우는 여자｣ 부분, 이하윤 작사, 전기현 작곡, 유선원 노래, 콜럼비아, 1938년.
손수건을 흔들어 이별한 부두/ 그날 밤은 달빛도 흐렸습니다
아무리 웃음팔이 신세거니와/ 당신만은 내 맘의 태양이었소
뜬 세상을 나르는 가마귀 같은/ 믿지 못할 당신을 믿었습니다
, ｢조명암의 대중가요와 근대 유흥공간의 여성｣, 어문론총 60, 2014.
, ｢조명암 대중가요의 풍자와 해학｣, 영주어문 31, 2015.
4) 장유정, ｢박노홍 대중가요 가사의 양상과 구조 연구｣, 한국대중음악학회 3호, 2009.
, 근대 대중가요의 지속과 변모, 소명출판, 2012.
, ｢조영출 대중가요 가사자료 보강 및 그 갈래별 특성｣, 한민족문화연구 42, 2013.
, ｢일제강점기 만요를 통해 본 서민들의 삶과 문화｣, 한국민요학 39, 2013.
, 사랑과 죽음의 노래-근대 대중가요 작사가론, 경인문화사, 2018.
5) 이정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여가수들의 가창법 비교 연구｣, 대중음악 10, 2012.
배샛별, ｢일제강점기 유행가에서 사용된 리듬의 특징 분석｣, 대중음악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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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곤 살 수 없는 그대어니와/ 보낸 마음 저리고 무섭습니다
죽음보다 더 아픈 뱃고동이랴/ 하룻밤에 그 님과 잊었습니다
그 동안 어이하랴 어이하리까/ 가슴 깊이 사무친 당신인 것을
- ｢분홍손수건｣ 전문, 박영호 작사, 문호월 작곡, 장세정 노래, 오케, 1937년.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많은 부분 식민지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별의 슬픔과 체념, 인종
을 표현한다. 떠나는 남성 주체와 보내고 기다리는 여성 객체는 당대 현실의 적극적인 반영
이자 식민지인의 비애를 각성시키며 대중가요의 남성 중심적 인식을 보여준다. ｢포구에 우는
여자｣, ｢분홍손수건｣에는 이별하는 남녀가 나타난다. 다소 전근대적인 장소인 포구와 배를
대어 사람과 짐이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근대적 장소인 부두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포구와 부두는 쫒아갈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여자의 심정
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가장 신파적인 이별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이곳에서 여자는 남자를
떠나보내며 미련과 후회, 자기연민을 과잉 눈물로 표현한다. 신파는 당대의 가장 현실적인
미적 인식태도였다. 그것은 현실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지배질서를 승인하여 체화하지도 못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 이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서 사랑과 이별은 나그네 설움, 실향, 타향살이 등의 주제와 직접적
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대중의 욕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윤리성을 가지는 기본적
인 것이지만 현실은 이러한 욕구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주제들에는 절실한 상실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 남성과 여성은 주로 떠나고/ 남고,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순정을 지키는 등의 기본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남성
은 대부분 ‘배’로 상징화 되고 여성은 ‘항구’로 상징화 되는 식의 통속적인 구조를 이룬다. 또
남성 주인공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남성에 의해 구체적인 여성
이 객체화 되고 타자화 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도는 남성을 근대적이고 활동적이며
개화된 인물로, 여성을 전근대적이고 다소곳하며 퇴행적인 인물로 고착시키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또 이것은 그 시대 대중들의 요구라는 점에서 신
파의 현실 순응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포구에 우는 여자｣와 ｢분홍손수건｣에 드러나는 신파성은 시대 전횡에 압도된 인물들을
통해 사랑을 성취하지도 놓지도 못하는 여성 화자의 무력함을 위로한다. 이들 여성의 소극성
과 자학은 신파를 더욱 신파답게 만들며 순정, 요조숙녀, 현모양처 같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강화한다. 하지만 ｢포구에 우는 여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남은 여성이
단지 순정을 지키며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 외의 남편의 몫까지 감당하며 1차 산
업인 농수산업과 같은 갖은 노동을 통해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까지 떠맡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남겨진 여성의 눈물은 신파를 넘어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데서 나온다. 하지만 ｢분홍손수건｣의 경우는 화자를
6)

6) 이영미, ｢식민지시대, 신파성의 정착과 변주｣,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p.1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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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으로 설정하여 신파성을 쉽게 성공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속의 여성
들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억압받는 모순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의 노래가 유행하던 1930년대 후반은 근대 문물과 서구 사상이 경성을 중심으로 유입되
어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조선의 대중은 전통적 가치와 관습을 선호했으며 이것에
더 익숙했다고 볼 수 있다. ｢포구에 우는 여자｣에서 “연기만 두고 가는 저기 저 배”와 ｢분홍
손수건｣에서 당신이 타고 가는 배는 사공이 저어가는 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와 근대적
시설을 갖추고 “뱃고동”을 울리고 연기를 뿜으며 떠나가는 선박이다. 문명의 도래는 의식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대중가요에 드러나는 여성들의 의식은 근대적 변화 속에서도 가부장제
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던 순종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 자학하는 등의 퇴행적인 관
습에 매여 근대적 변화와 전통 인습이 병존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수용자인
대중이 낯설음보다는 익숙함에서 공감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7)

남저고리 방물치마 모양을 내고
그리운 그 사람과 그리운 그 사람과 나란히 서서
으슥한 거리 거리 으슥한 거리 거리 가고 싶은 맘
그 맘을 왜 어째서 아니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도 눈이 어두워
아지랑이 아른아른 가슴도 아른
마음이 가는 곳은 마음이 가는 곳은 꽃피는 거리
무엇이 그리운지 무엇이 그리운지 애 타는 속을
그 사정을 왜 그것을 모른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해요
- ｢아가씨 讀本｣ 부분, 조명암 작사, 손목인 작곡, 장세정 노래, 오케 1939년.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서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현상은 사회적 긴장이 넘치는 영역으
로, 근대식 사고와 가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망과 전통적 관습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대중가요가 작가의식보다는 수용자가 향유하고 싶은 형
상물을 작가가 제공하는 측면이 강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자유연애는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세련된 유행이자 새로운 사상이었다. 자유연애는
근대와 더불어 시작된 근대성의 한 표현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가씨 讀本｣은 완고한
가부장제 아래서도 연애를 통해 가정과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대 여성들의 욕
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유연애는 청춘의 이상이자 동경이었지만 이것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과 교육받은 층
에게만 한정된 현상이었고 그 외의 농촌 지역이나 교육받지 못한 층에서는 허용될 수도 용납
될 수도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아가씨 讀本｣에 나타나는 화자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
8)

9)

7)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를 시작하며｣,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p.21.
8) 이영미, 위의 책, p.24.
9) 김경일, ｢성과 사랑의 자유를 부르짖다｣,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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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부장의 억압을 피해 자유연애를 시도하고 싶지만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
정을 노래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애에 대한 찬미와 동경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막연한 동경이다 보니 서사는 자연스레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형태
로 흘러간다. 또한 “그 맘을 왜 어째서 아니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도 눈이 어두워”, “그 사정
을 왜 그것을 모른 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해요” 등의 가사를 통해 화자 스스로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철없는 여성임을 자처하면서 가부장제의 통제와 보호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서도 투정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애에 대한 대중가요의 시선은 이중적이었다. 화자 또한 자신의 욕망과 의견을 내
세우며 묻기도 따지기도 하는 발랄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연애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가부장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대중이 원
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중가요의 현실이었다. 연애에 대한 동경과는 달리 막상 연애
사건이 일어나면 대중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연애 사건은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으며 조소
와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1922년 동아일보를 통해 대서특필되었던 김우진과 윤심덕의
정사 사건, 강경화의 자살 등은 전통적 관습에 갇혀 있던 대중에게 연애라는 근대적 사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연애는 국가와 민족, 사회
와 가정보다는 개인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근대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며,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근대를 향한 지속적인 몸부림을 보여주었
다.
3. 모던과 명랑, 모던과 퇴폐

년대 들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비로소 경제적 독립이 여성 해방의 무기임을 깨달
은 신여성들은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여성들의 직업은 대부분 상대
적으로 불안전했으며 성희롱과 성적 유혹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일하는 여성은 언론, 예술, 교육, 의료 종사자 같이 보수
가 높고 안정된 전문직 여성은 거의 드물었다. 대중가요는 대중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버스 걸, 엘리베이터 걸, 카페 걸과 같은 숙련된 훈련과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
는 접객이나 서비스업종의 종사자를 선호했다. 또 이들의 삶과 직업 환경, 고충 등을 진지하
게 다루지 않고 단지 새로운 시대의 모던과 명랑 같은 외양만을 건드린다. 앞에서 이별하는
여성들을 식민지라는 저항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희생자이자 비애의 주인공으로 구성해 독
특한 질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1930

10)

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리고/ 달린다 버스는 명랑스럽게
가냘픈 웃음에 아름다운 목소리/ 어여쁜 애 버스 걸
곤세르 쓰메에리 번쩍이는 금단추/ “멋진데 운전수”
10) 김경일, 위의 책, 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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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달 밝은 한강으로 방향을 돌려서/ 달린다 버스는 미풍을 타고
날씬한 스타일 칼날 같은 눈동자/ 그럴듯해 버스 걸
운전수 신이 났네 오심 마일 백 마일/ “멋진데 운전수”
우리들은 직업전선 없지 못할 콤비랍니다
- ｢微笑의 코스 ｣ 부분,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이난영 노래, 오케 1938년.
배불뚝이 월급쟁이 굿모닝/ 안짱다리 마네킹 걸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다같이 굿모닝
카나리아 조잘대는 새장 밑에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여기는 우리들의 유토피아
텁석부리 대학생님 굿모닝/ 사팔뜨기 웨이트레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다같이 굿모닝
라일락이 웃음 짓는 하늘 밑에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여기는 우리들의 연애 코스
눈딱부리 신문 기자 굿모닝/ 뻐드렁니 여 교환수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다같이 굿모닝
푸른 바람 노래하는 그네 우에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여기는 우리들의 청춘 빌딩
- ｢청춘 빌딩｣ 부분, 박영호 작사, 김송규 작곡, 김해송 남일연 노래, 콜럼비아 1938년.

｢微笑의 코스｣, ｢청춘 빌딩｣은 근대적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나타난다. 제목과 내용에
서 드러나듯이 이곳은 미소와 웃음, 명랑과 기쁨이 넘치는 청춘의 유토피아를 노래한다. 경
성은 근대성을 맛볼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풍요로운 경성의 풍경과 낯설고 생경한 외
국어와 외래어는 근대적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기쁨을 확장시킨다. 그러나 이 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피상적이고 왜곡된 세계로 근대화의 과정이 비현실적이고 허영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가냘픈 웃음에 아름다운 목소래/ 어여쁜 버스 걸”, “곤
세르 쓰메에리 번쩍이는 금단추/ 멋진데 운전수”, “날씬한 스타일 칼날 같은 눈동자/ 그럴 듯
해 버스 걸”(이상 ｢微笑의 코스｣), “배불뚝이 월급쟁이”, “안짱다리 마네킹 걸”, “텁석부리 대
학생님”, “사팔뜨기 웨이트레스”, “눈딱부리 신문기자”, “뻐드렁니 여 교환수”(이상 ｢청춘 빌
딩｣) 등에 나타나듯 모던은 내면성이나 방향성보다는 외양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다. 모던
은 이처럼 이국적이고 서구적인 것을 의미하면서 근대도시의 모순된 문화현상을 그대로 노
출하였다.
버스 걸과 빌딩에서 일하는 마네킹 걸, 웨이트레스, 여 교환수는 육체노동과 지능 노동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업이다. 이 중에서도 버스 걸과 마네킹 걸, 웨이트레스는 공중의 시선에
노출되어 웃음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이며 여 교환수 또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남성들의 언어적 희롱과 성적 대상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微笑의 코스｣,
｢청춘 빌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듯이 노래는 “굿모닝”, “헬로” 등의 외국어와 “여기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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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의 청춘 빌딩”, “여기는 우리들의 유토피아”, “여기는 우리들의 연애 코스” 등 자신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조건과 식민지적 조건을 까맣게 잊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탐닉과 차이기호
를 드러내며 해방감을 만끽하는 청춘의 공간을 드러낸다.
대중가요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명에 대한 감수성과 도시성
에 대한 감각을 지향 한다. 하지만 ｢청춘 빌딩｣에서처럼 지나친 반복은 오히려 과장된 눈물
로 자학하는 여주인공들의 신파성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으로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상업
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1930년대에 등장한 ‘걸’은 새로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쓰인 말이다. 이 외
에도 데파트 걸, 엘리베이터 걸, 가솔린 걸, 티켓 걸, 빌리어드 걸, 카페 걸 등, 걸은 1929년
세계 경제공황 이후 실업자가 넘치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직 여성에 대한 총칭으로
이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인기는 지대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자 했던 걸은 웃음
과 명랑으로 친절을 가장해야 하는 감정의 근대화 를 실천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직
장에서는 명랑을 강요받고 가정에서는 명랑을 이유로 의심을 받는 모순적인 구도 속에 놓여
있었다. 명랑은 근대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 되었지만 명랑이라는 허울을 한 꺼풀만 벗
겨내면 깊은 절망과 우울이 조선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명랑은 웃음이 없는 시대에 번성하는 것으로 근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요구된 또 하나
의 강요이자 억압이었다. 그러나 여학생과 신여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걸들에게 명랑은 절
대적인 윤리가 되었다. 명랑은 총독부가 내세운 질서 속에 거부감 없이 편입되는 근대인들의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미를 강조하며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나 성적 대상으로
타자화 한다. 이것은 식민지 내부의 또 다른 식민지를 재생산하며 남성의 권력 속에 여성을
예속시키고 있었다. 명랑은 불온한 경성의 불온한 수사였다. 이처럼 명랑은 시대적 모순을
담고 있는 규율 담론이었다.
11)

12)

13)

땐스를 하자 사랑의 땐스를 스텝마초아 추자
밤하늘엔 소군소군 별들이 즐기고
카페에선 취한 맘이 잔 들고 어즈러이 춤춘다 헤잇
손을 잡고 땐스하러 가자 내 사랑의 그대여
라 ‧‧……………… 원, 투, 트리,
- ｢그대여 가자｣ 부분, 김벽호 작사, 임헌익‧조금자 노래, 콜럼비아, 1935년.
째즈의 꽃 거리 청춘의 꽃 속을/ 눈물에 술을 풀어 춤추는 꽃 거리
마셔라 마셔라 이 밤이 새기 전에/ 아느냐 내 이름은 청춘일진저
물들인 입술에 사랑이 피어나/ 연지가 벗어지면 사랑도 진다
마셔라 마셔라 이 밤이 새기 전에/ 아느냐 내 이름은 청춘일진저
- ｢째즈의 꽃 거리｣ 부분, 처녀림 작사, 송희선 작곡, 남인수 노래, 오케 1939년.
11) 서영희, ｢조명암 시 연구- 모더니즘적 특성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07, p.47.
12) 소래섭, ｢대경성 명랑화 프로젝트｣,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p.164.
13) 소래섭, 위의 책,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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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 송은 트로트와 달리 발랄하고 경쾌한 도시 풍경을 노래한다. 이별의 눈물에 망국의
한을 얹어 기약 없는 님을 기다리던 트로트의 토착 정서와 달리 재즈에는 술과 춤, 사랑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대도시의 청춘남녀가 등장한다. 이들은 시대의 질곡을 고려하거나 미래
를 준비하기보다 향락적이고 현실 지향적 세계관을 가진 청춘들이다. 이들이 소비하는 서구
문화는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대도시 밤의 현란한 분위기와 더불어 사회의식 없는 청춘남녀
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준다. 목표가 없는 청춘남녀의 일탈은 식민 도시의 불안과 병적이고 퇴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대여 가자｣, ｢째즈의 꽃 거리｣에는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이에 따라 생각과 의식이
뒤바뀌고 감정과 느낌이 좌우되는 신세대 대중을 의식하고 있다. 재즈는 도시문화를 반영
하고 서구유행을 과감하게 대중사회에 전달했다. 레코드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단순한 재
생을 넘어 현대문물의 과학적 현상 을 의미했다. 이들은 서구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
세우며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유행은 전통 관습과 기존의 윤리와 겹치는 가치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땐스를 하자”, “스텝마초아”, “라 원 투 트리”(이상 ｢그대여 가자｣), “눈물을 술에 풀어 춤추
는 꽃거리/ 마셔라 마셔라 이 밤이 새기 전에”(이상 ｢째즈의 꽃 거리｣) 등에는 서울의 유행과
소비를 주도하는 청춘 남녀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대여 가자｣는 번안 곡으로 춤추는 주체는
서구식의 짧은 치마를 입은 카페 걸과 손님이다. 카페는 퇴폐와 환락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카페의 이미지는 식민지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을 그대로 모방한
다.
그러나 한편 카페를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는 세계경제공황 이후 미래가 차단된 식민지 젊
은이들의 몸부림을 보여준다. 이들은 양복과 양장, 단발을 하고 신식을 과시하지만 가사에
나타나듯 세련된 외양과 달리 내면은 억제할 수 없는 좌절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의
절망은 오히려 맹목적이고 분별없는 양풍 취미로 나타났고 땐스를 하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
록 방향성을 상실한 절망과 자포자기의 징후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불건강하고 퇴폐적
인 도시공간의 풍경은 식민지 근대의 속성을 드러내며 점차 현실을 인식하고 자아를 인식하
는 방향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모던과 명랑, 모던과 퇴폐는 식민지 근대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점
에서 일하는 여성은 근대화의 역정에서 시작된 가장 큰 시대적 변화였다. 일하는 여성은 경
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자기실현과 사
회적 억압, 진보적인 근대와 봉건적인 전통 사이에서 끝없는 충돌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 여
성들은 모던과 명랑, 모던과 퇴폐 사이에서 누구보다 근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경제
적 권리 확립을 통해 사치와 허영, 자유연애 등 근대를 가장 실감나게 실현시켰다. 여성이 사
회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봉건적인 가치와의 결별을 의미했으며 여성의 정체
14)

15)

16)

14) 김진송, ｢유행과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p.152.
15) 김진송, 위의 책, p.167.
16) 김진송, 위의 책,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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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립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와 구호를 촉발시켰다.
4. 남성 주체의 객체화, 여성 객체의 주체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중요 주제 중의 하나로 이산과 가족공동체 붕괴를 다룬다. 대중가
요에서 가족해체는 일제강점기만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탕으로 실향과 방랑이라는 독특한
시대정서를 이룬다. 고향을 떠나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는 대부분 남성 주인공들로 이들은 타
향살이의 허무감에 젖어 체념하고 자학하는 패배주의적 세계인식 태도를 드러낸다. 자기연
민과 눈물로 슬픔을 해소하는 태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한탄하는 신파 속의 여성들
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은 당대 대중가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표현 방식이
었다.
실향과 나그네의 방랑은 일제강점기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지점으로 화자의 무력함
과 감정의 과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남성 주인공의 보조역
할로 대상화되어 왔던 여성이 주체화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물리적 공간
을 이동하면서 시대적 현실과 개인적 현실을 뛰어 넘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근대적 주체성
을 가진 인물들로 나타난다.
어머님 어머님/ 기체후 일향만강 하옵니까
복모구구 무임하성지지로소이다/ 下書를 받자오니 눈물이 앞을 가려
연분홍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나이다
어머님 어머님/ 이 어린 딸자식은 어머님 전에
피눈물로 먹을 갈아 하소연합니다/ 전생의 무슨 죄로 어머님 이별하고
꽃피는 아침이나 새우는 저녁에/ 가슴 치며 탄식하나요.
- ｢어머님 전 上書｣ 부분, 조명암 작사, 김영파 작곡, 이화자 노래, 오케 1939년.
남만주다 북만주 포장은 흐른다/ 나는야 오동나무 가극단 아가씨다
초생달 보름달을 백두산 우에 걸고서/ 재주넘는 그네 줄에 재주넘는 그네 줄에/ 고향을 본다
자무쓰다 안동현 징소리 울린다/ 나는야 열일곱 살 담부링 아가씨다
앵무새 울어 울어 어머니 사진 보는 밤/ 눈물어린 베개머리 눈물어린 베개머리/ 꿈도 젖는다
만주 천지 눈 천지 떠돌아 몇 해냐/ 나는야 열일곱 살 피에로 아가씨다
언제나 서울 무대 스타 꿈을 안고서/ 구름다리 가꾸야에 구름다리 가꾸야에/ 샛별을 본다
- ｢오동동 극단｣ 전문, 처녀림 작사, 이재호 작곡, 백난아 노래, 태평 1940년.

일제강점기 현실은 전국토를 휩쓴 한재와 곡가 폭락 등으로 농업경제가 파괴되었고 동양
척식회사에 토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은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대규모 걸인 집단이 되어 떠
돌아다니는 등 참상이 심각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과도한 농채를 이기지 못해 자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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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청루로 팔아먹는 사례가 이미 일상다반사 였고 소녀와 유부
녀를 취직시켜 준다고 유인, 식당이나 유곽에, 또는 일본‧만주에까지 팔아버리는 만행이
흔하게 일어났다. 가난이 만든 이산의 현실은 화자에게 패배감과 굴욕감을 안겨주며 당대 현
안과 식민지인의 비극적 삶을 그대로 노출한다. 이처럼 가족해체는 당대 사회의 여러 모순을
함축한다.
｢어머님 전 上書｣는 이러한 당대 조선의 특수한 현실에 천착한다. “연분홍 치마폭에 얼굴
을 파묻고”에 나타나듯이 화자는 기생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어머니는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의미하지만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타향살이 설움
과 가족의 부재는 화자를 감상적으로 몰아가고 귀향 의지가 강해질수록 화자의 슬픔은 더 격
렬해진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행간에 숨겨져 있다. 고향을 잃고 부모를 잃고 나라를
잃었다는 의식은 삶의 방향성을 잃은 당대를 처절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화자의 눈물에는 가
족을 떠받혀야 한다는 여성 가장의 책임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오동동 극단｣에는 현실에 순응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극복의 의지를 가진 근대
적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출신의 가련하고 자기연민에 빠진 여
성이 아니라 현실에 저항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성숙한 자아를 가진 근대적 인물상
이 드러난다. 어림, 교육 받지 못함, 약함 등의 신파적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가족과 떨어져
남만주, 북만주를 떠돌고 있지만 이러한 북방 행은 오히려 터전의 공간적 확장과 정신적 확
장을 의미한다. 화자는 극단의 일원으로 충실하면서 언젠가 스타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꿈
을 안고 살아간다. 여기에는 여성의 삶에 대한 근대적 성찰이 들어 있다.
위의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부재를 드러낸다.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부
재는 기본적으로 국권 상실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를 의
미하기도 한다. 가족의 해체나 님과의 이별은 여성성으로서의 민족정서를 재발견하는 길
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소년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지 부재의 자리에는
여성이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면서 토지와 고향, 국권을 상실한 결손의 총체적 체험을
극복해나가고자 한다. 여성 화자들의 가족은 사랑과 보호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지만 이 여성
들은 자신을 버린 가족을 부양하고 때때로 사회에 거금의 의연금을 희사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나타나는 억압적인 현실을 타개해 나갔다. 특히 ｢오동동 극
단｣에 나타나는 화자는 강인한 정신을 통해 삶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나타내며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남성 중심적 서사를 극복해나간다. 타자화되었던 여성은 삶에 대한 통찰과 인식
의 과정을 통해 주체를 회복하고 권위의 상징인 남성의 부권은 객체화 되는 과정을 보여준
다.
17)

18)

19)

요 내 몸은 흘러가는 물감장사요/ 고향은 함경도 땅 벌써 여덟 해
시집가던 그 당년에 소박을 맞아/ 집 떠난 남편 찾아 헤매입니다
17) 윤영천, ｢국외 유이민 시의 전개양상｣, 韓國의 流民詩, 실천문학사, 1987, p.109.
18) 윤영천, 위의 책, p.109 재인용.
19) 나병철,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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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의 여인숙｣ 부분, 박영호 작사, 문예부 작곡, 방향림 남일연 신회춘 노래, 콜럼비아 40822.
밤 깊은 무대 뒤에 분을 씻는 아가씨/ 제 팔잔 남을 주고 남의 팔잘 배우나
오늘은 카츄샤요 내일 밤엔 춘향이/ 가리라 정처 없이 가리라 가리라
흐르는 거리마다 아가씨도 많건만/ 이 가슴 넘는 정을 바칠 곳이 없구나
차디찬 타국 달을 마차 우에 싣고서/ 가리라 향방 없이 가리라 가리라
- ｢유랑극단｣ 부분, 박영호 작사, 전기현 작곡, 백년설 노래, 태평 8602.

｢타국의 여인숙｣, ｢유랑극단｣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이항대립이라는 개념보다는 남성 부재
의 현실을 타개해나가는 여성 주체를 드러낸다. 두 작품 모두 남성은 객체화 되고 주체로 성
장해 나가는 여성이 드러난다. 이들은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남성이라는 권력
에 예속된 가부장제의 전통과 관습의 경계도 넘어서고 있다. ｢타국의 여인숙｣에 묵고 있는
참빗장사, 약장사, 물감장사로 대변되는 식민지 여성들은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이지만 남/
여, 민족/이민족, 고향/세계, 지배/피지배, 권력/저항 등으로 구성되는 양가적 인식의 세계를
넘어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들은 폐쇄된 경계를 넘어 세계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입한다. 이들이 찾고자 하는 아들과 남편의 존재는 이들의 삶을 추동하는 요소이
긴 하나 이 여성들의 존재를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서 흔히 나타나던 기존의 신파성을 벗어나 약자를
여성화하는 남성중심의 권위와 도식성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선다. 신세타령조가 얼핏 보이
기는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 자기연민과 피해의식을 눈물로 호소하는 무기력한 전근
대적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신파성이 퇴색한 자리에는 시대의 폭압과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의 삶을 책임져나가는 현실적 개연성을 지닌 여성 인물이 등장한
다. “흐르는 거리마다 아가씨도 많건만/ 이 가슴 넘는 정을 바칠 곳이 없구나”에 나타나듯 남
성 화자는 ｢유랑극단｣의 아가씨만한 여성이 어디에도 없다는 말로 이 여성을 평가한다. 여성
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화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한 주체의 모습을 고수
하고 오히려 남성 화자가 주체적인 여성에 의해 객체화된다.
이러한 근대적 자아를 지닌 여성은 당대가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하고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
여준다. 이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결손의 환경을 가진 주변화된 여성들이었지만 국경을 넘어
낯선 타국에 가서까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종사하고 경제력을 토대로 자기의식을 획득하
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근대적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는 지점에 이른다.
5. 결론

여성이라는 주제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서 작품의 의미와 의의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중가요는 당대 사회질서 속에 놓인 여성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장르였다. 여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남성 주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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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척점에 놓이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의미망을 생산했다. 대중가요는 사회적 타자
로서 여성이 겪는 이중적 속박과 대중의 보편적 경험과 욕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
한 당대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대부분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상대역이
나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었다.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대중은 전
통적 가치에 길들여진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여성 인물들은 선호했다. 이러한 도식성은 새로
움보다는 보편적이고 익숙한 것에서 공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대중가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은 대부분 저임금과 성적 유혹에 노출된 열악
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대중가요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직업은 시선에 쉽게 노출되는 웨
이트레스, 버스 걸, 카페 걸, 엘리베이트 걸 등과 같이 숙련된 훈련과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
는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모던하고 명랑한 근대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었지
만 이들의 모던은 내면이나 방향성보다는 외양에 치우치는 면이 강했다. 명랑이라는 감정의
근대화 뒤에는 여성미를 강조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타자화 하는 불온한 규율 담론이 자
리하고 있었다. 또 도시의 밤을 즐기는 청춘남녀의 맹목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에는 내일을 기
약할 길 없는 식민지 청년의 불안의식과 절망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농촌경제의 붕괴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식민지 현실은 국경을 넘어 만주라
는 드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여성 주인공의 등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농촌의 파괴로 국경
밖으로 밀려난 주변인이었지만 자기연민에 빠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학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부양하고 가장 역할을 수행하며 성숙한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근대적 인물상
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부재는 여성 주인공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 주체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서 아버지 부재는
아들이 아닌 딸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움으로써 대중가요가 남성중심의 구도에서 여성 주
체를 강화하는 구도로 넘어가는 데 의미 있는 지점들을 생산해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대부분 시대적 변화 속에서 모순
적인 구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고 모던에는 사회
적 억압이라 할 수 있는 명랑에 대한 요구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낡은 가치와 퇴폐
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동시에 존립하고 있었다. 또 시대전횡이 만들어낸 심각한 가족해체
가운데서도 약자인 여성이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확
립해나가는 역전과 전환의 지점들을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라는 특수한
현실 아래 살아가는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의 모습을 다루고자 했다. 대중가요의 신파적 세계
인식과 젠더 정치학, 새로운 근대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인물들은 남성인물 이상의 중요한 의
미작용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직업의 세계에서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주체를 확립해 나갔으며 근대적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는 일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대
중가요에 나타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며 압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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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여성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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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이정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여가수들의 가창법 비교 연구｣, 대중음악 10, 2012. pp.38-76.
장유정, ｢박노홍 대중가요 가사의 양상과 구조 연구｣, 한국대중음악학회 3호, 2009, pp.153-176.
, 근대 대중가요의 지속과 변모, 소명출판, 2012.
, ｢조영출 대중가요 가사자료 보강 및 그 갈래별 특성｣, 한민족문화연구 42, 2013,
pp.255-286.
, ｢일제강점기 만요를 통해 본 서민들의 삶과 문화｣, 한국민요학 39, 2013, pp.277-295.
, 사랑과 죽음의 노래-근대 대중가요 작사가론, 경인문화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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頤齋 曺友仁의 筆禍의 경위와 筆禍 소재 가사 연구

避禍와 필화 작품을 중심으로-

-

권현주(영남대)

들어가는 말
2. 필화의 도화선과 避禍의 안도
:<出塞曲>과 한시 <兄弟巖>
3. 感懷와 諷刺로 인한 필화와 光海에 대한 믿음
:한시 <直分祠記所見>, <題分司承旨廳壁>과 <자도사>
4. 나오는 말
1.

1. 들어가는 말

이재 조우인(1561~1628)은 <出塞曲>, <自悼詞>, <續關東曲>, <梅湖別曲> 등 네 편의
가사를 창작하였다. 본고는 이 중에서 <출새곡>과 <자도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재가
필화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출새곡>은 1616년 경성 판관(鏡城判
官) 부임을 소재로 하였으며, <자도사>는 1621년 구금된 것을 소재로 창작한 작품이다.
이재의 가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가사 작품 전반에 대한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며,
송강 정철(鄭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시 <형제암>과 <출새
곡>이 필화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대립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1)

2)

3)

1) <출관사(出關詞)>는 (작품은 남아 있지 않고,) 그 후기만 남아 있다. 강경호, ｢이재(頤齋) 조우인(曺友
仁)의 가사문학 연구-<출새곡(出塞曲)>과 <속관동곡(續關東曲)>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11집, 영
주어문학회, 2006, 76쪽.
2)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온지논총 제5집, 온지학회,
1999, 23~46쪽; 金奉姺, ｢頤齋 曺友仁 詩歌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강경호, ｢이재
(頤齋) 조우인(曺友仁)의 가사문학 연구-<출새곡(出塞曲)>과 <속관동곡(續關東曲)>을 중심으로｣, 영
주어문 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73~100쪽; 최현재, ｢戀君歌辭 <自悼詞>의 특징과 의미｣, 동
양고전연구 제41집, 동양고전학회, 2010, 121~148쪽; 이재준, ｢이재(頤齋) 조우인(曺友仁)의 가사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42집, 우리어문학회, 2012, 213~245쪽; 김혜진, ｢이
재 조우인 가사의 내면의식과 시가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 이재의 초기 연구에서는 <형제암>이 발단이 되어 <출새곡>을 창작하였다고 하였고, 김봉선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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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는 광해군일기에 ‘시를 잘 지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시로 읊곤 하였다’ 라
고 평가되는 인물이며 본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재가 시로 읊은 사건이 피화와 필화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출새곡>과 한시 <형제암>을 ‘피화’
작품으로 보았으며, 한시 <直分祠記所見>과 <題分司承旨廳壁>으로 인해 ‘필화’에 연루되
어 <자도사>를 창작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출새곡>과 <형제암>을 필화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재의 가사를 평함에 있어 정철 작품의 아류작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의 작품을 제대로 분
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2. 필화의 도화선과 避禍의 안도

이재의 <출새곡>은 한시 <형제암>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필화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
한 많은 의문을 제기되었던 작품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형제암>을 창작한 후 경성으로 좌
천되었다는 의견이 주목받았으며, 최근에는 경성에 도착한 후 창작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
여지고 있다. 결론부터 기술하자면, 이재는 경성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며 <출새곡>과 <형
제암>은 경성에서 창작된 것이기에 필화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는다. 즉, 두 작품
은 다행히 피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에서 기술된 세태에 대한 불만은 필
화의 빌미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택당(澤堂)이 쓴 이재의 <묘갈명(墓碣銘)>에는 그가 경성 판관으로 차출되어 간 당시의 기
록이 남아 있다. 택당은 이재의 상황을 ‘丙辰(光海八年 檀紀三九五四年, 1616) 겨울에 다시 경
성 판관으로 나가니 때의 기휘(忌諱)함에 걸림이라.’라고 기술한다. 즉, 이재의 경성행은 시대
와 맞지 않아 차출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北方 二十餘州예 鏡城이 門戶려니
治兵 牧民을 날을 맛겨 보내시니
罔極 聖恩을 갑플 일이 어려웨라.
書生 事業은 翰墨인가 너기더니
白首 臨邊이 진실노 意外로다.(중략)
淮陽 녜 실 긔별만 드럿더니
禁闥을 외오 두고 謫客은 무 죄고 <출새곡>

출새곡>의 서두는 경성 판관이 되어 떠나는 이재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

암>이 변방부임의 빌미가 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金奉姺, ｢頤齋 曺友仁 詩歌 硏
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1쪽.
4) 友仁(中略) 且長於詩, 遇事輒詠.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5) 이러한 해석은 이재선생문집 서문에서 이재의 <형제암>을 ‘光海朝 때 宮柳詩의 權韠과 同詩인 頤
齋의 兄弟巖詩는 光海가 永昌大君 죽임을 諷刺함이요.’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昌寧曺氏 頤齋公
派宗會, 頤齋先生文集, 상주군, 1990, 62쪽.

- 88 -

이재는 자신이 가는 곳이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것과 경성이 북방 이십여주(州) 중 문호(門
戶)이며 자신의 임무는 치병(治兵)과 목민(牧民)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재는 지극한 성은
을 갚을 길이 어려워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정을 떠나 경성으로 가게 된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기술한다. 이는 ‘서생(書生)의 사업(事業)은 한묵(翰墨)’인줄 알았다는 내용과도 연
결되는데, 자신은 문인이었기에 젊지 않은 나이에 ‘임변(臨邊)’ 즉 변방으로 차출된 것을 의외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가 자신의 경성행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은 차출을 축출
(逐出)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회양 옛 사실’을 기별로만 들었더니 금달(禁
闥)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재가 말한 회양의 옛 사실은 한 무제(漢武
帝) 때 급암(汲黯)의 고사를 말한다. ‘무제가 급암을 회양(淮陽) 태수(太守)로 임명하지만, 급암
은 외직보다 내직에 있으면서 임금의 부족함을 간언하고자 하여 부임하기를 주저한다. 이에
무제가 “그대의 중망(重望)을 얻어 누워서 다스리게 되길 바란다. 내 곧 그대를 다시 부를 것
이다.”라며 급암을 회양으로 보내버리고 결국 급암은 10년 동안 회양 태수로 있다가 임소(任
所)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이다. 급암이 외직보다 내직에 있고자 했다는 사실이 이재가 무인
(武人)으로 경성을 가야만 하는 현실과 부합되어 자신의 경성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던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재는 급암이 10년 동안 회양 태수로 있다가 임소에서 죽었다는 사
실에 자신의 현실을 대입하여 경성으로 떠나가는 자신을 ‘적객’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출새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遠身 金殿을 뉘 아니 슬허
며 重入
修門을 어이
여 긔필
고’라며 이재는 궁에서 멀어진 자신을 원신(遠身)으로 묘사하고 대궐
(修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부분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1616년 3월 광해군일기의 기사를 참조할 경우, 경상 판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함흥 판관, 북청 판관, 경성 판관 이 세 고을은 무관 중에서 용맹과 지략의
재주를 겸비한 인자한 사람으로 엄선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즉,
이재는 용맹함과 지략을 가진 인자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경상 판관의 자리에 임명
(任命)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말한 ‘한미한 집안배경에
의한 것’ 이 경성행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가 용맹함과 지략을 가
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자신을 적객으로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성으로 떠나는 노정에서
자신의 임무인 치병과 목민을 제대로 실행하려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7)

8)

大門嶺 너머드러 淸海鎭에 드러오니
一道 喉舌이요 南北이 要衝이라.
信臣 精卒로 利兵을 베퍼시며
强弓 勁弩로 要害 디킈
百年 升平에 民不 知兵니
重門 待暴 닐러 므슴 리오 <출새곡>
6) <汲黯列傳>. 史記
7) 咸興判官, 北靑判官, 鏡城判官此三邑, 以武弁中有勇略才兼字牧之人, 十分擇差以送爲當. 광해군일기
 光海 8年 3月 1日 1616年.
8) 그가 경성에 부임한 것은 <형제암>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국방에 관해 疏를 올렸던 경력이나 한미한
집안배경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봉선, 위의 논문, 42쪽.

- 89 -

이재는 대문령(함경북도 홍원에 위치)을 넘어 청해진(北靑鎭)을 돌아보며 이곳이 한 도(道)
의 중요한 장소이며 남과 북의 요충지라 기술한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를 참고할 경우,
함경도는 22개의 적은 고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鎭)이 1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
만큼 함경도에 대한 방비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재는 이 중에서도 요충지
인 청해진을 지나며 이곳이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것이다. 정예의 병사(兵士)들이
이병(利兵)을 펼쳐놓았고, 강하고 튼튼한 활로 요해(要害)를 지키고 있어 이로 인해 백 년 동
안 평안하고 백성들 또한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이재는 기술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국경
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 은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북방인 함경도가 제대로 방
비되고 있음을 이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가 청해진의 방비를 기술한 것은
자신의 임무였던 치병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무인으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재는 북방인 경성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임무는 철저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경도 성진(城津)을 지나면서 이재는 목민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도 보인다.
9)

10)

城津 設鎭이 形勢 됴커니와
亂後 邊民이 膏血이 나시니
廟堂 肉食은 아가 모가. <출새곡>

이재는 성진에 진을 세우는 것(設鎭)에 대해 지세(地勢)는 좋은 것 같지만, 왜란(倭亂) 후에
성진 지역 ‘변민의 고혈이 
나’ 버린 상황을 조정에서는 알고 있느냐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
인다. 실제 함경북도 성진에 진을 세우는 논의는 1615년 4월 전후에 건의되었던 일이었으며,
조정의 신하들이 성진의 형세와 세태, 진(鎭)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모두 ‘성상
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광해군일기 1617년 4월 8일
기사를 참고하면, 서울로 온 장사(將士)들의 말에 함경도가 기근으로 ‘길가에 굶어죽은 시체
가 즐비하여 떠도는 자가 부지기수’ 라는 상황이 전한다. 그런데, 이 기사는 ‘호조가 아뢰기
를, “함경도에 기근이 든 상황에 대해서는 신들이 일찍이 자세하게 듣지 못하였었습니다.”’
11)

12)

13)

9) 한국고전번역원DB.
10) 주역 <繫辭傳下>에 “문을 겹으로 설치하고 목탁을 치며 밤에 순찰을 하여 도적에 대비한다.[重門
擊柝, 以待暴客.]”라고 한 데서 온 말로, 국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을 비유한다.
11) 병조가 아뢰기를, “성진에 진을 설치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기자헌은 의논드리기를(중
략) ‘비변사가 그 말에 따라 회계하였을 따름인데, 그 장계의 뜻은 찰방을 혁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고 찰방을 겸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판중추부사 심희수는 의논드리기
를 ‘신은 평소 변경 방비책과 군무를 잘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시 매우 늙어서 더욱 관방의 형세
를 알지 못합니다.(중략) 상께서 재결하소서.’하였고, 우의정은 병 때문에 수의하지 못했습니다.” 兵曹
啓曰: “城津設鎭事, 議于大臣, 則領議政奇自獻議(中略) ‘備邊司依其言回啓而已, 其狀啓之意, 非革罷
察訪也, 乃是兼察訪之意矣. 伏惟上裁.’ 判中樞府事沈喜壽議: ‘臣素昧邊籌軍務, 今復老朽之甚, 尤不識
關防形勢.(中略) 伏惟上裁.’ 右議政病不收議.” 광해군일기 光海 7年 4月 29日 1615年.
12) 行過將士之入京者, 無不藉藉言之: ‘道殣相望流移者, 不知其幾.’云. 광해군일기 光海 9年 4月 8日
1617年.
13) 戶曹啓曰: “咸鏡道飢饉之狀, 臣等未曾詳聞.” 광해군일기 光海 9年 4月 8日 16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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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즉, 이재가 ‘廟堂 肉食은 아
가 모
가
’라고 비판한 것은 실제 변민
(飢民)들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궁(宮)에서 좁은 소견으로 정치하는 자들에 대한 힐난이며,
부디 백성을 위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간절한 청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
에게 맡겨진 목민이라는 조항이 위에서부터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재는 <출새곡>을 통해 경성으로 가게 된 자신의 불만을 토로
하고, 치병과 목민을 제대로 수행함과 동시에 조정을 함께 비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巉岩 鐵嶺을 험 말 젼혀 마오
世道를 보거든 平地가 너기노라. <출새곡>

이재는 깎아지는 듯 가파른 바위가 있은 철령(鐵嶺)을 험하다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세도(世道)와 비교하자면 철령은 평지라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기술하고자 하였던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택당이 말한
‘때의 기휘’에 더 이상은 휘둘리고 싶지 않은 것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재는 세상
이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지 않음을 철령에 비유하여 소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출새곡>은 사제에서 耻齋兄의 부탁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題出塞曲後>를 참고할 경
우, 이재는 끊임없이 자신이 군영(戎幕)에 와 있다는 현실과 갈관(鶡冠)을 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는 제
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세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새곡>은 실제 필화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세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필화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출새곡>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시 <형제암>은 다행스럽게도
화를 피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의 경우 작품 창작의 시기를 전과 후로 규명하기가
어려운데 두 작품 모두 경성에서 창작되었지만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이
다.
石以兄弟名 형제라 이름한 바위는
終古不磨滅 만고에도 마멸치 않는구나
安得女媧手 어떻게 하면 여와의 솜씨로
鍊汝補天缺 너를 단련하여 타고난 단점을 채울고 <兄弟巖>
澤風曰 觸景寓感 善諷不虐 幸而不入幷案 當表而評之. 경치를 보고 감흥을 부쳤으니 잘 풍
자하여 모질지 않다 다행히 죄안에 들어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내어 평한다.

형제암>은 이재집에 실려 있으며 제목 아래에 택당이 쓴 세주(細註)를 통해 형제암의
위치가 부령진의 남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를 참고하면 부령은 함경북도
경성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성과 부령 사이에 형제암이 존재한다.
<

14)

14) 澤風曰 在富寧鎭南. 김봉선, 위의 논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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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암>은 ‘형제’라는 이름의 바위를 소재로 하며, 마멸되지 않는 관계가 형제임을 이야
기 한다. 그리고 여와의 솜씨로 천결(天缺)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인데, 천
결은 타고난 단점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임금의 단점으로도 이야기 한다. 인조가 즉위 한 당
시의 기사를 참고하면 ‘광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영창대군을 몹시 시기하고 모후를 원수
처럼 보아 그 시기와 의심이 날로 쌓였다.(중략)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을 해도(海島)에
안치하여 죽이고,(중략)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였다. 상의 막내 아우인 능창군(綾昌君) 이전
(李佺)도 무고를 입고 죽으니, 원종 대왕이 화병으로 돌아갔다.’ 라는 내용이 있다. 광해가
영창대군을 몹시 시기하였다는 것과 임해군은 1609년 4월, 영창대군은 1614년 2월, 그리
고 능창군 도 1615년 11월, 광해가 왕위에 있는 동안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재
가 형제라는 이름의 바위를 보고 <형제암>을 창작한 것은 만고에도 마멸치 않는 것이 형제
라는 것인데, 광해가 이를 저버렸기에 이를 한탄하고자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형제암>에 덧붙여진 시에 대한 택당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재가 실제 형제암의 경
치를 보고 감흥이 일어 시를 창작한 것이며 풍자는 잘 하였지만 모질지 않아 다행히 죄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죄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기술하는 것은 <형
제암>이 죄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내용을 풍자한 것이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
서, <형제암>은 영창대군의 옥사를 소재로 한 시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이 맞으며, 이에 덧
붙이면 영창대군뿐만 아니라 광해조에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형제를 소재로
한 시라 할 수 있다.
사실 영창대군이 살해당하고 1년 후인 1615년 8월 성주의 이창록(李昌祿)이라는 자가 광해
를 힐난하였다가 유생들이 보는 앞에서 추형(追刑)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창록이
글 하나를 지어서는 소초(疏草)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는데 그 내용이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으니, 아, 이상도 하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도다.’
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창록은 체포되어 4차 형신할 즈음에야 승복하면서 “형을 죽였다는
<

15)

16)

17)

18)

19)

20)

15) 初光海在東宮, 宣廟有欲易之意, 及嗣位, 深忌永昌大君, 讐視母后, 猜疑日積. 賊臣李爾瞻, 鄭仁弘等,
慫慂其惡, 安置臨海君, 永昌大君于海島而殺之, 族延興府院君 金悌男.(王大妃之父也.) 屢起大獄, 殺戮
無辜, 上季弟綾昌君 佺, 亦被誣而殞, 元宗大王以憂薨. 인조실록 仁祖 1年 3月 13日 1623年.
16) 임해군을 위소(圍所)에서 죽였다. 임해군이 위장(圍墻) 안에 있을 때 다만 관비 한 사람만이 그 곁에
있으면서 구멍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는데, 이때 이르러 수장 이정표가 핍박하여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드디어 목을 졸라 죽였다. 殺臨海君于圍所. 臨海在圍墻中, 只有一官婢在側, 穴通飮食.
至是守將李廷彪迫以飮毒, 不肯, 遽縊殺之. 광해군일기 光海 1年 4月 29日 1609年.
17) 江華府使鄭沆殺永昌大君 㼁. 광해군일기 光海 6年 2月 10日 1614年.
18) 이전(李佺)을 위리 안치된 곳에서 죽였다.(중략)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런데 수장은 거짓으로
병이 들었다고 보고하고 곧이어 죽었다고 알리자, 왕이 겉으로 놀라고 괴이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
로는 넌지시 유도한 것이었다. 殺佺于圍所(中略) 自經死. 守將詐以病聞, 旋告訃, 王佯爲驚怪之狀, 實
諷之也. 광해군일기 光海 7年 11月 17日 1615年.
19) 윤호진, ｢澤堂의 頤齋詩 批評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제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164쪽.
20) 이창록이란 자는 성주 사람이었다. 사람됨이 어리석고 망령스러우며 술에 취하면 실성하였다. 일찍
이 글 하나를 지어서는 소초라고 하면서 옷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중략)
간당이 조정에 가득하니 나라를 보전하기 어렵도다. 군자는 어디로 돌아갔나, 소인이 의기양양하도다.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으니, 아, 이상도 하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도다.’ 하는 등
의 말이 있었다.(중략) 이에 드디어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李昌祿者, 星州人也. 爲人愚妄, 酗酒失性.
嘗作一文, 謂之疏草, 袖以示人(中略) “奸黨滿朝, 國家難保. 君子何歸? 小人揚揚. 弑兄殺弟, 嗚呼異
哉! 人之無良, 我以爲君”等語.(中略) 遂拿來推鞫. 光海君日記 光海 7年 8月 14日 16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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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임해군을 죽인 것을 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영창대군을 죽인 것을 말한 것입니
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비유하여 쓴 것입니다.” 라고 직고하였
다고 한다. 이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광해가 형과 동생이 죽였다고 하는 것과 또 착하지
않은 자가 임금이 되었다고 비난을 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형제암>을 ‘피화(避禍)’의 작품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와 같다.
이재가 광해와 그의 형제들을 소재로 시를 지었더라도 죄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화
를 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가 창작한 <출새곡>과 <형제암>은 1616년을 전후로 하여 광해와 그의 조정에 대한
비난을 기술한 작품이지만 다행히 화를 피하여 피화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화는
여기까지이며 이후 이재가 필화사건에 연루되면서 두 작품은 필화의 도화선상에 있었던 작
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1)

3. 感懷와 諷刺로 인한 필화와 光海에 대한 믿음
:한시 <直分祠記所見>, <題分司承旨廳壁>과 <자도사>

이재의 한시 <직분사기소견>과 <題分司承旨廳壁>은 인목대비가 유폐된 것을 소재로 창
작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구금되어 <자도사>를 창작하게 된다. 필화를 입은 것이다.
이재가 구금된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재의 <묘갈명>에서 택당은 신유년(辛酉年,
1621)에 이재가 제술관(製述官)의 직책에 올랐으며, 이때 고궁의 황량함을 보고 시를 지어 광
해로부터 친국(親鞫)을 당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광해군일기를 참고할 경우 1619
년 5월 이재는 이미 구금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환, 조우인, 박수서 등의 역적들이
구금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하지 못하여 살아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
이며, 이때 이미 구금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재의 직
책이 ‘제술관’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1619년 11월 26일에는 ‘대구부사 조우인을 나포하
라’ 라는 기사가 있어 이재의 직책이 제술관이 아닌 대구부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
22)

23)

24)

21) 四次施爲之際, 服曰: “弑兄, 言殺臨海也: 殺弟, 言殺大君也. 人之無良, 我以爲君, 比而用之也.” 光
海君日記 光海 7年 8月 14日 1615年.
22) 辛酉(光海十三年 檀紀 三九五四年)의 詔使를 맞을 때 製述官으로 써 부름을 입어 비로소 加階의 命
을 拜하다.(중략) 이에 兩司가 文章을 사교여 逆을 斗護한 不道함으로 써 誣告하니 光海가 震怒하여
朝廷에서 親鞫할 새 <墓碣銘>. 昌寧曺氏 頤齋公派宗會, 頤齋先生文集, 상주군, 1990, 197쪽.
23) 양사가 비밀리에 합계하기를, “근년 이래로 국운이 불행하여 역적의 옥사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허환, 조우인, 박수서, 장의범 등이 옥에 가득히 구금되어 있는데, 단지 오래도록 국문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음 속에서 살아나려고 합니다.(중략) 청컨대 금부로 하여금 신구의 역적을 엄
중히 지켜 몰래 내통하지 못하게 하고 뜰에서 친히 국문하는 것을 일각이라도 늦추지 말아 역적을 토
벌하는 법전을 엄중히 하소서.” 兩司祕密合啓: “近年以來, 國運不幸, 逆獄繼起. 如許㬇, 曺友仁, 朴
守緖, 張懿範等, 囚繫滿獄, 而只因久未鞫問, 死中求生(중략) 請令禁府, 新舊之逆, 嚴加守直, 使不得
潛通, 親鞫庭問, 無緩一刻, 以嚴討逆(之典.)” 광해군일기 光海 11年 5月 16日 1619年.
24) ‘비밀로 전교하였다. 대구 부사 조우인을 나포하여 오라.’ 以祕密, 傳曰: "大丘府使曺友仁拿來. 광해
군일기 光海 11年 11月 26日 16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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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1619년 구금은 필화로 인한 구금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택당이 언급한 이재의 직책을 기준으로 구금시기를 파악하자면 제술관 때의 기사를 참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해군일기에는 ‘제술관’으로서의 이재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
다. 다만 이재는 ‘분승지(分承旨)’로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면 1621년 7월 11일 백대형의 상소
를 시작으로 그의 구금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1621년 7월 이재는 이미 구금된
상태였으며, 1622년 9월 7일 보방 되었기 때문에 구금의 시기는 약 1년 전후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1619년 5월 이재가 구금되었다는 기사에서 이재와 나란히 언급되었던 ‘박
수서’는 이재의 필화사건에 함께 연루된 자이며, 1622년 친국(親鞫)도 같이 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는 박수서와 함께 1619년 5월에 필화로 인해 이미 구금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재는 1619년 5월에 구금된 것이 알려졌고, 이때 이미 구금된
지 오래되었으며, 1622년 보방되어 약 3년 이상 구금당하였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다.
택당이 기술한 이재의 <묘갈명>에는 필화 시의 창작 동인이 나타난다. ‘公(이재)이 서울에
머문지 數日에 우연히 입직을 겸하여 古宮이 荒凉히 幽閉됨을 보고 感懷한 一章을 지으니
蕭條物色과 陟降英靈等의 말이 있고 또 壁에 쓴 絶句가 있어 아울러 말이 婉曲하고 뜻이 諷
刺되어 듣는 者 可히 느낄 만하다’ 라는 것으로,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의 황량함을 보고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感懷한 一章’은 <직분사기소견>을 말하며, 구금의 동인이 되었던
‘壁에 쓴 絶句’는 <題分司承旨廳壁>이다. 이재의 필화는 인목대비의 유폐를 시의 소재로 하
여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인목대비는 영창대군의 모후(母后)로 1618년 1월 30일 ‘대비에서 서
궁’이 된다. 폐비(廢妃)가 되었다는 것인데, ‘존호(尊號)를 낮추고 본국의 존호를 삭제 당하
게 되었으며, 아비는 역적의 괴수, 자신은 역모에 가담하였으며, 아들은 역적의 무리들에 의
해 추대’ 되었다는 것 등이 인목대비를 폄손(貶損)하는 절목(節目)이었다. 그런데, 이재가 황
25)

26)

27)

28)

29)

30)

31)

25) 분승지 조우인이 서궁에 숙직하며 시를 지어 풍자할 적에, 박수서가 참여하여 안 내용을 말하였다.
告分承旨曺友仁直宿西宮, 作詩, 譏刺朴守緖與知之由.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1日 1621年.
26) 조우인(중략)을 보방하라 “曺友仁(中略) 保放.”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9月 7日 1622年.
27) “분병조 참의 박수서는 흉측한 시를 직접 보고서도 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이 발각되자 우
인과 함께 다른 시로 개작하여 스스로 위를 속이고 악을 도운 죄를 범하였으니, (우인과 수서를 함께
잡아다 국문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법을 중히 하소서.)” 分兵曹參議朴守緖, 參見凶詩, 非但不告, 及其
事覺, 乃與友仁, 改作他詩, 自犯罔上黨惡之罪, 請竝拿鞫(友仁, 守緖, 以重討逆之典). 광해군일기 光
海 13年 7月 14日 1621年.
28) 조우인, 박수서를 대궐 뜰에서 친국하였다. 親鞫曺友仁, 朴守緖于殿庭.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29) 公이 서울에 머문지 數日에 우연히 입직을 겸하여 古宮의 荒凉히 幽閉됨을 보고 感懷한 一章을 지
으니 蕭條物色과 陟降英靈等의 말이 있고 또 壁에 쓴 絶句가 있어 아울러 말이 婉曲하고 뜻이 諷刺
되어 듣는 者 可히 느낄 만하다. <墓碣銘>. 昌寧曺氏 頤齋公派宗會, 頤齋先生文集, 상주군, 1990,
196~197쪽.
30) 去大妃二字, 稱西宮. 광해군일기 光海 10年 1月 30日 1618年.
31) 존호를 낮추고 전에 올린 본국의 존호를 삭제하며(중략) 조알, 문안, 숙배를 폐지하고, 분사를 없애
며(중략) 아비는 역적의 괴수이고 자신은 역모에 가담했고 아들은 역적의 무리들에 의해 추대된 이상
이미 종묘에서 끊어졌으니 죽은 뒤에는 온 나라 상하가 거애하지 않고 복을 입지 않음은 물론 종묘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생략) 貶尊號, 削前上本國尊號(中略) 廢朝謁, 問安, 肅拜, 罷分司(中略) 父爲逆魁,
身與逆謀, 子爲逆徒所推戴, 旣自絶於宗廟, 身歿之後, 擧國上下不擧哀, 無服, 不得入廟. 광해군일기
光海 10年 1月 30日 161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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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히 유폐된 고궁을 보며 자신의 감회를 시로 표현하고, 또 벽에 시를 썼기 때문에 필화를
입은 것이다. 이재집을 참고하면, 이재가 경운궁(慶運宮)에서 숙직할 때 두 작품의 한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재가 신문을 당할 때에 공초하기를 ‘지난날 선조(先朝) 때에
는 가주서로서 경운궁에 드나들었다. 이제 15, 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와서 숙위하게 되니, 보
이는 것이 황량하였기 때문에 슬픈 생각이 들어 이 시를 지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 라고 하였다고 사관들은 기록한다. 경운궁은 선조의 거처였으며, 광해조에는 인목대비가
유폐된 장소였다.
32)

33)

34)

橫廊寂莫鳥聲哀

고요한 행랑(行廊)에 새 우는 소리만 슬픈데,

晴晝空庭掩草萊

밝은 대낮의 빈 뜰은 우거진 풀에 덮였다네.(중략)

燕尋舊主投簾隙

제비는 옛 주인 찾아 주렴 틈에 날아들고,

蝶趁殘花戱砌隈

나비는 지는 꽃 따라와 섬돌 가에 나부끼네.

水涸銅龍宮漏絶

동룡에는 물 말라 물 떨어지는 소리 끊겨,

香銷官鴨篆烟堆

향로에는 향불이 사라지고 연기만 쌓였네.

蕭條物色殊南內

쓸쓸한 물색(物色)은 남내(南內)와 다른데,

陟降英靈隔夜臺

오르내리는 영령은 야대(저승)와 떨어져 있네.

白髮孤臣潛下淚

흰 머리 고신(孤臣)은 몰래 눈물을 흘리며,

不堪萇楚滿堦栽

초목이 우거진 뜰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겠네. <直分司記所見>

적막한 고궁은 새 소리만 슬프다고 이재는 표현한다.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빈 뜰은
우거진 풀에 덮였다고 한 것은 인목대비가 서궁이 되어 유폐된 것을 말한다. 광해군일기를
참고할 경우 인목대비가 서궁이 되던 당시, ‘궁궐 담을 올려 쌓고 파수대를 설치한 다음 무사
를 시켜 수직(守直)하게 한다’ 라는 내용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는 인목대비가 단절과 감
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옛 주인을
찾아온 제비와 희롱하는 나비만이 서궁을 찾을 뿐이다. 동룡(銅龍)에 물이 말라 물 떨어지는
소리 끊겼다는 것은 선조가 없는 조정의 시간도 멈추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향로에 있
던 향불 대신 연기만 쌓였다는 것도 선조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궁의 쓸쓸함은 당 현종이 만년에 거처했던 흥경궁(興慶宮) 과 같은 처지이며, 흰머리의 고
신(孤臣)인 이재는 선조가 떠나고 인목대비가 유폐된 곳을 바라보며 슬픔을 참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택당은 이 시가 매우 쓸쓸하고(蕭條物色), 영혼이 오르락내리락(陟降英靈)하는
말이 있다고 평하였다.
35)

36)

32) 그가 분승지로서 경운궁에서 직숙할 때에 칠언 절구를 지어 책자에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以分承旨, 直宿慶運宮, 作七言絶句, 題于冊子曰.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33) 友仁臨訊供曰: “昔在先朝, 以假注書出入慶運宮矣. 今於十五六年後, 復來宿衛, 所見荒涼, 故竊懷悲
感, 而爲此詩, 豈有他意?”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34) 당초 임진 왜란 때 궁궐이 불타버리자 선조가 돌아온 뒤 임시로 정릉동의 민간 백성 집에 거처하면
서 경운궁이라 일렀는데, 그 뒤에 광해군이 인목 대비를 유폐시키고 서궁이라 일컬었다. 初壬辰之亂,
宮闕灰燼, 宣廟回鑾之後, 權御于貞陵洞閭閻家舍, 謂之慶運宮. 後光海幽閉大妃, 稱以西宮. 인조실록
仁祖 1年 7月 12日 1623年.
35) 仍進築宮墻設堡, 令武士守直. 광해군일기 光海 10年 1月 30日 1618年.
36) 김혜진, ｢이재 조우인 가사의 내면의식과 시가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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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쓴 절구시 <題分司承旨廳壁>은 다음과 같다.
欲承無旨可能承

받들려고 해도 전지(傳旨)가 없어 받들 수 없어,

承旨華啣底處徵

승지(承旨)의 좋은 직책 어느 곳에서 시행할꼬.

坐待黃昏簾影黑

황혼녘 주렴 그림자 어두워지길 앉아 기다리니,

旦看蝙蝠撲飛蠅

박쥐가 날아다니며 파리를 치는 것만 보인다네. <題分司承旨廳壁>

이재는 <題分司承旨廳壁>에서 ‘承’이라는 한자어를 반복하여 자신의 상황을 기술한다. 받
들려고 해도(承) 전지가 없어 받들 수 없는(無旨可能承) 상황에서 지금은 승지가(承旨)가 되어
받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이 없어 직책을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선조가 존재하지 않기에 경운궁은 예전의 경운궁이 아닌 것이며, 좋은
직책에 올랐지만 시행할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황혼녘에 앉아 박쥐가 날아다니
며 파리를 치는 것만 본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광해의 조정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된다. 택당
은 이 시에 대해 ‘말이 婉曲하고 뜻이 諷刺되어 듣는 者 可히 느낄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재
가 구금당하였을 당시 선조가 기거하던 궁이 황량하여 한시를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때에 모시고 앉아 있던 구신(舊臣)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숙인 채 기색이 굳어
있었다.’ 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택당이 말한 ‘듣는 자들은 응당 느낄 만하다’라는 것은
선조의 신하였던 자들은 이재의 심정과 풍자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이재는 완곡한 표현으로 풍자한 시로 인해 화를 입어 구금을 당하게 된다. 필화를 입게
된 것이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재에 대해 ‘분승지 조우인은 본디 흉측하고 패역스런 사람으
로서(중략) 본직을 맡아 서궁에 입직했을 때에 회포를 읊은 시는 글자마다 거슬리는 말이며
구절마다 흉측한 내용’ 을 기술하였다고 공격하였다. 또한, 이재의 시를 관학 유생들이 ‘흉
측한 시는 대역(大逆)을 범한 말’이라고도 하였다. 광해의 조정에서 선조와 유폐된 인목대
비를 거론하는 것은 피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재의 구금이 확인된 것은 1619년 5월이었고, 이때도 이미 구금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광해는 이재의 친국(親鞫)을 계속 연기하다가 1622
년 6월이 되어서야 이재의 죄를 논하기 시작한다. 약 3년 이상 구금된 후 죄를 논하게 된 것
이다. 이재의 <자도사>는 필화로 인해 구금된 것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37)

38)

39)

임향한 一片丹心 하 나시니(중략)
이임 만뵈와 셤길일 각니
紅顔을 밋쟈니 盛色이 몃더지며
造物이 多猜니 괼줄어이 긔필고 <자도사>

자도사>의 시작은 임을 향한 자신의 일편단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늘로부터

<

37) 時, 舊臣侍坐者, 聞其言, 皆低首沮色.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38) 分承旨曺友仁, 本以兇邪悖逆之人.(中略) 及忝本職, 入直西宮, 述懷作詩, 字字逆語, 句句兇辭. 광해
군일기 光海 13年 7月 14日 1621年.
39) 友仁兇謀 詩之作, 語犯大逆.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3日 162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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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오로지 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재는 이 임을 만나 뵙고 섬길 일을 생각하니 홍안을 믿고자 하지만 아름답고 고운 성색들이
임의 주변에 많아 임이 자신을 사랑해줄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선조가 없는 궁에서 광
해를 모셔야 하는 상황을 담담한 듯 기술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임의 사랑에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조물까지 이재를 샘하니 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님은 모셔도 나님을 미더이셔
早晩 佳期 손고펴 기드리니
香閨 歲月은 믈흐르듯 디나간다(중략)
五雲 深處의 님계신 바라보니
霧閤 雲窓이 千里萬里 려셔라(중략)
一隻 靑鸞으로 廣寒宮 라올나(중략)
三千 粉黛 朝暮애 뫼셔시며
六宮 嬋娟은 左右에 버러시니
羞澁 殘粧을 어가 바뵈며
齟齬 態度을 눌려 쟈랑교 <자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에 대한 이재의 일방적인 믿음은 계속된다. ‘早晩 佳期’ 즉, 곧 자신에
게도 좋은 기약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구금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린다
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의 기다림과 상관없이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가 버린
다. 이재의 믿음이 일방적인 것이기에 그의 구금은 점점 길어지는 것이다. 이재는 자신이 구
금된 현실을 옥중(獄中)으로 기술하지 않고 향규(香閨)에서 가기(佳期)를 기다리는 것으로 묘
사한다. 하지만, 임이 계신 곳은 ‘무합(霧閤)과 운창(雲窓)’으로 가려져 있다고 이재는 말한다.
자신과 임 사이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가 아닌 이재의 상상으로
광한궁에 날아올라 임을 만나더라도 아침저녁 광해를 모시고 있는 자들로 인해 자신은 광해
의 눈에 들 수 없는 상황도 묘사한다. 현실이든 상상이든 이재는 광해의 눈에 들 수 없는 것
이다. 실제 광해군일기에는 양사(兩司)에서 이재와 이재의 시를 보고도 고발하지 않은 박
수서를 ‘역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광해에게 끊임없이 이들의 죄를 논핵(論劾)하였지만 광해가
그들의 처분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재에 대한 광해의 생각은 상세하게 알
수 없으나 이들 사이에는 늘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숨즌 새옴은 어이여 단말고
萋婓 내야 貝錦을 그
玉上 靑蠅이 온갖허믈 지어내니
몸애 싸힌죄는 그지이 업거니와
天日이 在上니 님이짐쟉 아니실가

40) 합사하여 역적 허환, 조우인, 박수서 등의 일을 논핵하고,(중략) 모두 따르지 않았다. 合司賊㬇, 友
仁, 守緖等事,(중략) 竝不從.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8月 6日 162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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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란 더디고 셜운 닐오려니
百年 人生애 이님 만나보아
誓海 盟上을 첫말 미덧더니
그더듸 므스일로 이근원 그처두고
옥 얼구 외오두고 그리고 <자도사>

여기에 더하여 심술궂은 시기로 인해 이재의 허물은 점점 커지는 상태가 된다. 이흘(李忔)
은 ‘동생이 역모를 하다가 장살된 후, 이재의 흉시에 대한 일로 인하여 호남에 내려가 흉노들
을 불러 모으려 하였으며, 이재를 구원하기 위한 계책’을 세우다 파직된다. 이로 인해 유생
들은 ‘악인을 도운 이재의 죄를 빨리 바로잡으소서’라며 상소한다. 실제 이재는 시를 지은
것이 죄였지만, 이재의 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죄가 점점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재는 자신의 죄가 끝없이 쌓였어도 임은 하늘 위의 존재이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
줄 것이라 생각하여 '誓海 盟上'을 믿지만 임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
는 임이 자신과의 약속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장안의 지척이 가려진 탓이라고 말한다. 즉, 광
해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다만,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것
은 조물이 시기하고 오운이 가리고 있으며 장안이 가려진 탓이라는 이재는 생각하는 것이다.
41)

42)

눈우희 서리 언마나 노가시며
의 梅花 몃붕이 퓌연고
肝腸이 다써거 넉시조차 그쳐시니
千行 怨淚 피되야 소나고(중략)
白日이 無情니 覆盆에 비쵤손가 <자도사>

계절이 바뀌고 그럼에도 구금된 상태가 지속되자 이재는 간장이 다 썩어서 넋조차 끊어진
상태라 묘사한다. 심신이 힘들어지자 <자도사>의 전체에서 보이던 임에 대한 일방적인 믿
음이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살짝 균열을 보이는 것이다. 이재는 백일이 무정하니 죄를 뒤집어
쓴 자신에게 비추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도사>의 마지막에서 이 모든 일이 자
신의 탓이라 이야기 하는데, 언어에 솜씨가 없었던 것 즉, 시로 인해 필화를 겪은 사건과 눈
치 없이 행동하였던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재는 자규
의 넋이 되어 피눈물로 울며 임의 잠을 깨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믿음에
대상인 광해를 끝까지 잡고 있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재는 자신의 구금이 길어
지는 것에 대해 백일이 비추어주지 않는 것 때문이라 생각하였지만, 조정에서는 이들을 친국
하여 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광해가 ‘은연중에 (이재를)구원하고 비호’ 하는 것으로 해석
43)

41) 이흘은 김제남의 여속으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그의 동생이 역모를 하다 장살
된 뒤로 그도 폐고되어 위를 원망하는 부도한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또 조우인의 흉시에 대한
일로 인하여 호남에 내려가 흉도들을 불러 모으고, 소장을 올려 우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책을 하였습
니다, 以金悌男餘孽,(性且兇悖,) 見棄人類久矣. 一自其弟謀逆杖斃之後, 渠又在廢錮, 頗有怨上不道之
言. 近日又因友仁兇詩之事, 圖往湖南, 顯有召聚兇徒, 投疏營護之計.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8月 16
日 1621年.
42) 亟正同惡友仁之罪.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8月 17日 162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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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재가 일방적으로 광해를 믿은 것과 광해가 구금을 길게
하는 것으로 이재를 비호하는 서로를 생각하는 표현과 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처럼 이재는 서궁의 황량함을 보고 <직분사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을 창작하였
으며 이로 인해 필화를 입고 구금되어 <자도사>를 창작하였다. <자도사>는 전체적으로 임
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고는 이재의 작품 중 <출새곡>과 한시 <형제암>은 피화의 작품이며, 그럼에도 필화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재는 선조와 인목대비의 유폐를 소재로 하여 한시
<直分祠記所見>과 <題分司承旨廳壁>을 창작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필화를 입게 된다. 즉,
이재는 피화와 필화를 겪게 된 것이다. 구금된 것을 소재로 <자도사>를 창작하였으며 이 작
품을 통해 이재는 광해에 대한 믿음과 그의 주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43) 더구나 역적 허환과 조우인 등은 천고에 없는 역적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은
연중에 구원하고 비호하니,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시세를 엿보고 있는 꼴이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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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반자본주의적 특성 연구
-｢태양의 아들｣을 중심으로-

류희식(경북대)

들어가며
2. 장용학 문학에서 한국전쟁의 의미
3. 돈에 포획된 부르주아 욕망의 충돌과 파국
4. 마무리를 대신하며
1.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논의는 1960년대를 당위와 욕망의 이항대립 혹은 이중구속으로 본다. 이들 논의에서
당위는 4.19로 촉발된 ‘시민적 권리와 의무’인 ‘민주화’를, 욕망은 5.16 군사 쿠테타에서 시작
된 ‘산업화’를 일컫는다. 즉 1960년대는 정치적 민주화와 한국적 자본주의화 사이의 모순과
갈등의 시대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진단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이 있다.
먼저, 이러한 대립은 단순히 1960년대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파시즘적 정권은 5.16
군사 쿠테타에서 노태우 정권까지 지속되었다. 또 정부 개입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이승만
정권에서 싹트기 시작한 재벌중심의 독점적 자본주의 역시 그러하다. 그 후 재벌 독점적 경
제구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따라서 대립의 시기를 최소 1980년대 후반까지 연장해서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문학을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살핀 논의 역시 재고해 볼 부분이다.
다음으로, 당위와 욕망의 대립은 소위 근대 내부에서만 성립된다는 점이다. ‘당위’는 독재
적 혹은 파시즘적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욕망’은 국가 주도의 독점적 자본주
1)

1) 권보드레, 천정환, 1960년대를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12; 조강
석, ｢1960년대 한국시의 정동(情動)과 이미지의 정치학｣, 한국학연구 3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15.8.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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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평등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했다. 그런데 민주화는 한 번도 국민국가체제를 부정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둘의 대립은 ‘근대’라는 공통분모에 기반해 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의 역사와 문학을 보는 시각이 당위와 욕망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근
대’에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은 문학 운동이 지향할 새로운 이념적 지표로서 유효하지 않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문학이 보여준 운동성의 상실은 이를 반증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문학적 실천이라는 실제 전부를 포괄하지도 못한다. 장용학의 문학은 이와 같은 논의
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의 문학은 근대의 외부를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주의화(근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후기 소설을 고
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작품은 ｢太陽의 아들｣(사상계, 1965.8.~1966.12.)이다.
이 작품은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부르주아 가족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
은 관념소설로 분류되어왔던 장용학의 전기 소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 보이고 있다. 그 때
문에 간단히 언급된 기존 연구에서는 특히 세태소설이나 통속소설 정도로 분류하거나 긴장
이 떨어진 작품이라고 평가 절하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문학적 지향과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장용학이 탈근대를 꿈꾸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이 작품이 ‘근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3)

2. 장용학 문학에서 한국전쟁의 의미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용학 문학 전반에서 드러나는 국
가와 자본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양의 아들｣은 제재를 현미경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작가의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작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태양의 아들｣에 대하여 장용학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간은 문명에 의해서 점점 太陽과 멀어져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題目의 태양은 그러한
元始性의 象徵이기도 하다. 육 ‧ 이오 동란은 그 참화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惡의 씨를 뿌
렸고, 그 씨는 땅에 뿌리를 내고 그 가지는 하늘을 가리는 잎사귀를 달고 있다. ｢太陽의 아들
｣은 그러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빚어진 사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自由黨 末期이지만 그것은 사변을 기점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는 登
場人物들의 연령으로 보아 더 이쪽으로 끌어 올 수 없기 때문일 뿐이고, 요새 世上을 背景으
로 해 보아도 별로 어색한 데가 없을 것 같다.4)(밑줄 인용자)

인용문에 따르면 작가는 인류문명은 진보나 발전이 아니라 인간 신체의 원시적 건강성(태
2) 이 작품 이외에도 근대화 문제와 관련된 작품은 ｢유피(遺皮)｣, 사상계(증간호), 1961. 11. ｢殘忍의
季節｣(문학사상, 1972.11.), ｢採菊記｣(사목, 1974.3.), ｢流域｣(문예중앙, 1981.3.~1982.3.), ｢오
늘의 風物考｣(현대문학, 1985. 6.) 등이 있다.
3)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글쓰기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8. 106~107쪽(각주 298).
4) 장용학, ｢작가의 말｣, 사상계, 1965.7,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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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해치는 유독물(그늘)로 보고 있다. 그는 특히 이 작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악”이 본격
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출발점을 한국전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후 발아한 악은 작품 내
시간인 ‘자유당 말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발표된 시기까지 지속된다고 말한다. 그
렇다면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장용학의 문학세계에서 한국전쟁의 특별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요한시집｣(현대문학, 1955.7.)에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본토로 가는
동호의 입을 통해 본토 즉, 남한이 해방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섬에의 길이요, 다른
포로수용소에의 門” 이라고 말한바 있다. 아울러 ｢現代의 野｣(사상계, 1960.3.)에서는 전쟁
후 생존한 모든 인민들은 법에 의해서 포획 당했다고 진단한다. 이처럼 장용학이 보기에 한
국전쟁은 국가장치가 한반도의 주민들을 적으로부터 구해낸 해방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포
로로 포획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라기보다 ‘획득국가’에 가깝다. 획득국가란
폭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을 빼앗지 않고 복종시키는 국가를
일컫는다. 그리고 획득국가인 한에서 국가장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정복의 주체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무한한 폭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당시 남한의 상황은 이와 한치의 차이도
없었다. 휴전 이래 남북은 여전히 전쟁상태였다. 남북 간의 끝나지 않은 폭력의 위협으로 인
해 국가는 다른 어떤 적에 대해서보다 더욱 더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내부의 불복종
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장치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운동, 즉 폭력의 유지와 강화 운동 을 해
나가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남한은 미국에 의해 관리되었고 또 자본진
영의 도움을 받은 결과 휴전 이후 경제체제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자본주
의라는 환경에서 국가는 독점적 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가장치
의 자기 유지 욕망은 독점적 부를 누리고자 하는 자본과 자연스럽게 결탁하게 된다.
실제로 분단 이후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유산, 일제의 적산, 미국의 원조물자 등 다양한
공공 재화를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기업들에게 임의로 불하하여 사유화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업에게는 어떠한 규율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사유화 과정은 기업들에게
자본의 시초축적의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문어발식 계열 확장으로 재벌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과잉중복투자와 산업간 불균등 발전에 따른 수요의 부족, 미국의 경제원조 축
5)

6)

7)

8)

5) 장용학, ｢요한 詩集｣, 현대문학, 1955.7, 62쪽.
6) 토마스 홉스,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pp.233-234.
7) 국가는 정의, 도덕성 등과 같은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폭력의 실천을 통해서 폭력을 조직하고 또
그것을 집단적으로 행사한 결과로 설립된다. 법적 정의 등의 개념은 폭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임의
적으로 파생된 것에 불과하다(법 제정적 폭력과 법 유지적 폭력). 그 아울러 자신의 영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유지하고 조직해가는 운동 자체가 바로 국가이다. 캬야노 도시
히토, 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눈, 2010, 38~41쪽.
8) 김경필, ｢이승만 시대 기업의 자본축적 재검토: 국가규율의 부재와 고삐 풀린 자본｣, 노동연구 37,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편, 2018.12, 233~238쪽. 김경필은 이승만 정권이 집권한 당시의 상태를
‘약탈국가’로 규정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를 규제할 그 어떤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화를
임의로 불하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승만 정권이 현재 한국의 최고 재벌이 된 삼성에게 다양한
분야의 공공재를 사유화한 예는 놀라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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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정책으로 인한 원료 수급난 등과 만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4.19 혁명
이다.
4.19 이후 1년여 만에 군사쿠테타를 통해 집권을 성공한 박정희 군부는 이승만 정권의 부
패와 무능을 극복하고 경제 재건을 최고의 목표를 삼았다. 그리하여 쿠테타 이후 군부는 나
름의 강력한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여 부정축재한 재벌들을 처벌하려 했으나, 민정이양을 통
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승만 정권과 마찬가지로 재벌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정
권을 잡은 이후에도 경제성장은 정통성에 흠결이 있는 박정희 정권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였기 때문에 이미 전대 정권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재벌들을 배제할 방법이 없었
기 때문이다.
그 후 박정희가 시도한 장기집권 시나리오와 그것의 실패, 그리고 신군부의 국가장악이 계
속되는 동안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되었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던 기간 동안 도처에서 그
들이 ‘국민에 대하여’ 행했던 폭력은 그만큼 국가 폭력이 민주화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또,
이에 대항하여 시기마다 민주화의 열기가 뜨겁게 타올랐던 것은 무엇보다 폭력의 민주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오직 폭력의 민주화만이 국민에 대하여 행해졌던 폭력이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야노 도시히토의 서술을 덧붙이자면 국가가
아무리 민주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장치가 생각하는 ‘치안’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전’ 사이
의 불일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를 장용학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자. 먼저 1공화국의 출발과 동시에
진행된 정경유착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와
국가장치가 결합된 근대국가 시스템에서 국가는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을 통해 재화
를 축적해야 했다. 이와 짝패로, 자본은 확대 재생산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국가 장치
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휴전으로 인해 남북한은 ‘포획국가’가 되었다. 국가장치는
‘포로가 된 주민들’에게 언제나 물리적 폭력과 법적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아울러 남한에서 점차 자본주의가 확대 심화되는 과정은 부르주아인 신흥 재벌들이
‘선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자본과 국가의 입장에서 주민들은 언제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야 하는 ‘인적자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 한에서 대다수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에게 자
유로운 삶이란 요원한 것이었다.
9)

10)

11)

3. 돈에 포획된 부르주아 욕망의 충돌과 파국

9) 1950년대 말이 되면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몰락 기업이 속출하고, 경제 성장률은 현격하
게 저하되는 반면 물가지수는 폭등, 실업률 상승, 노동쟁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문제는 이승만 정권이 이와 같은 당대 자본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부재했다
는 점이다. 김경필, 위의 글, 246~247쪽.
10) 군부정권의 경제개혁(재벌개혁) 시도와 타협 및 재벌강화에 대한 논의는 이정은 ｢군사정부, 부정축재
대자본가들을 만나다｣, 역사비평, 2021.5.) 참조. 특히 개혁의 시도는 46~51쪽, 첫 시도와 반대로
대자본가 양성에 대해서는 57~64쪽.
11) 카야노 도시히토, 앞의 책, 165~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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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경유착과 욕망의 준안정적 평형상태

｢태양의 아들｣은 자본주의 상류층 가족을 초점화하여 형상화한 소설이다. 장용학의 소
설들 가운데 이 작품이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하여 극화된
전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그의 소설이 서술자의 사변적 진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독특한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의 특성에 대하여 독자의
재미를 고려한 통속소설의 형식을 패러디한 것 으로 보고 있으나, 그보다는 서술자의 개입
을 최소화하고, 신흥부르주아 가정의 일상을 현미경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줌으로써 작품 세
계에 대하여 독자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작품은 사건
이 전개되면서 부르주아 가족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미시정치적 측면 이 잘 부각된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작품의 1장에서는 작품의 주요 인물들의 표면적 관계가 드러난다. 처
음은 신흥재벌 김준업의 집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개인 수영장에서 “예닐곱 명이 되는 靑春
남녀들이” 여름 오후에 수영을 즐기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汗
慈의 관능미로, 전체적으로 성(性)적인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깔린다.
작품의 인물들을 소개하자면, 우선, 핵심인물인 김준업은 “밀가루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製糖會社와 酒精工場도 거느리고 있는”(379쪽) 대기업 동진산업(사상계 발표본에서
12)

13)

14)

15)

12) 태양의 아들은 장편이니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 서사의 곁가지를 생략하고 큰 줄기만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동진산업의 김준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유승 대감의 명함을 한 장 받은 것을 가지고, 강제로 얻다시피
한 아내 최씨, 아들 원보를 데리고 그를 찾아간다. 유승 대감은 그를 받아주어 자신이 경영하는 마골광산의 노
무과장으로 보낸다. 그동안 아내 최씨가 유승 대감의 집안 살림을 꾸린다. 육이오가 터지자, 유승 대감은 아들
유평과 최씨, 그리고 최씨와 김준업의 딸인 서희를 데리고 개성에서 마골로 피란을 온다. 마골에 도착한 며칠
후, 김준업은 오택호와 함께 유승을 죽이고 자기 아내 최씨를 함께 죽여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다 타살된 것
처럼 꾸민다. 광산으로 공산당들이 들어오고, 한자의 아버지였던 경찰서장이 공산당들에게 죽는다. 김준업은 유
승의 돈과 가족을 챙겨 떠난다. 경찰서장의 죽음으로 전쟁 후 재판을 받은 유평은 김준업이 고용한 고병하 변
호사의 변호(사법적 수작)로 13년형을 받고 수감된다. 유평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김준업의 사업이 번창하여 동
진산업으로 성장한다. 고병하의 아들 고성태는 미국 유학을 갔다가 정치학박사로 돌아오고, 그와 서희 사이에
혼담이 오간다. 김준업의 집은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대 저택으로, 서희와 죽은 경찰서장의 딸인 한자, 고성태
및 그의 친구들이 어울려 논다. 김준업은 원보의 첫사랑이었던 허여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녀를 셋째 부인
으로 들이지만 백치인 아들 원수를 낳는다. 허여사와의 사이가 나빠지자 김준업은 죽은 경찰서장이 자신의 친
구라고 말하면서 한자를 돌보아주다가 정부(情婦)로 삼고, 그녀를 네 번째 첩으로 들이려고 한다. 유평이 감옥
에서 나와서 김준업의 집으로 들어오고, 감옥에서 만난 살인자 교수인 한예윤의 석방을 김준업에게 부탁하기
위해 마골 광산의 일을 캐기 시작한다. 그 사이 오택호는 한자를 욕망하기 시작하고, 사랑 때문에 김준업과 대
립한다. 김준업이 자신이 마련해준 한자의 집에서 밀애를 하는 것을 오택호가 원규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 그
사이 유평이 한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고려청자가 한자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는 자신의 아버지를 김준업이 죽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한다. 서서히 마골광산의 일이 밝혀지는 가운데 김준업
은 유평을 자기 집 뒷산에 매장할 계획을 세우고, 오택호에게 이를 지시한다. 오택호는 김준업에게 자신의 몫을
챙겨줄 것과 한자를 요구한다. 오택호가 한자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난 김준업은 오택호를 죽여서 유평을 묻으
려던 구덩이에 묻는다. 그 다음 날 유평이 김준업에게 마골광산의 사건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오택호가 개를 데리고 나타나 김준업을 죽여 파국에 이른다.
13)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글쓰기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06~107쪽.
14) 팰릭스 가타리에 따르면 어떠한 거시구조물(몰적인 집합)이라하더라도 반드시 미시적인 욕망의 흐름
과 소통이 있다. 미시정치란 기존의 지배적인 배치에서 변화의 힘들이 가해지게 되면 기존의 견고한
형태로 존재하던 힘들의 균형상태가 붕괴되면서 욕망의 특이화의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특이
화의 경향(주체화 혹은 탈주체화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팰릭스 가타리, 수에리 롤니크, 윤수종 역,
도서출판 비, 2010, 214~216쪽 참조.
15) 장용학, ｢태양의 아들｣, 사상계, 1965.8, 368쪽. ※ 이후 인용 시 잡지 년도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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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東進과 韓進으로 다르게 명명된다)의 사장이다. 그와 함께 김준업의 사업 동반자이자 변
호사 겸 국회의원인 고승하, 고승하의 아들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마치고 들어온 고성
태, 마골광산에서 유승과 함께 공산당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알려진 김준업의 두 번째 아내
인 최씨 부인 소생 서희, 그리고 김준업이 후원하고 있는 젊은 처녀인 한자가 핵심인물로 등
장한다. 식모로 일하는 옥화를 제외하면 남은 김준업의 가족으로는 첫째 부인 소생의 원보
(그는 미국 유학을 가서 흑인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귀국해서 김준업의 낡은 호텔에서 묵고
있다.), 서희와 어머니가 같은 원규, 세 번째 부인인 허씨부인(그녀는 맏아들 원보의 애인이었
으나, 돈 때문에 김준업의 후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 소생으로 지체장애를 지닌 원수가 있
다.
국회의원 고승하와 부르주아 김준업은 서로에 대하여 일말의 인간적 유대나 친분도 없음
에도 고성태와 서희의 결혼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두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멸시하는 관계에
더 가깝지만, 고승하는 김준업을 사돈으로 둠으로써 자신과 고성태의 정치자금을 충분히 확
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준업은 고승하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을 얻
으려 한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은 말 그대로 당대의 정경유착이 새로운 결연으로 더욱 공고
화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가문의 관계와 이질적인 핵심적 존재가 바로 한자이다. 그녀는 사건이 진행되면
서 점차 김준업의 정부란 사실과 네 번째 부인이 될 인물임이 밝혀진다. 지나치게 관능적인
그녀는 후에 김준업의 사생아로 밝혀지는 오택호의 욕망을 자극하여 그로부터 자잘한 시달
림을 받는다. 가령, 마구간지기이자 허드렛일을 맡고 있는 오택호는 한자와 서희, 고성태 등
이 노는 수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가 하면, 한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엿보다가
발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가진 한자에 대한 욕망은 결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
는다.
물론,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나름의 욕망을 지니고 있다. 김준업의 가장 큰 불만은
다음과 같다.
16)

그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아들이 없었다. 맏아들인 沅俌는 그래서 그렇고, 둘째 아들
인 沅揆는 공부를 못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골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변두리 大學에 들어간
망나니였다. 외박을 밥먹듯 했고, 아버지와 형을 함께 공공연하게 멸시하고 있었다.(중략) 그
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沅壽는 또 그런 백치였다.17)

그의 욕망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 줄만큼 마음에 드는 자식을 가지는 것과 만약 그것이 여
의치 않다면 죽기 전에 자신이 모은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 자신의
16) 김준업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
첫째 부인
최씨 부인(둘째부인)
허여사(셋째부인); 원보의 첫사랑

자식
원보, 서희의 이복오빠
서희, 원규
원수
오택호; 김준업의 사생아

17) 장용학, 앞의 글,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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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부인인 허여사를 내쫓고 새로 ‘아방궁’을 지어 한자를 후처로 맞이한 다음 여생을 보
내고자 한다.
한국의 현실에 진저리를 치는 맏아들 원보는 일정 금액의 거액을 상속받아 미국으로 떠나
려고 하며, 한자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김준업의 정부가 되었으며, 조만간 후처로 살다가
그가 죽으면 재산을 챙겨서 한예윤과 결혼하고자 한다. 과거 김준업의 하수인으로 유승 대감
을 죽이고 그의 트렁크를 강탈했던 오택호는 마구간지기 신분에 대해 불만이지만 나중에 자
신의 역할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돈과 한자가 주어지기를 욕망한다. 서희는 고성태와의 약혼
을 싫어하지만 이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미국 정치학 박사로 안하무인 상태인 고성
태는 지금껏 한번도 여성이 자신의 호감을 피하는 적이 없었는데, 그를 피하는 첫 여성이 서
희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녀를 욕망한다. 서희와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배가시키
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 유평의 등장과 억압된 욕망의 활성화

작품 내 인물들은 이처럼 각자가 상이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준안정적 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옥에서 일찍 출옥한 유평이 등장하면서 이 상태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의 등장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유평의 아버지 유승을 살해한 오택호와 그들의 살인
을 교사한 김준업이다.
｢성은 생각나지 않지만 유평이라구 한 것 같았어요.｣
｢뭐 유평?!｣
손에서 단장이 흘러 떨어져서 바위에 매운 소리를 낸다.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잘못 들었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서 단장을 집어든다. (중략)
｢정말 그 사람이더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도 너를 봤느냐?｣
｢봤지만 저를 알 리 없지요.｣
｢도망은 왜 쳤느냐!｣
｢그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를 알거든요.｣18)

유평은 고승하의 악의적인 변호로 거짓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선고받은
13년을 다 채우지도 않고 10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된 것이다. 그로 인해 과거에 조작했던 범
죄 사실이 들통 날 가능성과 함께 법적 공소시효도 남아있었다.
오택호는 유평의 등장으로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게 되자 과거 김준업에게 자신이 행했던
업적에 대한 공로를 요구한다. 자신이 훔친 트렁크에 들어있던 자금이 “똑딱船을 사가지구
密輸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던 만큼, 자신은 김준업이 세운 동진공사의 ‘개국공신’에 해당하므
18) 사상계, 1965.9,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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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에 적합한 대가로 “사업 밑천으로 三千만환”(359쪽)을 요구한 것이다. 만약 그가 요구한
금액만 준다면 자신은 생부인 김준업과의 인연을 끊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다.
하지만 김준업은 그에게 그만한 돈을 줄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는 오택호가 한자의 육체
를 탐하는 것을 꾸짖고, 식모인 옥화와 결혼시킨 다음 적당한 일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한다.
그러자 오택호는 “三千 만환을 받기 전에는 죽어두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
히”(360쪽) 밝힌다. 그 동안 자신을 섭섭하게 대했던 김준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머슴이었던 김준업은 자신의 과거 주인을 만나자 “그만 옛날처럼 ｢아 도령님｣이라고 할 뻔
했다.”(363) 그만큼 과거 신분 코드는 재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습관 속에 박
혀 있었다. 유평을 만나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잘못을 동시에 느끼면서 김준업은
유평에게 유학이든 뭐든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김준업은 새로운 국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서희와 유평을 결혼시키려 한다. 만약 그렇
게 된다면 그동안 세상물정 모르는 ‘인삼도령’으로 살았던 유평이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이므로
지난 범죄에 대해 따질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자신은 재벌인
데 비해 전과자인 유평은 ‘상갓집 개’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신세이므로 과거의 신분 역시 크
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와 같이 전략을 세우고 나니, 그동안 고성태와 서희 간에 오가던 약혼은 무효가 될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이는 고승하 고성태 부자 각각의 욕망이 허물어지는 결과이므로, 이들은 김
준업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이 불화로 다투는 사이에 허여사는 고의원과
저지른 불륜이 거꾸로 김준업이 자신을 내쫓고 한자를 후처로 앉히기 위한 계략에 의한 것이
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에 대한 김준업의 관심은 그녀가 백치인 원수를 낳은 때 이미 사라졌
다. 동시에 한자에 대한 욕망이 커지는 만큼 더욱 더 신속히 그녀를 내쫓아야 했으나, 위자료
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부정을 꾸몄던 것이다. 이에 허여사는 만족할 만한 위자료를 챙기기 위
해 옛 애인이자 가족구조상 아들인 원보를 이용한다.
｢마음 속에서 몰래 원했다는 게 뭔데?｣
｢沅俌씨에게로 가겠어요.｣
｢무엇이…….｣
농조였던 김준업은 얼굴이 뻘개지면서 테이블을 탁친다.
｢응, 그놈 하구두 놀았구나!｣ (중략)
｢一억을 주시면 시골로 내려갈 것이구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당신의 짐작을 따르겠다는
것 뿐이에요.｣19)

허여사는 김준업이 부정과 배덕으로 가득 찬 자신의 가계가 무너지는 것, 다시 말해 아
들과 자신이 한 명의 여자를 공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
기 위해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 동시에 그녀는 원보에게 김준업을 만나면 “저를 데리구
19) 사상계, 1965.10,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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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겠다구 하면 五億쯤 받아낼 수 있으니 半分” 하자고 제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보의 욕망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옛 주인을 살해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재산을 가로챘으리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을 김
준업에게 떠보자 자신의 아버지는 쉽게 이를 인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놀란다. 원보는 자
신의 아버지에게 오히려 허여사의 제의를 털어 놓으면서 그녀의 부도덕을 비판한다. 이를 통
해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것은
돈과 한자였다.
20)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게 석장쯤 주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라고? 석장이란 게 億으로 말이냐? 아니 뭐라구? 설마 네가 고병하 의원의 情婦를 모시구 미국에 가겠
단건 아니겠지?｣
｢뭐랍니까?｣ (중략)
｢제 말을 다 듣고 흥분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전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난 벌써 미쓰 ‧ 丁과 함께 가기로
이미 작정한 바가 있다구요.｣
｢뭣이라구!｣
펄쩍 뛴다.
｢왜요? 그렇게 안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21)

결국 원보 역시 돈과 한자를 욕망한다. 그는 자신이 오래 전에 아버지의 눈 밖에 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유평의 등장으로 번민에 빠진 아버지에게 적당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환심을 싸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돈을 얻어낸 다음 한자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자 한 것이다. 하지만 한자야 말로 돈 다음으로 김준업의 욕망의 벡터가 집중된 대상이므로
원보의 요구는 이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김준업은 꼴 보기 싫은 원보에게 1억을 줄 테
니 미국으로 떠나라고 하지만, 그 금액은 원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원보는 한자를 찾아가 그녀를 이용하고자 한다. 물론 한자에 대한 원보의 마음은 진
심이다. 그는 한자에게 미국에 있는 자신의 모교에서 온 장학증서를 보여주면서 자신과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자고 권한다. 그와 함께 “미스 정이 미국에 가겠다고 하면 그 양반이 내게
五억환을 줄 것이오. 혼자 떠나라구, 알겠오? 그 중 반은 미쓰 정의 것이오. 그 다음은 미국에
동행하든 여기에 남아 새 길을 찾든 그것은 미스 정의 자유요.” 라고 구슬린다.
그러나 한자의 욕망은 원보의 욕망과 무관하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원보가 보여준
미국 대학의 장학증서를 떠올리며 한 때 유학이 삶의 최고 바람이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은 김준업의 정부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경찰서장인 자기 아버지를 밀고했다는 죄목
으로 10년 옥살이를 한 유평이 돌아오자 그녀는 “그를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고 무서
웠다.” 그래서 잠시나마 원보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떠나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定期的으
로 며칠마다 사랑이 없는 愛慾에 신음해야 하는 저주스러운 육체”(351쪽)로 전락한 자신을
22)

23)

20)
21)
22)
23)

사상계,
사상계,
사상계,
사상계,

1966.2,
1966.2,
1966.6,
1966.8,

348쪽
355쪽.
394쪽.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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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는다.
밤이 되어 김준업이 찾아온다. 한자는 김준업에게 원보가 자신에게 구혼을 했으며, 자신도
원보에게 마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자 김준업이 화를 내고, 이에 한자는 김준업이
원보의 애인인 허여사를 빼앗았으니, 자신이 원보와 결혼하는 것은 피장파장이라고 놀린다.
그러자 김준업은 관악산 별장을 지으면 한자가 그곳의 여왕이 될 것이므로, 딴 마음 먹지 말
고 가만히 있으라고 구슬린다. 그리고 이날 밤 오택호는 원규를 꼬드겨서 서대문에 있는 한
자의 집으로 몰래 찾아간다. 원규가 김준업과 한자의 정사를 직접 목격하게 하여 그에게 김
준업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원규는 김준업과 한자가 정부 관계였음을 목격
하게 된다.
3) 돈에 포획된 욕망의 충돌과 파국

한편, 유평이 감옥에서 스승으로 모신 한예윤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한 사촌 형을 살해한
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유평이 마음에 든 그는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 아내
까지도 제자에게 떠맡기고 스스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자 한다. 출소한 유평은 한예윤의 부
인인 석여사를 만나 본 이후, 오히려 그를 가석방시킬 방법을 찾는다. 그는 무슨 일이든 도와
주겠다는 김준업에게 한예윤을 가석방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를 가석방 시키는 일
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유평은 스승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한자를 찾아온다.
이날이 마침 김준업이 한자를 찾아온 그 날이었다. 김준업이 몸을 씻으러 간 사이에 잠시
들른 그는 한자에게서 한예윤의 부탁으로 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다. 한예윤은 자신의 부
인이 사촌형에게 겁탈당했다는 것을 알리기 싫으니, 증인인 한자에게 그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김준업은 유평이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그가 한자의 집에 숨겨둔 청자
향로를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향로를 깨트린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행동을 본 한자
는 김준업이 살인사건을 직접 저지른 것이라고 짐작한다. 김준업이 한자의 육체를 탐하려는
순간 오택호가 먹던 사과를 방안에 던져 방해를 한다. 김준업은 그것이 고승하가 보낸 염탐
꾼의 행위라고 오해하고 급히 집을 떠난다. 그가 떠나는 사이에 오택호가 한자의 방안으로
침범하여 그녀를 범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실패하고 오히려 과거 마골 광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전모를 인정하고 만다.
유평이 한자의 집에 온 사건과 오택호가 던진 사과를 자신과 한자의 부정을 촬영하러 온
고승하의 하수인이 저지른 짓이라고 오해하면서 사건은 점점 가속화된다. 김준업은 다음날
이 되어서도 지난 밤 한자의 방 창문에 사과찌꺼기를 던진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그리고 유
평이 청자향로를 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신경을 쓴다. 그의 집에서 곤히 자고 있던 유
평은 마침 잠이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깨고, 자신을 찾아온 김준업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한자가 매력적이라는 말과 함께 그녀에 대한 호기심을 내보인다.
그러자 김준업은 한자가 자신의 첩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다시 서희와 결혼시켜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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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평을 회유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된 김준업의 딸이기는 하지만 서희는 다르오. 완전히 순수하오. 그래서
나는 그 애가 시집갈 때 내 재산의 반을 지참금으로 붙여주기로 했오. 정말이오. 난 아들놈들
에겐 조금도 정이 가지 않는단 말이오.｣
(중략)
｢하하하, 그 애는 유선생과 偕老同穴할 생각인 것 같단 말이오.｣24)

김준업은 서희가 고성태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유평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과 유평과
서희가 결혼하면 자신의 재산 절반이 유평의 것이 되니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캐지 말라고
회유한 것이다. 그렇지만 유평은 김준업의 제안과 무관하게 한예윤을 보석시켜 줄 것을 부탁
한다. 그러나 김준업은 유평이 서희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고 대답한다.
유평을 만난 한참 후 김준업은 다시 서희를 만나 서희에게도 유평과 결혼하라고 부추긴다.
물론 서희는 어릴 적부터 유평과 같이 자랐고 커서도 그에게 연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유평의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다 ‘천벌을 받아’ 죽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아들과 딸이 결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라고 물
어본다. 그러자 김준업은 천벌은 없었으며, 그것은 꾸며낸 일이며, 그녀를 좋아하지만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의심 때문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그녀의 마음을 충동질한다.
그런데 서희와 유평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녀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 고성태를 떼어 놓
아야 한다. 김준업은 고병하와 허여사의 불륜사진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서희와 고성태의 결
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고병하는 김준업의 금고에 놓아두었던 사진을
몰래 빼돌려 증거를 지워버린다. 따라서 김준업은 서희는 유평과 결혼을 시켜야 하므로, 절
대로 고성태와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하자 고병하는 자신의 아들이 한자의 육체에 마음이 있
다고 말하면서 한자와의 결혼을 요구한다.
김준업은 고의원에게 한자가 자신의 정부임을 알려주면서 거절하자 고의원은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
25)

｢애비 된 자가 자기 아들과 어떻게 정을 통했던 여자와 결혼해서 얼마동안은 오손도손 재
미나게 산 사람두 있는데, 그까지 돈 때문에 뉘집 노인의 신세를 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사람 같지 않는 일이 되오?｣
｢누가 그랬단 말이오! 더구나 정을 통했다니, 나를 영 뭘루 만들 작정이오!.｣
｢그렇지만 우리 上流社會에서는 그런 裏面史는 모르는 것으로 하구 사는 법이오. 그런 것
을 일일이 들추어서 문제로 삼았다간 우리 상류사회는 해괴망측한 동물원이 되게요. 아 법률
에두 특권이 있는데 도덕쯤 그게 문제가 되겠오? 더구나 성태는 처음부터 미스 정의 육체에
반해 버렸다고 그러더군.｣26)

24) 장용학, ｢태양의 아들｣, 사상계, 1966.10. 315면.
25) 장용학, ｢태양의 아들｣, 사상계, 1966.10. 326면.
26) 장용학, 위의 글,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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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원이 “그런 것을 일일이 들추어서 문제로 삼았다간 우리 상류사회는 해괴망측한 동물
원”이 되고 만다는 말처럼, 근대화로 인해 만연해진 자본주의의 욕망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부르주아 ‘상류사회’는 ‘도덕을 초월한’ 곳임을 스스로 알려준다.
결국 고병하가 자신의 아들이 서희를 원한다는 것을 전하자, 김준업은 “이미 유평과 서희
에게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332면)다고 말한다. 그러자 고병하는 김준업의 과거사를 신문사
에 흘릴 수도 있음을 내비치면서 떠나간다. 그가 떠난 후 김준업은 서희를 고병하에게 보내
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9장에 이르러 유평은 자신을 찾아온 ‘김두만’을 만난다. 그는 과거 유평의 재판 때에 거짓
진술을 한 증인이었다. 그에게서 유평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김준업이 틀림없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와 서희의 어머니 최씨 사이에 있었던 “不貞”
을 두려워한다. 그와 서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으나 살인현장에서 꾸며진 불륜의 사실이 이
를 가로막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평은 정관우로부터 그가 김준업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듣는다. 김준
업은 한예윤을 병보석 시켜달라는 유평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들은 유평은 마골광산의 일을 알아보고 다시 흥정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한자에게 들러 깨진 청자향로를 들고 온다. 서희와 유평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는 김준업의 계획과 반대로 고병하는 김준업을 매장시키기 위해 쓴 글인 “<野牛氏一
代記>”를 가지고 서희와 고성태가 한 달 안에 결혼식을 올리도록 요구한다.
고병하로 인해 궁지에 몰린 김준업은 자신의 집 건물 뒷산 중턱에 구덩이를 파고 유평을
죽여 매장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면서 그는 고병하와 타협책을 모색한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高地를 유지한 채 고 의원에게 항복하
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 낸 것이 큰 利權을 따내 달라고 흥정하는
것이었다.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만 응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서희와 이권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것이 되어 협박에 굴복했다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었다.
그럼 이권은 무엇으로 할까? 製鐵은 아직 이르구, 역시 하드․아이스 캰디루 할까…….27)

그는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도 끝까지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작품 내내 그가 아끼던
딸 서희 역시 일반적인 부녀 관계의 사랑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교환 가능한 고가의 상품으
로 취급해 온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유평을 매장할 구덩이를 살펴보기 위해 뒷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곳에
서 오택호를 만나 며칠 내로 식모인 옥화와 결혼시켜 주고 부산에 있는 공장의 수위장 자리
를 줄 것이니 유평을 죽일 것을 사주한다. 오택호가 살인을 거부하자 김준업은 다시 유평을
죽일 것을 강권한다. 이에 오택부는 자신이 진짜 김준업의 아들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아들
의 여자를 데려다 뭉개더니 이번엔 실컨 깔구 뭉개던 식모를 제게 下賜하시겠단 말씀입니
27) 장용학, 위의 글,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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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200면)라고 따지면서 한자를 하룻밤만이라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한자는 돈 이외에 김
준업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대상인만큼 그녀를 요구하는 것은 그와 적대하는 것과 다름없
다.
한자가 자신의 양녀라고 거짓말을 하는 김준업과 딸이면서 “絶世의 쇼를 밤마다 벌리”(같
은 면)느냐고 따지는 오택부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고, 대노한 김준업이 그의 목을 조르다
가 그를 뒤로 밀자 오택부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치고 만다. 그의 머리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
나오고, 놀란 김준업이 그를 흔들어 깨워도 소식이 없는 것을 보고 유평을 매장하려던 구덩
이에 그를 묻고 내려온다.
김준업이 집으로 내려오자 한자, 김두만, 유평, 고병하 등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김두만은
과거 자신의 자백이 돈으로 사주를 받은 것임을 밝히면서 끝까지 ‘사만환’의 돈을 요구하지
만, 김준업의 호통으로 도망가고 만다. 다음으로 유평은 깨진 청자향로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한예윤의 보석을 다시 한 번 흥정한다. 그러자 김준업은 한예윤은 곧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
며 자신은 마골 광산의 살인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역설한다. 그러던 차에 땅 속에서
묻혀 있던 오택부가 세 마리의 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서면서 사실을 그대로 밝힌다. 그는
“서희 어머니가 도랑꾸를 훔친 것을 알구, 같이 살 수 없다구 일어서는 것을, 저 영감이 목을
졸라”(207면) 죽였으며, 유승 대감은 자신이 죽였음을 실토한다. 그리고 오택호가 개의 줄을
놓아버리자 김준업은 그 개들에게 물려 죽고 만다.
4. 마무리를 대신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태양의 아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화폐 내
지 자본의 힘이다. 그리고 장용학은 최대한 서술자적 진술을 배제한 채 김준업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가족과 방계 인물들의 욕망을 미시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1960년대 부르주아
사회의 욕망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를 분석 진단하였다. 니체가 말한 가치의 가치 평가의
측면에서 재벌이 지닌 허무주의와 비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는 단지 돈의 의인물, 혹은 인격화된 자본이다.
김준업은 온갖 악행과 파렴치한 행위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해 왔다. 재벌이 된 김준업의 욕
망은 기껏해야 돈의 힘을 이용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전부이다. 엄청난 재력에
도 불구하고 그는 유평 가족의 머슴이었다는 과거 신분적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유평과 서희를 결혼시킴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덮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자기 주인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신분적 열등함을 보상받으려는 의고주의적 욕망도 함께 가진
다.
게다가 그의 집 거실에 걸려있는 거대한 유승의 초상화는 자신의 실제 삶의 가치를 포장하
는 이미지로 기능하는데, 이를 통해 김준업은 기존 사회의 가치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돈을 위해, 그리고 돈의 권력을 통해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자신
의 욕망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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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김준업의 면모는 그 자신이 당대의 사회 제도를 초극하는 실천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또 다시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기표(아버지, 부자 등)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는
기만적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를 둘러싼 모든 인물들 역시 화폐화 된 자본의 힘인 돈에 자발적으로 종속되어
진정한 자신들의 욕망을 왜곡하거나 망각하는 기만적 상태에 처해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에
환멸을 느낀 원보는 미국을 동경함에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허여사는 돈 때문에 사랑을 포
기하고 김준업의 후처가 되었으나 그에게 배반당한다. 한자는 유학을 포기하고 김준업의 재
력과 자신의 성을 거래했으며, 고병하 부자 역시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준업과 결연
을 맺고자 한다. 파국을 실행한 오택호 역시 김준업이 지불할 대가를 기다리면서 그의 집에
서 미천한 직무를 견딘다. 이들 인물 외에 식모인 옥화, 새로 고용되자마자 김준업과 자신의
성을 거래하는 여비서, 돈 때문에 유평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두만 등의 모습은 누구
나 자본의 욕망에 노예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용학은 유일하게 화폐에 공명하지 않는 유평을 통하여 지배 계급의 모순된 욕망의 작동
을 가속화시켰다. 그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이 의미
하는 바는 다소 모호하다. 첫째, 김준업의 파멸이 자본주의 자체의 파국이 될 수는 없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이는 문학적 ‘정신승리’로 읽힐 수 있다. 둘째, 유평의 움직임과 작품의 결과가
보여주는 우발성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적절한 전략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반면 작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읽어낸다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돈에 대한 예속이 신체 능력의 망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
주의의 지배적 욕망은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지 못하며 만인의 노예화를 초래할 뿐이
라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파국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의 모순을 가속화시키는 것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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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텍스트 속에 나타난 분열된 사회-체계 기능 언어
학적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신호철(청주대)

<상소 속에 나타난 분열 양상 연구-병호시비를 중
이국진(강원대)
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고려한자음의 기원-후두입성음의 기원 검토->에
이준환(전남대)
대한 토론문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김권동(대구한의대)
대한 토론문

<頤齋 曺友仁의 筆禍의 경위와 筆禍 소재 가사 연구
신현웅(한국기술교육대)
-避禍와 필화 작품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반자본주의적 특성
권동우(영남대)
연구-｢태양의 아들｣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텍스트 속에 나타난 분열된 사회-체계 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신호철(청주대)

본 발표문은 관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텍스트를 체계 기능 언어학적 텍스트 분석 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계량적ㆍ질적 비교ㆍ분석한 것이다. 서로 ‘다른’ 텍스트라 했지만 본 발표문에
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상반된 관점을 넘은 절대 극점(極點)을 이루는 ‘백서(白書)’ 대 ‘흑서
(黑書)’ 텍스트이다.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분열’을 넘어서 갈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
한 극한 대립적 갈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두 텍스트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언어적 분석 방
법을 적용한 것이다.
우선 이러한 극한 대립적 갈등이 ‘공적’ 형식의 텍스트로 출간되고 유통되어 ‘베스트셀러’
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리 현시대의 자화상을 확인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 앞선다.
이런 안타까운 ‘분열’의 자화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자의 객관적 텍스트 분석은 그나
마 안타까움을 덜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팩트와 논리를 표방하며 출간한 두 텍스
트들의 계량적 어휘 분석과 텍스트 구조 전개를 통해 소위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 지칭되고
있는 두 텍스트 필자들이 표방했던 ‘팩트’와 ‘논리’ 뒤에 숨겨진 공적(公敵)인 객관성과 신뢰
성의 민낯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발표문은 비판적 담화 분석을 위해 동일 사건을 대상으로 한 대립적 두 텍스트
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량언어학적 분석과 체계 기능 언어학적 텍스트 구조 분석의 방법으
로 선정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텍스트 분석에 계량적
방법과 텍스트의 맥락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 분석 방법을 접목한 방법론은 꽤나 신선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 텍스트의 주장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판을 통해 분열되어
있는 두 텍스트의 갈등 문제를 객관화하고 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갈등 문제의 객
관화를 접한다면 ‘흑백(黑白)’ 논리와 얄팍한 팩트로 점철(點綴)되어 있는 두 텍스트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발표문은 계량적 언어학적 텍스트 분석을 통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더구
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주요 내용이 이 시대의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양
진영의 논리와 주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언어학적 연구라 믿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 분석을 체계 기능 언어학의 개념인 사용역
(register)을 중심으로 필드(field), 모드(mode), 테너(tenor)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로 어휘, 문장,
담화 내용을 대상으로 한 상황 맥락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텍스트에서 다
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정치적 갈등 양상의 문제인 이상, 이론적 틀의 방법에
서 나아가 텍스트 분석 범위와 방법을 확장하여 사회적인 맥락 차원에서도 접근하여 대상 텍
스트를 분석하였다면 사회언어학적인 연구 결과물로서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대상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텍스트의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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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속으로 빠져 연구의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설(却說)하고, 연구 방법의 신선한 조합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 접
근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언어 분석을 통해 우리 현시대의 분열된 정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또 토론자의 사적 편견에 대하여 학문적
접근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토론자의 표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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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疏 속에 나타난 분열 양상 연구–屛虎是非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국진(강원대)

년 11월 20일에 ‘퇴계 이황·서애 류성룡·학봉 김성일·대산 이상정’ 4인의 위패를 한 자
리에 모시고 여는 告由祭가 안동에 새로 지어진 ‘虎溪書院’에서 열렸습니다. 이황의 위패를
중심으로 좌측에 류성룡의 위패를, 우측에 김성일의 위패와 김성일의 후학인 이상정의 위패
를 봉안하기로 하면서 병산서원과 호계서원 사이의 의견대립인 ‘屛虎是非’를 끝낸 것입니다.
한쪽에는 높은 자리를, 다른 한쪽에는 두 명의 자리를 보장하는 화해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400년에 걸쳐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며 안동 유림을 둘로 갈라놓은 屛虎是非 논쟁
은 조선 사회의 패러다임과 영남 儒林의 사유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屛虎是非 논쟁과 같은 다소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없는가?
있다면 그 원인이 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과 구성원들의 사유방식은 무엇인가? 화해
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屛虎是非 논쟁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표자께
서 구상하신 논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저의 짧은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

발표자께서는 이 논문을 구상한 문제의식을 서론에서 언급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屛虎是非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 부분은 무엇인지 서론에서 서술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사실 ‘上疏 속에 나타난 분열 양상 연구’라는 제목은 폭넓고 추상적인 주제입니다. 따라
서 1번 질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 된다면, 본 논문의 제목도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屛虎是非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료가 분석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과 다른 시기의 상소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점을 더 구체적으로 예각화하는 과정에서는 서간문을 비롯한 다
른 문집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 생각
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2.

발표자께서는 3장 전반부에서 屛虎是非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풍산류씨 화경당 소장의 상소’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좀 더 구체
적으로 부각한다면 좋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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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5일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경북 안동 호계서원 위폐 복설을 둘러싸고 유
림사회가 갈등 겪자, 도산서원 재유사(서원의 학사 및 제례 부문 관리자) 출신 모임인 ‘도산
보인회’가 “본질이 왜곡되고 유림간 갈등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특
히 “호계서원 복설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대중들에게 전달된다면 유림사회는 국민
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논란으로 사회발전에는 이바지
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로 조선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유림이라는 비판을 다시 듣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며 조선시대 400년간 병호시비의 와중에 ‘도산 보인회’와 같은 각
성을 보인 상소 또는 의견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왜 그러한 상소나 의견
은 묻혔는지, 없었다면 그러한 자성이 일어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논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지
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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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한자음의 기원-후두입성음의 기원 검토->에 대한
토론문
이준환(전남대)

계림유사를 바탕으로 하여 고려 한자음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 한자음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 주신 황국정 선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난해한 주제인데 평소에 선생님
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과 계림유사란 언어 자료에서 보여 주는 바를 연계하여 생각을 정
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저도 한자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
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아직 고려 한자음에 관한 공부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인데, 이처럼 고
려 한자음을 대하는 윤곽을 제시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도
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에 범박하게 몇 가지를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논의의 핵심은 후두 입성자로 읽힐 수 있는 대상으로 하여 이를 황주 방언 한자
음으로 읽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두 입성자로 읽힐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황주 방언 한자음이 이와 어떤 연관을 맺
을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의 글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황주 방언 한자음이 어떤 체계
적 양상을 지니고 있고 어떤 면이 특징적인 것인지를 개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1.

국어 한자음에서 설음, 치음은 하위에 조음 위치의 구별이 없는 것이 국어 한자음의 특
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논의에서는 고려 말에 이런 조음 위치의 구별을 비롯
하여, 조음 방법상에서도 경음, 격음의 발달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음 위치의
구별과 관련한 말씀은 통상적인 이해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음의 발달은
국어 한자음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리고 격음의 발달은 순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향가의 표기에 쓰인 ‘肐’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말의 말음 /ㅎ/을 적는 것과 유관할 것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다 보면 선생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균여향가에서는 ‘乙’로 대치가 되어 ‘道乙<참회
업장가>’에서와 같은 예에서는 ㅎ 말음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런 자료에서의 반영 양상은 ㅎ 말음 체언은 후기 중세 국어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바라는 점
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肐’과 ‘乙’의 쓰임 및 이
에 선행하는 어사에 관한 해석을 어찌 하는 것이 좋을는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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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토론문
김권동(대구한의대)

동일한 시대를 산다고 해서 동일한 체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근대와 현대를 나눈다고는 하지만 엄격하게 그 경계를 나뉠 수는 없는 듯합니다. 40여 년을
근대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그 동안 단독주택생활을 하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
니다. 그 사이에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능만점자가 6명(?)이나 나오면서 집값이 꽤 올
랐습니다. 함께 자리를 한 후배 교수가 그것을 알고 살짝 약이라도 올리려는 듯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K 교수 : 선생님, 만약 그때 그 단독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 굉장히 집값이 올랐을 텐
데요.
J 교수 : 지금까지 40여 년을 근대문학 하다가 이제야 현대로 바꾸려고 아파트로 얼마 전
에 이사를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생활은 근대입니다. 좀 따듯하게 지내고자 아파트로 옮겼는
데, 아내는 아내대로 방 한 칸에, 나는 나대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여전히 춥게 지내지요.
서로가 난방비를 아낀다고 보일러를 틀지 않는 거야.

연륜을 느낄 수 있는 답이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물음이 아니기에, 지금의 아파트 생활로 답
을 대신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동학에게는 충분한 답이었고 뛰어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
늘날 대부분의 가르침은 제도교육으로 학교에서 이어루지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배움과
가르침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누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뿐인 것이지요.
서영희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고 떠올랐던 옛 기억을 더듬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전
근대성와 근대성이 공존하였고, 그 때의 대중가요는 문학과 음악의 접점지대(1면 7행)였던 것
이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대중가요를 가사를 통해 오늘날의 시각으로 당대를 이해하기
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쌓는다면, 당
대의 대중가요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정치한 논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논제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를 이끌어가는
목차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론의 마지막 단락에서
는 “본 연구는 유성기 음반 가사집을 기본 자료로 하여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전반에 나타
나는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연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하여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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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습니다. 애초 발표제목은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여성 수난의 양상과 의
미”였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비롯하여 발표자가 의도하는 연구는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긔만 두고가는 저기저배엔 / 눈물을 흘니며 눈믈을 흘니며 우는님이여 / 나는님을 
나는님을 / 보도못하고 / 한마듸 말슴조차 못햇슴니다
포구에 홀로남은 외로운몸은 / 눈물을 씨스며 물
 을 씨스며 짓는이한숨 / 나신님이 
나신님이 / 그저그리워 / 얼골을 숙이고자 홀로웁니다(未吹入)
기약도 업것만은 남겨논정은 / 쓰라린 가슴에 쓰라린 가슴에 다시새로워 / 쓰라린 가슴에
쓰라린 가슴에 다시새로워 / 못오신다면 / 나도갈것을 /오늘도 저녁해만 넘어갑니다.1)

｢浦口에우는女子｣(1938)를 비롯한 ｢분홍손수건｣은 주로 “떠나고 / 남고, 돌아오지 않고 / 기
다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고 / 순정을 지키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래서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남성을 ‘배’로, 여성은 ‘항구’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한 상징은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1984)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러한 상징은 일제강점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발표자는 “떠나는 남성 주체와
보내고 기다리는 여성 객체는 당대 현실의 적극적인 반영이자 식민지인의 비애를 각성시키
며 대중가요의 남성 중심적 인식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남성
주체’와 ‘보내고 기다리는 여성 객체’라는 언급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논의인지에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은 “4. 남성 주체의 객체화, 여성 객체의 주체화”(8면)의 목차와도 관련이 있습
니다.
一. 어머님 어머님 / 기체후氣體候 일향만강一向萬康 하옵나잇가 / 복모구구伏慕區區 무
림하성지지無任下誠至之로 소이다 / 하서下書를 받자오니 눈물이 압흘가려 / 연분홍 치마폭
에 얼골을 파묻고 / 하염없이 울엇나이다
二. 어머님 어머님 / 이어린 자식은 어머님전에 / 피눈물로 먹을가라 하소연 합니다 /
전생의 무슨죄로 어머닐 리별하고 / 피는 아츰이나 새우는 저녁에 / 가슴치며 탄식 하나요
三. 어머님 어머님 / 두손을 마조잡고 비옵니다 / 남은 세상 기리기리

누리시옵소서 / 언

제나 어머님의 무릅을 부여안고 / 가슴에 매친한을 하소연 하나요 / 돈수재배 하옵나이다2)

발표자는 ｢어머님前上書｣(1939)의 가사, 즉 “연분홍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에서 화자가
기생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부른 이화자
는 기생출신으로, ｢화류애정｣(1939)과 ｢화류춘몽｣(1940)과 같은 노래를 불렀고, 이 작품은 이
화자 자신의 실화로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가사의 내용만으로는 기생이
된 화자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여성 가장의 책임의식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합니
1) 한국고전음반연구회 편, 유성기음반 가사집4, 민속원, 2009, 908면.
2) 이보형ㆍ홍기원ㆍ배연형 편저, ｢어머님前上書｣ 유성기음반 가사집2, 민속원, 1999, 8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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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로 시작하는 백설희의 ｢봄날은간다｣(1954)에도 ‘연
분홍 치마’는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주체와 객체의 문제에서 어머니의 처지에
서 자식(아들)을 그리는 노래, 이미자의 ｢母情｣(1977)은 ｢어머님전상서｣를 참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이화자의 ｢꼴망태牧童｣(1938)의 가사를 실어봅니다.
꼴망태를 둘러메고 소를 모는 저 목동 / 고삐를 툭툭 치며 콧노래를 부르다가
이랴 쯧 흠~ 어서가자 정든 임 기다릴라 / 음~~~~~이랴 쯧쯧쯧
석양산 바라보며 타령하는 저 목동 / 골통대 툭툭 털어 잎담배를 피워물고
이랴 쯧 흠~ 어서가자 정든 임 기다릴라 / 음~~~~~이랴 쯧쯧쯧
마을 앞 실개천에 얼굴 씻던 저 목동 / 고의춤 툭툭 털어 농구망태 다시 메고
이랴 쯧 흠~ 어서가자 정든 임 기다릴라 / 음~~~~~이랴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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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頤齋 曺友仁의 筆禍의 경위와 筆禍 소재 가사 연구
-避禍와 필화 작품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신현웅(한국기술교육대)

권현주 선생님의 <頤齋 曺友仁의 筆禍의 경위와 筆禍 소재 가사 연구 -避禍와 필화 작품
을 중심으로->는 쟁점이 드문 최근의 고전문학 연구 풍토에서 이재의 필화 사건과 관련된
작품을 중심으로 일부 쟁점을 다루는 소중한 발표문입니다. 특히 이재의 작품은 1961년 발굴
된 이후로 연구성과가 적잖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연구가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토론
자가 발표자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논의를 긍정적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의 세 가지를 여쭙습니다.
첫째, 발표문에는 이재의 경성행이 “丙辰冬, 復出判官鏡城, 中時忌也”(택당, <右副承旨梅
湖曹公墓誌銘 幷序>)에 근거하여 “시대와 맞지 않아 차출”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와 맞지 않은 것’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적객’
심리 문제와 이어집니다.
둘째, <출새곡>은 전별 자리에서 재종형 치재(耻齋) 조탁(曺倬, 1552~1621)이 이재에게 백
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에 상응하는 북관, 곧 함경도의 가사 작품을 짓기
를 청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는 ‘적객’ 심리가 드러내어 진술됩니다. 따라서 그가
“용맹함과 지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경성 판관에 제수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지 않
을까 싶습니다. 만약 발표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출새곡>은 <관서별곡>이나 <관동별곡>
과 같이 화자가 목민관의 본분을 확인하며 선정을 다짐하거나 낯선 경관을 보는 데에서 오는
감흥을 표출하는 내용의 작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객’ 심리와 관련해 급암 고사와 함께 주목할 점(흥미롭게도 이재는 1625년에 타계합니
다)은 경성 판관 제수 당시의 나이와 그 앞의 경력입니다. 이재는 56세인 1616년에 경성 판관
에 제수됩니다. 56세는 내직을 맡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거나 물산이 풍부한 외직을 맡든
할 나이입니다. 선행연구의 생애 연구(｢메호별곡｣에 관한 졸고)에 따르면 그는 1614년 이전에
이미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의 품계에 오른 상태에서 1613년에 종6품의 은계 찰방으로
일을 하다가 1616년에 종5품의 경성판관에 제수됩니다. 더욱이 그는 45세에 느지막이 문과에
급제하여 46세에 부쩍 노쇠함을 느끼고, 47세에 문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을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판관은 “대읍에 설치되어, 감사나 수령을 보좌하던 종5품관직”(이의권, ｢조선후기의 관찰사
와 그 통치기능｣, 전북사학 9, 전북사학회, 105면)으로서 문과에 급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자가 대체로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1570년생 청음 김상헌은 159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36세인 1605년에 경성판관에 제수됩니다. 물론 청음에 이어 1606년에 경성판관으로 제수된
1567년생 현곡 조위한은 문과에 급제하기 전(1609년)에 경성판관에 제수되기도 합니다. 이들
은 모두 종5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품계일 때 경성판관에 제수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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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판관은 당시 그의 품계와 나이에 합당하지 않은 벼슬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경성행
을 유배에 가깝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경성판관에서 체차되었다
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우는 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출새곡>, <형제암>을 ‘필화사건의 도화선과 피화의 안도’의 작품으로 규정한 점
은 학계에 제출된 새로운 시각이나 <직분사기소견>, <제분사승지청벽>이 필화 대상 작품
이라는 점, <자도사>가 필화를 겪으며 지은 작품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입니다. 발표문을 읽으면 발표자는 발표문에서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필화 사건 전후 동안에
일어난, 이재의 심리 상태, 정치적 시각 등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싶다는 판단이 듭니다. 발
표 자리가 발표문의 논지를 선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연구 초기의 착안, 연
구를 진행하면서 발표문을 작성하는 동안에 든 생각, 발표문을 학회에 송부한 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든 보완 계획 등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과 제안을 하나씩 간단히 드립니다. 의견은 1616년 3월 1일 비변사에서 올
린 계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제안은 제목과 관련된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는 함흥, 북청, 경성
의 판관에는 ‘용맹과 지략의 재주를 겸비한 인자한 사람’이 제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주목했습
니다. 하지만 그 계는 ‘무변중에’, 곧 ‘무관’에 방점이 놓입니다. 1618년 2월 6일에 남이준이 경
성판관으로, 김호가 온성판관으로, 조정립이 북청판관으로 제수되자 6월 17일에 비변사에서
는 이들이 ‘백면서생’이므로 변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평안도 수령이 문관에서 무관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내용의 계도 올립니다. 제안은 한시와 가
사가 함께 다뤄지므로 ‘이재 조우인의 필화 사건 작품 연구’로 제목을 수정하면 어떨지 싶습
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즐거웠습니다. 하나는, 2015년부터 2년간 이재의 한시 작품과 <매호별
곡>에 빠진 때의 흥분이 일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작가와 작품의, 일부 문제가 발표문에서 해결되어 제 졸고를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
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가 오독한 점이 있다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사 부탁
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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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반자본주의적 특성
연구-｢태양의 아들｣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권동우(영남대)

선생님의 연구는 장용학의 후기소설 중 태양의 아들의 서사를 따라가며 주로 등장인물
들이 내보인 저마다의 욕망을 중심으로 작품과 작가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간 다른 논고에서도 다룬 바 있는 장용학의 반국가적 관점(｢장용학의 후기 소설에 나타난 탈
국가 욕망 연구｣)이나 탈식민, 탈영토성(｢장용학 소설언어의 탈영토성 연구｣, ｢장용학의 후기
소설 ｢부여에 죽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논의의 연장선에서 해당 작품이 지닌 반자
본주의적 특성 역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련의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본 연구의 서두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장용학의 문학이 ‘탈근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
렴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작가는 보편적 차원의 국민(민족)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의 허구
성을 간파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여러 작품을 통해 다각도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가지게 된 의문과 더불어 몇 가지 부가
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탈근대’(1쪽)로 규정하고 있는 작가의 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가주
의 혹은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근대화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작품에 나타난 장용학
의 ‘탈근대’ 지향은 명확해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대의 외부를 사유하고 응시한다는 의미에
서 제기된(수렴된) ‘탈근대’라는 규정과 논의가 다소 고착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의 폭력을 드러내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탈근대
의 서사를 형성하지만, 그것이 결국 사유와 응시로 귀결된다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진전된
의미를 발견해내기란 좀처럼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유나 응시는 일종의 관조적 태
도인 동시에 ｢요한시집｣(1955)을 비롯한 장용학의 이전 작품들이 머물러 있는 관념소설의 세
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자면 후기작인 태양의
아들 역시 반자본주의적 태도로 근대화된 세계를 그려내고 응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항과
실천의 영역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
는 이미 논고의 말미에 언급하신 것처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따로 또 선
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본 연구의 핵심 논의와 분석은 3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장에서는 주로
태양의 아들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자본(화폐)에 종속된 부르주아 사회의 비뚤어진 욕망과 모순
을 드러내고자 한 장용학의 ‘미시적 형상화’에 따른 서술 기법(?)에 주목하고자 한 것으로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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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하지만 미시적 형상화가 지닌 기법적 측면에서의 특징이나 그것이 이 소설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 나아가 그 효과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화된 논의는 잘 포착되지 않고 있습
니다. 혹 이런 미시적 형상화의 방식을 태양의 후예를 세태소설이나 통속소설로 분류해온
기존 연구의 관점을 넘어설 수 있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염두에 두신 것인지, 관련된 설명
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덧붙여, 미시적 형상화의 문제는 3장 1절에 언급하고 계신 “욕망의 미시
정치적 측면”(5쪽)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논의를 따라가면 태양의 아들에
서는 주로 부르주아 사회 내부의 ‘미시적 욕망’들을 전시하듯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 때 등장인물들이 지닌 저마다의 ‘욕망’은 가타리의 미시정치 개념에서 보면 어떤 의미
를 지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짧은 판단으로는 마무리 부분에 언급하고 계신 바처럼 소
설에서 “유일하게 화폐에 공명하지 않는”(12쪽) ‘유평’이라는 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일종의
균열 지점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장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장용학은 태양의 후예 연재에 앞서 작가의 말을 통해 “육ㆍ
이오 동란”을 “惡의 씨”로 규정하고, 이후의 역사적 시간들은 그로부터 빚어진 “사건의 하나”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용학의 문학에서 한국전쟁이 지닌 의미가 특별하고도 본질적
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때, 이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동시에 한계이
기도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장용학은 “1950년대의 모더니즘적 세계관
과 사유방식에 거의 철저히 갇혀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 전후문학을 형성한 작가들처럼
“1960년대를 지나면서 소설 창작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4. 2

1)

1) 방민호,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의미｣, 원형의 전설 外, 동아출판사, 1995,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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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어문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민족어문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에 관련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확립하고 학문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
회에서 발표한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

･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를 제안 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 발표하는 과정

･ ･ ･

･

에서 이루어지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날조하거나 그것들을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가 연구 기록에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구 재료, 연구 장비, 연구 과정을 조작
하거나 데이터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

3)

표절 :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

,

,

,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거나

,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4)

중복 투고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과 동일하
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논문 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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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7)

기타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8)

2.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출판윤리는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논문 작성 및 게재를 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자와 발행기관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인 혹은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물이나 자료를 활용할 때 반드시 정확한 출처와 인용을 표기.

2)

자신의 연구성과라 하더라도 재출판 시에는 게재된 발행기관의 책임자 혹은 편집자의 동의를 받음.

3)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기여자를 저자로 등록하거나 저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됨.

4)

연구결과 발표 후 발견된 연구부정 혹은 오류사항 인지 시 발행기관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함.

5)

자신의 연구업적을 늘리기 위해 유사논문의 재출판 또는 논문 쪼개기는 하지 않음.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을 본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3.

“

4.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제보의 대상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단,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5조(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의 출판 과정에서 제4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출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논문과 함께 연구윤리확약서(본학회 양식), 연구 및 출판 윤리 자가 진단(본
학회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투고자(제1저자)는 공동저자(교신저자, 기타저자)가 있을 경우에 그 신분과 본인과의 관계를 명시한 공동
저자 연구윤리확약서(본학회 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는 편집위원회가 저자들의 신분 및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편집 위원의 윤리와 의무)
1.

2.

편집 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편집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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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 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과 그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 위원의 윤리와 의무)
1.

심사 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인 신념을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해야 한다.

2.

심사 위원은 논문의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 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연구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논문의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정과 조사)
1.

연구 결과가 출판되기 전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본 학회와 관련하여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 결과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5~10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구성된 후 가능한 한, 60일 이내에 제보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학회장의 동의를 얻어 그 기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를 따른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연구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3.

피조사자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판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본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조사 과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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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1.

본 학회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학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회장은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 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요청 등의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의의 전(

全

)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

다.
5.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사안에 대해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6.

1)

심의 개요

2)

심의 절차

3)

판정 내용(필요 시 징계 건의 사항 포함)에 따른 근거 및 관련 증거 자료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내용 및 처리 절차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7.

1)

경고

2)

일정 기간의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

3)

일정 기간의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4)

해당 논문의 인정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5)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6)

한국연구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과 징계 사항 통보

7)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보고받으면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이사회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8.

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규정의 시행)
1.

본 학회의 신입 회원은 이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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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이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부칙>
1.

이 연구윤리 규정은

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민족어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8

<부칙>
1.

이 규정은

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민족어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7

<부칙>
1.

이 규정은

년

2.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민족어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0

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10

<부칙>
1.

이 규정은

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한민족어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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