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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시와 신화적 보편성
김효신1)

1. 들어가는 말
신화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사성이 없는 채로도 시
속에 용해될 수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신화비평의 방법론을 정립한 질베르 뒤랑은 이
러한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신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화는 그 무언가
를 함축하거나 설명하지만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으며 시공적으로 위치 결정된 프로크루스테
스의 침대에 몸을 맡기지 않는다.” 이는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랑은 또 신화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보편성이라는 우유를 빨아먹는다고 지적하면
서, 과학이 하나의 존재하는 것을 하나의 공리, 논리, 수학적 당위 존재에 기대어 설명하는 데
반해, 신화는 당위 존재를 그 당위 존재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절대 존재로서의 ‘모델’에 기대
어 참조하고 설명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신화는 개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실체인 ‘모델’을
놓고 설명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화는 세계의 근원과 인간의 기원을 찾아가는 것이자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을 꿈꾸는 것으
로, 유토피아를 찾는 문학의 전통적인 주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의 현대시에도 다
분히 신화적 상상력이 깃들 수밖에 없다. 다만 신화 자체를 직접적으로 차용하거나 변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문학 작품 속에서 신화 자체보다는 신화적 상상력을 찾는 것
이 유효한 것은 우리 문학의 기원이 신화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속에 신화가 깃드는 양상
을 차창룡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신화를 차용한 시, ② 신화의 내용을 변
용한 시, ③ 신화의 모티프를 빌린 시, ④ 작품의 모티프가 신화의 모티프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시, ⑤ 신화의 원형구조가 엿보이는 시, ⑥ 신화의 원형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는 시2) 등이
다. ①②③은 신화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형태이고, ④⑤⑥은 신화가 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신화적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위 항목은 모두 살펴보는 것은 신화
적 상상력의 영역이 될 것이다. 한국의 현대시에 신화를 직접 차용, 변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
지 않지만 앞의 ①②③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앞서 실체로서의 ‘모델’을 찾기 수월하리라 본
다.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실체로서의 ‘모델’을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특히 프로메테우스 신화
로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보편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문학 작품에 신화를 도
입하는 것은 개성보다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야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1)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2) 차창룡, 「신화의 시대에 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시인시각』, 2009 봄호.

- 3 -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빌려온 신화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보
편성 획득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 문화에서 빌려온 것일지라도 기독교 신
화나 그리스 신화의 경우에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2. 인간을 가장 사랑한 신, 프로메테우스와 그 신화.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 이아페토스의 아들이다. ‘먼저 생각한다’라는
뜻을 품은 심상치 않은 이름의 소유자다. 생각의 속도가 남달랐던 그는 어느 날 깊은 생각에
골몰하다 진흙을 빚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신의 형상을 닮은 진흙상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이라 부르며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인간의 얼굴 표정이며 움직임이 영락
없이 자신을 닮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왠지 성에 차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일
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프로메테우스에게 무엇인가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벌떡 일어나 그는 어디론가 부랴부랴 찾아갔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는 그가 아폴론의 불마차로 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
로 갔다고 했다. 그가 어디에 갔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돌아온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는 모두 목격했다.
고민의 무게로 어깨가 한 뼘이나 아래로 쳐져 사라졌던 프로메테우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사기충천한 군인처럼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다. 금세라도 온 세상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
는 횃불 하나를 오른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오른 손에서 인간의 오른
손으로 건네지기 전까지, 오로지 신의 것이었던 불이었다. 제우스가 인간의 손이 결코 닿을
수 없도록 아폴론의 불마차와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의 아궁이 속에 깊숙이 숨겨 놨던 불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타오르는 횃불만큼이나 벌겋게 상기된 그의 얼굴은 너무도 복잡한 생각
이 몸속에서 터져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불을 쥐고 인간에게로 돌아온 프로메테우스는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법을 어긴 자에게 돌아올 것은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제우스가 내릴
벌을 생각하며 그는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내일이면 코카서스의 바위에 묶
일 자신이 보인다.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독수리는 자신의 간을 탐하며 사정없이 쪼아댑니다.
밤이면 낮 동안 독수리에게 쪼인 간이 자라고 다음 날 또 다른 독수리가 그의 간을 탐할 것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불의 발견, 불의 사용은 인류에게 있어 직립에 이은 제2의 혁명이다. 불의 발견, 그것은 인
류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사고의 폭과 깊이를 한 차원, 아니 두 차원 이상 확장시킨 혁명이었
다. 드디어 태초에 동물이다시피 했던 인간이 인간다운 진정한 인간이 된 것이다. 프로메테우
스는 인간이 신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으로 인간이 자신을 뛰
어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열망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불을 품고 인간을 향해 돌아오
면서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의 자리를 기꺼이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미움을 받고 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신이 인간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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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신이 되는 꿈, 인간과 신이 아름다운 교감을 나누는 멋진 꿈을.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서구의 신화 가운데 하나이다. 프
로메테우스는 매우 흥미롭고 다채로운 면모를 지닌 신화적 인물이다. 그는 반역자와 혁명가의
원형이기도 하고, 신들의 적이자 인간의 친구이기도 하며, 앞을 내다보는 자이자, 사슬에 묶여
박해받고 고통을 당한 희생자이기도 한 것이다. 소위 ‘문화’의 신화를 대변하는 프로메테우스
는 서양의 문화적 자기이해와 진보의 구상을 가장 절박하고 지속적으로 각인한 신화적 형상이
다. 프로메테우스를 둘러싼 ‘신화 작업’이 남긴 흔적은 불의 획득에서 최신 미래기술의 가상유
희에 이르기까지, 고대 예술의 사원에서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현대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도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아직 유효하면서도 매우 적절한
상징체계를 제공한다.3) 이런 이유로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한국의 현대시에서도 광범위하게 퍼
져 있을 가능성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가장 높다고 판단하여 신화적 보편성을 위한 주제로 잡
게 되었다.
한국의 현대시보다 앞서 프로메테우스를 소재로 한 너무나 유명한 시 윤동주의 「간(肝)」 전
문을 여기에 실어본다.

바닷가 해빛 바른 바위우에
습한 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쓰山中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肝을 직히자.

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뜨더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지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않떠러진다.

푸로메디어쓰 불상한 푸로메디어쓰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푸로메드어쓰4)
- 시 전문 「간(肝)」-

3) 박은경,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시적 변용」, 『독일언어문학』 제47집, 269쪽.
4)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 원본대조 윤동주 전집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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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기원과 신화 변천 과정

5)

헤시오도스에서 시작하여 아이스퀼로스와 루키아노스를 거쳐 괴테, 쉘리, 지드, 카프카와 카
뮈에 이르기까지,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서구문학에서 종종 상충되거나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
면서도 한결같이 다루어진 주제였다. 프로메테우스를 둘러싼 신화 및 ‘프로메테우스적인 것’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문학적으로 개작되고, 변형되고, 새롭게 해석되어 왔다. 서구문
학을 서로 연결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 이 주제가6) 한국 현대시에서는 어떠한 모습
을 취하고 있으며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세계 속의 한국의 현대시
의 역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작가들이 묘사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다양한 모습과 이후 서구
문학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수용되는 큰 흐름을 짚어보는 것은 한국 현대시에 수용된 서구
의 프로메테우스 신화 수용 양상을 정리하는데 기본 그림이 되어 줄 것이므로 여기에 먼저 소
개해본다.
오늘 발표에서 우리가 주제로 다루게 되는 프로메테우스 형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하는 가
장 중요한 원전들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와
박된

『노동과 나날』, 아이스퀼로스의 비극『결

프로메테우스』7), 그리고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일 것이다. 이들은 “문화의 창조행위

를 예술과 기술, 정신과 권력의 긴장 속에서 미리 형성하고 있는 근본신화소”의 세 가지 형상
화인 셈이다. 신화는 결코 애초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고 변주
되기 마련이다. 아이스퀼로스와 플라톤의 경우에도 이미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처음으로 소개
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와 연관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헤시오도스가 전하는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이야기는 신들의 투쟁에 대한 서술 속에 편입되
어 있다. 티탄의 후예들, 예를 들어 티탄 이아페토스의 위력적인 아들들인 아틀라스, 메노이티
오스와 프로메테우스는 모두 막강한 힘과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 때문에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
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나눌 때 꾀를 내어 제우스를 속이려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해체된 황소에서 내장을 위 속에 숨기고 뻐다귀 무더기에는 기름을
발라놓았던 것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속내를 간파하고 격노한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내주
지 않자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준다.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아
름다운 재앙”인 판도라를 보냄으로써, 그리고 그 자신은 결박된 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
하게 함으로써 프로메테우스를 벌한다. 영원히 새로 자라나는 간을 먹어치우는 독수리는 나중
에 제우스의 동의하에 헤라클레스기 활로 쏘아 죽인다.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처음 전한 것은 헤시오도스이지만 이 신화를 다룬 가장 유명하고 영향
5) 같은 글 참고.
6) 같은 글, p.269.
7) 이 작품이 아이스퀼로스의 작품인지 아닌지를 두고 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일단
아이스퀼로스의 작품으로 해 둠. 그런데 아이스퀼로스가 아닌 젊은 비극 시인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에 대한 참고는 김기영,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수용과 변용 – 헤시오도스 서사시와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비교 연구」, 『서양고전학연구』, 한
국서양고전학회,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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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텍스트는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이다. 헤시오도스의 텍스트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운명은
공정하고 전지전능한 제우스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잠재적 기만자들과 독신자(瀆神者)들을 경
고하는 표본이 되었다. 반면에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서 프로메테우스의 형상은 고문을 당한
자, 권력자들에게 미래의 지배를 보장하는 모종의 비밀을 발설해야 하는 정치적 구금자가 된
다. 아이스퀼로스는 프로메테우스를 호감이 가는 인물로 그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듯하다.
“헤시오도스에게서 제우스가 신을 모독(冒瀆)하는 자들에게만 냉엄한 통치자였다면 여기에서
는 폭력의 모든 부정적 특성과 전형적 특징을 지닌 폭군으로 그려진다.” 『사슬에 묶인 프로메
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법과 정의의 여신 테미스의 “불끈 성내는 아들”인데, 그는 인류
에게 불과 문화를 가져다준 은인인 동시에 제우스의 오만한 적대자로서 형벌을 받는다. 프로
메테우스는 새로운 신들의 체제가 휘두르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채 힘든 반항자의 운명을
견뎌낸다. 제우스의 폭력적 지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오케아노스의 딸들의 합창은 프로메
테우스의 운명에 대해 탄식하며 연민의 정을 보인다.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또 다른 측면이 부각된다. 미욱한 에
피메테우스가 다른 생물들에게 생존을 위한 온갖 다채로운 능력과 특성을 모두 주어버렸기 때
문에 인간은 벌거벗은 채 털가죽도 무기도 없이 남아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처럼 무력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네에게서 불을 사용하는 기술적 지능을 훔쳐다가
그들에게 준다. 플라톤의 서술에서는 기만자와 모독자도 정치적 수감자와 반란자도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신체적으로 무력한 인간이 프로메테우스에게서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삶의 수단, 즉 생존을 위한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가능성들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는 측면만
이 부각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정치적 앎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제우스의 처분
권 안에 있다.
오비디우스, 루키아노스 등 이후의 작가들도 프로메테우스를 각각 상이한 각도에서 묘사하
고 있다. 기원 후 1세기 초에 씌어진 오비디우스의 『변신』에서도 프로메테우스가 흙에 빗물을
섞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들의 닮은꼴로” 인간을 빚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특히 인간의 직립보행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몸을 굽혀 땅을
보는 다른 생물들과 달리 “위를 쳐다보는 얼굴”을 주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향해 얼굴을
곧추세우도록” 명했다는 것이다.
루키아노스의 『프로메테우스』는 메르쿠리우스와 불카누스, 프로메테우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메르쿠리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메르쿠리우스는 헤시오도스를 인용해가며8) 제물
을 속인 자, 인간을 만든 자, 불을 훔친 자로서의 죄목을 열거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세 가
지 죄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루키아노스가 선행텍스트인 헤시
오도스를 이미 ‘해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고기 분배”와 연관된 죄
목에 대해 오히려 주피터의 “쩨쩨한 사고방식”과 “유치한 시기심”을 질타한다. “자기 몫에서
발견된 조그만 뼈 하나 때문에” 자기처럼 공로가 크고 오래된 신을 혹독하게 처벌하는 것은

8) “헤시오도스가 그 일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나는 꽤 잘 기억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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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당만부당하며, “제일 큰 조각을 얻지 못했다고 화를 내고 난폭하게 구는 것은 조그만 사
내아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죄목, 즉 인간을 만든 죄에 대해서도 프로메테우스
는 반론을 편다. 인간이 없다면 신은 누가 섬기느냐는 것이다. 신들은 “제단도 사원도” 갖지
못했을 것이며, 현란한 기교로 만들어진 “화려한 원주, 대리석상” 같은 것들도 없었을 것이다.
죽어 없어질 존재들이 있기에 신들의 불멸성, 영원성 등의 장점이 더 돋보일 수 있다. 프로메
테우스는 인간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신들은 제물만 많이
있으면 저 멀리 대양을 건너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여행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로 불을 훔쳤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불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것인데, 신들이 손해 보는 것
도 없으면서 불은 내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 명백한 시기심”일 따름이라고 응수한다. “추
위에 떨지 않고, 암브로시아를 끓이지 않고 먹는 데다 빛도 필요 없는” 신들이 불은 두었다
어디에 쓰겠느냐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에, 특히 제물을 바치기 위
해 불을 꼭 필요로 한다. 불 없이 인간들이 어떻게 유황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태워 연기를
피워 올리겠는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신들은 그토록 좋아해서 짙은 연기구름 속의 제물 냄새
가 너희들에게 꼬불거리며 올라오면 그것을 가장 만족스런 성찬으로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
다. 루키아노스의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 헤라클레스
가 테베에서 와서 독수리를 화살로 쏴 죽임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고대 이후 서구 문학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수용은 인간창조자, 불을 가져다준 자, 사슬
에 묶인 자 등 신화의 서로 다른 측면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극히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에 프로메테우스 형상은 대부분 철저히 부정되었다. 신에 저항
한 반란자는 이 시대에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의미는 르네상스 시대
에 들어와서부터 탐색되기 시작한다. 조반니 보카치오는 프로메테우스를 창조자와 현자로 보
았고,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위대한 예술가요 스승으로 보았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프로메테우
스를 교의의 혐소함에 대해 저항하며 진리 탐구의 권리를 주장한 인물로 간주하였다. 반면,
18세기에 들어오면 프로메테우스의 행위와 성격이 문제시되며, 19세기 중반 이후 프로메테우
스 소재는 정신적으로 소진되었으며 변주되거나 뉘앙스가 바뀌며 다루어질 따름이다. 20세기
에 이르러서 프로메테우스 주제는 완전히 탈소재화되고 상징으로 승화된다. 더욱이 “프로메테
우스적인 것”이 프로메테우스를 압도한다.

4. 한국의 현대시와 프로메테우스 신화
한국의 현대시들 중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다루는 시작품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열편
남짓한 시집들로 압축되기까지 자료의 빈곤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병란 시집 『불면
의 연대』(1994년), 『새벽이 오기까지는』(1994년), 김경수 시집 『그대가 불러주는 그리운 이름
이고 싶다』(1999년), 범대순 시집 『나는 디오니소스의 거시기氣다』(2005년) , 유영초 시집
『두어 번 날갯짓에 명왕성을 난다』(2005년), 김계덕 시집 『김계덕 시전집』(2006년), 이재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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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프로메테우스의 유서』(2007년), 정용진 시집 『설중매』(2009년), 강소이 시집 『별의 계단』
(2011년), 진혁일 시집 『죽은 시인의 사회』(2012년) 등이다. 이 시집들을 출판년도 순으로 정
리하고자 한다.
문병란의 시 「1991년 獻歌」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언급된다. 이 시의 일부를 살펴보
자.

[…]
빼앗기고 짓눌린 거덜난 노동운동
더 많은 음산한 죽음을 거느린 착취의 계절에
찢기운 깃발을 온몸 바쳐 올렸으니
새해가 오면
안락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1991년이여, 너는 쇠고랑에 묶이운 죄수,
철창 속 창백한 패배자의 모습으로만 오지 말아다오.
[…]
1991년이여, 너는 온몸으로 거역하는
그 옛날 동학년 활활타는 호남벌 들불로 와다오.
그리하여 새해에는
먹히우는 순한 양보다 싸우는 독수리로
빼앗기고 짓눌린 자보다 떨쳐 일어나는 저항자로
천 번을 빼앗겨도 천 번을 다시 사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으로
복종 속 배부른 돼지의 포만보다
거역 속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예지로 와다오.
[…]9)

그리스 신화와 비극 속에서 불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기술과 관련된 도구적
이성을 상징하였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건네 준 불은 노동과 기술 문명의 상징이며 인
간의 현실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감춘 행위는 노동과 기술의
필요를 예시해준다. 황금시대에는 노동하지 않고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으나, 불
을 훔친 후에는 노동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10)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관련하여 노동
을 생각하고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형벌로 쇠사슬에 묶인 채 간이 독수리의 밥이 되었던 것
을 생각해보자. 위의 문병란의 시에는 비록 ‘프로메테우스의 간’이라는 단 한 번의 언급밖에는
없지만 “쇠고랑에 묶이운 죄수”, “철창 속 창백한 패배자”, “온몸으로 거역하는”, “활활타는
호남벌 들불로”, “싸우는 독수리”, “떨쳐 일어나는 저항자”로부터 “천 번을 빼앗겨도 천 번을
다시 사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으로”까지 일련의 프로메테우스적인 이미지들과 어휘들로 가득하
다.

9) 문병란, 『불면의 연대』, 일월서각, 1994, 303～304 쪽.
10) 장영란, 「불의 상징과 형이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08,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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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새벽이 오기까지는』에 실린 문병란의 다른 시 「프로메테우스의 독백」은 폭압에 항
거하는 프로메테우스, 그가 드디어 풀려나서 독백으로 말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 시의
전문을 실어본다.

풀려난 사슬, 그러나 나는 즐겁지가 않다
나를 묶은 쇠사슬, 내 가슴을 쪼갠 칼날,
내 생간을 쪼아먹는 독수리의 부리,
나는 버티고 버티며 싸웠나니,
아직 힘은 남았고
저항은 또 하나의 창조의 에네르기
제우스의 독재에 항거하였나니,
그러나, 지금은 풀려난 두 손
내 부질없는 자유 이끌고 터벅터벅
인간의 배신 들끓는 뒷골목을 가며
나는 탄식한다. 자유는 또 하나의 제악,
제약 속에 있을 때만 나는 너를 안다
헛되이 자유를 구하지 말라, 싸움 속에 있을 때만
오직 자유는 삶의 에네르기가 된다
쇠고랑이여, 다시 나의 손을 묶으라
독수리여, 다시 나의 간을 쪼아먹으라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뒷골목을 가며
자유는 또 하나의 제약,
관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외치고 있다
한 덩이 빵, 창자 속에 고이는
목마름에 지나지 않는다 외치고 있다.11)

헤시오도스의 프로메테우스는 메코네 제사에서 제우스를 속이고 제우스를 속여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하는 두 가지 위반을 하게 된다. 그런데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는 프
로메테우스가 제사에서 제우스신을 속인 첫 번째 위반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불을 훔친 위
반 행위만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극 시인은 제사에서의 속임수라는 이야기
소재를 의도적으로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억제는 헤시오도스의 프로메테우스에 나타
나는 속임수꾼(trickster) 영웅의 이미지를 없애고 프로메테우스를 비극 장르에 걸맞는 캐릭터
로 주조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위한을 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헤시오도스의 프로메테우스는 기둥에 사슬로 결박되고, 그의 간을 독수리가 쪼아
먹는다. 그런데 비극 시인의 프로메테우스는 기둥이 아니라 바위에 결박된다. 독수리를 보내
그의 간을 포식하게 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제우스의 파멸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타르타로스에 추방되고 나서 지상에 올라와서 당하게 되는

11) 문병란, 『새벽이 오기까지는』, 일월서각, 1994,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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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적 힘을 상징하는 프로메테우스가 폭압적인 힘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항거하는 숭고한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마침내 결박에서 풀려나 해방된다. 헤시오도스에서는 헤라클레스가 독수리
를 죽여 프로메테우스를 재앙에서 구해주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이러한 해방은 제우스
가 노여움을 풀고 아들 헤라클레스의 명성을 커지게 하려고 계획한 것이다.12)

문병란은 프로

메테우스 신화가 말하지 않은 부분 풀려난 뒤의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시로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프로메테우스적인 것들, “묶은 쇠사슬”, “생간을 쪼아먹는 독수리의 부리”, “버티고 버
티며 싸웠나니”, “저항”, “제우스의 독재에 항거” 등을 나열하면서도 온갖 고생과 형벌을 감
내하면서 희생을 바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배신 들끓는 뒷골목을” 체험한다. 투쟁과 저항
은 갔건만 그에게 또 다시 필요한 것은 저항과 투쟁이다. 구속됨 없는 ‘자유’가 그에게 밀려오
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건네준 불이 창조할 수 있는 힘의 에너
지이듯

“저항은 또 하나의 창조의 에네르기”가 되고, 신의 이름이란 곧 창조의 이름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던 그리스 신화 속 폭정의 대명사 제우스와의 “싸움 속에 있을 때만/ 오직 자유
는 삶의 에네르기가” 되는 것이다.
김경수의 시집 『그대가 불러주는 그리운 이름이고 싶다』에 실린 시들 중에는 「프로메테우스
의 연가」라는 작품 역시도 프로메테우스의 해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발끝에 피멍 들어 문드러진 채
가슴은 독수리에 파헤쳐진 채
단 한 순간도 잠들지 못하고
오로지 당신을 그리워했노라고
그리다 이 지상 쓸쓸하게 저물어
다시 그리움 가없어 싹이 돋아
낯선 하늘 낯선 대지 낯선 골목들
당신 찾아 헤매던 날 그렇게
수 십 수 천 날 계속됐지만
불을 주고 싶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하나 간절하여 이렇게 왔는데
늦었다니오 아아 이미 늦었다니오13)

범대순 시집

『나는 디오니소스의 거시기氣다』에는 시집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디오니소스가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나는 불타고 있다」라는 시에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언급된다. 여기
서는 프로메테우스적인 것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키호테의 풍차에서 프로메테
우스의 간으로 나는 불타고 있다”14)고.

12) 김기영, 같은 글, 46쪽.
13) 김경수, 『그대가 불러주는 그리운 이름이고 싶다』, 시와사회, 1999, 80쪽.
14) 범대순, 『나는 디오니소스의 거시기氣다』,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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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초 시집

『두어 번 날갯짓에 명왕성을 난다』에 실린 시들 중 주목을 끄는 시는 「프로

메테우스의 간-U236」이다.

어떤
세기말
광도를 알 수 없는 빛을 훔쳐
누군가
천왕성을 달아난다

푸른행성
어느 호숫가
돌연,
물새는 날지 않고 거위는 알 낳기를 멈추었다
바람과 돌과 풀벌레가 숨을 죽인다

털끝 같은 미동
궤도를 튕겨 나간 달
날이 선 빛

눈
깜짝
할
사이, 45억 년

빛에 찔린 눈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으로 빠져 버리고
틈새가 없는 어둠의 빛이
왔다

그러고 보면,
시방도
어느 히로시마의 인큐베이터에서는
코카서스의 바위를 나는 독수리가
자꾸만
부화되고 있을는지 모른다

동트는
또 한 세기
누군가에게 이식해줄 간은
충분한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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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초의 「프로메테우스의 간-U236」은 프로메테우스의 간과 우라늄을 동일시하고 있다.
“세기말 광도를 알 수 없는 빛을 훔쳐 누군가 천왕성을 달아난다”는 것도 불 대신에 빛을 이
야기하고 우라늄의 어원이 되는 천왕성 즉 Uranus를 언급한다. 전형적으로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한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시이다.
『김계덕 시전집』에 실린 시들 중에는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시작품들 「프로메테우스의 숙
명」과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이 있고 여기에 장편서사시 「불의 한강」 이 있다.

포신(砲身)에서 뿜는
시뻘건 피 문명이
시공을 엄습해 온다

하늘도
땅도
기름진데
핏빛은 온통 시야를 짙게 물들인다
[…]
아으, 원시의 저항은
피 문명의 본진을 녹이려 하는 것이다
폭파해 박살내고 싶은 것이다
씹어 흔들어 팽개칠 작정인 것이다.

그러나 아아,
이 매몰되는 처참한 지식은
맥이 떨어진다
[…]

16)

「프로메테우스의 숙명」은 그리스 신화를 활용하여 파괴적 인간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불의
사용법을 알게 된 인간은 지식을 얻었으나 순수성을 잃게 되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파괴성
은 무엇인가?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신들만의 영역이었던 불을 건네받은 이래로 인간은 “불의
문명을 이룬다. 그리고 그 문명으로 재앙을 받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종교전쟁, 핵 개
발, 환경파괴 등 사람을 위협하는 소위 인간상실, 인간소외를 부른 역사현상이 그것이다. 이
역사현상은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받은 형벌에 대한 사람들의 형벌적 보상인 것”17)이다. “포신
(砲身)에서 뿜는 /시뻘건 피 문명”은 프로메테우스의 자화상이다. 사람은 그가 훔친 불로 문
명을 이루었고, 그 불로 인해 프로메테우스가 받는 형벌과 같은 불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
이다.
15) 유영초, 『두어 번 날갯짓에 명왕성을 난다』, 갈무리, 2005, 63～65쪽.
16) 김계덕, 『김계덕 시전집』, 동서문화사, 2006, 15～16쪽.
17) 이정기 외 4인, 『김계덕 시세계』, 동서문화사, 2007,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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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덕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본다. 이 시 작품에서도 프로메테

우스 신화의 극히 일부분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있을 뿐이다. 하나의 모티브로서의 프로메테
우스 신화이지만, 이 시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신들의 도구이자 인류 문명의 존재의 발
단이다. 김계덕은 비극 시인 아이스퀼로스의 이름을 언급하며 ‘정치적 구금자’인 프로메테우스
를 암시한다.
페르시아를 삼킨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 우뚝 세웠더니
비극 시인 아이스퀼로스가
프로메테우스의 불 빌려
화려한 조명 받으며 나타나고
[…]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번득이는 네 마리 독사의 혀끝으로
등뼈마저 절반으로 잘려도
물어뜯는 시늉 한 번 못하고
사물놀이에 귀마저 멀어
혼돈에서 빈 입질만 하고 있다.18)

2007년에 출간된 이재식의 시집 『프로메테우스의 유서』는 시집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의 유
서일 뿐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유서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죄로 코카서스 산중 바위에서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쪼여 먹힌”19) 존
재이다. 그런데 실제 어떠한 시도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드러내거나 수용하고 있는 작품은 하
나도 없다.
2009년 출간된 정용진의 시집 『설중매』에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이라는 시작품이 있다.

코카사스 산정에
높이 매달린
프로메테우스의 간肝

아침마다
까치 때가 몰려와
마구 쪼아댄다.

밤마다 되살아나는
18) 같은 책, 365～366쪽.
19) 이재식, 『프로메테우스의 유서』, 고요아침, 2007,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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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의 모진 고통

마루를 넘는
석양이 토해놓은 선혈로
산자락이 붉다.

온갖 짐승들이
섹스를 끝내고
코를 골며 골아 떨어진
삼경三更

장대 끝에 효수梟首된
한 덩이 홍시紅柿는
마침내 별이 된다.20)

정용진의 「프로메테우스의 간」에서는 독수리 대신 까치 떼가 몰려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댄다. 밤마다 쪼아 먹혀서 없어졌던 간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윤회의 모진 고통”으로 보
고 있다. 단순히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서 간이 쪼여서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모티브를 빌
려와 아름다운 시 한수로 되살아나고 있다.
2011년 강소이 시집 『별의 계단』에 실린 시 「프로메테우스 날개」의 일부를 실어본다.

침묵
무언수행 無言修行
며칠째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한줌 흙 되어지길
결국 땅 속 자궁으로 돌아가길

폐허 같은 이웃
감사를 모르면서 천민이 되는 걸
성골 聖骨이 못되어
진골 眞骨도 못되어

오히려
천민 앞에 피 토하며
뼈조각들 부수어 바쳐도

침묵

20) 정용진, 『설중매』, 미래문화사, 2009,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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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수행 無言修行
며칠 째 프로메테우스
날개 위에 하얀 깃털되었다21)

강소이 시 「프로메테우스 날개」에서는 신화로서의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
다.
끝으로 진혁일의 시집 『죽은 시인의 사회』에 실려 있는 또 다른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일
부 소개해본다.

불나방
특징 : 가로4㎝ 세로3㎝의 날개 달린 곤충
그로테스크한불로타오른화염의곤충

프로메테우스
특징 :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아 먹힘. 자신의 이상을 좇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 인류의 영웅
국적 : 인류

아킬레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마오쩌둥
특징 : 신화. 불 속으로 뛰어듦. 불 속으로 뛰어들어 신화의 노정으로 들어섬
국적 : 그리스, 로마, 중국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루트비히 반 베토벤, 정주영
특징 : 황제. 불 속으로 뛰어듦. 불 속으로 뛰어들어 제국을 건설함.
국적 : 그리스, 독일, 대한민국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아이작 뉴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특징 : 불멸. 불 속으로 뛰어듦. 불 속으로 뛰어들어 불명의 생명을 얻음
국적 :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

베르킨게토릭스, 악비, 윤봉길
특징 : 국가영웅. 불 속으로 뛰어듦. 불 속으로 뛰어들어 국가영웅의 반열에 오름
국적 : 프랑스, 송, 대한민국

불나방

21) 강소이, 『별의 계단』, 엠 애드, 2011,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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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가로4㎝ 세로3㎝의 날개 달린 영혼
자신의 이상을 좇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 화염의 영혼

프로메테우스
특징 : 인간에게 신성의 길을 열어준 죄로 제우스신의 분노를 삶
국적 : 인류

아… 불나방! 불나방! 너는…22)

진혁일의 독특한 프로메테우스 읽기이다. 한국의 현대시에서 신화를 직접 차용 또는 변용하
는 경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진혁일의 시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직접 차용하여 불나방 이
야기에 접목시키고 있다.

5. 나오는 말을 대신해서
실제로 최근 20여년동안 출간된 시집들을 중심으로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다루고 있거나 모
티브화해서 시작 활동을 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주로 단편적인 모티브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 있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기원 및 다양한 수용 양상은 한국의 현대시
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의 시작품들 안에 인용되거나 언급되는 양상들은
지극히 한정적이고 반복적인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로메테우스의 불도
시에서 간단하게 언급되는 정도이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프로메테우스 관련 시들을 통해서
과연 신화적 보편성을 운운할 수 있는 지 잠시 회의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대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스 신화의 작은 단편인 프로메
테우스의 신화를 통해서 한국의 현대시가 갖는 신화적인 보편성 연구에 작은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애시 당초 신화를 대표하는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에 드러나는
신화적 보편성을 발표하면서 한국 현대시의 세계적 보편성을 추론하고자 마음먹었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 느낌이 들지 않는다. 생각보다 무척 방대한 작업이고 프로젝트화 해야 할 작
업임을 깨달았다. 미진한 시작이지만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 작은 발걸음으로 시집 하나 하
나 정리하며 메모하던 <시집 속에서 그리스 신화 읽기 여정>이 ‘성의 없이’ 이렇게 급마무리
되는 감이 없지 않아 경청해주시는 분들께 죄송하고 섭섭하기 그지없다. 원래 그리스 신화를
통째로 다 넣어보고자 작업을 시작했고 이 발표 논문에 사용되지 않은 수많은 메모들과 노트
들이 나중에 더 요긴하게 쓰일 날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2) 진혁일, 『죽은 시인의 사회』, 도서출판 좋은땅, 2012, 204～207쪽.

- 17 -

토 론 문

｢한국 현대시와 신화적 보편성｣에 대한 토론 요지
김권동(경상대)

역사가 햇빛과 승자의 기록이라면 문학은 흰 그늘(김지하), 즉 고통과 시련을 겪고
도 못다 이룬 패자의 기록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노래에
서도 환희를 드러낸 노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탄(恨歎)이나 비애(悲哀)를 노래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불만을 토로하였
기 때문입니다. 늘 불만스런 언어로 참을 보여주려니 “거짓말로 참말”을 하는 사람이
시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시(詩)는 ‘ㄴ’이라는 받침 하나가 모자라서 신
(神)이 못되었다”(유안진, 시인수첩여름호, 2012)라는 절묘한 표현이, 행여 이 논문
의 주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6개월 동안 ｢
시집 속에서 그리스 신화 읽기 여정｣이라는 김효신 선생님의 노고의 결과물에, 토론
을 맡은 이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제가 선생님께서 제시한 작품들을 두루 섭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꼼꼼히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자로서
의 책무를 다할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가는 말에서 질베르 뒤랑의 “신화는 그 무언가를 함축하거나 설
명하지만 그 자체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시공적으로 위치 결정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몸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화
해석하는 방법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신, 프로메테우스와 그 신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프로메
테우스를 반역자와 혁명가의 원형으로, 신들의 적이자 인간의 친구이기도 하며, 앞을
내다보는 자, 사슬에 묶여 박해받고 고통을 당한 희생자로 요약ㆍ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기원과 신화 변천과정’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수용
은 인간창조자, 불을 가져다준 자, 사슬에 묶인 자 등 신화의 다른 측면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극히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한국의 현
대시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현대시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점검
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시작품들 안에 인용되거나 언급되는 양상들은 지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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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고 반복적인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기원 및 다양한 수용 양상은 한국의 현대시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로 귀결됩니
다. 이것은 곧 고대 이후 서구 문학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수용이라는 절대적 잣
대, 비유컨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서구적 의미)를 통해 한국
현대시를 재단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티카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영웅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사는 아테네 시로 가면
서 갖가지 흉물을 처치해 버린다. 프루크루스테스는 길가에 살면서 자기 집에다 나
그네를 끌어들여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 집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침대가
있었다. 몸집이 큰 손님은 작은 침대에 재우되, 손님의 몸이 침대에서 삐져나온 부
분을 톱으로 썰어 결국 그 손님을 죽여 버렸고, 키가 작은 손님은 큰 침대에 재우
되 그 몸을 침대의 길이만큼 잡아 늘여 이를 또한 죽여 버리던 흉한이었다.
(강봉식 편역, 『그리스․로마신화』, 을유문화사, 1982, 242면 참조)

사소한 것이지만 각주 5)와 6)은 “박은경, 앞의 논문 참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
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주 4)의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원
본대조 윤동주 전집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의 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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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한 양상

*
23)

-｢눈을 겨우 뜰 때｣를 중심으로-

노상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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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김동인은 ‘최초주의라고나 할 환상’ 때문이건 ‘사조주의의 환상’1) 때문이건 우리 문학사에
서 중요한 작가임에는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및 예술은 현실일탈의 낭만적 질
주 끝에 불모상태에 전락하고 말았다”2)다거나, 그에 대한 명성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인문학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동인은 스스로의 문학세계를 지칭하여 ‘대중적 흥미 없는 문학’3)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춘
원의 대중 추수적 문학, 즉 계몽문학이나 통속문학에 대한 반발과 변별을 위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스며있다. 그 자부심은 동인문학을 지
탱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문학의 길과 정치의 길을 표 나게 구분하던 동인의 심산은 매우
간명하다. 동인은 조선에 새로운 문학을 세우고자 했으며, 거기에 정치의 길에 버금가는
질량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동인은 자신의 문학을 ‘청초’ ‘고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신문소설 같은 것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하는 것은 훼
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동인도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었다. 파산과 실처(失
妻)가 그 이유였다.
동인의 삶은 선 굵은 굴곡의 삶이었고 그 굴곡만큼이나 문학 또한 선이 굵다. 문학의 선이
굵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동인의 말을 빌리면 “개벽도 좌경하고 조선일
보 동아일보조차도 ｢진보적 사상｣에 기울 동안 우익의 진용을 견지한 자는 오직 신생문
단의 창조파뿐”이었으며, “지주의 자제, 부자집 도령들로 조성된 창조만이 ｢좌익｣을
떠난 생예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4)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문학의 전 생애를 거쳐
춘원과 다른 길, 즉 생예술의 길을 걸으려 한 것, 그리고 우익의 길을 걸으려 한 것에서
* 이 논문은 2011년 영남대학교 교비연구과제(211A380003)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흥규, ｢황폐한 삶과 영웅주의｣, 이재선 편, 김동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147쪽.
2)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85쪽.
3)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57쪽
4) 위의 글,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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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문학의 변별력은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주의 자제, 부자집 도령’이라는 경
제적 지위에 버금가는 문학적 자부심은 동인문학을 지탱해주는 뿌리였다.
이런 자부심은 ‘타도 춘원문학’을 기치로 내건 이후 춘원문학과 자신의 문학이 분명한 차
이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춘원이 문학을 하게 된 동기가 “한 가지로는
문학적 창작욕이나, 또 한편으로는 약소한 고료로나마 학비를 좀 벌어 보겠다는 욕망”5)에
서 비롯된 것이라 믿는 동인이 추구해 간 문학은 첫 출발부터 달랐다. 동인은 파산 전까지
고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소설을 ‘설교기관’6)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았
다. 아울러 춘원문학을 ‘과도기로서의 조선의 모양’7)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우리 문학은
1918년에 발족’8)하였다고 천명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문학에 근대성을 부여하였다. 그랬
기 때문에 그의 작가관 또한 분명했다. “소설가는 인생의 회화는 될지언정 그 범위를 넘어
서서 사회교화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될 수도 없는 것”9)이다.
이런 동인에게서 관심 가는 것은 문학의 출발지점이다. 그의 첫 문학인 ｢약한 자의 슬픔｣,
｢마음이 옅은 자여｣도 문학사에서 중요하지만 그 작품들을 배태할 당시의 동인의 삶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삶이 문학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두 작품의 세
계가 그려내던 문학의 지형도가 그대로 지속되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간다. 그것은 동인
문학의 변모 양상을 밝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는 ｢창조 창간부터
폐간을 즈음한 동인의 삶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인문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려 한다. 특히 창조 폐간 이후 달라진 동인 문학의 양상을 죽음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동
인이 그려내고자 한 ‘인생’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죽음을 모티프로 한 동인의 소설이 여러
편이지만 본고에서는 ｢눈을 겨우 뜰 때｣10)를 텍스트로 삼으려 한다.11) 그 이유는 창조가
폐간된 이후 전개될 동인의 작품세계를 예감해 볼 수 있다는 점과 동인 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인의 소설에서 죽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작품은 ｢배따라기｣(1921)인데, 그
것은 ｢광염소나타｣(29. 1. 1～1. 12), ｢광화사｣(1935. 12)로 연결되는 탐미적 세계와 관련
이 있다. 이 말은 본고에서 다루려는 텍스트가 탐미적 문학에서 다루는 죽음의 세계와는
다른 가치 영역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창조적 생성으로서의 죽음’12)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5)
6)
7)
8)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6, 삼중당, 86～7쪽.
위의 글, 87쪽.
위의 글, 87쪽.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77쪽. 1918년을 우리 근대문학의 시작으로 삼는 것은 창조 창간을 염두에
둔 말이다.
9)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149쪽.
10) 개벽, 1923년 7～8월, 10～11월.
11) 김동인이 죽음을 다룬 소설로는 ｢전제자｣(1921), ｢배따라기｣(1921), ｢태형｣(1922～1923), ｢이 잔을｣
(1923), ｢거칠은 터｣(1924), ｢딸의 업을 이으려고｣(1927), ｢감자｣(1925), ｢명문｣(1925), ｢광염소나타｣
(1929), ｢증거｣(1930), ｢죄와 벌｣(1930), ｢거지｣(1931), ｢붉은 산｣(1932), ｢광화사｣(1935), ｢가신 어머
님｣(1938) 등이 있다.
12) 유금호, ｢김동인소설의 생사관 고구｣,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연구 13, 1990, 112쪽.

- 21 -

2. 바람기 충만한 근대의 길, 신문학의 길
동인에게 근대는 꿈이고 동경이며 한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림자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지듯 허망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쩌면 동인에
게 근대는 허무, 절망, 좌절이었는지도 모른다. 근대가 그에게 허무이고 허망이었다면 그것
을 화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죽음은 바로 근대의 화형식이었는
지도 모른다.
주지하듯이 춘원의 문학을 거부하고 나선 동인이 염두에 둔 신문학은 ‘문학을 일종의 사회
개혁의 무기’13)로 간주한 춘원의 길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방침은 창조파, 특히
동인이 양보할 수 없는 신문학의 이념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춘원이 창조 동인으로 있
는 2년 나마 창조에서는 춘원에게 소설을 부탁하지 않았다”14)는 동인의 고백은 가능했
다. 춘원의 길과 동인의 길은 달라야 한다는 믿음이 문단 선배 혹은 스승에 대한 이런 무
례를 가능케 했던 것이며, 그 무례함이 창조파의 존재의의이기도 했다.15) 권선징악을 목적
으로 한 구소설이나 사회개혁을 목표로 한 춘원의 소설이 매 한가지로 간주되는 곳에서 동
인의 신문학은 출발하고 있었다. 동인식으로 표현하면 ‘미를 동경하는 마음과 선을 쫓으려
는 바람’16) 사이에서 춘원은 선을 쫓아 실패했으니 자신은 철저하게 ‘미’를 쫓는 문학을
조선의 신문학으로 건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유연애나 사회개조의 길과는 거리가
있어, 인생의 문제나 번민의 문제에 화두가 모인다. 이런 고민은 동인만의 것은 아니었다.
｢창조｣ 파의 공동관심사였다.

너는 엇재 죽음만 쓰너냐 하실 이가 이슬 듯하나 무슨 비관적 사상을 가진거슨 아니외다. 다만 인
생 그거슬 그대로 표현해보노라고 하엿습니다.(春)17)
인생을 그리고자 한 ｢창조｣파의 순수한 의도는 한국문학사에서 획기적인 일임에는 틀림없
다. 그러나 창조파의 바람과는 달리 신문학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아팠다.

우리가 그때 산출한 소설이라는 것은 대중적 흥미는 아주 무시한 생경하고 까다롭고 싱거운 것뿐이었
다.
우리는 이 생경한 이야기 를 소위 문학 이라 하여 대중에게 맛있게 먹기 를 강요한 것이었다.
13)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29쪽
14) 위의 글, 29쪽.
15) 이경훈은 “창조는 3ㆍ1운동이나 문화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활동과 제도를 구성했다”고 말
하면서 무정이 모든 분과 학문을 ‘정치’에 귀속시키는 것과 달리 김동인은 “민족이나 운동과 관련
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욕구 및 근대 체계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문학에 접근”했음을 강조하고 있
다. 즉 이광수식 문학의 개념과 김동인식 문학의 개념은 근원에서 차이 난다는 지적이다. (이경훈, ｢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김동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35호, 2006, 309～314쪽 참
조.
16)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151쪽.
17) ｢나믄말｣ 창조 2호, 1919. 3, 59쪽. 춘은 長春을 말하며 장춘은 늘봄 전영택의 호이다.

- 22 -

3ㆍ1후 반항 기분과 신흥 기분으로 일부의 젊은이들은 이 생경한 문학을 맛있는 체하고 억지로 받아
먹었지만, 일반대중은 우리의 노력의 결정인 신문학을 아주 무시하여 버렸다.18)
독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신문학’의 길은 ‘생경’해서 험난했다. 어쩌면 창조파에게도 신문학은
생경했을 것이다. 창조파 스스로 “대중적 흥미는 아주 무시한 생경하고 까다롭고 싱거운” 작
품을 산출하여 독자들과 멀어진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동인은 “문학을 냉대하는 사회에 무슨 문
학이랴”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못난 독자를 비난하지만 기실 동인의 ‘신문학’이 외
면당한 것은 독자만의 탓은 아닌 듯하다. ‘지주의 자제, 부자집 도령들’이 문학을 대함에 있어
서는 춘원처럼 악착같지 않았던 것 같다. 춘원은 문학이 아니면 생활의 방편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악착같아야 했지만 ｢창조｣ 도련님들은 그렇지 못했다. 춘원이 문학을 여기(餘技) 쯤으로
생각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창조파가 더 문학을 여기쯤으로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핍한 생활을 핑계 삼아 악착같이 글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
다. 그런 탓이겠지, 그들은 바람이 났다.
동인은 창조 동인들이 폐간 후 오입장이로 돌아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창조
가 9호로 종간 되는 내내 기생과의 바람은 숙지지 않았다. 이미 그 전부터 동인을 비롯한 얼
치기 근대남들은 문학을 민족운동과 같은 대척점에 두고 민족운동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려
고 했지만19) 동인의 초기 ‘신문학’은 후대의 고평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은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동인류들은 문학을 목숨 걸고 하는 대신에 바람기 충만한 그
삶의 언저리쯤에서 그것을 기생처럼 희롱했는지도 모른다.20) 창조 동인의 바람기에 대해 동
인은 이렇게 자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창조사 의 불입할 불입금을 안금향 이라는 기생에게 통 부어 넣고, 그 때문에 김환은
면목이 없어 말을 더듬는 떼, 떼, 떼 하는 눌변으로써 연해 시골(진남포였다) 자기 집 논을 팔아서 변상
하겠노라고 쫓아다니며 변명하였지만, 나도 그때 바람이 나서 몇 천원쯤은 생각도 안하던 때라 아주 개
의치 않고 나 놀대로 놀아났다.21) (강조:인용자)
余는 주식회사 창조사 발기의 건으로 수차 경성 왕복을 하는 동안 바람이 났다. 한 얌전한 청년 신사
였던 여는 차차 오입장이화하였다. 창조사의 제일회 불입을 하여둔 분도 다시 돌아보려고도 안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白岳도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난 백악은 맡아 두었던 제일회 불입금을 거의 유흥에 소비하
여 버렸다. 여는 그것을 힐책치도 않았다. 바람난 여에게는 그런 시끄러운 문제는 돌보기조차 싫었다. 바
18)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29쪽.
1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훈의 논문을 참조할 것.
20) ｢문단삼십년사에서 동인은 신문학 정립을 위해 고민한 흔적을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이인직을
넘어 이광수의 문학을 통속이라 규정하면서 자신의 문학을 ‘리얼’이라 말하는 동인의 내면의식에는
‘새로운’ 문학형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문일치라는 틀에 갇혀 일본
소설을 어떻게 한국말로 옮길까에 매달려 괴로워했던 동인의 신문학은 ‘일본 근대소설의 묘사법ㆍ작
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동인의 신문학은 ‘한갓 일본소설의 모방꾼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은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다.(김윤식, ｢김동인 문학의 세 가지 형식｣, 한국학보 39호, 일지사,
1985, 8쪽)
21)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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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난 동인들은 모두 제멋대로 놀았다. 서로 만났다 할지라도 서로 자기의 게으름을 감추고자 창조
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안하였다. 이리하야 창조는 유야무야중에 폐간이 된 것이었다.22)
바람기가 창조 폐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지라도, 창조가 폐간(1921. 5.)될
즈음에 동인이 바람이 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동인의 바람기는 그의 문학을 구성하
는 중요 인자이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이 바람기를 동인은 미의식으로 미화하려 했기 때문이
다.

나의 행동은 미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욕구에서 나왔으니까……이리하여 나의 광포한 방탕은
시작되었다. 아직껏 동경은 하였지만 체면 때문에, 혹은 도덕관념 때문에 더럽다 하던 무수한 광포적 행
동이 시작되었다. 배따라기 를 발표하고 창조도 폐간하였다. 창조가 던져 놓은 커다란 渦紋은 몰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 신문예운동의 시초였다. 신시와 신소설의 初提示였다. 구어체 문장의 완성
이었다. 새로운 표현방식의 수립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영향으로 속은 반동으로 조선문학 만년의 기
초는 담아졌다.
그러는 동안에 나의 광포성은 날로 더하였다. 평양, 진남포, 경성, 대구, 경주, 동경, 안동현, 나의 광포
적 방탕의 발은 널리 퍼졌다. 이리하여 一産을 얻지 못하고 一作을 발표치 못하는 사이에 일년여가 지났
다. 나는 방탕에 피곤한 몸을 가정에 쉬었다. 쉬면서 개벽에 눈을 겨우 뜰 때 의 서편을 썼다. 이듬해
봄에 거칠은 터 를 썼다.23)
바람기와 미의식을 동궤에 놓는 특이한 발상은 동인만의 ‘광포적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동인이 광포한 행동을 미의식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은 기발하다. 동인문학이 간단
치 않은 이유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동인이 말한 광포한 행동이 방랑기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사실 광포한 행동이라고 동인은 표현하고 있지만 평양, 진남포, 경성, 대구, 경주, 동경, 안동
현으로 이어지는 방랑은 바람기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동인이 거명한 대부분의 장소에는 어
김없이 ‘동인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24) 바람기와 방랑기는 동인의 문학을 키운 자
양분이었다. 그래서 동인도 여성 편력을 고백하면서 “여의 이 솔직한 고백은 여의 자람을 그
22) 김동인, ｢문단회고｣, 김동인전집 6, 279쪽.
23)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158쪽.
24) 김동인은 김혜인과 첫 결혼(1918. 4)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끼코와 인연을 맺는다. 1918년 가을부
터 1919년 2월 사이 아키코와의 접촉이 잦았으나 육체적 갈등과 민족적 감정의 갈등을 맛본다. 1921
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명월관 기생 김옥엽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진다. 서울, 진남포, 경주 등지를
여행하기도 하고 한 때 동거하다가 헤어진다. 옥엽과 헤어진 후 1921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16세 소
녀 기생 황경옥을 소요산 단풍놀이에서 만난다. 그 후 ‘패밀리호텔’에서 잠시 동거를 한다. 다시 나타
난 김옥엽으로 인해 황경옥과 헤어진 동인은 김옥엽과 1921년 겨울부터 1922년 2월까지 재동거를
하다 이별의 아픔을 심하게 겪는다. 어쩌면 죽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동인의 불면증은 여기서 시작되
었던 것 같다. 옥엽과 헤어진 후 1922년 봄 일본인 기녀 세미마루를 만나 수개월간 사랑하다 헤어진
다. 1923년 봄부터 1925년 봄에 이르기까지 김산월, 원산월, 소김연화 등 기생과 방탕히 지내다가 노
산홍이라는 기생을 1925년 여름에 만나 1926년 초봄까지 깊은 육체적 탐닉에 빠진다. 그리고 진남포
영화 흥행시절인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김백옥이란 기생과 사귀게 된다. 이런 방탕한 생활은 1930
년 4월 김경애와 두 번째 결혼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인의 자전적
소설인 ｢여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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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게 알게 할 것이요, 여의 자람은 여의 사상, 혹은 작품의 변화를 알게 할 것”25)이라고 단
언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람기와 방랑기는 동인 문학의 동면기를 가져왔다. 동면기에 동인은 ‘패
밀리호텔에서 놀기’를 1년 가까이 했으며, 그 놀이가 피곤하고 염증이 나면 ‘동경산보’를 즐겼
다.26) 산보가 끝나면 귀국 후 귀향하여 대동강에 매생이를 띄워놓고 세월을 죽이기도 했다.
이를 일러 동인은 광포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우선 ｢배따라기｣(창조1921.5)
를 발표한 이후 ｢태형｣(동명 1922.12.17～1923.1.7.)을 발표하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지
속된다.27) 그 동면기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지루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광포성이 반복적이
었다는 점이다.

나는 마침내 동인만의 문체, 표현 방식을 발명하였다. 그리고 거기 대한 충분한 긍지와 의식하에 명
문 과 감자 를 발표하였다.
그 뒤에 정희 를 썼다. (중략) 그러나 2, 3년간의 휴양은 다시 나로 하여금 광포성을 발하게 하였다.
방탕은 다시 시작되었다. 정오쯤은 요리집에 출근하여 제1차회, 제2차회, 3차회, 어떤 때는 4차회까지
끝난 뒤에 새벽 네시쯤 돌아와서 한잠 자고는 정오쯤 다시 요리집으로 출근하고―이러한 광포한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가정은 다만 수면을 위하여서지, 나의 생활은 요리집과 요리배에서 광포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28)
1928년에는 아우 동평의 춘희 라는 영화의 제작을 도와 평양의 金千代座(긴요치좌), 진남포의 港座
(미나도좌), 정주ㆍ선천 등지를 돌아다니며 영화를 흥행하는 데 힘썼다. 처음 진남포에서의 상영에는 성
공하였으나 후에 몇 편의 양화를 들여왔다가 크게 실패하였다.29)
2번째 결혼을 하는 1931년까지 이런 생활은 반복ㆍ지속되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
다. 그의 광포성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 해답의 일단을 그의 예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인은 예술의 발생이 지독한 에고이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에고이즘이 한
번 변화한 것이 참사랑이고, 이 사랑이 예술의 어머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세계에 만족치 못한 사람 은 국가를 만들었고, 여기도 못 만족한 사람 은 가정을 만들었고, 여기도
만족치 못하여 마침내 자기 일개인의 세계이고도 만인 함께 즐길 만한 세계―예술이란 것을 창조하였
다.30)
25) 김동인, ｢여인 후기｣, 김동인 전집 4, 279쪽.
26) ‘다이쇼(大正)난숙기’의 일본의 수도 도쿄는 동인에게 ‘만보자의 기분으로 간간 들여다보기는 흥미있
는 일’이었고, 그런 만보자의 유흥은 ‘파산의 비극을 겪고 경제적인 여유를 잃기 이전’까지 1년에 한
두 번씩, 한 번에 두세 달에 걸쳐 취미요 습관처럼 되었다.(문단삼십년사, 40쪽 참조)
27) 이 사이에 ｢동산지기 노인｣(청년, 1922. 4)을 발표하나 동인은 문단삼십년사에서 창조 이후
동면기를 태형을 발표할 때까지로 잡고 있다. 자세한 것은 문단삼십년사 29～33쪽 참조할 것.
28)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159쪽.
29) 이어령 편, 한국문학연구사전, 우석출판사, 1990, 57쪽.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동인의 소
설 ｢여인｣(김동인전집 4) 중 ‘7. 김백옥’ 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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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론적 입장에서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생론적 차원에서 동인의
예술관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동인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국가, 가정에 만족치 못한 ‘사람’
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만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예술을 창조했다는 것
이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 볼 것은 바로 ‘만족’이라는 단어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다. 동인
의 주장대로라면 동인은 세계, 국가, 가정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불만에 대한
통절한 요구가 그로 하여금 소설가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문제는 에고이즘의 정도 문제이
다. 달리 말하면 자아의 불만 정도이다. 이 대목에서 초기 동인예술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인형
조종술’이 산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동인은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삶의
현장에 적용했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창조한 인생, 자기가 지배권
을 가진 인생”31)을 최고의 예술가를 친다고 하지만 동인이 창조하고 지배한 동인의 문학 초
창기 삶이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다. 사실 동인이 흠모해마지 않던 톨스토이가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은 것이 그의 “귀족적 교만과 자기밖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다는 자만심에서 나온
것”32)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동인이 스스로 광포한 길을 택한 것은 어쩌면 톨스토이를 너
무 닮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동인이 말하는 광포함은 ‘귀족적 교만
과 자기밖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다는 자만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광포함=자만심은 기실 그의
경제적 여유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것은 동인의 근대적 문학관을 구축하는 근간이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인형조종술이나 일원묘사론이니 하는 소위 ‘신문학’도 작가적 광포함이나 자만심
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소설론이었던 것이다.33)
신문학에 관한 한 동인이 청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 신문학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자부심에서 연유한다. 그런 자부심은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게 족쇄가 되어 글 안 쓰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동아일보에 열심히 글을 연재하던 춘원에
게 ‘신문 잘 팔리도록’ 하는 어릿광대 놀음쯤으로 창작을 하고 있으며, 동아일보 사장인 송
진우의, 기생 출신 아내가 재미있어 하는 신문소설만을 써댄다고 비난하는 동인의 내심에는
자신의 문학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자만은 동인의 성장 환경과 그가
경험한 근대가 낳은 배설물이다. 동인은 근대체험이 재미도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에 길들여져 갔다.

파우리스타에 들러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커피시럽을 한 병 사 가지고 함께 내 하숙으로 온 것이었
다.34)
모두 동인 되마는 쾌락을 듣고 요한, 전영택, 나 셋이서 어떤 양식점에 들러서 함께 런치를 먹을 때35)
30) 김동인, ｢자기의 창조한 세계-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하여｣, 김동인전집 6, 삼중당,
267쪽.
31) 위의 글, 267쪽.
32) 위의 글, 268쪽.
33) 이런 ‘작가적 광포함’이 염상섭과의 작가와 비평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4)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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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하고 등에 조그만 가방을 진 학생은, 일부러 걸어서 아오먀아(靑山)연병장 뒤로 휘돌아서 연병장
어구에 있는 찻집에서 모찌(혹은 야끼이모) 2전어치를 사서 먹으면서 한가로이 나까시부야(中澁谷) 하숙
까지 돌아오고 하였다. 공일날은 빠지지 않고 아사쿠사(淺草)에 영화를 보러 갔다.(중략) 한 조그만 이름
없는 조선 소년은 공일날마다 아사쿠사 영화관(국제관, 전기관 등의 양화 전문관만 다녔지 일본 영
화는 보지 않았다. 일본 영화는 아직 무대극의 구투 그대로 오노에 마쓰노스께(尾上松之助) 독무대 시절
이며, 아직 여배우라는 것은 일본에 없던 태고 시절이었다)에서 채플린에게 허리를 끊기며 혹은 하리ㆍ
핫취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나카미세 뒤에서 십전짜리 덴동에 혀를 채며…36) (강조 :
인용자)
‘커피 시럽’과 ‘런치’로 먹은 ‘양식’은 동인의 코와 입맛을, ‘아사쿠사 영화관’에서 본 ‘양화’는
동인의 눈과 귀를 근대로 감염시키기에 충분했다. ‘파우리스타’와 ‘양식점’, 그리고 양화전문인
‘영화관’은 동인의 눈앞에 우뚝 선 근대였으며, 그것들이 쏟아내는 달짝지근한 근대의 산물들
은 동인의 일상을 모자이크해 갔다. ‘카페 파울리스타에서 발매하는 커피시럽의 병을 곁에 놓
고 연하여 물을 풀어 마시면서’ ‘외국소설에서나 혹은 영화에서 보았을 뿐 어떻게 하는 것인
지는 알지 못’하는 ‘트럼프를 하고 있었다’37)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인에게 근대는 우
선 ‘호기심 천국’처럼 다가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구성해갔겠지만 
창조 발간을 전후한 동인에게 근대는 달콤한 솜사탕 같은 것이었다. 거기에 양념으로 구색을
맞춘 ‘모찌’ ‘야끼이모’ ‘십전짜리 덴동’ 같은 근대의 모조품 또한 동인에게는 근대의 딴이름으
로 각인되었다. 그런 매혹에 흠뻑 빠져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동인의 ‘동경산보’도 불가능했
으리라. 동인은 갈 때마다 두세 달씩 근대를 주유했다. 근대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근대가 쏟
아내던 수많은 부산물들을 눈으로 익히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면서 동인은 행복했다.
근대가 아닌 일상은 동인에게 지루함이었고, 피곤함이었다. 그에게 ‘신문학’도 이 범주에서 그
리 멀리 있지는 않았다.
“조선 신문학 운동의 봉화는 기묘하게도 3ㆍ1운동과 함께 진행하였다.”38)라고 단언할 만큼 동
인은 자신의 신문학에 대해 스스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동인이
말하는 신문학의 모양새는 구어체화, 과거형 종결어미의 사용, ‘느꼈다’ㆍ‘깨달았다’ 등과 같은
형용사의 새로운 활용, 3인칭대명사 ‘그’, ‘그녀’의 사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다른 측
면에서는 폐허파와의 구분 짓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창조파 는 다 제 밥술이나 먹는 집 자제들로서 생활이 안정되니만치 자연 창조적이요 명랑하고 생기
발랄하고 용감하였다.
거기 반하여 폐허파 는 폐허적 퇴폐 기분에 싸이어서 침울하고 암담하고 보헤미안적 생활을 경영하
35)
36)
37)
38)

위의 글, 10쪽.
위의 글, 17쪽.
김동인, ｢문단십오년 이면사－여를 주인공으로 삼고｣, 김동인전집 6, 289쪽.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10쪽. ‘조선 신문학 운동의 봉화’는 1919년
2월 창조 창간을 염두에 둔 말이다.

- 27 -

였다.39)
신문학의 길과 정치의 길, 창조와 폐허의 구분을 통해 동인은 자신의 문학적 울타리를 만
들어 갔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제 밥술이나 먹는 집 자제들’의 안정된 생활에 근거한 근대의
세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었다. ‘빅터어’를 틀어놓고 “그 정교한 기계에서 울려 나오는 카루
초의 웅장한 소리며, 깰리 쿨치의 아름다운 소리에, 혹은 패데류스키의 영혼을 움직이는 피아
노며 하이폐츠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비올롱”40) 소리에 동인의 근대적 감수성은 속절없이 젖
어들고 있었다. 근대는 나날이 동인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동인의 미
의식도 단단해져 갔다.

나는 선과 미, 이 상반된 양자의 사이에 합치점을 발견하려 하였다. 나는 온갖 것을 미 의 아래 잡아
넣으려 하였다. 나의 욕구는 모두 다 미다. 미는 미다. 미의 반대의 것도 미다. 사랑도 미이나 미움도 또
한 미이다. 선도 미인 동시에 악도 또한 미다. 가령 이런 광범한 의미의 미의 법칙에까지 상반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존재다. 이러한 악마적 사상이 움돋기 시작하였다. 나의 광포한 사상과 그 사상
의 영향인 광포한 생활양식이 이에 시작되었다. 지위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 있는 청년이었다. 시각은
약속하면 이, 삼분의 차이가 없었고 얼굴을 붉히면 신용을 중히 여기는 신사였다. 단정한 의복과 단정한
행동의 주인이었다. 이러하던 나의 의외의 광포한 생활에 평양시민은 경이의 눈을 던졌다.41)
미로 일별할 수 있는 동인의 삶은 ‘광포’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바람기와 방랑기의 다른 이름
인 ‘광포한 행동’은 동인을 ‘신사’로 알고 있던 평양시민들마저도 ‘경이의 눈’을 던질 만큼 사
실은 방탕한 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그것이 비록 ‘악마적 사상’으로 비난받더라
도 거기에서 미를 발견하려 노력했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동인에게 바람=방랑=미는 등질의 것
이다.42) 이런 동인의 삶과 미의식은 근대로 수렴된다. 그리고 그것이 문학으로 구체화된 것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궁극적 질문이었다. 동인에게 죽음은 미였으며, 바람이었고, 광포한 생활의
결과물이었다.

3. 기생 ‘금패’가 죽음에 이르는 도정

｢눈을 겨우 뜰 때｣는 기생 김옥엽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생 ‘강명화자살사건’43)이 만들어

39)
40)
41)
42)

위의 글, 15쪽.
김동인, ｢여인｣, 김동인전집 4, 250쪽.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158쪽.
김윤식 교수는 김동인의 방탕을 세 가지 형태에서 찾은 바 있다. “기생집 출입, 향락 추구, 소설에로
되돌아오기”가 그것이다.(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2000, 220쪽.)
43) 기생 강명화는 재력가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자살하
고 만다. 강명화가 음독자살한 것은 1923년 6월 11일이며, 6월 15일에 동아일보는 ‘강명화의 자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 ｢강명화의 자살-내막은 매우 복잡｣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이
렇다. “기명을 명화라 하야 일시 경성 화류계에서 일흠이 잇다하든 평양태생의 강도텬(姜道天)(25)은
경북 재산가 장길상(張吉相)씨의 아들 장병텬(張丙天)의 애첩이 되어 동경으로 경성으로 그 남편과 가
치 왕래하더니 최근 온양온천에 그 남편과 함 가서 류숙하든 중 십이일 온천려관에서 남편의 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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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합작품이다. 정혜영은 강명화자살사건이 “연애의 낭만적 환영에 빠져 있던 당시 조선사회
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44)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대 기생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관심사이다. 모던걸의 대표주자였던 나혜석은 이 사건을 접하고 기생
의 생활을 ‘노예적’이며 ‘비인도적’이라고 평가한 뒤, ‘악’, ‘추(醜)’, ‘지옥불’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기생들의 삶을 폄하한다.45) 그러면서 기생으로 대표되는 구여성들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허위적이라면서 나혜석은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여학생’을 제시한다. 나혜석에게
‘머리 올리고 구두 신은’ 여학생은 ‘선’이고 ‘미’였던 것이다. 나혜석의 이런 분석이 나름 타당
하지만, 동인의 견해는 달랐다. 그 차이가 ｢눈을 겨우 뜰 때｣를 낳는 근거였다.
그런데 동인이 강명화자살사건을 신문지상을 통해 뉴스로만 접했다면 범인(凡人)과 다를 바
없이 그에게도 그 사건은 그냥 가십거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동인에게 강명화는 생면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가십으로만 바라보는 군중의 시선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강명화와의 특
별한 인연을 동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올라간 날 밤으로 질탕한 놀이는 명월관에 열렸다. 그리고 그때에 첫 번 김옥엽을 만났다. 그때
에 사내로는 김억, 김환, 김찬영, 고경상 군 등이 있었고 기생으로는 죽은 강명화, 안금향과 김옥엽이 있
었다고 기억한다.46)
생애 처음 외도를 하게 되는 운명적 여인인 김옥엽을 만난 날 그 자리에 강명화도 동석하고
있었다. 강명화가 우연히 스쳐지나간 그렇고 그런 기생나부랭이였다면 동인이 ‘죽은 강명화’라
고 기억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인의 심리적 기저에는 강명화가 어떤 방식으로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살사건이 강명화에 대한 숨어 있던 기억의 파편을 선명하게 부각시켰으며,
강명화는 ｢눈을 겨우 뜰 때｣에서 ‘기생’이라는 당대적 의미망 속에 수렴되는 절대적 의미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명화자살사건이 1923년 6월 15일에 기사화 되고, ｢눈을 겨우 뜰
때｣가 1923년 7월에 발표된 것을 보더라도 동인에게 준 충격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강명화자살사건은 ｢눈을 겨우 뜰 때｣를 창작케 하는 직접적인 이유였으며, 기생을 좀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즈음의 동인에게 기생은 아픔이었고, 고통
이었으며, 눈물이었다. 김옥엽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했다. 기생 ‘금패’의 자살은 강명화의
죽음이며, 죽이고 싶도록 미운 김옥엽에 대한 간접 살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인의 자전적 소설 ｢여인｣이다. 이 ｢소설｣을 두고 동인은

틈을 타서 자살할 결심으로 독약을 먹엇슴으로 직시 의사의 치료를 바닷스나 회생치 못하고 인하야
절명하얏는데 시톄는 작일 경성으로 운반하야 매장할 터이며 자살한 원인은 장씨의 가뎡 사정과 기타
복잡한 내막이 잇다더라.” 그리고 다음 날 ｢가튼 몸이 생명을 키지에 그네의 생활에는 엇더한
비밀이 잇섯던가―강명화의 애화｣라는 제목으로 후일담이 실려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0일 하오 11
시경에 ｢쥐 잡는 약｣을 마시고 다음 날 하오 여섯시 반에 장병천의 무릎에 위에서 강명화는 죽었다고
한다.
44) 정혜영, ｢근대문학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15, 2004,
189쪽.
45) 나혜석, ｢강명화의 자살에 대하여｣, 서정자 엮음,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341쪽.
46) 김동인, ｢여인｣, 김동인전집 4,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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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여의 한 초상화’47)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말의 진실됨은 다음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自傳—그 가운데도, 여인에 관한 부분을 쓰기는 힘든다. 먼 과거의 일은 그다지 어색치도 않지만, 가까
운 과거의 일이 되자, 붓은 움직이지 않았다. 余는 그것을 쓰는 동안 몇 번을 붓을 내어던지려 하였다.
그러나 30년을 1기로 한 과거를 청산하려고 쓰기 시작한 붓인지라, 좀체 내어던질 수가 없었다.48)
사업 실패, 아내 김혜인의 출분, 그리고 새 아내 김경애와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동인의 삶의
시간표에서 인생 한 막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 ｢여인｣이 놓여 있었다.
나이 서른,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려고 쓰기 시작한 붓인지라 동인은 스스로에게 진실하고자
했다. 굳이 이 점을 표 나게 강조하는 것은 ｢여인｣의 진실성에 기대어 다음의 인용에 초점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연령의 변화, 환경의 변화, 성격의 변화, 여기서 생겨나는 사상의 변화—이 때문에 여인에 대한 태도며
관념도 점점 변하였다. 돌아보건대 그 변화도 여에게는 재미있다.
여를 알고자 하는 이,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이 책을 전한다. 여의 이 솔직한 고백은 여의 자랑을 그
대에게 알게 할 것이요, 여의 자랑은 여의 사상, 혹은 작품의 변화를 알게 할 것이니까. 이 작은 책자와
그 사이의 여의 소설과를 대조하여 볼진대, 여라는 인물은 자연히 그대의 마음에 솟아오를 것이다.49)
스스로 고백하듯이 여인에 의해 ‘사상의 변화’가 동인에게 일어났고, 그것은 다시 글쓰기의 변
화를 추동하였다. 그 변화를 동인은 ‘재미있다’고 말했다. 과거지사이니 ‘재미있다’고 말했겠지
만, 어떤 여인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아픈 생채기를 남겼다. 사상 변화가 작품의 변화를 초래
했다면, 동인의 말처럼 ｢여인｣과 ‘여의 소설과를 대조하여’ 보는 일은 재미있을 것이다. ｢눈을
겨우 뜰 때｣의 주인공 ‘금패’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즉 ‘금패’의 죽음은 동인을 둘
러싸고 일어난 ‘여인’들과의 역학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럴 경우 초점은 강명화
를 넘어 ‘김옥엽’에게로 모아진다.
강명화가 동석한 명월관에서의 그날 밤, 동인은 김환의 소개로 김옥엽의 집에서 꿈을 키운다.
“한잠을 못 이루고 날이 밝기까지 속살거림으로 보낸 그 밤”은 동인의 생애에 잊지 못할 날이
었다. ‘예수교식 교육과 도학적 교훈 아래에서 길러난’50) ‘참한 젊은이’ 동인이었지만 그날 밤
은 참한 젊은이를 벗어던진 <광포한> 밤이었다. 한 순간 찾아온 ‘압착된 정열, 펴지 못하는
긴장, 발표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동인은 스스로 비장하여 그 마음을 ‘순교자’에 비겼다. 김
옥엽은 불쑥 동인에게 종교에 버금가는 신앙의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옥엽을 위해서라면 기
꺼이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구하기 힘든 품질 좋은 돌’
‘알렉산델을 박은 반지’를 하나 사서 “마음 하나는 이 돌과 같이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는 연
47)
48)
49)
50)

위의
위의
위의
위의

글,
글,
글,
글,

279쪽.
279쪽.
279쪽.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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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곁들여 선물할 정도였다. 그리고 평양과 진남포를 넘나들며 애정행각을 벌이던 둘은 아
내에게 발각되고 만다. 사죄하는 동인에게 아내가 제시한 타협안은 ‘옥엽과의 관계를 끊을 것’
이었다. 대신 아내에게 ‘장래 영구히 이번의 이 불유쾌한 사건을 입 밖에 내지 않아서 장래의
공연한 충돌을 피할 것’을 동인은 요구했다. 동인은 아내의 요구를 수락하지만 그것이 실행할
수 없는 맹세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아내와 귀가 후 사흘 뒤 옥엽과 함께 동인은 경
성으로 애정의 도피 행각을 벌인다. 바로 동거에 돌입한 옥엽과의 생활은 광포하고 질펀했다.
그리고 동인의 두 어깨에는 옥엽에 대한 애착과 번민이 선물로 내려앉는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시적인 한 막’51)을 옥엽과 실연(實演)하면서도 마음 한 쪽에는 ‘저픔’이 있었다. “기생과
접근한다 하는 것은 나의 집안뿐 아니라, 온 평양에 절대로 비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만치”
동인의 “집안은 예수교회에 자리잡은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양가적 감정은 이내 생활에서도 드러난다. 집안 몰래 도망쳐 나온 애정의 도피 행각은 경제적
궁핍함으로 이내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생활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옥엽은 기생의 업을 이
어가야 했고, 동인은 그것을 모른 척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프라우드한’ 동인에게 그
것은 큰 상처였다.

옥엽에게 대한 나의 감정도 차차 야릇하게 되어갔다. 기괴한 증오―여기서 생겨나는 불유쾌, 반감, 이
런 감정이 어느덧 나의 마음에 움돋아서 자라났다. 그가 어찌하여 객석에라도 불리는 때는 나는 몹시 괴
로웠다. 그것은 자존심을 유린당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었다.52)
반목과 질시, 그리고 기괴한 애착은 점점 동인을 피곤케 만들었다. 옥엽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그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양가적 감정은 동인을 자살 충동으로 내몰 정도였다. 출구가
필요했다. 어머니가 구원해 주었다. “평양에 있을 것, 아내와 소생을 버리지 않을 것, 옥엽을
가정 안에 들이지 않을 것”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옥엽과의 첩살이를 어머니가 허락하자 동
인과 옥엽은 ‘터질 듯이 기뻤다.’ 먼저 평양으로 내려간 동인이, 약속한 이틀 뒤 평양역에서
옥엽을 기다리나 옥엽은 나타나지 않는다. ‘배반함을 받은 노여움과 자존심을 꺾인 불쾌함’으
로 동인은 ‘마음속에 박혀 있는 <옥엽>이라는 뿌리를 칼로 잘라 버렸다.’
동인은 기생 옥엽을 그렇게 <죽여 버렸다.>53) 그리고 다시 마음의 아픔을 속이기 위한 질탕한
놀음에 몰두하였다. 옥엽과의 생활을 버리자고 작정하자 동인에게는 예술 생활로 회귀하고 싶

51) 위의 글, 238쪽.
52) 위의 글, 241쪽.
53) 사실 동인은 옥엽의 배신으로 번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아직 끊을 수 없는 옥엽에게 미련이 남
아있었던 것이다. 동인은 옥엽과 1차 헤어진 후 소요산 단풍놀이에서 만난 기생 황경옥과 경성 패밀
리호텔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던 중 제 발로 찾아온 김옥엽과 재회한다. 그러나 그 재회는 옥
엽의 배신으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옥엽에 대한 미움이 싹트면서 기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
드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동인은 황경옥과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여름, 즉 1923년 여름에 우연히 그
녀를 재회한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난산 끝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런 경험은 기생의 박명
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체험이 ｢눈을 겨우 뜰 때｣의 발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동인의 심경에는 기생의 기구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리우기 시작했
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옥엽과의 만남과 이별, 강명옥자살사건이 겹쳐 있는 것이다. 동인에게 기생
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삶의 자리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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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렬한 충동이 인다. ‘천분’ ‘양심’을 핑계 삼아 동인은 술과 기생놀이에서 스스로를 구원
하고 싶어 졌다. 비로소 동인에게 문학은 천직으로 분명히 각인되고 있었다. 그러자 동인에게
있어 옥엽의 지위도 추락하게 된다. 비록 첩이긴 하나 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회
심한 동인에게 옥엽은 노리개, 위안물로 전락하고 만다. 기생의 삶이 다다르게 될 마지막 종
착역을 동인은 이렇게 예견하였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물결에 닦이고 또 닦이어서, 다 거칠고 더럽게 된 한 <인생의 껍질>을 발견하였
다. 거기는 전형적 <기생의 말로>의 표현이 있었다. 인생이 마땅히 가져야 할 아무런 <감정>도 다 잃어
버린 허수아비를 발견하였다. 입 하나만 살아 있고, 다른 온갖 양심이여 아름다움이며 흥분을 잃어버린,
한 <산송장>을 발견하였다.54)
헤어진 후 남의 첩이 된 옥엽을 평양에서 우연히 재회한 느낌을 동인은 위의 인용처럼 적어
놓았다. 이제 동인에게 기생 옥엽은 ‘산송장’에 진배없었다. 기생의 삶은 허무한 것이며, 옥엽
과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동인은 ‘금패’를 죽임으로써 옥엽을 마음속에서
거둬낼 수 있었다. 금패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었다. 거기에 소설 속의 ‘여학도’는 불쏘시개 역
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금패의 죽음이 옥엽에 대한 원망을 그대로 대체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눈을
겨우 뜰 때｣는 저주인형이거나 주술적 부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원망을 미적 대상으로 승
화시켜야 했다. 그럴 때에야 동인이 강조했던 광포한 방탕이나 질펀한 바람기가 미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인이 고민했던 ‘하므레트’식 다민다한은 금패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 실체를 갖기 시작하였다. 기생 김옥엽과의 2번에 걸친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생 강명
화의 자살사건에 자극받은 동인이 옥엽이라는 ‘산송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미적 대상으로 승
화시켰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진다.

4. 자살 너머에 있는 죽음의 진실

동인에게 죽음은 창작의 중요한 모티프였다. 그리고 죽음은 창조파의 관심사이기도 했다.55)
창조파에게 죽음은 인생이라는 미학관으로 연결된다. 이런 미학관은 동인의 초기 작품인 ｢약
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옅은 자｣에서 도드라진다. 죽음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일단
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결과로서 여주인공의 자살을 집어넣으려 한 것이었다. 묘사는 일원묘사였다. 그러나 그 작( 약
한 자의 슬픔 :인용자)의 결말은 뜻밖으로 필자는 그 주인공을 죽이지 못하였다.
제2작 마음이 옅은 자 에서도 결말로서 주인공 K를 죽이려 하였던 것이 마침내 죽이지 못하였다.56)
54) 김동인, ｢여인｣, 253쪽.
55) 전영택의 다음 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창조파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너는 엇재 죽음만 쓰
너냐｣ 하실 이가 이슬 듯하나 무슨 비관적 사상을 가진 거슨 아니외다. 다만 인생 그거슬 그대로 표
현해보노라고 하엿습니다.” (전영택, ｢나믄말｣ 창조 2호, 1919. 3,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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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을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동인 자신의 말대로 하면 ‘하므
레트식 다민다한’이 아직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 동인에게 염상섭의 출현은 충격이었다. “필자
는 상섭의 출현에 몹시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 새로운 하므레트의 출현에 통쾌감을 금할 수 없
었다.”57)라고 고백한 바 있다. 불안과 통쾌감이라는 양가적 감정은 동인에게 문학에 대한 변
화를 자극한다. 그 변화는 염상섭의 출현이라는 외재적 요인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문학 내적
으로는 내면의 발견으로 초점이 모인다. 주인공을 죽이는 것, 그것은 주인공의 내면 발견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동인은 ｢눈을 겨우 뜰 때｣에서 드디어 자신의 소
설에서 정말 주인공을 죽이는, 자신의 문학에 대한 전유를 단행한다. ‘금패’라는 기생의 내면
발견을 통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인은 ‘하므레트식 다민다한’의 한 유형을 만들어낸 것
이다. 옥엽과의 이별, 강명화의 자살은 환영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실체가 되어 ｢약한 자의 슬
픔｣이나 ｢마음이 옅은 자｣에서 죽이려다 만 주인공을 실제 죽임으로 인도하며, 그를 통해 동
인은 ‘인생’을 제대로 그려내게 된다. 그것이 ｢약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옅은 자｣와의 변
별점이다.58)
1918년이라는 시간과 대동강이라는 공간, 그리고 불놀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눈을 겨
우 뜰 때｣는 <죽음사건>과 <근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수렴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기
생 ‘금패’의 내면 발견 과정과 그 최후를 그리고 있다. 죽음사건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자기를
짝사랑 하던 사내 ‘A’의 죽음과 ‘청류벽 소녀’의 죽음이 핵심이며, 근대 서사는 ‘여학도’와 금
패를 찾아온 ‘Y와 동행한 새 손님’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축이 교직하여 만들어
내는 의미망은 금패가 내면 풍경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며,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는 금패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그런데 <죽음사건>은 금패에게 내면 발견의
과정에 장치해 둔 사건이지만 금패의 죽음을 결정하진 못한다. 오히려 금패의 죽음을 결정하
는 열쇠는 ‘여학도’와 ‘새 손님’이다. 그 자세한 과정을 따라가 보자.
금패는 사이다, 맥주 등의 근대 산물과 방아타령, 장고 등 전통의 교유 속에서도 “아홉 살에
기생의 빛나는 살림을 그리어 기생 서재에 붙여 달라 하여 성공”59)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선
택한 기생의 삶, 즉 전통에 연을 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의 당당함은 사월초파일 대동강 불놀이라는 전통놀이에서 더욱 빛났다. 기생 두 명을 동행한
불놀이 배에서 ‘방아타령’을 주고받던 금패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듯한 얼굴’을 지을 수 있었
던 것도 당당함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마주친 ‘여학도’들이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성내주고 싶은 듯한, 자랑하고 싶은 듯한 마음으로 코웃음’을 칠 수 있었다. 금패는 ‘여학도’
들의 근대에 발을 들여놓기는 하나 여학도라는 근대적 산물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56)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6, 157쪽.
57) 위의 글, 152쪽.
58) 김동인이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옅은 자｣에서 주인공을 죽이지 못한 이유를 김흥규는 “황폐한
삶의 비관적 확인을 거부하려 하면서도 그 압도적 무게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김흥규, ｢황폐한 삶과 영웅주의｣, 이재선 편, 김동인, 서강대 출판부, 1998,) 153～155쪽 참
조.
59) 김동인, ｢눈을 겨우 뜰 때｣, 김동인전집 5,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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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약한 자의 슬픔｣의 강엘리자베트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낮고 더럽고 답답하고 덥고 시시한 냄새나는 촌집보다 높고 정한 서울집이 낫고, 광목 바지 입고
상투 틀고 낯이 시커먼 원시적인 촌 무지렁이들보다 맥고모자에 궐련 물고 가는 모시두루마기 입은 서
울 사람이 낫다. 굵은 광당포 치마보다가는 모시치마가 낫고, 다 처진 짚신보다 맵시나는 구두가 낫다기름머리에 맵시나게 차린 후에 파라솔을 받고 장안 큰거리를 팔과 궁둥이를 저으면서 다니던 자기
모양을 흐린 하늘에 그려볼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자기에게도 부끄럽도록 그 그림자가 예뻐 보였
다.60) (강조:인용자)
금패는 아직 여학생들의 시집간 뒤의 살림을 엿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온전히 그를 몰랐다.
그러나 금패의 짐작으로써 바르다 하면, 그것은 봄에 뫼에 핀 진달래와 같은 것이었다. 연한 자주빛으로
빛나는 것-그것이 여학생들의 이 뒷살림에 다름없었다. 피아노, 책을 보고 있는 마누라, 양복한 어린애,
여행, 그것이 그들의 살림에 다름없었다.61)
‘맵시나는 모시치마’에 ‘맵시나는 구두’를 신고, ‘파라솔을 받고’ 장안 ‘큰거리’를 활보하던 자
기 모습이 ‘예뻐보였다’는 엘리자베트의 고백에서 드러나듯 그에게 근대는 예뻤다. 엘리자베트
의 근대는 ‘연애-결혼-행복의 경로’62)여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트의 예쁜 <근대>
가 금패에게는 그다지 큰 지배력을 갖지 못했다. 고작 ‘뒷살림’에 지나지 않았다. 금패에게 피
아노나 양복한 어린애, 여행 같은 근대의 속성들은 ‘첩, 병, 매음, 싸움’과 같은 부정어들로 연
결된다. 엘리자베트와 금패의 대립, 그리고 그 교차지점에 동인이 체득해간 근대의 맨얼굴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를 바라보는 금패의 시선은 다음의 인용에서도 확인된다.

여학생이라는 것이 차차 변하여졌다.
전에는 서른 살 이상의 늙은 여학생들이 많더니 차차 어린 여학생이 보이게 되었다. 그와 함께 여학
생의 풍조가 차차 사치하게 되었다. 금패는 이것을 여학생이 기생을 본받는다 부르고 이긴 자의 쾌락
을 맛보는 마음으로 이를 보았다.63)
때때로 여학생들이 기생을 경멸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는 분하기는커녕 도리어 통쾌하였다. 그들(여학
생들)은 자기네 기생과 같이 마음껏 <거드럭거리>지 못하므로 시기함이라 금패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노래하라, 놀라, 웃으라, 즐기라, 거드럭거리라 하여 끝까지 젊음을 즐기려하였다.64)
‘여학생이 기생을 본받는다’고 단정하고, ‘이긴 자의 쾌락’에 도취되어 여학도들에게까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거드럭거릴 수 있었던 금패의 감각은 인상적이다. 그래서 금패의 젊음은 즐겁
60) 김동인, ｢약한 자의 슬픔｣, 김동인전집 5, 30쪽.
61) 김동인, ｢눈을 겨우 뜰 때｣, 150쪽.
62) 권보드래, ｢‘풍속사’와 문학의 질서-김동인을 통한 물음-｣,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7,
2005, 32쪽.
63) 김동인, ｢눈을 겨우 뜰 때｣, 148쪽.
64) 위의 소설,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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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금패가 방아타령 한 곡조 불러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금패의 청춘은, 그리고 기
생의 삶은 빛이 났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다. 여학생들이 “옷이나 잘 닙으면 뭘해. 너 이제 십년만 디내
봐라. 데것들의 꼴이 뭐이 되나. 미처 시집두 못 가구 구주주하게”65)라며 비난하자 그 소리가
금패에게는 ‘날카로운 송곳보다 뾰족한 끝’이 되어 가슴팍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찰나의 소리
였지만 손님들의 가벼운 대화도 놓치지 않는 기생의 직감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지금의 ‘거드
럭거림’이 <10년 뒤> ‘구주주함’으로 변할 지도 모른다는 <저픔>이 금패의 내면에서 돋아나기
시작한다. 즉, ‘모란봉, 부벽루, 청류벽, 능라도, 반월도, 모래섬’으로 상징되는 평양, 그 중에
서도 대동강이라는 전통의 공간과, 기생의 삶으로 표상되는 전통의 삶이 10년 뒤에는 유지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학도들을 매개로 드디어 금패의 내면에 풍경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금패는 ‘여학도들’의 말이 ‘참말’일 수 있다고 깨달았고, 그래서 ‘성이 났다.’ 여학도로
대표되는 근대와 금패로 대표되는 전통의 맞섬에서 패배는 예감되었다. 기생의 삶이 여학도
(신여성)의 삶보다 우위에 있다고 내면에 속삭여보지만, 그것은 거짓된 자기 위안이다. 여학생
들이 꿈꾸는 뒷살림, 즉 근대를 얕잡아 보고 금패는 외면하지만 그것이 부질없음을 알아차리
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는 금패
에게 있어 기생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었다. 근대와 교유하긴 했으나, 애시당초 ‘강엘리자베
트’와는 달라66) 근대를 동경하여 온몸으로 체득하고 싶지는 않았던 금패였기에 상처는 컸다.
이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죽음 사건>이 금패에게 구체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다. ‘10년 뒤’
라는 시간성은 금패에게 위압적이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자신감의 상실, 그와 동
시에 발생한 내면의 균열을 비집고, ‘A’의 죽음이 스멀스멀 기어든 것이다. 죽음이 실체를 갖
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금패의 의식에 지배자로 군림한다. ‘A’라는 사내는 금패에 대한 사
랑 고백을 하고 푼푼이 모은 50원을 하룻밤 열정을 불태우는 대가로 금패에게 모두 소진한다.
‘A’는 “다시는 돈이 안 생겼다. 금패는 그를 물리쳤다.”67) A는 유서를 남기고 얼어 죽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패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자
기 앞에 어른거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과 멋’ 외에 ‘참과 참사랑’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깨달음은 자아 분열의 징표이고, 분열이 심해질수록 금패의 내면풍경은 오히려 단단해
진다. 기생에 대한 현재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내면풍경의 한 폭을 차지하나 금패는 아직 성
찰의 결과에 소환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아 분열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될 때까지 기
다려야 했다. 금패는 점점 기생의 삶을 회의한다. 그런 금패의 손에 쥐어 쥔 기생의 존재증명
서는 기생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압축해 보여준다.

손님은 그들(기생)을 업신여길 수 있으므로 사랑스러운 동물 로 알았다. 부모는 돈벌이 하는 잡은
것 으로 대하였다. 예수교인은 마귀로 알았다. 도학자는 요물로 알았다. 어린애들은 영문 앞의 도상 이
65) 위의 소설, 147쪽.
66) 엘리자베트의 근대지향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권보드래의 ｢‘풍속사’와 문학의 질서-김동인을
통한 물음-｣(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7, 2005) 29～41쪽을 참조할 것.
67) 김동인 ｢눈을 겨우 뜰 때｣,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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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비웃어 줄 곱게 차린 동물로 알았다. 노동자는 자기네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 으로 알았
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결같이 그들을 다만 춘정을 파는 아름다운 동물로 알 뿐, 한 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68)
기생은 ‘사랑스러운 동물’, ‘돈벌이 하는 잡은 것’, ‘마귀’, ‘요물’, ‘곱게 차린 동물’, ‘돈만 있
으면 살 수 있는 물건’ ‘아름다운 동물’일 뿐이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 세태
를 금패는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금패 자신이 고스란히 소환될 지도 모른다는
불가항력이 두려웠다. 그것은 공포였으나 의식의 확장이자 재탄생이기도 했다.
실체의 탐색 과정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 날 금패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Y’,
‘Y’와 동행한 ‘새 손님’, 그렇게 셋이서 자리를 같이 한다. 기생집이 처음인 ‘새 손님’은 <기
생> 금패가 얼굴은 예쁘지만 ‘암탉이나 암캐와 마주선 것 이상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는 둥 일본어를 앞세운 ‘새 손님’의 조소는 도를 넘는다. 일본어란 무엇인가? 제국 일본이 앞
세운 근대의 억압적 상징이 아니던가? ‘새 손님’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
마당에 민족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일본어가 갖는 표상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이 중
요하다. 금패는 묵묵부답 당하고 있어야 했다. 일본어의 위력을 앞세운 ‘새 손님’의 다음의 인
용은 압권이다.

나두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군 안해. 가만! 그래 사람이 아니야! 확실히 사람이 아니야! 박쥘세, 박쥐!
박쥐? 밤에 밥벌이한다구?
음, 오히려 박쥐는 새이구두 조류에 못드는 것처럼, 기생은 사람이구두 인류에 못 든다는 편이 옳을
테지……
(중략)
그렇지 그것, 껌 발춘기, 그것이야. 소위 손님네라는 자기네들두 그것으로 알지 않나? 기생의 부모두
그것 판매인으로 자인하구. 어때, 내 말이 거짓말인가? 69)
박쥐나 껌발춘기로 호명되는 기생의 실체에 금패는 ‘찢어지는 것 같이’ 무너져 내린다. 의식의
재탄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사람이면서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두 부류가 기
생과 ‘징역군’이라는 ‘새 손님’의 야멸찬 대목에 오면 기생은 범죄자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
다. 결국 금패의 성격-내면풍경-은 “노파와 같이 늙고 도학자와 같이 까다로워졌다.” “대동문
이나 연광정에서 하루 종일 패수가 흐르는 것을 들여다보고 앉아서도 조금의 갑갑함도 깨닫지
않던 선조의 피를 받은” 금패였지만, 답답했다. 답답함으로 나선 대동강의 ‘마상이’ 배 위에서
의 깨달음, ‘사람은 참으로 더럽고 불쌍한 것’이라는 내면에 도달하는 과정이 안타깝다. 허무
가 밀려든 것이다, 무서움과 함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분명한 실체로 금패를
맴돈다. ‘새 손님’에게 당한 모욕이 죽음의 진혼곡으로 변주되어 금패의 오감을 자극할 즈음
금패는 색다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다.
68) 위의 소설, 153쪽.
69) 위의 소설,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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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놀이에 불려갔던 금패가 돌아오는 길에 배로 청류벽을 따라 내려오는데 열 서넛쯤 되는 ‘계
집애’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묘하게도 떨어져 죽은 장소가 ‘正慰 鄭觀
朝’70)라고 새겨진 절벽 아래다. 그 죽음을 본 금패는 계집애가 ‘아직 살아가는 데 대한 아무
저픔이며 두려움을 모르고 죽었겠다’고 동료에게 말한다. 그 말에는 저픔이며 두려움을 모르
고 죽었으니 행복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 죽음이 있던 날 밤, 금패는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죽음을 기억해낸다.

몇 해 전 자기에게서 쫓겨나가서 길가에서 얼어죽은 A며 자기와 친하던 기생 몇의 죽음, 더욱(무엇에 만
족치 못하였는지 그 당시에 한창 말썽이 많았던)<네꼬이라스(쥐약)>를 먹고 죽은 화선의 죽음이며, 또는
저를 친누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던 O라 하는 손님의 죽음이며, 술좌석에서 갑자기 뇌일혈로 거꾸러져
죽은 N이라는 손님의 죽음을 순서없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중략)
이리하여 그의 머리에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성장하기 비롯하였다.71)

드디어 죽음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패는 자신이 떨어져 죽은 단오날의
그넷줄을 움켜쥐둣이 죽음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어떤 것도 금패의 죽음을 말릴 수는
없었다. 그것이 금패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정위 정관조’란 글씨가 쓰인 절벽과 ‘계집애’가 죽은 장소말이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자가 소설을 발표할 시점에 평양은행주식회사 발기인을 거쳐 평안남도
관선도평의회원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인물을 소설 속에서 어떤 부연도 없이 끌어들였으니 절
묘한 소설적 장치이다. ‘정관조’가 보란 듯이 목숨을 던진 계집애, 근대가 가져온 죽음이라고
보면 지나친 과장이거나 왜곡일까? 그리고 단오라는 전통 명절에 그네에서 떨어져 자살한 금
패의 죽음은 근대에 등 떠밀려 죽음으로 내몰린 전통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동인은 여성에게 “영혼의 씨가 있을 뿐, 영혼 그것은 없다”72)라고 단정한 적이 있지만 금패에
게는 예외였다. 금패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으나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되자 현실을 폐쇄하는 극단적 방법을 취하였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
이다. 여학도와 ‘새 손님’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금패는 현실을 직시함으로
70) 1880년 무과에 합격했으며, 1897년 9월 평양 진위대대 중대장, 1901년 3월 진위 제4연대 제3대대
대대장, 1902년 6월 궁내부 참령으로 복무했다. 1907년 11월 장예원 전사로 임명되었고 1917년 10
월 제국군인후원회 특별위원에 추천되었다. 1918년 평안은행 발기인(1918년 11월), 평양 기성다화회
(箕城茶話會) 상임위원, 평양 공회당(公會堂)건설위원회 실시위원(1918년 12월), 1919년 조선농사개량
회사 발기인(1919년 9월), 1920년 1월 평양은행주식회사 발기인 등을 역임했으며 1920년 12월 25일
과 1924년 4월 1일, 1927년 4월 1일, 1930년 4월 1일 네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관선 도평의회원으
로 선출되었다. 1925년 11월 조선불교단 평양지부 고문으로 선임되었고 1933년 평안남도 도평의회원
대표로 국민협회의 참정권 청원 건백서에 서명했다.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으며 1933년 7월 중추원 시정연구회 제도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5년
제16회 중추원 회의에서 조선의 징병령 실시를 제안했고 1928년 11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대
례기념장,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정 25주년 기념표창 및 은배를 받았다. 친일파 708인 명
단의 중추원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중추원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A%B4%80%EC%A1%B0)
71) 김동인, ｢눈을 겨우 뜰 때｣, 161쪽.
72) 김동인, ｢영혼(여자운동을 본), 창조 9호, 1921. 5.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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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생적인 내면’73)을 만들었고, 죽음에 이르렀다. 금패를 죽임으로써 동인은 햄릿식 고민의
중앙을 관통할 수 있었으며, 내면발견이라는 새로운 문학장(場)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인형조종술로 대변되는 자아중심주의적 글쓰기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글쓰기 방식은 대동강이 ‘타인 없음, 무아지경’의 속살을 드러내
는 허무의식의 상징으로 대체되는 1926, 7년경의 마생이의 삶이 시작될 때까지 이어진다.74)
아울러 ｢유서｣, ｢명문｣, ｢감자｣로 이어지는 객관화된 작품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된다.
삶과 죽음, 현재와 미래의 이중적 가치에 대한 정합성에 의해 금패의 내면세계는 발견되고 구
체화되었다. 그 결과가 ‘삶’과 ‘현재’에 대해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고, 내면의 발견은 미적 가
치로 승화되었다. 결국 스스로 택한 죽음의 길은 ‘금패’가 근대성에 의해 유린당한 전통적 가
치를 미적 가치로 치환하는 방식이었다. ‘옥엽’과의 기생놀음이 동인에게 기생에 대한 혐오를
배태케 하였다면 강명화의 죽음은 그 혐오를 근대성에 대항하는 숭고한 가치로 전화시키는 계
기가 되었으며, <기생> 강명화와 옥엽은 ‘금패’라는 허구적 인물을 통해 다시 단단한 결속력
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다.
대동강이라는 전통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평양의 대표적 전통놀이인 불놀이를 배경으로 한 금
패의 서사는 기생의 삶을 훨씬 근대화 될 10년 후의 <현재>에 견줌으로써 내면 풍경이 만들
어졌고, 그럼으로써 전통과 기생은 유기적 전체로 성립되었다. “내적 고뇌와 갈등으로부터의
자살을 통해 진정한 자기 회귀를 꾀한”75) 금패의 행동은 전통과 근대의 맞섬이라는 대결구도
속에서 패배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도하는 근대의 속성을 적절히 드러냈
다는 점에서 금패로 표상된 기생의 삶은 진정한 자아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승리자로 부각될
수 있다. 금패라는 기생을 죽임으로써 비로소 동인은 그의 문학에서 새로운 미의 한 형상을
주조하게 된 것이다.

5. 결론

생경해서 험난했던 동인의 신문학의 길은 바람기 충만한 삶과 유관하다. 광포한 행동으로 지
칭되던 바람기를 동인은 미와 등질의 것으로 간주했다. 그 바람기의 연장선상에 여인들이 놓
여 있었으며, 특히 기생들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배태된 의식의 한 자락은 동인의 문학에
균열을 가져온다. 그 균열은 ｢약한 자의 슬픔｣이나 ｢마음이 옅은 자여｣에서 죽이지 못한 주인
공들을 ｢눈을 겨우 뜰 때｣에서 보듯이 죽이는 문학으로 변주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눈을 겨우 뜰 때｣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금패의 죽음은 기생 김옥엽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강명화의 자살 사건이 교직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금패는 김옥엽과
강명화가 빚어낸 ‘잘 빚어진 항아리’라 할 수 있다. 김옥엽에게서 느껴야 했던 원망, 강명화에
게서 깨달은 허무, 그 둘을 미적 대상으로 승화시켜 주조한 금패는 철저히 죽음이라는 외길을
73) 김윤식은 염상섭의 ｢만세전｣을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쓴 적이 있다.(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1993, 예하, 106쪽.)
74) 김동인의 대동강과 허무의식에 대해서는 김윤식의 김동인연구(민음사, 2000) 287～293쪽 참조할
것.
75) 장병희, ｢김동인문학의 갈등과 죽음의 문제｣,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1, 1981.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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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치닫는다. 금패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래서 안타깝다. 하지만 금패의 죽음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동인문학에서 내면발견이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는 메타포이다.
금패의 자살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인이 보여준 전통과 근대의 대립에서 전통이 힘없이 허물어
지고 마는 모습은 신문화운동 세대의 작가들이 “전통과 환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해
방감을 만끽하”려는76) 태도와는 다르다. 동인은 전통을 전면 부정할 수 없는 생래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평양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선험적 고향이었다. 그것을 전면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공간에 대한 부정은 그곳을 구축하고 있는 문화나 정신
세계를 부정할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명
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근대에의 의지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성취하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려”77)는 의지이다. 물론 동인은 그런 의지를 표 나게 천명한 근대주의자였다.
주지하듯이 창조 창간 동기에서, 그리고 그가 보여준 초기 창작품들에서 그런 모습은 확인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전통을 전면 부정하거나 무시할 만큼 획기적 근대주의자는
아니었다. “겸증 없이 장청류의 대동강만 내려다보고 집안도 잊고 처자도 잊고 주림도 잊고
앉아 있는 허다한 무리를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기는커녕 일종의 존경의 마음까지 생기겠
지”78)라고 말하는 동인에게 있어 대동강으로 집약되고 있는 평양은 혐오의 대상이기보다는 존
경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양이라는 공간이 구성하고 있는 전통에 바탕하여 현재적 삶
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평양 사람인 여는 수천년래로 우리의 조상이 하던 일을 본
받아서”79)라는 고백은 어려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양의 명승이라는 청류벽의 웅(雄), 부
벽루의 미, 모란봉의 절(絶), 을밀대의 기(奇), 능라도의 묘(妙) 등을 역사적 관념과 완상”80)의
대상으로 부각시킬 리 만무하다. 이런 이유로 동인은 스스로를 ‘고답적인 취미’81)의 소유자로
명명할 수 있었다. 평양과 대동강은 동인에게 있어서는 근대의 진면목을 비쳐보는 거울이었
다. 그 거울의 스펙트럼 속에 옥엽과 강명화, 그리고 금패가 포섭되었다.
‘금패’의 죽음은 동인의 문학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동인이 처음 의
도했던 신문학은 한국소설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대에 의해 훼손당한 상
처를 죽음이라는 모티프로 새로이 승화시킨 ｢눈을 겨우 뜰 때｣는 동인에게 새로운 신문학의
길을 열어줬다. 동인의 신문학은 죽음을 통해 가능했고, 그것이 동인문학의 심미성을 담보하
는 근거가 되었다. 신문학이 죽어 새로운 신문학의 싹을 틔웠으니 동인에게 죽음은 숭고한 것
이었다. 스스로 ‘동인만의 문체, 표현방식을 발명’82)하였다고 자평한 ｢유서｣ ｢명문｣ ｢감자｣가
보여준 ‘동인미’는 금패의 죽음을 딛고 일어설 때 가능했다.

【참고문헌】

76)
77)
78)
79)
80)
81)
82)

정재원,
정재원,
김동인,
김동인,
김동인,
김동인,
김동인,

｢동인 문학에서 ‘여(余)’의 의미｣, 상허학회, 상허학보 7집, 2001, 204쪽
204쪽.
｢대동강｣, 김동인전집 6, 456쪽.
｢무지개｣, 김동인전집 6, 456쪽.
｢대동강의 평양｣, 김동인전집 6, 502쪽.
｢문단삼십년사｣, 김동인전집 6, 38쪽.
｢조선근대소설고｣, 159쪽.

- 39 -

1) 기본 자료
김동인 전집 1～6, 삼중당, 1976
2) 단행본
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2000, 287～293쪽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1993, 예하, 106쪽
이어령 편, 한국문학연구사전, 우석출판사, 1990, 57쪽.
3) 논문 및 기타
권보드래, ｢‘풍속사’와 문학의 질서-김동인을 통한 물음-｣,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
구 27, 2005, 29～41쪽
나혜석, ｢강명화의 자살에 대하여｣, 서정자 엮음,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341쪽.
김윤식, ｢김동인 문학의 세 가지 형식｣, 한국학보 39호, 일지사, 1985, 8쪽
김흥규, ｢황폐한 삶과 영웅주의｣, 이재선 편, 김동인, 서강대 출판부, 1998, 153~155쪽
유금호, ｢김동인소설의 생사관 고구｣,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연구 13, 1990,
112쪽
이경훈,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김동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35호, 2006,
309～314쪽
장병희, ｢김동인문학의 갈등과 죽음의 문제｣,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1, 1981.
80쪽
전영택, ｢나믄말｣ 창조 2호, 1919. 3, 59쪽
정재원, ｢동인 문학에서 ‘여(余)’의 의미｣, 상허학회, 상허학보 7집, 2001, 204쪽
정혜영, ｢근대문학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15,
2004, 189쪽.

- 40 -

토 론 문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한 양상 에 대한 토론문
남상권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뜰 때｣(개벽 제37∼41호, 1923. 7∼11)를 다룬 선생님의 논문을 인상
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김동인이 본격적인 근대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바람=방랑=
미”에서 찾고 ‘죽음의 발견’으로 이전 작품에서 나타난 “‘하므레트’식 다민다한”을 극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기생 김옥엽과 강명화의 만남에서 비롯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두
기생의 죽음에서 김동인의 미적 완성의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겨우 뜰 때｣는
“탐미적 세계에서 다른 죽음”과 달리 “창조적 생성과 죽음”으로 나타난 작품으로 의의가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동인만의 문체, 표현방식을 발명’했다는 김동인의 주장을 비판없이
동의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을 겨우 뜰 때｣를 분기점으로 등장한 ｢유서｣, ｢명문｣,
｢감자｣의 죽음을 ‘동인미’라 하였고 이 소설을 “근대에 의해 훼손당한 상처를 죽음이라는 모
티프로 새로이 승화시킨” 작품으로서 ‘동인에게 새로운 신문학’의 길을 연

계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찬창조로부터 출발한 김동인의 소설미학이 “바람=방랑”을 통해 ‘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다양한 논거를 삼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 과정입니다. 그래
서 ｢눈을 겨우 뜰 때｣는 이러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시한 “죽음의 미”나 “동인미”가 김동인에게는 새로운 사실일지 모르지
만 우리 근대 소설 자체가 안고 있는 새로움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먼동이 틀 때｣가 김동인의 ‘새로운 신문학’이라면 앞서 언급한 “바람=방랑”은 경험적
현실일 터이고, “미”는 이를 바탕으로 한 허구적 진실로 변형시킨 것으로, 이는 김동인이
이 소설을 계기로 비로소 본격적인 작가다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2. 김동인이 춘원과 문학적 대척점에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동인이
춘원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실은 문학 행위 자체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기
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언급한 ‘죽음’이 김동인에게는 “창조적 생성”이 될 수 있겠지만
금패의 자살 모티브는 이광수의 찬무정에서의 기생 월화와 박영채의 자살 모티브에 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또 대동강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과 현대소설에 나타난 자살 명소가 청
루벽이라는 점에서 김동인은 금패의 죽음을 전통서사의 방식에 기대고 있기도 합니다. 금
패가 목격한 죽음과 박영채가 목격한 죽음의 실제 공간(대동강)이 같고 계기 역시 비슷한
정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금패와 박영채가 본 욕망의 중개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일 것
입니다. 이럴테면 기생 말년의 허망함을 위안하는 춘향이라는 전형이 근대로부터 훼손됨
으로서 나타난 죽음이 김동인의 ‘죽음의 미’가 아닐런지요. 무엇보다 이 소설의 제명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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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창작에 ‘눈을 겨우 뜰 때’를 말하는 듯해서이기도 합니다.
3. ｢눈을 겨우 뜰 때｣에 등장하는 금패의 실제 모델에 관해서입니다. 김옥엽은 한 때 김동
인과 동거한 사이였고 강명화는 서로 면식이 있는 관계라고 얘기되었습니다. 이 둘의 죽
음이 비슷한 시기라고 해서 금패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옥엽은
배신한 기생의 모습이고 강명화는 자결한 기생의 모습입니다.83) 이런 점에서 김동인 시대
의 자유연애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인 시대에는 여학생과의 자유연애는 대다수의 남성지식인의 로망이었고 현실적으로
는 거의 기생이 대체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기생의 세일즈 대상도
변하였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기생과 여학생은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
니다. 그런 모습은 찬무정의 박영채가 가장 먼저 여학생 복장으로 등장합니다. ｢눈을 겨
우 뜰 때｣의 금패의 외향적인 모습과 삶의 지향점은 당시 소설이나 잡지에 묘사된 기생들
의 일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적 삶을 드러내는 인물로서의
금패의 내면은 찬무정의 박영채 보다 월화, 나아가 김장로의 부인 부용, 더 나아가 춘향
이나 옥단춘과 같은 희망을 품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찬무정의 박영채는 품었던
희망이 훼손되면서 스스로 대동강으로 향하였듯이 말입니다. 월화는 함교장이나 대성학교
학생 누군가와 결연이 이어졌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런 점에서 ｢눈을 겨우 뜰 때｣는 김동
인이 풍부한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 식민지 풍경을 소설에 제대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83) 김옥엽과 강명화도 다음의 사실과 비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석을 붙여 봅니다. “찬주생전, 찬
구운몽, 찬동선기, 찬옥루몽 등 양반 중심으로 서술되는 기녀등장소설의 경우, 기녀가 정조를 내세워
애정을 성취하고 기녀 신분을 벗어나려는 의식을 드러낸다. 물론 이러한 기녀의 자의식은 마음에 드
는 양반을 만나 첩실에 들어앉아 일신상의 편안함을 얻기 위한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
다. 찬주생전의 배도, 찬구운몽의 계섬월․적경홍, 찬동선기의 동선, 찬옥루몽의 강남홍․벽성선 등은 마
음에 드는 남성을 고대하면서 정조를 지켜오던 기녀들이었는데, 이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애정성취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다.”
“하지만 양반이 기녀를 풍류와 향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한, 이들 기녀는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동선과 벽성선 등은 아예 연석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했거나 혹은 다른 기녀들의 경우 잔치에 불려나
갈지라도 기녀의 처지로서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잔치자리에 나갔다. 또한 배금도는 애정희구 의식
과 신분상승의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신당하자 병들어 죽었으며, 계섬월은 정인을 만난 뒤로는 다
른 양반의 유혹과 강박을 피하기 위해 유리걸식하였고 동선은 수절하다가 매를 맞고 죽음 상태에 이
르렀으며,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자살하였던 것이다.……물론 기녀가 목숨을 걸고 정인을 위해 수절하
였다거나 아사하였던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8세기
경 단천기 일선, 울산기 자란, 영월기 경춘 등 어린 기녀의 정인을 위한 절사 사례는 정표를 내리자
고 조정에 건의되거나 비석이 세워지는 등 당대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
설 연구 월인, 2000, pp. 356-35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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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조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찰
- 서구 이미지즘과 한시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이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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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계를 지향하는 현대시조의 가능성
적 표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20세기 세계문학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이미지즘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imag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상(心像) 혹은 영상
(映像)이라는 뜻이므로, IMAGISM은 우리말로 사상주의(寫像主義)라고 번역한다.
따라서 사상주의를 신봉하는 시인 imagist들이 주장하는 시는 심상(心像)의 명확성
을 중요한 골자로 한다.84)
이미지즘는 구미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구 문예사조라고 대부분의 사람
들이 생각하고 있지만85) 그렇지 않다. 그 발생을 면밀히 따져 보면 그 시발점은 동양의
한시였으며, 우리나라 초창기 문학이 한문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곧 우리 문학에서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서구 중
심주의내지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월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확대하여 적용해 보면 문학에서 그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열등한 문학과 우등한 문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이 있을
뿐이다.
* 경북대학교 시간 강사
84) 김재근, 『이미지즘 연구』, 경일인쇄소, 1973. 14~15쪽
85) 최근에 '이미지즘 시'의 연원은 동양의 한시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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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우열을 따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시조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당한 문학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세계무대에서 우리 문학
의 우수성을 드러내기에도 가장 용이한 장르이다. 그러나 현대시조는 자유시에 밀려 그
위치가 견고하지 못한 실정이다. 서구 이미지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것도 자유시
가 아닌 현대시조인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현대시조와 서구 이미지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문학사의 발전
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한시와 서구 이미지즘과의 관계, 그리고 서구 이미지즘과 현
대시조와의 관계를 고구(考究)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가운데 그간
의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시조에 나타난 서구 이미지즘과 동양 한시의
자취를 밝혀냄으로써 서로 영향관계에서 그대로 도입된 부분은 무엇이며 굴절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입될 수 없었던 부분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기 그 까닭도 밝혀
보기로 하겠다.
Ⅱ. 현대시조에 드러난 세계적 보편성

1. 이미지즘의 시적 표현 - 간결, 정확
20세기 시문학은 이미지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문학 분야에 이미지즘 운동
이 일어나면서 동ㆍ서양 예술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미지즘은 1909년 흄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 후에 가담한 에즈라 파운드에 의해 꽃피우기 시작했다. 에즈라
파운드는 1913년에 발표한 「어떻게 나는 시작했는가」(How I Began)라는 글에서 다
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서른 살에는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시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나는 결심했
다. 그 때가 되면 껍질로부터 그 안의 역동적인 내용을 구별해내어 알고 있으리라, 모든 곳에
서 시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시에서 번역을 해도 ‘해체 불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번
역에 의해서도 잃어버리게 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리라 결심했다.86)

에즈라 파운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나라의 시를 분석하고 그 결과, 번역을 해도
변환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는 번역에 의해 잃어버리게 되는 시
86) 최홍선, 앞의 논문. 118쪽 재인용
Stock, Noel. Poet in Exile. Manchester: Manchester UP, 196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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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자 했다. 그 바람 저변에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시 문예사
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913년 파운드는 우연히 어니스트 페
놀로사87)의 시작 노트를 접하게 되었고 페놀로사가 남긴 노트를 보고 한시에 관심을 가
지게 된다. 에즈라 파운드는 한시를 통해 그동안 식상했던 낭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이미지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페놀로사로부터 받은 시작 노트를 바탕으로 『중국』이
라는 번역 시집을 발간하게 된다.
『중국』(1916)에는 성당의 이백 시가 11편으로 가장 많고, 주나라 문왕, 동진의 곽박과 도연
명, 초당의 노조린, 성당의 왕유 등의 시가 각각 1편씩이며, 그 밖에 작자 미상의 시 2편이 더
해져 총 18편의 시가 번역, 수록되어 있다. 파운드는 이 시집의 첫 장에서 ‘작고한 페놀로사의
노트’가 있었기에 발간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13년 페놀로사의 유고를 받아 그의
초역을 토대로 파운드가 중국시를 번역했기 때문이다.88)

1916년 『중국』이라는 번역시집을 발간하기에 앞서 파운드는 1913년 3월에 잡지

『시』지(誌)에 「이미지스트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A Few Don'ts by an
Imagiste')라는 글을 싣고서 구체적인 '하지 말아야할 것'들을 부연한다.89)

이미지즘 원칙을 통해 에즈라 파운드가 「이미지스트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
에서 시의 회화성과 관련된 이미지즘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인 것이거나 객관적인 것이거나 대상을 직접 표현 구상(具象)할 것을 당
부하고 있다. 낭만주의 시에서 막연하게 표출하여 불명확하던 시를 피하고 견고하고 투
명한 시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표현 형태에 알맞지 않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도록 한다. 이같이 사물을 직
접적으로 제시하는 언어를 추구하기 위해 파운드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드러내지 않는
불필요한 단어, 형용사는 사용하지 말 것, 추상화를 두려워하며 나아갈 것 등으로
방침을 세우면서90) 구체적인 사물성을 보유한 이미지를 우리의 시각적 상상력 혹
은 마음의 망막에 던져주고자 한다.91)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사물을 상징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87) 어니스트 페놀로사(1853~1908)는 일본 도쿄제대 철학교수로 초빙된 후 중국 한시를 일본어로 번역
했다. 사후 그의 부인의 의해 그의 유품은 에즈라 파운드에게 전달 되어고 이를 계기로 이미지즘 운
동이 일어났다.
88) 최홍선, 「에즈라 파운드의 『중국』에 나타난 번역의 시학」, 『현대영미시연구』제13권 1호. 2007. 봄.
117쪽
89) 최홍선, 앞의 논문, 130쪽
90) 최홍선, 앞의 논문, 132쪽 재인용
Pound, Ezra. The Literary of Ezra Pound.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54.
235쪽
91) 최홍선, 앞의 논문, 133쪽 재인용
Pound, Ezra. The Literary Essays of Ezra Pound. Ed.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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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은 말과 사물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하고자 한 것
이다.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할 경우 명료성 이외에 실체에 밀착된 말에서 혹은 말에
의해 에너지화된 정서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92) 이에 이미지는 지적이고 정서적
인 복합체를 한 순간에 제시하는 것이라 정의되고93) 정서적인 힘이 이미지를 주는
것이라고 집약되는 것이다.94)
페롤로사로부터 전수 받은 한시 노트에는 ‘말에 의해 에너지화된 정서’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의 실마리가 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시의 ‘대구법’(對句法)이다. 기승전결
의 전개에 있어 바로 이웃한 두 句끼리 짝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파운드는 이러한 기법
을 도입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고 병치되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두 단어 사이에서 에
너지를 도출시켰다. 한시의 '대구법'은 지적이고 정서적인 복합체를 한 순간에
제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파운드는 대구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어
간의 병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어들에〕 전기와 같은 힘이 충전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정점
에서 빛이 발산되고 있다고 - 어떤 것은 빛을 발하고 어떤 것을 빛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상
상해보자 … 이런 종류의 힘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서로를 중화시키고 어떤 것들은 서로를 증대
시킨다. 그러나 그 어떤 원뿔형이더라도 둘이 만나 훼손되지 않고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되
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정점들과 표면의 선이 정확히 만나도록 설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
합이 발생할 때, 그들의 힘은 하나에 다른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에 다른 하나가 곱
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단어 혹은 네 단어들이 정확하게 병치될 때, 가능한
최고도의 에너지를 분출하며 빛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유념해야 하는 바, 그
들의 정점을 병치하는 것은 반드시 정확해야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각도들 혹은 '기호들'이
서로를 증대시켜야 하며 서로를 중화시켜서는 안 된다.95)

에즈라 파운드가 창작한 이미지즘 시 가운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정거장
에서 를 보면 병치 기법에 의해 이미지들은 조화롭게 공존되고 지적이고 정서적인 복
합체가 제시되면서 병치되고 있는 시어들에 의해 힘이 발산된다.
군중 속에 있는 유령같은 이 얼굴들
92) 최홍선, 앞의 논문, 133쪽 재인용
Pound, Ezra. Make It New. London: Faber and Faber, 1934. 147쪽
93) 최홍선, 앞의 논문, 133쪽. 재인용
Pound, Ezra. The Literary Essays of Ezra Pound. Ed.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54.
94) 최홍선, 앞의 논문, 133쪽 재인용
Pound, Ezra. Selected Prose, 1909-1965. Ed. William Cookson. New York: New Directions,
1975. 374쪽
95) 최홍선, 앞의 논문, 135쪽. 재인용
Pound, Ezra. Selected Prose, 1909-1965. Ed. William Cookson. New York: New Directions,
1975.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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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검은 가지 위의 꽃잎들.
지하철 정거장에서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
「In a Station of the Metro」96)

“군중 속”과 “젖은, 검은 가지”가 병치되고 있으며, 또한 “유령 같은 이 얼굴들”과 “가
지 위의 꽃잎들”이 또한 병치되고 있다. 색채와 윤곽 면에서 얼굴들과 꽃잎들이 일치하
고 배경화로서의 군중과 검은 가지의 상관성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군중 속”과 “젖
은, 검은 가지”, “유령 같은 이 얼굴들”과 “가지 위의 꽃잎들”등 서로 병치되면서 이미
지는 더욱 또렷해지는데 이때 지적이고 정서적인 두 이미지 사이에서 역동적인 에너지
가 도출되고 있다.
셋째, 리듬에 대해서는 연속되는 음악적인 음절로 쓰고, 메트로놈(拍節器)의 연속으로
쓰지 말 것을 주장한다. 즉, 당시 영ㆍ미 시단을 풍미하던 시의 관습적인 수사를 제거하
고 메트로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운율을 버리고 새로운 리듬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2. 한시의 시적 표현 - 함축, 선명
한시의 특징으로는 한자의 성운을 살린 음악성, 이미지를 살린 회화성, 대구를 사용하
여 짧은 시형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간결성 등을 들 수 있다.
원래 중국 고전 시가 전통의 표현 수법은 부(賦)ㆍ비ㆍ흥의 세 가지이다. 그것의 특성과 작
용에 대해서는 시론가마다 약간씩의 견해차가 있지만 비교적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인정되는
주희(1130~1200)의 설명을 인용하면, “부란 말하고자 하는 사물을 자세히 부연하여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비란 다른 사물을 가지고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에 비유하는 것이며, 흥이
란 먼저 다른 사물을 말함으로써 읊고자 하는 말을 유도해내는 것이다.”97)

여기서 부의 수법은 시의 표현 기교에 있어 직설법이라 할 수 있으며, 비와 흥은 비
유법이라 할 수 있다. “비흥”의 수법은 본래 『시경(詩經)』에서 총결되었으며, 비흥이
라는 말은 문헌상으로는 『주례(周禮)ㆍ춘관(春官)』에 처음 보인다. : “태사께서 육시
(六詩)를 가르치시니 풍ㆍ부ㆍ비ㆍ흥ㆍ아ㆍ송이라” 후에 한 대(漢代) 사람이 쓴 『모시
서(毛詩序)』에도 비슷한 것이 보인다. 선진 이후로 역대 민간 가수와 걸출한 시인들은
모두 ‘비흥’의 수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많은 아름다운 시편들을 써내었다.98)
96) 이창배 저, 『현대영미시감상』2(이창배전집 11),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297쪽
97)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3. 89쪽
98) 이병한, 앞의 책,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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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에 있어 “비흥”의 수법은 대구(對句)를 사용하는 시형에서 등가적인 사물들을 나
란히 배치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선명하게 유도해낼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이미지들 사이에는 정확한 관계가 성립될 뿐 아니라 더불어 복수의 이미지
들이 서로 병치되면서 시공으로부터 해방되어 융합된 제 3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된다.
99)

靑山橫北郭 ① 푸른 산들은 ②북쪽 외성을 가로지르고
白水遶東城 ③ 맑은 물은 ④동쪽 성을 둘렀어라
此地一爲別 우리 여기서 헤어지고 나면
孤蓬萬里征 만리 밖을 외롭게 서성일 텐데
浮雲遊子意 ⑤뜬구름은 흘러가는 ⑥그대 마음이고
落日故人情 ⑦지는 해는 오랜 친구를 보내는 ⑧내 마음이라
揮手自茲去 손 흔들어 이곳에서 그대 보내려니
蕭蕭班馬鳴 말들의 울음소리 내 맘 같아라
이백의 「送友人」전문100)

「送友人」(송우인)은 이백의 시로써, 친구를 떠나보내는 석별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또한 번역시집인『중국』에서 파운드가 이미지즘을 실험하는데 사용된 시이기
도 하다.
이 시에서는 ①‘푸른 산’과 ②‘맑은 물’이, 그리고 ③‘북쪽 외성’과 ④‘동쪽 성’이 병치
되면서 각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각각 이미지는 서로 병치되면서
물상 3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물상 3의 이미지란 ②‘북쪽 외성’과 ④‘동쪽
성’이 제시될 때 함께 떠오르는 ‘안’과 ‘밖’의 개념이다. ‘안’과 ‘밖’의 개념은 또한 ‘공유하
는 자’와 ‘소외된 자’를 떠올리게 된다. ‘밖’의 개념은 곧 ‘소외된 자’로 이어지고, 연이어
그 다음 구(句)에 오는 ‘만 리 밖 외롭게 서성이는 고독한 자’로 이어지면서 본래 제시
되었던 이미지를 초월하게 된다. 또한 ⑤‘뜬구름’과 ⑥‘지는 해’, 그리고 ⑦‘그대 마음’과
⑧‘내 마음’이 서로 병치되면서 떠나는 자(그대 마음)와 남아있는 자(내 마음)의 슬픔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3. 현대시조에 드러난 이미지즘과 한시의 시적 표현
이미지즘은 동ㆍ서양 시를 마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의 한
시를 보고 에즈라 파운드는 이미지즘 운동을 전개하여 서양 낭만주의를 청산했으며 역
으로 에즈라 파운드가 전개한 이미지즘을 도입하여 조선 시단의 시인들은 백조, 폐허
99) 최홍선, 앞의 논문, 132쪽 참조
Schwartz, Sanford. The Matrix of Modernism. New Jersey: Princeton UP, 1985. 126쪽
100) 이백 저/문이재 역, 『이백 시선』, 200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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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동인을 탄생 시켰던 조선의 낭만주의를 청산한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는 자유시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로부터 면면히 내려오던 시조를 현대시
조로 변화시키는데도 이미지즘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가람 이병기에 의해 시조
혁신론101)(1932년)이 나왔을 때 조선에는 이미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 이미지즘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시기였다.102)
“시조 혁신론103)”은 파운드의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104)”과 유사한 점이 많다. “시조
혁신론” 6개항을 통해 현대시조에 드러난 이미지즘과 한시의 시적 표현 요소를 살펴보
기로 하겠다.
첫째, 실감실정(實感實情)의 표현이다. 작가 자신이 실제생활을 하는 가운데 얻은 솔
직한 느낌이나 정서를 이미지화하여 나타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실한 감정이나
색채가 가득한 감각적 표현이 시조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 난 난초 닢을 바람이 휘젓는다
깊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려니와
눈뜨고 꺾이는 양을 참아 어찌 보리아.
산듯한 아츰 볕이 발틈에 비쳐 들고
난초 향긔는 물미듯 밀어 오다
잠신들 이곁을 두고 참아 어찌 뜨리아.
- 난초 2 전문105)

‘｢난초｣2’는 과거 고시조 창작에서 시적 소재나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의 느낌을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던 때와는 달리 바람에 날리는 난초잎, 코끝에 스미는 향기 등 시
각, 후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난초｣2’는 난초를 꾸준히 집
중하여 관찰한 결과 생겨난 시이다.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제시할 것”, “불명확한 시는 피하고
견고하고 투명한 시를 지을 것”, “무엇보다도 집중이 시의 본질이라는 신념을 가질 것”
등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101) 가람 이병기는 그의 저서『시조의 개설과 창작』에서 "시조는 정형시(定型詩)가 아니고 정형적(整形
的) 자유시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시조의 개설과 창작』, 현대 출판사, 1957. 15쪽.
102) 1920년대 ‘사상시’라는 명칭으로 이미지즘은 조선에 소개되어 있었다. 예컨대 황석우는 「조선시단의 발족
점과 자유시」(1919년)에서 우리의 시단이 자유시에서 출발하여 “상징시, 혹 민중시, 인도시, 혹 사상시”로 순
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운동의 측면에서 ‘사상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오문석, 「이미지즘과 동양 담론」,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37권, 2000, 40쪽
103) 이기반, 「가람 이병기의 시조시학과 혁신론 - 그 이론과 창작에 관한 소고 -」, 한글학회, 『문학 한글』8호,
1994. 35쪽
104) 이미지즘 운동의 집합체로서 시집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1914년이다. 여기에는 서문도 없고 그들이 주
장하는 시 강령도 없다. 그 다음해인 1915년에 나온 시집은 표제를 「이미지스트 시인 선집」이라고 하여 전
년도의 것과는 표제가 다르다. 여기에는 6항으로 된 그들의 시 강령이 실려 있다.
김재근, 『이미지즘 연구』, 경일인쇄소, 1973. 10쪽
105) 이병기 앞의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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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백의 ‘송우인(送友人)에서와 같이 서로 병치되는 이미지
를 대구(對句)로 연결하여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간결하면서 명확한 이미지로 도출해
내고 있는 부분이 시조혁신론 첫째 항과 유사한 내용이다.
둘째, 취재 범위의 확대이다. 이것은 전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내용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소재를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고시조의 소재는 대체로 자연이나 유교적 이념으
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취재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 모
든 정경과 상황, 내면의 세계까지도 다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
상이나 혹은 도덕성, 윤리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실물, 실사, 실경, 실
감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광범위하고 풍부하다.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에서는 “주제의 선택에 절대적인 자유를 허용할 것”을 주장함
으로써 '시조 혁신론'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용어의 수삼(數三), 곧 참신한 용어의 선택이다. 이것은 시조를 짓는 자는 항상
독자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용어를 써야 하는데 옛 상투어를
버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시작(詩作) 태도라는 주장이다.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에서는 “일상적인 언어를 쓰되, 정확한 단어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시에서는 고려 후기 이규보가 내세운 “신의론”에서 ‘신어’의 주장이 이 부분과 같은 맥
락이다. 이규보는 『백운소설』에서, 고인의 시체를 본받기도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이미 그 글에 익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체를 본받을 수 있겠으며,
그 말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것이 ‘신어’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라고
말하였다106).
넷째, 격조의 변화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음악에 얹어서 불리던 고시조의 음악성이
사라지고 문학 장르의 시조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격조가 변화되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시의 내용에 걸맞게 그때그
때 형식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에서도 “새로운 리듬을 창조할 것”이라는 주장함으로써 “시조
혁신론”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항목인 “쓰는 법ㆍ읽는 법”에서 주장하는 자유로운 행갈이도 새로운 리듬의 창조
와 연관되어 있다. 행갈이를 자유시처럼 자유롭게 하여 리듬의 변화를 주면서 의미 전달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현대시조에 드러난 동양적 특수성

106) 정요일, 『한문학 비평론』, 인하대 출판부, 1990.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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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즘의 시 정신 - 탐구적 관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파운드의 이론에 의하면 이미지는 단순히 사물을 묘사하는 것
이 아니라 사물에 지성과 정서를 충전시켜 복합체로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지성과 정서가 함께 어우러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
성과 정서 사이에 거리감을 두고 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는 파운드의 이론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파운드는 정서의 전압이 너무 높아 시인이라는 기계가 감당하지 못하고 녹아 버린다면, 그
시인은 “감정적인 인간”이지 예술가는 아니라고 했다. 이상적인 예술가는 최고의 전압을 견뎌
내는 기계를 가진 사람이며, 이때 기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정확하고 강한 이미지를 생산한
다.107)

여기서 파운드가 말하는 정서의 높은 전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은 지성이며 이
지성은 사물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인과 세계가 하나로 어우
러져 하나가 되는 대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게 된다.
나무가 내 두 손에 들어왔다
수액이 내 두 팔로 올라왔다
나무가 내 가슴에서 자랐다 밑으로 뻗었다
가지가 나에게서 두 팔처럼 자란다
나무다 너는
이끼다 너는
너는 바람 아래 자라는 제비꽃
너는 - 키 큰 - 아이
그런데 이 모든 게 세상 사람에겐 어리석은 생각이리
The tree has entered my hands,
The sap has ascended my arms,
The tree has grown in my breastDownward,
The branches grow out of me, like arms.
Tree you are,
107) E. 파운드, 『Affirmations : As for Imagisme』, New Age, Ⅹ Ⅵ(Jan. 28, 1915), 330쪽
「Ezra pound와 김기린의 비교 : Imagism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3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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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s you are,
You are violets with wind above them.
A child - so high - you are,
And all this is folly to the world.
에즈라 파운드의 「A Girl」전문108)

「A Girl」을 읽으면 희랍신화 다프네(Daphne)를 떠올리게 된다. 아름다운 미녀엽사
다프네는 아폴로신에게 쫓기게 되고 다급했던 다프네는 결국 월계나무가 되어 발은 뿌
리가 되고 몸에서는 잎이 돋아났다는 이야기이다.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과 하나가 되
나 정서는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는다. 각각 이미지가 선명하게 살아 있어 명료성을 더
해주고 있으나 결국 시 끝부분을 “그런데 이 모든 게 세상 사람에겐 어리석은 생각이
리”라고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대상은 시적 자아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에즈라 파운드가 한시에서 영향을 받아 이미지즘 이론을 세웠지만 그것은 시적인 표
현 면에 국한되었을 뿐 시적 정신에까지는 영향을 받지 못한 듯하다. 그 까닭은 동ㆍ서
양이 자아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관은 단순히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실천적 방향을 지향하면서 사색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서양인에게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며, 신의 위엄이 존재한 곳이다. 인간이 신의 뜻에 순종하
는 동안에 그 자연은 낙원이지만 인간이 신의 뜻을 거역하고 난 다음부터 자연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다. 인간은 원죄 이
후 자연의 악조건을 이겨냄으로써만 생존이 가능한 운명을 타고 났다. 따라서 서양인은 자연
을 죄의식이나 공포감을 가지고 대했고 자연과의 투쟁에서 이김으로써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다. 서양의 자연시인은 그들의 자연시에서 자연과의 물아일치보다는 자
연에 대한 탐구적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연의 무한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9)

에즈라 파운드가 나고 자랐던 세계의 역사적 상황은 기독교적 테두리 안이었다. 따라
서 신의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자아일 경우 세계와는 동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원죄설 이후 자연은 경계의 대상이었고 투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아가 생존하기 위
해서는 세계와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108) 이창배, 앞의 책, 294쪽
109) 최현찬, 「동서양의 자연시에 나타난 자연과 비교연구 : 중국 산수시와 영국 자연시를 중심으로」, 경
상대학교 석사논문, 1995.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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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시의 시 정신 - 관조적 관점
동양인들은 고대로부터 자연에서 성찰과 교훈을 얻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
딪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요한 마음으로 자연과 사물을 응시하고 자신을 자연
가운데 위치시켜 봄으로써 통찰을 얻고 해결점을 찾았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세계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를 자연에서 위로받고 치유하여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인의 정신세계에 자연에 대한 관조적 관점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시인들은 자연의 실체 그 자체를 이미 관조하고 있었다. 즉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본다기 보다는 실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데 만족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의 위대성
이나 경외감을 시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그 자체에 몰입해 가고 있다. 즉 현실
세계의 혼탁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자연은 인간의 모든 근심을 감싸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좌절된 현세의 욕구를 자연경물과 벗하면서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이 쓴 산수시에서는 탐구의 목적이라든지 교훈적 기능의 자연을 노래한 것은 거의 없고 그
들의 심정과 같이 할 수 있는 자연물 그 자체와 자연과 융화되어 있는 시인의 모습만 보일 뿐
이다.110)

이백의 「고풍」(古風)에서 좌절된 현세의 욕구를 자연경물과 벗하면서 해소하고 있
는 시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長號別嚴親
日月慘光晶
泣盡繼以血
心摧兩無聲

길게 울부짖으며 부모와 이별하니,
해와 달이 참담하게 비추구나.
눈물이 마르니 피가 이어 흐르고,
마음 쓰라려 서로 말을 잇지 못하네.
이백의 「古風」34首 전문111)

이 시에서 시인은 부모와 헤어져 생겨나는 이별의 슬픔을 자연에 감정이입을 시켜 해
소하고 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시인 자신만이 아니다. 해와 달이 하나가 되어 시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 진정한 고독의 고통은 세계에서 고립되어 홀로 느낄 때 생겨
나는 것이다. 나와 아픔을 함께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절감시켜 준다.
그리고 해와 달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주를 칭하는 고대 서구의 '코스모스(流逸: Cosmos)'는 '질서 있는', '조화로운' 체계
를 뜻하지만, 고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에서의 우주는 '만물(Universe)'로 표현되고,
창조적 무질서를 나타낸 그리스 어원의 혼돈 즉 '카오스(chaos)'는 동양 고대사상에서
는 '자연의 타고난 스스로의 질서'를 의미한다.112) 동양인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110) 서현찬, 앞의 논문, 22쪽
111) 이백 저 / 왕기 주, 『이태백전집』2권, 중화서국, 1977. 130쪽
112) 정재훈, 『한국전통조경』, 2005.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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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조화를 이루어 살기를 원했다. 따라서 자아와 세계는 서로 대
치되는 상대가 아닌 일치되는 대상이었다.
한편, 서경의 자연관에 대한 내용으로는 홍범(洪範)편에 등장하는 ‘홍범구주(洪範九
疇)’, ‘낙서(洛書)’, ‘하도(河圖)’ 등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바, 우임금이 땅의 홍수를
막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여 자연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공생적인 태도
를 읽을 수 있으며, 고대 중국인들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오행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
한다. 시경이나 서경을 통한 고대 중국인들의 사상은 자연숭배사상이며, 자연을 신이 들
어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숭배하였다.113) 따라서 동양에는 일찍이 자아와 세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여러 사상이 많이 등장했다. 음양사상, 신성사상, 풍류사상, 만물일
류, 생생지리, 생극생화 등이 그것이다.
신선사상은 자연숭배와 무속신앙에서 출발, 자연을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 추구, 우주
생명과 전인합일을 추구했으며, 풍류사상에서는 자연을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
다. 만물일류 사상은 짐승을 포함한 무생물까지 인간만큼 존귀함이 사람과 다르지 않음
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만물평등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생생지리사상은 자연을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의 장으로 인식하는 사상이고 생극생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 욕망
을 절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114)
따라서 예로부터 동양인의 작품 속에는 자연에 대한 관조적 관점이 도도히 흘러내려
오고 있었다.

3. 한시에서 현대시조로 이어지는 동양의 시 정신
서양과 달리 동양인의 정신에는 자연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관조적 자세가 내
재해 있다. 이러한 관조적 자세는 자아와 세계의 거리를 지우고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
의 경지로 나아가기도 한다. 유협은 『시경』에서 시인이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의도
적으로 추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 중 하나는 시인이 세계를 내면
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자신에게 적합한 세계로 만들어 동일성을 획득한 여심이배회
(與心而徘徊)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사상을 통하여 외물에 옮겨
놓고 그것에도 자신과 동일한 감정이 있다고 느껴 자아와 세계가 일체되는 수물이완
전(隨物而宛轉)라는 것이다.115)
鳳飢不啄粟 봉황은 배고파도 조를 쪼아 먹지 않고,
所食唯琅玕 오직 양간 열매만 먹는다네
焉能與群鷄 어찌 닭 무리에 섞여,
113) 정재훈, 앞의 책. 13쪽 참조
114) 정재훈, 앞의 논문, 30쪽 참조
115) 김원중, 『중국 문학 이론의 세계』, (주)을유문화사, 2000.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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刺蹙爭一餐 악착스럽게 한 술의 밥을 다투겠는가.
「古風」116)

이백이 짧은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정치의 부패함을 보고 느낀 점을 시로써 표현해다.
시인의 감정을 외물에 옮겨다 놓고 자신과 세계가 일치하는 물아일체적 동일성을 느끼
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즉, 자신은 봉황에 간신 무리들은 닭에다 감정이입을 시켜놓
고 간신배의 무리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있다.
물아일체적 시 정신은 조선 시대 한시 작품 속에서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
적인 것이 유배시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비록 정계에서 축출되어 오지로 유배를 갔을지
라도 대부분 비관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자연 속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자세를 가졌
다. 이러한 자세는 동양적 사고에 자연과 동화된 물화일체적인 정신이 깊숙이 자리 잡
고 있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사 김정희의 수선화(水仙花)가 또한 그러한 작품이
다.
一點冬心朶朶圓
品於幽澹冷儁邊
梅高猶未離庭砌
淸水眞看解脫仙

한 점의 겨울 마음 송이송이 둥글어라
그윽하고 담담하고 냉철하고 빼어났네
매화가 높다지만 뜨락을 못 면했는데
맑은 물에 해탈한 신선을 보겠구려
추사 김정희의 「水仙花」117)

추사 김정희는 이 시에서 수선화를 1차적으로 물에 사는 신선에 비유했다가 2차작으
로 자신에 비유하고 있다. 비록 유배생활을 하고 있지만 수선화의 그윽하고 담담한 모
습에서 자신의 이상향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고 있다.
한시에서 그러했듯이 현대시조에서도 물아일체적인 시 정신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
다. 1932년 시조 혁신론을 펼쳐 당시 현대시조를 꽃피우게 했던 가람 이병기의 시 정신
에도 자연에 대한 관조적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 시 정신 그대로는 아니지만
저변에는 여전히 물아일체적 시 정신이 살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서 동양적인 전
통성을 살려 우리 문학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18)
116) 이백 / 왕기 주, 『이태백전집』권 2, 중화서국, 1977. 138쪽
117) 김정희 / 민족문화추진회 역, 『완당전집』, 솔, 1998. 25쪽
118) 성기조, 『한국문학과 전통논의』, 서울: 신원문화사, 1990. 31~34쪽

전통이란 고정불변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전변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것
이다. 전통적 요소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당대 문학의 변이요소를 수용한다고 볼 때 전자를 주
체로 하여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보편성을 지니면서 우리 고유의 문학적 전통을 새
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즉, 전통을 계승하는 요소는 전대의 문학요소와 동일한 것이 아니
고 새롭게 변모된 요소로, 전래의 요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면서 발전된 형태
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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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매어 놓고 떠나려 하시는 이날
어두운 새벽부터 시름없이 내리는 비
來日도 내리오소서 連日 두고 오소서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오시라
날이 저물도록 시름없이 내리는 비
적이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하오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갑자기 잠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매어 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으로
- 빗물 2전문119)

이병기는 「빗물」에다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1연에서는 비는 객관물로서 거리를
두고 존재한다. 그러나 2연에서는 '비' 속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놓고 '비'도 자신과 같은
마음임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Ⅳ. 세계를 지향하는 현대시조의 가능성

지금까지 서구 이미지즘과 한시의 영향관계를 통해 현대시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
찰해 보았다. 현대시조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보편성과 동양적인 특수성은 결국 동양
시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고에서 서
양시의 대표 격으로 잡은 서구 이미지즘 시와 동양시의 대표 격으로 잡은 한시와 현대
시조 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구 이미지즘을 통해 서양시 전체를 진단하고 한시와 현대시조를 통해 동양시를 진
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시 안에 동양시 내지는 현대시조
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소통해 나가야 할지의 방향을 잡기에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서정문학 뿐만 아니라 서사문학, 희곡 문학 등 여타의 문학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
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간다. 그리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사
실은 앞에서 논의한 서양의 이미지즘 시와 동양 한시, 그리고 현대시조의 영향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파운드가 말했듯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시적 표현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즘의 경우, 한시의 간결성, 명
119) 이병기 앞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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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성, 병치 관계 등이었다. 그러나 모방이 어려운 부분은 율격 부분이었다.
에즈라 파운드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한정된 한자에 대한 초보적이고 피상적인 개
념이 고작이었고, 더구나 중국시의 원문이 지니고 있는 운율에 관해서는 백지였다. 이런 사실
을 1937년 그는 일본 학자 Katsuo Kitaaono에게 고백한바 있다.
"He had no inkling of the techniques of sound in the Chinese original, which he was
later convinced must exist and have existed in Chinese poetry."120)

중국어가 뜻글자이고 영어가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한시의 성운을 영시에서는 제대로
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무턱대고 따라할 일도 없다. 그래서 한시와 똑같은 형
태는 아니지만 간결한 언어의 사용과 대구(對句)로 연결되는 단어의 반복으로 지금까지
와는 다른 새로운 리듬을 살려내고 있다.
현대시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시의 명료성, 함축성 등과 서구 이미지즘이 추구하
던 주제의 자유로운 선택, 일상적이지만 정확한 단어의 선택, 격조의 변화등을 살려
내고 있지만 현대 시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시적 형식과는 달리 시 정신에서는 동․서양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그 까닭은 예로부터 서로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자아와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의의를 둔 반면, 동양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일치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각 문학 장르는 상호 간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변화 발전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각 장르의 문학 간에는 관심 면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문학에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최규수의 논의에서도 서술하고 있지만 자유시에 비해 현대시조는 그간에 학문
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시조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경계를 이어주는 장르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전통 논
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시조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그 의의에 비해서 충분치 않은 편이다. …〈중
략〉… 하지만 정형시로서 차지하는 시문학상의 독자적 위치과 소위 '국민 문학'이라 하여 반
세기 이상의 명맥을 이어온 그간의 비중을 볼 때, 현대시조의 작품 분석이나 시조시인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121)
120) 김재현, 「에즈라 파운드의 중국시 오역 재검토」, 『인문논총』제3권 1호, 1992. 119쪽 재인용
D. C Page ed. The Letters of Ezra Pound(1907~1941), New York, 1950. 293쪽
121) 최규수, 「고시가 연구의 현재적 위상과 미래적 전망」,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38집, 2001.
6.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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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이미지즘의 영향을 먼저 받은 것은 자유시가 아닌 현
대시조였다.122) 그러나 도입이후 지금까지 한국 이미지즘 시 연구는 주로 자유시 위주
로 이루어졌고 현대시조에 적용된 이미지즘의 자취는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
다.
그러나 문학 연구에 있어 계층화하여 우열을 가릴 경우, 소통과 영향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할 것이며 문학의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현대 자유시는 너무 길어져서 시로써의 정체성을 소실하고 산문과의 경계가 애
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현대시조는 시조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시조와 자유시가 나름대로의 특수
성을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타 장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특수성을 지닌
채 서로 열려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주고받아 보편성을 확보한다면 문제점은 쉽게 해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반어가 될 정도로 세계는 빠
르게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각 문학 장르 간에도 빠르게 소통하는 영향 관계가 필요하
다. 1차적으로는 나라 안에서 서로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고 균형 잡힌 연구와 각 분야
에서의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자국 문학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세계적인 보편성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시조는 자유시와 더불어 세계를 향해 눈부신 발
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한시와 이미지즘, 그리고 현대시조 사이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가운데
현대시조의 세계적 보편성과 동양적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를 향해 지향해 나가는 현대시조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
았다.
이미지즘은 1909년 흄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에즈라 파운드에 의해 1913년 전성기를
맞이한다. 파운드가 페롤로사의 한시 노트를 받고 한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어서
『중국』이라는 한시 번역시집을 내면서 서양에는 이미지즘 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운동에 많은 시인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예술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발
점이 되었다. 파운드는 그때까지 명맥을 이어오던 낭만주의 시풍을 몰아내고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즘 시를 소개하여 소용돌이 바람을 몰아왔다.
본고에서는

122) 이순희, 「이미지즘 시조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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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이미지즘은 자유시보다는 현대시조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123) 그 당시 자유시에서는 민족주의 사상으로 한자를 배격하고 한
글 전용을 고수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한 까닭에 한시에서 영향을 받은 이미지즘에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대시조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가람 이병기에 의해 고시조에서
현대시조로 전환되던 시기였으므로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음악에 얹혀 노래되던
고시조에서 음악을 배제하고 문학 장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 현대시조로서는 이
미지즘의 도입이 반가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한시의 형태를 많이 닮아 있으면
서도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이미지즘의 기법은 현대시조를 위해 더 없이 좋은,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가람 이병기의 “시조 혁신론”은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스트 6개항 원칙”과 유사한 점이 많다.
현대시조에 드러난 세계적인 보편성으로는 간결성, 함축성, 정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한시, 서구 이미지즘, 현대시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간결
성, 함축성, 정확성, 등은 에즈라 파운드가 낭만주의 시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파운드가 이미지즘 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
도 하다.
현대시조에 드러난 동양적 특수성으로는 자아와 대상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관조적 관
점이다. 자아와 대상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생활 속에서 실천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양의 탐구적 관점과는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이다. 서양은 오랜 세월 기독교적 사고 체계에서 생활해 왔다. 그 결과 자연을 위협
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한 관점은 자아와 대상이 함께 용해되지 못하고 경계선
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시조를 대상으로 한 이미지즘 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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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현대시조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정화(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현대시조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찰’이라는 거대한 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
대시조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용감한 도전을 한 발표자에게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대주제인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보편성과 그 확산 가능성”에 맞추어 논제를
잡고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대시조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고찰이라는 주제는
지나치게 광범위-비록 소제를 달고 있기는 하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참으로 어려
운 면이 많습니다. 발표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힘든 연구에 들인 노력과 의지
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은 고시조 연구자로서 현대시조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입니다. 이
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림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시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현대’의 기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대시조로 가
람 이병기의 시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만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현
대시조라고 한다면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논문은 현대시조가 지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하는 논문인데,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현대시조로는 가람 이병기의 시조(난초)만을 예로 들고 있고, 서구 이미지즘 시로
는 에즈라파운드의 시(In a station of metro, A girl), 한시는 이백의 시(송우인, 고풍)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병기의 시조 한 편으로 현대시조의 성격이 과연 규명될 수 있을지,
비교 대상도 에즈라파운드 시와 이백의 시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특수성과 보편
성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최근에는 이미지즘 시의 연원은 동양의 한시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하지
는 않다(각주 2)고 했는데, 발표자는 이미지즘 시의 연원이 동양의 한시라고 생각하는지 궁
금합니다. 또 이 말은 서구 이미지즘(에즈라파운드)의 연원이 한시의 이미지즘을 연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에즈라파운드가 철학자 T. E.흄이 주관하는 '이미지파'에 들어간 것
은 1908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시를 접하게 된 것이 에즈라파운드의 이미지즘에 큰 영
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연원을 따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봅니다.
아울러 ‘우리가 서구문예사조의 유입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시발이 동양의 한시였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만, 동양의 고전시에도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이
미 그것을 체득하고 면면히 이어온 우리 선조들은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
지 못했을 뿐 창작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선후
및 영향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이미지즘시의 간결, 정확성과 한시의 함축, 선명이 가람의 난초에 드러나고 에즈라
파운드가 말한 이미지스트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가람의 시조 혁신론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대시조의 보편성을 논한다면 너무 범박한 논의가 아닌지요. 논지 전개도 구체적이지 않아
더욱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람의 시조혁신론과 에즈라파운드의 말에 유사점이 있는 것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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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가람의 시조혁신론은 화가혁신운동과 관계가 깊고 혁신의 한 과정에서 이미지즘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람의 시조혁신이라는 이론과 창작물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자유시보다 현대시조에 이미지즘이 먼저다’라
든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 ‘1920년대 자유시에서는 한시의 영향을 받은 이미지즘에 별다
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들은 섣부른 것 같습니다.(1930년대 주지주의 시인들은 한시
의 영향을 받은 이미지즘을 어떻게 받아 들였을지요)
다섯째, 이미지즘의 시가 탐구적 관점이라면 한시는 관조적 관점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
래 전부터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된 바입니다. 이미지즘 시와 한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동, 서양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관조적 관점의 물아일체의 시 정
신이 현대 시조로 이어진다면서 가람의 난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시조의 특
수성은 물아일체다’라는 결론인데 좀 더 이어지는 세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현대시조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이미지즘의 경우 ‘모방의 어려운 부분은 율격이
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즈라파운
드의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번역의 어려움이지 영향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표자는 지금의 현대시조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다고 보는지 정
체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면일면이 있겠지만, 현대시조의
가능성을 논하자면 현대시조의 현주소부터 명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래야만 좀 더 구체적인 가능성을 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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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문학의 잘못된 비평체계를 비판하고 올바른 문학평가체계를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
이다. 그동안 한국문단은 출판의 어려움을 핑계로 잘 팔리는 문학을 순수문학으로 광고하였다, 그 결과
신경숙과 같은 통속소설 작가가 노벨문학상 후보감으로 해외에 소개되어 한국문학의 본질을 호도하고
그 수준을 낮추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중문학을 번역하여 한국문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한편으로는 순수문학을 엄선하여 해외에 소개해야
할 상황에서 자기 출판사의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비평의 객관성을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문학 지
망생들이 참된 문학의 길을 배우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족한 한국 문학의 수준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본 논문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징과 공감각의 활용 등, 순수문학의 몇 가지 조건을 소개하여 노
벨문학상을 받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65 -

. 들어가며

Ⅰ

최근 한국 콘텐츠산업은 놀랄만큼 발전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시아를 넘어 구미 시장
을 강타하고 김기덕의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근본
적으로 K팝이나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이 신한류 열풍을 이끈 덕분이다.124)
2010년 상반기부터 일본시장에 진출한 걸 그룹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는 2011년 6월 SM 타운 파리 공연으로 유럽에 진출하고 현지

뿐 아니라 북미, 인도, 중남미 등으
로 확산중이다.
싸이는 이런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존 K팝이 지니는 중독성 멜로디, 섹
시한 동양 스타 마케팅에다 인터넷 엽기 감성을 가미하여 서구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이다.
이는 오리엔탈리즘을 전략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한국 영화가 세계영화제에 진출할 교
두보를 마련한 <씨받이>의 단계와 비슷한 것이다.
반면 한국문학 장르는 어떤가? 최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역본이 한국 소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
러나 현지에서의 평가는 극단적인데 이렇게 엇갈린 결론이 나온 이유는 예술의 오락성과 교훈
성이란 두 관점에서 한 작품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통속
소설의 측면에서는 훌륭하나 본격소설, 혹은 순수소설의 입장에서는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에서 첫 앨범을 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류는 아시아 시장
125)

126)

127)

다.

런데 최근 한국 문단에서는 신경숙이 한국의 노벨문학상 후보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
어,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성곤)에서 신경숙 현상을 주목하고 스타작가 15명을 선정하여 세계화
하겠다고 하거나
국내 유력문예지에서 창간 40주년기획이란 중요한 주제로 신경숙 특집을 싣
고 있다. 9 이 잡지에서 권영민, 권성우, 이경재, 장두영, 안서현 등의 평론가가 신경숙 소설을
순수문학에서 바라보고 있다. 3 원래 무색무취한 권영민 주간이야 그렇다 치자. 그러나 한때 주
류문단에 반기를 들었던 권성우 선생조차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의
야합이 수많은 후배 비평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같은 지면을 장식한 평론가들의 글을 보
그

12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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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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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교
」

재

솔회 세

124)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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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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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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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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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를 작품중 으로 비 한 결과를 바 으로 그 근본
인과 문제점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5) 한국콘텐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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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상 , 2012.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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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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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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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면 알 것이다.

원래 순수문학에 주어진다. 최근 노벨문학상의 후보로 중국의 모옌과 일본의 무라
카미 하루키가 최후까지 경합을 벌이다 세계적으로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모옌이 된 이유 중 하
나가 하루키 문학에서 보이는 통속성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숙 문학은 왜
이렇게 노벨문학상감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일까? 본고의 논의는 이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노벨문학상은

. 몰라서 이상한 평론, 혹은 논쟁과 야합

Ⅱ

격

표

백낙청의 “지구시대의 민족문학”이
다. 원래 『창작과 비평』 81호(1993년 가을호)에 게재된 글로 그가 자신의 평론집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의 서두에 실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이다.
여기서 그는 “근년에 활발한 기법실험으로 쇄신에 기여하고 있는 소설가”로 신경숙이 특히 흥미
롭다면서 “이 젊은 작가가 이룩한 성과”가 만만찮다고 칭찬한다. 솔직히 글을 읽으면서 독해가 되
지 않아 여러 번 되풀이하였고 지금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아래 본문을 살펴보
신경숙에 대해 문단에서 본 적으로 주목한 대 적인 평론은

기로 하자.

실제로

집 『풍금이 있던 자리』(문학과지성사 1993)에 실린 작품들 거의가 소재상
우리 사회의 커다란 정치적·역사적 쟁점들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남녀간 사랑에 따른 괴로움이라든
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남긴 공백 등을 다루면서 그러한 개인사의 현실적 맥락이 제거됨으로써 부
당한 신비화에 이르는 경우도 보인다. 여기에 작가의 빼어나게 섬세한 필치와 치열한 실험정신이 합
칠 때, 이러한 당연한 작가적 미덕이 오히려 사회와 절연된 개인의 내면 풍경에나 탐닉하고 현실재현
의 과제를 문체에 의존해서 피해가는 모더니스트의 징표로 비판받거나 (평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배
타적으로 칭송되기 십상인 것이다.
그러나 표제작 「풍금이 있던 자리」(1992) 같은 신경숙의 성공작은 결코 그런 단순화된 이해를 용
납하지 않는다. 물론 거기서 1990년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모순들이 거론되는 바 없고, 아내 있는 남
자와의 해외도피를 약속했던 한 젊은 여자가 마음을 바꾸어 그와 헤어지게 되는 과정의 내면갈등이
주로 그려졌다. 하지만 우선, 부모님과 작별이나 하려고 고향을 방문했다가 어릴 적 부모의 결혼생활
에 불쑥 뛰어들었던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애정의 도피를 단념하게 되는 줄거리 자체
가 얼핏 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 집에 돌아오니 ‘그 여자’가 생생하게 떠오랐고, 점촌댁의 별세 소식
과도 겹쳐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려보게 되고, 그리항 그것이 다분히 통속적인 패륜일
수 있음을 문득 실감한다는 것만으로도 몰가치적인 ‘내면갈등’만은 아니고 도덕적인 각성을 수반한 갈
등을 이룬다. 3
그의 최신 소설

1 1)

떻

어 게 이렇게

쓸 수 있는가? 교사 경력 27년 동안 수많은 리포트를 채점하고 많은 논문을 지

3 백낙청,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2006,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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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얻은 노하우로 보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읽은 글의 요점
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리고 그 지식으로 소설작품을 분석했을 때 이런 결
과가 나온다. 서구의 이론을 체화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답습한 수많은 해외파 인문학자들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도 답습하고 있는 오류이다.
이런 오류의 흔적들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먼저 필자는 평론 도처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제목의
키워드이기도 한 ‘민족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족문학이 한 시대
우리문학의 담론을 주도했다는 역사적 개괄로 글이 시작되더니 갑자기 평론집 제목에 이 언어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 낱말을 둘러싼 정황이 전보다 복잡해졌기 때문이고 부제에 이 제목이 나오
는 이유는 아직 자신이 민족문학개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니 본인이 전지전능
하신 신이란 말인가?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하나님도 벌을 내릴 때는 이유를 말하고 내렸다. 이유
를 말하지 않을 때는 죄가 너무 명명백백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거나 본인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벌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거나… 그의 이런 어정쩡한 행동은 평론집 서장에서도 나타난
도하 서

다.

민족문학 논의가 새로 활발해지던 1970년대 초에도 ‘한국문학이면 됐지 굳이 민족문
학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이것이 분단시대의 타성과 줏대없는 보편주의에 적잖게
물든 논의였다는 점은 이후의 사태 진전이 어느정도 입증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요즘의 민족문학 무
용론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감지된다고 해서 미래의 사태 진전이 똑같은 판정을 내려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니, 그동안 민족문학론이 쌓은 실적 자체가 그 해소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애당초 ‘민족문
학’은 “그 개념에 내실(內實)을 부여하는 역사적 상황이 존재하는 한에서 의의있는 개념이고, 상황이
변하는 경우 그것은 부정되거나 한층 차원높은 개념 속에 흡수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 125면)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 3
우리 문단에서

1 2)

“

줏대없는 보편주의”라고 비판했으면 이유를 설명해주어야 하지 않은가? “이후의
사태 진전”이 말해준다면 논쟁에서 진 사람, 현실에서 패배한 사람은 모두 불의의 인물이며 바보였
단 말인가? 조광조가 논리가 틀려서 사약을 받았으며 이순신이 마음을 잘못 써서 전사했단 말인
가? 차라리, 민족문학이 왠지 모르게 멋있는 것 같아서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직
할 것 같다. 그는 단지 자랑스러운 것이다. “나 자신 80년대 말에 민족문학의 새 단계를 제창했을
때”라는 구절을 보면 그 내면심리를 엿볼 수 있다. 그는 그냥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이라 계속 회자
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심리는 2-3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필자는 한국문학의 역사적 임무가 분단체제 극
복에 문학 나름으로 이바지하는 일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일면 타당하다. 너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힘 빼고 창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분별력 있다. 그러나 비평가의 주장, “분
단”을 민족의 주요한 모순으로 보기에는 이제 사회가 너무 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비판적인데
아니, 타성과

3 백낙청, 앞의 책, 13-14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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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고 천진난만하다. 도저히 논리를 따라갈 수 없는 횡설수설이 한 페이지 이
상 지속되는데 그 이유를 말해보면 이렇다. 그냥 논쟁자가 자기가 벌써 80년대부터 제창한 민족문
학론의 새로운 경지를 비판하고 부분 수정하려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의 선배 비판도 마찬가지 방식이다. 4장에 나타난 논쟁자 비판이 그것이다. 그에 의하면 논쟁
자를 포함한 70년대 민족문학론도 민족문학이나 분단극복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
가 가관이다. 70년대 민족문학이 문학의 예술성에 대한 집념을 고수함으로써 민족주의 뿐 아니라
일체의 이념을 상대화하는 성향을 “내장” 33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낙청은 이미 앞 절에서 문학가
들이 “어깨에 힘을 빼고”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
냥 자기보다 먼저 민족문학론을 주장한 사실을 못마땅해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5장에서 그는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격렬한 자아비판을 하고 만다. 민족문학이 과학적 개념이라
기보다 논쟁적 차원에서 계승한 개념이었는데 80년대에 자기가 그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참으로

1

)

1 4)

런데 1987년 이후의 ‘새 단계’에 이르면 분단체제 아래에서나마 남한 사회가 독자적으로 이룩한 성
취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분단체제극복 작업이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더 절
실해졌다. 그리하여 나 자신 애초의 ‘분단국가의 국민문학이기를 거부하는 민족문학’이라는 비교적 명
료한 규정을 ‘남한의 국민문학을 겸하는 민족 전체의 문학’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문학 즉 남한문학에 관한한 그 지시대상을 확정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으며, ‘국민문학 대
민족문학’이라는 구별의 선명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더구나 ‘남한의 국민문학을 겸하는 민족 전체의
문학’이 다시 ‘분단체제극복에 기여하는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한국문학의 작품들을 놓고
‘민족문학’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이병훈의 표현대로 “문학만이 해낼 수 있는 고유한 임무를”얼마
나 해냈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한결 커졌다. 다만 이병훈의 인식과는 달리, 해당
작품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견지하며 소화하고 있는지가 그러한 문
학적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남는 것이다.” 3
그

1 5)

세히 한번 읽어보라. 그리고 두 번 세 번 정독해 보라. 우리는 어느덧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
는지 모르겠다는 뜨거운 고백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쓴 모든 문학이 민족문학이라면 한국문학
이란 좋은 단어가 있다.
매우 장황한, 그의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넘어가겠다. 아무튼 모르는, 민
족문학에 입각한 리얼리즘 이론으로 1990년대 한국문학은 처절하게 재단되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고은. 박노해, 김기택의 시가 같은 층위로 재단되는 불벼락을 맞게 된다.
박노해 시의 현실투쟁의식이 기술된 다음 갑작스럽게 김기택의 <쥐>란 시가 “유물론적 인식”에서
자

33 왜 런
3
없
3 백낙청

쓰
람

람
훈련
마땅
냥 런 식 규

1 )
이
이상한 한자어를 는지, 이 사 은 문체
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1 4) 다른 논자의 논리는 그 모순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해야
하나
의
에는 논리 자체가
아예
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 이 그
이
방 으로
정하고 넘어가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
다.
1 5)
, 앞의
, 22 .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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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글

란

롯

펼쳐진다. 유물론이란 내가 대학 서클 시절 읽었던 이념서적과 당시 사회
주의 리얼리즘 이론의 섭렵이 활발했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의 스터디 실력으로 파악해본다면 아
무래도 그쪽 이론이 좀 담겨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판단한다. 필자도 잘 알고 좋아하는 김기택의
시에는 그가 살아가면서 체득한 깨달음이 가득 담겨있다. 눈물겹도록 배고팠던 시절을 지내왔음이
분명한 시인, 그것을 극복한 그의 인간승리가 가슴 아프게 다가와 못내 가슴을 저미는 그런 시다.
그런데 그런 그를 어디다 취직시킨단 말인가? 이런 그가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분석했
으니 제대로 결과가 나왔겠는가?
비 된 것이라는 주장이

. 모르는 척 해서 나쁜 평론, 혹은 자기아이를 향한 꿈

Ⅲ

998년 겨울, 문학과 지성사의 사장이 필자가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 강연을 왔다. 나는 벼르고
별렸던 문제를 꺼냈다. 공대, 산업디자인, 경영, 인문사회학 교수님들과 같이 엮은 『디지털 시대
의 문화예술』이란 책을 출판사측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고백했
다. IMF 여파로 출판사 사정이 말이 아니게 나빠졌다, 조금만 참아달라, 최근 자구책 마련의 일환
으로 이문열의 『삼국지』와 신경숙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를 출판하니 아마 가능할 것이라
고 말했다. 다행히 작품들이 잘 팔려 책은 곧 출간되었고 덕분에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의 성공적인
사례이자 문화기술의 개념이 처음 정립된 책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참 고맙게 생각하며 통속소설은 양질의 책 보급에 좋은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신경숙의 그 소설은 TV 드라마 <모래시계>를 슬쩍 베꼈다는 느낌이 강하
면서 한편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의 구조를 따라하고 있다. 그렇다, 신경숙의
이 작품은 상투적인 통속소설이다. 운동권 애인을 둔 여인이 경찰의 고문을 당하여 낙태한 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기차는 8시에 떠나네>란 구슬픈 노래의 분위기를 작품 전면
에 깔아 그 비장함을 살리고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는 하루키가 대중음악의 청각적 감각을 작품의 주제와 일치시키는 방식을 그
대로 답습한 것이다. 전 논문에서 밝혔고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거니와 신경숙은 다른 사
람의 소설을 참 잘 따라한다. 그런데 이 작품을 평한 정과리의 「타인의 아이를 향한 꿈」 3 은
정말 아니었다. 일찍이 현학적인 평론으로 난해하기로 이름났으며 작가를 가리지 않고 따끔하게 비
판하던 정과리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일색이며 감정이 자제된 글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지면관계
상 한 가지만 언급하겠으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자 읽어보기 바란다.
신경숙의 작품의 등장인물은 주로 외자로 이루어진다. “윤”, “창”, “최”, “세”, “완” 등의 이름인데
이는 우리가 만화에서 흔히 보는 방식이다. “설까치” 라든가 “엄지”, 같은 이름으로 등장인물 속성
1

1 6)

3

1 6) 정과리,
258-278

면

「타인의

」,

아이를 향한 꿈

신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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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는

7시에

떠나네』

999,

문학과지성, 1

표현하여 독자들이 분위기를 금방 파악하고 줄거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한류
드라마인 <가을동화>나 <겨울연가>에서 “은서”, “유진” 같은 이름이 즐겨 등장하는 것도 작품의 분
위기에 이름의 청각적 음향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름유형은 이미 세인들이 잘 알고 있듯
이 통속물의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자는 이런 전형적인 특징을 유포니, 기능, 징조 등의
프랑스 기호학자들의 이론을 끌어들여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본인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출판사를 살릴 효자품목이니 그럴싸하게 포장은
해야겠고 정말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알겠고 하니 입맛 쓰게 다시며 이론 끌어들여 대강 포장해주고
만 것이다. 그는 최근 모른 척 하고 프랑스 문학인들과 접촉하면서 신경숙 문학을 추천해주고 있
다. 불문학을 전공한 그가 어떻게 프랑스 문인들의 취향을 모르겠는가?
신경숙 문학 『외딴방』이 프랑스에서 상 탔다고 반론하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첫
발자국은 ‘잘못 꿴 단추’에 해당한다. 프랑스 지식인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아마 제
3세계 여성들의 아픔인 이중적 억압을 공감하는 의미에서, 즉 오리엔탈리즘의 차원에서 그 작품에
자그마한 상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문학을 본격문학의 수준에서는 돌아보지도 않을 것
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순수문학
은 한국에 꽤 많다. 정작 그런 요소를 갖춘 한국문인들은 신경숙을 옹호하는 그를 보며 화가 났을
을

것이다.

무튼 이런 식으로 선배문인들이 신경숙을 옹호하니 통속소설풍의 작품을 출판해 이익을 얻고
있는 신생출판사들이 당연히 자신감을 얻지 않겠는가? 그런 출판사의 편집위원들이 신경숙을 칭찬
하는 평론들을 다들 한 번씩 읽어보았을 것이다.
물론 그녀의 작품은 통속적으로 훌륭하며, 문학에서 위로의 기능은 각성의 기능과 똑같이 중요
한, 예술의 양대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세인의 심금을 울리는 본격 멜로물”이라고 써
야지 왜 자꾸 순수문학이라고 주장하느냐 말이다. 아니면 자신이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밝히고 신문
의 광고란에 글을 게재하든가.
아

. 정직해서 좋은 평론, 혹은 디지털시대의 문단읽기

Ⅳ

『풍금이 있던 자리』는 「겨울의 환」과 매우 흡사하다.1989년 8월, 『현대문학』에 발표된
이 중편소설에는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할머니, 어머니, 나의 삼대에 걸친
불행한 사랑과 운명, 여인의 길을 그린 작품으로 유려한 고백체 문장은 “자기 자신을 원질로 한 고
백체”란 김윤식 교수의 찬사를 받기 충분했다. 선정 이유서에도 독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들어있
다.

특히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을 잃고 화투로 소일하는 어머니의 외로움이 자식도 남
편도 아님을 상징하는, 어정쩡한 된장찌개 맛으로 표현되는 장면과 화자가 더럽혀진 자신의 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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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짐 실감하는 장면이었다. 상징과 공감각의 묘미를 아는 작가란 생각이 들었
다. 그런데 이 작품의 줄거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신경숙은 상징을 활용하는데서 큰 실수를
저지른다.
그녀는 수컷 공작새와 코끼리 거북의 일화를 유부남과 처녀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과 병치시키고
있다. 어린 시절 각인된 코끼리거북의 모습 때문에 공작새가 거북만 보면 날개를 펼치며 구애를 하
듯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여인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유부남과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종류가 다른 존재들 사이의 사랑이란 상징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기
보며 결 생활의 망가 을

때문이다.

“출생의 비밀 3
높은 나뭇가지에 새 두 마리가 앉아있다.
거북이가 나무를 오르다가 계속 미끄러지며 슬프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습을 본 새 한 마리는 다른 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이제 저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어요.’”
1 7)

필자는 최근 남편과 동해안에 놀러갔는데 그곳에서 “나폴리아”란 예쁜 카페를 발견했다. 바다 바
로 옆에 있는 그 카페에는 마릴린 몬로, 후크 선장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미국 대중문화의 키치
로 가득 차 있었다. 때마침 불륜 드라마 <애인>의 주제가 <I Owe You>가 연주되고 있었고 우리
부부를 제외한 많은 남녀들은 불륜커플로 의심될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 불륜의 본질이란 바로 키치인 것이다. 근대 “자유연애에 입각한 일부일처제”의 모순을 상
쇄할 틈새로서 불륜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일상의 권태와 모순에서 일탈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통속예술의 존재이유의 하나이다. 왜 예식장과 러브호텔이 서구의 성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짐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순간만은 동화 속 왕자와 공주가 되고 싶은 것이다.
정말 사랑하면 이혼하면 되는 일이다. 불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계산상 이루어지기
싫은 사랑을 통속적으로 표현한 언어일 뿐이다. 그러나 생활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잠시라도 우리를 속이는 그런 순간이 필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러브호텔은 이런 결혼제도의 모순
과 위선이 지속되는 한 존속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는 훌륭한 불
륜소설이다. 상징을 잘못 쓰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아무튼 「겨울의 환」의, 미각을 활용한 주제 암시 기법은 권지예의 「뱀장어 스튜」에서 성공
적으로 전승된다. 스튜의 미각과 피카소 그림의 시각적 부분을 작품 플롯과 일치시키는 기법은 한
국문학의 빛나는 한 대목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녀 또한 마땅히 이상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작
3

넷에서 본 유머이다.

1 7) 인터

- 72 -

가이다.

란 어렵고 오묘한 감각을 살려낸 작가도 한국 문단에 존재한다. 강신재의 대표작 「젊은
느티나무」의 첫 구절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냄새가 난다”를 보라. 이 소설은 한 여고생이 홀어
머니의 재가로 계부의 아들과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사랑이 싹트는 사연을 다루고 있다. 근친
상간 금기란 어두운 주제를 청신한 분위기로 끝까지 밀고나갈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비누냄새란
후각이다. 수용자들은 비누냄새란 구체적 감각을 통해 두 청춘남녀의 분위기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상과 역사의 틈새에 존재하는 미적 세계”를 그녀만큼 아름답게 그린
작가를 나는 일찍이 만나지 못했다. 3
아무튼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 순수소설가에게 부여되었던 이상문학상의 권위가 문단의
이런 위선적인 분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경숙의 「부석사」가 이상문학상을 받
은 사실이 그것이다.
물론 문단의 이런 현실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고발한 시인이 있기는 했다. 시인은 신경숙을 「머
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을 썼던 “우리 시대의 박계형”이라 주장하며 공격했다. 39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현실은 ‘마녀사냥’이란 억압적 현실이었다. 그녀는 의술을 가진 세일럼의 여인들이 마녀로
몰려 화형에 처해졌던 역사처럼, 바보 백설공주가 왕비가 되고 지혜를 가진 왕비가 마녀로 묘사되
었던 동화처럼, 홀로서기를 모색했던 신여성들이 탕녀로 몰려 매장 당했던 20세기 한국 문학사처
럼, 그렇게 공격당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 살아왔다.
당시 주류문단을 드나들던 문인들은 참으로 끔찍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했다. 글을 통한 공격,
폭언과 욕설은 물론이요, 도저히 공적 담론인 논문에는 옮길 수 없는 부끄럽고 끔찍한 이야기를 만
들어내어 퍼트렸다. 반면 누가 보아도 스캔들인 신경숙의 사생활은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었다.
확실히 신사는 금발을 좋아하는가 보다.
후각이

1 8)

1

)

. 신녀(神女)의 귀환

Ⅴ

위로와 각성이란 기능이 있고 둘 다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는
노벨문학상이 그 성향 상 순수문학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것처럼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
는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들처럼 대중적인 문학을 많이 천거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학의 인지도
를 높이면서 동시에 순수문학을 엄선하여 외국 문학인들에게 선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적이며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문학에는

3
39

혜실 『

』 명
독
름잡았던
「머무 싶었던
」 당
랑
백 식 회
오
박

9 93면
재 절 93 양 송
『 금 던 』 식
오
술 었던

1 8) 최
, 한국 근대문학의 몇 가지 주제 , 소 출판, 2002, 01 ) 60-70년대
서계를 주
소설가이다. 고려대 영문과
학시 인 1 6 년 동 방
개
국 현상문예에서
르고
순간들 이
선되어 문단에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여성화자가
자신의 지순한 사 을 고 체 형 으로
고한다는 점에서 신경숙의
풍 이 있
자리 와 형
상의 유사점이 있다. 신경숙이 라디
구성작가였고
계형의 이 작품은 라디 에서 구 되
것
으로
고 있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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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프랑스 문단에 소개되었을 때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140)

옌 『붉은 수수밭』이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보라.
두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설의 삼요소인 사건, 배경, 인물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설국
의 실제 배경을 가보고 그 소설의 가치를 새삼 느낀 적이 있다. 따사롭게 햇살이 비치던 지역이 터
널을 지난 후 눈보라치는 공간으로 표변할 때의 경이로움, 사랑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적막한 눈의 고장, 흰색의 막막함이 주는 허무와 아름다움이 순식간에 벚꽃과 사무라이 정
신으로 연결될 때의 경이로움을 잊을 수 없다. 『설국』은 노벨 문학상을 받아 마땅한 작품이었다.
모옌의 작품도 마찬가지 구성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붉은 수수밭』이 중국 민
중의 건강함을 대변할 뿐 아니라 중국식 소설형식이 서구 중심의 소설형식을 확장시켰다는 심사평
은 환상적 사실주의를 주창했던 라틴아메리카의 노벨상 수상자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었다. 도대체
꼼꼼하게만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노벨상의 조건을 왜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었단 말인
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심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위선적인 비평이 문단을 점령할 때 한국 문학의 장래가 어둡다
는 것을 비평가들이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후배작가들이 작품선정 기준에 혼란을 느
껴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점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너도 나도 신경숙의 작품을 칭찬한
다면 순수문학으로 자신을 세우겠다고 결심한 재주 많은 친구들이 그 작품을 본보기로 습작을 할
텐데 이런 코미디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이 지면을 빌어 말해본다.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 의

주제어
한국문학,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학비평, 문학평가체계, 통속소설, 순수소설, 신경숙
Subjects
Korean literatur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literary criticism, Literature evaluation system, Popular
novel, Pure fiction, Shin Kyung-suk

140)

물론 노벨문학상 등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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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y To B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Securing for Objectivity of
Korean Criticism and Method of Selecting a Literary Work
This paper criticizes the wrong criticism system of Korean literatures and suggests the ways to ensure the
correct literary evaluation system. Meanwhile, the Korean literary circles advertised the marketable literatures
as a pure literary on the plea of difficulty of publication. As a result, it makes a mistake to reduce the level
and mislead the essence of Korean literary, such as a popular novel writer, like Shin Kuyng-suk, was
introduced to the world as a nominator of Nobel Prize for Literature.
The Korean publishing trade ha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thereby translating popular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it needs to introduce the Korean pure fictions to abroad. But many publishers
lost the objectivity of criticism because of seeking immediate gains. Because literary aspirants didn’t learn the
way of real literature on this account, the level of Korean literary lacking the creativity and imagination has
steadily drooped.
In this paper, I pointed out the problems, and introduce several conditions of pure literature like practical use
of symbols and synesthesia. Also it contains the way to win a Nobel Prize for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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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 문학

▣ 게일의 時調 英譯과 『南薰太平歌』
– The Korea Bookman에 수록된 Korean Songs 를 중심으로 ···· 강혜정(고려대)

▣ 金馹孫의 山水遊記에 나타난 作家意識과 그 의미
– ｢續頭流錄｣ · ｢釣賢堂記｣를 중심으로 ··························· 김종구(동양대)

▣ 단군신화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세계화
오태석 연출의 <마늘먹고 쑥먹고>를 중심으로 ················· 윤일수(강원대)

▣ 한국 근대시의 경계 넘어서기
– 3.1운동 전후 주요한 시를 중심으로 ······························ 권유성(경북대)

▣ 공간 인식의 층위와 장소 정체성의 충층성 고찰을 위한 시론 ···· 조명기(부산대)

▣ 월경의 서사
– 트랜스로컬리티의 불/가능성 ············································ 문재원(부산대)

게일의 時調 英譯과 『南薰太平歌』
: The Korea Bookman에 수록된 Korean Songs 를 중심으로
강혜정(고려대)
I.. 머리말
II. 게일의 英譯 時調 槪觀.
III. The Korea Bookman에서의 時調 英譯과 『南薰太平歌』
1 『南薰太平歌』의 入手 經緯
2.『南薰太平歌』의 價値에 대한 再認識
3. 樂時調에 대한 이해
IV. 時調 英譯의 樣相과 特性
V. 맺음말

I. 머리말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해 남겼던 기록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 : 1863-1937) 선교사에 대한 연구도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는 1888년 평신도 선교사 자격
으로 와서 1927년 떠날 때까지 무려 40년을 조선에서 보냈다. 게일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리차드 러트가
그 생애와 저술 활동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141) 러트는 게일이 남긴 방대한 저술을 꼼꼼하게 확
인하고 이에 대한 주석 작업을 하여 게일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게일에 관한 연구는 그의 생
애와 업적142), 저술활동143) 선교사업144), 어학145) 한국사 인식146)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문학과
관련해서는 주로 고소설 英譯에 초점이 맞춰졌는데147), 최근 게일의 한국 시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141) Richard Rutt(1972),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 Korea Branch in conjunction with Taewon Publishing Company.
142) 주홍근, 「선교사 기일의 생애와 한국기독교에 끼친 공헌」, 피어선신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조정경, 「게일의 한국인식과 재한활동에 관한 일연구」,『한성사학』3집, 한성대 사학회, 1985, 61-110
면.
143) 김봉희, 「게일의 한국학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서지학 연구』3, 서지학회, 1988, 137-163면.
144) 유영익, 「게일의 생애와 그의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캐나다 연구』2, 1990, 135-142.
한규무, 「게일의 한국인식과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한국기독교와 역사』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161-176.
민경배, 「게일의 선교와 신학」,『현대와 신학』24,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98, 149-172.
민경배, 「게일」,한국사시민강좌편집위원회 편,『한국사시민강좌』34, 일조각,2004, 69-80.
황재범, 「한국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의 비정치화신학의 문제」,『종교연구』50, 한국종교학회,2010,
71-98.
145) 심재기, 「게일 문법서의 몇 가지 특징」,『한국문화』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1988.
이영희, 「게일의 한영뎬 연구」, 대구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호철 외, 『외국인의 한국어 연구』, 경진문화사, 2005.
146) 임문철, 「J.S. 게일의 한국사 인식 연구」, 연세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용만, 「게일과 헐버트의 한국사 이해」,『교회사학』, 한국기독교회 사학회, 2007.
147) 정규복, 「구운몽 영역본고」,『국어국문학』21, 국어국문학회, 1959.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영역의 제문제」,『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오윤선, 「한국 고소설영역의 양상과 의의」,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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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제출되었다.148) 여기서는 게일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시조에서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시가에 대한 인식이 밝혀졌고, 특히 게일에 의한 최초의 영역시조가 소개되었
다. 이러한 연구들은 게일이라는 선교사를 통해 인식된 당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일정 시기 일정 분야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초기 저술을 중심으로 살
핀 연구에서 게일은 (한국을) 문명화해야 한다는 서구 기독교적 교조주의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본 반
면149), 후기 저술을 중심으로 살핀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학과 예술의 상실로 말미암아 외부에 내세울만
한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면모가 부각150)된 것도 여기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게일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체류하며 지속적으로 저술활동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
면 그가 한국 문학을 바라보았던 시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게일의 시조 번역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英譯된 시조를 통해 한국문학
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피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일이 고소설 번역에 많
은 공을 들였지만, 소설 번역은 일회성 작업이었다. 반면 시조 영역은 그 작품 수가 많지 않지만, 시간
차이를 두고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영역시조에는 번역 시기에 따라 한국 문학을 바라
보는 게일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로 발표되었던 영역시조에 관해서는 김승우
의 논의에서 주된 특성이 밝혀졌기에, 본고에서는 두 번째로 발표된 영역시조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
펴보려고 한다. 두 번째 발표 자료에는 게일이 시조 영역에 있어 원전으로 삼았던 『남훈태평가』에 대한
관점까지 나타나 있어 게일의 시조 영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게일 영역시조의
전반적인 면모를 간단히 소개하고, The Korea Bookman에 수록된 글을 중심으로 게일의 『남훈태평가』
에 대한 그의 인식과 구체적인 시조 영역의 양상을 서술할 것이다.

II. 게일의 英譯時調 개관.
게일의 영역시조는 영역시조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작품을 얼마나 어떻게 영역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가, 최근 김승우의 논문에서 부분
적으로 다루어졌다.151) 러트는 게일이 1894년 이전에 친구의 아버지를 통해 1863년에 편찬된 방각본
가집 『남훈태평가』를 얻어 보게 되었고, 이 책으로부터 34편을 영역했다고 밝혔다.152) 러트의 주석을
바탕으로 찾아본 결과, 게일은 3차에 걸쳐 영역시조를 발표하였다. 먼저, 1895년 -1898년 사이에 The
Korean Repository에 17수를, 다음 1922년 6월 The Korea Bookman153)에 9수를, 그리고 마지막으
로 1924년 7월부터 1927년 9월까지 The Korea Mission Field에 38회에 걸쳐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이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시조 15수를 삽입하였다. 그런데 매번 영역 시조를 소개하는 방
이상현, 「제임스 게일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9.
148) 김승우, 「한국시가에 대한 구한말 서양인들의 고찰과 인식」,『어문논집』64, 민족어문학회,2011,
5-40.
149) 이상란, 「게일과 한국문학: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 문학적 의미」,『캐나다 논총』1, 1993, 123-137.
150) 이상현(2009), 191면. 민경배(2004), 77면.
151) 김승우(2011), 앞의 논문, 21-18면.
152) Richard Rutt(1972), op.cit., p.29.
153)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2 6.(연세대 소장. 마이
크로 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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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동일하지 않았다. 1차의 경우에는 표제시처럼 잡지의 한 면에 번역시만 수록하였고, 2차에는 원전
이 되는 『남훈태평가』에 대한 소개와 한글 원문 영역시조에 짤막한 작품해설까지 곁들여져 있다. 그리
고 3차에서는 역사 서술 과정에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은 곧 그 시기 시조를 바라보는 게
일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게일이 처음 영역시조를 발표한 The Korean Repository는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로 알려져 있
다.154) 여기 소개된 작품은 아래와 같다.
수록시기
1895 4
1895 8
1896 1
1896 8

제목 및 작품 수 (『남태』수록 번호)
<ODE ON FILIAL PIETY> 1수 (#49)

번역시 행수
6행,

<KOREAN LOVE SONG>3수(#12, #174, #48)
<ODE ON LIFE> 4수 (#26, #68, #16, #7)

6행, 6행, 8행(사설시조)

(Translations from the Korean)
<LOVE SONGS> 4수 (#61, #92, #39, #30)
( Translations from the Korean)
<ODE ON THE PEDLAR> 1수 (#87)
(Translations from the Korean)
KOREAN SONGS.
<PREDESTINATION> 1수 (#114)

1898 12

<FREE-WILL> 1수 (#3)
<POSTAL SERVICE> 1수 (#90)

8행, 6행, 6행, 6행
4행, 6행, 10행(사설시조),
6행
16행(사설시조)
6행
6행
6행

6행
<THE PEOPLE> 1수 (#140)
The Korean Repository에 발표된 영역시조에는 모두 제목이 달려 있다. 표에서 보인 것처럼 하나의
제목에 작품 한 편이 놓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의 제목에 서너 편의 작품이 놓이기도 하였다. 통상 연시
조를 제외한 시조에 제목이 붙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영역 시조에 제목을 붙인 것은 게일 영역시의 중
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목은 작품의 주된 내용 즉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제목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수록된 것은 <사랑 노래(Korean Love Song/Love Songs)>이다. 처음 소개
되는 시조가 서양인에게 낯설지 않도록 애정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을 주로 선택한 것으
로 보인다. 김승우도 지적했듯이 여기 소개된 영역시조는 시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가급적 영시의
형식적 어법에 맞추어 번역하려 했던 흔적이 보인다.155) 모든 시는 짝수행으로 번역되었고, 평시조의
경우 6행시가 많은데 대체로 초, 중, 종장을 각기 두 행으로 나누어 2행씩 삼고 있다. 모든 시는 각운을
맞추고 있다.156) 사설시조의 경우에도 그 행수가 얼마이든 각운은 살려서 번역하였다. 즉 1차 번역의
특징은 주로 애정 노래에, 제목도 달고 운과 격조도 배려하여 영시의 형식적 특성을 잘 살려 번역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그가 한국에 온 지 10년이 채 안 된 무렵에 행해진 것이라, 그에게 더
익숙한 영시의 어법에 따라 번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전에 대해서는 ‘Translations from the
Korean’라고 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The Korea Bookman의 기록에 의거해 볼
때 『남훈태평가』로 추정된다.157)
154) 윤춘병, 『한국 기독교 신문 잡지 백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33면.
155) 김승우(2011), 앞의 논문 21-22면.
156) 6행시 각운의 경우 대체로 aabbcc(8수)를 따르지만 ababcc(4수)의 경우도 있었다.
157) 일단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시조의 원전을 『남태』로 가정하고 그 원전을 밝힌 것이
다. 1차 영역의 원전 확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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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년이 넘도록 게일은 영역시조를 발표하지 않다가 The Korea Bookman 1922년 6월호 에
Korean Songs라는 제목으로 9편의 시조를 소개하였다. 여기서의 서술태도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
세히 논의될 것이다.
수록순서
1
2
3
4
5
6
7
8
9
마지막으로

『남태』수록 번호
#1. 간밤에
#2. 적무인
#3. 
#4. 왕샹의
#12 새벽셔리
#61 리별이
#30. 해야
#25. 쳥산아158)
#68 쳥산도
게일은 1924년 7월부터

신출작 여부
번역시 행수
신출
3행
신출
3행
K.R.1989. 12. 재수록
6행
신출
3행
K.R.1895. 4. 재수록
6행
K.R.1896. 1. 재수록
4행
K.R.1896. 1. 재수록
6행
신출,
6행
K.R.1895. 8. 재수록
6행
1927년 9월까지 The Korea Mission Field에 총 38회에 걸쳐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이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5개 Chapter에 영역시조 15수를 삽입하였
다. 이 글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서부터 1910년 조선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는데,159) 인물을 중심으
로 각 시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문학적 글쓰기라고 지칭될 만큼 시조 외에도 많은 한시와 설화가
번역되어 있다.160) 여기 인용된 시조는 모두 15수이며 2수는 The Korean Repository에서 가져온 것
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기서 처음 소개되는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역사 서술 과정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부적절하게 인용되기도 하였다.161)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
4
6
12
12
12
14
25
25
25
25
25
25
25
25
25

제목(by Rutt)
공자
漢왕조와 식민지 한국
6세기 신라 : 온달
6세기 신라 : 온달
6세기 신라 : 온달
8세기 당과 신라의 문화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15세기 II : 세종

『남태』수록 번호
#125 사설시조
#84 사설시조
#38
#48 재수록(1895 4)
#49 재수록(1895 4)
#88
#55
#64
#76
#36 사설시조
#118
#153 사설시조
#160
#161
#192 사설시조

번역시 행수
7행
9행
4행
6행
8행
4행
6행
6행
4행
6행
6행
9행
6행
4행
10행

158) 이 작품은 헐버트가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2월호의「Korean Vocal Music」에서 번역하
였던 작품이다.
159) 여기서는 한국사를 5개의 왕조(건국,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시대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1세기별로 다시 정리하였다.
160) 여기 인용된 설화에 관해서는 이상현(2009), 앞의 논문, V장 3절 참조.
161) 12장 6세기 신라의 역사에서, 가야에서 온 우륵이 가야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서술하며 “이 오랜
옛날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오래된 기록에서 그 예를 추측해 보자”고 하고는 시조 세 편을
인용한다. 이 때 인용된 시조 중에는 황진이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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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Korea Bookman의 時調 英譯과 『남훈태평가』
1. 『南薰太平歌』의 入手 經緯
게일의 두 번째 영역시조는 1922년 6월에 발간된 The Korea Bookman이라는 영문 잡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잡지는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조선예수교서회)에서 1920년 2월 창간하여
1925년까지 계간지로(3, 6, 9, 12월) 출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잡지에 대해서는 구한말 기록을 다
룬 책에서도 거의 소개되지 않았고,162) 게일의 한국학 관련 저술을 총괄적으로 다룬 논문에서도 언급되
지 않았다.163) 게일의 전기를 쓴 러트만이 서지목록에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164), 최근 이 잡지에 나타
난 어휘정리사업과 근대잡지에 대한 논평에 주목한 연구가 제출되었다.165) 게일은 이 잡지에 7편의 글
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1922년 6월호 (vol III No.2)에 수록된 Korean Songs라는 글에는 게일의

시조 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다.

30년도 더 전에, 한때 유명했던 양기탁의 아버지가 가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의 친구가 소유했던 목판으
로 찍어낸 책이었다. 그는 나에게 최고의 찬사를 하며 그 책을 주었다. 오늘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내며 매우 낡
아 버린 이 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의 이름은 『남훈태평가』이다. ‘남훈’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살았던 순임금의 궁전을 말한다. 그의 수도는 오늘날 Pu-chow에 있었는데 황하강의 안쪽에 위치
해 있다.166)

서두에서 게일은 『남훈태평가』167)를 접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30년도 더 전에, 즉 1892년보
다 더 이전에 지인을 통해 『남태』를 얻어 보았다는 것이다.168) 양기탁 아버지의 친구가 소유하고 있던
『남태』목판으로 찍어낸 책이었다. 양기탁은 1891년부터 원산에서 그의 부친 양시영과 함께 게일의 한영
사전(1897년 요코하마 간행) 작업을 도왔다.169)
162) 윤춘병(1983), 앞의 책에도 이 잡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163) 김봉희(1988), 앞의 논문.
164) Rutt, op. cit., 366면.
165) 황호덕, 이상현, 「번역과 정통성, 제국의 언어들과 근대한국어」,『아세아연구』, 고대아세아문제연구
소, 2011, 48-87.
166)Thirty years and more ago the father of the once famous Yang Keui-t'aik had a Korean song
book struck off from plates owned by a friend of his which he presented to me with his best
compliments. This poor old book, knocked about in all winds and weather, comes to speak to you
today. It is called the Nam-hoon Tai-pyung-ga(The Peaceful Songs of Nam-hoon). Nam-hoon was
the name of King Soon's Palace, long before the day of Abraham. His capital was on the site of
the modern Pu-chow that sits on the inner elbow of the Whang-ho River.
J.S. Gale(1922), Korean Songs,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p 13.
167) 이하 『남훈태평가』는 『남태』로 약칭한다.
168) 영어 원문에서 ‘30년 전’이라는 부사구가 수식하는 말이 불분명하다. 30년 전에 게일이 이 책을 받
아 보았다는 것인지, 혹은 30년 전에 인쇄된 책을 (최근) 게일이 받았다는 것인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게일과 양기탁과의 교유가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고려하여 전자로 해석하였
다. 양기탁은 1891년부터 수년간 게일과 부친을 도와 한영사전 편찬에 참여하였고, 1911년부터 1915
년까지는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이후 망명생활을 하고 1918년 다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1920년
국내서 잠시 활동하다가 1922년 만주로 망명하여 다시는 고국을 밟지 못했다. 『우강 양기탁 전집 』1,
2, 동방 미디어, 2002. 참조.
169) 게일의 사전 편찬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897년 35,000단어, 1911년 50,000단어, 19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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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는 대표적인 시조창 계열의 가집으로 19세기 대중문학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170)

기존의

필사본 가집에 비해 대중화된 시조집으로171) 평가받아 왔다.172) 현전하는 방각본『남태』는 단권본과 분
권본의 두 종류가 있다. 단권본은 1863년(철종14)에 석동에서 방각된 것으로 224수가 실려 있다. 분권
본은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에 146수, 하권에 79수(총 225수)가 수록되어 있다.173) 게일이
이 중 어느 것을 보았는지 명확히 판명하기는 어렵다.174)
게일은 이 책의 제목에 대해, 『남훈태평가』의 ‘남훈’이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전에 살았던 순임금
의 궁전을 뜻한다고 하였다. 南薰이란 南風을 지칭하며 순임금이 五絃琴으로 南風詩를 타던 궁전을 말
한다.175) 게일은 ‘남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 이
글의 독자인 서양인에게 친숙한 ‘아브라함’을 끌어 왔다. 순임금은 고대 중국 聖王의 대표로 인지되어
왔고, 아브라함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신약성서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인물이
다. 순임금이나 아브라함이나 동 서양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다고 믿어지며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역사
적으로 고증하기는 쉽지 않은 인물들이다. 하지만 게일은 순임금과 아브라함을 연결시켜 서양에서 아브
라함이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순임금 또한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어
순임금의 궁전이 위치했던 수도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더하고
있다. 게일은 ‘남훈’의 의미를 통해 『남태』가 갖는 장구한 역사성을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南薰太平歌』의 價値에 대한 再認識
게일은 왜 30년도 넘는 세월 속에서 오래되어 낡은 책을 오늘날의 독자에게 소개하겠다는 것일까? 게
일은 20년 전 The Korean Repository에 17수의 영역시조를 발표한 이후, 시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승우는, 시조를 통해 촉발된 한국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00년 무렵을 지나면
서 완연히 한문 문헌에 대한 탐독으로 경사되고, 한글로 작성된 작품들은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거나 한
문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에 비해 표현이 조잡하고 내용 또한 크게 빈약하다고 보았다.176) 그런데 느닷없
이 1922년에 순국문 문헌인 『남태』를 전면에 내세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 무렵 발표된 게일
의 일련의 저술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게일은 1917년 1월부터 1919년 4월까지 간행된 월간지
The Korea Magazine의 책임 편집인으로서 여기에 여러 종류의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 소개하였다. 대
표적인 것이 『옥중화』를 저본으로 한 『춘향전 ChoonYang』인데 1917년 9월부터 1918년 7월까지 매달

82,000단어.
1897년 1월 21일에 요코하마에서 간행된 사전 서문에 梁時英과 양기탁(梁宜鍾)의 이름이 있다.
170) 최규수, 「남훈태평가를 통해 본 19세기 기조의 변모양상」,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4면.
171)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3, 162면.
172) 최근 이유진은 『남태』의 간행 목적이 가창이 아니라 독서용이며, 수용층의 범위도 줄여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출했지만, 그렇다고 대중화에 관한 논의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이유진, 「19세기 시
조창 대중화에 대한 재론」,『국문학 연구』16, 국문학회, 2007, 208면.
173) 작품 배열순서는 단권본과 같지만 단권본에 있던 1수(#212)가 빠지고 2수(224,225)가 추가되었으며,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시기는 알 수 없다.
174) 양기택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책을 한 권(a Korean song book)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권본
으로 추정된다.
175) (南薰) 謂南風也 昔者 舜作五絃之琴 以歌南風 <辭苑>
176) 김승우(2011), 앞의 논문,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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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하였다. 이 외에도 이 잡지에 이규보, 최치원, 성현, 이제신, 권응인, 홍만종, 홍양호 등의 글을 번
역하였다. 1922년에 간행된 영역본 『구운몽』도, 그 원고는 1919년 이전에 완성되었고,177) 미간행 작품
중 『운영전』도 1917년 9월에 이루어졌다고 한다.178) 즉 게일은 1917년부터 꾸준히 한국의 신소설, 고
소설, 한문 저작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었다.179) 이 무렵 그에게 문학은 내면 세계를 사진처럼 기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180)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번역에 힘을 쏟았던 것으
로 보인다. 고소설과 한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작업에 『남태』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국문,
한문, 운문, 산문을 넘나들며 한국의 고전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번역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노래의 나래 속에는 오래된 정신이 내재되어 있으며, 단군이후 극동지역에서 지속되어 온 동양의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다. 한국인은 고대 중국의 정신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1895년 운명의 해를 맞을 때까지 이
를 반복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했다. 한국에서는 1895년 역사, 의례, 문학 그리고 음악의 시계가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한국의 문명이 달려 있던 과거도 폐지되었다. 오늘날 학생들은 더 이상 아버지 세대의 노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남훈태평가는 잊혀지는 반면, 그들은 Old Grimes, Clementines, Marching
through Gerogia와 같은 서양 노래들을 어설프게 따라 부르고 있다.181)

30년 전 양시영은 게일에게 최고의 찬사(best compliments)를 하며 『남태』를 증정했지만, 이에 대해
게일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듯 아무 반응이 없었다. 대신 게일은 이 책의 노래들 속에 오래 전의 정
신(the spirit of long ago)과 동양의 메시지(Oriental message), 그리고 고대 중국의 마음(the mind
of ancient China)182)이 들어 있다고 한다. 『남태』속에 ‘한국인의 얼’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 세계가

177) 영역본『구운몽』은 원래 시카고에서 출판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 1919년 3월에 게일은
Elspeth K. Robertson Scott에게 구운몽 원고를 보여주었고, 그녀가 런던의 출판업자에게 이 원고
를 넘겨줘 출판하게 되었다. Rutt(1972), op.cit., 59면.
178) Ibid, 383면. 러트에 의하면 미간행된 것 중 『팔상록』, 신유한『해유록』, 김창업『노가재 연행일기』은
미완성이며,『흥부전』,『금수전』,『금방울전』,『홍길동전』,『운영전』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한다.
179) 이상현은 게일의 저술이 1913년을 기점으로 관찰, 체험된 것(현재)에서 기록된 것(과거)으로 그 재
현의 대상(한국)이 이행되는 연대기적 파노라마를 보여준다고 하였다.『코리언 스케치』(1898)와 『전환
기의 조선』(1909)이 당시 한국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며, 영역본 고소설과 『한국민족사』
는 한국의 문헌을 기록한 것이다. 이상현(2009), 박사논문, 87면.
민경배는 게일이 삼일운동 이후,
한국의 신진 지식인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을 상실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향후 한국의 찬란한 고유 문
화의 진흥과 국학의 발흥에 힘쓰게 되었다고 보았다. 민경배(1999), 앞의 논문, 8면.
180) Would you know him truly, then read what he has written, for literature surely occupies the
all-important place as a photographic record of the inner life. James S. Gale(1923), Korean
Literature,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Kobe. p 465.
181) These songs carry in their wings the spirit of long ago, and breathe an Oriental message that
has accompanied the Far East since the days of Tan-goon. The Korean, thoroughly imbued with
the mind of ancient China and all her ways, sang them over and over till the fated year 1895,
when the clock of history, ceremony, literature and music suddenly stopped to go no more. The
old examination, the Kwagu, had ceased to be and on it hung all of Korea's civilization. The
students of today know nothing of their father's songs. Execrable attempts at Old Grimes,
Clementine, and Marching Through Georgia they lick up like the wind, while the Nam-hoon
Tai-pyung-ga is forgotten.
J.S. Gale(1922), Korean Songs,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p 13.
182) 게일은 모든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Gale(1900),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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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다는 것이다. spirit, mind로 표현된 한국인의 내면세계는 그가 『코리언 스케치』(1898)에서부터
별도의 장(IV. Korean Mind)으로 독립시켜 언급할 만큼 오래도록 탐구해온 대상이다.183) 그에게 mind
란 모든 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특별한 知的구조로 여겨졌다.184) 그런데 『코리언 스케치』에서 묘사된
한국인의 내면은 서양인의 것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반대되는 것으로 게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게일은 『남태』속에 그 한국인의 내면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30년 전 양시영의 『남태』에 대한 찬사를 당시에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30년이 지난 지금 먼지투
성이의 『남태』를 소환한 이유는 그 안에 한국인의 얼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
해서라고 생각된다.
이 노래들은 1895년까지 거듭하여 불렸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895년이란 갑오개혁을 지칭한다.
갑오개혁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이다. 과거제를 폐지한
것은 1894년 7월에 발표되었지만, 단발령과 음력의 폐지 및 건양 연호 사용은 1895년 11월 17일에 행
해졌다. 게일에게는 1894년에 발표된 개혁안보다 1895년에 발표된 개혁안으로 인한 변화가 훨씬 더 강
하게 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일은 한영사전 출판을 위해 1895년 12월 일본으로 떠나지만, 1896
년 2월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일본에서도 한국의 변화, 특히 단발령으로 인한 혼란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혼란의 시기가 도리어 선교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속히 원산으로 돌아가고
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185) 게일은 갑오개혁으로 한국의 역사, 의례, 문학, 음악의 시계가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갑오개혁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본 것이다.
갑오개혁으로 인한 단절은 곧 노래로서의 시조도 잃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전에는 시조창으로 대변되
는 전통적인 노래를 불렀다면, 갑오개혁 이후에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서양 노래를 부르
고 있다고 하였다. 인용한 게일의 서술에 의하면 20세기 초 시조창은 이제 거의 운명을 다한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전반적인 실상이라기보다는 게일이 접했던 한국 사회의 일면이라고 보인다.
게일은 1899년 원산에서 서울로 와서 이후 한국을 떠날 때까지 연못골 교회(연동교회)의 목사로, 또 교
육자로 활동한다. 그는 정신여학교가 일제의 사립 학교령에 의해 학교 등록이 강요될 때 자신을 설립자
로 내세워 정부인가를 받았다. 또한 언더우드에 의해 운영되다가 폐교된 학교를 계승하고 자신을 설립
자로 내세워 지금의 경신학교가 되게 하였다.186) 따라서 그가 자주 접했던 학생들이 시조 대신 창가를
부른다는 표현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반에도 가집은 활자본으로 계속 출간되었고, 시조의
노랫말이 담긴 잡가집도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노래로서의
시조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근대적 산물인 시조는 잊혀져 가고 있었고, 게일
은 그렇게 시조가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를 서방세계에 소개하고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라져간 한국의 문학에 대한 아쉬움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은 이듬해 그
가 남긴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83) 게일 저 장문평 역, 『코리언 스케치』, 현암사, 1970, 207-215면.
184) 앞의 책, 207면.
185) 게일 저, 김인수 번역,『제임스 게일 목사의 선교편지』,쿰란출판사, 2009, 94-96면.(1896년 2월 18
일편지)
186) Rutt, op.cit. 36면.

- 86 -

위대하고 훌륭했던 과거 한국의 문학은 마치 대재앙에 삼켜 사라진 듯 오늘날의 세대들에게는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오늘날의 세대는 다행하게도 이를 모른 채, 이것을 상실하고도 행복해 하고 있다. 그들은 잡지
에서,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관해 배운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확신을 갖고 쓰고 있다. 이들은 러셀의 제
자가 되어 니체를 찬양하고 있다. 이는 마치 서양 시인이 (옛 동양인처럼) 머리를 기른 격이며, 영어로 무운시를
쓴 격으로 보기에 딱하다. (최근 발표되는) 구어체로 써진 시를 그의 조상들이 본다면 그 얼굴이 창백해 질 것
이다.187)

3. ‘樂時調’에 대한 이해
『남태』는 시조, 잡가, 가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 앞 ‘낙시됴’항에 시조가 수록되어 있는
데, 게일은 이 부분만 소개한다고 하였다. ‘낙시조’에 대해서는, 특히 『남태』의 낙시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188) 단권본, 분권본 모두 『남태』
첫장에는 ‘낙시됴 롱 편 송 소용 우됴 후졍화 계면 만슈역 윈사
쳥 잡가 가사’라는 명칭들이 나온 후 ‘낙시됴’라는 제목 하에 시조
를 수록하고 있다. ‘낙시됴’ 이하 ‘윈사쳥’까지 10개 명칭은 가곡창
에서 사용되는 악곡, 악조명인데189) 시조창 가집의 첫머리에 가곡
창의 악곡명이 왜 쓰여 있는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흔히 가
곡창 가집에서는 이렇게 악곡 명칭이 나온 후 그 악곡에 얹어 부르
는 노래들이 악곡별로 소개된다. 하지만 『남태』의 경우 맨 처음 ‘낙
시됴’만 나오고 ‘롱’이하 9개의 명칭은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잡
가’, ‘가사’로 넘어간다. 왜 『남태』 서두에 가곡창 악곡명들이 나열
되어 있는지, 왜 ‘낙시됴’만 나오고 다른 악곡명은 안 나오는지, 그
리고 ‘낙시됴’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훈태평가』단권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하지만 ‘낙시됴’가 가곡창의 악곡 명칭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

고 있다. 그런데 게일은 낙시조를 악곡 명칭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조를 문헌으로 접해서, 시
187) The literary past of Korea, a great and wonderful past, is swallowed up as by a
cataclysm, not a vestige being left to the present generation. Of course the present
generation is blissfully ignorant of this and quite happy in its loss. It has its magazines
and writes with all confidence learned articles on philosophy, on Kant and Schopenhauer.
It sits at the feet of Bertrand Russell and speaks the praises of Nietzsche. It would be a
Western poet with long hair. It would write blank verse in English, itself pitiful to see. Its
poems in the vernacular would make the ancient gods turn pale. James S. Gale, Korean
Literature,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Kobe, 1923. p. 468.
188) 이에 대해 김학성, 성무경, 이유진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김학성은 낙시조가 풍류판에서 시
조창으로 즐기는 시조라는 傳言을 담을 뿐 가곡창의 곡목으로서의 낙시조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라고 하였다. 김학성(1995), 「시조사의 전개와 낙시조」,『시조학 논총』11, 한국시조학회, 94면.
성무
경은 이 악곡들이 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조창이 가곡과 변별되는 자신의 악곡 정체성을
갖추기 이전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무경(2005), 「보급형 가집 남훈태평가의 인간과
시조 향유에의 영향1」,『한국시가연구』18, 한국시가학회, 356-359면.
이유진은 『남태』에 실린 시조
들은 본래 여기 나열된 악곡에 얹어 부르는 가곡 사설이었는데, 편자의 관심이 음악에 있지 않아 곡
명을 모두 빼고 사설만 취해 ‘낙시조’라는 항목에 일괄 편입 시켰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유진(2007),
앞의 논문, 206면.
189) 이 중 ‘송’과 ‘원사청’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나머지는 가곡 한바탕에 사용되는 명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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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음악적 이해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다양한 노래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The Korea Bookman의 이번 호에서 ‘낙시조(행복한 날
들의 노래)’라고 하는 한 분야만 다루려고 한다. 행복한 날들의 노래들 속에 끝없는 상심과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상한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정이 그러하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음악 속에 “내가 약간 불행하지 않
다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아일랜드인같은 그러한 긴장감을 갖고 있다.190)

이 책에 다양한 노래들이 있다고 말한 것은, 시조와 같은 짧은 노래도 있고, 가사나 잡가와 같은 긴
형태의 노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며 그 중에서 ‘낙시조’로 분류된 시조만 다루겠다고 하였다.
게일은 한국의 전통 성악곡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조를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
고 서양인에게 소개할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일은 ‘낙시됴’를 ‘행복한 날들의 노래
(Songs of Happy Days)라고 번역하였다. 한자 표기를 樂時調라 여기고, 樂(행복한)+時(날들의) +調(노
래)로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아마도 여기서 ‘낙시조’를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주제별 분류의 제목과
같은 것으로 본 듯 하다. 따라서 이에 속하는 노래들은 모두 행복을 노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
나 그가 덧붙였듯이 정작 작품의 내용은 이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심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작
품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인들은 ‘약간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서 한국인의 정서에 대한 게일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인이 느끼는 ‘Happy'라는 감
정은 ‘즐거움’ 일색이 아니라 약간의 불행이 곁들여진 것이라는 언술, 즉 즐거움을 희구하지만 그것이
슬픔과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恨으로 이해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
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191)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게일이 한민족의 정서에 대해 초기에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었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이해가 심화되었으며 그 특성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
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時調 英譯의 樣相과 特性
The Korea Bookman에 게재된 게일의 글은 전체 4면인데 1면이 앞서 살핀 『남태』에 관한 게일의
해설이고, 2면부터 4면까지는 9편의 작품을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다.
인용된 작품은 먼저 『남태』의 맨 앞에 수록된 작품 4수를 순서대로 소개한 후,192) 출간한 적은 없지만
190) The book records many varieties of song, but I shall in this issue of The Korea Bookman touch
upon only one division, the Nak-si-jo(樂時調) Songs of Happy Days. It seem a strange contradiction
that songs of happy days should have in them no end of heart-breaking and tears, but such is the
case. The Korean has, in his music, a strain that reminds one of the Irishman, "Shure, I'm never
happy unless I'm a bit miserable."
J.S. Gale, Korean Songs,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2, p 13.
191) ‘가시리’에서부터 ‘진달래꽃’에 이르는 이별의 정한을 고유한 정서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게일이 우리 민족 정서를 제대로 짚어 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가 오늘날의 학자들과
궤을 같이 할만큼 그 이해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恨을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로 받아 들이는 것은,
그 안에 내재한 패배주의로 인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으며 국어사전에도 서술되어 있다.
恨 : 한민족이 겪은 삶과 역사 속에서 응어리진 분노, 체념, 원망, 슬픔 등이 섞인 고유의 정서. 이희
승편(1998)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4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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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여러 해 전에 번역해 두었던 작품이라면서 5편의 작품을 이어서 소개한다.193) 그런데 이번
(1922)에 번역한 작품과, 이전(1895)에 번역한 작품의 형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간밤에부든바람만뎡도화다지거다
비를들고쓰르랴고야
락환들이아니랴쓰러무삼.
Last night it blew, and the court is covered wide with flowers;
A lad swings out with broom in hand to sweep them off.
But are not fallen flowers, flowers still, why sweep them?
In such a verse as this we have neither rhyme nor assonance, but we have a regular
succession of the ups and downs of intonation, while the end, unfinished, unexpressed, leaves the
thought as though hanging in mid air. This is a favourite form of Korean composition.194)
<7>아야연슈처라그린님편지자
검은먹흰조희졍든님을보렷마
저붓대날과치그릴줄만.
Fill the ink-stone, bring the water,
To my love I'll write a letter.
Ink and paper soon will see
The one that's all the world to me,
While the pen and I together,
Left behind condole each other.195)

<1>은 『남태』 맨 처음에 수록된 작품으로 게일의 글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다. 시조 원문을 먼
저 제시하고 번역시를 소개하였는데, 원문은 『남태』와 비교해 보면 표기법상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동일하다.196) 영문 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굳이 한글 원문을, 게다가 영문 번역보다 앞에 수록하
였다는 점에 눈에 띈다. 이는 그가 그만큼 『남태』의 문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내보이기 위
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소개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자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시조를 3장 형태로 행을 나누어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장의 서술구조에 의해 나눈 것인지, 혹은 가집에 있는 구점을 따른 것인
지197) 알 수 없지만, 게일은 분명 시조를 3장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각 행이 전체 속에서 어
192) #3은 The Korean Repository 1898년 12월에 실렸던 것을 재수록했으며, #1,#2, #4는 여기서 처
음 소개하는 것이다.
193) 그러나 실제로 이 작품들 중 4편은 이미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것이다. (표 참조) 게
일이 착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4)J.S. Gale, Korean Songs,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2, p14.
195) Ibid. p 16.
196) 예를 들면, 단권본과 분권본의 ‘만졍도화’를 ‘만뎡도화’로, 분권본의 ‘발암’을 게일은 ‘바람’으로 표
기하였다.
197) 현재 남아 있는 단권본 앞부분에 수록된 작품(1-46번)에는 시조의 장을 구분하기 위한 구점이 표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재진은 현전하는 『남태』중 가장 先本이라고 알려진 <육당문고본>과 <Call
Miller 본>은 결코 초간본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전재진, 「남훈태평가의 인간과 개화기 한남서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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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노래들은 3행으로 되어 있다. 3행은 각기 (하는 역할이 있는데) : 첫 행은 쉽게 흘러가도록 하고, 둘째 행은 이
를 어느 정도 심화시킨다. 반면, 마지막 행은 말하자면, 시를 종결하면서 그리고 시상을 (다 말하지 않고) 허공에 남
겨 놓는다.

198)

첫 행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둘째 행이 이를 발전 심화시키며, 마지막 행에서 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시조 3행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가 보았던 것이 종장 마지
막 구가 생략된 시조창 가집이었기에 마지막 행에서 종결하되 시상을 허공에 남겨둔다는 것이 덧붙여
있을 뿐 시조의 형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정확하다. 이것이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외국인의
손에 의해 서술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게일은 이러한 인식을 3행의 번역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3행으로 번역한 것이야말로 시조를 보는 게일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라고 생
각된다. 영시에서 3행이라는 형식은 낯선 것이지만199) ‘오래된 한국의 노래’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3행을 선택한 것 같다. 즉 한국의 노래인 시조에 영시의 옷을 입히지 않고,
낯선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조선의 얼이 담긴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행은 시조의 의미도 매우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가 리듬감을 잃고 마치 산문처럼 길어
졌다. 이에 대해 게일은 자신의 번역시가 압운도 없고 모음운도 없지만, 억양에 따른 상승과 하강이 있
다고 하였다. 이는 영시로서의 음악성, 형식미보다 노랫말로의 시조의 의미를 앞세운 번역이라고 하겠
다.
일반적으로 시조창 가집에서 종장 말구를 생략하는 것을 두고, 게일은 끝내지 않고 다 표현하지 않
고 그 의미를 허공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종장 말구를 생략하는 것은 시조창의 음악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아마도 게일은 이를 말해야할 내용을 모두 말하지 않고 개요만을 제시하는 한국 문학의
특성으로 간주한 듯하다.200) 게일은 이렇게 종장 말구를 생략하는 시조창의 형식이 한국인들이 선호하
는 양식이라고 하였다. 1900에 발표된 글에는 그가 『청구악장』의 앞부분에 놓인 200여수의 작품을 검
토하였다는 언술이 나온다.201) 『청구악장』은 현전하지 않지만 육당본 『가곡원류』의 원본으로 가곡창 계
열이며 804수나 되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었다고 한다.202) 한국 고서를 많이 수집하였던 게일은 시조창
적발행의 의의」,『인문과학』39집, 2007, 8면. 이에 근거해 이유진은 초간본이 없기에 본래 『남태』에는
구점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유진(2007), 앞의 논문, 200면.
198)We find these songs done in triplets, three lines each : the first flows off easily, the second
labours somewhat, while the third finishes and leaves the thought in mid air, so to speak. J.S.
Gale(1922), Korean Songs,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p 14.
199) 2행시(couplet)처럼 많은 작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시에도 3행시가 있긴 하다. 압운 체계에 따
라 연속성을 갖는 것을(aaa bbb) Triplet(Tristich), 교체형을(aba bcb)을 Tercet이라고 한다. 조남
장(2002), 『영시의 이해』, 한양대 출판부, 243-246면.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3행을 단위로 하여
연결되는 것으로, 3행으로 끝나는 시조의 형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0) J.S. Gale,,A Few Words on Literature, The Korean Repository, 1922, p. 424.
201) 한국 문화에 미친 중국의 영향을 기술하던 중, 『청구악장』앞부분에 실린 200편의 작품을 살펴보니
48명의 인명이 나왔고 이들이 모두 중국인이었다는 것이다. Jas. S. Gale(1900),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1,
Seoul, p. 16.
202) 육당본 『가곡원류』의 서문에서 육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구악장』을 저본으로 했음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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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인 『남태』뿐만 아니라 가곡창 가집인 『청구악장』도 접하였으나, 한국인들에게는 종장 말구가 생략
된 시조창 가집이 좀 더 선호되는 양식이라고 판단하여 『남태』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 인용한 작품이 가집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The Korean
Repository에서는 가집의 수록 순서와 관계없이 자신이 설정한 이런 저런 제목 하에 작품이 소개되었
다. 즉 게일 자신의 필터링을 통해 선별된 작품들을 소개했던 것이다. 반면 여기서는 『남태』라는 가집의
특성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작품들이 선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네 편은 가집 수록
순서 그대로를 따르고 있고, 뒤의 다섯 편도 이 가집이 다양한 주제의 노래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 선택되었을 뿐이다. 게일은 작품 선별에 있어서도 『남태』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썼으며, 이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별하여 수록하였던 1차 번역 때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
다.
<7>은 게일의 글에서는 7번째로 소개되었고,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1월호에 수록되었던
작품이다. 이때는 원문은 소개되지 않았고 번역시만 소개되었으며, ‘Love Songs'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4편 중 마지막에 놓였던 작품이다. 당시에는 Translations from the Korean이라고 하며 원문을 명확
히 밝히지 않았는데, The Korean Bookman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당시 원전도 『남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1>과 달리 6행으로 번역되었고 대체로 시조의 초,중,종장을 각 2행씩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의 내용을 거의 충실하게 담고 있지만 <1>보다는 의미상 가감이
발견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대개 각운을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1, 2행의 경우 초장의 앞 뒤
를 번역한 것이지만 1행은 의미상 도치되어 있다. 'water'과 'letter' 로 각운(rhyme)을 맞추기 위해서
라도 판단된다. 3행에서는 먹과 종이의 수식어인 ‘검은’,‘흰’의 의미가 생략된 반면, 4행에서는 ‘졍든 님’
을 ‘나에게 세상 전부가 되는 사람’이라며 의미가 덧붙여졌다. 아마도 격조(meter)와 각운을 맞추기 위
해서 약간씩 늘이고 줄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행에서도 미세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원문에서
는 붓대는 나처럼 ‘그릴줄만’이라고 하여 그리워하다는 의미였는데 번역시에는 붓대와 내가 서로 ‘동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번역시는 대체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담아내면서 영시로서의 형시적 아름다움
을 갖기 위해 부분적으로 의미를 가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7> 한 작품에서만 보여지는 특성이 아
니라 초기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되었던 영역시조 17수에 모두 해당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소개된 시들은 모두 원시에는 없는 제목을 달고 있었고, 한결같이 행수가 4행 이상의 짝수행
이며 각운을 맞추고 있었다.

V. 맺음말
본고는 The Korean Bookman에 수록된 게일의 글을 통해 게일이 『남태』를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
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왜 굳이 이를 한편의 글로 기록해 남겼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직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이 글을 통해 시조 영역에 대해 갖고 있었던 게일의 관점과, 『남훈태평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 나아가 시조로 표현되는 한국문학에 대한 게일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게일은 『남태』라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신문관에서 『가곡선』을 출간하게 된다. 『청구악장』은 한국전쟁때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신경숙 외 5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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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속에 한국인의 얼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 세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소개하였다. 이 무렵
게일은 한국 문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기록하여 남기기 위해 고소설, 신소설, 한문학 작품을 번
역하였는데 여기에 시조까지 가세하여 한국 고전문학의 전반을 아우르게 되었다. 게일은 이 가집을 소
개하는데 있어 가집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작품을 선별하고 원문을 제시하였다.
게일은 40여년을 한국에서 살면서 세 번에 걸쳐 시조를 번역 발표하였다. 1895년 무렵 The Korean
Repository에 실린 영역시조는 시조의 의미와 특성보다는 영시로서의 형식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되
었다. 이는 이 시기 다른 서구인들과 마찬가지로 게일도 서구 문명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한국 문학을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서구 문명이 우월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보편적인
서구시와 차이를 보이는 시조를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시의 형식미로 한껏
치장을 하여 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선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한국에 대한 이
해가 깊어진 1922년 The Korea Bookman에 발표된 시는 3행으로 시조의 의미를 대단히 충실하게 담
고 있다. 이는 그가 『남태』라는 문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문헌 그대로 번역하여 남기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으로든 서구화 근대화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근대화되며 사라져간 한국의 전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를 보
존하고자 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이후 Korea MIssion Field에 3년에 걸쳐 연
재되었던(1924. 7-1927. 9)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에서 더욱 확장되어 시조가 한국의 역
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배치된다. 이 글에 삽입된 시조는 여타의 한시나 설화와 마찬가지로 뛰어
난 문화전통을 가진 한국민족의 역사를 구체적이며 풍성하게 보여주는 자산으로 소개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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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馹孫의 山水遊記에 나타난 作家意識과 그 의미
- ｢續頭流錄｣ · ｢釣賢堂記｣를 중심으로 김종구(동양대)

1. 서론
2. 智異山 · 伽倻山과 金馹孫
3. 山水遊記에 나타난 作家意識
3.1. 山水之樂과 同人之樂
3.2. 역사 回顧와 賢者 尊崇
3.3. 心性 涵養과 求道的 자세
4. 道學精神 형성 계기
5. 결론

1. 서론

金馹孫(1464-1498)은 성종 17년, 1486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 정랑을 지냈다. 춘추관
사관으로 있으면서 찬성종실록‘ 을 편찬할 때에, 李克墩의 非行을 그대로 쓰고 金宗直의 ｢弔義
帝文｣을 실었다. 또 훈구파의 불의 · 부패 및 ‘權貴化’를 공격하고 사림파의 중앙 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 연산군 4년, 1498년에 柳子光 · 李克墩

등 훈구파가 일으킨 戊

午士禍에서 悲運을 당했다.
金馹孫의 산문연구는 개괄적인 논의, 賦에 관한 논의, 山水遊記에 관한 논의로 나눌 수 있
다. 개괄적인 논의203)는 산문에 관한 대략적인 소개정도여서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賦에
관한 논의는 미학적204), 애국적205), 일반적206) 논의가 있다. 山水遊記에 관한 논의는 정치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山水遊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문범두207)가 ｢續頭流錄｣을 통해 문장 기술상의 특성을
203) 개괄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문범두, ｢濯纓 金馹孫의 樓亭記 硏究｣, 찬韓民族語文學‘ 55, 한민족어문학회, 2009. 147-181면.
김영숙, ｢濯纓 金馹孫 詞의 문학적 성격｣, 찬韓國漢文學硏究‘ 20, 한국한문학회, 1997. 169-186면.
조문주, ｢탁영 金馹孫의 기문에 대한 일고찰｣, 찬漢文學論集‘ 16, 근역한문학회, 1998. 73-96면.
권경열, ｢金馹孫 散文 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6.
204) 김용철, ｢金馹孫 賦의 미적 시공간｣, 찬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39-54면.
205) 신태영, ｢濯纓 金馹孫의 賦에 대한 한 연구｣, 찬韓國漢文學硏究‘ 41, 한국한문학회, 2008. 507-532
면.
206) 이구의, ｢濯纓 金馹孫의 賦에 나타난 정신세계｣ 2, 찬韓國思想과 文化‘ 4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31-62면.
207) 문범두, ｢濯纓 金馹孫의 ｢續頭流錄｣ 考｣, 찬韓民族語文學‘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429-466면.

- 93 -

고찰하였고 박언정208)이 金宗直의「遊頭流錄」 · 金馹孫의「續頭流錄」 · 曺植의「遊頭流錄」을 중
심으로 15-16세기 智異山 山水遊記를 연구한 석사학위 논문이 있다. 박언정은 智異山 山水遊
記 작품을 분석하여 자연에 대한 정신적, 문학적 세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결국 金馹孫의 山水遊記에 관한 개별적이고 정치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고는 金馹
孫의 ｢續頭流錄｣과 ｢釣賢堂記｣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金馹孫이 智異山 · 伽倻山의 山水遊覽에 대해서 살펴보고, 山水遊記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1) 山水之樂과 同人之樂 (2) 역사 回顧와 賢者 尊崇 (3) 心性 涵養과 求
道的 자세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金馹孫이 山水遊覽을 통해 道學精神을 형
성한 계기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智異山 · 伽倻山과 金馹孫
金馹孫의 첫 山水遊覽은 1481년 18세에 南孝溫과 함께 龍門山을 遊覽하게 된다. 그 뒤
1487년 24세에도 南孝溫과 함께 坡平 南谷의 명산을 열흘 동안 遊覽하였다. 이때의 山水遊
覽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소실되었다. 그의 山水에 대한 생각은 ｢釣賢堂記｣에 “나는 어릴 때부
터 山水를 너무 좋아하는 山水癖이 있었다[余自髫齔 性癖林泉].”라고 잘 나타나고 있다.

선비가 태어나서 한곳에 조롱박처럼 매여 있는 것은 운명이다. 천하를 두루 보고서 자신의
소질을 기를 수 없다면, 자기 나라의 산천쯤은 마땅히 탐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일
이 뜻대로 되거나 어긋나는 점을 생각해보건대, 늘 마음은 있어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열에 여덟 · 아홉은 된다. 내가 처음 진주의 學官이 되기를 구했던 것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편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句漏의 수령이 되었던 葛稚川의 마음도 일찍이 丹砂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209)

위의 자료는 金馹孫이 智異山을 遊覽하고 남긴 ｢續頭流錄｣이다. 그는 周遊天下하여 浩然之
氣를 길러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 遊覽의 목적이 있다. 특히 晋州 學官이 된 것은 智異山과
가까이 지내면서 山水遊覽을 하고자 한 목적과 무관하지 않아 그의 山水觀을 잘 알 수 있다.
金馹孫의 智異山 遊覽은 1489년 구체적인 계획아래 진행되었다. 그 해 봄 鄭汝昌을 방문하
여 智異山 遊覽을 약속하며 3일간 머물고, 여름 藍溪에 가서 鄭汝昌을 방문하고 그와 함께
智異山 遊覽을 나서게 된다. 山水遊覽을 마친 뒤 岳陽城에서 船遊를 하며 시를 짓기도 한다.
鄭汝昌과 함께 晋州의 姜士浩를 방문하고 密陽의 金宗直을 방문하여 15일간 유숙하며 가르침
을 받는다. 金馹孫은 雲溪로 돌아와 昌寧에서 鄭汝昌에게 송별연을 베풀고 헤어지게 된다.

208) 박언정, ｢15~6世紀 智異山遊覽錄 硏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09) 金馹孫, 찬濯纓集‘ 5, ｢續頭流錄｣, “士生而匏瓜一方, 命也, 旣不能遍觀天下, 以畜其有, 則域中之山
川, 皆所當探討者, 惟其人事之喜違也, 常有志而未副願者, 什居八九, 余初求爲晉學, 其意則便養也, 而
句漏作令, 葛稚川之心, 又未嘗不在於丹砂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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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들의 智異山 遊覽은 李陸(1438-1498)의 ｢遊智異山錄｣, 金宗直(1431-1492)의 ｢遊頭流
錄｣을 기점으로 南孝溫(1454-1492) · 曺植(1501-1572) · 梁大樸(1544-1592) · 朴汝樑(15541611) · 柳夢寅(1559-1623) · 成汝信(1546-1632) 등의 山水遊記가 80여 편에 이른다. 智異
山 山水遊記는 金宗直, 曺植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연원이 사림파의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16세기 이후에는 李滉(1501-1570)과 曺植을 중심으로 학단이 형성된다. 즉 淸凉山과
智異山을 중심으로 후진의 다양한 山水遊記210)가 나오고 영남학파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차 영남을 遊覽할 때 崔文昌이 唐나라에서 돌아와 신라말의 뜻을 잃고 그 아름다운 山水
를 탐력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그가 작고한 곳은 바로 伽倻山이라는 점을 생각하였다.
이 산은 반드시 경치가 매우 기이하고 뛰어나 神仙과 隱士가 머물렀다. 文昌의 백세후에는 또
한 반드시 高人과 道士들이 그 산중에서 편안히 살고 있다가 혹 그 이름마저 없어졌을 것이므
로 나는 그곳에 한번 遊覽하여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211)

위의 자료는 金馹孫이 伽倻山을 遊覽하고 남긴 ｢釣賢堂記｣이다. 崔致遠이 아름다운 山水를
찾아다닌 곳이 많은데 생을 마감한 곳이 伽倻山이라는 점과 그 후 隱士와 賢者가 많이 거처
했던 점을 들어 金馹孫이 직접 遊覽하고자 한 생각이 많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金馹孫의 伽倻山 遊覽은 1490년 27세 2월에 燕京으로부터 돌아와서이다. 3월에 金宗直 선
생의 ｢弔義帝文｣을 수록하고 4월에 金宏弼이 내방하여 伽倻山 遊覽을 약속하였다. 金宏弼은
은거하면서 학문을 즐기고 있었으며 金馹孫과 道義로서 交遊를 하는 사이였는데 그의 귀향
소식을 듣고 伽倻山 遊覽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5월에 金宏弼과 冶城에 가서 伽倻
山을 遊覽하고 釣賢堂에 머물면서 講學을 하게 된다.
선현들의 伽倻山 遊覽은 金馹孫을 시작으로 하여 鄭逑(1543-1620) · 李重茂(1568-1629) ·
許穆(1595-1682) · 申必淸(1647-1710) · 鄭栻(1664-1719) · 崔興遠(1705-1786) · 李萬運
(1736-1820) · 鄭煒(1740-1811) 등이 남긴 50여 편212)의 山水遊記가 있다. 찬新增東國輿地勝
覽‘ 에 살펴보면, 伽倻山을 ‘푸른 눈썹 같은 公山과 연기와 구름이 낀 伽倻山, 창 · 칼 같은
金烏山을 궤안 사이에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었다.’라고 八公山과 金烏山을 비교하고 있는데
선현들은 伽倻山을 가장 많이 遊覽하였다. 이는 崔致遠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金宗
直의 제자인 金馹孫이 遊覽을 하였기 때문에 후진들이 道學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伽倻山을
遊覽하였기 때문이다. 곧 伽倻山 遊覽 또한 사림파의 성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金馹孫은 山水遊覽은 사림파의 성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金宗直의 제자이다.
鄭汝昌과 金宏弼과 道義로서 交分을 쌓으며 智異山과 伽倻山 遊覽을 하고 있다. 이후에 金宗
210) 智異山과 淸凉山의 山水遊記에 대해서는 김종구의 ｢遊山記에 나타난 遊山과 讀書의 상관성과 그
의미｣(찬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를 참조바람.
211) 金馹孫, 찬濯纓集‘ 3, ｢釣賢堂記｣, “壯遊嶺南常念, 崔文昌至自唐, 失意羅季, 其所探歷佳山好水, 不
一其所, 而其終也, 乃伽倻山, 則斯山也, 必有奇勝絶倫, 而仙逸者留焉, 文昌百歲之後, 亦必有高人道士
棲遲偃仰於其中, 而或泯其名焉, 欲一遊而問其人.”
212) 伽倻山 山水遊記의 작가와 작품명에 대해서는 정우락의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
格｣(찬한국학논집‘ 40, 한국학연구원, 2010. 229면.)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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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의 제자들이 다수 智異山과 伽倻山을 遊覽하고 후진의 士林들에게 전승이 되고 있다. 金馹
孫의 山水遊記는 이러한 관점에서 첫 발을 내딛는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山水遊記에 나타난 作家意識
3.1. 山水之樂과 同人之樂

金馹孫의 智異山 遊覽은 1489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鄭汝昌, 林貞叔과 함께 15일
간 이뤄졌다. 林貞叔은 岩川寺에서 헤어져 돌아갔으며 鄭汝昌과는 계속 遊覽이 이어졌다. 伽
倻山 遊覽은 1490년 5월에 金宏弼과 함께 遊覽을 하였으며 方太和 · 宋懼甫 · 李浩源 · 安時
叔 · 河應期 등과 함께 노닐고 머물면서 찬春秋‘ 에 대한 강학도 하였다. 그의 나이 26, 27세
때의 일이다.

(가) 들은 넓고 산은 나지막하였으며 맑은 시내와 하얀 돌이 있어 모두 즐길 만하였다. 방향
을 바꾸어 동쪽으로 향했다. 시내를 따라가는데 냇물은 맑고 돌은 자른 듯이 모나 있었다. 또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시냇물을 아홉 번이나 건넜고, 다시 동쪽으로 꺾어들어 板橋를 건넜
다. 수목이 빽빽이 들어차서 하늘이 보이질 않았다. 길은 점점 높아졌다. 6～7리를 가니 鴨脚
樹 두 그루가 마주 서 있었다. 크기는 백 아람이나 되고, 높이는 하늘에 닿을 듯하였다.213)

(나) 그 다음날에는 方太和 · 宋懼甫 · 李浩源이 오고 그 다음날에는 또 安時叔 · 河應期가
오므로 나는 大猷에게 말하기를 “다시 이 기묘한 경치를 찾아 올 수 없을 것이니 온 김에 셋
방을 얻어서 한 달쯤 머물러 있다가 가세.”라고 하였다.214)

(가)는 ｢續頭流錄｣이고 (나)는 ｢釣賢堂記｣이다. (가)를 살펴보면 ‘智異山’215)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굽이굽이 긴 길을 金馹孫 同遊는 遊覽을 하고 있다. 산의 형세와 시내, 바위, 숲을
관찰하며 心身을 즐겁게 하며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나)를 살펴보면 金宏弼과 遊覽을 했
지만 同人들이 하나 둘 모여 들어 山水遊覽에 동참하게 된다. 셋방을 얻어 한 달 동안 기묘한
경치를 완상하고 즐기고자 한 것만으로도 遊覽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
智異山과 伽倻山의 同遊者는 鄭汝昌과 金宏弼이다. 鄭汝昌과 金宏弼은 金宗直의 제자이고
특히 金宏弼은 찬소학‘ 에 심취해 ‘小學童子’로 불리었다. 金馹孫은 1480년 17세에 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道義로서 交遊하였다. 金宗直 제자 중 문장으로서
213) ｢續頭流錄｣, “野闊山低, 淸川白石, 皆可樂也, 折而東向, 行澗谷, 澗水淸, 石斷斷然, 又折而北行,
九涉一澗, 又東折而行, 渡一板橋, 樹木蓊鬱, 仰不見天, 路漸高, 行六七里, 有二鴨脚樹對立, 大百圍高
參天.”
214) ｢釣賢堂記｣, “翌日, 方太和, 宋懼甫, 李浩源來, 又翌日, 安時叔, 河應期來, 吾告大猷曰, 不復探其
奇勝者, 而僦住月餘矣.”
215) 智異山은 선현들이 智異山 · 頭流山 · 方丈山으로 많이 불렀다. 山水遊記의 기록에는 ‘頭流山’이라
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김종구, ｢遊山記에 나타난 遊山과 讀書의 상관성과 그 의미｣, 찬어문
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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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渾 · 李冑, 遺逸으로서 南孝溫 · 辛永僖, 音律으로서 李摠 · 李貞恩 등의 정신적 交遊가 있
었다. 하지만 智異山과 伽倻山 遊覽의 同遊者는 鄭汝昌과 金宏弼이었다. 金馹孫이 道義로서
交遊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은 山水遊覽의 同遊者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 여명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려 도롱이를 입고 삿갓을 쓰고서 길을 떠났다. 광대가 생
황과 피리를 불면서 앞장을 서고, 석해는 길잡이가 되어 동네를 벗어났다.216)

(라) 마침내 그와 함께 일행은 앞 고개로 올랐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 위에 올라앉아
둘러보니 앞뒤에 큰 골짜기가 있었다. 저녁 빛은 어스름한테 생황 소리가 피리와 어우러졌다.
밝고 맑은 소리가 산과 계곡에 울려 퍼져 마음이 상쾌해졌다.217)

위의 자료 (다)와 (라)에서 알 수 있듯이 山水遊覽의 즐거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음악이 가미
되었다. 광대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 하여 산과 골짜기에 울려 퍼지게 하여 山水의 즐거움을
북돋우고 있다.
金馹孫은 音律으로서 李摠 · 李貞恩과 정신적 交遊를 했다. 찬탁영금보‘ 에 의하면 癸丑 겨울
에 申漑之 · 姜士浩 · 金子獻 · 李顆枝 · 李師聖 등과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여가에 거문고를
배우고, 옥당에 있을 때는 權嚮之와도 내왕하면서 배웠다고 한다. 濯纓琴은 옛 선비들의 애완
품으로 사용된 악기로서는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金馹孫은 山水遊覽을 할 때
음악을 통해 그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 정백욱이 말하기를 “솔과 대 둘 다 좋지만 솔이 대만 못하고, 바람과 달 둘 다 청량하
지만 바람은 中天에 그림자를 드린 달의 기이함만 못하며, 산과 물 모두 仁者 · 智者가 좋아하
는 바이지만 산은 孔子께서 ‘물이여, 물이여!’라고 탄식한 것만 못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
대와 함께 길을 떠나 岳陽城으로 나가서 큰 호수에 이는 물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기
에, 나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였다.218)

위의 자료는 ｢續頭流錄｣의 마지막 부분이다. 智異山 遊覽뿐만 아니라 伽倻山 遊覽도 同流
者와 문답이 빈번하였다. 피로를 줄이기 위한 농담과 山水 승경에 대한 감탄 의견을 교환하거
나, 수양론적인 논변도 교환하기도 했다. 同流者와의 문답이 山水의 즐거움과 同人의 즐거움
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특히 金馹孫의 同人의 즐거움은 周易 同人卦219)에서 말한바와 같은
즐거움이다. 즉 ‘同人’의 ‘同’은 ‘和’와 대립된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의 뜻까지
포함된 ‘같이 하다’ ‘함께 하다’의 의미로 山水를 즐기고 있었다.
216) ｢續頭流錄｣, “黎明, 細雨絲絲, 蓑笠以行, 伶執笙笛先路, 而釋該爲鄕導出洞.”
217) ｢續頭流錄｣, “遂與之俱登前峴, 有木橫道, 坐其上, 前後臨大壑, 晩色蒼然, 笙聲和笛, 寥亮淸澈, 山
鳴谷應, 神魂覺爽矣.”
218) ｢續頭流錄｣, “松與竹兩美也, 而不若此君, 風與月雙淸也, 而不若天心對影之爲奇, 山與水俱仁智所樂
也, 而不若水哉水哉, 遲明, 將與子行, 出岳陽城而觀瀾於大湖也, 余曰, 諾.”
219) 찬周易‘ 64괘 중 13번째 괘명으로 ‘同人’은 ‘사람들과 같이하다’고 풀이될 수 있으며, 同人卦는 세
상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방도를 제시한 괘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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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同人意識이 戊午士禍의 난에서는 金馹孫 · 權五福 · 李穆 · 許盤 · 權景裕 등
은 先王을 誣錄한 죄를 씌워 죽이고, 鄭汝昌 · 姜謙 · 李守恭 · 鄭承祖 · 洪澣 · 鄭希良 등은
난을 고하지 않은 죄로, 金宏弼 · 李宗準 · 李胄 · 朴漢柱 · 任熙載 · 姜伯珍 등은 金宗直의
제자220)로서 붕당을 이루어 弔義帝文의 삽입을 방조한 죄로 귀양을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3.2. 역사 回顧와 賢者 尊崇

金馹孫은 1486년 8월에 생원은 수석으로 합격하고, 진사는 2등으로 합격하였다. 11월에 식
년 문과 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1487년 승문원에 들어가 權知副正字로 관직 생활을 시
작해, 곧 弘文館 正字 겸 經筵典經, 春秋館記事官을 겸하였다.

“藏經板閣이 있는데 높다란 담장으로 빙 둘러져 있었다. 담장에서 서쪽으로 백 보를 올라가
니 숲 속에 절이 있고 ‘智異山斷俗寺’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다. 문 앞에 비석이 서 있는데, 고
려시대 平章事 李之茂가 지은 大鑑師銘이었다. 完顔 大定 연간에 세운 것이었다.
문에 들어서니 오래된 佛典이 있는데, 주춧돌과 기둥이 매우 질박하였다. 벽에는 冕旒冠을
쓴 두 影幀이 그려져 있었다. 이 절의 승려가 말하기를 “신라의 신하 柳純이 녹봉을 사양하고
불가에 귀의해 이 절을 창건하였기 때문에 ‘斷俗’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임금의 초상을 그렸는
데, 그 사실을 기록한 현판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비루하게 여겨 초상을
살펴보지 않았다.
행랑을 따라 돌아서 건물 아래로 내려가 50보를 나아가니 누각이 있었는데 매우 빼어나고
예스러웠다. 들보와 기둥이 모두 삭았으나 그래도 올라가 조망하고 난간에 기댈 만하였다.221)

위의 자료는 金馹孫이 智異山 단속사를 遊覽하고 남긴 기록이다. 단속사의 비에 대한 관심
과 단속사의 유래를 살피고 있다. 이 후 누각 앞의 ‘매화나무’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매화나무
는 ‘정당매’로 강문경공[강맹경]의 조부 통정공[강회백]이 젊은 시적 이 절에서 독서할 적에 손
수 심은 것이다. 뒤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당문학에 이르자 이 이름을 얻었으며 자손들이 대대
로 북돋워 번식시켰다. 金馹孫은 단속사의 유래와 ‘정당매’에 관한 관심을 두었다.
이번 遊覽은 모친의 병환으로 춘구관기사관을 그만두고 외직으로 진주목학 교수로 임명된
해인 1487년 9월 이 후의 일이다. 이 때 鄭汝昌은 智異山에 들어가 3년 동안 불출 독서에 전
념하여 성리학에 통달하였다. 鄭汝昌과 道義로서 交遊를 하고 찬대학‘ 을 강하는 한편 智異山
遊覽을 약속하고 함께 遊覽을 하게 된다.
220) 金宗直의 제자 및 문인은 “金孟性 · 鄭汝昌 · 金宏弼 · 曺偉 · 南孝溫 · 金馹孫 · 權五福 · 兪好仁
· 朴漢柱 · 李黿 · 李胄 · 李承彦 · 元槩 · 李鐵均 · 郭承華 · 姜訢 · 權景裕 · 李穆 · 姜景敍 · 李守
恭 · 鄭希良 · 盧祖同 · 姜希孟 · 任熙載 · 李繼孟 · 姜謙 · 洪翰 · 武豐副正摠 · 鄭承祖 · 康伯珍 ·
康仲珍 · 金訢 · 金用石 · 洪裕孫 · 李宗準 · 崔溥 · 表沿末 · 安遇 · 許磐 · 柳順汀 · 鄭世麟 · 禹善
言 · 辛永禧 · 孫孝祖 · 金驥孫 · 姜渾 · 周允昌 · 方有寧 · 楊浚(찬佔畢齋集‘ , ｢門人錄｣).” 와 같다.
221) ｢續頭流錄｣, “有藏經板閣, 巋然繚以周垣, 垣之西上百步樹林間有寺, 扁曰智異山斷俗寺, 有碑立門
前, 乃高麗平章李之茂所撰大鑑師銘, 完顏大定年間建也, 入門有古佛殿, 礱斲甚樸, 壁畫二冕旒, 居僧
云, 新羅臣柳純者, 辭祿舍身, 創此寺, 因名斷俗, 圖其主之像, 有板記在焉, 余卑之不省, 循廊而轉, 行
長屋下, 進五十步, 有樓制甚傑古, 梁柱橈腐, 猶可登眺憑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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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매에 관한 기록은 ｢정당매시문후｣에 잘 나타나 있다. “기회를 얻어 남쪽 지방으로 돌아
가게 되면, 당연히 옛날에 놀았던 단속사를 찾아서 달이 지고 별이 기울 때 매화의 엉성한 그
림자를 한번 읊어 보고, 겸하여 단속사의 스님에게 지금부터는 정당매라고 부르도록 부탁하리
라.”라고 하여 山水遊覽의 흥취를 더듬고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서 ‘정당매’라고 명명하고 있
다.

(가) 금년 봄에 金大猷가 冶城에서 鰲山에 있는 나를 방문하여 伽倻山 구경을 약속하였다.
몇 달이 지나 나는 신을 준비하여 대유를 찾아가 지팡이를 짚고 李某와 함께 물을 거슬러 올
라 武陵洞 다리를 건너 紅流洞으로 들어가고, 또 致遠臺를 지나서 海印寺에 도착하였다. 이
때 祖法師는 마침 사찰을 새로 짓고 있었다. 문창이 글 읽던 곳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그 곳을
알 지 못하였다.222)

(나) 석문을 지나 1리를 가니 龜趺와 螭首가 달린 오래된 비석이 있었다. 그 비석의 篆額에
는 ‘雙溪寺故眞鑑禪師碑’라는 아홉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비석 끝부분에 ‘前西國都巡官承務郞
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臣 최치원이 교서를 받들어 짓다’고 씌어 있었다. 이 비석은 光啓 3년
(887)에 세운 것이다. 광계는 당나라 僖宗의 연호이다. 지금까지 600여 년이나 지났으니, 오래
되기도 하였다. 인물은 태어났다 가고 운수는 흥했다 폐했다 하며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비석은 유독 썩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니, 한번 탄식할 만한 일이다.223)

(가)는 ｢釣賢堂記｣이고 (나)는 ｢續頭流錄｣이다. 2장에서 밝힌 것처럼 金馹孫의 伽倻山 遊覽
은 ‘최치원’이라는 인물에서 시작되었다. (가)에서 치원대, 해인사, 최치원이 글을 읽었던 독서
당을 찾아보고 있다. (나)에서도 최치원이 쓴 ｢雙溪寺故眞鑑禪師碑｣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감
회를 기록하고 있다.
智異山 遊覽에서는 최치원이 쓴 ‘廣濟巖門’ 글자, 致遠堂 · 換鵝亭 記文 · 古文書 · 智異山
산신 등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특히 최치원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고운의 세상에
났다면, 마땅히 그 지팡이와 신발을 받들고 시종하여 고운으로 하여금 외롭게 되어 부처를 배
우는 무리와 더불어 짝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라고 하여 불교를 비판하고 유가의 도를 강
조하였고 최치원이 훌륭한 文事, 태평정치를 하도록 하는 조력자가 되고자 하였다.
金馹孫은 역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져 1490년에 사관에 입직하여 사초를 닦으면서 金
宗直의 ｢弔義帝文｣을 수록하게 된다. 한편 남효온이 찬六臣傳‘ 을 지었는데 자료와 傳聞 중에
잘못이 많아 史館과 찬승정원일기‘ 를 조사하여 고쳐 짓기도 하였다.

(다) 그 판잣집 들보에는 紙錢이 어지러이 걸려 있었다. 또 “嵩善 金宗直 季溫 · 高陽 兪好
仁 克己 · 夏山 曹偉 太虛가 成化 임진년(1472) 중추일에 함께 오르다”라고 쓴 몇 글자가 있
222) ｢釣賢堂記｣, “今年春, 金大猷自冶城訪我於鰲山, 約觀伽倻, 居數月, 理兩屐, 尋大猷策筇, 而俱李秀
才, 洄從橋渡武陵洞入紅流, 過致遠臺, 抵海印寺, 時祖法師, 方新寺宇, 問文昌讀書堂, 則莫知其所.”
223) ｢續頭流錄｣, “由石門一里, 有龜龍古碑, 篆其額曰, 雙谿寺故眞鑑禪師碑九字, 傍書前西國都巡官，承
務郞，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臣崔致遠奉敎撰, 乃光啓三年建, 光啓, 唐僖宗年也, 甲子至今六百餘
年, 亦古矣, 人物存亡, 大運興廢, 相尋於無窮, 而此頑然者, 獨立不朽, 可發一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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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찍이 遊覽한 사람들의 성명을 차례로 훑어보니, 당대 걸출한 사람들이 많았다.224)

(다)는 ｢續頭流錄｣이다. 찬속동문선‘ 과 규장각 소장본에는 ｢續頭流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
다. 이는 스승 金宗直이 智異山을 遊覽하고 남긴 ｢遊頭流錄｣의 속편을 지칭하기도 한다. 金宗
直이 1472년 智異山을 遊覽을 했듯이 金馹孫의 智異山 遊覽은 스승의 발자취를 좇아가고자
한 것이다. 金宗直이 군수로 계실 적에 비를 빌고 齋宿하던 곳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金馹孫이 스승 金宗直에 대한 존숭과 흠모가 충만함을 알 수 있다.
1480년 金馹孫의 나이 17세에 처음 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을 시작했다. 이때 鄭汝昌, 金
宏弼과 道學으로서 교분을 쌓았다. 1481년 18세에는 스승을 뵙고 한퇴지의 문집을 받아 글
읽기를 1000여 회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았다. 이 후 ‘동국의 한창려’라고 중국 사람들에게 칭
송을 받게 된다.
(라) 明은 詩를 잘 읊고 나팔 불기를 좋아하였으므로 佔畢公이 항상 그를 螺花尙이라고 불렀
다고 한다. … 그리고 나서 벽 위를 두루 살펴보니 그 곳에는 四佳 徐居正 · 波澄 金孟性 ·
高陽

兪好仁 · 新昌 表沿沫과 嵩善 金宗裕가 지은 시판이 걸려 있었다. 모두 당대의 賢者로

국가의 융성함을 시로 잘 읊어 大雅의 高風을 떨쳤다. 그 중 우리 점필공이 螺花尙과 왕복한
詩筒이 제일 많아 더욱 기뻤다.225)

(마) 萬疊孤雲洞

고운이 살던 동구에 봉우리 겹쳐 있고,

名藍擧上頭 산 위에는 이름난 사찰이 있다네.
螺鳴驚宿鳥 소라 불자 잠자던 새 놀라 깨어나니,
劍化蟄寒虯 옛 검은 차가운 땅속에 숨어 규룡으로 변했을까.
眼界江山盡 보이는 곳 강과 산의 끝이러나,
胸襟天地流 가슴에 하늘과 땅이 흐르고.
橋邊花欲語 다리 옆 꽃과도 말을 통하니,
應笑虎溪遊 호계에 노닐다 웃음으로 답하였네.226)

(라)는 ｢釣賢堂記｣이다. 이 글에서도 金宗直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金宗直
과 螺花尙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었고 螺花尙 또한 金馹孫의 명성을 익히 들어 새로운 교분
을 쌓기도 한다. 浮屠에 은거 중인 螺花尙의 講說을 同遊者와 참석하기도 한다. 螺花尙의 부
탁으로 당의 기문을 지어 게시하고 (마)의 시를 螺花尙에게 남기고 있다.
위의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伽倻山은 과거의 최치원과 현재의 隱者 · 고승, 螺花尙이 거주
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 智異山을 遊覽 할 때에도 “동구를 벗어나 돌아보니 물을 안아주고,
산은 감싸주고, 집은 깊숙하고, 지세는 막히어 참으로 隱者가 살 만한 곳이다.”라고 하여 隱
224) ｢續頭流錄｣, “紙錢亂掛屋樑, 有嵩善金宗直季昷, 高陽兪好仁克己, 夏山曺偉太虛, 成化壬辰中秋日同
登, 若干字, 歷觀曾遊人姓名, 多當世之傑也.”
225) ｢釣賢堂記｣, “明解吟詩, 喜吹螺, 佔畢公每稱螺和尙, … 因周覽壁上, 有四佳徐相國居正, 波澄金先
生孟性, 高陽兪先生好仁, 新昌表先生沿沫, 嵩善金君宗裕所題詩板.”
226) 찬濯纓集‘ 續上, ｢留別螺和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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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에 대한 동경의 시각을 관찰할 수 있다.
1490년에는 남효온과 함께 김시습을 방문한다. 김시습은 金馹孫과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
구하고 許交하여 교유하였다. 金馹孫은 김시습, 남효온과 밤새 담소를 하고 북한산 백운대를
오르고 도봉산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 같이 지내고 헤어졌다. 이 날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1491년에는 문에 능하고 기절이 있는 조시서를 방문하여 山水 좋은 곳을 노닐기도 하였다.
조지서는 1495년, 연산군 1년에 창원부사로 파견되었다가 곧 사직하고, 智異山에 은거하여 학
문에 전념하였다.
金馹孫은 山水遊覽을 통해 賢者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다. 그 대상은 최치원을 비롯한 선현,
당대의 훌륭한 고승인 螺花尙, 당대의 賢者인 김시습 · 조지서 등 다양했다. 이러한 賢者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심성수양과 求道的인 자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
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3.3. 心性 涵養과 求道적 자세

金馹孫은 ｢琴架銘｣에서 “거문고는 나의 나쁜 마음을 금해 준다. 높이 시렁에 얹어 두는 것
은 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오현금명｣에서 “재목도 아름답고 장인의 솜
씨도 훌륭하므로 줄을 달아 나의 당에 올려놓았다. 수시 남풍가를 퉁기니 순임금이 타던 그
소리가 남아 있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金馹孫이 평소 수신하는 모습과 삶을 알 수 있다.

백욱이 듣고 해석하기를, “그 법이 정하여 섞임이 없고, 전진이 있고 후퇴는 없으니, 밤낮으
로 쉬지 않고 나아가서 부처의 공덕을 짓자는 것이다.” 하였다. 만약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무리 중의 민첩한 자가 기다란 목판으로 쳐서 깨우쳐 졸지 못하게 한다. 나는
말하기를, “중노릇하기도 역시 고되겠다. 학자의 성인을 바라보는 공부도 이와 같이 한다면 어
찌 성취가 없겠는가.” 하였다.227)

위의 자료는 ｢續頭流錄｣이다. 金馹孫과 鄭汝昌이 스님들의 수행을 관찰하고 느낀 것이다.
스님들이 전진은 있고 후퇴는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부처의 공덕을 쌓는 행위를 보고 유가의
학자들 또한 ‘사람의 마음은 세우지 아니하면 거꾸러지고, 공부는 나아가지 아니하면 퇴보한
다[人心不竪則倒 工夫不進則退].’228)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성인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여명에 해가

暘谷에서 돋는 것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에 잘 닦은 구리거울 같은 해가 솟

아올랐다. 사방으로 저 멀리 눈길 닿는 데까지 바라보니, 뭇 산은 모두 개미집처럼 보였다. 묘
사하자면 昌黎의 ｢南山詩｣와 합치될 것이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宣尼께서 東山에 오르셨을
때의 심정과 꼭 들어맞는다. 무한한 회포를 품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감개가 그지없었
227) ｢續頭流錄｣, “伯勖頗解之曰, 其法精而無雜, 進而不退, 晝夜不息, 以爲作佛之功, 稍有昏惰, 其徒中
捷者一人, 以木長板, 拍而警之, 使不得惱睡, 余曰, 爲佛亦勞矣, 學者於作聖之功, 做得如此.”
228) 찬勉菴集‘ 16, ｢書贈梁少年會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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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9)

위의 자료에서 金馹孫은 山水의 승경을 한퇴지의 시문에 비교하고 마음 속 느낀 바를 공자
가 산을 올라 느꼈던 바를 생각하고 있다. 이익은 한퇴지의 ｢남산시｣를 “文章과 詞藻에 미루
어 보더라도 그 편안하고 무거움은 산과 같고 활동함은 물과 같고 세밀함은 실[絲]과 같고 빼
어남은 꽃과 같고 변하는 형상은 구름과 같다”230)라고 하였다. 金馹孫은 智異山의 승경을 통
해 한퇴지의 ｢남산시｣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자가 동산에
올라서 생각했던 마음231)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점점 大道에 나아가 성인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였다.
이 날 약 40여 리를 걸었는데 산길이 험준하였다. 이 절의 승려들이 말하기를 “잘 걸으십니
다. 잘 걸으십니다.”라고 칭찬하였다. 나는 평소 역졸이나 심부름꾼이 달리는 말을 뒤좇아가는
것을 보고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번 산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
운 듯하더니 날이 거듭될수록 두 다리가 점점 가뿐해짐을 느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일이 습
관들이기 나름임을 알게 되었다.232)

위의 자료는 山水遊覽을 하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경험이다. 하지만 金馹孫은 작은 사건에
서도 求道的인 자세를 취한다. 산행에서 무거운 첫걸음이 날이 갈수록 가벼운 걸음으로 바뀌
는 순간, 학문에 대한 습관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즉 심성을 함양하는 求道的인
자세로 작은 깨달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求道的인 자세로 학문에 임하고 있음을 金馹孫
은 “나는 進士 鄭汝昌과 더불어 正道를 지키고 邪道를 미워하여, 평생에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아니하고, 지나다가 淫祀를 발견하면 반드시 무너뜨리고야 말았다.”라고 智異山 遊覽에
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실천은 同人, 남효온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金時習이 세상의 道義를 위
해 出仕를 권했으나,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를 보겠다고 하였다. 당대는 세조를 옹립한 靖
難功臣들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 벼슬을 단념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가끔 바른말
과 과격한 의론을 내세웠다. 때로는 毋岳에 올라가 통곡하기도 하고 南浦에서 낚시질을 하기
도 하였다.
南孝溫은 金宏弼의 절친한 벗이다. 金宏弼 또한 평소 서재에 단정이 앉아있기를 마치 진흙
으로 빗은 사람처럼 하였다. 배우는 이 어린 學者에게는 하학공부로 장성한 學者에게는 의리
로 가르쳐 정성스럽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233) 金馹孫은 南孝溫 · 金宏弼 · 鄭汝昌 등과
道義로서 交遊하는 벗이다. 이러한 同人과 함께 山水遊覽을 다녔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심
229) ｢續頭流錄｣, “黎明, 觀日出暘谷, 晴空磨銅, 徘徊四望, 萬里極目, 大地群山, 皆爲蟻封蚯垤, 描寫則
可會昌黎南山之作, 而心眼則直符宣尼東山之登矣, 多少興懷, 下瞰塵寰, 感慨繫之矣.”
230) 이익, 찬성호사설‘ 28, ｢詩文門｣ ｢南山詩｣
231) 찬맹자‘ , ｢진심장구｣ 상, “孟子曰, 孔子登東山而小魯, 登太山而小天下.”
232) ｢續頭流錄｣, “是日約行四十餘里, 山路險阨, 寺僧皆以爲健步健步云, 余平日, 見郵童走卒, 行及奔馬,
自以爲事之甚難, 比山行初若重步, 爲日多而兩脚漸覺軒擧, 始知凡事在乎習成耳.
233) 김굉필, 찬경현록‘ 상, ｢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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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함양과 求道的 자세가 일상화 · 생활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道學精神 형성 계기
사림파의 선구자는 밀양의 金宗直, 현풍의 金宏弼, 함양의 鄭汝昌, 청도의 金馹孫이다. 이
들은 16세기 조선 중기사회 사림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士林은 지방
에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고 유학을 학문적 토대로 하여 향촌사회의 질서를 잡아나가게 된
다.234)

吾東號鄒魯

우리나라 예로부터 추로라 부르나니,

儒者誦六經

선비들이 모두들 육경을 읽는다네.

豈無知好之

그것이 좋은 줄 모르는 이 없건마는,

何人是有成

어느 누가 이를 과연 성취해 내었는가.

矯矯鄭烏川

높이 뛰어났어라, 정오천이여,

守死終不更

목숨 바쳐 지키며 끝내 변치 않았네.

佔畢文起衰

뒤를 이은 점필재는 쇠한 斯文 일으켜,

求道盈其庭

道 구하는 선비들 그 문정에 가득했네.

有能靑出藍

쪽빛에서 나온 청색 쪽빛보다 더 푸르니,

金鄭相繼鳴

김한훤과 정일두가 서로 이어 울렸네.

莫逮門下役

그들의 문하에서 섬겨 보지 못했으니,

撫躬傷幽情

이내 몸 돌아보며 마음 상해 하노라.235)

위의 시는 퇴계의 ｢和陶集飮酒｣ 중 16수이다. 우리나라의 道學이 鄭夢周 - 金宗直 - 金宏
弼 · 鄭汝昌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시이다. 특히 金宗直의 문하에 여러 제자들이 가
득했으며 金宏弼과 鄭汝昌가 서로 어울려 道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金馹
孫에 대하여 스승 金宗直은 金馹孫을 총애하였고 金宏弼은 “계운은 교수하는 근본을 깊이 체
득하여 교학에 임했다.”236)라고 하였다. 이처럼 金馹孫은 진주목학 교수 시절 예법을 명확하
게 하고, 의리에 힘쓰고, 성경을 깨우치게 하고, 학문을 강문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교도의 책
무를 다했다.
金宗直의 수많은 문도들과 교유가 있었으며 金宏弼, 鄭汝昌과는 道義로서 교분을 쌓았다.
金馹孫은 道學을 형성하는 계기의 중심에 있었다. 金馹孫이 1491년에 연경에서 찬소학집설‘ 을
얻어 귀국하여 성종에게 진상하였고 바로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 하게 된다. 성종은 그의 공로
를 기려 말안장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우리나라에 찬소학집설‘ 을 배포한 사건이며 道學 형성에

234) 정우락, 찬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 역락, 2009. 21면.
235) 이황, 찬退溪集‘ 1, ｢和陶集飮酒｣ 16
236) 金大有, 찬濯纓先生年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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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역할을 한 것이다.

(가) 滄波萬頃櫓聲柔

푸른 물결 드넓고 노 젓는 소리 부드러운데,

滿袖淸風却似秋 소매 가득 맑은 바람 도리어 가을 같아라.
回首更看眞面好 고개 돌려 다시 보니 그 참모습 아름다운데,
閒雲無跡過頭流 한가한 구름은 자취도 없이 두류봉을 지나가네.237)

(다) 風蒲獵獵弄輕柔

바람 탄 부들 잎 나불나불 하느작거리니,

四月花開麥已秋 사월이라 화개에 보리 이미 가을일레.
看盡頭流千萬疊 두류산 천만 겹을 남김없이 다 구경하고,
孤舟又下大江流 외론 배로 또 큰 강을 따라 가노라.238)

金馹孫은 鄭汝昌과 智異山 遊覽을 마치며 악양성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강 아래로 내려가며
배안에서 시를 지었다. 성현처럼 산과 물을 통해 仁과 智239)를 얘기하듯 金馹孫과 鄭汝昌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성호 또한 “끝 글귀의 收殺가 매우 좋으니 이야말로 白獺補臉의 솜씨라
하겠다.”240)라고 하여 극찬을 하였다.
鄭汝昌은 “학문이란 성인을 배우는 것이요, 뜻을 둔다는 것은 그 배움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뜻을 세워 강하고 굳세게 그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金馹孫 · 鄭汝昌 ·
金宏弼은 道學으로 형성된 道學知己이다. 金馹孫의 山水遊覽은 이러한 道學을 형성하는 계기
를 마련한 것이고 이를 통해 道學의 문에 들어가 후현에게 존숭의 대상이 된다.
똑같이 밝은 종류의 빛은 서로를 비추어 주고 같은 종류의 물건끼리는 서로 어울린다.241)
金馹孫 · 鄭汝昌 · 金宏弼은 서로 어울려 서로에게 밝은 빛을 비추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
게 靑雲之士가 되어 후세에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金馹孫은 戊午士禍의 중심축에 있었다. 金馹孫은 세조와 훈구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초기
사림파가 추구한 이상정치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였다.242)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정신을 소유한 강직한 사관으로 경술과 사장을 동시에 겸비하였다.
金馹孫은 山水癖이 강한 성품이었다. 연보의 기록에 나타나듯이 同人과 전국의 산하를 두
루 遊覽하였다. 金馹孫의 智異山 · 伽倻山 遊覽은 鄭汝昌 · 金宏弼과 함께 하였다. 智異山과
伽倻山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山水遊覽을 위해 벼슬의 외직, 진주학관직을 상소로 올리기도 하
237)
238)
239)
240)
241)
242)

찬濯纓集‘ 續上, ｢與鄭伯勖同遊頭流歸泛岳陽湖｣
鄭汝昌, 찬一蠹集‘ 1, ｢岳陽｣
찬논어‘ , ｢雍也｣,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참조.
李瀷, 찬성호사설‘ 28, ｢詩文門｣ ｢鄭一蠹詩｣
찬사기영선‘ , ｢백이전｣, “ 同明 相 照, 同類 相 求.”
박주, ｢金馹孫의 생애와 戊午史禍｣, 찬조선사연구‘ 12, 조선사연구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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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의 계속되는 사직 상소문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효의 실행, 山水遊覽의 동경으로 일
어났다.
金馹孫은 智異山 · 伽倻山 遊覽을 통해 山水之樂과 同人之樂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金宏弼
· 鄭汝昌 등 同人과 遊覽을 하면서 山水의 아름다운 승경을 즐기며 그 흥취를 증가시키기 위
해 음악을 향유하면서 遊覽을 하였다. 때로는 同人들과 강학을 이뤄 道學知己를 형성하였다.
智異山 遊覽 일정에는 船遊를 즐기며 詩會를 하였고, 金宗直을 방문하여 배움을 구하기도 하
였다.
춘추기사관으로 관직을 시작한 金馹孫은 山水遊覽에서 역사 속 인물, 賢者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현재의 인물과도 교유를 하여 배움을 청하거나 함께 山水를 노닐고 있었다. 특히 최치
원에 대한 동경과 관심을 나타냈으며 스승 金宗直의 발자취와 스승과 교분을 쌓은 螺花尙에
대한 관심도 컸다. 과거의 賢者를 통해 과거와 현실의 삶을 비판하였고 현재의 賢者를 통해
道學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金馹孫은 山水遊覽을 통하여 심성수양을 함양하였고 求道的인 자세를 취했다. 山水의 승경
· 스님들의 수행 · 同人과의 대화 · 자신의 느낀바 등을 통해 심성 함양과 求道에 적극적인
자세로 山水遊覽에 임했다. 작은 것, 사소한 일상도 놓치지 않고 修己의 도구로 삼아 治人을
행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金馹孫은 金宗直 - 金宏弼 - 趙光祖 - 李彦迪 - 李滉으로 이어지는 道學 형성에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金宗直 문하의 여러 제자들과 道義로서 교분을 쌓으며 학문 탐구에 맹진하였고
찬소학집설‘ 을 편찬하는 큰 공을 세웠다. 학문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 않듯이 道學은 더더욱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의 山水遊覽은 道學 형성의 확장과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金馹孫의 山水遊記에 관한 남은 연구과제는 同人, 道學知己의 山水遊記와 비교 ·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효온은 1487년 9월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智異山을 遊覽하고 ｢智異山
日課｣를 기록으로 남겼다. 나아가 同人들이 비록 山水遊記의 형식은 아니지만 樓亭記, 記文형
식으로 남겨진 게 많다. 이와 관련된 山水遊覽의 총체적인 비교 · 분석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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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의 만남, 오태석의 문화상호주의 연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중심으로-

윤일수(강원대 HK연구교수)

1. 머리말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의 최고의 화두였다. 그중 셰익스피어
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지경이다.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국에서 태
어났다면,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결말지어졌을까? 이러한 궁금증은 오태
석 연출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어느 정도 풀려질 듯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995년 호암 아트홀에서 극단 목화에 의해 초연될 당시, 가능하면 원
전을 가르쳐 주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트도 글로브극장(The Globe Theatre) 것
을 그대로 옮겨놓다시피 했고 의상이나 작품의 순서나 이런 것도 가능한대로 생략을 덜 하고
순서도 다 맞게 소개했다고 한다.243) 그러다가 2001년 공연부터 한국적으로 재탄생시켜 동양
과 서양, 전통과 현대라는 상이한 문화의 교차적 양식을 새롭게 창출해 낸 작품으로, 2006년
5월 국립극장 하늘극장 공연에서 그 공연 형태가 완성된 작품이다.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오태석은 1972년 드라마센터에서 몰리에르 탄생 300주년 페스티벌
에서 몰리에르의 <스깨뺑의 간계>를 우리 연희로 번안한 <쇠뚝이 놀이>를 공연 이후 전통 연
희의 현대적 수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244) 그 결과 한국적 놀이 양식을 재발견
하고 이를 연극 미학으로 정립하려고 한 극작가이자 연출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245) 1970년
대 우리나라에 소개된 연극기원론은 한국연극의 뿌리찾기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연극
과 제의의 관계에서는 기원설보다 연극의 문화상호주의적인 관계에 역점을 둔다. 1980년대 이
후 부상된 ‘문화상호주의’는 이 문화인류학적 접근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246)
본고에서는 1)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국적으로 재해석된다면 어떤 형태로 나
타날 것인가? 2) <로미오와 줄리엣>이 동시대인 조선을 배경으로 했다면 어떻게 구현되었을
까? 3) 한국적 공연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문화상호적 양상은 둘 이상의 문화들이 섞이고 혼합되면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 변화를 이루
어 하나의 ‘새 문화(neoculture)’를 창조하는 것으로 합병․ 혼합․ 혼종의 형태로 나타난다.247)
1960년 후반 세계 공연예술무대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문화상호주의는 각 문화의 특수
성과 전통들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보편적인 가치를 끌어내고자 한다.248) 문화상호주의에
243) 오태석․ 서연호 대담, 장원재 정리, 『오태석 연극: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 인간, 2002, 176
쪽.
244) 위의 책, 54쪽.
245) 서연호․ 이상우, 『우리연극 100년』, 현암사. 2000, 376쪽.
246) 이미원, 『연극과 인류학』, 연극과 인간, 2005, 16쪽.
247) 최재오, 「글로벌 시대의 문화상호주의 연극 담론 연구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에 대한 해체
적 관점-」, 『한국연극학』, 25집, 한국연극학회, 2005,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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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은 다양한데, 쉐크너와 브룩에 의해 제기된 긍정적 반응에 의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글러벌 문화(global culture)’ 출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 문화상호주의 연극을 통해
서 ‘인류의 보편적 진실’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쉐크너는 인간역사의 문화상호적 국면은,
산업사회들의 ‘재부족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이고 일차적인 지식의 공존을 증진시
켜줄 것이라고 한다. 예술에 의해 해방된 은유적 지식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얻어간다는 것이
다.249) 반면, 바루차(Rustom Bharucha)와 다스굽타(Gautam Dasgupta)에 의해 제기된 부정
적인 반응에 의하면, 문화상호주의 연극은 서양 예술인들의 부당한 문화적 ‘도용’으로서 타문
화 또는 약소국의 문화를 변질시키고 서양의 지배 문화를 침투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250)
본고는 오태석 연출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문화상호주의 관점에서 1) <로미오와 줄리엣>
을 한국화시킨다면, 무대장치뿐만 아니라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서 또한 한국적인 것이 될 것
이다. 2) <로미오와 줄리엣>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한다면, 그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비
극적인 사랑을 적절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전통적인 공연방식을 <로미오와
줄리엣>에 도입한다면, 새로운 공연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995년 호암 아트홀에서 초연된 이래, 2010년 서울 남산국악단에서 공연되기까지, 총 36차
례(237일) 공연된 오태석 연출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문화상호주의적이라는 연출상의 특이성
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신현숙(2005)은 원텍스트와 수용텍스트로
재구성된 양상과 공연 텍스트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과 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산출하였으며,
이현우는 공연 텍스트의 한국적 연기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양용(2009)은 공연 텍스트에 사
용된 의상을 중심으로 문화상호주의적인 측면을 고찰하였으며, 이인순은 드라마투르기와 공연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한국적 변용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상란(2011)은 문화상호주의적인
공연기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오태석의 연출에 의해 한국적으로 재해석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템페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오태석의 문화상호주의적 연출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문화인
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 1995년 호암아
트홀 공연, 2001년 극장 아룽구지 공연, 2006년 영국 바비칸센터 피트극장 공연, 2006년 국
립극장 하늘극장 공연, 2010년 서울남산국악당 공연 등이다.

2. 세계의 보편화
케임브리지 학파라고 불렸던 문화인류학자들은 유럽사상 최초로 유럽 이외의 문화에 관심을

248) 양용, 「공연예술 의상에 나타난 문화상호주의에 관한 연구-국립극장 연극공연을 중심으로」,
성균
관대 박사논문, 2009. 2~3쪽.
249) Richard Schener, Between theater and anthropology,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김익두 옮김(1992), 『민족연극학』, 전북 전주시: 도서출판 신아, 1992, 229쪽.)
250) (Rustom Bharucha, 75-82 재인용; 최재오, 위의 글,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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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희랍비극의 기원을 ‘풍년을 기원한 제의’로 보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인간이 풍요
를 촉진시키려는 바람으로 자연의 생산순환을 모방하였으리라고 추측하였으며, ‘낡음을 쫓아
내고 새로움을 맞는다.’는 것이다. 연극은 바로 이 자연의 갈등을 기본 구조로 갖고 있는데,
즉 풍요제의의 아곤(Agon)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낡음과 새로움, 겨울과 여름, 장마
와

한발, 죽음과 생명 등의 대립을 모방한 것이 연극의 기본 갈등구조라는 것이다.251) 연극

기원론은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소개되었는데, 1970년대 한국연극의 뿌리찾기 운동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탈놀이의 풍농굿 기원설, 샤머니즘 기원설, 부락제 기원설 등은
연극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방식이다. 연극과 제의의 관계에서는 기원설보다는 연극과 제
의의 특징들이 분석되었고, 궁극에는 제의의 공동체적인 경험을 연극에서 성취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연극이 문화상호주의적인 관계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
즉, 1980년대 이후 부상하였던 ‘문화상호주의’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문화인류학적 접근이 근
간이 된 것이다.252)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의상과는 달리,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연의상은 무엇보다 무
대에서의 효과를 크게 생각하여야 하며, 무대에서의 다른 모든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실제 의상보다 과장되고 시각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극의 시대, 상황, 장소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연기자가 맡은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최상의 선과 색채를 가져야 한다.253) 셰익스
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영국의 명문가인 몬터규가와 캐플릿가의 해묵은 반목을 다루다
면, 오태석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조선시대 신분제에 의한 반상(班常)의 대립과 붕괴를 다루
었다. 두 집안의 이러한 관계는 명문가인 구씨 집안(줄리엣가[家])의 갈색톤 의상은 겨울을 상
징하며, 백정인 문씨 집안(로미오가[家)]의 녹색톤 의상은 여름을 상징한다254). 즉 양반가인 줄
리엣가 사람들과 백정집안인 로미오가 사람들의 300년간 지속되어온 반목은 신분제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집안이 화해하는 것으로 결말
지어지지만, 오태석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집안의 반목이 더욱 깊어져 결국 모두 몰락하
는 것으로 결말지어졌다. 2010년 공연의 결말부에서 무대세트인 건물골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
은 신분제도의 붕괴를 상징하며 새로운 질서의 성립을 예고하는 것이다. 명문가인 구씨 집안
의 몰락은 2006년 공연에서 구영남(줄리엣)의 정혼자가 조판서댁 자제였는데, 2010년 공연에
서는 한초시댁 자제로 바뀐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풍요제의 흔적은 하회탈놀이의 당제와 함께 지내지는 혼례마당과 신방마당, 그리고
파계승마당에서 ‘중’과 ‘부네’의 성행적인 춤, 후대 가면극의 노장과장에서 ‘노장’과 ‘소무’의
성적인 춤에서 발견된다. 특히 젊은 취발이가 나타나 소무를 빼앗는 행위와 늙은 미열과 젊은
덜머리집의 대결은 ‘낡음을 쫓아내고 새로움을 맞는다.’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255) 늙은
251) 이미원, 앞의 책, 10쪽.
252) 이미원, 앞의 책, 16쪽.
253) 양용, 앞의 글, 24쪽.
254) 로미오 가(家)와 줄리엣 가(家) 젊은이들의 남자의상은 오방정색(양)과 오방간색(음)의 응양오행 사
상에 의한 색상으로서 로미오 가는 녹색, 줄리엣 가는 적색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서양의 녹색과
적색은 보색의 관계로 남성적인 빨강색과 여성적인 초록색은 대조적 개념으로 서로 섞을 수 없는 적
대관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양용, 앞의 글, 66쪽.
255) 이미원, 앞의 글,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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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와 젊은 소무의 싸움에서 소무가 승리하듯, 기득권층인 양반과 소외계층인 상민의 대립에
서 기득권층의 몰락한다. 오태석은 그러한 시대 변화를 무대장치의 함몰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공연에서 구씨 부인은 갖은 장식을 한 큰 머리에 화려한 의상
을 입고 있는 데 비해, 문씨 부인은 소박하게 비녀로 쪽진 머리에 평범한 의상을

입고 등장

하여 두 집안의 신분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씨 부인과 구씨부인은 서로를 향하여 ‘화냥년 집안’이니, ‘백정 집안’이니 하며 상대방의 집
안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다. 특히 문씨 집안이 미천하다는 것은 두 집안 청년들이 놀이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각종 군무에서 구씨 집안의 청년들이 중앙을 차지하는 데 비해 문씨 집
안의 청년들은 주로 그 주변을 차지하며 그들을 에워싸는 형상을 보인다. 또한 백정인 문씨
집안에서 있었던 동물을 잡은 행위에 대한 놀림이 여러 차례 구씨 집안 청년들의 입을 통해
언급되기도 한다.
오태석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명문가인 구씨집안과 백정인 문씨집안을 통해 신분제의 몰
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말구조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국에서 오태석이 연출함에
있어, 문화식민주의에 함몰되어 서구의 공연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 문화간의 융합을 보여주고 있
다. 즉 세익스피어 원작과 오태석 연출작간의 차이는 문화상호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다문화간
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도출하여 탈식민화하려는 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외, 옛날에는 흔히 무덤 속에 고구려 사신도의 현무도(玄武圖)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현
무도는 북쪽 방위에 있으면서 겨울을 상징한다. 이미 신현숙(2005)․ 이상란(2010)에 의해 지적
된 바와 같이 현무도는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사용되고 있다. 2001년 공연에서 작품 전
반에 걸쳐 산발적으로 등장하던 현무도가 2005년 이후부터 작품의 도입부, 구영남[쥴리엣]의
신방, 구씨집안[줄리엣가]의 무덤 등에서만 배치시킴으로써, 죽음의 이미지를 명료하게 드러내
는 오브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무덤 속에 주로 그려졌던 현[玄]무도가 상징하는 검정 색[玄]
은 로미오가(家)와 줄리엣가(家) 사람들의 검은[玄] 쉬폰으로 된 두루마기와 줄리엣의 혼례복
위에 절반쯤 덮힌 검은[玄] 쉬폰으로 된 두루마기와 연관되어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사용
되었다. 2001년 공연에서는 줄리엣의 신방에 깔린 대형 천의 색깔조차 중안에 붉은 줄을 가
로지른 검은 천이 사용되고 있다.
바이칸 공연평에서 리브카 제이코브근은 ‘한국 전통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발이나 발목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가 그 남자의 여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256)이라고 언급된 바와 같이, 발
은 문화심리학에서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로미오가 줄리엣의 발을 잡은 것은 첫날밤 성관계
를 가진 것을 상징한다257). 대부분의 이러한 입사의례는 성적(性的)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개인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확정하는 의례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즉 비성적(非性的) 세계로
부터의 분리 의례로서 뒤이어 성적 세계로의 통합의례가 수행되며, 따라서 모든 사회와 모든
사회집단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규정되는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258)
256) 이상란, 『오태석 연극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397~398쪽.
257)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도 같은 맥락이다.

- 110 -

또한 2001년 공연에서 줄리엣의 신방에 놓여있던 붉은 줄을 가로지른 검은 천 아래로 줄리
엣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2005년 공연 이후부터 천의 색깔은 붉은 색에서 흰색으
로 바뀌어 순결과 순수의 이미지를 띤다. 줄리엣이 신방에 펼쳐진 대형 흰천을 통과하고, 로
미오가 그 천을 번데기처럼 자신의 몸에 감았다가 빠져나오는 것은 성인식[통과의례]를 치르
고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최초의 입사식은 이전의 환경, 즉 여성과 아동의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초입자는 숲이나 특정 장소나

특정 오두막 등으로 격리된다. 초입자가 죽

은 것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그는 다시 부활되어, 아동기와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배우는 것과259) 관련있다.

3. 전통의 현대화

오태석은 <로미오와 줄리엣> 연출을 통해, 무대장치․ 연기술․ 운용기법 등에서 전통의 현대
화를 시도하고 있다.

1) 무대장치
오태석은 무대공간을 최소한의 무대장치만 설치된 맨 무대를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소품
사용방식은 맨무대로 공연되던 전통극[가면극․ 판소리]과

관련이 있다. 2001년 <로미오와 줄

리엣> 공연에서 초가 담장을 상징하던 구체적인 무대장치는 해가 거듭됨에 따라 건물의 뼈대
만 남기는 형태로 추상화되고 간소화된다. 대형 천과 조명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
게 넘나든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무대에 조명을 부분적으로 비춤으로써 장소와 시간을 바꾸
고, 신방의 대형 흰 천과 묘지의 붉은 천을 가리개로 사용하여 장소와 시간을 바꾼다. 특히
2008년 공연에서는 흰 천을 가리개로 사용했을 때는 꼭두각시놀음의 상여장면을 극중극 형태
로 감상하게 됨으로써, 관객이 연극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가져다주었으나, 이후 공연에
서 흰 가리개 천을 내려 상여꾼들의 전신을 드러냄으로써 가리개의 역할이 장소이동으로만 국
한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2001년 유배지 장면에서 로미오가 심부름꾼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장
면과 약제상으로부터 독약을 사는 장면에서 붉은 천을 사이에 두고 로미오가 심부름꾼과 약제
상과 분리되었으나, 2005년 공연부터 모든 등장인물을 붉은 가리개 앞으로 배치시킴으로써 비
극적인 극중극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양용의 급한 바와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전체적인 색 이미지는 한국적이며 동양
적이다. 전통 조각보 형식의 오색찬란한 배경과 군무를 추는 젊은이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색상은 극의 분위기와 정서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색이 갖는 연상작용과
상징을 통해 인물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표현한다는 것이다.
오태석 연출의 공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배우들은 시종일관 관객을 향하여 이야기한다
는 것이다. 오태석에 의하면 한국사람은 중요한 이야기는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며 말하는 경
258) Arnold van Gennep, Les rites de pass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전경
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109-110쪽.)
259) 위의 책,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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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배우들이 관객을 향해 대사를 함으로써 마치 관객
을 극중 상대로 인식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켜,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게 한다. 이러한 기법은 로미오가 벤볼리오가 도전장을 보내오자, 줄리엣과 혼인한 사실을
공개할지 말지를 고민하며 관객에게 다가가 상의를 하고, 로미오가 청년들이 줄리엣 생일잔치
에 가기 전에 12지신상의 탈을 쓰고 관객들의 띠를 붙는 것과 맞물려 관객을 적극적으로 연
극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조명은 배우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배우에서 살짝 비켜나서
비춘다. 살짝 비켜나 조명을 비추고 있는 여백의 자리는 참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방에서 줄리엣의 치맛자락을 향해 비추고 있는 조명은 줄리엣의 흰 치맛자락이
신방에 깔린 대형 천에 깊게 뿌리내린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은 줄리엣의 순결함을 그리고
첫날밤이 운명적임을 상징한다. 또한 줄리엣가의 묘지장면에서 음독자살한 로미오와 할복자살
한 줄리엣이 처음에는 조명을 둘러싸고 마주 누워 있다가 뒤이어 서로 손을 잡고 조명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처음에는 조명이 비추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무엇[집안]에 의해 휘둘리던 두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를 중심에 놓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2) 연기술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는 관객로부터 표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우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철저한 계산하에 행해질 수밖에 없다. 배우는 연기술에
의해 한 등장인물로 구축되며, 그로 인해 인위적인 행동, 탈일상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배우는 자신의 현존을 확장하고, 결과적으로 관객의 지각을 확장된다. 즉 배우는
연극이라는 허구 속에서 생명이 깃드는 몸이다.

260)

배우들이 전통적인 연기술을 계승한 흔적

은 앉음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태석에 의하면 한국사람에게는 중간위치가 없다고 한다. 늘
앉거나 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눕는 자세와 중간자세가 등장한다. 줄
리엣의 생일날과 신방장면에서 로미오는 누운 자세로 등장하며, 머큐쇼와 벤볼리오가 욕조261)
에 걸터앉은[중간자세임] 자세로 등장한다. 전통적인 연기술에 없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
게 가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다. 오태석에 의하면, 입식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엉거주춤한 중간자세는 불편한 자세다. 따라서 공연에서 그 자세
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주는 불편함을 증명하
듯 중간자세를 취했던 머큐쇼와 벤볼리오가 죽고, 누운 자세를 취했던 로미오도 죽는다. 이처
럼 한국인의 앉음새를 무대 위에서 상징적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고
있다.
오태석은 한국적 언어를 구사해내는 데 특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차용하여 노랫말을 만듦으로써 친근함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 광장의

260) Eugenio Barba, Le Canoë de Papier: Traité d'Anthropologie théâtrale, 1993. (안치운․ 이준
재 옮김, 『종이로 만든 배: 연극인류학』, 문학과 지성사, 2001, 121쪽.)
261) 이미원은 오브제 ‘욕조’의 기의를 ‘관’ 혹은 ‘무덤’으로 제시한다. 이미원, 「문화상호주의 와 세익스
피어」,『연극포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2006,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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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부르는 <유모만두 쉰만두>의 경우가 그렇다. 배우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대부분 3․4
조 4․4조의 운율이 있는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어 노래하는 것과 흡사하게 들린다. 또한 <로미
오와 줄리엣>에는 전통무용의 차용과 어깨춤 추기가 자주 등장한다. 각종 놀이에서 꼭두각시
춤, 탈춤, 검무, 학춤 등을 차용하여 해당 장면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대부분 춤사위로 구
성된 동작들은 상황적인 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스펙터클에 큰 무게를 두는 오태석의 연
출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그 외에 비약을 통한 상징과 에둘러 말하기가 있다. 2007년 1월 27일 이현우와의 인터에
서 오태석이 언급한 “말을 겹으로 만들었다. 자기들끼리 놀지 않고 나한테 말을 하면서 비약
을 하게 함으로써 관객과 같이 내용을 이어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럼으로써 관객들은 더
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262)고 했듯이, 오태석은 직설적
으로 말하기보다 에둘러 말하기를 즐긴다. 예를 들어, ‘유모(乳母)’의 양육기능을 ‘유방’ 그리
고 ‘만두’에 비유하며 비약을 통해 상징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263) 그리고 에둘러 말하기
는 로미오가 첫눈에 반한 줄리엣을 보며 “오늘 저 아이의 꼭지를 따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이다.

3) 운용기법
운용기법에는 반복․ 변형․ 뒤집어보기 등이 있다.
먼저, 반복이다. 무도회장면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키 뒤
에서 일어난 일을 언어를 통해 4번 반복해서 중계하다. 또한 전투무(舞) 장면의 경우, 개박장
면에서 무대의 중앙에 위치한 줄리엣가 사람들과 주변부에 위치한 로미오가 사람들이 추는 전
투무, 로미오와 줄리엣의 혼인날 전투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망한 날 전투무 등 3번 반복
변형되어 나온다. 전투무는 로미오와 줄리엣 두 집안의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각각의 전투무가 지니는 의미는 토시 착용여부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다음, 변형이다. 붉은 치마와 검정저고리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개막과 함께 머큐쇼는
붉은 치마와 검정저고리 차림의 여장으로 등장하고, 동네처녀 역시 같은 차람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로미오가와 줄리엣가의 싸움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두 집안 청년들의 놀이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낸다. 바로 유사한 의상, 외형의 변형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새장장면

역시 이와 유사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들의 사랑이 정점에 달했음을 새장장면으로 통해
보여주는데, 줄리엣가의 무덤에서 죽은 로미오를 옆에 두고 줄리엣이 반복하는 새장장면은 그
들의 슬픈 사랑을 극대화시킨다. 2001년 공연에서 사실적인 학춤을 선보이던 새장장면은
2005년 공연부터 간략화되어 추상적인 학춤을 선보인다. 새장장면에 덧붙여지던 배경음악이

262) 이현우,「셰익스피어, 마당, 그리고 한국 전통극 양식」, 『Shakespeare Review』, Vol.42, 519-546
쪽. 533쪽.
263)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는 것은 어머니의 품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도 하지만, 융기의 성적 유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본다. 이것은 살부혼모의 행위를 ‘버릇없는 어린
짓’이라는 점잖은 말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김광일, 『한국전통문화의 정신분석-신화, 무속
그리고 종교체험』, 한국학술정보, 2003, 44쪽.). 이것과 관련하여 이상란은 <유모의 만두>를 성기와
관련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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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연에서는 배경음악이 생략되어 로미오를 상실한 줄리엣의 슬픔을 청각적으로 전달
한다. 같은 새장장면이지만, 정조의 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은 뒤집어 보기다. 전투무에서 폭력성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감이 있어야 하지만,
오태석은 스로우모션을 사용하여 각 장면을 분할시키고 있다264). 이러한 방법은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좀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하고 있
다. 이것은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역설의 미학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태석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국화하는 과정에 무대장치, 연기술, 운영기법
등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록 원텍스트가 서구에서 들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텍스트는 그것을 수용한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활용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서구의 한국화

오태석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함에 있어서, 서구적인 요소는 지극히 사소
한 부분에 국한되게 사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시공간을 창출하는 역할
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간호사복, 출입금지 가이드라인, 줄사다리는 맨무대를 의상과
소품을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시공간을 창출한 예이다. 비록 이러한 시공간의 창출에 사용된
소품은 서구적인 성격의 것이지만 그 방법은 한국적인 기법이다.
오태석은 전통의상에 서구적 포인트를 주는 의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루마
기 차림의 신부에게 십자가가 새겨진 띠를 목에 걸게 하는 것과 로미오가와 줄리엣가의 청년
들이 한복에 레게머리를 하는 것만으로 동서양의 문화를 결합시키고 있다. 양용은 로미오의
저고리 위에 걸린 조끼 형태의 의상은 저고리와는 소재가 다른 그물망(네트)구조의 거칠고 엉
성한 조직으로 이것은 이질적 소재의 결합에 의한 크로스오버매치이며,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으로 보고 있다. 양가 젊은이들의 남자의상은 전통 한복과 현대 패션에 절충시킨 다원적 형태
로 국제성 속에서 전통성과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265) 선행연구에서 양용이 지적
했듯이, 신부의 의상은 극단적인 코디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으로서 자유로운 오브제의 혼합과
대비 등을 통한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한다.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와 서양의 신부들이
착용하는 영대(stole)와 띠(cincture)를 결합하여 사제로서의 순결함과 결의를 상징화하였다.
오비를 변형한 붉은 색의 띠는 전혀 다른 이미지, 목적, 용도에 사용되고 상호 인용되며 여기
에서 오는 부조화는 아이러니와 유희성을 갖는다.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서양과 동양의
결합을 통해 주관적이고 독특한 창조의 세계를 느끼게 하며 다원적 상호연관성을 갖게 한다.
신부가 두르고 있는 붉은색의 띠는 주술적이 염원을 담는 대표적인 색으로 양기가 넘치고 강
한 것을 의미하지만, 서양에서는 죽음, 피, 위험을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264) 극의 도입부(1마당)에서 대사없이 자동인형들의 유희처럼 양식화된 제스처와 슬로우 모션으로만 재
현했던 양가의 증오와 폭력의 장면이 결말에서는 사실적이고 혼란스러운 제스처와 동작으로 재현됨으
로써 폭력의 폭발과 현실성을 나타낸다. 신현숙, 「연극 번역과 의미소통에 관한 고찰-오태석의 <로미
오와 줄리엣>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구』, 19집, 한국기호학회, 2006, 268쪽.
265) 양용, 앞의 글,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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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의상은 배우의 몸짓이나 대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줄거리나 극의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역
할을 한다.266)
셋째, 소품의 가감을 통한 상징이다. 로미오가와 줄리엣가의 청년들이 착용한 얼룩무늬 군
복천으로 만든 앞치마와 밧줄과 쇠사슬로 장식된 토시는 두 집안의 갈등정도를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처음 전투무를 출 때는 착용하지 않았던 얼룩무늬 군복천으로 된
앞치마는 벤볼리오가 로미오에게 도전장을 보낸 이후 착용하게 된다. 또한 2006년판에서는 로
미오, 벤볼리오, 머큐쇼 등의 주요인물만 착용했던 밧줄과 쇠사슬로 장식된 토시가 2008년판
과 2010년 판에서는 모든 사람이 착용하게 되고, 줄리엣과 혼인을 치른 로미오만이 착용하지
않고 등장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더욱 명료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구적인 문화상징이다. 로미오가 주례를 부탁하며 신부에게 던져준 사과는 에
덴동산의 금단의 사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00년간 반복하던 두 집안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혼인으로 인하여 몰락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오태석이 연출하는 과정에 서구적인 요소는 극히 지엽적
인 부분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전체적인 흐름은 훼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오태석의 연출경향을 통하여 상이한 두 문화가 뒤섞이는 작업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문
화가 종속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두 문화사 상호 혼용, 융합되는 문화상호주의는 문화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오태석 연출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문화상호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화시키기 위해, 무대장치와 의상, 간단한 소
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적인 것으로 바꾸어 공연하였다. 그 결과 직설적이기 보다는 에
둘러가고, 분명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고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작품 전반에 걸쳐 묻어났
다.
둘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달리, 오태석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양반과 상민
이라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은 극중 배경이 조선시대이며,
당시 집단간의 갈등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분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태석의 <로
미오와 줄리엣>은 조선시대가 혈통과 관계를 중시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결말지어졌다. 구체
적으로 언급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으로 두 집안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반목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졌다.
셋째, 오태석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국화시킴으로써, 종전까지 한국적 공연방식을 공연
을 방식으로 지속적인 실험을 해왔던 쪼그려 앉기․ 반복 및 변형하기․ 3․4조의 운문체 말하기
266) 위의 글,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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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오태석만의 한국전통극의 공연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넷째, 셰익스피어가 창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오태석이 연출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문
화가 영향의 수수관계에 놓이는 과정에, 문화의 식민지화가 형성되지 않고, 문화의 공존이 가
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문화의 출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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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시의 경계 넘어서기
-3.1운동 전후 주요한 시를 중심으로
권유성267)

1. 서 론
2. 일본 동경과 식민지 조선의 거리
3. 민족의 성소(聖所) 상해와 민족적 상징의 형성
4. 결 론

1. 서 론

頌兒 朱耀翰(1900~1979)은 한국 근대 시사에서 근대시의 선구자, 또는 개척자로서의 위치
를 공인받고 있는 시인이다. 우리 근대 시사의 형성 과정에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근대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평가되는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주요한의 역할은 그 어느 시인보다도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
지 주요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근대시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핀
연구268)에서부터, 그의 일본어시 연구269), 낭만주의 또는 상징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270), 그
리고 민요조 서정시의 맥락에서 그의 시를 살핀 연구271)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주요한 시는 성격을 달리하는 세 공간과 연관되어 있다.272) 즉 그가
1912년부터 유학한 일본 동경이라는 공간과 식민지 모국 조선이라는 공간, 그리고 3.1운동 후
그가 망명해 활동했던 상해라는 공간이 그의 시와 연관된 공간이다. 지금까지 주요한 시에 대
한 연구는 그의 시가 이와 같은 매우 이질적인 공간들을 넘나들면서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간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의 시가 서로 다른 세 공간을 넘나들면서 창작되고 있었다는 점
은 그의 시작 과정에는 물론 시적 특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시는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문맥을 가진 공간을 넘나들기 위해 그 나름의 시적 문법을

267)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초빙교수.
268) 정한모, 찬한국현대시문학사‘ , 일지사, 1994, 김용직, 찬한국근대시사‘ , 학연사, 2002, 오세영, 찬한국
낭만주의시연구‘ , 일지사, 1986.
269) 橫山景子, ｢주요한의 일본어 작품에 관한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89. 심원섭, 찬한․일문학의 관
계론적 연구‘ , 국학자료원, 1998.
270) 이건청, ｢초창기 한국현대시에 끼친 상징주의의 영향 : 주요한과 황석우의 시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78, 박은미, ｢일본 상징주의의 수용 양상 연구｣, 찬우리문학연구‘ 21집, 2007. 2, 구인모,
｢한국의 일본 상징주의 문학 번역과 그 수용-주요한과 황석우를 중심으로｣, 찬국제어문‘ 45집, 2009.
4.
271) 오세영, 앞의 책, 박경수, ｢주요한 민요시 지향의 경과와 성격｣, 찬두메 박지홍선생회갑기념논문집‘ ,
문성출판사, 1984.
272) 이 점에 대해서는 정우택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정우택, ｢주요한의 언어 민족주의와 국민시가의
창안｣, 찬허문논집‘ 36집, 2008. 3, 30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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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공간의 문제는 그의 시를 해석하는 데
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같은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정치적 문맥
에 따라 매우 다른 함의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의 시가 일본 동경과 조선, 그리고 상해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하
고 있는 시적 변화에 우선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일본 동경에서의 시적 경향이 식민
지 조선이라는 공간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살핀 후, 그의 시가 상해라는 공간을 거쳐
조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변화를 살핀다. 이 과정은 주요한의 시가 조선의 근대시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주요한이 우리 근대시의 형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작업은 우리 근대시가 조선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살핀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일본 동경과 식민지 조선의 거리

주요한의 시 창작은 일본 동경에서 시작된다. 1912년 주요한은 목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일
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간 직후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273) 그는 명치 학원 중등부 시절부터 러시아의 문호들과 서구의 시인들, 그리고 일본의
주요한 근대 시인들의 작품을 읽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리고 1915년부터 당대 일본의 주
요한 근대시인 중 하나였던 가와지 류코(川露柳虹)의 집을 드나들며 시를 배웠다고 한다.274)
그 이후 그는 가와지 류코가 주재하고 있었던 찬伴奏‘ , 찬現代詩歌‘ 등에 20여 편의 일본어시
를 발표하고 있고275), 1918년 9월에는 ｢微光｣이라는 추천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단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주요한은 한국어로 시를 창작하기 이전 이미 일본어시를 통해 일본문단에서 시인으
로 인정받은 상태였다. 1917년과 1918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그의 일본어시는 낭만
주의적 경향과 상징주의적 경향을 물론 이미지즘적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형태면에
서도 짧은 단시는 물론 비교적 긴 자유시, 그리고 산문시 형태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자주빛 風景을 가진
여름이 지난 들녘은,
새벽이나 맑게 갠 한낮의
銀빛 웃음에 끌려
실처럼 가늘어진 그대 눈
그런데도 어느 날 밤, 그대는

273) 1914년 동경으로 막 유학 온 김동인의 회고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주요한은 문학자가 되기로 결
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274) 주요한, 찬주요한 문집 새벽‘ , 요한기념사업회, 1982, 18-20쪽 참고.
275) 이 시기 주요한의 일본어시에 대해서는 橫山景子, ｢朱耀翰의 日語詩作品에 關한 硏究｣, 경북대학
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심원섭, 앞의 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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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으로 비쳐드는 달빛을 받으며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자화상(自畵像)｣ 전문, 찬現代詩歌‘ 7호, 1918. 8)276)

위 시는 이 시기 주요한 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시가
매우 관념적인 내면 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시는 세계와 분리된 화자의 근원을
알 수 없는 내면적 슬픔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연자주빛 풍경”이나 “맑게 갠 한낮의
/銀빛 웃음”은 시적 화자의 내면적 슬픔과 대조되면서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을 뿐이다. 이 시는 이 시기 주요한이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이 시기 주요한의 내면이 슬픔만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의 시는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열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아아 나의 증오스럽고 또 사랑스런 生!
沈澱된 月光의 律曲은 달아나 없고
납빛으로 된 장님의 비가 넓은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생긴 틈으로부터 生의 큰 파도 그 길고 긴 音律이 들리는 것 같다.

오오 피하기 어려운 근심스런 人生을
强한 熱望 위에 다시 살아나게 하라.
우리네의 警鐘은 어디로 갔나 붉은색 깃발은?
나는 이렇게 외치리라. ｢멎는 일 없이 흘러가거라, 부름받고 일어선 意志여｣라고.(｢낮과 밤의 기도(2)
(晝と夜の祈禱)｣ 부분, 찬現代詩歌‘ 1호, 1917. 2)

위 시는 모순적인 감정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삶에 대한 비관과 동시에 삶에의 의지를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럼에도 이 시는 ｢자화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그것은 시에서 표현되고 있
는 격정적 내면이 “沈澱된 月光”이나 “납빛으로 된 장님의 비”와 같은 몽롱한 이미지들과 겹
쳐지면서 구체성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 주요한의 시에서 식민
지 청년의 내면적 고뇌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일본어로 일본 문단을 향해
시를 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277) 그리고 이 시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풍경이나 사물
을 묘사하고 있는 그의 시들도 관념성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이미지
즘적 시들은 풍경이나 대상 자체에 대한 감각적 묘사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것을 삶의 차원으
로까지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78)

276) 주요한의 일본어시 번역은 橫山景子(｢주요한의 일본어시｣, 찬한민족어문학‘ 35집, 1999. 12)의 번역
을 따른다. 원문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277) 이런 의미에서 주요한의 일본어시는 1930년대 일본에서 등단한 장혁주나 김사량과 같이 조선인으
로서의 삶을 일본어로 형상화했던 작품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78) 그 예로 매소부 혹은 매춘부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다음 시를 참고할 수 있다. “女人이 窓밖을
向해 서있다./눈물같은 夜景./粉을 지운 후의 피부-/어깨와 목이 反射하는,/새하얀 曲線!//겨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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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의 일본어시는 주관적인 내면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내면적
관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조선어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실제로 그가
조선어로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심리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라고도 할 수 있다.279) 조선어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고 있는 시가 바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불노리｣였다.

아아날이저믄다, 西便하늘에, 외로운강물우에, 스러져가는 분홍빗 놀······아아 해가저믈면 해가저믈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우는밤이 오것마는, 오늘은사월이라패일날 큰길을물밀어가는 사람소리는
듯기만하여도 흥셩시러운거슬 웨나만혼자 가슴에눈물을 참을수업는고?

아아 춤을춘다, 춤을춘다, 싯벌건불덩이가, 춤을춘다. 잠잠한성문우에서 나려다보니, 물냄새 모랫냄새,
밤을물고 하늘을무는횃불이 그래도무어시부족하야 제몸지물고들, 혼차서 어두운가슴품은 절믄
사람은 과거의퍼런을 찬강물우에 내여던지나, 무정한물결이 그기름자를 멈출리가이스랴?―아아 거서
시둘지안는 도업것마는, 가신님생각에 사라도죽은 이마음이야, 에라 모르겟다, 저불로 이가슴태와버
릴가, 이서름살라버릴가. 어제도 아픈발 면서 무덤에가보앗더니 겨울에는 말랏던이 어느덧피엇더라
마는 사랑의봄은 다시 안도라오는가, 찰하리 속시언이 오늘밤이물속에······그러면 행여나 불상히 녀겨
줄이나이슬가········할적에 퉁,탕,불를날니면서 튀여나는매화포, 펄덕정신을차리니 우구구 드는구경
의소리가 저를비웃는듯,짓는듯. 아아 좀더 强烈한熱情에살고십다, 저긔저횃불처럼 엉긔는연기, 숨맥히
는불의고통속에서라도 더욱거운삶을살고십다고 밧게 가슴두근거리는거슨 나의마음······.(쥬요한, ｢
불노리｣ 부분, 찬창조‘ 1호, 1919. 2)

주요한의 ｢불노리｣에서 우선 주목해 볼 것은 이 시가 가진 일본어시와의 차이들이다. 이 시
는 일본 동경에서 창작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평양 대동강변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한이 일본어로 쓴 시는 그의 격정적인 내면이 표출되고 있
기는 하지만, 그러한 내면이 어떻게 현실적인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가를 거의 알 수 없
는 시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시에 식민지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
고 있다는 점은, 그가 보여주었던 내면적 격정이 현실적인 맥락을 얻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다
름 아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가 표현하고 있는 내면적 관념들이 구체적인 함의를 얻기 시
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시의 배경은 사월 초파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평양의 대동
강변인데280), 시에서 ‘나’는 “큰길을물밀어가는 사람”으로 “흥셩시러운” 축제의 현장을 “잠잠

이라 느껴지게 할 뿐인 볼- 보이진 않으나 불타는 입술…… 呼吸……//(흔들리는 電燈)/노출된 어깨
로부터 귀밑까지/새하얀 曲線! 새하얀 曲線!//”(｢여인(女)｣ 부분, 찬現代詩歌‘ 5호, 1918. 6)
279) 주요한이 정식 시인으로 등단까지 한 일본 문단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조선어로 시를 쓰기 시작한
시기는 1918년 말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강화회담이 진행되면
서 식민지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동경 유학생 사회에서도 이 시기는 2.8
독립선언이 준비되고 있었다.(김윤식, ｢3.1운동과 문인들의 저항운동｣, 찬한국독립운동사연구‘ 1집,
1987. 8 참고)
280) 그의 회고에 의하면 이 시는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평양에서 보았던 초파일 축제의 경험을 살
려 쓴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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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문우”에서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다. 그러나 ‘나’는 축제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
만, “싯벌건불덩이가, 춤을” 추고 횃불이 “밤을물고 하늘을무는” 생명력 넘치는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나’가 “혼차서 어두운가슴품은 절믄사람”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시에서 축제의 흥성스로운 현장은 다만 외부의 풍경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그
것은 축제의 현장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시인의 심리적 거리 때문”281)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거리가 ‘성문우’라는 ‘나’의 위치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숨맥히는불
의고통속에서라도 더욱거운삶을살고십”은 “强烈한熱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이 자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노리｣에서 주요한은 사랑을 잃은 청년이라는 화자를 통해 여전히 주관적 내면의 토로에
집중하고 있지만,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내면이식민
지 청년의 내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식민지라는 공간
과 관계 맺는 방식이 그렇게 건강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나’의 위치와 시선이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내려다봄으로써 타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에는 1910년대 일본 유학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배운 지식인의 위계적 시선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느끼는 축제 속의 고립감은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이 조선에 돌아와 느꼈던 절망감과 고립감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
다.282)
그러나 주요한은 3.1운동 직후 발간된 찬창조‘ 2호(1919. 3. 20)에서 ｢불노리｣와는 다른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의 시절｣에서 주요한은 생명력이 들끓는 ‘위대한 조국’을 찬미하며,
“偉大한季節이여, 나를위하야 채리는 華麗한 잔츼에/오직하나인 내불의 ｢말｣을 金으로 색이
리라”283)라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한은 ｢불노리｣에서와는 다르게 3.1운동 후 발
표된 시에서는 뜨거운 생명력과 열정이 가득한 공간으로서의 ‘조국’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야 주요한은 ｢불노리｣에서 그가 거리를 두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華麗한 잔츼’가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있으며, 그러한 축제를 위해 “내불의 ｢말｣”을 “金으
로 색이리라”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으로 새겨진 불꽃의 말’은 모국어로 쓰는 그
의 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조국의 새로운 역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
한이 상해라는 민족의 성소284)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3. 민족의 성소(聖所) 상해와 민족적 상징의 형성

3.1운동 직후 잠시 조선에 귀국했던 주요한이 다시 일본을 거쳐 상해에 도착한 것은 1919
년 5월경이었다. 주요한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3.1운동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그의
281) 신범순, ｢주요한의 ｢불노리｣와 축제 속의 우울(1)｣, 찬계간 시작‘ 1권 3호, 2002. 11, 219쪽.
282) 주요한은 이미 1918년 찬청춘‘ 현상공모 당선작이었던 소설 ｢마을집｣에서 일본 유학생이 식민지에
서 절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심원섭, ｢일본 유학생 문인들의 대정․소화 체험‘ ,
소명출판, 2009, 23쪽 참고)
283) 쥬요한, ｢해의시절｣, 찬창조‘ 2호, 1919. 3.
284) 상해를 ‘민족의 성소 공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김윤식이다.(김윤식, 앞의 글, 11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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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285) 3.1운동을 경험함으로써 주요한은 더 이상 식민지를 타자화
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의 내면적 관념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상해 시기 주요한의 시286)는 같은 시기 조선의 시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조건에서 창작되고
발표되었다. 그것은 그가 상해에 머물면서 상해와 조선이라는 매우 상이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가진 공간에 동시에 시를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해라는 공간은 식민지 청년에게 있어
서는 정치적 해방구와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주요한은 자신이 가진 반식민주의적 의식을
직설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287)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이전 시기 그의 시가 가지고 있었
던 내면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벗이여
哀痛의눈물을거두기前에먼져
그대눈물의을다르라
벗이여그대가아느냐
그대, 한사람의慟哭하는우름이
온大韓사람의목을메는우름임을
그대가슴을쓰리게하는서름이
그대와피가갓흔모든무리의사모친서름임을
그대가咀呪하는社會와世上이
불샹한그대民族이다갓히咀呪하는世上임을
아아벗이여
哀痛의눈물을거두기前에먼져
그대눈물의참을다르라(송아지, ｢서름에잇는벗의게｣ 부분 , 찬독립신문‘ 제75호, 1920. 5. 11)

상해 찬독립신문‘ 에 발표된 시288)는 그 이전 주요한의 시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적 격정의 토
로라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 시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
285) 3.1운동의 경험을 쓴 주요한의 글로는｢追懷｣(찬독립‘ 제17호, 1919. 10. 4)가 있다.
286) 주요한은 상해 찬독립신문‘ 에 7편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찬독립신문‘ 소재 주요한 시의 서지적 사항
에 대해서는 권유성, ｢上海『獨立新聞』소재 朱耀翰 시에 대한 서지적 고찰｣, 찬문학과언어‘ 29집,
2007. 5 참고) 조선에서 발표된 시는 1924년 발간된 그의 시집 찬아름다운 새벽‘ 에 대부분 수합되어
있다.
287)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은 문명과 민족 등에 대한 상반된 지향들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20년대의 식민지 지식인들의 내면에는 한편으로 식민지적 무의식(영원히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과 그에 대응된 식민주의적 의식(문명화에 대한 사명)이 존재하고 있
었고,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적 자의식(식민지인이라는 자각)과 그에 대응하는 반식민주의적 (무)의식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이 존재하고 있었다. 식민지 지식인들의 이런 복잡한 내면은 개개
인이 놓인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권유성, ｢1920년대
‘조선적’ 서정시의 창출 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4-20쪽 참고)
288) 주요한의 찬독립신문‘ 소재 시에 대한 연구로는 김윤식, ｢준비론사상과 근대시가-주요한의 경우｣, 찬
한국근대문학사상사‘ , 한길사, 1984, 이동순, ｢상해판 ｢독립신문｣과 망명지에서의 문학 주체의식의 확
보｣, 찬민족시의 정신사‘ , 창작과비평사, 1996, 조두섭, ｢주요한 상해독립신문시의 문학사적 위상｣, 찬
인문과학연구‘ 11집, 대구대, 1993, 조두섭, ｢주요한 상해 시의 근대성｣, 찬우리말글‘ 21집, 2001, 이
용호, 찬주요한연구‘ , 동광문화사, 200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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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의 내면적 관념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시에
서 주요한은 비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비애는 더 이상 막연하거나 공상적인 비애가 아니
다. 그 비애는 “온大韓사람의목을메는우름”이고 “그대와피가갓흔모든무리의사모친서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요한이 3.1운동을 통해 개인적인 내면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관념의 표현
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그대눈물의참을다르
라”는 주문은 과거 자신에게 던지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가 이전 시들에서 보여주었던
막연한 삶에의 충동 혹은 열정이 반식민주의적 의식과 결함함으로써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라
는 뚜렷한 목표를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운동과 문학운동의 등질
성”289)이 가능했던 상해라는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大韓의누이야아우야!
漢陽城날말근날, 獨立萬歲의소리가물결가치우레가치우러나갈 暴虐殘忍한倭警의비린내나난칼이슬적
빗길적에놉히든太極旗에피를리며러저지는너의可憐한두팔을지금내가본다.
水原花樹里우거진풀밧히無道의불에재만남을, 罪업슨너의두다리가野蠻한倭兵의거츠른손미테여짐을
지금내가본다.
세마듸銃소리에스러진어린세兄弟의魂이여, 너의부르짓는소리가, 너의사랑하던늙으신祖父의痛哭하는
소리가지금내귀를울닌다. 오직너를生命가치알던너의어머님目前에서, 녹쓰른槍헤려죽은어린同生아, 지
금最後의｢어머니｣를찻난너의絶叫가너의어머님의마즈막祈禱와함나의가슴을린다. 아아······.
아아大韓의누이야아우야!
復活의새소리가우렁차게大韓나라坊坊谷谷이퍼져나갈, 그偉大한鳴動속에가장힘잇게가쟝맑게울니던너
의목소리가只今나의가슴을흔든다.
自由를爲하야린너의피, 말근中에도말근피, 어리고어린피, 生각하면가슴이아프고쓰리고애츠러운純潔
의피.
自由를위하야부르짓는소리, 말근中에도말근소리, 어리고어린純潔한그소리, 들을수록가슴이터져오고눈
물이소사나는너의錚錚한목소리
自由를위하야우는우름, 말근中에도말근우름, 어리고어린우름, 自由를爲하야버린生命, 生각할수록, 볼수
록앗갑고도애츠러운純全한그生命.
아아大韓의어린누이야아우야!
너의피는應當벗는곳마다이되여나리라, 自由의祭壇에드리는불고불근이. 너의소리는應當모혀하늘의
별이되여빗나리라, 自由의저을빗최는발금의별이, 너의눈물은흐르고흘너아름다운眞珠를이루리라, 勝利의
花冠을光彩잇게하는光明의眞珠를.
그리하고最後에自由를爲하야주근肉身을난너의靈魂은應當祝福바든自由의天使로化하엿스리라, 나라위
해싸호는모든勇士의몸을직히는어린天使가. 請컨대自由의天使로化한大韓의어린누이야아우야 正義를위하
야싸호는거록하고의로운싸홈에, 거느리는者나좃는者나모든 國民의, 모든 戰士의마음에나려오라, 그속에
邪惡과奸巧함을다버리게하고, 어린누이와아우가흘니든피와다름업슨, 맑고거운情熱로써귀한피를흘니게
할지어다. 大韓의純潔하고어린누이들아아우들아!
너이들의부르는凜凜한그소리가참으로大韓의榮光이된다. 大韓의生命이된다. 그리하고그아릿다운목소리
가長生하고굴거짐에라너의나라는다시살리라너의나라는다시너머지지아느리라(耀, ｢大韓의누이야아우야｣
289) 김윤식, ｢주요한 재론｣, 찬심상‘ 1981년 12월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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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찬독립신문‘ 49호, 1920. 3. 1)

위 시는 상해 찬독립신문‘ 에 실린 주요한 시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시에서 시
전반을 압도하고 있는 파토스적 열정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하나의 이념을 향해 집중되
고 있다. 그리고 줄글로 된 산문시임에도 불구하고 “大韓의누이야아우야”라는 반복구의 적절
한 활용을 통해 시 전체가 안정된 리듬을 확보하고 있다. 상해로 망명하기 이전 주요한 시는
이런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위 시는 문학적 의장의 차원에서는 매우 단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시의 의
미 단락은 ‘3·1운동에서 희생된 어린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어린 피의 순결성과 완
전성-순결한 피의 의미-새로운 조국의 부활’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
기 위해 위 시는 의미가 분명한 몇 가지 비유만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너의 피 : 自由의祭壇에드리는불고불근
너의 소리 :

自由의저을빗최는발금의별

너의 눈물 : 勝利의花冠을光彩잇게하는光明의眞珠
너의靈魂 : 自由의天使, 모든勇士의몸을직히는어린天使

이 시에서 이런 비유들의 의미가 선명해질 수 있는 이유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정치
적 이념과 3·1운동이라는 역사적 문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를 떠받치는 이념이 확고
하고 정치적 문맥이 선명하기 때문에 비유의 의미 또한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상해 찬독립
신문‘ 소재의 주요한의 시들은 모든 작품들이 이처럼 확고한 이념과 선명한 정치적 문맥 아래
안정된 의미와 리듬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상해에서 주요한은 찬독립신문‘ 에만 시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찬창
조‘ 나 찬개벽‘ 과 같은 조선 내의 잡지에도 상당량의 시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 내에
서 발표된 주요한의 시는 상해 찬독립신문‘ 에 발표된 시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 조선에서 발표되고 있는 주요한의 시들은 상해의 이국적인 풍경을
묘사한 시들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민요조 서정시에 가까운 시들, 그리고 이전 시기
에도 나타났던 상징주의적인 경향의 시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들에는
공통적으로 상해 찬독립신문‘ 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뚜렷한 반식민주의적 의식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한은 조선에서 발표되는 시들에서 그와 같은 반식민주의적 의식을
제거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상해 시기 찬독립신문‘ 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와 조선 내에서 발표된 주요한의 시가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상해와 조선의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맥락에 기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해가 정치적 해방구에 가까웠다면, 조선은 정치적 발언이
극도로 억압받고 있었던 공간이었다. 3·1운동 이후 문화정치가 표방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나 식민통치 방식의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했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1910년대와 마찬가
지로 문학은 ‘정치’를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찬창조‘ 발간의 슬로건이 “정치는 그 방면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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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맡기고 우리는 문학으로”이었음에도,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문예지의 발간
조차도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조선의 상황이다. 식민지 조선은 ‘3·1운동’이 ‘○○○○’으
로 변화하는 공간290), 즉 문학에서 정치적인 색채가 배제되도록 강요받았던 공간이었다. 따라
서 이 시기 주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반식민주의적 의식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는 ‘무의식’화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조선에서 발표된 주요한의 시들은 반식민주의적 의식을 무의식화한 작품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무의식화가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상해 찬독립신문‘ 시와 조선 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시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
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

아기야, 피어가던국화이줄기채로
바람에쓰러젓다고울지마러라!
겨우내발피어죽어잇던풀줄기에서
봄비에돗는파란새염을보지아넛니.
돌사긔에눌녀숨도못쉬는씨한알이
그돌을코자라나온것도보앗지.
리가잇슬동안은,생명이잇슬동안은
울닭이업다, 아기야, 가을해가오를제
눈물을씻고아페웃는얼골로,
그용감생명의싸홈을자랑는
네사랑는쓸어진줄기를보아라.
아기야, 아기야, 네눈물을감기위야
햇빗에빗나는황금의닙을보아라.
아기야, 아기야, 생명의싸홈을
싸화이긘이의영광을보아라.
사오나운겨울이달려오지마는
도리혀, 아기야, 그것이네긔운을
도드지안느냐, 피를리지안느냐.(1)(｢쓸어진줄기｣ 전문, 찬創造‘ 9호, 1921. 5)291)

이 시는 세 편의 연작으로 구성된 ｢아기는사럿다｣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아기에
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시적 화자가 아기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활
또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꽃줄기의 ‘시련과 극복’을 반복해 보여주
는 것은 그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아기’와 ‘쓸어진’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일 수 있는가는 시 내부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 결과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의 부활
또는 새 생명에 대한 강렬한 신념이 전면으로 돌출되고 있다. 이 시를 텍스트적인 문맥만으로
290) “나는 로 이 支那靑年의 文化運動과 우리나라 靑年의 思想界와를 比較함니다. 물론 나는 ○○
○○勃發以後로 靑年界의 精神이 大變動을 어든 줄로 암니다.”(벌, ｢長江어구에서(三月)｣, 찬創造‘ 5
호, 1920. 3)
291) 이 시는 찬아름다운새벽‘ 에 세 편의 연작으로 구성된 ｢아기는사럿다｣의 (1)번 작품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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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면 상징주의적인 작품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가 상해에서
창작되어 식민지로 진입한 시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그렇게 이해될 수만은 없다.
이 시는 상해 찬독립신문‘ 의 시들과 의미구조상의 유사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즉 무고
한 희생과 새로운 부활에의 희망이라는 구조가 동일한 것이다. 상해 시에서 이런 구조는 자유
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에는 상해 찬독립신문‘ 시가
전제하고 있었던 선명한 이념과 정치적 문맥이 사상되거나 은폐된 채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시의 비유들은 찬독립신문‘ 소재 시들의 비유처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
에 상징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즉 찬독립신문‘ 에서 ‘어린 누이와 아우’가 조국 또는 조선민
족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 시에서 ‘아기’는 그런 의미들과 단순히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찬독립신문‘ 에서 ‘부활’의 의미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의미했다면, 이 시에서 ‘쓸
어진 줄기의 부활’은 그런 의미와 단순히 대응되지 않는다.
이처럼 주요한의 상해 찬독립신문‘ 의 시와 국내에 투고된 시는 구조적 상동성을 지니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의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위 시가 보여
주는 상징이 주요한의 일본어시가 보여주었던 몽롱한 상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 시
가 상해라는 공간에서 창작되어 조선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족의 성소 상해를
거친 이후의 주요한 시의 상징은 단순한 상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반식
민주의적 의식을 무의식화하고 있는 시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한의 시는
민족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주요한 시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지금까지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주요한 시를 이해하던 것
과는 다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 시기 주요한의 시는 그 스스로가 주장한 “西歐 作品의
模倣”이라는 문맥과 “純粹文學으로 씨워 있다”292)라는 문맥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상해 찬독립신문‘ 에 발표된 시들과 국내에 발표된 시들은 내적 연관성을 가지기보다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시들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293) 그러나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그
의 시가 놓인 독특한 위치를 고려한다면, 그의 시 해석을 단순히 순문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시가 가질 수 있는 다층적 함의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결 론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주요한은 한국근대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시기 그의 대부분의 시는 조선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일본 혹은 상해에서 창작
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그의 시가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주요한의 시가 일본 동경과 조선 그리고 상해라는 매우
292) 주요한, ｢｢創造｣時代의 文壇｣, 찬自由文學‘ 창간호, 1956. 6.
293) 이런 연구의 근거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주요한 스스로가 찬독립신문‘ 의 시들을 ‘문학’이라기보다는
‘독립군가’에 가까웠다고 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시가 애초 계몽성과 낭만성이라는 이중적 화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정석원, ｢주요한 시의 발화 특성 연구｣, 찬1920년대 문학의 재인식‘ ,
깊은샘,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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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정치적 맥락을 가진 세 공간을 넘나들며 창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공간을 넘나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존재 조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적 변형은 물론 의미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그 결과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주요한의 시는 서로 다른 공간을 넘나들면서 뚜
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의 의미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주요한 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은 비단 주요한만의 특성이라고 하기는 어려
울 듯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 다른 시인들 또한 서로 다른 공간을 넘나들면서 시를 창작할 수
밖에 없었고,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존재론적 조건에서 이들은 유사한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
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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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인식의 층위와 장소 정체성의 중층성 고찰을 위한 시론
조명기(부산대)
1. 서론: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
인간은 물질적 공간 위에서 살아가는데 이 물질적 공간은 다양한 층위에서 시도되는 규정
들과 의미작용들로 인해 중층적으로 구획되거나 개념화된다. 공간에 대한 각종 규정행위와
의미화 작업이 중층적이고 누적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간성 혹은 장소 정체성은 생성된다. 공
간성이나 장소 정체성은 특정 공간ㆍ장소에 선험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원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나 인간의 욕망ㆍ의지에 의해 투사되거나 요구되는 성격이다. 즉, 공간성
이나 장소 정체성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방식들을 가리키며, 공간은 수많은 각종 계기들이
작동하고 실천되는 일종의 장(場)이 된다. 이 글은, 물질적 공간에 대한 중층적인 이해와 접
근의 양상을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이라는 두 인식방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두
계기들의 교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통역사와 GO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관계적 공간성이란, 상위공간을 특정의 유기체로 구성해내거나 중심공간과 주
변공간을 긴밀한 짜임관계로 직조해내는 일종의 매트릭스에서 특정 공간이 차지하는 수직ㆍ
수평상의 사회적 성격과 위치ㆍ기능 등을 의미한다. 이 위치와 기능은 다른 공간과의 차이
그리고 특정 공간 내의 동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즉 다른 공간과의 대타적 관계에 의해 획득
된다. 유기체로서의 상위공간 혹은 고정점으로서의 중심공간을 매개로 각 공간들에 특정 기
능과 위치감각이 부여되고 이것이 사회문화적 아비투스로 자리잡을 때 관계적 공간성은 관
습화ㆍ공고화된다. 가령, 서울은 한반도에 세워졌던 국가들의 수도라는 것이 관습법으로 인
정한다면, 이것은 서울이라는 하위공간이 국가라는 상위공간에서 수행하는 위치와 기능을
확정ㆍ고착화하는 것이 된다. 부산을 한국의 관문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부산이 한국이라는
유기체의 하위공간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다른 국가ㆍ한국 내 다른 공간과의 지정ㆍ지경학적
위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때 서울과 부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수도와 관문이란 단어는 각
공간의 내재적이고 태생적인 성격을 설명하거나 그 공간 거주민의 일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관계적 공간성은 대타자의 기획이나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제공되고 요구되는 가변
적인 성격이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되고 인천이 한국 제1의 항구도시로 부상한 데
서 알 수 있듯, 대타자인 상위공간의 기획이 변경되거나 타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변화를
요구받을 때 특정 공간의 관계적 공간성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관계적 공간
성은 추상성, 개방성과 유동성을 근본 자질로 삼는다.294) 그러나 이 개방성과 유동성은 상위
공간의 근대적 기획력과 타 공간과의 고착 관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아비투스 등으로 인해
쉽게 발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류ㆍ구분과 체계의 완고함으로 인해 특정 공간 내부는 추
294) 이-푸 투안, 구동회ㆍ심승희 옮김, 찬공간과 장소‘ , 대윤, 2007, 19-20쪽, 94쪽, 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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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동질성이 강화되고 공간들 사이에는 차이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종종 소수자ㆍ이질적인 개별자(특수자)에 대한 폭력적인 동화 혹은 배제 결과를 빚기도 한
다.
한편, 거주민 일반으로 추상화되지 않은 개별자의 일상이 진행되는 장소는 각종 프레임에
의해 구성되고 부여된 관계적 공간성과는 달리 인간화된 공간으로 안전ㆍ안정ㆍ영속의 자질
을 지닌다. 일상적 장소는 개별자가 오감을 통한 체험으로 완전히 익숙해진 구체적인 공간,
개별자에 의한 가치 중심의 공간, 멈춤ㆍ고정이라는 어머니의 공간이다.295) 개별자는 신체의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 일상을 구성하는데, 일상에서 감각되고 인지되는 ‘지금 여기’는 개별
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특징없는 표상체들이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간성과
동일하지 않은 개별자들의 의지와 욕망이 잠재해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안전ㆍ안정ㆍ영속 등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일상적 장소는 구체적인 특정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일상적 장소성은 감각의 주체가 특정 공간에 기억과 감정을 투여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일상적 생활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변경한 감각의 주체가 일상적 장소성을 새로운 공
간에 투여할 의지를 갖추고 있고 또 그 변경된 생활공간이 일상적 장소성을 투여할 만한 조
건을 구비했다면 일상적 장소성이 각인될 물리적 대상공간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확대된 자본제적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일상적 장소성의 안정성ㆍ영
속성은 일상적 장소성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체의 감각이지 구체적인 특정 공간에 고정
되어 발현되는 특수한 감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일상적 장소성이 부여하는 영속성ㆍ고
정성이라는 감각의 이면에는 이동성ㆍ개방성이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은 외부자의 시선과 내부자의 시선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부자가 일상적 장소성을 더욱 중시할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내부
자 역시 관계적 공간성을 내재화하여 호명하는 주체이기도 하며 외부자 또한 특정 공간의
일상적 장소성을 상상하면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은 위도와 경도처럼 교차하면서 특정 공간에 대한 접근의
‘조건’을 제공한다.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의 매개 양상은 개별자의 욕망과 기억 등
과 엮이면서 조화ㆍ화해 혹은 갈등ㆍ충돌 등으로 발현된다.296) 일상이 사실들에 대한 무감
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모순과 욕망들이 증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때는297),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이 조우하는 그 순간이며 개별자가 자
신의 욕망과 기대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다.298) 이 순간 개별자는 공간에 대한 자신의 감
295) 위의 책, 19-20쪽, 54쪽, 94쪽 참조. 이 글은, 벤야민처럼 일상을 시간의 미로를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시간의 끝없는 직조물 속에서 서로 엮이는 하나의 공시적 드라마를 만들
어내는 장소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 글은 가급적 시간의 축을 배제하고 있으며 공간에 관한 인식의
층위에 집중한다.
296) 현실적으로 일상적 장소는 그 위력을 의심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국가주의 등 각종 지배적인 프레
임의 영향력 내에 존재한다.
297)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ㆍ서정은 옮김, 찬역사의 요동‘ , 휴머니스트, 2006, 156쪽 참조.
298) 제주 해군기지를 다룬 이보라의 논문은 관계적 공간성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땅ㆍ바다에 대한 일
상적 장소성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보라, ｢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정치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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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공간에 각인하고 투사하여, 마치 그 감각이 공간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인 양 분리시
킬 수 있다. 이로써 개별자는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고 이 욕망의 억압기제로부터 자유로워
진다.
2. 국가유기체의 하위 공간 299)
서울이라는 테마 아래 묶인 단편소설집 서울, 어느날 소설이 되다와 서울, 밤의 산책자
들의 작가들은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재현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 요구는 작가들의
일상적 장소성을 서울이라는 공간적 스케일로 확대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이라는 공
간의 관계적 공간성과 연결해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로 출간된 두 소설집은
일상적 장소로서의 서울이 현대성ㆍ도시성의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적응ㆍ습관화와 그에 부
정ㆍ비판이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양가적인 대응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와는 무
관하게, 현대성ㆍ도시성에 대한 오랜 문학적ㆍ사회적 관습이 지식 체계라는 형태로 두 소설
집의 소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두 소설집의 많은 소설들은, 국가라는 상위 공간이나 다른
공간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적 공간성은 직접적으로 문제삼지 않으며 순환적인 상
호근거로 활용할 뿐이다. 이 소설들은 현대성ㆍ도시성으로 서울을 그려내지만 이때의 서울
은 일상적 장소로서의 서울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대도시로 재맥락화될 수밖에 없는 보통명
사로서의 서울이다. 오랜 문학적 관습과 사회적 관습에 의해 당연시되어온 서울의 절대적
위치라는 관계적 공간성은 이 소설들이 그리고자 한 바는 아니지만 이 소설들의 토대가 되
는 동시에 결과로서 재생산되고 있다. 현대성ㆍ도시성은 현대도시들에 공통적인 성격이지만
그 강도와 방향 동일하지 않으며 일정한 차이를 둔다. 그러나 문학적ㆍ사회적 관습은 차이
를 유무로 전환함으로써 서울 공간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해 왔고, 서울의 현대성ㆍ도시성
전유ㆍ독점은 이들 소설의 배경 및 결과가 되고 있다. 부산의 최근 소설들이 지역사의 복원
을 통한 지역성ㆍ장소성 생산에 주력하고 서울이 현대성ㆍ도시성을 독점적으로 재현하는 이
유는 ‘차이’가 ‘독점’으로 전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그리고 이와 동형의 관계적 공간성
위에 두 공간의 소설집들이 나란히 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1960, 70년대와는 달
리 두 텍스트의 작가들에게는 기억에 기초하여 생산해낼 수 있는 대타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록 60, 70년대 작가들처럼 현대성ㆍ도시성
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여도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
반면, 서울의 관계적 공간성에 일정한 관심을 둔 결투 , 프라자 호텔 등의 소설들이 서
울 외의 로컬들을 인지하고 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은 상상이다. 이 상상은 서울에 절
대적 지위를 부여해온 공간 재현의 지식 체계에 의해 작동한다. 지방은 지식 체계 밖에 외
존재하거나 타자의 모습으로 체계 속에 포함된다. 현대성ㆍ도시성에 대한 부정ㆍ비판은 물
질적(공간적) 토대를 갖지 못한 지식 체계가 작동하는 양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텍스트가
299) 이 장은 조명기,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두 변증법｣, 찬어문논집‘ 50집, 중앙어문학회,
2012을 요약한 것임.

- 132 -

보여주는 양가성은,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곧 현재를 긍정하는 결과로 환원될 위험
을 안고 있는 주관 우위의 관념론적 변증법300)의 두 대립항일 수 있다. 1960년대 문학이 서
울 안팎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시키는 방식을 통
해 서울을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면,301) 두 소설집은 지식 체계를
통해 상상과 통합의 방식을 한정함으로써 기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ㆍ비판으로 연결되지 않는 역사에 대한 사유는 기존 질서에 대한 인정으로 귀결되며,
역사에 대한 사유를 포기한 부정ㆍ비판은 환상방황에 머문다.302) 공간을 자기만족적 질서로
재편해온 부르주아의 지식303)을 무기를 “고르고 토의하고 운반하는” “미지의 사람들”이 만
들어낸 “비밀”( 결투 , 2권, p.115)로 인정하여 포기해버릴 때, 이 누군가의 관점에서 상대화
되고 틀이 결정된 상대적 공간304)은 절대적이고 자연적인 질서로 고착된다. 이런 점에서 서
울의 관계적 공간성을 다룬 소설들은 관습적인 지식 체계를 인용ㆍ모방하면서 동시에 이 지
식 체계를 대상화하는 변형을 수행한다. 이것은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상상적인
통합이 공고한 사회질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관습적인 공간 상상이 무의식적으로 지속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디아스포라의 장소
3-1. 괴리된 공간과 고통
수키 김의 통역사와 가네시로 가즈키의 GO는 디아스포라의 소설이다. 재미한인 1.5
세대, 재일한인 3세대인 두 작가의 공간 감각, 문제 해결 방식은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르다.
두 개의 언어와 두 개의 문화를 알고 있으면 가슴속에 두 개의 세계가 담겨 있어야 하는
데, 수지는 언제나 허전함을 느꼈다. (중략) 데미안이 ‘축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녀를 영원
한 주변인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느 쪽 문화에도 감동받지 않고 어느 쪽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진공 속에서 살았다.305)

통역사의 수지는 “그 같은 사람들(이민자들-인용자)을 안다. 그가 어떤 날들을 보내는
지, 밤이면 어떤 집으로 돌아가는지, 딸들과는 왜 연락이 끊겼는지”(14쪽)를 안다고 말한다.
이 같은 발언이 가능한 이유는 그녀의 일상이 곧바로 이민자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거주지


300) 윤선구, 찬아도르노 찬부정변증법‘ ‘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56쪽.
301)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7,
15쪽.
302) 김명인, ｢근대도시의 바깥을 사유한다는 것｣, <한국학연구> 2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9, 215
쪽.
303)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찬발터 벤야민과 메트로 폴리스‘ , 효형출판, 2005, 162쪽.
304) 데이비드 하비, 임동근ㆍ박훈태ㆍ박준 옮김, ｢공간이라는 키워드｣, 찬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
문화과학사, 2010, 194쪽.
305) 수키 김, 이은선 옮김, 찬통역사‘ , 황금가지, 2006, 268쪽.(이하 인용면수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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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일터가 있는 뉴욕은 수지의 일상생활 공간이다. 그러나 수지의 일상은 뉴욕에 대한
장소성 획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교통비를 마련하자마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뉴욕으로
건너온 중부 출신의” “패기 넘치는” 대학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습 그 자체”를
뉴욕에서 선취하지만, 수지는 “스물다섯 살에 이미 인생을 포기해 버린”(37-38쪽) 상태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짐을 또 꾸려야 할 만큼 워낙 이사를 자주 하는데 어디로 옮기건 무슨 상
관일까 싶었다. 게다가 그녀는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소속감도 없었다”(68쪽)고 단언할 만큼, 그
녀는 어디에서도 안정성ㆍ영속성의 감각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녀에게 있어 ‘일상’과 ‘장소
성’의 연계는 파기된 상태다. 한국의 소설들은 ‘일상’과 ‘장소성’의 연계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넘겨버리지만 통역사의 디아스포라 수지에게 있어 이 연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
다.
장소성의 증발 즉, 일상과 장소 연계의 단절 상태, 연계 당연함의 파괴 상태를 수지는 진
공상태로 인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소설은, 연계의 단절, 파괴로 인한 장소성의 소멸은 관
계적 공간성의 폭력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미국 학문계에서 “진공상태로 남
아 있던 동아시아학”(78쪽)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데미안, 다미코 부부는 동서양의 완벽한 조
화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이혼 후 다미코는 데미안은 “동양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224쪽)라고 말하며 “백인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데 평생을 바쳤”던 데미안은 수지
라는 “해독제”를 거쳐 “쏟아지는 금발”(468-469쪽)의 여인과 결혼한다. “화려한 기회의 땅”
인 뉴욕에 어울리게 젠은 “눈부시도록 환한 햇살처럼 둥둥 날아다”니는 반면, 수지는 “아무
리 감추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차갑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 이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근본적이고 눈에 띄는 차이”(61-62쪽)다. 미국은 이민자를 “사
회의 기생충”(397쪽), “외계인”(428쪽)으로 분류한다. 이같은 조화의 불가능성, 차이와 분류
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구분, 위계구도가 사회적 아비투스로 작용한 결과다.
구분, 차이의 관계적 공간성이 집이라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상적 장소성을 향한 수지의
의지ㆍ욕망을 억압할 때, 수지는 자신의 공간을 진공상태로 인식하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된
다.
수지와 그레이스는 누군가를 짝사랑할 만큼 한 학교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다. 아버지 말
로는 덕분에 못된 미국식 습관에 휩쓸릴 틈도 없었다고 했다.(84쪽)
“개도 피가 섞이면 저렇게 멍청하고 못난 쓰레기가 되잖니!”(85쪽)
모든 원인은 한국이었다. 궁극적인 해결책도 한국이었다. (중략) 두 자매는 모국어인 한국
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기 때문에 못된 딸이었다. 집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너덜너덜한 매트
리스를 깔고 임시 대피소처럼 지내는 이유도 미국은 고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수지가 보기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았
다. 한국은 정신적인 지주였다. 한국은 두 딸을 당신들 방식대로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
다.(195쪽)

두 자매는 한국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완벽한 미국 소녀”(196쪽) 즉 자신의 일상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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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공간에 장소감을 투사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낯선 국가를 소
환함으로써 자매의 소망을 좌절시킨다. 한국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지정하고 자매를 훈육
하는 대타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263쪽)으며 자매는 한국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없기에 이 대타자는 일상적 장소성을 담
지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엄격한 판관의 기능만을 할 뿐이다. 한국이라는 대타자는 거기에
있음이나 거기가 옳음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음이나 여기는
옳지 않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저곳의 올바른 공간은 그 실체를
지니지 못한 채 이곳의 그름을 통해 환상적으로 존재한다. 타자에 의해 자신을 설명하고 의
미지을 수 있는 공간은 관계적 공간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성립 가능한 공간이다. 결국, 아버
지는 대타자로서의 한국만이 아니라 공간을 관계적 공간성으로만 이해하도록 강요한 셈이
다. 환상적인 대타자와 선/악에 기초한 관계적 공간성의 파괴적인 훈육으로 인해 수지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127쪽)을 하고자 하며, 사랑하지도 않는 데미안,
마이클 등의 정부(情婦)가 된다. “흰둥이 유부남이랑 놀아난 양갈보”라는 “저주”(107쪽)로
인해 수지가 겪는 고통은 개별자의 일상적 장소성이 관계적 공간성으로 인해 파괴될 때 나
타나는 일종의 증상인 셈이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다.306)
너희들, 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를 재일이라고 해대는 거지? 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자랐다구. 재일 미국인이니 재일 이란인처럼, 밖에서 온 사람들하고 똑 같이 부
르지 말란 말이야. 재일이라니, 우리들을 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날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것
이나 다를 바 없는 말이잖아. (중략) 너희들, 내가 무섭지? 어떻게든 분류를 하고 이름을 붙
이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지?(260-261쪽)

주인공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GO는 ‘나’의 일상적
장소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소설이 주목하는 것은 일상적 장소성과 관
계적 공간성의 불일치에 대한 것이다. 관계적 공간성이 일상적 장소성을 침범하여 부정하고
축출하려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 소설의 주조를 이룬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
“이름이란 뭐지? 장미라 부르는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그 향기는 변함이 없
는 것을”을 인용하면서 소설은 시작한다. 장미를 인지하는 두 가지 방식인 ‘향기’와 ‘이름’은
개별자의 기억이 제공하는 장미에 대한 감각적 접근 그리고 체계화된 추상적인 분류표에 동
질성과 이질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장미라는 기표를 기입하는 방식을 각각 가리킨다. 소설이
인용한 구절은 후자가 전자를 침범하고 부정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걸맞게, 소설은 “이 소설은 나의 연애를 다룬 것이다”(8쪽)고 선언하지만 “이제야 겨우
내 얘기를 할 수 있게”(14쪽) 되기까지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등의 단어가 난무하는
아버지의 국적 변경에 관한 얘기를 먼저 거쳐야만 한다. ‘내’가 “속이 뒤틀린 불량 소년으로
306) 가네시로 가즈키, 김난주 옮김, 찬GO‘ , 미래엔 컬처그룹, 개정판, 2006,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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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 역시 “뭐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선택의 여
지가 없는”(15쪽) 환경 즉 재일을 “사회의 쓰레기”(61쪽)로 간주하는 관계적 공간성에 대한
설명이 앞에 놓여야 가능하다. 또한, 소설의 메인플롯인 ‘나’의 연애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
들은 피가 더럽다”는 아버지의 말을 애인 사쿠라이가 환기함으로써 위기에 봉착한다. ‘나’의
일상적 장소성은 관계적 공간성에 의해 끊임없이 침범당하며 부정된다.
재일의 일상적 장소성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관계적 공간성에 의지한 모든
공간이 ‘나’의 장소를 부정한다. “조총련의 눈은 언제나 김일성이 교주처럼 군림하고 있는
북조선만 향하고 있지 재일 조선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11쪽)으며, 한국은 재일 교포를
선진국 일본에서 고생도 모르고 아무 부족한 것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인식하
거나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관계적 공간성으로 인한 일상적 장소성의 부정, 괴멸 위기가 ‘내’
가 인식하는 재일의 공간적 상황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된다. “항상 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
다는 상황인식은 관계적 공간성이 일상적 장소성을 부정하고 폭압적으로 소외시키는 상황인
식을 가리키는데, 이때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조선인 전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진
배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일의 고통은 타인과의 소통을 포기한 “낮은 신음소리”(183쪽)로
발산될 뿐이다. 소수자, 개별자의 이질성을 배제한 관계적 공간성의 절대적인 우위는 그로
인한 고통마저 은폐되기를 요구한다.
3-2. 아비 부정과 순결 혹은 명랑
통역사와 GO의 디아스포라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비 부정
이다. 통역사의 수지는 자신의 일상이 장소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찾
는다. 아버지가 한국을 대타자로 소환함으로써 자신을 지속적으로 훈육하고 징벌하자 마침
내 수지는 “아버지 딸로 태어난 걸 저주해요!”(53쪽)라고 외치며 아버지와 작별한다. 아버지
에 대한 거부는 대타자로서의 한국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지만, 수지의 의지는 아버지와의
결별 수준을 넘어선다.
왜 부모님을 죄인 취급 했을까? 여기까지 찾아와 낯선 사람에게 설명을 부탁하는 것 자체
가 살인을 당한 원인은 부모님한테 있다고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뜻이다. / ‘나는 누구 편인
걸까?’(245쪽)
한인 사회 전체가 그녀의 부모님을 증오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범인이 잡히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중략) 그녀도 다른 한국인들과 같다. 그녀도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다. 어쩌면 범인을 숨기는
데 동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300쪽)

소설은 부모를 살해한 범인과 살해 동기를 추적하는 과정을 따라 진행된다. 범인은 미지
의 “쓰레기 같은 악당”(53쪽)→“한인 사회 전체”→그레이스→DJ 등으로 변경되거나 추측된
다. 범인 추적의 과정은, 부모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수지 또한 아비 살해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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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인식해가는 과정과 겹친다. 수지가 범인을 추적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것은 아비 살해라는 자신의 욕망이다. 그녀가 부모를 죄인 취급하고
범인을 숨기는 데 동참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유는 자신의 끔찍한 욕망과 마주치기 두려운
까닭이다. 이 욕망이 두려운 이유는 근친살해라는 패륜적 이유만이 아니다. 소설 마지막 부
분에 배치되어 있는 에피소드에서 수지가 자신의 욕망과 마주치기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
유를 발견할 수 있다.
피고가 십대 소녀를 칼로 찌른 순간부터 강제 출국 조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민자는 미
국인이 아니다. 영주권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 어
느 날 밤에 재수 없게 십대 도둑을 만나거나 이민국의 밀고자 부부가 가게를 호시탐탐 엿보
거나 은밀하게 저지른 살인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리거나.(445쪽)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곧바로 강제 출국 당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민
자는 완전한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다. 수지가 직접적인 살인자는 아닐지라도 근친
살해 욕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공범자라면, 수지는 적어도 정신적ㆍ심리적인 강제
출국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장소성의 획득으로 연결
짓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을 살해함으로써 발생한 대타자의 빈 자리를 미국
이 대신할 때에야 비로소 일상과 장소성의 괴리 현상은 해소될 터이지만, 미국은 수지의 살
해 욕망을 새로운 대타자인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추방조치를 내릴 것이기에 수
지는 자신의 아비 살해 욕망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일상과 장소성을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
을 성취할 수도 없다. 수지는 대타자를 존중하고 있으며 대타자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신과 미국에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수지의 욕망은 대리자에게 전치된다. 소설은 살인범은
수지의 친언니 그레이스를 짝사랑한 DJ인데 그레이스가 DJ에게 복수한 후 잠적했다는 결론
에 도달함으로써 그리고 그레이스가 이 사실들을 수지에게 말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수지
는 결백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421쪽)게 된다. 새로운 대타자의 질서에 위반되는 욕망은
모두 타인에게 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욕망에 대한 대타자의 처벌 또한 타인이 대신함
으로써 수지는 순결한 몸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GO의 ‘나’ 역시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를 아비 부정에서 찾는다.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막강한 놈이 있어. 그 놈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몸도 단련해야 돼. 일단 그 놈부터 쓰러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하
지만 그 놈을 쓰러뜨리고 나면 나를 대적할 수 있는 놈은 거의 없어. 그렇게 되면 세계도 변
화시킬 수 있는 거지.” / (중략) “내가 국적을 바꾼 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 같은 것에 새롭
게 편입되거나 농락당하거나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이제 더 이상 커다란 것에 귀속되
어 있다는 감각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젠 사양하겠어. 설사 그것이 무슨무슨 도
민회 같은 것이라도 말이야.”(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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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버지를 세계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걸림돌로 인식한다. 이때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 “궁상맞은 시대”를 상징한다. ‘내’가 말하는 “당신네들의 시대”(236쪽)는 유교의
시대다. ‘나’는 유교의 사상을 “손위 사람을 공경하라”(33쪽)는 것으로 이해한다. 손위 사람
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커다란 것에 귀속”되는 것 즉 관계적 공간성의 절대적 우위를
의미하게 된다. ‘나’의 아버지는 일본→북조선→한국 등으로 국적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쿠라이의 아버지는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피가 더럽다”고 딸을 교육시킨다. 유교는 기존의 공간 인식 방식 즉 관계적 공간
성의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유력한 기반인 셈이다. 따라서 아비 부정의 의지는, 개별자
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도전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공경, 관계적 공간성의 절대적인
우위에 대한 도전 의지인 셈이다.
이 도전은 모든 관계적 공간성에 대한 거부, 개별자의 가치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개
별자의 가치ㆍ이질성이 인정받을 때 명랑이 발생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재일의 권리를 위한
모임에 참가하기를 요청받지만, ‘나’는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
구”(228쪽) 하고 되묻는다. ‘나’는 자신을 재일이라는 관계적 공간성 하에서 설명하기를 거부
하면서 개별성, 이질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질성의 내용은 킴 베이싱어를 좋아하거나
카트린느 드뇌브를 좋아하는 것 따위의 사소한 것일 수 있으나, 사소한 이질성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를 유쾌하게 만든다. 아버지와의 주먹대결 직후 ‘내’가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망할 영감탱이의 노고를 치하해줄 인간”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우
리들 시대가 아니라는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할 때,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하고 키들키들
웃”을 수 있다.(244쪽) 사쿠라이는 아버지의 훈육을 거역하고 ‘나’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자신의 신체에서 찾는다. 아비에 대한 부정과 ‘나’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국적의 차이에 대한 분별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곧바로 흥분한 신체에 대한 인식과 인정으로
연결되는데, 이 인식과 인정의 주체는 아비 훈육의 대상 사쿠라이가 아니라 개별자 사쿠라
이다. “따스한 목소리, 아름다운 미소” 등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이러한 개별자 탄생의
결과이다. 명랑은 아비를 부정하고 “낮은 신음소리”를 극복한 결과인 셈이다.
4. 대안공간으로서의 로컬(local)
한국의 소설들이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상상적 통합을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 관습화하고 지식화함으로써 각종 경계와 공간 인식의 문제에 무감각했다면, 디아스
포라의 소설들은 이런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두
소설의 주인공들이 제기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는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한국 문화와 낯선 문화 사이의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다. 경계선은 항상 존재했다. 처음부
터 경계선은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다. 사방의 경계선 안에서 두 소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중략)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이 배를 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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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전에는, 어느 날 아침에 일터로 나간 부모님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하기 전에는 길을 찾
지 못했다.(477쪽)

통역사의 자매는 두 문화 사이의 경계를 월경한 적이 없다. 관계적 공간성에서 탈주한
적이 없는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한 관계적 공간성 안에서 대타자의 위치를 존중하면
서 그 자리의 주인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자매는, 일상과 장소성의 연계를 저해하기도 하고
보장하기도 하는 관계적 공간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지 못하며, 이 관계적 공간성이라는
인식 층위에 매몰된 채 새로운 대타자로서의 국가를 물색하고 추구할 뿐이다. 대타자 교체
의 대가를 타인이 고스란히 떠맡음으로써 수지는 마침내 “부모님 없는 미국의 딸. 곱디고운
미국의 딸”(478쪽) 즉 순결한 몸으로 재탄생한다. 달리 말해,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 (중
략) 이것으로 네 꿈이 이루어졌잖아”(477쪽)라고 말하는 그레이스를 상상할 수밖에 없듯, 관
계적 공간성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순결은 희생양에 대한 기억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기
존의 관계적 공간성 안으로 편입되기 위해 묵인해야 했던 폭력의 상흔은 수지의 순결한 몸
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
GO는 관계적 공간성의 절대적이고 폭력적인 우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의식은, “언젠가는 반드시 국경을 없애버리겠”(244쪽)다는 다짐 즉 관계적 공간성의 소
멸, 일상적 장소성의 유일한 존립이라는 주제로 귀결된다. 개별자의 이질성에 대한 존중ㆍ인
정을 최대한 확장한다면 국경의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자
의 이질성에 대한 존중ㆍ인정이 개별자 개인의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쿠
라이의 신체적 반응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제적 세계화라는 관계적 공간성의 조건들에 대한 대응 역시 전
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될 때 이로 인한 일상적 장소성의 소멸 혹은 상품화는 개별자의 윤리
의식이나 지식의 범위 밖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리고 이 개별자는 상위 개념
속에 용해될 수 없는 비동일적인 특수자로 상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GO의 개별자는 동
일성 사유와 그 위력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동일성을 현시하는 존재가 아니
라, 동일성 사유와 그 위력의 소멸을 상상ㆍ전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낭만적 유토피아에서
가능한 이런 명랑은 “낮은 신음소리”의 상상적 해소에서 그다지 멀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일상적 장소성을 중시하는 두 디아스포라 소설은 기존의 관계적 공간성에 향한 완
전인 포섭, 기존의 관계적 공간성의 전적인 부정이라는 두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고통
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상존해 있다는 점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개별자에게 전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귀결점 모두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
라서, 기존의 관계적 공간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크기의 공간, 정치체제ㆍ경제체제에 대한 대
응의 몫을 전적으로 개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크기의 공간을 다층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일상적 장소성이 관계적 공간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 고통을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의지가 규합될 수 있는 크기의 공간, 로컬이라는 이 상상의 공간에 주
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 139 -

토 론 문

공간인식의 층위와 장소 정체성의 중층성 고찰을 위한 시론
윤정헌 (경일대)
이 논문은 두 편의 재외 한인소설, 『통역사』와 『GO』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의 실상을 소
위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의 교섭 및 대응방식을 매개로 풀어내려 하고 있다. 그
럼으로써 ‘공간 인식‘과 ’장소 정체성‘이란 새로운 화두로 디아스포라 소설의 본질을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기롭고 의의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구체적 논증성보다 비평적 감수성에 치우친 듯한 현학적인 논지(논문 전
체가 아닌 발표요지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으나)가 토론자의 우둔함이 감당하기 힘든 추상적 결
론을 담보하고 있어 아쉽다. 이에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에 대한 개념적 부연을 위한 배려였다고 하더라도, 이
미 서론에서 충분히 설명된 문제를 논외의 텍스트(『서울, 어느날 소설이 되다』,『서울,밤의 산
책자들』)까지 거론하며 부언하는 2장(국가 유기체의 하위 공간)은 전체적 밸런스에 있어 불필
요하게 삽입된 감이 있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둘째, 디아스포라 소설의 주제는 ‘정착의 땅, 이민지에서의 이민자의 타자로서의 정체성과 이
에서 비롯된 갈등’이 대종을 이룬다. 본고에서는 이를 ‘관계적 공간성과 일상적 장소성의 교
호’란 스펙트럼에서 주시하고 있는 바, ‘관계적 공간성’을 강요하며 그녀의 ‘일상적 장소성’을
훼손하고 박탈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이민의 땅인 미국을 일상의 장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시 말해 ‘일상적 장소성’이 유동적인)『통역사』의 수지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일상적 장소성’이 의심 없이 고착되어있는 『GO』의 ‘나’가 ‘기존의 관계적 공간성’에 대한 자
세(완전한 포섭 혹은 전적인 부정)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일진대, 이를 두 작가의 공간감각의
차이로 쟁점화할 필요가 있나?

셋째, 『GO』에서, 재일 한국인 3세의 이민후손으로서의 현지 정착의지를 발표자는 관계적 공
간성의 절대적이고 폭력적 우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기성 토착민 아닌 이
주민의 후예가 현지에 연착륙하기 위해선 관계적 공간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넷째, 발표자가 대안공간으로 제시하는 로컬(local)이란 상상의 공간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
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관계적 공간성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적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듯한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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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의 서사: 트랜스로컬리티의 불/가능성
문재원(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ce)의 불가능성

2.

<

3.

한국문학 속의 조선족

4.

다시 경계에서

1.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ce)의 불가능성

황해>,

오원춘사건>,

<

공모자들>의 괴담

<

인간은 이주하는 본성을 지닌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ce)이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유
목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근대 국민국가는 정주/이주의 이분법을 탄생시키며 이주를 정주
에서 벗어난 예외적 현상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전례없는 규모의 속도로 국경을 넘어선 이주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주
권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307)
이러한 국경은 배타성 일면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근대 국민

一國性)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교역과 교류 위에서 그

국가의 존재방식이 일국성(

지속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문화, 물질의 자유로운 이동은 초국적 이동을 자유
롭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이동은 통제되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은 더 많은 이윤을 좇아가는 이른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도
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존권 문제가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현장을 만들어낸다. 출입
국관리법이 여전히 최종 심급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호모사케르적인 마지즌(margizen)은
이에 대한 표상이다.
최근 월경에 대한 담론들은 무엇보다 이 마지즌들의 실존을 새롭게 이슈화했다. 바우만
(Zygmunt Bauman)이“지구화가 생산한 쓰레기들”308)이라 명명한 피난민, 망명자, 이주민 등

국경 밖으로 이동(추방)한 비국민, 난민들은 국경의 당위성을 되묻는 실존적 존재가 되어 국
경을 서성거리고 있다. 이때 국경은 국가와 국가라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국경
을 국경으로 만든 여러 실체나 권력들, 힘의 작용이 상충되어 있는 의식의 추상적인 경계까
지 구축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이동, 행위로서
의 넘다가 아니라, 국경에 새겨져 있는 이분법적 대립의 의미를 되묻고 대립을 넘어선 새로
운 지점을 모색한다는 것을 뜻한다.309)
307) 황혜성, 왜 호모 미그란스인가? (전국역사학대회 자료집 30쪽, 2011. 11. 4)
308)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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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주 가운데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을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2년의 한중수
교 등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지역에 집거하면서 살아왔던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했다.310) 이들의 경우는 특히 이주/역이주라는 문제틀을 가지
고 있다. 이들은 식민지 시기 강제적 이주의 경험을 지니고 있고, 다시 자본에 의해 아버지
의 나라로 이주하는 중국공민이면서 한민족이라는 복잡한 틀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진 지 불과 20년.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문제까지 깊숙이 관여되어 있
으며, 특히 지리적 인접성은 북한과 가까운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초국적 이주
가 신자본주의적 질서에 귀속됨에도 이주지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주된 방법이 ‘민족적인 감
정’의 차원으로 전치되는 일들이 빈번하다.311) 그러므로 한국/중국이라는 국가적 경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핏줄의 지정학, 그럼에도 동포로 쉽게 안을 수 없는 냉전의 부산물인
이데올로기 등이 복잡한 관계망 속에 조선족이 위치하고 있다.312)
이러한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자본인가, 국가장치인가, 혈맹인
가. 몇 겹의 불가능성과 대면하고 있는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을 문화, 문학적으로 어떻게 수
용,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의미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역이주를 둘러싼 경계
의 재사유는 포스트내셔널에 대한 상상을 전개하고, 동일성의 국민문학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사에서 국경의 문제는 국민동질성을 확보하는 민족서사를 바탕으로 한다. 한국문
학의 범주 논의에서 최근에야 디아스포라문학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
지 않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서사의 방식을 통해 한국 문학은 그동안 한반도 혹은 그 남쪽
에 국한되었던 작품의 무대를 확장시키고 한국의 근대를 형성한 모더니티의 문제를

글로벌

한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자 한다.313) 여기에는 식민지와 연결된 재중,
재일 디아스포라 한국전쟁, 산업화와 연결된 재미, 남미디아스포라 뿐만 아니라, 1990년 이
후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결혼이민자나 노동이주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물
309) 박성창, 글로컬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9, 58쪽
310) 이들의 한국행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집으로 리혜선, 코리안 드림, 길림신문, 인천문화재단 엮
음, 엄마가 떠났어요, 박우 외, 우리가 만난 한국 등이 있다.
311) 한국과 조선족의 관계에서 동족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조선족은 사소한 마찰도 동족 차원에
서 생각하고 서러워하고 섭섭해하여 갈등이 조장되는 것이다.(임계순,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2003, 348쪽)
312) 재미있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어느 지자체에서 외국인 다문화 축제가 있었다. 여기에 국내로 이
주해 들어온 여러 나라의 부스가 할당되었는데, 조선족의 부스는 없었다. 이유는 조선족은 외국인
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조선족이 항의하자 부스가 할당되었다. 조선족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는 엄격히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이 행사에서 보이는 혼란은 법규제와 정서 심리적인 국면의 충돌
되고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동포’, ‘핏줄’이다. 이러
한 기대와는 달리 이곳에서 받는 차별적인 경험에 더욱 당황하거나 실망하였다고 했다. “필요에 따
라 민족을 이용합니다. 중국 한국 축구시합하면 동족이니 민족이라는 잣대로 한국 응원을 강요하면
서, 정작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외국인 취급합니다. 국민, 민족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
리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다. 같은 핏줄로 보자 이겁니다.”(2011. 10. 27 인터뷰)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이러한 충돌, 혼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양상들도 관찰된
다.
313) 박성창, 위의 책,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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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들이 놓여있는 역사, 정치, 사회의 구체적 맥락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식민
지시기 발생된 디아스포라와 최근 전지구화가 촉발시킨 디아스포라는 합쳐지지 않는 역사적
간극도 놓여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동과 이주는 국민국가의 경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포스터모던의 상상력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탈국가, 탈국경의 서사를 포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

황해>,

<

오원춘사건>,

<

공모자들>의 괴담

서울 구로구의 가리봉동은 현재 조선족 집거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가리봉동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주변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이곳이 2003년 재개발 예정지
가 되면서 현재까지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쇠락해 갔다. 이러한 물리적 낙후성은 기
존의 원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조선족을 밀집시키는 게토 역
할을 하면서 주변의 지역사회와의 상대적 고립을 강화시켰다. 이는 물리적 쇠락이 공간적
밀집을 초래하면서 사회적인 격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314) 산업노동자-(탈선청소
년 실업자)-조선족으로 이어지는 공간 주체들의 변환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가난, 낙후, 비가
시적 존재, 사회적 약자, 마이너리티라는 점이다. 가리봉동의 원주민들을 그곳을 떠나고, 인
근의 구로구 공단은 디지털단지, 국내 최대 쇼핑센터 등으로 ‘첨단동’의 이미지로 재탄생되

空洞)의 공간으로, 사람이 살되 가시화되지 않는 비가적 영역으
공동의 공간은 전언(傳言)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된다.
‘호모사케

는 가운데 가리봉동은 공동(
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315)

르’로서 디아스포라들은 “언제든 붙잡히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어 경찰서 장부에 무연고 사
망자로 기록되기 전엔 이 나라 어느 인명부에도 이름이 오를 리 없는"( 가리봉 양꼬치 , 82
쪽)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대중매체이다.316) 이런 점에서 영화 <황해>(나
홍진, 2010)는 떠도는 소문들을 일시에 사실로 확정해 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미 언
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던 흑사파, 연변파, 뱀파...폭력적 사건들은 ‘조선족’이라는 집단적 호
칭과 결부되면서 조선족의 표상을 만들어내었다. 타자의 존재성은 그것이 인종이든 계급, 민
족의 차이든 피해자 ‘집단’과 그 성원됨이라는 것이 결국 주체(가해자)에 의해 정의된다.317)
이들을(조선족) 부정적 타자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징표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도록 감각
적으로 호칭한다. 냄새, 불결, 저능한 지적 수준 등으로 규정되는 조선족은 동일한 민족적

·

314) 박세훈 이영아,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 다문화사회연구3-2, 2010, 87쪽
315) “겉으로는 평화로운 거리지만 지난해 이곳에서 10여건의 살인이 벌어졌다” “밤에 피흘리며 솜과
소독약을 사러오는 조선족을 보면 겁이 난다.”(양은경,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
성 : 조선일보 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4-5, 2010, 226) 언론의 기획기사들의 리드를
통해 가리봉동과 조선족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
316) 양은경은 언론매체에서 조선족이 어떻게 담론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조선족 관련 주제어를
빈도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순이다. ‘불법체류자/범죄자’, ‘코리안드림을 쫓는’, ‘퇴폐향락적인/무
능력한/부도덕한’, '가난한/낙후된', ‘동포/민족공동체’, ‘한국에 적개심을 가진’, ‘난민/떠돌이’, ‘친
북 성향의’, ‘고소득 전문가’(양은경, 위의 논문 참조)
317) 조윤미, 서파푸아 분쟁과 국가 폭력에 대한 제노사이드, 담론의 구조와 함정, 민주주의와 인권 7
권 1호, 2006, 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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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 내의 경계를 생산하며 여기에서 조선족은 민족적 호명보다는 차별적 호명으로 열등한
이미지를 함의한 채 유포된다.318) 하여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한민족의 표상이 아닌 그들을
타자로서의 집단적 호칭으로 묶어 차별적인 위치를 생산한다.
영화 <황해>의 사건은 한국으로 돈벌러 간 아내가 한국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을 들
은 조선족 구남의 이동에서 시작된다.(구남의 아내가 연변에 발을 내리는 엔딩 장면은 소문
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영화는 잊을만하면 도끼가 꽂히고 피가 튀고 흐른다. 살벌한 유혈
낭자극에 올려짐으로 소문의 이동경로와 추적이라는 플롯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연변’과 ‘조
선족’에 대한 해석은 ‘도끼와 피’라는 지극히 평면적인 시각으로 고착되어 간다. 이러한 점
에서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 내부의 모종의 사건들이 어
떻게 구성되는가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지난 봄에 발생한 사건, ‘희대의 잔혹 살인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오원춘 사건319)
은 성폭행범에서 급기야 ‘인육 유통조직의 연계설’이 언론매체에서 공식 보도되었다.(조선일
보. 2012. 5. 23) 인육괴담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간/비인간을
경계짓는 틀로서 작동해 왔다.320) 인간/비인간의 경계에서는 인간 내부의 무수한 차이, 차별
로 인한 복잡한 구도를 일시에 삭제시키는 능력이 발휘되며 여기에서 이러한 경계에 대한
성찰은 의미를 상실한다. 이어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행’에는 조선족의 ‘연류설’이 사적 공간
에서 유포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의정부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조선족이라는
괴담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문제는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경찰과
언론에서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 8. 20)는 내용이 전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경찰, 언론, 조선족이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는 점
이다. 공적체계에 대한 의심과 비판은 조선족이 합세하면서 이미지는 비약된다.
최근 개봉한 영화 <공모자들>(김홍선, 2012)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절묘하게 절취하고 있
다. 영화 안에서 조선족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따이링(보따리 장수)과 장기적출꾼
들의 협잡이 물리적으로 인접한 연변을 이끌어내고 다시 조선족을 끌어낸다. 공무원, 공항직
원, 경찰들이 연류되어 있는 장기적출단이 따이링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선
험적 이미지를 이용한 절묘한 자리바꿈의 정치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소문은 근대 이전에 전근대적 일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투명한 관습적 역할을
했다.321) 이러한 소문은 개인적인 발화이면서 사회적인 발화형식이다. 그러므로 소문의 발화
방식에서 나타나는 무주체성은 곧 공동체의 집단적 주체이다. 소문의 세계에서 핵심은 발신
자의 신원이 아니라 수용공동체 내의 확산이다. 왜냐하면 소문은 공동체 내에 재빠르게 유
318) 이는 식민지 시기 이주한 재일조선인의 위치성과도 동일하게 작용되었다.(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윤정화, 제노사이드 기억의 재현방식과 재일한인의 정체성 , 현대소설연구 245 참조) 이렇
게 되면 조선족에 대한 호명방식은 곧 내부식민지의 방식과 닿아 있다.
319) 2012. 4. 1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조선계 중국인 남성 우위안춘(
)이 길
을 지나는 한국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하여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사건이다.
320) 우리 사회에서 소위 문둥이가 아이를 잡아 먹는다는 괴담을 생각해 보라. 문둥이를 사회에서 철
저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사회내부에서 만들어진 발화이다. 이 발화는 다시 생산자에게 회귀하여 주
류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321) 필립 아레에스 조르쥬 뒤비 편집, 주명철 전수연 역(2002), 사생활의 역사, 새물결, 94쪽

吳原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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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는 비밀322)이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비밀의 공모가 된다. 소문은 실재가 아니기 때
문에 그 진원지에 다가갈수록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확장되면서 실재로부터 연기된다.
소문의 정치 안에서 절합(articulation)의 지점들이 포착된다. 접합이란 별개의 사실들이 조
합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선족에 대한 소문들은 결국 사회
가 유지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가상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때 소문은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재구축한다. 르네 지라르(R. Girard)는 모든 사회적 질서는 기원적인
폭력의 열매라고 전제한다. 폭력은 집단적 욕망을 배면에 숨기고 있으며,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그 폭력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끝없는 폭력의 연쇄는 희생양을 발견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중지되며 희생양은 이러한 폭력을 중지시키는 계기로 성화된다. 폭력
모방의 욕구를 희생양에게 전가시킨 뒤 전체사회의 조화와 통합을 당분간 극대화한다. 폭력
은 항상 대체용 희생물을 찾으며 결국 찾아낸다. 이때 대체용 희생물은 보호하려 애쓰는 존
재에게로 향하는 폭력의 방향을 그것의 죽음이 썩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
는 다른 존재에게로 돌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323)
이처럼 순수와 오염의 경계짓기를 통해 구축되는 다문화의 로컬리티는 여전히 근대 국민
국가의 논리적 틀로 환원된다. 특히 이주민들에 대한 소문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표면적으로
는 포스트국민국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국민국가 내부의 경계
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이주민과는 달리 피부색, 언어, 외모, 혈통의 면
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조선족의 귀환은 ‘목안에 가시’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다시
내부적 경계를 통해 차별을 생산해 낸다. 한편, 소문은 지배체제 내에서 만들어졌지만, 지배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족을 둘러싼 소문이 공포와 불안을 야기
하는 궁극적 지점은 여기에 있다. 이로써 역이주해 온 조선족의 탈국민화, 포스트국민국가가
생산해 내는 이주공간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틀 위에 올려진다. 이러한 월경이 중심과 주변
의 대립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복잡한 국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오
히려 통일과 통합에 대한 욕망과 끊임없는 차이와 분열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용한다.

3.

한국문학 속의 조선족

1)

소문으로 구성되는 조선족

이 사람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말이 안 통해야 도망도 못 가는 거라고. 한 이
년 살살거리다가 재산 홀랑 집어들고 도망가는 년들이 어디 한 둘이야? 친척들 불러
다가 일자리 마련해줘, 뭐 해줘, 다 소용없다니까. 조선족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등쳐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나 많이 벌어갈까, 그 궁리만 한다구. (잘가라 서커스, 10)

322)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역, 장편소설과 만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83-84쪽
323) 르네 지라르, 김진석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17-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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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소를 통해 단체로 중국으로 맞선 보러 간 남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조선족 여성들
은 하나같이 베트남, 러시아에 비해 더 위험한 인물로 상상된다. 말이 통한다는 민족적 공통
성이 오히려 가족구성에 해가 된다는 이야기들을 교환한다. 국제 맞선 장에 나와 있는 이들
의 입에서 나오는 조선족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풍문으로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풍문으로 재구성되는 조선족 여성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빌미로 남자
등치는 여자들뿐이다. 이러한 소문의 규정력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나에게도 확산된
다. 이들과 다른 위치에서 이들을 관찰하고 있던 나 역시 이후 형의 맞선 장에 나온 여자들
에게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게 한다. “모두들 착한 형에게 사기를 치거나 결혼동거비자를
쥐는 즉시 줄행랑을 칠 여자들로만 보였다.”(13) 형이 맘에 들어 하는 여자-형수-에게도 나
의 첫인상은 의심스러운 존재였다. “나는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다만 결혼증과 한
국으로 가는 티켓이 필요한 것이다. 여자의 부드러운 저 얼굴 뒤에 날카로운 음모가 숨어
있다, 분명.” 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살가운 시어머니 역시 전해들은 이야기로 며느리를 다
시 확인한다.
1) “아가는 어디 도망갈 생각 안하지야? 거짓부렁으로 결혼해서 금세 도망가고 그

러는 사람들하고 다르지야?”

2)

(잘가라, 서커스, 59)

이건 실화입니다. 한국으로 돈 벌러 긴 처가 오 년동안 집에 돈 한푼 보내주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있다가 어느날 불쑥 나타나더니만 이혼을 제출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격분에 못 이겨 이혼에 동의를 해버렸답니다. 그 처가 건방지게끔
웬 한국 남자를 달고 와서는 으쓱해하더니 아이한테 용돈 몇 장 던져주고 휙 사라졌
더랍니다.

( 가리봉 연가 , 97)

이들의 이야기는 상호성이라는 결혼 안에서 언제나 소문의 대상은 조선족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문 속의 그녀들은 가족 해체의 주범이 되어 있다. 여기서 소문의 진원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혼이라는 상호성이 자본에 매입되면서 자본의 유무에 의해
주/종의 관계로 재배치되고 있으며 결혼여성을 구성하는 소문의 주체와 대상은 명확해진다.
특히 인용문 2)는 조선족 남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다. 본인도 한국에 나와 있지만, 가족
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위치를 다르게 출발시키고 있다. 여기서 조선족 여성
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가족 해체의 주범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그래도 요즈음 대한민국에는 별 희귀한 일들이 다 있어요. 이산가족 찾는답시구
비슷한

케이스를 들구 와서는 아들이요 삼촌이요 하구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맞붙잡

고 눈물콧물 쥐여짜며 난리다가 어느날 갑자기 재산 다 털리는 한심한 일이 한두 건
이 아니예요. (바람꽃,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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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선족의 문제는 가족구성, 뿌리찾기 라는 명분이 앞에 내세워진다. 그러나 이
러한 명분이 ‘돈’과 결부되면서 빈/부의 계층적 공간으로 수렴된다. “돈없는 고향”/ “돈있는
한국”( 가리봉 연가 )처럼 조선족을 둘러싼 소문들은 우선적으로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소문은 심층에 깔린 집단적 기억에서 비롯한다324)고 할 때, 이미 한국과 중국의 관
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심층적 구조는 무엇인가. 과거 조선의 사대주의에서 굴절된
역사적 정치적 맥락들이 겹쳐지면서 특히 오늘날 전지구화의 국면 안에서 조선족의 이동표
상이 자본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점은 한국/중국의 위계화된 공간을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소문 속에서 돈의 유무에 의해 공간이 위계화되고 있다. 고향의 몇 달치 월급이 서울 모텔
에서 며칠 일한 보수와 같고(잘가라 서커스), 약값이 없어 병들어 죽은 오빠가 있고(가리
봉 연가, 돈을 벌러 한국으로 간 엄마(발해풍의 정원)의 부재를 확인하는 저곳 고향이다.
이처럼 자본이 개입될 때는 조선족과 한국사람들이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연결되지 않는다. 자본에 의한 포섭과 배제가 진행되는 동안 떠나왔던 고향 (연변)은 한국
(서울)과 결코 동시대의 동등한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들을 확산시키는 소

문들은 한국/중국, 부/빈, 남성/여성, 가족/반가족 등으로 반복 재생산된다. 이러한 소문 안
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가족의 풍경은 어떠한 질서를 내적원리로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소문이 생산한 파르마코스(pharmak os)

순수 혈통주의,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경선과 혈연의 안팎은 구분된다. 한 국가가 자신
의 정체성과 경계를 유지하려면 한민족, 국민, 시민 등의 호명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타자
들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배제와 포함의 논리에 의지하여 사회의 일정한 부분을 끊임없이
솎아 낸다. ‘순결한’ 한겨레, ‘건강한’ 한민족, ‘부강한’ 국가라는 이름 아래 혼혈, 기지촌 여
성들, 이주 노동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극빈자 신용불량자, 유목민 강제이주자들 탈북자들
홈리스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적 외부’가 되어 버린다.325) 이 자리는 아이러닉하게도 ‘민족’
이라는 이름으로 귀환한 조선족의 시공간이 자본에 의해 재배치되고 있는 자리이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좋은 맘으로 한국에 갔다가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는 일
도 심상찮게 들려왔다. 웬 중늙은이에게 시집간 여자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요구하는
잠자리에 질려 도망을 쳤다고도 했고, 술추렴이나 폭력에 시달렸다는 여자들도 있었
다. 대학까지 나와 교원질 하던 여자가 생판 해보지도 않은 돼지농장에 고생만 하다
가 겨우 이혼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잘가라 서커스, 60)
해화가 들은 소문에는 조선족여자 너머로 한국의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중늙은이, 성
폭력, 술추렴, 강제노동 등 이주지의 생활공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
나쁜/착한, 가해자/피해자, 중국/한국,326) 여성/남성의 관계들이 재생산되는 소문의 공간에

·

324) 한스 J. 노이바우어, 박동자 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180쪽
325)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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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선족 여성들은 말하지 못하는(말할 수 없는) 마이너리티였다. 그러나 해화가 개입되는
소문의 공간에서는 조선족 여성들의 목소리가 전달됨으로 일방의 목소리로 구성되었던 이전
의 소문들에 균열을 가져온다.
한편, 피해자/가해자, 한국/조선족의 소문이 균열되는 지점에서 만나는 조선족 여성들은
‘푸른 멍자국을 늘 얼굴에 달고 다니거나 죽거나 죽임을 당한다. 나의 이복형제들에서 영

등포 시장의 ‘머저리’가 달고 다니는 얼굴의 푸른 멍은
래드마크이다. 칼에 찔려 죽은

나의 핑궈리 를 꿈꾸는 ‘만자’의 트

가리봉 양꼬치 의 요리사의 몸 위로 골목에서 칼에 찔려 죽

은 명화의 몸이 겹쳐진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가리봉

연가 의 명화와 바람꽃의 지혜경은 동일 인물이다. 여기에는 이전의 소문을 역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현의 형식은 위치만 바뀌었지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틀을 벗어나지 않
는다. 가해자 피해자의 자리바꿈은 문제의 틀이 교묘하게 이동되는 전치효과를 통해 오히려
선악의 이분법을 더욱 공고화한다. 이러한 전도는 작가의 윤리적 태도로 드러나 보이는 작
가의 윤리적 강박이 빚어내는 좌표의 역전 이상은 되지 않는다. 모든 과정들이 피해자/가해
자의 그물로 들어오는 순간 서술자의 위치는 판관자의 위치로 환원된다. 이러한 구도는 복
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초국적 이주의 상황을 단선적으로 만들어 낸다. 이때 박해받
는 몸은 민족이라는 ‘기표’에 쉽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때 우리는 조선족의 이동을 유발한
것이 글로벌 공간질서 임에도 오히려 글로벌(자본)은 삭제되는 현상을 발견한다.
핑궈리를 먹고 싶어. 그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그
렇게 말한 그녀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미싱을 타러 갔지요. 멍이 든 한쪽 눈을 채

『그녀의 나무 핑궈리』, 64. 밑줄 필자)

감추지도 못하고요. (

나는 가능한 행복한 상상을 하려 애를 썼다. 햇살 아래 단잠, 사과배꽃 날리던 언
덕, 국경절 경축 야회 터지던 불꽃놀이, 붉은 기운이 감도는 석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 하지만 행복한 생각을 할수록 고통은 더욱더 실제적으로 느껴졌다.
(

『잘가라 서커스』, 113)

찰나적으로 연변과 서울이 공간적으로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 발해공주의 무덤이나 발해
풍의 정원을 서울과 이으려고 하는 조선족 남성들에 의해 연변과 한국(서울)은 분리된 공간
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발해-대한민국이라는 시간축이 작동하면서 연변이 상
위공간에 배치된다. 특히 연변에서는 발해공주의 무덤이라든가 발해풍의 정원이라든가 구체
적 물증이 확보되면서 실재공간으로서 설득력이 더해진다. 그러나 이들의 서사플롯은 제 3
326) 이중적인 잣대를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을 성사시키는 가장 합당한 명분으로 한민족이 작동했다면
(“아무리 순종적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살 수 있겠어요?”) 분리되는 순간
중국/한국으로 분리되는 것은 잣대를 생산하는 주체의 이중성에 기인함과 동시에 민족에 여전히
잡혀있는 주체의 모순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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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떠나거나 죽음을 맞음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문학이라는 장르가 사실(fact)로서의 현실이 아닌 리얼리티의 문제를 구현한다면, 죽음으로
서 서사적으로 생존하는 이 역설은 무엇을 말하는가. 재현의 공간으로서 이주의 공간은 현
상을 넘어 사유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공한다. 죽음의 서사공간은 이주와 탈주를 강제하고
있는 자본과 국가의 논리 혹은 공모의 매커니즘327)의 작동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모에 대해 이주자들은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으며 오히려 공모의 희생양으로 봉사될 뿐
이다. 특히 이들 죽음의 역설은 무엇을 말하는가. 디아스포라 주체들의 여전히 불안한, 불온
한 위치에 대한 역설이다. 불온한 타자들을 제거함으로 근대적 공간성을 획득하려는 근대기
획의 욕망으로 봉합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초국가적 이주를 언급하면서 탈근대의 유
목적 상상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적 상상력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초국적 공간기획
의 좌절, 이주민들의 재영토화에 대한 좌절은 곧 다시 이곳과 저곳이 쉽게 이원화되는 지점
을 수락한다. 하여 이러한 불안정의 위치가 지속되면서 과거, 저곳에 대한 환상은 원래 불안
정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원래 안정적인 무엇이 있었다는 것으로 고착시켜 버린다. 이
러한 서사 장치는 이주의 초점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필연 이곳의 폭력성을 요청한다.
잘가라, 서커스에서 고향에 있는 ‘발해 공주의 무덤’에 사로잡혀 있는 해화. 무덤의 비
밀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지점은 해화의 결혼이 파국에 이르는 지점이다. 이러한 서사구조
가리봉 연가 의 명화, 바람꽃의 홍지하의 서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바람꽃의

는

홍지하에게 서울은 해화의 “사과배”, 만자의 “핑궈리”와는 거리가 먼 고국과의 연결성을 강
화하는 향수적이며 귀환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홍지하에게 있어 귀국하는 것보다 절박한 것은 없었다. 외로움이 짙을수록 고향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혈육이 얽혀있는, 선조들의 뼈가 묻힌 잊
을 수 없는 땅이긴 하지만 이곳의 주인들은 중국 동포들을 이방의 타민족으로 여기면
서 쌀의 뉘와 물에 뜬 몇 방울의 기름처럼 대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만큼 그의
가슴은 아프고 쓰라렸다. 밥을 지을 때 쌀에 뉘를 가려버리기 마련이고 물은 기름을
떠밀어 버리기 마련이다. 물은 한방울의 기름쯤 의식할 여백이 없을 것이지만 물속에
용해될 수 없는 한방울의 기름은 외롭고 고달프고 슬픈 것이다. (바람꽃, 276)328)
한편, 이러한 인물의 정형화에는 젠더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경계 안의 경계와
민나는 조선족을 다룬 소설 안에서 여성의 경우 불결하거나 지적 저능아로 등장한다. 잘가
라 서커스의 림해화는 애초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한국에 왔으며,

가리봉 연가 의 장명화

는 아이가 있음에도 처녀라 속이고 결혼했고, 바람꽃의 지혜경은 남편이 있는 몸으로 돈
많은 남자의 대리모가 되었다. 반면

그녀의 나무 핑궈리 나 나의 이복형제들의 만자나

327) 소영현,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국경을 넘는 여성들 ,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회, 2009,
88쪽
328) 위의 서술은 내외적 초점화를 통해 작가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작가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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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는 저능한 지적 수준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작가, 연구원, 요리사 라는
전문직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인을 넘어 민족의 혈통을 잇는다는 대의명분을 들고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온 ‘홍지하’나 발해의 후손이라는 정체성
확인을 위해 한국에 온 해화의 애인, 고향의 ‘발해풍 정원’을 완성하기 위해 기리봉동에 온
‘양꼬치 요리사’는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대의명분 위에 놓인다. 이런 점에서 공/사, 정상/비

정상, 육체/정신의 영역에 남/여를 배치하고 있다. 조선족 남성들의 서사가 여성들의 서사
보다 ‘고아들의 무의식’에 강하게 기대고 있음은 역설적으로 한국문학 안에서 조선족담론이
‘오이디푸스적 장르’329) 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소문의 틈: 다중의 공간

소문 속에서 이미 공공의 적으로 자리잡은 이들의 한국행은 “목숨을 내놓은 일”(바람꽃
)이며330), “불안과 초조”의 공간 속에서 이들의 서사는 파국을 향해 예정된 길을 떠난다.
그러나 이들 인물의 플롯이 파멸로 예정된 파국을 향하는 동안,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또다
른 이방인들, 그들과의 연대는 파멸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을 뛰쳐나와 오갈 데
없는 해화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며 다독거려주는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 “무뚝뚝
하고 냉랭했지만, 냉랭함 속의 감출 수 없는 따스함”을 지니고 있던 조선족 약장수 아주머
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은 해화의 파멸을 지연시킨다. 이명랑의

『나의 이복형제들』은 해화

의 지연된 파멸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의 생성을 꿈꾼다.
은행까지 걸어가는 동안 둘은 그 손을 한번도 놓지 않았다. 저 둘이 언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 저렇듯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그 둘의
가슴 속에 어떤 단어들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의 이복형제들, 142)

내가 깜뎅이와 머저리가 잡은 두 손을 보며 시장의 ‘협동합시다 아저씨’가 과거 여학생에
게 했다던 “우린 동지다 함께 가자!” 라는 말이 겹쳐지는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 ‘순백의
손수건’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남편에게 맞아 고막이 터지거나 머리가 깨어지는 다방 종업
원 ‘머저리’나 저임금에 착취당하면서 상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인도에서 온 노동자 ‘깜
뎅이’.331) 이들은 개별적인 특이성의 존재로 호명되지 않는다. 이미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

329)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 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60쪽
330) 허련순의 누가 나비를 보았을까는 한국행 밀항선 안의 극한 상황의 핍진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하고 있다. “비오는 날 두엄무지에서 넘치는 똥냄새, 지린 오줌 냄새, 내장이 썩은 생선 냄새, 생리
대의 묵은 피 냄새, 발 냄새, 입 냄새, 여기다 누군가의 겨드랑이 냄새까지 합세하여 이 세상의 모
든 냄새는 이곳에 다 모인 듯 악취가 진동했다.”(누가 나비를 보았을까, 288) ‘암모니아 통’같은
폐쇄된 선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중국에 남겨 둔 아이들과 ’소시지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 세희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견뎌낸다.
331) 인도인의 찢어진 입술 가장자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잘린 가지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나
무의 밑동에 떨어져 뿌리를 적시듯이 피는 운동화 끈 위에서 운동화 안쪽으로, 인도인의 벗은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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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깜뎅이’나 ‘머저리’의 호칭에서 이들은 주변부적 기호다. 메리 더글라스는 몸의 비체
(abjection)가 갖고 있는 양가성을 말하면서 ‘주변부는 위험을 감추고 있다’332)는 점을 강조

한다. 깜뎅이와 머저리는 혹은 더 나아가 주변적인 존재에 배치되어 있는 조선족(경계의 자
리)은 우리 사회체제 내의 비체로 볼 수 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오히려 체제 내
에 ‘길들여지지 않은 목소리’를 전유함으로써 강렬한 아우라를 발산한다. 멍과 핏자국이 선
명한 얼굴이 머저리 남편이나 상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아우라는 여기에 있다. 이들이 가
학/피학의 자리바꿈을 통해 다시 고착되는 힘의 관계 속에 매몰되지 않고 이 선(

線)을 비켜

나는 일은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민등록증”(나의 이복형제들, 143)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상징물인 ‘주민등록증’. 이를 통해 국가는 여
전히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주자의 이주 지위를 만들어 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권력을 발휘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주자의 무권력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이들을 적
극적으로 이용하여 글로벌 노동 유연화라는 축적 체제를 관철시켜 왔다. 수많은 이주자들은
합법과 비합법이라는 애매한 경계를 끊임없이 오가며 법적으로 ‘예외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333) 머저리의 남편은 이러한 ‘주민등록증’으로 머저리의 이동을 막지만, 머저리는 주민
등록증의 허를 찌른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대신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었
고, 상처를 보듬어 줄 연인을 만들었다. 제도적 장치 밖에서 우정, 연인의 공동체를 만들며
현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작가의 전략은 최소한 윤리적 강박이나 자폐증은 벗어나 보인다.
지하실의 시멘트 바닥에 사과상자 하나를 깔고 그 위에 인도 남자와 중국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다. 그들은 엉덩이를 가져다 붙인 채로 서로의 얼굴을 묻고 있다.(...)
얼굴 중심에 몰려 있는 작은 눈과 낮은 코와 작은 입술을 가진 여자는 체구가 작은
이 남자를 자신의 일란성 쌍둥이로 믿고 있다. 빈약한 어깨를 가진 이 남자에게 넓적
한 얼굴을 가진 이 여자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휴식처다.
(나의 이복형제들, 146)

남편에게 매맞는 머저리에 대한 ‘나’의 동정적 시선을 머저리는 거부한다. 오히려 그녀의
방식으로 남편의 폭력에 맞선다. 반전처럼 남편 몰래 통장을 만들고, 깜뎅이와 연애를 한다.
작가는 구성적 외부의 자리에서 더 이상 불안을 자폐로 살지 않고 연대를 기획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생성할 수 있는 하나의 역능으로 바꾸어 내는 상상을 한다. 그러므로 공포와 불안
을 타자의 파괴가 아닌 사랑으로 재전유한 ‘머저리’와 ‘깜둥이’. 머저리와 깜뎅이의 연인공동
체334)는 이들이 안고 있는 상처나 불안을 타인이나 자기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
으로 스며들어갔다. 인도인은 찢어진 입술을, 입술 가장자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훔쳐
닦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서 그의 발등 위로 떨어져내리는 핏방울을 내려다봤다.(나의 이복
형제들, 31)
332) 메리 더글라스, 유제분 이훈상 역,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193쪽
333)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이후, 2010, 100쪽
334) 모리스 불랑쇼 장 뤽 낭시,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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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재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 공동체는 낭시가 주
목했던 ‘포착 불가능한 단수성(singularity)'335)이 발현될 수 있는, 바타이유가 주목했던 ’어떤
공동체도 이루지 못한 자들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 장소는 공동체의 신화가
거부되는 자리이며 파르마코스의 탄생을 저지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곳은 구성적 외부의
‘통역불가능성’ ‘독해 불가능성’이 주체의 독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

는 이주의 ‘유령’들이 정주의 환타지를 해체하고 ‘지금, 여기’의 시공간과 대면할 수 있게 하
는 지점이기도 하다.

4.

다시 경계에서

근대 역사는 경계를 통해 삶의 질서와 의미체계들을 구성해 왔다. 서구/비서구, 동양/서
양, 여성/남성,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백인/유색인 등의 이항대립적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구성된 범주들은 ‘차이’와 ‘차별’을 통해서 근대적인 자아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의
미에서 근대역사는 타자의 차용(appropriation)라는 일련의 과정을 수반한다.336) 그러므로 경
계에 대한 사유는 이러한 타자들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전히 강력한 국민국간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오늘날, 초
국적 이주의 문제는 트랜스내셔널 전환을 넘어 트랜스로컬리티의 전환이라는 국면에 대한
성찰을 요청한다. 이때 로컬은 이주민들과 일상의 공간에서 접촉하며 접경지대의 최전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접경지대의 히스테리’337)가 충돌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 이주
자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공간은 떠나온 과거의 공간도 아니고 새롭게 정착한 지역에서의 공
간도 아닌 이른바 경계적

間공간 또는 제 ‘3의 공간’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공

간은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힘의 장이 되면서, 동시에 기존의
문화공간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윤리를 위한 정치를 요구하게 되었다.338)
그러나 문학작품 안팎에서 조선족을 재현하는 형식들에서 ‘제 3의 공간’이라는 메타포의
발견은 지난한 작업이었다. 조선족을 둘러싼 소문이 생산해 내는 효과는 무엇인가. 특히 동
족의 이름으로 왔지만 오히려 가족 해체의 주범이며 하여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는 위협적인
존재 로 재구성된다. 이것은 이러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발신자(지배체제)의 이중성에서 비롯
된다. 한마디로 작품 안에서 이주해 온 조선족의 사연은 ‘눈물젖은 손수건’이다. 이들은 한
결같이 신자유주의 경제적 질서에 의한 또다른 형태의 강요된 이주이다.(본문에서 밝혔지만,
몇 남성들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에서 자본에 의해 이들의 위치가 재정의
된다.) 이러한 이주의 경로는 이주지에서도 계층적 계급적 불평등의 질서를 생산해 내고, 포
섭과 배제의 정치가 작동된다. 공동체 파괴의 주범이라는 소문은 곧 이러한 불평등의 위계
2005, 25-26쪽
335) 위의 책, 77쪽
336) Kuhiwozak, Piotr, Translation as Appropriation: The Case of Milan Kunder's The Joke, 1995
(김현미, 47에서 재인용)
337) 김현미,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 문화, 2005
338) 최병두, 다문화 공간과 지구 지방의 윤리, 푸른길, 2011, 25쪽

- 152 -

질서를 감추면서 포섭과 배제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이주 주체라는 낯선 이방인은 그 존재만으로 (초)민족국가성의 정치경제적 기표 아
래, 지역공동체로서 민족/국가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있는 출발
점339)으로 작동될 수 있는 존재성을 지닌다. 소문적 존재로서 조선족이 자신의 현재를 상대
화해 나가며 삶의 전략을 구성해 나가는 자리에서 소문의 역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
이 자리는 이미 오래 전 칸트가 보았던 ‘장소에 대한 권리’340)에서 출발될 수도 있

러므로

고, 제도적이거나 사회적 집단적 틀을 고정되고 절대적인 것으로 승격시키지 않는 ‘무위(

爲)의 공동체’

341)에서

無

사유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경을 넘거나, 넘어선 국경 안에서 게토

화된 도시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는 낯선 인물들에 대해 서사적으로 응시하면서 그 과정에
서 인간 존재의 기원과 형식에 대해 탐색하고 근대적 개인의 삶과 국민국가의 안/밖을 사
유하는 것이 이주의 서사적 재현의 출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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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월경의 서사 : 트랜스로컬리티의 불 /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 심 영 덕

문재원 선생님의 발표 (「월경의 서사 : 트랜스로컬리티의 불 / 가능성」) 잘 들었습니다.
작가연구나 작품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현상의 한 특징과 관련된,

‘호모 미그란스’에 대

한 흥미로운 글입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주와 이주자의 문제를 문학 연구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토론자의 기본 의무라는 측면에서 소박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주와 이주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지구화의 진전 속
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자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절실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주자와 함께 살아온 경험이 오래된 유럽과 미국에서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주자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주와 이주자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
에 인문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아마 그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선생
님의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만주지역과 관련된 流移民문학에 대한 연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이민문학 연구를 포함하여 시대별로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 자료를 찾아보니 호모 미그란스의 인문학은 인간은 본래 이주하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
발해 인문학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정주(定住)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주(移住)
하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이주와 정착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운동하며 지구 표면에 혼종과 융합의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해왔습니
다.
논문의 서두에서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을 문화, 문학적으로 어떻게 수용, 재현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는 영화, 3은 소설로 나누어 구분을 하신 것
인가요. 그렇다면 2의 조선족과 관련된 영화들이 폭력적이고 비인간화 인물들이 많다는 이
유로 한때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던 ‘오원춘 사건’을 목차의 일부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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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이주와 이산은 개인의 사정이나 국가의 처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의미를 지니고 있겠지
만, 총체적으로 보아 각각의 차원에서 역사 전환의 요인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토론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이주와 이산 문제가 아직도 한국학의 주된
관심 분야로 자리잡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발표문의 각주 1번 황혜성의 자료를 읽어 봤습니다. 그는 이주사 연구를 '융합학문'의 관
점에서 파악하고, 그 핵심에는 '공생하는 인간'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주'라는 렌
즈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계몽사상 이후 형성된 단선적인 '진보의 역사'에서 간과되
어 왔던 역사의 다양한 면모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이주사 연구가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측면의 안팎에서 조선족을 재현하는 ‘제 3의 공간’이라는 메타포의 발견은 지난한
작업이라고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원 3에서 살펴보신 여러 소설들을 종합
해 볼 때 발표자께서는 조선족을 둘러싼 소문이 생산해 내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하위 목차의 배열과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
가합니다. 3-2)는 소문이 생산한 파르마코스입니다. 파르마코스를 검색하니 아래와 같았습
니다. 그렇다면 각 소설의 발표연대나 작가에 대한 연구가 아울러 동반이 되면서 이것에 대
한 작은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르마코스 [ Pharmakos ] - 고대 그리스어로 속죄양을 의미하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염
병이나 기근, 외세 침입, 내부 불안 등과 같은 재앙이 덮쳤을 때, 재앙의 원흉으로 몰아 처형함으로
써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체의 경비로 인간 제물을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이를 가
리켜 파르마코스라고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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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 어학

▣ ‘화’감정발화에 나타난 표현 양상 연구
–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 김혜정(동아대)

▣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대한 교사 피드백 연구
– 교사 피드백 실험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김지은 ∙ 이승현(부산대)

▣ 조선어사전과 표준어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비교 연구 ·················· 서민정(부산대)
▣ 가라어의 특징 연구 ······································································ 최중호(동의대)
▣ 세계화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이화숙(대가대)
▣ 한국인과 중국인의 동물 명칭 단어 의미 연상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
– 단어‘돼지’를 중심으로 ················································· 범금희(영남대)

화’ 감정발화에 나타난 표현 양상 연구

‘

-

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20

-

김혜정(동아대)

<차 례>
1. 머리말
2. ‘화’ 감정발화의 개념 정의
3. ‘화’ 감정발화의 실현 상황
4. ‘화’ 감정발화의 표현 양상
5. 맺음말

1.

머리말
‘화 내면 지는 거다’, ‘참을 인자 세 번만 새겨라’ 등의 말은 한국사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다. 한국 사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선비문화와 집단사회문화로 인해
화를 억제하는 것이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 화를 못 내고 삭이기만 하다 보면 극단적인 행
동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342) 화를 참는 행위가 지속되면 화의 강도가 더 세지
면서 동시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 ‘화병’으로까지 발전되거
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닌 표출되
어야 하는 감정이다.
이처럼 ‘화‘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그 동안 심리학, 철학, 문화인류학, 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다뤄져 왔었다. 이들 학
문에서는 화의 심리학적 발생 과정, 인간 본성과 관련한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연관성, 문화
권마다의 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화병의 개념과 증상 등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화 감정에 대
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Sharkin(1988)은 화를 “생리학적, 정의적, 인지적, 운동적 그리고
언어적 요소 간에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 상태”343)라고 언급했고, Rothenberg(1971)는 화
를 “의사소통 양식의 하나”344)라고 언급한 것처럼 화는 더 이상 감정의 차원에서만 아닌 언
어학적 연구 대상으로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어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구조언어
학이나 생성언어학에서는 화 감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왔고, 최근에
342) 김유신․고영인(19995:2)에서도 “한국인은 기분에 민감한 편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적이지
못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에, 분노의 억제로 인하여 정신 건강을 해칠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
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43) 고영인(1993:140) 재인용.
344) 고영인(1993:1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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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인지언어학345) 분야에서 다뤄졌다.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이뤄진 화 감정에 대한 연구로는 임지룡(1999)와 임지룡(2000)이
있다. 먼저 임지룡(1999)에서는 감정의 생리적 반응과 언어 표현과의 상관성을 밝혀 언어 구
조와 의미가 신체적 체험과 긴밀히 동기화되어 있음을 증명해 냈는데, 화가 날 때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으로 54가지의 언어적 표현346)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임지룡(2000)에서는 화의
개념화를 위해 ‘화의 의미장, 화의 환유적

․은유적 양상’을 통해 화가 풍부한 개념구조를 지

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화가 발생하여 평행상태로 회복되는 일련의 정교하고 체계적인 모형
인 ‘화 감정의 시나리오’347)가 실제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정애(2007)은 화 감정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흐름의 연장선에서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한국 문화에서 ‘화’가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그는 한국인에게 ‘화’는
나쁜 감정 자체보다 ‘화’가 난 사람의 심정을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이 더
부각되어 ‘화’가 하나의 소통 도구로 발달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즉, 감정 표출의 기능과 더
불어 소통의 기능을 하는 화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화 감정을 표출하는 주체의 인지적 과정과 생리적 반응 그리고 화를
표출하는 화용적 의미기능만 밝혀냈을 뿐, 실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원인이 되어 화 감정
345) 임지룡(1999:90)은 인지언어학이 언어를 사용 주체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문화적 맥락과 유기적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에 언어와 감정 상호 간의 신비를 밝히는 데 적격한 연구 관점이라
고 언급하고 있다.
346) 임지룡(1999:104)은 화가 날 때 발생하는 신체적 생리 현상 54가지에 대한 언어적 표현 양상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얼굴이 {달아오르다/붉어지다/붉으락푸르락하다/새파래지다/일그러지다/화끈거리다}, 얼굴빛이
변하다, 얼굴을 찌푸리다
. 눈이 {뒤집히다/충혈되다}, 눈에 핏발이 서다, 눈에서 불이 나다, 눈을 {부라리다/부릅뜨다}
. 이맛살을 찌푸리다
. 이가 {갈리다/떨리다}, 이를 악물다
. 입을 {내밀다/비쭉거리다/씰룩거리다}
. 입술이 일그러지다, {입술/혀}를 깨물다
. 목에 핏대가 {서다/오르다}
. {몸/살}이 떨리다
.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다, 골이 {나다/오르다}
. 가슴이 {답답하다/막히다}
. 속이 {끊다/달다/답답하다/뒤집히다/뒤틀리다/상하다/썩다/쓰리다/치밀다/타다/터지다}, 속에 불이 나다
. 부아가 {끊다/나다/돋다/오르다/치밀다}, 부아통이 터지다
. 간이 뒤집히다
. 비위가 {사납다/상하다}
347) 임지룡(2000:712)은 Lakoff(1987:397-406)를 비롯한 학자들이 영어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화’의
인지 모형, 즉 ‘원형적 화 시나리오(prototypical anger scenario)'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단계
1단계: 원인
2단계: 화
3단계: 억제 시도
4단계: 억제 불능
5단계: 보복행위

사건내용
가해자가 자아를 화나게 한다
화나게 하는 사건이 자아를 불쾌하게 한다
화가 발생한다
자아는 생리적, 행동적 효과를 체험한다
자아는 화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저항력을 발휘한다
화의 강렬함이 한계를 초월한다
화는 자아의 억제력을 빼앗는다
자아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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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고, 그럴 때 어떠한 언어 양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화가 났음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화는 신체적인 증상348)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노출되지만 언어로 표출함으로써 화 감정이
더 명확하게 전달된다. 언어로 화 감정이 전달될 때 발화자의 표정349), 말투와 함께 그 감정
이 증폭되어 전달되는데, 짜증스러운 말투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의 화를 부르는
결과350)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만큼 언어적인 요소로 전달되는 화 감정이 신체적으로 전달
되는 화 감정보다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 감정이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대화 내에서 상호간에 주고받는 말을 ‘화
감정발화’로 규정하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실현되며, 그것이 어떠한 언어적 형태를 통해
상대방에게 화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351)
본 연구를 위해 20대 대학생들이 실제 발화한 화 감정대화에 나타난 표현을 이용했다. 이
는 필자가 강의한 ‘대학의 기법’이라는 수업352)을 수강한 2011-1학기와 2012-1학기 학생 159
명의 ‘화 일지’353) 속에 기재된 대화들로, 화의 정도성이 7이상으로 기재된 대화 132개를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354) 수강생 모두가 비전공자들이어서 전문적이고 세밀한 대화 전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화 감정 표출에 관여하는 비언어적인 요소나 준언어적인 요소는 분석에
서 제외355)하고, 오로지 언어적인 요소로만 표현된 것에 한정해 분석하였다.
화를 드러내고 있는 발화가 실현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1차적으로 대학생들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는가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하였고, 2차적으로 이들 각 대상과
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화를 내는가를 기준으로 자료를 재분류하였다. 이렇게 분석
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주고받는 ‘화’ 감정발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348) 임지룡(1999:104)은 화가 났을 때 “신체 외부 기관의 경우 ‘얼굴, 눈, 목’이 충혈되고 ‘얼굴’의 색
깔이 바뀌며, ’이마, 이, 입술‘이 떨리고 찌푸려진다. 한편, 신체 내부 기관의 경우 ’머리‘에 피가 역
류하며, ’가슴, 속, 부아, 간, 비위‘ 등이 장기가 가열되고 뒤틀리며 심한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된다”
고 신체적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349) 임지룡(2000)은 화 감정이 신체부위별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특히나 얼굴 표정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350) 김유신 고영인(1995:64)의 연구에서 ‘상대방이 짜증을 낼 때’ 짜증이 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즉, ‘짜증은 짜증을 부르고 화는 화를 부르는’ 화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351) 최상진(2011:299)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화 중 화의 특성을 시사한다고 보여지는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화의 성질을 밝히는 초입과정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352) 김해 지역 소재 대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인 관계로 경남 방언으로 대화가 이뤄져 있다.
353) ‘화 일지’는 화가 날 때마다 작성하게 했는데,
화가 난 날짜
발생횟수
화가 난 상황
화의 정도성(1 10)
화의 느낌(짜증남, 신경질이 남, 화남 등)
화 감정 대화 내용
화를 내
고 나서의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의 반응 행동에 대한 만족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354) 화 정도성을 1부터 10까지 기재하게 했는데, 6이하의 경우 화의 느낌이 ‘기분 나빴다, 어이없었
다, 당황스러웠다, 언짢았다, 황당했다’ 등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7이상인 경우에는 화의 느낌으
로 ‘신경질 났다, 화가 났다, 짜증났다’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화의 정도성과 화 감정에 대한
느낌이 학생들마다 거의 일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에서도 화 정도성이 7이상인 경우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화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55) 최상진(2011:305)에서 “동일한 화 유발사건을 접했을 대 개인이 경험하는 화의 강도는 다르다.”고
언급했듯이, 동일한 상황에서 화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화 강도의 차이에 의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와 말의 세기, 강세, 억양, 크기 등과 같은 준언어적인 요소도 다양하게 나타
나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제 발화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

～ 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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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⑥

③

⑦

④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화’ 감정발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3장에서는 대학생
들이 어떤 상황에서 ‘화’ 감정발화를 자주 사용하지를 분석하며, 4장에서는 대학생들의 ‘화’
감정발화가 어떤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화’ 감정발화의 개념 정의

2. ‘

2.1.

‘

화’의 개념

우리말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이라는 사전적 의미356)를 지닌다. 그
런데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어휘로 ‘골, 노여움, 부아, 분, 분노, 성, 약, 역정, 짜증, 신
경질’의 10가지가 있고 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골: 비위에 거슬리거나 언짢은 일을 당하여 벌컥 내는 화
ㄴ. 노여움: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미는 감정.
ㄷ. 부아: 노엽거나 분한 마음.
ㄹ. 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ㅁ. 분노: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
ㅂ. 약 : 비위가 몹시 상할 때 일어나는 감정
ㅅ. 역정: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
ㅇ. 짜증: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
ㅈ. 신경질: 신경이 너무 예민하거나 섬약하여 사소한 일에도 자극되어 곧잘 흥분하는
.

.

357)

성질. 또는 그런 상태.
위에서 풀이된 어휘들의 사전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어휘들은 ‘화’라는 어휘 범주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강도의 감정의 소용돌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358) 즉, ‘언짢다, 못마땅하다, 마음에 꼭 맞지 않다’와 같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때, ‘화’나 ‘성’이 나게 되며, 이러한 ‘화’나 ‘성’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섭섭하고, 비위가
상하고, 노엽거나 억울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는 ‘화’라는 어휘보다 ‘분노’라는 어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한 가지로 고영인(1994)에서는 ‘분노’를 ‘분노 유발사건으로 인
하여,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측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미미한 짜증으로부터 극단적인 격노

『

』

35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357)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우리말큰사전 에는 ‘약’을 ‘비위가 상하여 일어나는, 언짢거나 분한 마음’
으로 풀이하고 있다.
358) 임지룡(2000)에서도 ‘화’가 이들 유의어의 기준형이고, 그로 인해 ‘화’와 관련된 사전상의 뜻풀이
는 유의반복의 순환 정의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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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비교적 강한 강도를 지니는 불쾌한 내적 경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분
노’는 ‘극단적인 격노’까지도 포함하는 어휘여서, ‘화’보다 강도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자주 일어나는 ‘못마땅하고 언짢아서 생기는 감정인
’화’라는 어휘가 다른 10가지 유의어들보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만하다고 판단된다.

2.2.

‘

화’ 감정발화의 개념

‘화’라는 감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못마땅하거나 언짢은’ 생각359)이 들면 화가 나게 된다. 이렇게 화가 날 때 참으면
그 화가 상대방에게 전이가 되지 않지만 노골적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화가 상대방에게 전
이되면서 상호간에 ‘화’ 감정을 실은 말들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진다. 아래의 대화가 바로
그러한 보기다.
(2)

ㄱ. 엄마! 난로 가져가라!
ㄴ. 그냥 놔둬라. 나중에 또 쓸 건데.
ㄱ. 내 방에 자잘한 물건 많은 거 싫다.
ㄴ. 그러면 밖에 내놔라!
ㄱ. 짜증내며 엄마가 갖고 와서 써놓고 왜 안 치우는데
ㄴ. 화내며 그럴 수도 있지 거슬리면 니가 밖에 내놓으면 되겠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

(

)

?

)

.

그게 뭐고?

ㄱ. 더 화내며 엄마가 갖다 놨다아이가
ㄴ. 땅에 떨어지면 고물 묻는다고 하는 말마다 대꾸해라. 어
ㄱ. 말대꾸가 아니고 바른 말이잖아. 내가 하면 무조건 말대꾸가?
ㄴ. 니 오늘 진짜 혼날래 난로 밖에 내놓는 게 어렵나?
ㄱ. (난로 밖에 내놓고 방문을 쾅 닫는다.)
(

)

!

!

?

위의 대화는 부모와 대학생 자녀 사이에서 ‘난로처리 문제’를 두고 일어난 실제 대화이다.
대화 첫 시작부터 이미

ㄱ인 딸은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난로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못마땅하자 급기야 짜증을 내며 “왜 안 치우는
데?”를 통해 상대방이 하지 않는 행위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에
상대방도 화를 내며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자
기합리화’로 상대방의 못마땅함에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고?”라고 말하며 부모가 가진 권위의 힘을 이용해 자신도 화가 났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
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딸은 다시 한 번 자신이 화난 이유가 ‘엄마가 가져다 놓았으니 엄마
가 치워야 하는 것이다’는 생각을 ‘-다아이가’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자, 이에 질세라 엄마
359) ‘못마땅하거나 언짢음’의 정도는 사태의 경중과 사태에 대한 수용가능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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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시 ‘말대꾸’하는 딸을 지적하며 화가 나는데도 참고 있으니 그만 하라는 뜻을 담아
‘어!’를 격앙조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딸은 ‘말대꾸’가 아니라 ‘바른말이잖아’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에 다시 엄마는 ‘니 오늘 진짜 혼날래?’라고 하며
높은 화의 강도를 포함해 엄포를 놓고 있다. 결국 딸은 하는 수 없이 난로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감으로써 대화가 끝나고 있다.
이렇듯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만족의 기준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못 미칠 때 ‘못마땅
함’과 ‘언짢음’이 생겨 생리적 반응이나 언어로 화를 내게 된다. 이러한 ‘못마땅함’과 ‘언짢
음’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불
만’이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심리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언어
로 표출하는 것을 김혜정(2008)에서는 ‘불만발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정
(2008)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만발화’라는 용어는 ‘언어행위’의 개념으로서, 갈등대화360) 속에

서 발생하는 ‘비꼬기, 무시하기, 비교하기, 되묻기’ 등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화’라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대립 상태에 있는 상호간에 일어나는, 단순히 불만
이 있음을 상대방이 짐작케 하는 발화들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본 논문에
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김미령(2003:58)에서도 ‘불만형 대응발화’라고 하여, “후행발화자가 내면적으로는 선
행발화의 내용을 비우호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선행 발화에 대한 불만을 밖으
로 드러내어 선행 발화자와 가질 대화의 방향을 대립의 구도로 이끌어 가는 대응 발화”라고
규정한 것이 있지만 이 용어도 ‘후행 발화’에만 한정한 용어로서, 선행 발화자가 ‘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임에도 후행 발화자가 불만을 드러내는 대응발화도 아우르는 것이기에
본 논문의 방향과 거리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기인한 사태에 대해 못마땅하거나 언짢은 마
음이 들어, 선행 발화자가 언어적 표현을 통해 ‘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대
방에게 화가 전이되어 상호간에 ‘화’ 감정을 담은 언어적 표현들을 주고받는 발화들이 이어
져 구성된 대화를 ‘화 감정대화’라고 하고, 이러한 ‘화’ 감정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
는 발화를 ‘화 감정발화’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화’ 감정발화의 실현 상황

3. ‘

‘화’ 감정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으로서 화가 나는 원인은 반드시 존재한다.361) 최상진(2011:299)에서 “화가 났을 때 왜
360) 김혜정(2008:14)에서는 ‘갈등대화’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대화참여자들 간에 내용적인 측
면에서 심리적인 대립이 존재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언어적으로 대화격식의 파괴가 존재할 때,
실질적인 쟁점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불만의 감정적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비협력적이고 공손하
지 않은 언어행위들의 교환의 연속체로서, 상호간의 체면을 손상시켜 역기능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대화”로 정의하고 있다.
361) 때로 누군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화 당사자가 그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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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났는지를 물으면 이에 대한 전형적인 대답은 ‘xx 때문에’의 형태를 띠며, 이러한 화 원
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화의 발생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실제 대화 상황을 분석하
면 왜 발화자가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주로 화를 많이 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차로 대학생이 접촉하는 관계별로 대화를 분류한 후, 2차로 각 관계 내에서 상황별로
다시 대화를 분류하여 화 감정발화가 실현되는 상황 원인을 분석하였다.

3.1.

친족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분류할 때, 1차적으로 친족관계인가 친족관계가 아닌가로 구
분한다. 그리고 친족관계는 다시 조부모, 부모, 형제로 관계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
이 접촉하는 친족관계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나 핵가족 사회를 반영한 듯 대화 자료
에는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화’ 감정대화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 관계
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만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하는 상황362)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상황
화 표현 대화
외출과 늦은(음주) 귀가에 대한 꾸지람
9
방정리에 대한 재촉
7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꾸지람
6
일찍(늦게) 잠을 깨움
5
옷 선택과 구입에 대한 간섭
4
배가 고픈데 밥이 없음
3
원치 않는 부모의 행동(세탁, 기다림)
3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물적 피해
2
자유 시간 방해
2
부탁이나 요구에 대한 거절
2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교
2
계
45개
<표1. 부모와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

발생 비율
20%
15.56%
13.33%

11.11%
8.89%
6.67%
6.67%
4.44%
4.44%
4.44%
4.44%
100%

위의 표에서 보면, 대학생들은 ‘늦은 귀가에 대한 꾸지람과 방 정리에 대한 재촉, 텔레비
해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나쁜 일의 발생으로 인해 화가 나는 것이다.
362) 김유신 고영인(1995)에서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분노 경험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했다. 미혼인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화가 나는 상황 목록을
30가지를 제시하고 조사한 결과, 20대 남자의 경우는 ‘부모가 아침에 깨움, 늦은 귀가에 대한 부모
의 꾸중, 늦게 왔는데 부모 모두 취침 중일 때 화가 빈번히 발생된다고 응답했으며, 20대 여자의
경우는 ’부모가 아침에 깨움, 부모가 집안일을 시킴, 부모가 어떤 행동을 강요‘할 때 화가 빈번히
발생된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화가 나는 상황을 가정한 상
황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화 감정을 언어로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다를 가능성
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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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청에 대한 꾸지람’을 들을 때 가장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11가
지 화 발생 상황 중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이 세 가지 상황의 합이 48.89%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인인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대접받지 못하
는 상황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친족관계 중 형제간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363)을 분석한 결과이다.

순위
1
2
3

4
5
6
7

상황
화 표현 대화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물적 피해
9
행동 방해(수면, TV시청, 공부, 휴식 등)
8
집안 청소 분담의 불공평성
6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 댐
5
텔레비전 채널 변경
3
제안에 대한 거절
1
상대방의 의심
1
계
33개
<표2. 형제간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

발생 비율
27.27%
24.24%
18.18%

15.15%
9.09%
3.03%
3.03%
100%

대학생들이 형제간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상대방의 부주
의로 인한 물적 피해, 행동에 대한 방해, 집안 청소 분담의 불공평성’이 69.69%로 약 70%를

․피해․방해’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형제간의 관계에서 ‘손해

받았을 때 못마땅한 감정이

들어서 화가 나며, 그럴 때마다 형제에게 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2.

비친족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

비친족관계란 가족이 아닌 나머지 관계를 말하는데, 대학생들이 주로 만나는 비친족관계
는 친구, 일적인 관계에 만나는 사람, 대학생활에서 만나는 ‘교수, 선후배, 동기, 룸메이트,
교직원’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등이 있다. 그러나 화 감정 대화 자료에 드러난 대학생들
의 비친족관계는 ‘애정관계’로 묶인 ‘이성친구’와 ‘이해관계’로 묶인 ‘대학친구(선후배, 동기,
룸메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이성친구와 대학친구로 나눠 대학생들이 이들
과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애정관계’로 묶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자.

순위
1

상황
전화연락이 안 됨

화 표현 대화

발생 비율

9

31.04%

․

363) 김유신 고영인(1995)에서는 20대 남성과 여성이 형제관계에서 화가 빈번히 나는 상황으로, ‘형제
의 장시간의 전화, 형제가 자기분담의 집안일을 안 함, 형제가 방을 어질러 놓음’을 그 결과로 제
시하고 있는데, 이들 화 발생 상황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화가 발생하는 상황보다 빈도 순위가
낮았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하는 상황이 1, 2, 3 순위를 차지하고, 형제간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하는 상황이 4, 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20대의 경우 형제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에
서 화를 더 많이 낸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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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간섭(술, 담배 등)
상대방의 무관심
약속 불이행
상대방의 의심
장난
계

6

20.69%

5

17.24%

3
3
3
29개

10.35%
10.35%
10.35%
100%

<표3.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전화연락이 안 될 때, 간섭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관심할
때’가

68.97%로 화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친족관계는

아니나 애정으로 묶인 ‘상호 관계성’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화가 발생되거나 이와 반대로 너무 자
신의 사생활이나 기호까지 간섭을 하는 등의 ‘밀착된 상호적 관계’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대학생에게 이성친구는 상호적 관계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화
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친족관계에 있는 대학 생활과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순위
1
2
3

4
5
6
7
8

상황
화 표현 대화 발생 비율
약속 불이행
11
40.74%
과제활동에 비협조
5
18.52%
방 어지럽힘과 청소의 불공평성
3
11.11%
오해
2
7.41%
간섭
2
7.41%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물적 피해
2
7.41%
나에 대한 험담
1
3.70%
의견 무시
1
3.70%
계
27개
100%
<표4. 대학친구(선후배)와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는 상황>

대학생들의 주 활동 장소인 대학에서 만나는 사람은 ‘교수, 동기, 선후배, 룸메이트’가 있
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는 대놓고 화를 표출할 수 없는 상대이다. 그래서 ‘동기, 선후
배, 룸메이트’만 대학친구라는 범위로 한 데 묶어 화를 표출하는 대상자가 된다. 이에 이들
간에 발생한 대화를 분석한 결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제활동에 비협조적일 때, 룸
메이트가 방을 어지럽히고 청소를 잘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화를 표출하고 있었다. 이는
화 감정대화의 70.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성친구와 달리 ‘이해관계’로
묶인 관계여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못마땅한 감정이 들어 언
어로 화를 표출하게 된다.
앞에서와 같이 20대 대학생들은 친족 관계에서 ‘부모’와 ‘형제(누나, 오빠, 동생)’, 비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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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이성친구’와 ‘대학친구(선후배 포함)’와의 관계 속에서 화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364) 아래의 <표5>에서 보면, 대학생들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비
친족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보다 더 많이 화를 내고 있으며, 친족관계 내에서는 형제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화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순위
1
2
3
4

대상
친족
관계
비친족
관계
계

화 표현 대화
45
33
29
27
132개

부모
형제
이성친구
대학친구

발생 비율
33.58%
58.21%

24.63%
21.64%
41.79%
20.15%
100%

<표5. 대학생들이 화를 내는 대상>

이처럼 대학생들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대접받지 못 할 때, 상호적인 친밀관계가 소원해
지거나 너무 가까워질 때,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낄 때’ 화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전혀 모르는 타인보다는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며, 공
적인 관계보다는 사적인 관계에서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365)

화’ 감정발화의 표현 양상

4. ‘

4.1.

화’ 감정대화의 실현 구조

‘

‘화’ 감정은 상대방의 말과 행위에 기인한 사태에 대해 못마땅함을 느꼈을 때 발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화’ 감정발화가 되는데, 선행 발화자가 ‘화’ 감정발화를 하면 상
대방도 ‘화’ 감정발화로 반응함으로써 ‘화’ 감정대화가 구성된다. 이럴 때 선행 발화자의 ‘화’
감정발화와 후행 발화자의 ‘화’ 감정발화에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에서 보인 대화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3)

ㄱ. 엄마! 난로 가져가라!
ㄴ. 그냥 놔둬라. 나중에 또 쓸 건데.
ㄱ. 내 방에 자잘한 물건 많은 거 싫다.
ㄴ. 그러면 밖에 내놔라!

364) 일부 대화 자료에서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손님, 아르바이트 동기’와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되거
나 길을 가다 모르는 남과의 관계에서 화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화는 전제 자료 중 10여개
내외여서 제외되었다.
365) 최상진(2011:308)에서는 “한국인의 화는 심정, 관계, 인격이 가미된 감정으로서 공적 담론보다 사
적 담론 형태로 상대나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168 -

ㄱ.
ㄴ.

(

짜증내며) 엄마가 갖고 와서 써놓고 왜 안 치우는데?

(

화내며) 그럴 수도 있지. 거슬리면 니가 밖에 내놓으면 되겠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고?

ㄱ. 더 화내며 엄마가 갖다 놨다아이가
ㄴ. 땅에 떨어지면 고물 묻는다고 하는 말마다 대꾸해라. 어
ㄱ. 말대꾸가 아니고 바른 말이잖아. 내가 하면 무조건 말대꾸가?
ㄴ. 니 오늘 진짜 혼날래 난로 밖에 내놓는 게 어렵나?
ㄱ. (난로 밖에 내놓고 방문을 쾅 닫는다.)
(

)

!

!

?

위에서 선행 발화자

ㄱ이 ‘왜 안 치우는데

366)?’라며,

후행 발화자

ㄴ에게 자신이 화가 난

원인이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화’가 났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ㄴ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ㄱ이

‘화’가 났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렇게까지 화 낼 일은

ㄱ의 ‘화’ 감정에 대한
반발심리를 드러냄과 동시에 ‘화’ 감정의 초점이 ‘말버릇’으로 옮겨감으로써 ㄴ이 이에 대한
‘화’ 감정을 ‘-이게 뭐고 ?’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ㄱ은 ‘-다아이가’ 라는 표
현을 통해 다시 반발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러자 ㄴ은 ‘어!’ 라는 표현을 통해 ㄱ의
‘화’ 감정발화로 인해 자신의 ‘화’도 강도가 세졌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또 다시 ㄱ은 ‘-잖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현을 통해
367)

368)

369)

아370)’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화’ 강도를 수용할 수 없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이 자
꾸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대응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ㄴ은 권위에 도전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화를 참지 못 하겠다는 것을 ‘너 오늘 진짜?’로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화’ 감정대화는 ‘화’ 감정을 처음 드러내는 개시발화와 이에 대한 ‘화’ 감정 반응
발화들 여러 개가 모여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

화’ 감정 개시발화의 표현 양상

‘화’ 감정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못마땅한 마음이 드는 화자가 먼저 ‘화’ 감정 개시발화를 통
366) 조민한(2011:247)에서는 종결기능 ‘-는데’는 억양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표현하며, 의문문이나 감
탄문으로 사용될 때, ‘진술, 간접표현, 반응기대, 청자와의 대립, 강조의 양태적 태도’를 나타낸다
고 했는데, 이 대화에서 ‘-는데’는 이 중에서 ‘청자와의 대립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367) 여기서 ‘뭐고’는 ‘화’ 감정 표현 시 ‘뭔데?’라는 형태와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상황의 불만족
스러움을 함축한 의미로 사용된다.
368) 임규홍(2009:164)는 경남방언 담화표지 ‘아이가’가 ‘아1이2가1( )’로 실현될 때 ‘확인 강조’의 담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최은진(2005:9)에서도 ‘아이가’가 반어적 표현으로서,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조하거나, 자신의 말에 동조를 구하고자 할 때, 상대
의 의견을 물어볼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언급하고 있
다.
369) 안주호(2012: 100)에서는 감정 감탄사인 ‘아, 어’가 담화상에서 쓰일 때 “기쁨, 성냄, 한숨, 놀라
움” 등의 감정을 표시하는 의미기능을 지닌다고 했다.
370) 강현화(2009:14)에서는 ‘-잖다’가 의문문의 형태로 ‘-잖아?’ 쓰일 경우 “확인을 통한 강조”나 “못마
땅함, 비난”의 의미로서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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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화를 열게 되는데, 이때 ‘화’ 감정 발화자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못마땅
함을 느끼게 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을 책망하는 동시에 자신의 화난 심정상태를 전달하려
는 목적을 두고 있다.371) 그렇기 때문에 ‘화’ 감정 개시발화는 ‘화 발생원인을 제시’하거나
‘화난 심리상태를 제시’하는 표현으로 실현된다.

1)

원인 제시형

‘화’ 감정 개시발화 중 ‘원인 제시형’은 발화자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

향으로 상대방이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유형이다. 즉,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자
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발화된다. 이러한 ‘원

～했느냐, 왜～안

인 제시형’에 나타나는 표현 양상을 보면, ‘왜

했느냐, 뭐 한다고 안 했느

냐’와 같은 표현들로 발화가 구성된다.
(4)

ㄱ.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는데
ㄴ. 야! 아침에 깨워주기로 했잖아
ㄷ. 어딘데? 뭐 한다고 전화도 한 통 안 하는데
ㄹ. 아니 샤워하고 전화 준다고 해놓고선 왜 연락을 안 해주는데
?

!

?

?372)

ㄱ)의 ‘화’ 감정 개시발화는 ‘왜～했느냐’의 표현으로 이뤄졌고, (4ㄴ)은 ‘～하
기로 했으면서 왜～안 했느냐’의 의미가 함축되어 ‘～하기로 했잖아’로 표현되어 발화되고
있다. 그리고 (4ㄷ)은 ‘뭐 한다고 안 했느냐’로 표현되었으며, (4ㄹ)은 ‘왜～안 했느냐’로 직접
적으로 표현되어 발화되고 있다. (4ㄹ)의 경우 ‘왜～안 했느냐’에 대한 ‘못마땅함’에서 비롯된
위의 보기 (4

‘화’ 감정을 자세히 드러내기 위해 ‘아니’373)라는 담화표지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ㄱ. 니는 맨날 늦게 오노 놀다가 오는 건지 공부는 하는 건지...
ㄴ. 담배 좀 그만 피라고
ㄷ. 야! 내가 니 옷 정리하라고 며칠 전부터 말했잖아 근데 왜 자꾸 정리 안 하는데
?

!

!

!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371) 최상진(2011:306)에서 “한국인이 화를 내는 목적이나 기능은 상대방을 가해하거나 힐책하는 데 있
기보다는 자신의 화난 심정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의 화내기는 화내기 자체
보다 화의 토로에 가깝다”고 특징을 지었다.
372) ‘화’ 감정 개시발화에 나타난 표현 양상을 살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화 전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373) 김미령(2003:62)에서는 “아니, 뭐라고?”에서처럼 ‘아니’가 담화표지어로서 주의를 환기하여 ‘불만’
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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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기 (5)에서는 ‘화’ 감정 발화자가 화를 내는 원인이 상대방의 반복되는 행동에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화’ 발화자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

～하라, ～하지 마라’라고 여

러 번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 화를

ㄱ)에서 ‘맨날’이라는 어휘와 (5ㄷ)에서 ‘자꾸’라는 어휘가 들어감으로써
원치 않는 상대방의 행동이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으며, (5ㄴ)의 ’～라고‘는 ’～다고‘류로 분
내게 되는 것이다. (5

류되는 종결어미 기능을 하는 표지로서, 박재연(2000)과 한길(1999)에서 현대국어의 종결어
미 ‘-다/라고’가 이미 발화된 화자 자신의 말을 반복할 때 사용되며, 자신이 이미 그러한 발
화를 하였음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용법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듯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발화자의 불만이 언급된 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발화자의 원치 않는 상대방의

～하느냐’, ‘좀 그만～하라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났음을 나타내기 위해, 발화자는 ‘맨날

～안 하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고, ’말했는데 왜 자꾸

심정 토로형

2)

‘화’ 감정 개시발화 중 ‘심정 토로형’은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지만, 상대방을 추궁

하는 것보다 자신의 화난 감정에 초점을 맞춰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런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발화되는 유형이다.
(6)

ㄱ. 너희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가
ㄴ. 아 그걸 버리면 어떡하노 그거 내 물건들 A/S할 때 쓰는 정품 증명서들 모아놓
?

~

?

은 거란 말이야.

ㄷ. 아 뭔데

진짜! 청소 해놓으니까 어떻게 설거지를 저렇게까지 늘어놓을 수가 있는

데?
(6

ㄱ)은

학생들끼리 조별과제에서 다른 학생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화가 나는 상황에서

발화된 것으로 ‘진짜 너무하다’는 자신의 심정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화가 났음을 알

ㄴ)은 룸메이트가 책상정리에서

리고 알아서 협조해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발화되고 있다. (6

필요한 종이를 버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경우인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더 이상 따

～면 어떻게 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답답하고 못마땅해서
생기는 화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6ㄷ)은 형제가 부엌을 어지럽힌 상황을 보고 화
져봤자 변화될 게 없자 ‘아

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전혀 도움은 못 줄망정 어지럽히기만 하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아
뭔데 진짜’라는 감정 표현과 함께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심정을 토로함으로써 자

신이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화’ 감정 개시발화 중 ‘심정 토로형’은 ‘원인 제시형’과 달리 ‘화’ 감정 자체를 전
달하는 데 더 의도를 가지고 발화되며, 자신의 ‘화’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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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안하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3)

복합형

‘화’ 감정 개시발화 중 ‘복합형’은 ‘원인 제시형’과 ‘심정 토로형’이 함께 표현되는 유형을

말하는데, 대체로 ‘원인 제시’가 먼저 이뤄지고 난 후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ㄱ. 엄마! 내가 이 옷 내일 입는다고 빨지 말라고 했잖아

!

어쩔 건데? 내일 행사 있는

데.

ㄴ. 엄마! 차가 왜 이렇게 긁혔는데
보기 (7

?

아 미치겠네!

ㄱ)을 보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를 통해 발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행해

진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표현을 통해 답답하

ㄴ)에서는 ‘왜～했느냐’와

고 화가 나는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7

같은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며, 이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치겠다’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형’은 화가 난 ‘원인’과 함께 그로 인해 ‘화’가 많이 나서 괴롭다
는 심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화’ 감정을 더욱 더 부각시키고 있다.

4.3.

‘

화’ 감정 반응발화의 표현 양상

‘화’ 감정 개시발화에서 ‘화’ 감정을 실어 언어로 표출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들의 감정 또한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화’라는 감정은 그 원인이 나를 둘러싼 주변 요인이
나 인물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감정이 전달되는 일이 대
부분이다. 이때 ‘화’ 감정 발화자는 짜증이나 신경질적인 말투로 화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 또한 그 화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못
마땅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공유해야만
하는 상황에 다시 화를 전달하게 된다.374)
이처럼 ‘화’ 감정 반응발화는 화 개시 발화자의 의도나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게 나
타나는데, 이에는 ‘변명/이유형’, ‘반발심리형’, ‘감정 한계형’이 있다.
374) 박종효(2012:76)에서는 “90% 이상의 대학생이 잘못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사과, 설명, 보상, 화
해 등의 친사회적 용서빌기 행동을 시도”한다고 언급했고, 전세훈(2007)은 용서의 결정요인으로 가
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적 요인에서 살펴볼 때, 과제 수행 중 불이익을 당할 때 용서를 더 잘한
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다음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대학친구와의 관계에서
는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자신이 잘못을 했을 경우 대부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래서 ‘화’ 감정 개시 발화자만 연속적으로 화를 내는 상황이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

ㄱ. 야! 오늘 과제하기로 한 날인데 모르나? 내가 어제도 말한 거 같은데!
ㄴ. 아 미안,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ㄱ. 그러면 미리 말을 해서 다른 날로 미루든가 해야지 시간 돼서 안 오면 어쩌자는 건데!
ㄴ. 미안, 한 번만 봐도!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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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명/이유형

‘화’ 감정 반응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명/이유형’은 자신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화를

내는 상대방에 맞서 변명이나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는 유형이다.
(8)

ㄱ. 너 공부는 안 하고 또 드라마 보나? 얼른 들어가서 공부 안 하나!
ㄴ. 공부 한다. 이거 한 시간만 본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데? 보고 할 거라고

!

(9)

ㄱ. 무슨 가시나가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오노?
ㄴ. 친구 생일이어서 그런 거라니깐
!

(10)

ㄱ. 야! 컴퓨터 뭐 만졌는데? 이상하다. 왜 이런데? 니 뭐 만졌는데? 빨리 와서 해봐라!
ㄴ. 아 뭐 만진 거 없다니까 니가 만지다가 이상해진 걸 수도 있다아이가
!

(11)

ㄱ. 아 뭔데? 아 짜증난다.
ㄴ. 미안, 실수로 그런 거잖아

!

.

실수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짜증내는 건데?

위의 (8)에서는 ‘-라고’, (9)에서는 ‘-니까’, (10)에서는 ‘-니까’와 함께 ‘-다아이가’가 그리고
(11)에서는 -잖아‘와 같이 변명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들을 통해 상대방의 발화나 감

정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태도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이때 이 표지들은 세게 발음
되는데, 이로써 화 개시 발화자의 짜증이나 화로 인해 자신도 불쾌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2)

반발심리형

‘화’ 감정 반응발화 중 ‘반발심리형’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화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변명이나 이유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화’ 감정을 연속으로 드러낼
때 자신의 입장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역으로 ‘화’ 감정을 드러내는 유형이다.
(12)

ㄱ. 내다.
ㄴ. 아니 샤워하고 전화 준다고 해놓고선 왜 연락을 안 해주는데?
ㄱ. 아아 깜빡했다. 샤워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ㄴ. 나는 1시간이나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길래 샤워를 1시간이나 하는 줄 알았다. 정말!
ㄱ. 그럴 수도 있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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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ㄱ. 어딘데? 뭐 한다고 전화도 한 통 안 하는데?
ㄴ. 미안, 가족끼리 외식하다가 보니깐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했다.
ㄱ. 그래서 반나절 동안 연락 한 통 안 하나? 정말 너무한다.
ㄴ. 사람이 할 일이 있다 보면 연락을 못할 수도 있지 그럼 니가 좀 먼저 해보지. 꼭
!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위의 (12)와 (13)에서 보면, 화 개시 발화자의 ‘화’ 공격에 대해 일차적으로 변명이나 이유
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화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자 자신의 입장을 이해 못해
주는 상대방에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도 역시 상대방의 너
그럽지 못한 행동에 대해 화가 남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4)

ㄱ. 연의야! 니 내 책상 위에 팜플렛 못 봤나?
ㄴ. 어? 그거 며칠째 나둬도 안 쓰는 거 같길래 버렸는데.
ㄱ. 야! 그거 중요한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버리면 어떡하노!
ㄴ. 버린 지 좀 됐는데 왜 이제야 물어보노? 그러고도 진짜 중요한 자료 맞나?
ㄱ. 내가 니 자료 함부로 물어보지도 않고 버리면 니는 기분 좋겠나
?

(15)

ㄱ. 오빠, 진짜 자꾸 이렇게 나 혼자 놔둘 거가?
ㄴ. 미안, 정말 리포트가 너무 많다.
ㄱ. 그럼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뭐 했는데?
ㄴ. 학원 아르바이트 때문에 도저히 제때 할 수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ㄱ. 그래도 언제까지 그렇게 바쁠 건데?
ㄴ. 좀 그러지 좀 마라 바쁜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속을 긁는데? 이해 좀 해주면 안
!

되나!
위의 (14)에서는 상대방이 분면 잘못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탓으로 돌리자 ‘내가 너에게 함부로

～하면 너는 기분이 좋겠나?’라는 표현을 통해 입장

바꿔 보면 자신이 왜 이토록 화를 내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15)에서는 ‘좀 그러지 좀 마라! 이해 좀 해주면 안 되나!’라는 표현을 통해 상
대방의 너그럽지 못한 행동에 못마땅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반발심리형’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화가 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
는 자신에게 상대방이 끝까지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방의 너그럽지 못한 마음
상태를 들어 못마땅한 자신의 감정을 역으로 표현할 때 나타난다.

3)

감정 한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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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감정 반응발화 중 ‘감정 한계형’은 ‘반발심리형’과 같이 상대방의 연속적인 ‘화’ 감정

공격에 대한 반응 결과로 표현되는 유형이긴 하지만 화 감정 반응 발화자의 ‘화’ 감정의 강
도가 더 강한 유형이다.
(16)

ㄱ. 맨날 니는 늦나! 어디서 또 술 마시고 놀다가 들어오노?
ㄴ. 엄마! 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늘 길이다. 나 못 믿나? 나도 이제 성인이고 조
금 늦을 수도 있지! 내가 뭐 밤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엄마 이번에
나한테 한 말 좀 아닌 거 같다.

ㄱ. 뭐라고
(17)

?

니가 지금 엄마 가르치려 드나?

ㄱ. 무슨 술을 그래 많이 먹는데? 술 좀 적당히 먹으라고!
ㄴ. 그럼 주는데 먹어야지 안 먹나? 내가 행사 주체하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가? 내
가 거기서 술 안 먹고 분위기 흐리면 어쩔 건데?

ㄱ. 난 그런 거 이해 못하겠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ㄴ. 아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

(18)

ㄱ. 아 기억이 안 난다 하지 말고 기억해 봐봐. 분명히 봤다니깐 내가.
ㄴ. 응?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깐 이거 봐 이거 봐 또 못 믿고 의심한다.
ㄱ.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 분명히.
ㄴ. 없었다니까 진짜. 왜 이리 사람 말을 못 믿노? 아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

대화 (16)은 늦게 귀가하는 자신을 못 믿는 엄마의 잘못을 지적하자 오히려 화를 먼저 내
야 할 사람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화 개시 발화자가 ‘뭐라고?’라는 불만이 담긴
어조로 화 감정이 한계에 달했음을 전달하고 있다. (17)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
으려는 태도로 무조건 술을 자제하라는 여자친구의 성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아 알
겠으니까 그만해라!’라는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18)은 무턱대고 자신을 의심하
는 여자친구의 짜증섞인 화 감정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아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라
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화’ 감정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화’ 감정 반응발화로서 ‘감정 한계형’은 ‘화’ 개시 발화자의 연속적인 발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도 화의 강도를 높여 반응할 때 자주 발화된다.

5.

마무리

- 175 -

참고문헌>

<

강현화(2009), 코퍼스에 기반한 ‘-잖다’의 화행론적 특성 고찰,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
학회, 1-27.
고영인(1993), 분노의 심리적 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 연구보 28,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소, 133-164.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 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김미령(2003), 불만형 대응 발화의 개념과 특징, 우리말연구 13, 우리말학회, 53-65.
김유신

․고영인(1995),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에 관한 연구 -가정에서의 분노를 중심으로-, 경
성교육연구 창간호, 경성대학교 교육연구소, 35-80.

김혜정(2008), 가족 간 갈등대화의 구조와 책략 연구 -고부

․부부간

갈등대화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재연(2000),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 24, 애산학회, 171-194.
박종효(2012), 한국 대학생의 용서 빌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5-2, 한국
심리학회, 67-83.
안주호(2012),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 61, 언어과학회, 91-116.
이정애(2007),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화’의 의미분석, 담화와 인지 14-1, 담화인지언어학
회, 149-171.
임규홍(2009), 경남방언 담화표지 ‘아이가’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4, 한국어문학회, 141-177.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담화인지언어학회,
89-117.

임지룡(2000), 화의 개념화 양상, 언어 25-4, 한국언어학회, 693-721.
전세훈(2007), 용서행동의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민하(2011), ‘-는데’ 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25-254.
최상진(2011), 한국인의 심리학, 학지사.
최은진(2005), 경남 방언의 비의도적 반어 표현, 문창어문논문 42, 문창어문학회, 43-62.
한길(1999),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Lakoff, G.(1987),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thenberg, A.(1971),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tary, 128, 454-460.
Sharkin, B.S.(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April, 66, 361-365.

- 176 -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대한 교사 피드백 연구
- 교사 피드백 실험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김지은 ․ 이승현(부산대)

차

례

1. 서론
2. 작문 피드백의 영역과 제시 유형
3. 교사 피드백 실험과 설문조사 결과
4. 교사 피드백 문제점과 제언
5. 결론

1. 서론

외국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하게 모국어를 외국어로 바꾸어 쓰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다. 외국어로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단어와 문법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글 구성 방식, 언어문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쓰기는 학습자에
게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활동으로 느껴진다.375)
쓰기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교사도 마찬가지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 외의 시간을 쓰
기 지도와 피드백에 할애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은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을 지향하면서 한
국어 쓰기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는 실제로 쓰
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고쳐 쓰기를 유도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쓰기 교육에서 교사 피드백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지만, 피드백은 여전히 교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가 피드백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고 싶
어도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연구물376)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연구
375) 한국어 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주지현(2010), 김호정(2007) 등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지현(2010)은 조사와 어미 등이 발달한 한국어의 표현적 특징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는
한층 더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호정(2007)은 사고 양식과 사회 문화적 관습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로 의미를 구성하는 글쓰기 행위는 특히나 어려운 과제라고 하였다.
376) 한국어교육에서 피드백에 관한 연구는 이미혜(2000), 이수민(2002), 김미옥(2007) 등이 있다. 이미
혜(2000)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어 작문 교육에 이를 적용하면서 학습자
간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피드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수민(2002)에
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 학습자의 작문 분석을 통하여 교사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앤드류변(2005)은 그룹 활동을 통한 동료 피드백의 효
과를 검증했고, 김미옥(2007)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피드백에 대한 인식과 요구조사를 했다. 교사 피드
백에 대한 연구로는 박주현(2007)이 있는데, 형태 오류를 명시적으로 제시했을 때 형태 오류 감소에

- 177 -

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교사가 작문을 효
율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드백 모형, 지침서377)를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
인 목적으로 삼는다.
교사 피드백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교사들의 피드백 현황과 인식, 피드백
시의 어려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사 피드백의
어려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피드백 모형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차 연구에
서는 1차 연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제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교사 피드백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차 연구에 해당하며 교사 피드백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사의 피드백 여부와 피드백 제
시 유형, 피드백 범위, 피드백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2. 작문 피드백378)의 영역과 제시 유형

2.1. 작문 피드백 영역

작문 피드백 영역은 크게 내용과 형태의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내용을 구성과 구분
하여 내용, 구성, 형태의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피드백 영역을 내용과 형태의 두 가
지로 분류한 연구로는 문영인(2000), 이상진(2002), 박소현(2007), 김민정(2008), 노혜남
(2008)을 들 수 있다. 노혜남(2008)은 내용 피드백의 구성요소를 유형379), 구성, 논리성,
일관성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고, 형태 피드백의 구성요소를 어휘, 문법, 맞춤법의 세 가지
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작문 피드백 영역을 내용과 구성, 형태의 세 가지로 분류한 연구로는 염민호 ․ 김
현정(2009), 이재기(2010), 박상민 ․ 최선경(2011)을 들 수 있다. 박상민 ․ 최선경(2011)은
주제 및 내용, 구성,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주제 및 내용에는 주제의 적절성, 주제의 명확
효과가 있음을 실증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노혜남(2008)에서는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내용에 대
한 피드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렇듯 피드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쓰기 학습(학습자)의 측면에 치우쳐 있고, 쓰기 교수
(교사)를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77) 피드백(해당 논문에서는 ‘피드백’ 대신에 ‘첨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 지표를 공유하는 것은
교사 피드백의 수준을 균질화하고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업 중 이루어지는 피드백의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한다면 초보 교사는 물론, 서로 다른 피드백 스타
일과 방식을 공유, 장단점을 비교하고자 하는 피드백 주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박상민 ․ 최선
경, 2011:171-172).
378) 교사가 학습자 작문을 피드백해 주는 방법으로는 서면을 통한 것과 면담을 하는 것, 컴퓨터를 이용
하는 것, 녹음하여 주는 것 등이 있는데, 서면 피드백을 통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서면 피드백은
교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학습자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서 쓰기 학습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면 피드백에 관한 연구로 연구 범위
를 제한한다.
379) 유형은 제목이 주제를 잘 나타내는지, 문체가 글의 유형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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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용의 자연스러움, 논지 전개의 일관성, 관점의 적절성, 논증의 타당성, 글쓰기의 윤
리성이 포함된다.
작문 피드백 시 글의 내용과 구성은 그 영역을 분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각의 피드백 내용에 따라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수정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내용에 대
한 피드백은 글 전체에 대한 것으로, 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문이나 글의 일관성이
없는 작문을 수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가 있는 작문에는 내용 자체가 주
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의 처음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피드백이 적절하다. 그
러나 글의 주제에는 부합하지만 단락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서 논리적인 재배열이 필요한
작문에는 구성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즉, 단락과 단락을 글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다시 구성하고 단락 내에서의 문장과 문장을 내용에 맞게 재배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문의 내용과 구성은 학습자의 오류 수정 단계가 완전히 다르므로 피드백 영역을 분리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피드백 영역을 크게 내용과
구성, 표현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작문 피드백 영역
피드백의 영역

세부 내용
글의 내용 전개가 일관적인가
글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내용 피드백

내용 자체(예시, 근거, 설명 등)가 적절한가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생략되지 않았는가
단락 구분이 적절한가
단락의 연결이 논리적인가

구성 피드백

각 단락의 길이가 적절한가
한 단락의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적절한가
반드시 필요한 단락이 생략되지 않았는가
단락 내에서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문체를 통일하였는가
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
어휘, 문법의 사용이 적절한가

표현 피드백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가 정확한가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문이 모두 있는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는가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표 1>에서 보듯이, 내용 피드백은 글 전체 내용이 주제에 부합하는지, 내용이 일관적으로
전개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구성 피드백은 각 단락별로 주제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
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표현 피드백은 문장 내에서의 표현이 정확하고 적절한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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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드백 제시 유형

작문 피드백 시 학습자에게 오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 학습자는 교
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작문 오류를 수정하기 때문에 피드백 제시 유형에 따
라 학습자의 오류 수정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김미옥(2007)은 오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직접적으로 수정해 주는 것과 간접적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방법에
따라 학습자의 오류 수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은자(2010)는 명시적 피드
백과 암시적 피드백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하여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을 총평, 표시, 수정, 설명, 수정 후 설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총평은 작문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오류
를 표시하거나 수정, 설명 없이 글 전체에 대한 평, 느낌, 감상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시는 오류를 표시만 해 줄뿐 오류를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설명이 없다. 수정은 오류를 직
접적으로 수정하여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설명은 특정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오류만
을 설명이나 질문으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수정 후 설명은 오류를 수정해 준
후에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피드백 제시 유형
총평

표시

수정

설명

수정 후 설명

오류 표시

×

○

○

○

○

오류 수정

×

×

○

×

○

설명

×

×

×

○

○

총평과 표시, 설명은 오류를 직접적으로 표시해 주지 않고 기호나 질문, 설명의 방식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피드백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므로 간접적, 암시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수정과 수정 후 설명은 오류의 위치를 표시하여 피드백 정보를 직접적으로 나타
내 주므로 직접적, 명시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험 및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한국어 교사를 위한 작문 피드백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
로 피드백 실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교사의 작문 피드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교사들이 원하는 피드백 지침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연구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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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설문조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실험에는 대학 기관(부산대, 신라대, 동명대, 부경대, 동서대, 동의대, 영산
대, 영남대)에 소속된 교사 60명과 사설 학원에 소속된 교사 2명, 총 62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연령은 30세 이상~35세 미만이 29명(47%)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30
세 미만, 35세 이상~40세 미만이 10(16%)명으로 같았다. 그 다음으로 40세 이상이 11명
(18%), 20세 이상~25세 미만이 2명(3%)이었다. 한국어 교육 경력은 4년 이상이 33명
(32%)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이 10명(16%)으로 같았다.
그 다음으로는 1년 미만이 5명(8%), 3년 이상~4년 미만이 4명(7%)이었다.
먼저 교사에게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작문 2편을 직접 피드백 하게 한 후, 설문조사에 응
하게 하였다. 학습자 작문에 대한 피드백은 내용, 구성, 표현 오류에 대해 모두 피드백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실험에 제시된 학습자 작문은 다음과 같다.

<표 3> 학습자 작문1
★ 아래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서 찬성이나 반대하는 글을 쓰십시오.

(3급)

- 성형수술, 결혼 전 동거, 외국인과의 결혼
①380)내가 선택한 주제는 외국인과의 결혼이다.
②사람들은 외국인과 같이 결혼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괜찮다. ③국적
상관없이 사랑을 더 중요한다고 생각한다. ④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결혼하면 정말 복잡한다. ⑤결혼
절차가 많았다. ⑥그리고 나라 마다 문화를 달라서 이해할 수 없거나 실수가 많다. ⑦그런데 사랑한
다면 해결할 수 있다. ⑧이해할 수 없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한다. ⑨실수하면 고 쳐야
한다. ⑩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다 할 수 있다. ⑪그 다음에 언어이다. ⑫불편한 것이 없
고 문화도 잘 알면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
⑬마지막으로 한 마디 있다. ⑭아무 어려운 일이 없다. ⑮마음을 견디지 않나 본다.

<표 4> 학습자 작문2
★ 한국 날씨와 고향 날씨의 특징을 비교․대조하는 글을 써 봅시다.

(4급)

①일본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우기가 길고 습도가 많다. ②일본 사람들은 정마절을 쾌
적하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온 것 같다.
③일본 주택에서 사용하는 다다미는 습도가 많은 때는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가 건조할 때는 습기를
방출한다. ④와라부기 야내(지붕)도 습도를 조절해 준다.
⑤현대 건축을 보면 상점이 모여 있는 것에는 길에 지봉을 만들고 비가 오는 날에도 편하게 죠빙 힐
수 있도록하고 더한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은 돔야구장을 만들고 비오는 날에도 야구 관전 할
수 있게 했다.
⑥우기가 긴 일본에서는 비를 주제로 한 노래도 많다.

<작문1>은 3급 학습자가 작성한 글이고, <작문2>는 4급 학습자의 작문이다. 위의 작문 두
380) 분석 및 기술을 위해 각 문장에 연구자가 임의로 번호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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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 표현 오류뿐만 아니라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오류를 보이는 작문들이다. <작문1>은 전
체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단락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문2>는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지 않고 한 대상에 대해서만 기술하여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작문1>과 <작문2>는 교사들이 내용과 구성, 표현의 모
든 영역에서 오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3.2. 실험 및 설문조사 결과

내용 피드백, 구성 피드백, 표현 피드백에 대한 교사의 인식, 현황, 요구사항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용 피드백

평소 주제 및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9%)’와 ‘조금 그렇다
(45%)’가 74%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고 응답했다. 내용 피드백
을 하지 않는다는 교사는 3명에 불과했다.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
드백 할 시간이 부족해서’와 ‘주제 및 내용은 한국어 교사가 지도할 부분이 아니라서’가 있
었고, ‘주제는 정해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타 의견이 한
명 있었다.

<표 5> 내용 피드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합계

18(29%)

28(45%)

13(21%)

3(5%)

0(0%)

62(100%)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용 피드백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설문조사에서 74%의 교사가 내용 피드백을 한다고 응답한 것과는 달리 <작문
1>에서는 34%의 교사만 내용 피드백을 했으며, <작문2>에서는 63%의 교사가 내용 피드
백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6> 내용 피드백 여부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 (단위: 명)
내용 피드백을 한 교사

주내용 피드백을 하지 않은 교사

합계

작문1

21(34%)

41(66%)

62(100%)

작문2

39(63%)

23(37%)

62(100%)

<작문1>과 <작문2>의 내용 피드백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의 <표 7>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182 -

<표 7> 내용 피드백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작문의 유형 (단위: 명)

주제 및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작문의 순위를 매기라는 문항에서 ‘글의
내용 전개가 일관적이지 않은 작문에 대한 피드백(23명)’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글
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작문(11명)’과 ‘제시된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제
에 부합하지 않은 작문(12명)’에 대한 피드백 또한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글의
내용 전개가 일관적이지 않은 <작문1>이 <작문2>에 비해서 내용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작문1>의 내용 피드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작문1>처럼 내용
의 일관성이 없는 작문이나 교사들이 대체로 어려워하는 작문 유형에 대한 피드백 지침서
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내용 피드백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내용 피드백 제시 방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설명을 주는 방식(34%)이 가장 선호되었다.
교사가 직접 수정을 해준다는 응답(26%)과 수정 후에 설명을 덧붙인다는 응답(21%)도 절
반에 가까운 높은 수치가 나왔다.

<표 8> 내용 피드백 제시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총평

표시

수정

설명

수정 후 설명

합계

9(15%)

3(5%)

16(26%)

21(34%)

13(21%)

62(100%)

그러나 내용 피드백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교사들의 인식이 실험조사 결과와는 달랐다. 실
제 실험조사에서 내용 피드백은 대체적으로 총평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1) 총평의 예
<1>-1381). 자신의 의견에 맞는 타당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1>-2. 외국인과의 결혼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보충이 더 필요합니다.
<1>-3.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381) <1>-1은 <작문1>에 대한 실험자1의 피드백임을 나타낸다. 실험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62명으로
실험자에게는 임의로 1에서 62의 번호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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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체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찬성 글이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결혼하면’이라는 주제
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하며 근거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1>-5. 주제의 명확성 ×
언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문제는 찬성과 반대와의 거리가 있음
<1>-7. 찬반 ×
<1>-10. 주제 명확성

(1)에서 보듯이, 교사들의 내용 피드백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거나 결혼을 찬성하
는 이유를 쓰라거나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총평이 대부분이었다. <작문1>에서 결혼을
찬성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수정하여 제시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작문2>에서는 교사가 직접 수정한 경우가 12%였는데, 이는 대부분 주제와 관련 없는 내
용을 교사가 직접 삭제해 준 경우에 해당한다.

<표 9> 내용 피드백 제시 방법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 (단위: 개)
총평

표시

수정

설명

수정 후 설명

합계

작문1

17(77%)

0(0%)

0(0%)

5(23%)

0(0%)

22(100%)

작문2

32(66%)

0(0%)

4(8%)

11(22%)

2(4%)

49(100%)

학습자의 작문에서 내용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정하기가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글의 소재가 되는 내용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학습자가 표현하거나 전
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작문이 아니라 교사가 의도하는 내용의 작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내용 영역에 대한 피드백은 설명이나 총평을 통해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내용 오류를 인식하여 스스로 자신의 내용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2) 구성 피드백

구성 피드백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대체로 구성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10>에서 구성 피드백을 하지 않는 교사는 8명(13%)에 불과했다. 구성 피드백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명은 ‘피드백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커서’를 선택했고, 3명의 교사는
‘피드백 할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했다. 평소 구성 피드백을 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에
도 구성 피드백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구성 피드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합계

17(27%)

19(31%)

18(29%)

8(13%)

0(0%)

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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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드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피드백 실험 결과의 차이는 구성 피드백에서도 나
타났다. <작문1>은 56%의 교사가, <작문2>는 66%의 교사가 구성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표 11> 구성 피드백 여부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 (단위: 명 )
구성 피드백을 한 교사

구성 피드백을 하지 않은 교사

합계

작문1

27(44%)

35(56%)

62(100%)

작문2

21(34%)

41(66%)

62(100%)

교사들은 구성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습자의 작문에 피
드백을 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382)로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
들이 구성 피드백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작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26> 구성 피드백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작문의 유형 (단위: 명)

과반수의 교사들이 문장 연결이 논리적이지 않을 때 피드백 주는 것이 가장 어렵다(31명)
고 느꼈으며, 단락의 연결이 논리적이지 않을 때에도 피드백이 어렵다고 느꼈다. 학습자
작문에서 단락 연결이나 문장 연결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의도를 파악한 경우에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단 연결이나 문장 연결
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락과 문장의 논리성은 교사의 피드백 시간과 작문을 읽는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 피드백
실험조사 결과, 단락과 문장 연결이 논리적이지 않은 <작문1>의 피드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글을 읽은 횟수 또한 많았다. <작문1>의 피드백에 걸린 시간은 평균 8.9분이
었고, <작문2>는 평균 6.3분이었다. 작문을 읽은 횟수는 <작문1>은 평균 2.8회, <작문2>는
평균 2.2회였다.

382) 교사가 피드백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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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구성 피드백 제시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총평

표시

수정

설명

수정 후 설명

11(17%)

2(3%)

7(11%)

34(53%)

10(16%)

합계
64(100%)
*2명 복수응답

구성 오류를 제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설명(53%)’의
방식을 가장 선호했고, ‘총평(17%)’과 ‘수정 후 설명(16%)’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4> 구성 피드백 제시 방법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 (단위: 개)
총평

표시

수정

설명

수정 후 설명

합계

작문1

9(29%)

2(6%)

7(23%)

13(42%)

0(0%)

31(100%)

작문2

6(26%)

2(9%)

2(9%)

13(57%)

0(0%)

23(100%)

구성 피드백 제시 방법은 교사들의 인식과 실험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험에서
교사들은 설명의 방식을 많이 사용했고, 다음으로는 총평의 방식을 사용했다. 다만, 설문조
사에 16%의 교사가 선택했던 수정 후 설명을 덧붙인 피드백은 실험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인 설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2) 구성 피드백 설명의 예
<1>-12. ⑬-⑮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1>-15. 주제⇒좋은 점 및 그 이유, 나쁜 점 및 그 이유⇒정리⇒결론
<1>-24. (내 생각)
그 이유는/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장점) 따라서 (결론)
<1>-31. 서론: 자신의 생각(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문장으로 쓰세요. “나는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찬성한다.”
본론: 근거① ②, 예상되는 반론, 반론의 반론
결론: 정리
주장하는 글이지만 전체적 문장 구성을 다시 한번 쓸 필요가 있습니다.
<1>-32.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①내 생각(찬성/반대) ②문제점 ③해결방법 ④하고 싶은말(정리)
⇒ 다시 내용을 정리하세요!

설명에서는 대체적으로 장르에 맞는 내용 구성의 틀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내용
구성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글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차

후 작문에서 글을 구성하는 모델로 삼아 전략적으로 글을 쓰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표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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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피드백은 모든 교사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 실험조사에서도 모든 교사가
표현 오류에 반응을 보였다. 표현 피드백 제시 방법에 대해서는 ‘수정(63%)’과 ‘수정 후 설
명(23%)’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용이나 구성 피드백은 대체로 설명이나 총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표 15> 표현 피드백 제시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총평

표시

수정

설명

수정 후 설명

1(2%)

5(8%)

38(63%)

2(3%)

14(23%)

합계
60(100%)
*2명 무응답

실제 교사 피드백 실험에서도 교사가 직접 수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 교사가 한 가
지 방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표현 피드백의
경우는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전 차시 수업 내용과의 연계성, 학습자의 학습 성향, 단순
실수 여부 등에 따라 제시 방법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오류 수정의 범위에 대한 기준도 차이를 보였다.

<표 16> 표현 피드백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모두 수정

반복 오류는 한 번만 수정

목표 문법, 어휘만 수정

총평

32(52%)

23(38%)

6(10%)

0(0%)

합계
61(100%)
*1명 무응답

오류를 모두 수정하는 교사(52%)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오류는 한 번만 수정하는 교사가 23명(38%)이었고, 목표 문법이나 어휘에 대해서만 수정
한다는 교사는 6명(10%)이었다.
그러나 사실 표현 피드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교사마다 오류의 판정이 다
르고, 오류를 수정해 주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학습자 <작문1>에서 문
장 하나를 임의로 골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 <1>-2.

사람들은 외국인과 같이 결혼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괜찮다.
(㉠)

㉡

㉢ ㉣

㉤

㉥

㉦

㉧

㉨
⇓
내 생각 이 괜찮다
㉩

㉪

㉫

(3)에 대해서 교사들이 수정한 문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49개의 문장 형태가 나타났
다. 먼저 개별 표현 오류를 수정한 것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수정한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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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작문1-②번 문장 피드백 분석 결과 (단위: 개)
수정함

수정

합계

안 함

수정

㉠

59(89%)

7(11%)

삽입: 다른 사람들은(6), 한국 사람들은(1)

66(100%)

㉡

61(92%)

5(8%)

문법 수정: 사람들은 → 사람들이

66(100%)

㉢

65(98%)

1(2%)

삭제: 외국인과 → 외국인

66(100%)

㉣

35(53%)

31(47%)

삭제: 외국인과 같이 결혼 → 외국인과 결혼

66(100%)

㉤

21(32%)

45(68%)

문법 수정: 결혼한 → 결혼하는

66(100%)

㉥

7(11%)

59(89%)

㉦

64(97%)

2(3%)

문법 수정: 생각하는지 → 생각할지(1), 생각되는지(1)

66(100%)

㉧

65(98%)

1(2%)

문법 수정: 모르겠지만 → 모르지만

66(100%)

㉨

3*(5%)

63(95%)

수정 내용

문법 수정: 것이 → 것을(41), 것에 대해(15), 것에 대해서
(3)

(수정 내용은 ㉩-㉫에서 확인)
*

수정 안 함 3개 중 2개는 오류 표시만 되어 있음

66(100%)

66(100%)

‧ ‘내 생각’을 삭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수정: 나는 괜찮다
㉩

46(73%)

17(27%)

고 생각한다(14), 나는 찬성한다(1)
‧ 다음 문장과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수정: 나는 국적과

63(100%)

상관없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2)
㉪

2(4%)

44(96%)

㉫

33(72%)

13(28%)

문법 수정: 생각이 → 생각에는(27), 생각은(14), 생각엔(2),
생각으로는(1)

46(10%)

표현 수정: 괜찮다고 생각한다(3), 괜찮다고 본다(2), 괜찮
은 것 같다(2), 괜찮을 것 같다(2), 이렇다(2), 괜찮다고 생

46(100%)

각합니다(1), 그렇지 않다(1)

<표 17>의 ㉠에서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성분을 삽입한 경우(11%)와 그대로 둔 경우
(89%)로 나누어졌는데, 필수 성분의 삽입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수정하지 않는 교사가
많았다. ㉥과 ㉪처럼 조사의 오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가 오류를 수정해 주었다. ㉡,
㉦, ㉧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류로 보지 않았지만, 수정을 해 준 교사도 몇몇 있었다. ㉣
과 ㉤의 경우는 명백한 문법 오류인데, ㉣에서는 53%의 교사가 오류를 수정해 주지 않았
고, ㉤에서는 32%의 교사가 오류를 수정해 주지 않았다. ㉨의 ‘내 생각이 괜찮다’에 대해
서는 3명의 교사가 오류를 수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 중 2명은 오류에 밑줄로 표시만 해
주었으므로 단 1명의 교사만 오류에 반응하지 않았다. ‘내 생각이 괜찮다’는 ‘내 생각에는
괜찮다’로 수정한 교사(20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 생각은 괜찮다’로 수정한 교사
(10명)가 많았다. 그 이외에도 11개의 다양한 표현으로 수정을 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동일한 표현에 대해 교사마다 오류 판정 여부가 다르고, 피드백
시 교사들은 일정한 기준이나 범위 없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명백한 표현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판정하지 않은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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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편 표현 피드백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작문의 유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다수(49
명)의 교사가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문장이 많은 작문’이라고 응답했다.
<표 18> 표현 피드백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작문의 유형 (단위: 명)

연구자는 실제로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들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4) 마지막으로 한 마디 있다. 아무 어려운 일이 없다. 마음을 견디지 않나 본다.

(4)는 피드백 실험에 사용된 학습자 <작문1>에 있는 표현들이다. 피드백 실험에 참여한 62
명의 교사들 중 (4)에 대해 수정을 완료한 교사는 23명이었고, 수정을 중도 포기한 교사가
18명, 아예 수정을 포기한 교사가 21명이었다. 수정을 완료한 교사들의 수정 내용은 다음
과 같다.

(5) <1>-44.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으로 견딜 수 있다.
<1>-10.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1>-4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 마음으로 참고 견딘다면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1>-18.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1>-60.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5)~(7)에서 보듯이, 수정을 완료한 교사들은 학습자가 사용한 중요 표현 ‘마지막’, ‘어려운
일’, ‘마음’, ‘견디다’를 통해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추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습자
표현 의도를 파악한 이후에, 교사가 준 피드백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학습자
가 사용한 중요 표현들을 최대한 살려 순서를 바꾸지 않고 수정한 (5)와 같은 유형과, 학
습자의 중요 표현들을 이용하되 재배열하여 수정한 (6)과 같은 유형, 학습자의 표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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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려 다른 표현으로 수정한 (7)유형으로 구분된다.
피드백 실험에서 (4)에 대해 중요 표현 순서대로 수정한 교사는 17명이었고, 재배열하여
수정한 교사는 5명, 새로운 표현으로 수정한 교사는 1명이었다. 교사들은 대체로 학습자의
표현 의도는 살리되,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요 표현들을 순서대로 수정해 주는 것
으로 보인다.

4. 교사 피드백 문제점과 제언

앞 장에서는 교사 피드백을 내용, 구성, 표현 영역으로 구분하여 피드백 여부, 제시 방법,
범위 및 피드백이 어려운 작문에 대한 교사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 작문 두 편에
대한 교사 피드백을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교사 피드백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향후 교사 피드백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교사 피드백 실험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표현 오류 중심으로 피드백 하였다. 학습자의 작문이 주어진 작문 주제에 맞지 않거
나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은 교사가 많
았다.383) 또한 반드시 필요한 단락이 생략되었거나, 그 단락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 구성 피드백을 하지 않은 교사가 많았다.384) 그러나 글쓰기 능력 함양과 유창
성을 중시하는 의사소통적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미 중심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라
는 견해가 우세하다(이은자, 2010:138). 따라서 교사들은 표현 오류뿐만 아니라 내용과 구
성에 관한 피드백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은자(2010)는 글의 내용을 구성한
학습자 내부의 사고 과정까지 추론해서 글쓰기 과정 전체에서 회귀가 가능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 피드백에 비해 내용 피드백이 훨씬 더 복잡하고 특별한
능력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내용 피드백을 도와줄 피드백 지침서의 마련
이 시급하다.
둘째, 피드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연구자가 보기에도 피드백의 내용
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고, 학습자의 작문 텍스트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피드백이 대부분이었다.

(8) <1>-3.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단락 및 문장 간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383) 주장하는 글의 논지가 명확하지 않은 <작문1>에 대해 66%가 피드백 하지 않았으며, 비교․대조하는
글쓰기에서 한 대상에 대해서만 글을 쓴 <작문2>에 대해서는 37%가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
384) 서론, 본론, 결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작문1>에 대해 56%의 교사가 구성 피드백을 하지 않았
고, 결론이 없는 <작문2>에 대해서는 66%가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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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8)과 같은 피드백을 받는다면, 자신의 글의 문제점을 이해했다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 교사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하고385), 자칫 고쳐 쓰기를 포기하
게 될지도 모른다.386) 학습자들은 어떤 글에나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피드
백보다는 학생 작문의 텍스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학습자
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줘야 한다. 다시 (8)의 예를 들자면,
3급의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이 있고 문장 구성이 복잡하다. 따라서 교
사가 오류를 수정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표현들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반영해야 한
다. 교사의 피드백에서 학습자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또 다른 예는 많은 교사들이 학습자
의 단순한 실수나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오류에도 모두 직접 수정을 해줬다는
점이다. 표시만 해줘도 스스로 알고 수정할 수 있는 표현들은 교사의 직접 수정보다는 학
습자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넷째, 오류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수정 기호가 제각각이다. 특히 문법, 어휘, 맞춤법 오류
수정에 사용된 수정 기호가 ‘○, ―, ＿, /’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작문2>의 ⑤번 문
장을 피드백 한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9) 교사 수정 기호 사용의 예
<2>-12.

<2>-18.

<2>-28.
385) 박상민 ․ 최선경(2011:369)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첨삭지도에서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느냐
는 조사에서 ‘문제점만 지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등 보
다 자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명료한 첨삭지도에 대한 요구(31/62)가 가장 많았다.
386) 학습자들은 교사의 피드백에 대해 필요하고 효과적이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부정적인 피드백만 있을 경우 비효과적이라고 느낀다(Ferri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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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9)에서 <2>-28과 <2>-58은 표현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2>-18은 동그라미 위에 보통은 삭제 의미로 사용하는 ‘

’를 추가 표시하고 수정을 하

였다. <2>-12는 ‘하고’처럼 글자 위에 한 줄을 표시하고 수정하였고, <2>-18은 글자 위에
두 줄(=)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수정 기호는 교사 간에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교사가 피드
백한 동일 작문 내에서도 혼용되고 있다. <2>-18에서 첫 번째 ‘만들고’는 동그라미로 표시
한 후 수정하였고, 두 번째 ‘만들고’는 밑줄을 긋고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 기호를 교사마다 다르게 사용하거나 동일 교사가 한 작문 내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학습자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다른 수정 기호를 받아 보고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같은 반을 수업을 하는 교사 간이라도 수정 기호를 통일하
고387), 학습자에게 작문 피드백에서 사용되는 수정 기호를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387) 수정 기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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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사의 의견이 개입되었다. 교사의 의견 개입을 최대한 줄이려면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수정해야 한다. 앞의 <표 17㉠>에서 7명의 교사가 ‘사
람들은’을 수식하는 요소 ‘다른’과 ‘한국’을 삽입했다. 그리고 <표 17㉡>에서는 ‘사람들은’
을 ‘사람들이’로 수정한 교사가 5명 있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
고 글이나 문장의 의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문법적 오류이거나 의미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주는 것이 좋다. 3장의 (4)~(7)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최대한 살리되 최소한으로 수정하기 위
해 학습자가 사용한 주요 표현을 순서대로 수정하는 등의 세부 피드백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38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 피드백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구성, 표현 등 각 영역에 대한 피드백 지침을 만든다. 특히 학습자의 작문이
내용과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목록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오류와 그에 대한 모범 피드백 사례를 제시한다.
둘째, 오류 수정 사항을 제시할 때 학습자 작문 텍스트와 관련 지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피드백 틀을 제공한다.
셋째, 학습자의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첨삭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표현 영역별 효과적인 피드백 제시 방법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드백 시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고, 교사 의견이 개입되지 않
도록 표현 오류 세부 피드백 기준을 제공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사가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사들의 피드백 현황과 인식, 피드백
시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작문 두 편에 대한 교사 피드백을 분석하였
는데, 내용, 구성, 표현 영역으로 구분하여 피드백 여부, 제시 방법 및 범위 등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교사들이 표현 오류 중심으로 피드백 하였고, 피드백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피드백 하였으며, 오류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다양했다. 그리고 교사의 의견이 개입된 피드백이 많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교사들이 학습자의 작문을 보다 더 효율적으
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교사 피드백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388) 이승연(2007)은 오류 수정의 원칙으로 ‘최소한으로 수정한다.’, ‘학습자의 표현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다.’, ‘한국어 화자의 발화 경향 및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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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in

29, 33-53.

Multiple-Draft

토 론 문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대한 교사 피드백 연구
- 교사 피드백 실험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박준범(영남대)

교수자의 교수

․학습 활동 중에서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도 쉽지 않은 활동인

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는 더더욱 쉽지 않는 활동일 것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든, 외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든, 대부분의 연구가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이나 학습자의 글쓰기 학습에 대한 효
율성 등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논고가 교수자의 피드백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자의 작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피드백하고, 교수자, 혹은 교수자 간 피드백이 객관도와 신뢰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사 피드백 지침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면서 앞으로 본 연구가 더욱 빛나는 연구
가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3.2. 실험 및 설문조사 결과(5쪽~13쪽)”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작문 예시
에 대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62명 교수자들의 내용 피드백, 구성 피드백, 표현 피드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험조사 결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피드백 현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과정을 ‘설문조사 결과 → 실험조
사 결과 →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의 순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인과 관계로 설명하고 있
다. 가령, 내용 피드백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교수자들이 내용 피드백에 대해 74%가 실시
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실험조사 결과에서는 내용 피드백을 실시하는 경우가 48%밖에
되지 않고, 내용 피드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작문1에서는 34%, 작문에서는 63%로 정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교수자들이 내용 피드백
시 ‘글의 내용 전개가 일관적이지 않은 작문’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피드백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자들이 내용 피드백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피드백을 포기한 것에 직접
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험조사 결과 내용 피드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피드백 포기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교수자들이 설문조사
에서 이해한 내용 피드백과 실험결과에서 설정한 내용 피드백이 동일한 의미인지도 의문
이다.
2. 첨삭과 관련한 항목 설정은 쉽지 않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첨삭 관련 항목을 제시하
였지만 항상 제기되는 의문 중 하나는 중복의 문제다. 3쪽의 <표1>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
문 피드백 영역에서도 중복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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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의 영역

세부 내용
① 글의 내용 전개가 일관적인가
② 글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⑴ 내용 피드백

③ 내용 자체(예시, 근거, 설명 등)가 적절한가
④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생략되지 않았는가
① 단락 구분이 적절한가
② 단락의 연결이 논리적인가

⑵ 구성 피드백

③ 각 단락의 길이가 적절한가
④ 한 단락의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적절한가
⑤ 반드시 필요한 단락이 생략되지 않았는가
⑥ 단락 내에서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인가
① 문체를 통일하였는가
② 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
③ 어휘, 문법의 사용이 적절한가

⑶ 표현 피드백

④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가 정확한가
⑤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문이 모두 있는가
⑥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는가
⑦ 학습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 피드백의 영역의 괄호문자와 세부 내용의 원문자는 토론자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먼저 (1)-①은 일관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2)-②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④는 (1)-③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2)-⑤와 (2)-⑥도 (1)-①, ⑤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 또한 (3)-⑥에서는 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만 대상으로 하는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고, (3)-⑦은 (1), (2), (3) 전반에 걸치는 총체적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
을 것 같다.
3. 내용 피드백, 구성 피드백, 표현 피드백에서 나타나는 피드백 제시 방법은 교수자들의
경향성이라기보다는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필연성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용 피드백
의 제시 방법이 주로 총평으로 나타나거나 구성 피드백의 제시 방법이 주로 설명으로 나
타난다든지, 표현 피드백의 제시 방법이 주로 수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각 피드백 영역
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4. 5쪽에서 실험에 제시한 학습자 작문 예시 <표3>과 <표4>에서 <표3>은 글자수 356자,
단어수 92개, 문장수 15개로 나타났고, <표4>는 글자수 309자, 단어수 79개, 문장수 6개
로 나타났는데, 글의 분량을 고려했을 때, 이 예문들이 구성 피드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
5. 설문조사에서는 교수자에 대한 객관도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
만, 실험조사에서는 교수자들의 균질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내용 피드백과 관련한 7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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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나 구성 피드백과 관련한 10쪽의 사례를 보면 교수자들의 피드백에 대한 신뢰도 문제
가 있다고 본다. 실험에 참여한 교수자들에게 피드백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고 이 항목들
에 대한 피드백 방법이 제공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어야 교수자들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피드백 방법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11쪽~12쪽에서 제시한 표현 피드백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3) 문장을 계열적 관계로 보
고 <표17>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장에서 계열적 관계도 중요하나 통합적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계열적 관계로만 세분하여 파악한 것이 통합적 관계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에서는 ‘생각한다’류의 단어가 나오기 힘드므로 이러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가 여겨진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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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국어의 변화와 사전389)
- 초기 이중어 사전을 중심으로 -

서민정(부산대)

차

례

1. 들어가기
2. 초기 이중어 사전의 언어 기술
3. 『조선어사전(1920)』과 ‘국어사전’
4. 마무리

1. 들어가기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반도는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언어의 측면에서 이 시기의 변화에 주목한다.
(1)

兪吉濬 朝鮮文典」(1904)

(2) 쥬시경 대한국어문법 (1906)391)

390)

389) 이 글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 한국(HK)지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전번역학+비교문화학을 통한 <소통인문학>의 창출: 주변과 중심의 횡단을 위해”라
는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KRF-2007-361-AM0059). 이 발표는 제36회 한말연구학회 전국 학술대회
(2012. 7. 1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390) 역대문법대계 第1部-第1冊 01
391) 역대문법대계 第1部-第3冊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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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두봉(1916), 조선말본

(5) 최현배(1947),

(4) 정렬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글자의 혁명』

393)의

392)

‘(붙임) 한글 가로글씨의 익힘’

문서화된 것에 한정되어서 고찰된 것이기는 하지만, 20세기 초를 전후한 40여년 사이에
(1)~(5)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언어 사용이 있었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에 다른 문화의 언어에 대
한 번역이나 그것을 통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392) 정렬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한글문화사. 역대문법대계 第1部-第25冊 61
393) (5)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5)’ “돌아보건대, 우리 조선 겨레(민족) 는, 이 조 오백 년 동안 에, 한자 의 속박 을 받음 이 심
하였고, 일본 의 식민 정치 사십 년 간 에, 일어 의 압박 을 당함 이 극도 에 달하였다. 그
리하여, 온 민족 이 정신적 으로 외국의 붇음 이 되고, 생활적 으로 정복자 의 종이 되고
말았다.”
『글자의 혁명』(1947)에서 제안한 글자는 훈민정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최현배 선생의 학문적 영향력이나, 이 텍스트가 문교 연구 총서의 첫째 권이었다는 점에서, 『글자의
혁명』(1947)은 그 시대의 시대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자의 혁명』(1947)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정(2011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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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설을 쓰는데 가장 먼저 봉착하여--- 따라서 가장 먼저 고심하는 것이 용어였다. 구상은 일본말

ナシカシク’, ‘~ヲ

로 하니 문제 안 되지만, 쓰기를 조선 글로 쓰자니, 소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

感ヅタ’, ‘~二違ヒナカシタ’, ‘~ヲ覺ェタ’와 같은 말을 ‘정답게’, ‘을 느꼈다’, ‘틀림(혹은 다름)없었다’,

‘느끼(혹은 깨달)었다’ 등으로 -- 한귀의 말에 거기에 맞는 조선말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소

비하고 하였다. 그리고는 막상 써놓고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안 될것 같기도 해서 다시 읽어보고
따져 보고 다른 말로 바꾸어 보고 무척 애를 썼다. 지금은 말들이 ‘회화체’에까지 쓰이어 완전히 조
선어로 되었지만 처음 써볼 때는 너무도 직역 같아서 매우 주저하였던 것이다.”(김치홍 편저, 1984,
‘문단 30년의 자최’,

『김동인 평론 전집』,삼영사)

기본적으로 언어나 언어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지금의 현
대 국어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일제강점기 당시에 언어와 언어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혼란이
나 다양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가운데 이중어 사전의 표제어와 의미 풀이, 언어기술방식 등임을 살펴보고자 한다.394)

2. 초기 이중어 사전에서 보이는 서구 언어적 전통
이중어 사전은 ‘타자’의 눈에 비친 한국어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사전 제작자의 관점이 사
전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사전에서 기술된 한국어 가운데는 제작자의 시각에 따라
굴절되어 기술되기도 한다.
먼저 사전의 형식을 살펴보면,

찬한불뎐‘ 395)은 ‘한글 표제어, 발음 기호, 한자, 불어 뜻풀

이, (관련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대부분의 대역 사전에서 취하고 있는 기
본 형식이다.

邊. plage, bord, rivage, rive.
(2) 가얌이, KA-YAM-I. 蟻. fourmi. syn. 야미 Kăi-ya-mi.
(3) *가업, KA-EP,-I. 家業. possession, fortune. ǁprofession, surtout profession commerciale.
(1) 가, KA.

찬한불뎐‘ 의 표제어는 (1)～(3)과 같이 ‘고유어 표제어’와 ‘한자어 표제어’로 나눌 수 있는
데, 한자어 표제어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여 고유어와 구별하고, 발음 기호 다음에 해당 한자
를 제시하였다.396) 그런데 (3)과 같이 한자어 표제어뿐만 아니라 (1), (2)와 같이 고유어 표제어
394) 개화기 사전에 대한 앞선 연구에서는 개화기 사전의 국어학적 의의나 사전의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다. 이응호(1975), 박상균(1984), 이병근(1988, 2001), 최경봉(2006) 등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395) 찬한불뎐‘ 은 1880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되었다. 어휘, 문법, 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615쪽에 약 3만 5천 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찬한불뎐‘ 의 특징과 체재에 대해서는
이응호(1975, 1983), 박상균(1984), 송민(1994), 이병근(2001), 채완(2008) 등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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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풀이에까지 한자어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러한 경우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한자어를 제시하여 고유어 표제어에 대해서 추가적인 뜻풀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찬한영뎐‘ 397)(1911)은 ‘한글 표제어, 발음 정보, 한자, 한자 뜻풀이, 영어 뜻풀이,

(관련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邊 (가―*변) A side; an edge; a border; a bank; a margin. See 가졍자리.
*가감승제 s. 加減乘除 (더) (덜) () (졔)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4) 가 s.
(5)

and

division. See 측.
(6) *가격 l.

價格 (갑) (격식) Value; worth.

표제어는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찬한불뎐‘ 과 마찬가지로 한자어 표제어에는 ‘*’를 표시하여
고유어 표제어와 구별하였다. 위의 예에서 ‘*’이 없는 (4)는 고유어이고, ‘*’이 있는 (5)～(6)는
한자어이다. 그리고 표제어 다음에는 s, l과 같은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찬한불뎐‘ 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찬한불뎐‘ 에서는 로마자로 발음 정보를 표시하였던 것에 비해서, 찬한영
뎐‘ 에서는 그러한 발음 정보는 없이 각각의 표제어에 모음의 장단만을 표시하였다. 첫 음절이
길게 소리 나는 단어는 l로, 첫 음절이 짧게 소리 나는 단어는 s로 표시하였던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한자를 제시한 후에 해당 한자의 뜻을 한 글자씩 괄호 안에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자로 뜻풀이를 한 다음에는 영어로 뜻풀이를 하였다. 그런 후에는 동의어, 반의어,
참조어 등과 같은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의 표제어도 사전 제작자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이 찬한불뎐‘ 과 찬한영
뎐‘ 의 표제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말 이중어 사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지만, 특히 종교 관련 어휘가
눈에 띈다.398) 이러한 어휘들은 찬한불뎐‘ 과 찬한영뎐‘ 에 반영되어 있는데, 천주교, 기독교
396)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찬한불뎐‘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4) Les mots sont ou purement cor ens ou chinois-cor anis s. Ces derniers, pass s de la
langue chinoise
la cor enne avec une prononciation cor enne ressemblant un peu
la
prononciation chinoise, sont marqu s d'un ast risque(*). A la suite de leur prononciation,
figurent des caract res chinois auxquels ils correspondent sous le double rapport du son et de
la signification.
[단어는 순수 한국어 또는 중국어 계열 한국어이다.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유입되고 중국어 발
음과 약간 유사한 한국어 발음을 갖는 둘째 부류의 단어는 별표(*)가 표지되어 있다. 이 단어들의
발음 뒤에 한자가 제시되며, 이 단어들은 음가와 의미의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한자에 대응된다(고
길수 역, 200 2 408).]
397) 찬한영뎐‘ 은 게일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하였다. 1897년에 초판이 발행된 데 이어 1911년에 2
판이, 1931년에 3판이 발행되었다. 3판은 총 1781쪽인 찬한영대자전‘ 으로, 여기에는 무려 약 8만 2천
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응호(1975), 박상균(1984), 이병근(200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박상균(1984：26)은 찬한영뎐‘ 의 학구적 가치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한국어 사전으
로 1945년 이전 출판된 것들 중 어휘 수집 정리가 가장 잘 정돈된 사전이다. 둘째, 한국 고유어와 한
자어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였다. 셋째, 한번에 한(韓)․한(漢)․영(英) 대조 사전의 구실을 하였다. 넷
째, 방언과 근대어가 수록되어 현재 간행된 사전들에 빠진 어휘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 다섯째,
과거의 사전들이 단순한 의미의 전달에 불과하였던 데서 벗어나 현대적 의미의 형식을 갖춘 가장 정
비된 사전이었다는 점에서 개화기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사전이다.
398) 이것은 서양의 종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새로

à
è

é

é
é

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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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가 불교 등의 다른 종교의 관련 어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399)

다음은 두 사전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서양 종교 관련 어휘의 예이다. 아래에 제시한
어휘들은 표기상의 변화만 있을 뿐 대부분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敎化皇)
구교(舊敎)
그리스도(基利斯督) 셩경(聖經)
셩교(聖敎)
셩당(聖堂)
셩모(聖母)
셩부(聖父)
셩신(聖神)
셩(聖子)
셩회(聖會)
신부(神父)
십가(十字架)
예수(耶穌)
쥬일(主日)
텬쥬(天主)

(7) 교화황(

救世主)
삼위일톄(三位一體)
셩뎐(聖殿)
셩셔(聖書)
셩톄(聖體)
십계(十誡)
쥬(主)
텬쥬학(天主學)
구셰쥬(

그런데 이러한 종교 관련 어휘는 찬한불뎐‘ , 찬한영뎐‘ 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8)은 찬한불뎐‘ 에만 나타나는 어휘의 예이고, (9)는 찬한영뎐‘ 에만 나타나는 어휘의
예이다.

敎宗)
(代子)
셩가(聖架)
셩모경(聖母經)
셩(聖事)
셩슈(聖水)
슈녀(修女)
영광경(榮光經)

(8) 교종(

代女)
미사(彌撒)
셩교회(聖敎會)
셩물(聖物)
셩셕(聖石)
셩심(聖心)
텬쥬경(天主經)
현셩용(顯聖容)
녀(

代母)
본명(本名)
셩명(聖名)
셩녀(聖女)
셩셰(聖洗)
셩탄(聖誕)
모(

안지그리스도(Antechrist)

血洗)

혈세(

敎會)
구약(舊約)
구약젼셔(舊約全書)
례(禮拜)
례날(禮拜日)
례당(禮拜堂)
례다(禮拜)
셩찬(聖饌)
셩셔공회(聖書公會)
신약(新約)
신학(神學)
신약젼셔(新約全書)
신학교(神學校)
신학회(神學會)
십계명(十誡命)
예수교(耶穌敎)
예수교셔(耶穌敎書冊)
예수교션교(耶穌敎宣敎師)

(9) 교회(

운 어휘들도 함께 도입되었음 보여준다. 개화기의 한글 성경들은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영어 성
경을 참고해서 번역한 것들이다. 따라서 한글 성경의 어휘들은 ‘쥬(主), 천국(天國), 복음(福音)’과 같
이 한문 성경의 어휘를 그대로 차용한 것과 ‘하나님(←上帝), 집사(←操會者), 뎨자(←門徒)’와 같이 국
어로 번역하여 차용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 형철 1999：123).
399) 이병근(200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사전에 서양 종교 어휘의 항목들이 표제어로 다량 등재되
어 있다. 이것은 이러한 사전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
면 당연한 결과이다. 언더우드의 찬한영뎐‘ (1890)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찬영(198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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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 제시된 ‘미사, 본명, 슈녀, 셩, 영광경’ 등은 천주교400)에서 사용하는 어휘인 반면,
(9)에 제시된 ‘교회, 례, 셩셔공회, 신학회’ 등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어휘이다. 이러한 예
들을 통해 찬한불뎐‘ 은 구교인 천주교 어휘가 중심이 되었던 반면에 찬한영뎐‘ 은 신교인 기
독교 어휘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천주교와 기독교 관련 어휘가 두 사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불교 관련
어휘는 상대적으로 표제어로 선정된 예가 적게 나타났다. 다음은 찬
한불뎐‘ 과 찬
한영뎐‘ 에 공
통으로 나타난 불교 어휘들이다.401)

禪師)
승당(僧堂)
암(菴子)

(10) 션(

僧
승명(僧名)
가승(在家僧) 졀(寺)
승( )

僧軍)
승통(僧統)
승군(

위와 같이 ‘불교’ 관련 어휘보다 ‘천주교’나 ‘기독교’ 관련 어휘가 더 많은 것은 사전의 표제
어 선정에서 사전 편찬자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조선어사전(1920)』과 ‘국어사전’
『조선어사전(1920)』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
시피

『조선어사전(1920)』은 이후 발간된 ‘국어사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면

서 한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조선어사전'은 안 쓰는 한자투성이"(연합뉴스, 2009. 10. 6)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어사전'은 의식적으로 우리말을 깔아뭉개고 없애려고 엮은 것이다."

400) 찬한불뎐‘ 의 경우 천주교와 관련된 어휘는 다음의 예들처럼 (M.ch.), (m.chrét.), (mot chrét.) 등
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별도의 표시가 없는 어휘 항목들이 더 많았다.
(1) 안지그리스도, AN-TJI-KEU-RI-SEU-TO. Antechrist. (M.ch.).
(2) *, T I-TJ .
. qui tient lieu de fils. filleul. (m.chr t.).
(3) *셩셕, SY NG-SYEK,-I.
. pierre sacr e, pierre d'autel. (mot chr t.).
(4) *미사, MI-SA.
. messe.
401) 당시에 나온 신문 자료에서 개화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어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어휘들
이 사전에 등재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해 당시의 사전이 당시의 우리말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
를 예측할 수 있다. (1)은 찬일신문‘ 에 나타나 있는 어휘들이다.
(1) 갓모, 관복, 과실, 기와, 거름, 기동, 곤쟝, 교육, 가산 / 농 / 돈, 두루막이, , 독, 들보,
대포 / 록용, 륜선 / 모자, 망건, 물, 마루 / 방셕, 벼, 벼슬(벼) / 술(슐), 쌀(), 샹소,
신문, 무소 / 엽젼, 은화, 은젼, 의관, 인(인삼), 음식, 의원 / 졀구(졀구통), 집, 쟝마,
장례 / 치마, 창호(챵호), 초당(쵸당), 총(춍) / 칼 / 탕건 / 푼, 판, 편지 / 허리, 화륜
차, 학교. (일신문 1889년 1/1 1899년 4/3 간행, 권1 128호 권1 147호 중에서 발췌.)
위에 제시된 어휘들은 ‘륜선’과 ‘화륜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한영뎐‘ 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Ă Ă 代子
Ē
聖石
彌撒

é

～

é

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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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한글학자인 정재도 한말글연구회장은 6일 언론사에 배포한 자신의 글에서 1920년 발간된 '조
선어사전'에 실린 낱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쓰이는 각종 국어사전의 모체가 된 '조선어사전'은 쓰
이지 않는 한자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조선어사전'엔 우리 고유의 악기인 '날라리'를 대평소의 속칭이라고 했는데 있지도

太平簫)가 있을 뿐"이라면서 "온돌은 우리말

않은 대평소란 말을 갖다 붙인 것이다. 중국에 태평소(

溫突'이란 헛것을 달아 한자말에서 유래한 것처럼 해놓았다. 이 같은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인데도 '

고 말했다.
(중략)

정 회장은 "'조선어사전'에 실린 단어를 분석한 결과 한자말과 우리말의 비율은 62:38이지만, 쓰
이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한자말을 빼고 실제로 사용되지만 그 안에 빠진 우리말을 실으면 한자말
이 3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전은 서문도 없으며, 편찬경위 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편찬자도 분명
하지 않아 이 사전을 고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사전에 포함된 사전제작자
의 관점이나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933. 1. 23. 동광40호>의 논설로 실린
김윤경의 ｢最近의 한글運動,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18) (최근의 한글운동, 조선문자의 력사
적 고찰(18)」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2)402)(밑줄은 글쓴이가 표시한 것임)

啓明俱樂部(京城)에서는 同年(丁卯) 6月 붙어 朝鮮語辭典 編纂을 시작하게 되엇습니다. 이는 10
數年前에 崔南善氏가 『朝鮮光文會』 (古書刊行事業)를 이르키어 經營하던 때에 周時經, 金枓奉, 權
悳奎, 李奎榮 諸氏가 『말모이』(辭典)를 編纂하기 시작하엿던 바 啓明俱樂部에서 그 원안을 받아다
...

가 그것에 토대하여 다시 계속하기로 된 것입니다.

爾來 李克魯氏가 중심이 되어 朝鮮語學會는 물론, 기타 各 方面 專門家의 분담 집필로 편찬
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朝鮮語에 관한 外語 對譯의 사전은 이미 70여 년전에 그 기원을 찾게 됩니
다. 즉 佛人宣敎師 포데이유氏는 10年間 연구로 西曆 1860年에 韓語文典과 래틴 漢韓字彙를 저술한
바 래틴語 3萬, 韓語 10萬을 모앗고 佛人 캐쓰트(Cast)氏는 西曆 1881年에 佛文韓文典과 佛韓字典을
出版하엿고 (巴里에서) 또 佛人 안主敎는 淸韓佛字典을 저술하엿고 佛人 權主敎는 佛韓字典을 著述
하엿고 英人 宣敎師 언더움氏는 西曆 1890年에 橫濱에서 韓英字典을 출판하엿고 英人 宣敎師 께일
博士는 辭課指南을 짓고 또 西曆 1897年에 橫濱에서 韓英字典을 출판하엿으며 總督府에서는＜14＞
大正 9年(西曆1920) 3月에 朝鮮語辭典(日本文繙譯)을 출판하엿습니다. 그러하나 조선말로 해석된 朝
鮮語辭典은 아직까지 나지 못한 것입니다.
(중략)

(중략)

敎科書는 여전히 明治 45年(西曆 1912) 4月에 總督府에서 규정한 철자법 그대로 잇기 때
문에 불편이 막심하엿습니다. 그리하여 己巳年(西曆 1929) 2月初에 京城內 中等漢文及朝鮮語敎員會
에서 『新編朝鮮語及漢文讀本改編要望件』이란 長書를 總督府 編輯課에 제출하고 그 改定을 교섭
하엿습니다. 또한 그 다음해(庚午) 6月 28日에는 女子中等學校 朝鮮語敎員會에서도 『女子高等朝鮮
語讀本改編要望件』을 결의하여 가지고 市內 中等學校長會議를 통하여 男女中等學校 朝鮮語敎員會
그러하나

402) http://db.history.go.kr(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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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決議案을 합하여 가지고 다시 學務當局에 청원한 일이 잇습니다.

(중략)

昭和 3年(西曆 1928) 9月初에 學務局에서는 視學官 玄櫶 編輯課의 田島, 李元圭 諸氏도 하
여금 在來의 普通學校 讀本을 개정할 기초안을 만들게 하고 그 뒤 다시 京城師範學校 敎師 沈宜麟
第二高等普通學校 敎師 朴永斌 京城壽松洞普通學校 訓導 朴勝斗, 京城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敎師
李世楨 諸氏를 모아 그 기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그 의견대로 원안을 만들게 하엿습니다. 그리하
고 다시 민간의 권위잇는 학자들을 모아 審議委員會를 조직하여 그 원안을 다시 토의하게 하고 그
결의대로 채용하기로 하엿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 (昭和4年 西曆 1929) 5月 22日에 다음과 같이
민간학자를 섞은 審議委員을 발표하엿습니다.
西村眞太郞 (總督府 通譯官)
張志映 (朝鮮日報社 地方部長)
李完應 (朝鮮語硏究會長)
李世楨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敎員)
小倉進平 (京城帝國大學 敎授)
高橋亨 (右同)＜15＞
田中德太郞 (總督府 通譯官)
藤波義貫 (右同)
權悳奎 (中央高等普通學校 敎員)
鄭烈模 (中東學校 敎員)
崔鉉培 (延禧專門學校 敎授)
金尙會 (每日申報 編輯局長)
申明均 (朝鮮敎育協會 理事)
沈宜麟 (京城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 訓導)
그리하여

討議한 結果 同年(西曆 1929) 6月에야 확정하게 되엇습니다. 그리하
여 그 이듬해 (昭和 5年, 西曆 1930) 2月에 다음과 같이 신철자법을 발표하여 그 해 4月부터 普通學
校 第1學年 교과서를 그대로 개정하여 쓰기 시작하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마다 한 학년치씩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번 모이어

개정하여 나아가기로 되엇습니다.

위의 김윤경의 글을 바탕으로 보면, 192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민간의 학자들을 모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1914년 ‘말모이’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언문철자법 구성에 관여하였거나, 조선어 연구에 깊이 관련된 인
물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어사전(1920)』의 편찬에 참여 비중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이 어느 정도는 참여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조선
어사전의 오류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발간처가 ‘총독부’임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그 편찬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편찬자’의 관점에서 『조선어사전(1920)』을 다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어사전(1920)』은 표제어가 58,639이며,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508,771이다. 단순비
교는 어려우나, 일단 『조선어사전(1920)』전반부의 표제어 1,500 개를 기준으로 표준국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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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3)

완전
일치
부분
일치
다름

1092

없음

261

합계

1500

조선어 사전과 표준 국어 대사전 비교 결과
다름
1%

127
20

없음
17%

부분 일치
9%

완전 일치
73%

(4) 『조선어사전(1920)』과 『표준국어대사전(1999)』 비교 중 일부
표제어

『조선어사전(1920)』

『표준국어대사전(1999)』
「1」더하거나 빼는 일.

加へ又は減ずること
加減(가감)

또는 그렇게 하여 알맞게 맞추는 일.
더하거나 줄인다
‘더하고 빼기’로 순화.
加減し得ざること

加減不得(가감부득)

더할 수도 덜 수도 없음
가감을 하여 얻지 못한다
加法、減法、乗法、除法の合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아울러 이르는

가법, 감법, 승법, 제법의 병칭

말. ‘덧셈ㆍ뺄셈ㆍ곱셈ㆍ나눗셈’으로 순화.

加減乘除(가감승제)
「명사」『역사』「1」조선 후기에, 농토의 단위
田畑の租税の率を増すこと
加結(가결)

면적에 따라 매기는 조세의 비율을
전답의 조세의 비율을 늘린다
원래보다 더 올리던 일.
新たに開墾したる量案外の土地

조선 시대에,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

새로 개간한 양의외로의 땅

대장에 오르지 않던 논밭.

加耕田(가경전)

(4)는 『조선어사전(1920)』과 『표준국어대사전(1999)』 를 비교한 것의 일부이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조선어사전(1920)』가 당시 한국어의 반영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어에 끼친 영향을 예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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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이 연구는 어떤 언어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실’ 확인에 초
점을 두고, 어떤 영향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에 대해 실제 확인을 하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
르지만,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조선어사전(1920)』의 편찬경위라든가, 한국어의 영향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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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어의 특징 연구

최중호(동의대)

1. 서론
지금까지 고대국어는 삼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고대국어 연구의 중심이었
고, 핵심이었다. 물론 고대국어 연구에 있어서 마한, 진한, 변한의 언어를 기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일정한 수준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도 부족국가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라국에 대한 연구는 부
진한 상태이다. 이들 나라들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
에 잊혀진 것이 사실이다.
엄연히 한반도 상에 존재한 국가였으며, 일정한 수준에서 삼국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국가가 바로
가라이다. 이 가라라는 연맹체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고대국어의 한 부분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맹체의 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고대국어에 존재했으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졸고(2012)도 이런 시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 가라 연맹체의 언어를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 실체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가라 제국의 전체를 탐구하는 것 보다는 개개의 국가 또
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라 제국이 하나의 정치적 통합체를 가지지 못 했으며, 그 때문에 시기별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연맹체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성, 산청, 합천 등에서 주로 성장했던 고자국(古自國)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지명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403)

(1)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지명

고성 : 固城郡(고성군) < 古自郡(고자군) ① 蚊火良縣(문화량현) ② 泗州(사주) < 泗水縣(사
수현) < 史勿縣(사물현) ③ 永善縣 < 尙善縣(상선현) < 一善縣(일선현)
산청 : 闕城郡(궐성군) < 闕支郡(궐지군) ①丹溪縣(단계현) <丹邑縣(단읍현) < 赤村縣(적촌
현) ②山陰縣(산음현) < 知品川縣(지품천현)
합천 : 江陽郡(강양군) < 大良(=耶)州郡(대량주군)∥大耶城(대야성) ①三岐縣(삼기현) < 三
支縣(삼지현) =麻杖(마장) ②草谿縣(초계현) < 八谿縣(팔계현) < 草八兮縣(초팔혜현) ③
新繁縣(신번현) < 宜桑縣(의상현) < 辛尒縣(신이현) =朱烏村(주오촌) = 泉州縣(천주현)
①嘉壽縣(가수현) < 加主火縣(가주화현) ②屈村縣(굴촌현)
403) 문헌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점과 지역별 유력 정치체 출현의 시간적인 간극은 있지만, 고자국
권은 통설대로 일단 고성 사천은 물론 진주 단성 산청지역까지 넓혀서 그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백
승충, 2000: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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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지명 목록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라계 언어의 특성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졸고(2012)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 또는 보완하는 작
업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라 언어는 백제 및 신라의 언어에 일정한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다. 이들 영향 관계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지 보다 엄밀하게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가
라계 언어의 독특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신라에 병합된 뒤에 신라식 지명으로 바
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가라계 언어의 특징을 지속적으로 갖는 지명을 분류하는 작업이 될 것이
다.

2. 고자국 지명 요소의 검토
2.1. 지명화소 ‘支’
(1) ㄱ. 闕城郡, 本闕支郡, 景德王改名, 今江城縣, 領縣二, 丹邑縣, 本赤村縣, 景德王改名, 今丹溪縣,
山陰縣, 本知品川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 지리1)
ㄴ. 江城郡 本新羅闕支郡 景德王改闕城郡 高麗初改爲江城縣後陞爲郡 顯宗九年 來屬 恭讓王二年
置監務(고려사, 진주목)

궐지군(闕支郡)의 지명이다. 궐지군(闕支郡)은 지금의 산청읍(山淸邑)이다. 이 지역은 가라 연맹체
중 하나인 고자국(古自國)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1-ㄴ)의 자료에는 신라의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
연히 가라 연명체의 한 기능을 담당했던 부족국가였던 것이다.
궐지군(闕支郡)이 가라어의 흥미로운 점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支’의 사용 때문이다. 후대 신라에
병합되고 나서 ‘支’는 ‘城’으로 대체된다. 이는 초기 신라어와 대응해 본다면 이질적인 지명의 변경이
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초기 ‘邑, 國’에 해당하는 차자표기자가 ‘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명의 개신(改新)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발견된다. 가라계열 지명
에 들어가 있는 ‘支’의 개신은 (1)의 예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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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三岐縣 本三支縣 一云麻杖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 지리1)

삼기현(三岐縣)의 경우는 (1)과 다르다. 경덕왕 개명 이전의 지명에는 지명화소 ‘支’가 들어가 있으
나 개명된 지명에는 ‘城’의 의미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명화소 ‘支’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支’의 음가를 재구하고 다른 지명과
관계를 설정해 보도록 한다. 더불어 이 관계가 다른 지명화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도 함께 생각
해 보기로 한다.

(3) 지명화소 ‘支’의 음가 재구404)
〔支〕
/지/〈유 · 옥〉, /kі̭̂ eɡ/〈동-상〉, / ̂tі̭ ěɡ : tśiḙ/〈Kar-상 · 중〉, /·tjieɣ : tśiɪ/〈주-상 · 중〉, /ṭĭe
: ʨĭe/〈곽-상 · 중〉, /ṭĭe : ʨĭe/〈이·주-상 · 중〉, /章 · 支 · 章移/〈광-성 · 운 · 반〉

‘支’는 장계(章系)의 성모를 가진 글자이다. 이 차자표기의 논란은 장계자(章系字)의 혼용양상에서
잘 드러난다. 중세국어 한자음이나 현대 한자음에서 ‘支’는 /지/음이 맞다. 그러나 지명표기나 고대국
어 표기에서 나타나는 혼용 양상은 見母와 대응을 보인다.405)
최중호(2009)에서는 장계자(章系字)의 이런 특수성을 바탕으로 /ki/로 읽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장희(2001:258-262)에서도 ‘支’가 ‘아음(牙音)’으로 읽힌 연원은 한어(漢語) 상고음(上古音)
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董同龢는 장계(章系)의 일부 성모(聲母)가 설근음
(舌根音)과 해성(諧聲)되고 있음을 근거로 상고음으로 설근음을 재구하였기 때문에 독음은
호용된 군모자(群母字)에 비추어 [*gi]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라계 지명화소 ‘支’는 /ki/로 재구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지명화소 ‘支’는 어떤 영
향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404) 음가 재구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훈몽자회·석봉천자문·신증유합·전운옥편의 한자음〈훈․석․유․전〉
董同龢의 상고음〈동-상〉
B.Karlgren의 상고음과 중고음〈Kar-상․중〉
周法高의 상고음과 중고음〈주-상․중〉
郭錫良의 상고음과 중고음〈곽-상․중〉
李珍華·周長楫의 상고음과 중고음〈이·주-상 · 중〉
廣韻의 성모, 운모, 반절〈광-성․운․반〉
상고음의 성모, 운부〈상-성․운〉
405) 章系 한자음의 특수성과 기원에 대한 논란이 한어음운사에서 있어 왔다. 楊劍橋(1998:168-169)는
상고 중국어에서 章系는 권설 파열음 계통의 독립된 성류로, 중고 중국어에 이르러 설면음이 되었고,
설상음 知系가 상고 중국어의 설두음 端系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상고 중국어의 章系와 같은 권설 파
열음 성모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상고 중국어에는 章系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설음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 중국어의 章系는 설두음 端系 및 설상음 知系
와 동일한 성부를 공유하는 글자들이 많은데, 이 사실은 학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
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설로는 중고 시기 章系 글자들 가운데 일부가
설근음 성모 글자들과 동일한 聲符를 공유하는 사실과 민 방언 및 중국․티벳어족의 언어 및 고대 중
국어에서 차용된 베트남 어휘를 근거로 이 학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태경(2008: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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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제계 지명에 나타나는 ‘城’
· 潔城郡 本結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사기 36)
· 悅城縣 本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縣(사기 36)

(4)의 용례를 본다면 ‘城’와 대응 관계로 ‘己’가 설정되어 있다.406) ‘己’의 음가는 거리절(居理切)로
성모(聲母)는 견모(見母)/k-/에 해당한다. 견모(見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대부분 k-로 수용된다.407)
따라서 (4)의 대응 양상을 고려한다면 ‘城’의 백제어는 ‘己’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408) 도수희
(2005:67)에서도 ‘城’을 의미하는 단어가 ‘己’, ‘只라’고 추정하고 그 음가는 [*ki]로 보았다.
이들 백제 지명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 ‘只’의 음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ki]로 보는 것은 동
일하다. 그러나 [*ki]로 재구하는 해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영향 관계를 고려한다면 가라계 지명화소 ‘支’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산청(山
淸) 지역의 위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명화소 ‘支’ 하나의 형태로 단순히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백제의 영
향력이 일정 수준 지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가라계 언어가 가지는 특징적인 모습일 것이다.409)
사학계에서도 이 지역이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백승
충(2000:96)은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410) 이형기(1997)는 4
세기 백제 근초고왕 이후에 가야 연맹체들은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
였다.411)
406) ‘城’과 관련된 백제 지명이 (4)의 예가 전부는 아니다. 찬삼국사기‘ 권36, 지리3에는 “富城郡, 本百
濟基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의 기사가 있다. 이것의 대응 관계 역시 ‘城’과 ‘基’의 대응으로 볼 수
있으나 ‘富’와 대응되는 한자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4)의 용례에는 제외하였다. 하지만
‘城’과 ‘基’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면 (4)와 동일한 양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基’는 居之切로 (4)
의 용례에 나오는 ‘己’와 동일한 聲母인 見母/k-/에 해당하는 글자이며 上古音․中古音에서 운미를
제외한다면 /ki/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글자이다. ‘基’의 재구음은 다음과 같다.
/긔/[훈·석·유·전], /kі̭ əɡ/[동-상], /kі̭ əɡ·kji:/[Kar-상·중], /kiəɣ·ki/[주-상·중], /kĭə·kĭə/[곽-상·중],
/kĭə·kĭə/[이·주-상·중], /見·之·居之/[광-성·운·반]
이상을 본다면 ‘己’와 ‘基’는 모두 같은 음을 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대장경 각성인의 인명
표기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이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己 ⇨ 奇(2-4, 2-7, 2-9, 3-4,
3-15,
3-46, 4-15, 5-9, 5-13), 基(3-15, 5-9, 5-13), 其(3-15), 琦(3-46), 旗(3-46) (최중호, 2005:119 참
조). 이를 통해 본다면 ‘己’의 한자음은 [ki]로 유추할 수 있다.
407) 한자음의 수용에서 아음계 한자음의 수용은 이돈주(1995), 권인한(2006) 참조.
408) ‘己’의 재구 음가는 다음과 같다. /긔/[석·유], /kі̭ əɡ/[동-상], /kі̭ əɡ·kji:/, [Kar-상·중], /kiəɣ·ki/[주-상·중],
/kĭə·kĭə/[곽-상·중], /kĭə·kĭə/[이·주-상·중], /見·止·居理/[광-성·운·반]
409) 최중호(2012:336-338)에서는 백제와 가라,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는 교류라는 관점에서 상호적이었
다고 하였다. 이는 태생적으로 가라계 언어가 백제와 신라, 두 강대국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일례로 거론한 것이 ‘火良’이다. 이 지명화소 ‘火良’에는 백제계 언어의 요소와 신
라계 언어의 요소가 접합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410) 6세기 전반의 고성 진주를 중심으로 한 고자국권은 대외교류를 통한 문화 수용과 중개교역을 수행
하는 등 각국의 정치 문화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권력 쟁패의 경연장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가야세력권의 1차적인 축소를 가져온 530년을 전후하여 신라의 남가라 병합과 백제의 기문
대사 진출 때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다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영산강유역세력이 백제 성왕대의 새
로운 지방제도인 방 군성제의 시행과 사비천도를 계기로 백제에 편입되었음을 참고해 볼 때, 같은 시
기의 고자국권도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백승충, 2000:96)
411) 이형기(1997)은 4세기에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고, 5세기 이후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백
제의 세력이 약해진 후에는 신라에 원병을 청할 정도로 가라 세력이 백제의 영향으로 벗어나 있었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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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固城郡,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蚊火良縣, 今未詳,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
名, 今泗州, 尙善縣, 本一善縣, 景德王改名, 今永善縣(삼국사기 지리1)

개신(改新)된 지명 표기에 나오는 또다른 ‘성(城)’이다. 즉, ‘城’은 ‘自’에 대응한다. 이것을 가라계
언어에서 ‘城’을 지칭하는 지명화소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6) 自의 음가 재구
//〈훈․석․유․옥〉, /ʣ'i̭ ed/〈동-상〉, /ʣ'i-/〈Kar-중〉, /ʣjier․ʣiɪi/〈주-상․중〉, /ʣĭēt․ʣi/〈곽상․중〉, /ʣĭei․ʣi/〈이․주-상․중〉, /從․至․疾二/〈광-성․운․반〉

｢自｣의 상고음은 ｢從脂｣로 성모 從/ʣ'-/는 ｢ㅈ(c)｣로 반영되고, 운부 脂/-ei/는 /-i̭ ed, -jier, -ĭēt,
-ĭei/ 등으로 재구하였다. 脂운의 핵모를 王力 ․ 董同龢 ․ 周法高 ․ 郭錫良 등은 -e-로, Karlgren은
-ə-로, 陳新雄은 -æ-로 재구하였다. 비구개음인 개모 /j/는 구개음인 치음 성모에 의하여 흡수되고,
운미 -d/-r 등은 모음화 과정에서 소멸된다. 그래서 핵모 -e-/-ə-/-æ-는 ｢(ɐ)｣로 정착한 것이 조
선한자음에까지 계승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이한 사항은 ‘自’의 성모(聲母)는 종모(從母)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살핀 지명화소 ‘支’와는 다
른 체계를 가진 글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支’의 재구음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고성(固城)의 기록
ㄱ. 『삼국지』<위지 동이전> 변진 12국 : 古資彌凍國
ㄴ. 『삼국유사』<오가야> : 小伽倻
ㄹ. 『삼국사기』<물계자> : 古史浦
ㄷ. 임나십국(任那十國) : 고차국(古嵯國)(추정)

고성(固城)의 옛 지명 ‘古自郡’의 기록을 보면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의 대응이 눈에 띈다. 또한 『삼국사기』의 고사포(古史浦)도 동일한 지명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관계
를 본다면 지명화소 ‘支’와 연관성이 드러날 것이다.

(8) ‘資’와 ‘史’의 음가 재구
〔資〕
//〈훈 · 석 · 유 · 전〉, /tsі̭ ed/〈동-상〉, /tsі̭ ər · tsi/〈Kar-상 · 중〉, /tsjier · tsiɪi/〈주-상 ·
중〉, /tsĭei · tsi/〈곽-상 · 중〉, /tsĭei · tsi/〈이·주-상 · 중〉, /精 · 脂 · 卽夷/〈광-성 · 운 · 반〉
〔史〕
//〈훈 · 석 · 유 · 옥〉, /səɡ/〈동-상〉, /slі̭ əɡ : ṣi/〈Kar-상 · 중〉, /sliəɣ : ṣi/〈주-상 ·
중〉, /ʃĭə : ʃĭə/〈곽-상 · 중〉, /ʒĭə : ʃĭə/〈이·주-상 · 중〉, /山 · 止 · 踈士/〈광-성 · 운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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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의 상고음과 중고음은 止섭의 치두 성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史｣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止
섭의 치두 성모 해당자들은 조선 한자음에서 모두 /ㆍ/를 가진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치두 성모
해당자들이다. ｢資｣는 精母에 해당하고, ｢史｣는 山母에 해당하여 조선 한자음으로는 성모(聲母)가 다
르다.
그런데도 가라계 언어에서는 이들 해당자들이 동일 지명 표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
국어 자음 체계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치두성모의 /ㅅ/과 /ㅈ/이 고대국어 시기에는 변별이 되지
않았을 것을 염두해 둔다면 이들 지명의 대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국지』<위지 동이전> 변진 12국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을 참고한다면 ‘古資=古自=古史’는
모두 하나의 지명, 또는 국명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라의 개신 지명에서 ‘城’
이 들어간 것은 국명 또는 읍명인 ‘古資=古自=古史’의 의미파악이 분명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추정
할 수 밖에 없다.412)
따라서 이상의 관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가라 연맹체 중 하나인 고자국(古自國)은 지명화소 ‘支’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백제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自’가 ‘城’에 해당하는 것은 신라 지명으로 개신되는 과정에서 오류라고 보아야 한다.

2.2. 지명화소 ‘火良’
지명화소 ‘火’의 경우 신라 지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미어이다. ‘火’는 훈차자로 ‘블’의 표
기인데, 신라의 ‘pərə’계 땅이름 표기자 ‘火․伐․弗’에 해당하는 글자로 ‘성(城)’ 또는 ‘읍리(邑里)’를 의미
한다(이병선, 1982:97)413)고 볼 수 있다.
‘火’에 관한 훈차 표기의 인식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일한 인식을 보인다. 그만큼 옛 땅이름 표기에
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기이다. 이러한 표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pɔr’로 인식하고 차음의
‘伐’과 차훈의 ‘火’가 고루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재구음을 *-pir로 보는 견해가 있다(천소영
1990). 어떤 이론을 취하든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음운론적인 견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8) 지명화소 ‘火’의 분포
(ㄱ) 居知火縣, 加主火縣, 斯同火縣, 推火郡, 西火縣
412) ‘古自’의 의미해석에 대해서는 후일로 미룬다. 가라계 언어가 가지는 복잡성에 기인한다면 어설프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언형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있었음을 밝힌다. 조항범(2003)에서는 ‘고자산’을 ‘곶산’에 屬格으로 추정되는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하였다. ‘곶골’에 대한 ‘고자골’, ‘곶목’에 대한 ‘고자목’, ‘곶바우’에 대한 ‘고자바우’ 등
에 보이는 ‘고자’도 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파악된다. 지명 확대의 한 방법으로 屬格의 ‘-의’ 개재
와 함께 ‘-아’ 개재 방식도 아주 일반적이다. ‘독골’ 에 대한 ‘도가골’, ‘감골’ 에 대한 ‘가마골’, ‘곰재’
에 대한 ‘고마재’, ‘범골’ 에 대한 ‘버마골’, ‘쌀들’ 에 대한 ‘싸라들’, ‘안골’ 에 대한 ‘아나골’ 등이 그
러한 사실을 잘 알려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 고성(固城)의 옛 지명 ‘古自’의 의
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413)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재구도 역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음가의 재구가 유추적
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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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蚊火良縣, 甲火良谷縣
(ㄷ) 非斯伐(=比自火)

가라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차적 어휘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명화소 ‘火’의 형태적 모습
이다. 대체로 신라계 지명에서는 ‘伐, 弗, 火’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명
의 예가 (8ㄱ)이다. 대체로 신라 지명 화소에 나타나는 ‘火’와 동일하다.
(8ㄴ)은 (8ㄱ)와 다르다. 지명화소로 ‘火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라계 지명이나 기타의
다른 지명화소와 비교해도 특이한 점이다. 특히 (5ㄷ)의 형태는 ‘伐’의 형태와 ‘火’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명화소 ‘火’ 형태와 ‘火良’ 형태가 가라 제국에서는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蚊火良縣’는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그 흔
적을 찾기 쉽지 않다.

(9) 臨關郡, 本毛火 一作蚊化 郡, 聖德王築城以遮日本賊路,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삼국사기, 지리1)

‘蚊火良縣’과 비교하기 위해 지명 ‘蚊化’라는 신라 지명을 이용할 수 있다. 신라 지명 ‘蚊化’는 대응
양상이 ‘毛火’로 구체적으로 대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물론 의미 파악이 용이
하다고 해서 지명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414)
고자국(古自國)의 ‘蚊火良縣’과 신라의 ‘蚊化(毛火)’를 비교한다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들어난다.
우선적으로 그 의미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통적 요소인 ‘蚊’을 제외한다면 가라계 언어는 ‘-火良’
라는 지명화소가 남고, 신라 언어는 ‘-化(火)’의 지명화소가 남는다.
이에 대해 도수희(2008:276-279)에서는 ‘卑離>夫里>火’으로 통시적 변화를 추정하였다.415) 이를
수용한다면 가라계 언어의 ‘火良’는 ‘夫里>火’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가라는 백
제와 교류하면서 동시에 지리적 여건상 신라와도 교류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16) 이 과정에서
두 국가의 지명 화소를 받아들이면서 과도기적 형태의 ‘-火良’의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와 가라, 그리고 신라와 가라의 관계를 노종국 등(2006)에서는 백제와는 전쟁을, 신
라와는 결혼 동맹을 거론하고 있다.
대가야의 섬진강 유역 진출은 백제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가라국의 외교사절은 고
령→합천→거창→함양의 육로를 거쳐, 남원(운봉)에서 섬진강을 타고, 구례를 거쳐 하동포구
에서 남해로 나아갔다. 5세기 중 후엽의 가라국왕은 서부경남과 섬진강 수계를 장악하고 있
었기 때문에 자신의 외교사절단을 (남제로) 안전하게 파견할 수 있었다.(노종국 2006:129).

414) ‘毛火’의 재구에서 ‘毛’음은 대개 /mokV/로 이해하는 데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를 보는 것 같
다. 상고음의 자음 운미를 바탕으로 하는 점과, 개음절화된 형태를 유지하는 점 등은 인정이 되는 부
분이다. 여기에서는 ‘毛’에 대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그친다.
415) 도수희(2008)는 또한 ‘所夫里’의 형태가 ‘고마나루’의 방언형과 일치함으로 보아 ‘火’형은 ‘고마>곰’
과 같이 축소된 것으로 보았다.
416) 여기서 교류라는 단어는 인적․물적 교류를 다 포함하는 용어로 물론 전쟁도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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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九年,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湌比助夫之妹送之<삼국사기 권 제4 법흥왕>

(10)의 기사 내용을 보면 552년에 고령 대가야의 이뇌왕이 신라에 청혼하자 법흥왕이 이
찬 비조부의 누이동생을 보내주어 결혼이 무난하게 성립되었다(노종국 2006:138). 이를 통
해 본다면 신라와의 관계 역시 6세기를 거치면서 가라의 멸망 때까지 일정한 관계를 가졌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백제의 지명소와 신라의 지명소들
이 통합하는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과정을 고자국(古自國)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승충(2000)의 주장도 이와
유사하다. 백승충(2000)은 5세기를 기점으로 신라와의 우호관계가 형성되었고, 백제의 기문 대사 침
입을 전후해서는 남쪽의 고자국권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417) 이를 통해 본다면 가라
계 지명에는 백제의 요소와 신라의 요소가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도수희(2008:276-279)에서 추정한 통시적 변화의 양상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된 지명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위의 추정대로 본다면 ‘백제→ 가라 → 신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라계 언
어, 고자국(古自國)에 국한시켜 말한다면 통시적 변화의 양상을 ‘卑離>夫里>火’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백승충(2000)에서는 가라국권은 비록 5세기 중반 이후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정치 문화권역으로 두
각을 나타내지만, 가야 세력권 가운데는 영역국가의 면모를 가장 확실하게 또한 유일하게 보여주는
정치 문화권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라국권이 국가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이미 신라
는 국가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지명의 흐름이 가야에서 신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
다.418)

2.3. 지명 ‘勿’
(12)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삼국사기, 지리1)

‘泗水’와 ‘史勿’의 대응 관계를 볼 수 있다. ‘泗 : 史’는 동일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水 : 勿’의 관계는 훈차자 ‘水’와 음차자 ‘勿’의 관계이기 때문에 ‘勿’의 음가 재구만 되
면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417) 백승충(2000)은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야의 제 세력권 가운데 삼국의 발전과정과 유사한 ‘고
대국가’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정치 문화권은 일정한 영역에 걸쳐 고유의 문화양식을 전파하고 정치
적인 서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가라국권에서 찾아진다. 즉 가라국은 5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의 우호
관계를 통해 정치적으로 안정됨은 물론 선진문물의 수입을 통해 내실을 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합
천 거창 함양 남원(운봉) 하동 등 남강 상류 및 섬진강 하류까지 개척하였다. 물론 금강 수계
의 진안 장수와도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백제의 기문 대사 침입을 전후해서는 남쪽의 고자
국권으로의 진출을 통해 또 다른 대외교섭로의 확보를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가라국은 가야에서는
유일하게 광역화된 ‘지역연맹’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였다.
418) 백제가 가야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3세기 경으로 추정할 수 있고, 신라 등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5세기 전후가 된다. 이를 반영한다면 이 지명들이 시기를 두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것
이 아닐까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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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勿’의 음가 재구
/믈/<유․전>, /물/<전>, /mі̭ wət/<동-상>,
̌
/mі̭ wət․mі̭ uət/<Kar-상․중>, /mjwət․miuət/<주-상․중>,
/mĭwət․mĭwət/<곽-상․중>,
̌
/mĭwət․mĭuət/<이․주-상․중>, /明․物․文弗/<광-성․운․반>(臻섭 합구 3등 입
성), /明․物/<상-성․운>, /fɣh․fu․ut․vut․mɐt․uh․but/<소․장․남․매․광․복․하>

｢勿｣의 상고음은 ｢明物｣이다. 성모 明/m-/는 ｢ㅁ(m)｣으로 반영되고, 입성운에 속한 운모 物/-ət/는
/-і̭ wət,
̌ -і̭ wət, -jwət, -ĭwət,
̌ -ĭwət/ 등으로 재구 하였다. 핵모(核母) -ə-는 고대국어의 모음 체계상
으로는 ｢으(ə̣)｣에 해당하고, 합구(合口) 개모(介母)와 결합하면 ｢우(ü)｣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조선한자음은 순음 성모(聲母) 아래서는 합구성이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순음의 원순성 때
문에 개구음(開口音)과 합구음의 변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으(ə̣)｣로 반영되기도 하고, ｢우
(ü)｣로 반영되기도 한다. ｢勿｣의 조선한자음이 ｢믈｣과 ｢물｣로 기록된 것은 이 때문이며, 그 형성의 기
층은 상고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입성 운미 -t이 ｢ㄹ(l)｣로 반영된 것도 고대국어 시절부터임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진다. 따라서 ｢勿｣의 상고음 기층은 ｢물(mül)｣ 또는 ｢믈(mə̣l)｣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중고음도 ｢明物｣로 臻섭의 합구 3등운이다. 성모 明/m-/은 ｢ㅁ(m)｣으로 반영되고, 운모 物/-ĭuət/
은 /-і̭ uət, -iuət, -ĭwət, -ĭuət/ 등으로 재구하였다. 핵모 -ə-는 ｢으(ə̣)｣로 반영되고 개모 합구음의
영향으로 음역이 위로 올라가서 ｢우(ü)｣로 반영되고, 입성 운미 -t는 ｢ㄹ(l)｣로 반영되므로 중고음 기
층의 한자음은 ｢물(mül)｣로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음 성모일 경우 개모 합구성이 순음
성모에 흡수되어 핵모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한자음은 ｢믈(mə̣l)｣로 추정한다.
훈차자 ‘水’와 음차자 ‘勿’의 관계에서 /mə̣lV/을 재구할 수 있다. 이 어형이 현대에도 그래도 전승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어형을 가라계 언어라고 할만한 단정적인
증거를 문헌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도수희(2008)의 논의대로 고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동질성의 어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어형은 가라계 언어의 특수성을 보이지 않는 용례
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명화소 ‘支’
①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본다.
② 고성(固城)의 개신에서 ‘自’를 ‘城’에 대응시킨 것은 오류이다.

2) 지명화소 ‘火良’
① 백제와 신라의 절충형이다.
②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지만 이른 시기에는 백제식 지명의 영향을 5세기 이후에는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지명화소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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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 ‘勿’
① 현대 국어의 ‘물[水]’에 대응된다.
②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라계 언어의 특징이라고 단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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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화숙(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 서론

Ⅰ

세계화(globalization)는 동서 냉전의 종식,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주민의 증가, 미디어
발달로 인한 문화사업의 확산 등 변화하는 지구촌 사회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현대적 용어이
다 9 . 아울러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세계화는 문민정부의 정치적 구상 중 하나로 출발(김은희 2011:6)”하여 현재,
언어와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 의 수단인 동시에 지향점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어 교육계에도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에 사람의 이동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
해지면서, 한국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학문 분야의 하나가 되었
다. 한국어를 학습 또는 사용하는 공간이 확대되고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학습목적 역
시 다양화되었다.
조항록(2008)은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중국유학생의 유입, 한류, 외국인고용허
가제, 월드컵 개최와 국가 이미지 변화, 한국 내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 모든 현상은 세계화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화의 시대적 흐
름 속에서, 한국어 교육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서 시작되었다. 시대가 사람과 공간을 아우르는 바, 이 글에서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해외 지역
을 중심으로 교육과 학습자 현황을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그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아울
러 한국어 교육에 대해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의식과 발전적 제안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국어 교육의 변화가 갖는 성격과 의
미를 해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41 )

420)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
었음(KRF-2010-413-B00023)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이 글은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419)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윤식(2001), 한수경(2011), 김은희(2011) 등을 참고하였다. 우윤식
(2001)은 ‘globalization’이 상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사회학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인데 특히 1990년대의 사회변화를 분석하는 데 전문적 유행어처럼 쓰
이고 있다고 보았다.
420) 공공외교는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타국 대중과의 의사소통과정
(understanding, informing and influencing)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으로 정의하기도 한
다(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용어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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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

Ⅱ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 학습자,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 흐름을 개괄한 논
의는 한국어 교육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분야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논문
이 주를 이루
며, 이들 논의들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과 교수학에 대한 연구의 외연은 일단 파악된 것
421)

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정치․경제 등 현실 세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역사적 전개를 고찰한 논문으로
조항록(2005)이 있다. 태동기의 한국어 교육이 현지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정부 차
원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개인적 관심에 의해 소규모의 자급자족형으로 시작된 것이,
한국의 국력 신장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수교와 경제 협력 등 국제 관계의 변화와 현지 국가의
정책, 한인 사회의 발전 등을 동인으로 도약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았다. 조항록(2008)과 임형
재(2010)은 1990년대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이주여성,
이주근로자 집단의 등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배경으로 국내의 한국어 교육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차원의 비정규 과정으로 지원되
는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어, 교사 집단의 전문성과 생활밀착적인 교재 개발, 정책 제안 등이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논하는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 다문화라는 새로운 사
회적 담론 속에서 변화된 학습자의 사회적 위치와 교육 환경, 한국어 교육 목표와 방향성, 연
구 경향 등을 검토한 논의에는 우인혜(2008), 이영희(2011), 김선정(2011), 강현화(2011a)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한국어 교육 외적 변화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
는 한국어 교육의 내연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세계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그 내용을 달리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어 교육과 그 성격은 어
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없기에, 이 글에서는 국외
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연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지식의 흐름 속에서 “한국어 교육의 변
화하는 성격과 실체를 파악”
하고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문제의식과 발전적 제안들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한국어

422)

421)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강승혜(2003), 강현화(2010), 최정순․윤지원(2011)
등이 있다. 한국어 교육의 분야별 연구 동향을 파악한 논문은, 신은경(2010)․김정숙(2011) 교육과정
연구, 왕연(2010) 문화교육 연구, 권혜경(2010) 읽기교육 연구, 방성원(2011) 교재 및 교육 자료 연
구, 강현화(2011) 어휘 교육 연구방법론, 김영규(2011) 이해 교육 연구, 정희정(2011) 문법교육방법론
연구, 이정희(2011) 교사 교육 관련 연구, 송향근(2011) 대조언어학적 연구, 박인애(2011) 듣기교육
연구, 강승혜(2011)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 관련 연구, 정명숙(2011)․김상수․송향근(2006) 발음교육 연
구, 김상수․송향근(2006) 오류분석 연구, 장미경(2009) 조사 교육 연구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개별 분야의 연구 논문을 조사하여, 연도별, 유형별, 주제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한 것
이 대부분이다.
422) 조항록(2008:23)은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한국어 교육의 변화가 갖는 성격과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총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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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Ⅲ

세계화라는 외적인 환경 변화가 한국어 교육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연구한 논문
을 분류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술
h p://www.riss.kr)에서 제목과 키워드에 함께 ‘한국어 교육’이 포함된
학술 논문을 검색하여, 중복 등록된 것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자료집을 제외한 1,256편을 논
문제목과 저자, 학술지, 발간년도, 주제어를 중심으로 목록화 하였다. 이 논문 중,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주제로 한 논문 163편을 분류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 글은 아래 [그림1]의 설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학 연구정보서비스( tt

[그림1] 연구 설계

자료수집(1,256편)
제목과 키워드(‘한국어 교육’) 중심의 대상 논문 목록화

⇩
자료 선정(163편)
한국어 교육 지역(공간)과 학습자 중심의 논문 선정

⇩
자료 분석
지역별, 시대별, 주제별 현황 분석과 문제의식

⇩
수렴 및 해석
보편적 문제의식과 발전적 제안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의 실체와 성격

글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논문은 주로 ‘현황’, ‘현황과 과제’, ‘현황과 문제’, ‘현황과 발전
방안’, ‘현황과 전망’ 등의 제목을 가진, 이른바 ‘현황류 논문’들이 많다. 기존 연구에서 ‘현황류
논문’에 대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연구이거나, 아니면 매우 좁은 대상에 대한 조사연구(윤희
원 2006:8, 강현화 2011:384)”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
지는 다양한 지역의 현장과 학습자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과제와 발전 방안
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 보편적 문제의식을 탐색하는
데, ‘현황류 논문’이 광범위한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강현화
2011a, 왕연 2010, 최정순․윤지원 2011, 강승혜 2003). 이들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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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 속에 변화해온 한국어 교육의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보편
적인 문제의식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는,

. 해외 지역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 분석

Ⅳ

1. 지역별 한국어 교육 연구
메 카

프 카 오세아니아, 유럽의 31개 나라의 한국어 교육 현황이 조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은 아시아인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몽골, 베트
남,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이 포함된다. 다음은 유럽으로 러시아, 독일, 터키를 비롯해서 10
개국의 한국어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아메리카의 3개국,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아프리카 3개 나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연구되었다. 이들 지
역별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경향은 개별 지역에서 수용되는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맥락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 혹은 이민의 역사와 교포사회 형성,
학문의 수단 등 언어 외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양한 성격의 한국어가 유
통되어 온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황이 연구된 지역별 나라들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1] 3 과
아 리 , 아시아, 아 리 ,

42 )

같다.
[표1] 지역별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

지역

나라

아시아(13)

대만(2), 말레이시아(2), 몽골(6), 베트남(4), 우즈베키스탄(4),
인도(3), 인도네시아, 일본(24), 중국(46), 카자흐스탄(2), 키
르키즈스탄, 태국(7)

유럽(10)

독일(4), 러시아(12), 영국(2), 이탈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터
키(5), 폴란드(2), 프랑스(3), 핀란드, 헝가리(2)

아메리카(3)

미국(19), 브라질, 캐나다

오세아니아(2)

호주(5), 뉴질랜드(2)

아프리카(3)

이집트(2), 요르단, 모로코

423) [표1]에서 ‘지역’ 뒤의 ( ) 속에는 포함되는 나라의 수를 제시하였고, ‘나라이름’ 뒤의 ( ) 속에는
그 나라의 한국어 교육을 연구한 논문의 편수를 제시하였는데, 연구 논문이 1편인 경우 별도로 표시
하지 않았다. 또 일부 나라이름은 논문 제목에 명기된 것과 달리 논문을 읽은 후 연구자의 판단에 따
라 특정한 나라로 포함시킨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논문제목→포함한 나라 순서로 제시) ‘대양주→뉴
질랜드, 호주’, ‘아랍국가→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중앙아시아 3국→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미주→미국’, ‘소련/소련과 러시아/러시아와 중앙아시아→러시아’, ‘카작스탄→카자흐스
탄’, ‘카나다→캐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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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을 보면 163편의 논문을 통해 5개 지역, 31개 나라의 한국어 교육 현황이 연구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종류와 논문의 비율로 보아 한국어 교육 현황이 가장 많이 연구된 지역
은 아시아이다. 특히 중국(30%)과 일본(15%)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이 연구
되었는데,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로,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언어․문화․인
적 교류가 빈번히 이어져 오면서 일찍부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물론, 교포 사회가 형성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기업의 현지진출과 외국인고용허가제
, 한국인 관
광객의 증가 등 한국의 대외적 요인에 의해 현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어지면서 학습자가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대응으로 대학 간의 학술 교류와 한국정부, 한국 기업체의 지
원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직업 목적 혹은 한국
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은, 선택교양→필수교양→한국어 전공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미 한국학으로까지 그 영역
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지역 한국어 교육에서도 나타는 것
424)

으로 보인다.

양
위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유럽에서 대학과정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동양학→한국학→
한국어 교육의 과정으로 관심사가 옮겨져 왔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전체 연구의 7%를 차지하는데, 한국학의 역사가 재정 러시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며, 연해주 고려인들이 1910년대에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광범위하게 확
대되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지역은 이민의 역사
가 상대적으로 짧아 대학의 한국어 강좌 수강생의 절대다수가 비한국계의 학문 목적의 학습자
이다. 특히 동부유럽의 경우 북한과의 외교관계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교포자녀와 주재원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어 교육
성격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으나, 교포들은 보통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고 있다. 주재원 자녀들 중심으로, 귀국 후
학습 연장을 돕기위해 비정규과정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교과 교육과 연장선에 있으며, 때문에 국어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아메리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향을 함께 보이고 있다.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전체 연구의 12%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1968년 아시아계의 이민을 제한하는 국적별 이민자수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한국계 이주민이
증가하게 되고 한국계 2세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면서 한국어는 미국 내에
유럽의 경우, 현지에서의 동 학 연구의 하 로 지역학으로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순수 학문

425)

424) 2005년부터 시작된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 수준의 한
국어를 요구하고 있어, 대상국(1차 대상국-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2차 대
상국-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에서 현지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는 요인이 된다.
425) 동부유럽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위해 김일성종합대학과 협력하면서 교육하
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조선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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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언어로 공교육에 편입된다. 6․25 후 한국에 파견되는 군인과 선교
사, 평화봉사단에 소속된 미국인이 각자의 활동 목적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지역학으
로서 한국학이 발전하면서 순수 학문을 위한 과정으로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학습하는 대학생
집단도 생겨났다. 다양한 학습자 집단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면
서 그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특히 재미교포 2세와 3세의 정체
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이 대학교육으로 이어지면서, 한국학 전공을 목적으로하는 비
한국계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이 모국어 유지와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한
국계 학습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교포
사회가 형성되면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경향은 캐나다나 브라질,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
서 보호되어야할 소수 족

이다.

교육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언어 외적 영향으로 특이할 만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이다. 건국초기부터 다민족구성인 나라들로, 이민을 받아들인 역사
가 오래되었으며,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소수민족의 세대 간 문화전승과 언어교육을 정책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한국어는 각국의 언어 정책의 영향으로 공교육 속에 포함되
어 소수언어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한국어

2. 시대별 한국어 교육 연구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국과 한국어의 국제적 위치가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수요
가 증가한 것과 비례하여, 현장 연구도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시대
별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2]는 연구 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확산되는 양상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2] 시대별 연구 지역 분포

1980년대

9

1990년대

메 카

2000년대 이후

행

교육이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는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
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시기별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공간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아래
1 80년대에는 아시아, 유럽, 아 리 의 5개 나라에서 진 되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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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2]는 시대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시기별 한국어 교육과 그 연구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

다.

[표2] 시대별 한국어 교육 연구 지역

1980년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일본(4)
태국

폴란드

미국
캐나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2012
년(11월)

말레이시아
일본(4)
중국(10)
우즈베키스탄(2)
태국

대만(2)
말레이시아
몽골(5)
베트남(4)
우즈베키스탄(3)
인도(3)
인도네시아
일본(14)
중국(30)
카자흐스탄(2)
키르키즈스탄
태국(4)

몽골
일본(2)
중국(7)
태국

독일(3)
러시아(5)
영국
체코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2)
핀란드

독일/동유럽
지역
러시아(5)
터키(2)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2)
터키(2)
헝가리

미국(7)

미국(11)

미국
브라질

호주(2)

호주(2)
뉴질랜드

호주

이집트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아프리카

위의 [표2]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어 교육 현황이 연구된 나라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과 1988년 올림픽이 언어 외적 사건으로 유럽
의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88올림픽은 모든 연구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한
국어 교육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언어 외적 사건이다. 교민 사회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정체성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확대시키고, 국외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나라, 한국’의 이미
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 개최와 함께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또한 이후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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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여러 나라의 자체적인 필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경우 올림
픽을 계기로 한국을 북한과 분리하여 인식하게 된다. 동부유럽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로 조선
어 교육을 실시하던 것이, 한국어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는 시기도 올림픽 이후부터이다. 다만,
1990년대까지 유럽의 한국어 교육 현황은 한국학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이 경우 한국
학을 한국어 교육과 동일시하는 시각도 보인다. 이 시기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 연구를 위한
하위 수단의 성격을 갖거나, 교포 사회의 민족 정체성 유지 혹은 확인을 위한 모국어 교육 성
격이 강하다.
200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체가 아시아 지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한국인의 해외 관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는 새로운 성격으로 지구촌에 확산된다. 현지 한국 기
업에 취업하거나, 한국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도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미디어의 발달과 문화 교류 확대로 이른바, 한류의 영향 또한 한국어 교육 확대에 영향을 주었
다. 직업 목적 혹은 취미가 목적인 학습자를 위해 비정규 과정의 한국어 과정이 확대되고, 교
포 사회에서 한국어는 2세와 3세가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추어 이민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진
입에 유리한 역량을 키우는 실용적 성격이 강해진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세기 들어 한국어는 학문적 요구에 더
하여 실용적인 목적에서도 보편성을 인정받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세계 속에 유통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제별 한국어 교육 연구
교육 연구는 국내의 그것에 비해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현황류 논문은 특정 지역의 교육 기관과 학습자, 교사 현황을 비롯해서 교재, 교육 과정, 교육
방법, 역사적 전개 등을 개괄하는 포함하고 있다. 163편의 대상 논문 중 78%(128편)가 현황
연구 중심의 교육 일반에 대한 것이다. 특히 교육 현황에 대한 논문이 118편(72%)이나 된다.
그 밖에 문법, 문화, 문학 등 내용학 분야가 12%(19편), 교수학 분야가 9%(14편), 기타 주
제가 1%(2편)를 차지한다.
해외 지역의 주제별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해외 지역의 한국어

[표3] 주제별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

교육일반

현황(118), 기관(1), 정책(1), 사례(3), 이중언어교육(5)

교육내용

문법(5), 문화(4), 문학(5), 쓰기(1), 어휘/의미(2), 발음(2)

교수학습

교육과정(5), 교수법(7), 평가(2),

- 227 -

기타

통역교육(1), 교재활용(1)

위의 [표3]을 보면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이 현황 중심의 연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
다. 이 논문들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어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
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들이다. 아울러 해외 각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공간적 분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현
재 한국어 교육은 지구촌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가능하
다. 일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향점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4]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4] 시대별 연구 주제 현황

현황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현
재

계

9

38

65

6

118

기관
교육일반

1

정책

1
1

사례

1

1

1
1

3

이중언어교육

5

5

문법

5

5

문화

1

3

4

문학

2

3

5

쓰기

1

어휘(의미)

1

발음

2

2

교육과정

5

5

3

7

2

2

2

2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수법

4

평가
기타
계

9

44

96

1
1

14

2

163

위의 [표4]를 보면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0년
대부터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 등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역시 세부 주제에 대한 현황을 개략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논문
이 대부분이다. 사례 연구와, 이중언어교육 연구 한국어가 일상 생활의 언어가 아닌, 학습용
언어일 수밖에 없는 해외 지역의 특수성과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논의된 것이다.
문화 교육 연구 역시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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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한 방안적 논의들이다.
2000년대(65편)>1990년대(38편)>1980년대(9편)>2010년-현재(6편) 순으로 해외 지역의 현황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나라의 분포는 [표2]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대에는 대학 교
육에 대한 현황 연구가 많다. 유럽 대학의 한국어 강좌에는 비한국계 수강생이 많은데 비해,
아메리카 지역 대학의 한국어 강좌에는 한국계 학생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학의 중급과 고급 과정에는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한국계 학생이 많아 의사소
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생활회화 중심으로 교수 내용이 변하고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기 위
한 학문 목적의 비한국계 학생들은 문법과 독해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을
위한 별도의 강좌가 마련되어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내용이 세분화 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한국어 교육은 실용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교포 2세와 3세는 한민족으로
서 정체성을 키워가겠다는 동기보다는 이중 언어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데 더 의미를 두고 있
다. 외국인들은 직업, 취미, 결혼, 교양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 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대학들 간의 학문
교류, 한국 정부의 지원, 한국인 관광객 증가,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한국학으로 발
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이 한국학의
하위 영역에서 분리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성을

4. 해외 한국어 교육 연구의 보편적 문제의식
교육 현황을 연구한 논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식은 ‘소통과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이,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밖에
서,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들이 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집단,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집단, 한국어 교재를 개
발하는 집단은 해외 지역의 현장 집단과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함께 계획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발과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이들 논문에 반영되어
있는 현지의 한국어 교육 상황이 꼭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권에서 생활하는 교포 2세들
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약하고, 부모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전승시켜 주
어야 한다는 마음만 있을 뿐 생활이 바쁜 나머지 실천은 부족한 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나
치게 한국적이지 않으면서, 쉬운 문장으로 쓰인 가독성이 좋으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읽기 교재
정도면 한국의 정서를 전달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교과서에 수
록된 문학 작품이 한국의 정서를 공감하는 데 한국문화 교재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입장도 있
다.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은
민족 정체성 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
해외 지역의 한국어

426)

426)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교포 사회의 상황과 한국에서의
지원이 맞지 않아 한국어 교육지원의 실효 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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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집단은 일방적인 보급과 지원을 지양하고 교포 사회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한국어 교
육 환경에 맞는 언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은 해당 국가의
언어정책을 우선 염두에 두고, ‘수렴→개발→보급→적용’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교육 현
장과 소통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

. 결론

Ⅴ

글은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어 교육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
사 연구한 논문 163편을 지역별, 시대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의 일부였다가 교양 강좌로 독립하는 경향이
보인다.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소수언어교육 지원정책과 함께 교포 자
녀들의 이중언어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 기
업체의 진출과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의 영향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용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2000년 이후 한국어 교육은 실용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한국학
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88올림픽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미지를
유통시키면서 한국어 확산과 그 성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미국과 캐나다의 동양인 이주민 제한 정책 폐지, 캐나다와 호주의 다문화주의, 미국
의 소수민족 언어지원 정책 등도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이

단된다.

식
교육 현장과, 한국
의 지원 기관, 한국어 교육 학계 사이에 ‘소통과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생활
세계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한국어를 익혀야 하는 해외 지역의 경우 교육의 현장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급용 교재 개발과 사전 편찬 작업에 해외 지역의 교육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과 보급에 앞서 해외의 한국어 교재를 평가하여 우수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수렴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황류 논문에 반영된 연구자들의 보편적 문제의 은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국에서 지원해주는 대부분의 교재가 파견 직원(주재원) 자녀에 맞추어져 있다. 현지 정착한 가정의 자
녀는 이민 2세대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한국어는 유사 외국어라는 시각에서 학습교재와 방법이 필요하
다.”고 지적한 것이 있다. (재외동포의 창 2012년 9월호, http://webzine.korean.net 웹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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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세계화 시대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토론문
김 민 호 (영남대)
“세계화 시대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화시대 우
리의 말과 글이 해외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그 흐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깊이 생
각할 수 있게 해 준 논문입니다. 기존의 한국어학의 일부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나
아가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기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
장에서 토론자는 논문에서 보여 주신 연구동향과 한국어 교육의 미래적 지향점에 대해 감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어 교육의 언어권별 고찰

우선 발표자께서 분류하신 한국어교육의 지역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연구논문
들의 지역적인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어가 지리적 인접성, 경제문제, 다문화주의의 영향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어가 교육되고 있는 언어권별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아시아 내에서도 그 국가의 모국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연
구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어교육의 연구자가 해당국가의 언어에 능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며 연구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권
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국내 한국어교육 연구의 지향점과의 비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학의 하위 분야나 모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지던 한
국어교육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본격적인 학문체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해외에서의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내에서의 한국어교육 연구와 비
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연구의 지향점이 무엇이 되
어야 하는지, 앞으로 내 · 외국의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이 어떠한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가 궁
금합니다.

3. 한국어 교육기관의 증가에 따른 고찰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에 따라 한국어가 전파되는 파급력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43개
국 90여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세종학당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학당 뿐
아니라 각 대학기관과 여러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지역의 한국어교
육과 남미지역의 한국어교육의 연구는 분명 접근성과 언어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다르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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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연구가 발전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234 -

한국인과 중국인의 동물 명칭 단어 의미 연상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
- 단어 ‘돼지’를 중심으로 범금희(영남대학교)

1. 서론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 및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것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언어는 여러 구성 단위가 있다. ‘단어’의 경우 의미나 개념을 포함
하고 있는 단위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이야기할 때 우리 머리 속
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의미나 개념이 떠오른다. 또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그것과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돼지’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동물’이나 ‘게으름’ 등의 의미나 개념이 연상됨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단어를
접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 머리 속에 떠오르는 심리적 작용을 연상(assocoation)이라
한다. 이는 단어들이 우리의 머리 속에 고립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적 망(network) 안에 연결되어 존재하며, 어느 한 단어가 점화(點火)되면 관련 있는 다른
단어도 해당 연결망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속
성으로 인해 단어 연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 대상으로 탐구되어 왔
다.427)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원리나 원칙 중에는 언어와 사고(思考)의 분리불가분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다. 예컨대 ‘한 언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감정 등이
들어 있다. 그래서 언어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과 동시에 그것의 표현체이고 운용 매
체이다. 다시 말해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운다’ 등
이다.428) 문화는 해당 사회 지식의 한 양상으로서 상징적 행위로 표현하기에 학습을 동반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마음 속 인식 모형, 관련성,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의 형식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사물이나 사건은 문화적 형식과 물질적 형식을 표시해 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매개하여 드러내는 것이 언어이다. 그러한 문화적 형식과 물질적 형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단어가 본 연구 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물’ 명칭이다.429) Rosenzwig(1961)는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400).
427) 연상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F. Galton(1879, 1880)이다. 그리고 C. G. Jung(1903), Kent &
Rosanoff(1910) 등으로 이어진다.
428) 김진우(2008) 참고.
429) Damen(1987)은 문화를 다음 6가지의 특징으로 규정하여, 문화는 학습되어지고 변화하며, 인간의
삶의 보편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는 독창적이고 상호 관계적이며, 삶과 이에 수반하는 가
치관들의 청사진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하며 그 문화의 소유자와 환경에 의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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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다를 경우 ‘연상’도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hungry(배고프다)’라는 단
어에 대한 한국인의 가장 흔한 반응은 ‘cooked rice(쌀밥)’이지만 영국인의 가장 흔한 반응은
‘food(음식)’이다. 이러한 연상 차이는 특정한 어휘적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기술하였다.430)
언어의 이해는 언어 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적 해석에서 시작한다. 단어의 의미는 개념적 의
미와 연상적 의미 둘 다 고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연상 의미는 화자들의 심리적 태도 및
인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문화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태도를 동반하는 단어, 즉 문화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는 주로 낮잡거나 속되게 이르는 말, 놀리는 말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교실 상황
에서는 그다지 비중 높게 다루지 않고 있다. 교실 밖의 대부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해 교실 상황과 교실 밖 상황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물’ 명칭을 대상으로, ‘동물’이 개념적 의미로만 쓰일 때의 단어 연상과 ‘별명’으로 쓰일 때
의 ‘동물’ 명칭의 단어 연상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동물’ 명칭을 이용하여 ‘단어 의미 연상’ 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외국어 학습과 관련한 단어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는 항목
으로는 ‘관용어’, ‘속담’ 등이 있다. 이것은 ‘관용어431)’, ‘속담432)’ 등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감정 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오래 전부
터 주목해 고찰해 왔던 연구 내용이었다. 본 연구 과제도 이 점에 주목해 ‘속담’과 ‘관용어’에
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 명칭을 대상으로 삼아 전개할 것이다. 언어 행위는 사회・문화적 또
는 상호 문화적인 ‘실제 상황’ 속에서 의미를 추론하며 해당 ‘장면’과 관련해 화용론적으로 습
득된다. 즉 개인이든 집단이든 경험과 의미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언어가 전달
될 때 상대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용어’와 ‘속담’은 언어 사용역에서 살펴보
면 문어 또는 문헌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고자 실제 언어 사
용면에서 ‘관용어’와 ‘속담’처럼 두드러지지만 사회적 관계나 언어적 형식 면에서 정제되어 있
지 않는 문화적 요소의 부정적인 면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다소 등한시
되어지는 광범위한 자극 사이에서 여과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서하석(2008) 참고).
430) 임지룡・윤희수 옮김(2008: 83)에서 재인용.
431) 관용어 분야에서 동물만을 대상으로 논의된 연구는 속담보다 더 드물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명숙
(2007)이다. 해당 연구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에서 ‘동물’ 명칭을 대상으로 의미적이고 문체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각 언어의 문화적인 의미소 유형을 찾아내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432) 속담은 다루는 대상이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동물’ 명칭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혜정(2000), 육흔(2003), 심지연(2008), 박민수(2010) 등이 있다. 최
혜정(2000)은 한국과 일본의 ‘개’에 관한 속담의 비교를 통하여 표현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 일
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기술하였다. 육흔(2003)은 외국인으로서 한・중・일 3국의
속담을 비교하면서 관련 동물 어휘를 소재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심지연(2008)은 일반 명사를 대상으
로 코퍼스를 직접 구축해 ‘개’와 ‘호랑이’ 등의 고빈도 단어만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박
민수(2010)는 한국과 중국의 속담에 쓰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되 12지지 동물을 중심으로 그것의 의
미와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동물 명칭을 선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동물의 형상과 습성은 인간의 사회적 현상과 연관지어 한 민족의 정서나 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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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동물’ 명칭을 이용한 ‘별명’도 검토할 것이다. 언어의 교수․학습은 문화적 관련성이 밝
혀지거나 공통된 해석을 공유한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두 문화 사이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특정 단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과제에
서 선정한 ‘동물’ 명칭은 문화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학습해
야 하는 ‘속담’과 ‘관용어’에도 등장하기에 적절하며 실제 언어 사용면에서도 끊임없이 역동적
으로 의미망이나 문화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별명’에도 ‘동물’ 명칭은 출현하
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속담과 관용어, 별명 등에 많이 나타나는 ‘동물’ 명칭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검사를 한 뒤 그것의 ‘연상 빈도’와 ‘연상적
의미’들의 관계 그리고 ‘연상 의미’ 간의 문화적 유사나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
은 범위를 설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
안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 중에는 본 연구처럼 한국어 교육에 주목해 논의를 전개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
것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바로 ‘동물’ 어휘라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자극어로 제시한 한국
어 교재 및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고빈도 어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해당 제시어가
과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밀접한 ‘문화적 요소’를 지닌 ‘연상적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오래동안
탐색되어 온 ‘속담’과 ‘관용어’가 동물 명칭을 중심으로 서술된다는 것과 실제적인 언어 사용
환경과 대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태도 등이 드러나는 ‘별명433)’도 ‘동물’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적 속성에 주목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까지 모색하려고
한다.
본고는 ‘동물’ 명칭을 대상으로 하기에 ‘단어 연상 검사(word association test)’434)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설정한다. 연상(assocoation)은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항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리적 작용이다. 이것은 제시한 자극어(stimulus word)를 통해 피험
자가 연상한 의미, 즉 반응어(response word)를 추출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고 주어진 자극어
에 대해 피험자가 생성하는 연상 표현을 군집435)으로 묶어 분석하는 검사 방법이면서 나아가
피험자에게 제시한 자극어 간의 관계도 분석하는 검사 방법이다. 단어 연상436) 측정 방법은
433) ‘별명’과 관련 있는 ‘동물’ 명칭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언어학, 교육학, 병
리학, 가정학 등이 그것이다. 대표적 연구는 민병근 외(1979), 배수자(2002), 정종수(2005) 등이 있다.
배수자(2002)는 음운․형태적 특성에 따라 별명을 분석하고 생성 과정을 분류하였다.
민병근 외(1979)의 경우는 ‘동물’ 별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다. 그렇지만 동물 별명의 주목 이유
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이 전체 피험자들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로 말괄량이 성격 유
형을 가진 피험자들에게서 많아 나타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었다. 정종수(2005, 2009)는 ‘별명’만을
대상으로 그것의 특성에 대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434) 자세한 내용은 박태진(2004)을 참고할 것.
435) 해당 자극어에 대한 반응어 간의 유사성이 높으면 자극어 간의 관계는 유사하다. 반응어 군집은 자
극 개념(stimulus concepts)과 반응어 간의 적합성과 그것의 관계에 대한 피험자의 인지적 이해 수
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임지룡 외 옮김 2004).
436) 단어 연상이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언어와 인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인지
언어학의 이론적 토대에서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찬규(2002a, 2002b), 이유미・이찬규
(2007), 이광호(2009) 등이 있다. 이찬규(2002a, 2002b)의 경우 단어 연상 실험을 바탕으로 단어의
연상 과정과 방식을 분석한 다음 언어의 인지 능력과 사회적 영향의 상호관련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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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성 측정법과 관계성 추측법이 있다. 전자는 특정 자극에 의해 유발되거나 자극에 대
한 반응으로 생성된 반응의 수를 측정하며 후자는 두 개 자극 간의 연합적 관계성을 측정한
다. 둘째 단일 대 다중 반응 연상437)과 자유 대 통제 연상이다. 전자는 요구하는 연상 반응의
수가 한 개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고 후자는 연상 반응의 유형에 제약
을 두지 않는가 아니면 연상 반응의 유형에 제약을 두는가에 따라 구별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동물’ 명칭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검사를 실시할 때 먼저 생성 측정법으로 반응의 수를
‘동물’ 명칭으로 사용할 때 생성되는 ‘반응어’의 ‘연상 빈도438)’와 ‘별명’으로만 사용될 때 생
성되는 ‘반응어’의 ‘연상 빈도’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고 난 후 자극어별 반응어의
공통적 속성이나 다른 속성을 고찰하고 동일한 자극어라도 ‘언어 사용 환경이나 장면’이 제한
되었을 때 반응어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중 반응 연상과 자유
연상을 염두에 두고 단어 연상 검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인과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
하려는 중국인의 언어 정보 처리 및 지식 표상의 형성, 그리고 그것의 활용에 미치는 차이를
알아보려면 다중 반응 연상과 자유 연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외국인의 경우 요구하는 연
상 반응의 수를 한 개로 제한하면 언어 정보 처리나 지식 표상의 형성 및 활용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산 반응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 연상’
이야말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국어439)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
고 있다. 따라서 응용 언어학 분야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440)은 제2언어 학습자가 해
당 언어로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문화 간
상호작용과 번역의 영역에서 전체 의사소통 체계를 대조하고, 의사소통 상의 오해를 인식하고
분석441)하는 등에 주목하였기에 이론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학자인
과, 聯想은 槪念的 意味보다는 情緖的 意味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이미지
관련 의미들이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기술하였다. 이유미・이찬규(2007)는 네티
즌의 ‘가족’ 단어 연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상 의미망을 구축하면서 ‘가족’의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고
찰하였다. 이광호(2009)는 연상어가 언어 사용의 결과로 축적되는 기억의 한 현상이기에 말뭉치를 이
용하는 자료 중심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려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다.
437) 다중 반응 연상은 연쇄적 연상(continuos association)과 연속적 연상(continud association)으로
재구분한다. 전자는 원래 자극과 참가자가 이미 연상해 낸 반응에 대해서도 다시 연상해 낼 수 있지
만, 후자는 원래 자극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뒤 원래 자극에 대해서만 연상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438) 연상 빈도는 기억과 지식 표상 연구에서 고려되는 변인이다.
439)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 단어 연상 검사를 진행한 대표적 논의로는 김혜란(2000)과 이창학(2007)이
있다. 김혜란(2000)은 단어 연상 실험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어 단어의 의미 관계 및 단어 부류 간의
관계를 검토한 뒤 그것의 효율적인 단어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창학(2007)은 영어 단어 연
상 실험 결과를 통해 영어 단어와 단어의 등위 관계, 연결 관계, 상하 관계, 동의 관계, 부분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의 머릿속 사전의 작용과 가장 부합하는 어휘 교육이 단어 연상 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하였다
440)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연구 주제(subject matter)는 그것의 가장 일반적인 질문 중 하나로서 가장
잘 표현된다. 즉, 화자는 특정 언어 공동체 내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그러한 지식 및 그 지식을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기술
들을 통틀어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고 한다. 그 지식 중 필수적인 것에는
의사소통(언어적 그리고 사회언어적)의 규칙과 상호작용에 대한 공유된 규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사
례 및 상호작용 과정의 맥락과 내용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인 규칙과 지식까지가 모두 포함된다(왕한
석 외 3인(2009) 참고).
441) 왕한석 외 3인(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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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1973)도 한 국민의 생활방식, 사고방식과 행동 유형 등은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외국어
학습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제도 ‘동물’ 명칭과 관련해 단어 연상 실험을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이론적 토대를 배경으로 삼아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어 연상 검사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기술한 대표적 논의는 박선옥(2008)이 있다. 박선옥(2008)은 초・중급 한국어 학습서와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서 공통으로 추출한 20개의 어휘를 제시해 한국인과 중국인
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실험을 한 뒤 그것을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2.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삭생의 동물 명칭 단어 의미 연상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인 대학생 81명과 중국인 대학생 40명442)을 대상으로
동물 명칭 ‘돼지’의 단어 의미 연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극어에 대한
반응어를 단어나 간단한 표현으로 해당 칸에 기입하는 것이었다.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로 나눠 해당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절과 같다.

2.1. 한국인 대학생
1) 자극어 ‘동물’
한국인 대학생 81명을 대상으로 ‘돼지’를 동물로 접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를 5섯 가지 10분
내에 기술해 보라고 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동물
연상 1
빈도
연상 2
(이름)
돼지 꿀꿀443)
14 삼겹살
코
7 더럽다
뚱뚱하다
6 분홍색444)
돼지우리
6 똥
고기
5 꿀꿀
꼬리447)
5 돼지고기
삼겹살
5 꼬리
핑크색
4 맛있다
콜레라
3 먹보
제주 흑돼지449) 2 돼지꼬리
강호동
2 멧돼지
머리
2 밥
먹보
2 가축
분홍색
2 갈비

빈도
17
9
4
3
3
2
2
2
2
1
1
1
1
1

연상 3
돼지우리
꿀꿀
꼬리
삼겹살
코
복
먹보
분홍색448)
다이어트
더럽다
뚱뚱하다
고기
금돼지
껍데기

빈도
5
4
4
3
2
2
2
2
2
2
2
1
1
1

연상 4
코
꼬리
고기445)
분홍색446)
삼겹살
저금통
살색
뚱뚱하다
가축
개돼지
꿀꿀
다이어트
도살장
돼지죽

빈도
6
3
2
2
2
2
2
2
1
1
1
1
1
1

연상 5
고기
코
뚱뚱하다
고사상
김성수
멱따는 소리
발
분홍색
삼겹살
소주
수육
식성
잔털
인간

빈도
5
4
2
1
1
1
1
1
1
1
1
1
1
1

442) 한국인 대학생의 인원 수와 중국인 대학생의 인원 수가 일치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한국어 숙달도가 차이가 많아서 설문 조사가 원활하
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가 자극어에 대한 반응어의 경향성을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기
에 해당 목적을 이루는 데는 설문 조사된 인원 수의 차이가 그다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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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브
복
동생
사료
돼지고기
피그
소
흙탕물
돼지바452)

1
1
1
1
1
1
1
1
1

기름
냄새
돈
베이컨
복
아기돼지
돼지바451)
음식
의성어

저금통

1 베이브

1 족발

1

밥
축사
국밥
아기 돼지 삼형제
귀엽다
살찌다
합계

1
1
1
1
1
1
8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3

1
1
1
1
1
1
1
1
1
1
1
1
55

비계
살
살색
잡식
저금통
족발
진주
코
포동포동
피글릿
먹다
미련하다
뚱뚱하다
탐욕스럽다
합계

1
1
1
1
1
1
1
1
1

내친구
동물
막창
멧돼지
무거움
뱃살
소주
순대
식용

고사
비만
살색
애완동물
별명
돼지머리(제사)
귀엽다
맛있다
불쌍하다
살찌다
게으르다
우리가 더럽다
합계

1
1
1
1
1
1
1
1
1

두루치기
별명
보쌈
복돼지
빵
돼지바450)
제사
태만
행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느리다
어렵다
더럽다
합계

1
1
1
1
1
1
1
1
1

아기돼지 삼형제
저금통
저팔계
진흙탕
스와인 플루
배고프다
더럽다
하늘을 못 본다
합계

1
1
1
1
1
1
1
1
30

1
1
1
1
40

한국인 대학생들은 연상 1에서 ‘꿀꿀(14회), 코(7회), 뚱뚱하다(6회), 돼지우리(6회)’가 반응
어로 나타났고 연상 2에서는 ‘삼겹살(17회), 더럽다(9회)’가 반응어로 나타났다. 연상 4에서는
‘코(6)’가 반응어로 나타났지만. 연상 3과 연상 5에서는 의미 있는 반응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상 1에서는 ‘코’와 ‘코의 기능’의 의미적 관계를 형성해 반응어가 나타났다. ‘코’의 경우 연
상 4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는 동물로서의 돼지는 ‘코’에 주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어들은 돼지의 신체 부위와 그것의 기능이 주된 것이었고 나
머지는 터전과 터전의 환경, 음식이었다.

2) 자극어 ‘별명’
위에서 실시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돼지’를 별명으로 접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 5섯 가지를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반응어로 10분 내에 기술해 보라고 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꿀꿀이(1회)를 포함한 것이다.
핑크색(2회)를 포함한 것이다.
돼지고기(1회)를 포함한 것이다.
핑크색(1회)를 포함한 것이다.
돼지꼬리(1회)를 포함한 것이다.
핑크색(1회)를 포함한 것이다.
제주 똥돼지(1회)를 포함한 것이다.
아이스크림 이름이다.
아이스크림 이름이다.
아이스크림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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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연상 1

(별명)
돼지

빈도

연상 2

빈도

연상 3

빈도

연상 4

빈도

연상 5

빈도

뚱뚱하다453)

47 많이 먹는다454) 23 귀엽다455)

7 더럽다456)

많이 먹는다457)

9 뚱뚱하다458)

17 많이 먹는다459)

6 많이 먹는 사람460) 2 피곤한 스타일

1

비만461)

6 식탐이 많다462)

4 돼지코463)

5 귀엽다

2 콧구멍 큰 사람

1

먹보464)

5

게으르다465)

3 게으름

1 잘 먹는 사람

1

게으르다467)

4 둔하다

3 뚱뚱하다468)

3 애칭

1 붉은 피부

1

식성이 좋다469)

4 살찌다470)

3 먹성471)

3 음식에 욕심이 많음 1 뭐든지 욕심적임

1

3 들창코 가진 사람 1 미련하다

1

욕심

많다472)

3 욕심이

많다473)

3

게으르다466)

3 살이

쪘다474)

3 근육

1

지저분하다

2 먹보

3 느리다

2 느리다

1 복스럽다

1

토실토실475)

2 더럽다476)

2 더럽다477)

2 S라인

1 자꾸 먹는다

1

2 못생겼다

1

9

먹보478)

뱃살

1 귀여움

2

분홍빛 혈색

1 잘 먹는다479)

2 못생기다480)

2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다

1

냄새

1 지저분하다481)

2 식탐이 많다

2 얼굴이 동그랗다

1

체중계

1 못생긴 부자

1 잘 먹는다

2 잘 웃는다

1

강호동

1 어려움

1 잠 많다482)

2 잠이 많다

1

덩치있음

1 키가 작음

1 지저분하다

2 정신없다

1

더럽다

1 강호동

1 토실토실하다483)

2 정적이다

1

식탐이 많다

1 달리기가 느림

1 운동

1 통통하다

1

둔하다

1 귀엽다

1 풍족함

1

21

합계

91 냄새나다

1 피부가 희고 좋음 1

덩치가 크다

1 귀찮아 한다

1

자주 먹는다

1 하얀

1

통통하다

1 안 씻는다

1

가리는게 없는 사람 1 식탐이 없다

1

콧구멍 크다

55

1

합계

합계

합계

잘 안 움직이려 한다 1
먹는걸좋아할것이다 1
합계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81

뚱뚱(2회), 뚱뚱한(7회),뚱뚱한 사람(8회), 뚱뚱함(7회), 외형적으로 뚱뚱하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많이 먹음(4회), 많이 먹는 사람(5회), 대식가(1회), 먹는 것을 밝힘(1회)를 포함한 것이다.
귀여움(2회)을 포함한 것이다.
청결하지 못하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많이 먹고(1회), 많이 먹음(1회)를 포함한 것이다.
뚱뚱함(2회), 뚱뚱한 사람(1회), 뚱뚱(1회), 고도비만(1회)를 포함한 것이다.
많이 먹을 것 같은(1회), 볼때마다 먹는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또 먹는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살이 찜(1회), 살쪘다(2회)를 포함한 것이다.
식충이(1회), 식욕이 왕성하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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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결과처럼 한국인 대학생들은 연상 1에서 ‘뚱뚱하다(47회), 많이 먹는다(9회), 비만(6
회)’으로 반응하였고 연상 2에서는 ‘많이 먹는다(23회), 뚱뚱하다(17회)’로 반응하였으며, 연상
3에서는 ‘귀엽다(7회), 많이 먹는다(6회)’로 반응하였다. 그렇지만 연상 4와 연상 5는 의미 있
는 반응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상 1에서 연상 2까지 이어지는
반응어는 ‘뚱뚱하다, 많이 먹는다’였는데 이것은 돼지의 습성과 그것으로 인한 신체적 결과라
는 의미적 관계였다, 그리고 연상 1에서 연상 3까지 유일하게 지속되는 반응어는 ‘많이 먹는
다’였다. 따라서 연상 3까지 의미 있게 추출된 반응어들은 돼지의 습성과 그것의 결과로 나타
나는 신체적 특징이었다.
요약하면 한국인 대학생들은 단어 ‘돼지’를 동물 자극어로 인지했을 때는 돼지의 특정 신체
부위와 그것의 기능을 주로 연상시키지만 자극어를 별명으로 인지했을 때는 돼지 습성과 그것
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결과나 돼지의 신체가 주는 긍정적 느낌을 연상시켰다.

2.2. 중국인 대학생
1) 자극어 ‘동물’
중국인 대학생 40명은 한국어 숙달도의 편차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대학생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하되 해당 단어와 자극어는 ‘중국어’로 번역해 제시하고 한국어로 간단
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설문자가 설명에 필요한 시간은 약 2분 정도였다. 먼저 ‘돼지’를 동
물로 자극했을 때 각자가 연상하는 단어나 표현을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기술해 보라고 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들창코(2회), 못생긴 코(1회)를 포함한 것이다.
먹성 좋은 사람(1회), 밥많이 먹는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게으른 사람(1회), 게으른 성격(1회)를 포함한 것이다.
게으른 사람(1회), 게으름(1회)을 포함한 것이다.
게으름(1회), 게으른 인간(1회), 나태한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뚱뚱한 사람(1회)을 포함한 것이다.
왕성한 식욕(1회), 잘먹는(1회)를 포함한 것이다.
살찐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먹을 것을 좋아한다(1회), 먹성이 좋아서(1회)를 포함한 것이다.
야욕이 넘치는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탐욕적인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비만인 사람(1회), 비만(1회)을 포함한 것이다.
통통한(1회)를 포함한 것이다.
더러움(1회)을 포함한 것이다.
더러움(1회)을 포함한 것이다.
식충이(1회)를 포함한 것이다.
잘먹는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못생김(1회)을 포함한 것이다.
자기방이나 주변이 더러운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먹고 잠만 자는 놈(1회)을 포함한 것이다.
토실토실(1회)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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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학생 ‘돼지’ 동물 단어 의미 연상
동물

연상 1

(이름)
돼지

빈

빈

연상 2

도

도

연상 3

빈

연상 4

도

빈
도

맛있다484)

8

기타485)

7

기타

6

기타

5

돼지고기486)

6

더럽다

3

맛있다

2

사람

1

뚱뚱하다

4

뚱뚱하다

2

소주

1

족발

1

불고기

4

많이 먹다487)

2

삼겹살

1

맥주

1

더럽다

3

맛있다488)

2

바보

1

고기

1

바보

2

돼지김치찌개

1

먹다

1

뚱뚱하다

1

삼겹살

2

냄새489)

1

요리

1

맛있다

1

친구

1

갈비

1

로또

1

멋있다

1

음식

1

삼겹살

1

돼지 머리

1

돼지찌개

1

바보

1

돼지도간

1

엉망이다

1

불고기

1

돼지고기

1

안 똑똑하다

1

빨간 돼지

1

돼지갈비

1

기타

4

불쌍하다

1

완구

1

뚱뚱하다

1

불고기

1

살이 많다

1

술

1

어리석다

1

마늘

1

기타

4

아무 일도 안 한다

1

합계

20

비행기

1

40

잠을 자요

1

게으르다

1

합계

합계

27

합계

12

연상 5

빈
도

합계

8

중국인 대학생들은 연상 1에서 ‘맛있다(8회), 돼지고기(6회), 뚱뚱하다(4회), 불고기(4회), 더
럽다(3회)’로 반응하였고 연상 2에서는 ‘더럽다(3회)’를 연상하였다. 연상 3~5에서는 의미있는
반응어가 없었다. 반응어들은 주로 음식과 관련있다. ‘맛있다. 돼지고기, 불고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 없는 것은 ‘뚱뚱하다’와 ‘더럽다’였는데 신체적 특성이었다. 연상 1에서
연상 2까지 이어지는 반응어는 ‘더럽다’였다. 그렇다면 중국인 대학생이 자극어 ‘동물’에 대한
반응어들은 주로 음식과 돼지의 생태 환경과 밀접한 것이었다.

2) 자극어 ‘별명’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대학생에게 ‘돼지’를 별명으로 자극했을 때 자유 연상되는 반응어 다
섯 가지를 10분 내에 기술해 보라고 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

484) 먹고 싶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485) 기타로 처리한 이유는 해당 항목이 잘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기술되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고찰
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486) 고기(4회)를 포함한 것이다.
487) 먹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488) 고기 맛있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489) 학습자가 써 놓은 것은 ‘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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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학생 ‘돼지’ 별명 단어 의미 연상
동물
(별명)
돼지

연상 1

빈

빈

연상 2

도

많이먹는사람490)

11

많이

뚱뚱하다493)

5

게으르다

연상 3

도

먹다491)

7

먹기

뚱뚱하다494)

3

4

잠이 많다

멍청하다495)

4

바보
더럽다496)

좋아하다492)

빈
도

연상 4

빈
도

2

살찌고 냄새난다

1

회색

1

잠을 많이 자다

1

2

잠잔다

1

게으르다

1

게으르다

1

운동 잘 안 한다

1

3

멍청하다

1

어리석다

1

3

코가 매우 영민하다

1

매우 귀엽다

1

살찌다497)

2

더럽다

1

둔하다

1

잠자다498)

2

더딘것을 반영하다

1

돼지고기 맛있다

1

비대하다

1

바보

1

더럽다

1

갈비탕

1

살찌다

1

느리다

둔하다

1

피부 좋다

1

하얗고 살찌다

1

20

똑똑하지 않다

1

요리

1

돼지같이 보여요

1

합계

41

합계

합계

3

1

연상 5

빈도

먹고잔다, 자고 먹는다

1

잠을 자주 자다

1

합계

12

합계

1

중국인 대학생들은 연상 1에서 ‘많이 먹는 사람(11회), 뚱뚱하다(5회), 게으르다(4회), 멍청하
다(4회), 바보(3회), 더럽다(3회)’를 연상하였고 연상 2에서는 ‘많이 먹다(7회), 뚱뚱하다(3회)’
를 연상하였다. 그렇지만 연상 3~5에서는 의미 있는 연상이 없었다. 연상 1과 연상 2에서 나
타난 단어들은 주로 ‘음식’과 관련되어 있거나 돼지의 외모와 관련된 인상적이거나 주관적인
느낌과 관련있었다. 그리고 연상 1에서 연상 2까지 이어지는 반응어는 ‘많이 먹다, 뚱뚱하다’
였다. 이들의 관계는 돼지의 습성과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이었다. 다만 한국인
대학생과 달리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많이 먹는 사람이나 행위’는 ‘뚱뚱하다’뿐만 아니라 ‘게
으르다, 멍청하다, 바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돼지의 습성 관련 반응어가 더 다양하다는 것이
다.

490) 많이 먹는(은)사람 ‘3회’, 많이 먹는 사람 ‘3회’, 밥을 많이 먹는 사람 ’3회‘, 밥을 많이 먹는다 ‘1
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1회’를 합한 것이다.
491) 먹다(2회), 잘 먹은 사람(1회), 먹는 게 많다(1회), 밥많이 먹는다(1회)를 포함한 것이다.
492) 많이 먹는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493) 뚱뚱한 사람(1회)을 합친 것이다.
494) 뚱뚱한 사람(1회), 매우 뚱뚱한 사람(1회)를 포함한 것이다.
495) 매우 멍청한 사람(1회)을 합한 것이다.
496) 더러운 사람(1회)를 합친 것이다.
497) 살이 많다(1회)를 합친 것이다.
498) 잠을 좋아하다(1회)를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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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을 대략 요약해 보면 12지간지, 속담,
관용어에서 공유하고 있는 단어 ‘돼지’는 두 나라 대학생들에게 자극어에 따라 연상되는 것이
조금씩 달랐다. 자극어로 ‘동물’을 제시했을 때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돼지의 외모적 특징에
주목한 다음 그것의 기능이나 역할로 세분화하여 반응하는 반면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음식으
로서의 돼지의 역할에 주목해 반응하였다. 자극어로 ‘별명’을 제시하였을 때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모두는 돼지의 습성(많이 먹는다)과 그것의 결과(뚱뚱하다)로서의 반응
에서는 공통적이었다. 다만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연상 1에서 ‘게으르다, 멍청하다. 바보’의
반응이 더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국인 대학생이 한국인 대학생보다 ‘돼지’
를 ‘별명’으로 적용하거나 사용했을 때 더 부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

앞 장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언어
영역에는 표현 영역과 이해 영역이 있다. 본고가 제시하는 교수 학습 모형은 이해 영역, 즉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표현 영역인 쓰기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모형은
중・고급 학습자에 해당하는 중국인 대학생의 교양 수업에서 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논
의한 중국인 대학생의 ‘돼지’ 단어와 관련한 연상 결과는 교수자가 교수 행위를 구성할 때 도
움이 될 만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상 활동은 읽기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를 유발 및 사고력 및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대
학생들의 동물 단어 연상 결과와 관련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 모형 및 읽기 자료(제시글)를 아래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먼저 읽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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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제시글)

3. 돼지 숭배자와 돼지 혐오자
(1) 돼지는 무엇보다도 네겝이나 요르단 계곡 등 성서와 코란에서 나오는 여러 지방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는 신체 구조적으로 잘 견뎌내지 못한다. 소, 양, 염소 등과 비교해볼
때, 돼지는 체온조절 능력을 몸속에 별로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돼지처럼 땀 흘린다”는
속담은 있지만, 돼지는 전혀 땀을 흘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와서 판명되었다. 포유동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리는 인간은 표피 1평망미터당 1,000그램의 체액을 시간당 밖
으로 배설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돼지는 기껏해야 30그램의 체액을 배설할까 말까 한다.
양도 돼지의 두 배는 배설한다. 양에게는 또한 태양광선을 반사시키고, 기온이 체온보다 높
을 때 절연체 역할을 하는 두껍고 흰 털을 지니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영국 캠브리지의
동물생리학 농업조사국의 마운트(L. E. Mount) 씨에 의하면 다 자란 돼지는 섭씨 37도가
넘는 기온과 직사광선 아래서는 죽고 만다. 요르단 계곡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섭씨 43도가
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이 지역은 일년 내내 태양광선이 강렬하게 내리쬔다.

(2) 보호막 역할을 하는 털도 없고, 땀을 흘려 체온조절도 할 수 없는 까닭에, 돼지는 외
부의 습기를 이용하여 피부를 습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돼지는 깨끗한 진흙 속에 뒹굴
어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나 깨끗한 진흙이 없을 경우, 자기의 배설물로라도 피부를 습하게
하려 한다. 섭씨 29도 이하일 경우, 돼지는 우리 안의 잠자리와 식사 자리에는 배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온이 섭시 29도를 넘어가면 어디나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기온이 올
라갈수록 돼지는 더욱 ‘더러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돼지가 종교적으로 불길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실제 몸이 더럽기 때문이라는 이론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돼지의
본성이 자리를 가리지 않고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돼지가 자기 오
물을 뒤집어 쓰고 더럽게 하는 것은 중동지방의 덥고 박한 서식지의 특성 때문인 것이다.

(3) 양과 염소는 중동지방에서 최초로 가축화한 동물들이다. 이것들이 가축으로 사육된
시기는 아마 기원전 9천년경부터였을 것이다. 돼지는 이보다 2천년이 늦게 가축으로 사육
되었다. 아주 옛날 선사시대의 농경부락이 있었던 곳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짐승의
뼈를 보면, 돼지가 거의 언제나 부락내 가축분포상 상대적 소수였음이 밝혀진다. 즉 식용동
물의 유골들 중 돼지의 뼈는 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돼지에게는 그늘
이 필요하고 진흙구덩이가 필요한 반면, 식용의 젖도 없고 사람이 먹는 만큼의 식량을 먹
어치우는 동물이고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마빈 해리스 저, <문화의 수수께끼>,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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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읽기 교수・학습안이면서 수업 모형으로 읽기 수업 절차에 맞춰 구성한 것이다

읽기 전 단계 교수・학습 모형
1. 읽기 전 단계
(가) 학습자들에게 읽기 자료(제시글)의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본다.

(나) 읽기 글이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물어 본다.

(다) 해당 읽기 자료(제시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라) 제목 속의 ‘동물’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보라고 한다.(자유 연상하기,
브레인스토밍하기)

(마) 동물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어진 ‘기록지(KWL
차트499))’의 ‘내가 알고 있는 동물 ‘돼지’’ 부분에 5가지 정도를 순서대로 빨리
써보라고 말한다.(마인드 맵핑 형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KWL 차트의 ‘K(Know, 이미 알고 있는 것)’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동물 ‘돼지’

(1)
(2)
(3)
(4)
(5)

(바) 그리고 학습자가 기록지에 제시한 단어나 표현이 있는지를 읽기 자료를 다시 ‘빠르게
훑어 읽으면서’ 찾아보라고 한다.

(사) 본인이 작성한 단어나 표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밑줄을 긋거나 색이 있는 필기도구
로 표시’하라고 말한다.(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앞에서 논의했던 자극어에 대한 반응어
가 대부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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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단계 교수・학습 모형
2. 읽기 단계

(가) 앞에서 기록지에 작성한 ‘동물’ 자극어에 대한 반응어 단어와 읽기 자료(제시글)에
밑줄을 긋거나 색 필기도구를 사용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 글은 무엇에 대해(주제) 쓴
것인지 추측해 보게 한다.

(나) 앞에서 추측한 것을 KWL 차트의 두 번째 부분에 써보게 한다.

(다) 그리고 해당 읽기 자료(제시글)을 본격적으로 읽는다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1가지만 더 생각하게 한다.

(라) 다음으로 학습자에게 기록지의 두 번째 번호에 생각한 것을 작성하게 한다.

KWL 차트의 ‘W(Want to know, 알고 싶은 것)’ 부분
해당 글에서 알고 싶은 것

(1)
(2)
(3)
(4)

(마) 본격적으로 학습자 개인별 읽기를 하도록 한다.

(바) 해당 읽기 자료를 읽을 때는 지금까지 쓴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이 생각나거나 더 알
고 싶은 것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가면서 1~2개 정도 다음 번호에 쓰도록 유도
한다.

499) Ogle(1986)에 의해 실행된 읽기 전략이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선행 지식을 알아봄으로써 흥미 유
발 및 독자의 스키마 활성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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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후 단계 교수・학습 모형
3. 읽기 후 단계
(가) 해당 읽기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안내한다.
(나) 지금까지 학습자가 기록지에 기록한 ‘돼지’의 배경 지식이 글을 읽고 난 뒤 일치하는
지를 물어본다.
(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부분이나
문단을 찾도록 유도한다.
(바) 찾은 곳에 해당 구절이나 밑줄 친 것이 있다면 그것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참고하
거나 비교하여 기록지 해당 부분에 요약 정리하게 한다.
KWL 차트의 ‘L(Learned), 배운 것 및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부분(1)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1)
내가 알고 있는 동물 ‘돼지’

⇨

‘돼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

(1)

(2)

(2)

(3)

(3)

(4)

(4)

(5)

(5)

KWL 차트의 ‘L(Learned), 배운 것 및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부분(2)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2)
해당 글에서 알고 싶은 것

⇨

알고 싶은 것이 해결되었는가?
(○ , △, × ) 선택 1개

(1)

(1)

(○ , △, × )

(2)

(2)

(○ , △, × )

(3)

(3)

(○ , △, × )

(4)

(4)

(○ , △, × )

(사) 다시 한번 학습자 개개인이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의 ‘돼지’와 읽기 자
료의 ‘돼지’의 지식이 같을 수도 있도 다를 수도 있음을 환기시켜 주며 위 두 번째
기록지의 형성 평가(선택 문항)에 답하게 한다. 그리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아) 마지막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오해나 실수담을 쓰기 과제로 제
시하거나 쓰기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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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12간지, 속담, 관용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동물 명칭 중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
이라는 자극어를 주었을 때의 반응어와 ‘별명’이라는 자극어를 제시했을 때의 반응어를 한국
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극어로 ‘동물’을 제시했을 때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돼지의 외모적 특징에 주목한
다음 그것의 기능이나 역할로 세분화하여 반응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에는 음식으로서의 돼지에 주목해 반응하였다.
둘째, 자극어로 ‘별명’을 제시하였을 때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모두 돼지의
습성(많이 먹는다)과 그것의 결과(뚱뚱하다)로 반응하였다. 다만 중국인 대학생들의 경우 한국
인 대학생들의 경우는 연상 1에서 ‘게으르다, 멍청하다. 바보’의 반응이 더 나타났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국인 대학생이 한국인 대학생보다 ‘돼지’를 ‘별명’으로 적용하거나 사
용했을 때 더 부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 및 활용을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머리 속 어휘 사
전 형성 방식 구명 및 연상어 사전 또는 연상적 의미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
인이나 집단의 의식 세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소 추출 및 의사소통(대인 관계)학 및 병리
학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명’과 밀접한 ‘동물’ 명칭은 개인의 정신 세계 및
또래 집단의 의식 세계 그리고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
자면 별명과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별명’이 단순한 언어유희나 개인적인 의미 차원을
넘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사회적 집단의 동의를 바탕으로 형성ㆍ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별명이 개인과 집단 그리고 대인관계 성향과 밀접하다는 실마리를 제
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 습득 및 교육에의 기여 및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개, 돼지’ 동물 명칭 사용 패턴을 파악하여 그것의 연상 의미적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 또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중 ‘어휘
및 문화’ 분야에 적극적으로 응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 및 활용 중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로 적용하기 위해 그것
의 교수・학습 모형을 ‘읽기’ 영역으로 한정하여 구성해 3장에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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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한국인과 중국인의 동물 명칭 단어 의미 연상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
- 단어 ‘돼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박지윤(이화여대)
이 연구는 단어 ‘돼지’를 중심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단어 의미 연상을 통해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의 임무를 맡아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연구 목적 재확인

이 연구는 단어 ‘돼지’를 중심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단어 의미 연상을 통해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논증이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 선행되어야 할 연
구 과정들은, 우선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돼지’ 단어 의미 연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
으며, 그 차이점을 문화소(文化素)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는
‘돼지’ 단어 의미 연상의 차이점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즉 문화소(文化素)에 대한 분석)를 밝히고 있지 않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극어 동물’과 ‘자극어 별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에는 ‘자극어 동물’과 ‘자극어 별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
의미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도 ‘자극어 동물’과 ‘자극어 별명’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실
효성의 의문이 남습니다.
따라서 단어 연상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 마련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서론에서도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방안이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어 ‘돼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단어를 실험해야 할 것
이고, ‘자극어 동물’과 ‘자극어 별명’의 구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의 단어 연상 조사를 통해 연상의 차이점을 문화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시 이러한 결과를 활용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보다 적합
한 교육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제목도 다르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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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단어 의미 연상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단어 ‘돼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은혜(2011)에서는 자극어 10개(겨울, 어
머니, 생일, 빨강, 채소, 후식, 비, 기차, 집, 돼지)로 선정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각각의
자극어에 대해 쉼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5개의 연상어를 적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연구
에서는 자극어가 ‘돼지’이고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에게 10분 안에 연상어 5개를 적도록 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와 김은혜(2011)의 ‘돼지’ 단어 연상 결과와 유사한 점이 있
어 이 연구가 선행 연구보다 발전된 논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3장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적용 방안(엄밀히 말하면 ‘방안’이 아니라 ‘방법’)
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국어교육학에서 ‘읽기 교육’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3. 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한국인 대학생 81명과 중국인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각
주 16에서는 ‘자극어에 대한 반응어의 경향성을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설문 조사된 인
원 수의 차이가 그다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조사’를 할 때는 ‘변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과 중국인 피험자
수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인 대학생 40명은 한국어 숙달도의 편차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변
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숙달도가 고른 피험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
다. 이는 3장에서 모형을 제시할 때 ‘해당 모형은 중․고급 학습자에 해당하는 중국인 대학
생의 교양 수업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중․고급 학습자에 해당’하는 학습
자에게 응용하기 위해서라면 논문의 논의 흐름상으로도 조사 대상자 선정 때 한국어 숙달도
가 ‘중․고급 학습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숙달도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자극어 ‘돼지’는 중국어로
번역해 제시하고 한국어로 간단한 설명을 2분 정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어
떻게 설명하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의 조사 결과
를 각각 살펴보면 ‘자극어 동물’은 주로 명사형이 많고, ‘자극어 별명’은 상대적으로 서술형
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혹시 설명에서 기인하지 않나 보기 때문입니다.

4. 미시적인 논의들

다음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서론에서 ‘문화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는 주로 낮잡거나 속되게 이르는 말, 놀리는
말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는데, 그 예로 자극어 ‘돼지’의 ‘별명’을 보시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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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일’이라고 하면 ‘미역국’이, ‘기차’라고 하면 ‘여행’, ‘KTX’, ‘삶은 계란’ 등의 연상어
가 떠오르면 이것은 기술된 내용과 다르지 않을까요.
또한 각주 59에서 ‘기타로 처리한 이유는 해당 항목이 잘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기술되
어 있어서 좀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로 밝히고 있는데, ‘기타’의 빈도수가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설문지를 받을 때 필체를 확인하였으면 좀더 정확한 연구가 나
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2.2.에서는 연상5를 연상4 옆 칸에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연상4 아래 칸에 위치시
켰는데, 연상5 역시 연상4와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상4 옆 칸에 위치시켜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기 전 단계 교수․학습 모형’에서 (가), (나), (다)…와 같이 단계별로 내용을 나
열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 측면에서 (다)는 (가) 다음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가)
에서 학습자들에게 읽기 자료(제시글)의 ‘제목이 어디 있는지’ 물어 본 뒤, (다)에서 해당 읽
기 자료(제시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읽기 후 단계’ (다)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과 관련된 내
용이 있는 부분이나 문단을 찾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것을 관련 내용
이나 문단에서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읽기 후 단계’ (아)는 그동안의 읽기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쓰기 활동이므로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장 결론의 하단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로 적용
하기 위해 그것의 교수․학습 모형을 ’읽기‘ 영역으로 한정’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를
제시하면 논의의 무리가 있게 됩니다.
4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는 ‘12간지, 속담, 관용어에 자주 나타나는 동물 명칭 중 ’돼지‘를
대상으로’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렇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논의들에서 ‘12간지, 속담, 관용어
중 돼지와 관련된 문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논의에서는 그러한 문안이 제시되었지 않
기 때문에 이 기술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 연구의 결과로 여러 기대와 활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며, ‘연상적 의
미망 구축’, ‘문화적 요소 추출 및 의사소통학, 병리학 활용’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가
있기 위해서 논의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논증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의에서 그러한 논증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술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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