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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서사적 형상
― 전남 작가의 사례를 통한 소묘 ―
장일구(전남대)

1. 문제와 단서
전쟁은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조장한다. 평화로운 일상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돌
발 사태에 직면한 이들이 겪는 고초는 미루어 짐작하기 힘들 정도이며 그 양상 또한 일정한
방향을 점칠 수 없게 파상적이다. 전쟁 와중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등
육체적 손실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하다.
삶의 전방위에 걸쳐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가해진 충격은 정상적인 의식 작용을 곤란하게
한다. 공동체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입장이나 처지, 행적 등과 무관하게 돌연 직면
하게 된 사태는 정신적 공황을 부르며 충격적 경험으로 각인된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들의
정신에 심대한 상처를 안긴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폐허의 현장을 복구하고
부상의 후유증을 치료하여 일상의 질서를 회복하려 도모하는 것은 수순이다. 이때 정신적
외상은 육체적 외상의 환부보다 더 심각한 병증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넘겨봐서는
안 된다. 정신적 외상의 환부는 그 외연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병증의 징후가 어떤 양태로
드러날지 예측하기 곤란한 탓에 주목을 끌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병증의 징후가 즉각
발현되지 않고 잠복기를 거치듯이 의식 저변에 잠재되어 있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떠한 계
기로 인해 돌발하는 까닭에 전쟁으로 빚어진 결과로 알아차려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자체가 주는 정신적 압박(stress)과 전쟁 와중에 직면한 충격적 경험
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저층 또는 무의식의 층위에 각인되어 잠재될 수 있다. 의
식의 통제를 받던 욕망이 의식이 잠든 사이 떠올라 펼쳐진다는 ‘꿈(Traum)’과 흡사하게,1)
저러한 압박과 충격은 의식의 통제가 무력해지는 순간 의식 위로 역동하여 정신의 안정된
구도에 심각한 혼란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신이 다쳐 생긴 외상인 ‘트라
우마(Trauma)’는 그렇듯 육체적 외상과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어 삶의 장
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기제(mechanism)이다. 이는 특히 원인 상황과 동떨어진 시간이나
공간에서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기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십상이어서 파급력이 대단
하게 느껴진다.
특히 ‘한국전쟁’은 전쟁 일반의 문제 상황에 소위 ‘동족상잔’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덧붙어
그 상황에 직면한 이들의 스트레스와 충격의 지수를 증폭하는 변수가 부가되어 있다. 가령
가족과 친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상황을 목도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지만, 그런 상황으
로 내몬 이가 또 다른 가족이나 친지라면 그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는 것
이다. 한국전쟁은 그러한 충격들이 표상으로 응축되어 표지가 덧붙은 양태로 기억되는 것이
상례이니, 이에 관한 담론은 트라우마와 조응되는 국면들이 중요한 거점을 이루는 것이 온
당하다. 이를테면 한국전쟁을 배경이나 제재로 한 소설에 드러난 트라우마의 징후들을 들추
1) Barrett, Deirdre (ed.), Trauma and Dreams, Harvard UP., 199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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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살피고, 전쟁이 유발한 정신적 외상의 환부가 삶의 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형
상화 양상과 치유를 모색하는 서사적 대응의 양태를 조망할 여지가 열린다.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는 비단 전쟁 현장에서 빚어진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제재만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극한 대립의 응축태인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 부른 정신적 외상의 징후에 관여된 현상을 아우르는 계열표상(패러다임paradime)을 일
컫는다. 이에는 분단을 야기한 해방기 좌우 이념 대립부터 분단 후 한국전쟁기에 극화되고
오늘날 삶의 내밀한 구석에까지 자장(磁場)을 미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담론적 실천들이
포괄된다. 특히 트라우마는 그 자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만이 관건이 아니라, 그로 인해
빚어진 사후의(post-traumatic) 정신증적 장애(stress disorder)로 드러나는 징후와 그 파
장으로 유발된 현상을 들추어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의미
망은 그 범위와 자장이 특정 시기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2) 다만 논의의
수순과 편의를 위해 우선 전남 지역 작가들의 소설―그마저도 몇몇에 한정된―을 통해 밑그
림을 그려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2.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징후
‘정신적 외상’이라 번역할 수 있는 ‘트라우마(Trauma)’는, 충격적 경험이 잠재 의식에 각인
되었다가, 때때로 무심코 떠올리는 기억으로 드러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병증이
다.3) 그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은 심한 정신적 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는다. 이는 육체적 외상보다 더 심각한 정신
적

고통을

유발하게

마련이며,

외상이

없는데도

몸이

아픈

심신증(psychsomatic

syndrome)을 수반하기도 한다. 심각한 외적 징후가 드러나든 특별한 징후 없이 잠재되어
있든, 트라우마는 삶의 장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역동 기제
의 동력원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구도에 관여된 개인의 정신적 기제에 관한 항이면
서도, 그 원인이 되는 충격적 경험이 공동체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비약되곤 한다. 이를테면 반공 이념과 분단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억압 구도에 짓눌
린 시대의 아픔은 그 자체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재생산 구도를 빚는다. 동족 상잔의 전쟁
이 비극적 트라우마의 텃밭이라면,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 아픈 기억을 들추어 개인적 원한
과 복수심을 완고한 이념 갈등의 구도로 환원함으로써 강박이나 피해망상과 같은 증후군을
사회적 차원에서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키우는 거름이라 할 만하다.
시대와 불화를 겪는 문제적 개인을 다루어 갈등 구도의 핵으로 삼는 소설(novel)이라면 이
러한 트라우마에 관한 표상들을 최적화하여 서사의 주제로 삼기에 제격일 것이다. 특히 데
뷔작인 ｢퇴원｣ 이래 서사적 병리학이라 할 서사 주제를 형상화하여 한국 현대 소설사에 한
2) 이 맥락에서 전남 지역 작가의 소설을 사례로 이 주제에 대해 살피는 일이 특정 지역에 특화되거나 고유하게
드러나는 국면을 도출할 것을 전제로 한 설정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인다. 이는 논의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설정인데, 혹 지역에 특화된 단서를 포착한다손치더라도 당장은 가설 수준의 성긴 생각을 구상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얘기이다. 그런 면모를 밝힌다고 해도, 트라우마에 관한 입론의 의의
를 염두에 두고 보면, 한국전쟁 트라우마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다. 이
글은 논의 대상의 범위를 극히 한정하여 밑그림을 그리는 소묘에 불과하다.
3) Sigmund Freud, Der Mann Moses und die monotheistische Religion, Gesammelte Werke XVI,
S.Fischer Verlag, 1981, S.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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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그었다고 평가 받는4) 이청준의 소설에서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징후들이 많이 포착된
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정면으로 다룬 ｢병신과 머저리｣에서, 육체적 부상보다 정신적 외상
의 징후가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정신적 외상으로
야기된 심신증의 징후들 또한 시사되면서 정신적 외상의 증후군이 그의 여러 소설에서 이야
기된다. 특히 그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트라우마의 원형 모티프라 할 수 있는 ‘전짓불 공포’
의 파장이 삶의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정을 기조로, 여러 겹의 이야기를 조응시켜 한국
전쟁 트라우마의 의미망을 조밀하게 짜는 한편 넓은 면으로 직조한 ｢소문의 벽｣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간호원이 병실을 들어서자마자 박준이 느닷없이 발작을 일으켜 버렸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호원은 그때 어둠 때문에 손전등을 켜들고 병실로 들어섰는데, 그 전짓불빛을 얼굴에 받자
마자 박준은 별안간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번개같이 간호원에게로 달려들더라고.
그리고는 난폭스럽게 전짓불을 후려뜨리며 미친 듯 화가 나서 간호원의 목줄기를 마구 눌러 대더
라는 것이었다. …(중략)…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짓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박사는 그 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
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
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
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
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
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전짓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 시킨 것
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짓불이었단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짓불을 연상시키고 있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소문의 벽｣, 198~1995))

‘박준’이 일으킨 ‘발작’이 ‘전짓불’에 대한 돌연한 반응이었으며 그 전짓불이 그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부르고 있다는 데서, ‘전짓불 공포’가 정신증적 징후의 원인에 해당하는 트라우마
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 트라우마의 연원을 밝히는 일이 정신적 이상 징후
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단서를 얻는 일이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발작을 통해 드러난 이
상 행동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니라 그 징후를 발현시킨 정신적 외상의 연원에 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분석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지된 것만으로도, 이 소설에서 인간의 정신적
징후에 접근하는 섬세한 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 과거의 충격적
경험이 기억의 저변에 각인된 트라우마를 설정하였음이 드러나면서 이 소설이 지향하는 주
제 의식의 상당한 밀도와 무게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의 한 사람은 우리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짓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짓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
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답을 잘못 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10~212, 230~242쪽 참조.
5) 이청준, ｢소문의 벽｣,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53, 두산동아, 1995. 이후 같은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인용 대목 끝에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기로 함.

- 3 -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
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짓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소문의 벽｣, 204)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심대한 위기감과 공포감을 안긴다. 그런 처지에 내몰린
이들에게 위와 같이 생사를 가를 선택을 강요 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은 강도 높은 트라우마
를 의식 저변에 각인하기 십상이다. 체험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절망적 상황을 숨죽인 채
목도하는 처지라고 해서 그 공포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이
온전히 다져지지 않은 아이로서는 직접적인 경험보다 공포에 질린 어머니의 모습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법하다. 오히려 의식의 방어 기제를 작동하지 못하는 미성년의 비상한 체험
은 무의식의 심연에 더욱 저변화되어 에너지가 증폭된 트라우마의 양태로 전화될 수 있다.
어쨌든 극심한 이념 투쟁 속에서 적대적 이념을 봉쇄한 채 소통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상
황에서 한국전쟁 트라우마가 응축되어 빚어진다는 표상이 위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통해 형
상화되고 있어 의미망의 중요한 교점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전쟁 당시의 기억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 의식 겉면으로 들추어져 역동함으
로써 발작과 같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개인 차원의 정신
적 외상 징후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스트레스 장애 요인으로 비화된다
는 설정을 통해 그 의미망이 확장된다. 일방적 강요로 소통을 봉쇄하여 공황을 조성하는
‘전짓불’이란 기제가 그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진솔한 자기 진술을 가로막는 정체 모를 거
대한 힘으로 전형(轉形)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 형국이 전개되면서 그러하다.
한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
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짓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
이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소문의 벽｣, 204~205)

전쟁 와중의 절망적 상황에서 겪은 공포감은 시공의 격차와 사안의 차이와 무연하게 ‘소설
작업’에 흡사하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어야 할 소설 쓰기를 방해
하는 상황은 일방적 이념의 선택을 강요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과 사의 갈림을 결정했던 정
체 모를 상대의 위협과 강압이 고스란히 힘을 발하였던 절망적 상황에 비견된다는 얘기다.
둘 사이의 인과적 고리나 계통적 교점이 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문제 상황의 지
점이 사뭇 다르지만, 사실을 이중으로 허구화하는 장치인 서사적 액자 구성을 취하는 한편
트라우마의 발현 기제를 서사 전개의 거점으로 설정하여, 한국전쟁 트라우마와 문학 행위의
계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전짓불 공포를 야기한 기억을 성실하게 진술하려는 문학 행위와 그러한 작업을 검열하듯 일
방의 진술을 강요하는 억압적 시대 상황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에 주목하는 한편, 서사를 이
해하고 수용하는 인지 공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허구의 효력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위와 같
은 트라우마로 조장된 부조리 상황 자체를 진술하는 정황을 통해 트라우마의 연원과 작용
기제가 들추어져 직면할 수 있게 상대화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로써 서사적 치유의
처치 공정이 발단되는 서사적 병리학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며, 종내는 전짓불 뒤에 숨
은 기제의 정체와 무관하게 정직한 자기 진술을 행하는 작가의 의식에 관여된 이 소설의 본
질적 주제 의식이 의외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은 전짓불 공포를 치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심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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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트라우마는 짐짓 전짓불 공포에 수렴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일방의 이념을 집요
하게 강요하고 다른 가치를 묵살하여 제삼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마음에 품
는 것조차도 금기시하는 억압 기제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현실적 문제 상황
에 자장이 미친다. 그 트라우마는 비단 충격적 경험에 직접 노출되었던 개개인의 문제만 아
니라 역사적 계통으로 구성된 사회 문제에 수렴되어 파장이 큰 것이다. 전장(戰場)은 수습
되었지만 전쟁의 시발이 되었던 이데올로기적 전장은 수습되기는커녕 삶의 전역에 걸쳐 저
변화되면서 확장된 형국이다.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징후만 아니라 그 자장에 대한 서사적
형상에 관심할 여지가 사뭇 큰 셈이다.

3.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
한국전쟁 와중의 비극으로 빚어진 트라우마 못지않게, 전쟁 이후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
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한 반공 이념의 압제로 트라우마가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
이목을 끈다. 이른바 국시로서 체제를 공공히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반공’은 모든 가
치의 위에 군림하여 정치 영역은 물론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장악력을 발휘해 왔다. 사
람들은 저 이념적 통제 아래서 적대적 이념은 물론 제삼의 생각을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완고한 체제 속에서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다. ‘레드 콤플렉스’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
지 않을 만치, 이념적 통제 상황은 심대한 정신증적 징후를 야기할 위험이 응축된 집단적
무의식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실로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는 미명 아래 적지 않은 시국 사범이나 반체제 활동이 간첩단 사
건으로 조작되면서 사회 전역에 충격파를 안겨 왔다. 사건의 주모자나 가담자로 몰려 공산
당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 자신은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여 육체적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정신적 외상을 안고 고통스러운 삶에 내몰린다. 당사자가 아니라도
체제 권력이 자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충격을 받은 이들이라면 부지불식간에 의식 저변에 상
흔을 안게 될 상황에 노출된다. 전방위에 걸쳐 작동하는 이념 통제와 의식의 억압 기제는
사회 성원들에게 사회적 트라우마라 해도 좋을 정신적 혼란의 요인을 안겨 왔다. 한국전쟁
을 규정하는 동족상잔의 충격이 반공 체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서 오는 충격과 어우
러지면서 ‘사회 정신’은 억압되고 저변화되어 짐짓 집단적 콤플렉스가 빚어진 것이다.
한국전쟁 트라우마는 전쟁기와 한참 동떨어진 시간과 공간에서도 그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
고 어떤 계기마다 들추어져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문제 상황을 빚곤 한다. 상대적으로,
정신적 상흔을 직시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 보기 위해서, 시공의 격차에 구
애됨 없는 그 트라우마의 자장을 현실의 문제 상황에 수렴시켜 읽어 내는 혜안이 요구된다.
체제 이념에 대한 반체제 이념 투쟁이 반공이라는 이념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 무력화되거나
레드 콤플렉스에 휘말려 체제 이념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빌미로 악용되는 숱한 사례에 비
추어 보면, 반공 이념에 대한 이념적 대응의 한계를 의식할 수 있다.6) 분명 이념 자체에 대
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이 문제 상황의 해결에서 중추를 이루는 방향이겠지만, 이념 대
립과 이념 통제 와중에 황폐화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문제 상황에 관심을 돌리자
면, 반공 체제의 이념이 삶의 장을 장악하여 펼쳐지는 담론적 실천의 면면들을 들추고 이에
6) 가령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같이 이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그도 대하 장편 규모의―의 가치와 한계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도적 이념을 부각하는 소설이라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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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대항 담론을 구성하는 데 관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청준은 그러한 담론으로서 매우 유효한 거점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한
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은 제법 넓게 형성되어 있다. ‘전짓불 공포’로 대변되는 그 트라우마
는 전쟁 당시의 공포에 국한되지 않고 일방적인 이념의 강요로 인간 본연의 순조로운 생각
과 이를 나누는 소통 경로가 억압된 현실의 단면을 들추는 표상으로 활용된다. 말문을 틔워
야 정신적 외상의 치유를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건만 일방의 이념을 강요하는 체제는 그러
한 말문을 틀어막은 채 소통의 장을 열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 사회만을 용인할 뿐이다. 되
려 여러 생각들의 가치를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은밀한 풍문을 유포하는 책략이 쓰인
다. 일방의 이념을 강요하는 전짓불 공포에 연결된 트라우마는, 양방향으로 순조로이 열린
소통의 여지가 봉쇄한 현실의 계기들에 연루되면서, 실존적 부적응의 징후를 확산하는 기제
를 작동시킬 상징적 뇌관으로 전화된다. ｢소문의 벽｣을 비롯하여 전짓불 공포를 모티프로
한 여러 소설에서, 이념의 은밀한 통제를 위한 담론적 실천의 양상들이 소문의 형태로 유포
되는 현상이 트라우마에 맞닿아 있다는 서사적 설정은 무릎을 칠 만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실 무근의 허구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퍼지는 과정에서 버젓한 사실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사실보다 더 그럴싸하게
꾸며진 허구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실이 허구로 오인되는 일마저 벌어질
수 있다. 일의 인과와 무관하게 흥미를 끄는 언사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일방의 전언을 강
요하며 으르는 이들은 불을 지피지 않고서도 연기를 피우는 술책을 부린다. 그 술책은 현실
문제의 연원이나 현황을 흐리거나 가림으로써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꾸미는 데서 효력이
적중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다. 당신은 아까부터 자꾸 전짓불의 공포라는 말을 써왔는데,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그 전짓불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의 소설 작업과 관련하여 지
금 당신은 어떤 곳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는가.
―말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소문 속에 있다.
―소문 속에라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소문의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일 것이
다. 그래야 그것은 우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게다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소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선 늘 두꺼운 소문의 벽을 쌓아 주고 있는 것이다. (｢소문의
벽｣, 231)

이러한 소문의 벽에 부닥쳐서도 진실을 들추려는 시도가 소설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언
명이 재삼 주목을 끈다.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원상을 낳은 전짓불은 현실적 연관 속에서 소
문으로 변주된 것으로 설정된다. 온전한 자기 진술에 해당하는 소설 작업에 간섭하는 전짓
불은 정체를 호도하는 소문을 입은 채 진솔한 자기 진술을 방해하고 그러한 진술은 도모하
는 이들에게 여지 없는 복수를 가할 음모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사람들은 ‘정
직한 자기 진술’(｢소문의 벽｣, 230)을 가로막고서 결국은 일방의 이념을 강요하듯 진술을
봉쇄하는 소문에 길들어지고 되려 더 완고한 소문의 벽을 조성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는 것
이다. 짐짓 언로가 막히고 강요된 이념에 강박된 이들이 그러한 처지와 문제 상황을 의식하
지 못하는 터라면, 관성화된 삶의 방식에 균열을 가하는 트라우마의 원인 상황을 들추어 알
아챌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성화된 사회의 이념적 벽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그
러한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작가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한국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빚어진 트라우마의 자장이 미치는 현실 상황에 대응하는 ‘정직한 작가’의 태도와 의식에 대
한 다음 진술이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말문을 트게 하는 치유의 방책에 대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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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엿보게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작가를 막론하고 그가 만약 정직한 작가라면 자기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
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려는
방법은 작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주관적으로 말한다면 한 시대가 모든 작가들에
게 어떤 특정한 작업 방법을 요구해 올 경우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한 시대
의 압력이란 모든 작가들에겐 상대적인 것이며, 일률적으로 그들을 강제할 기준을 지니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작가는 그가 만약 자기 시대의 요구를 비겁하게 회피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성실하
게 극복해 나갈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다른 것은 그 방법일 뿐이다.(228)

｢소문의 벽｣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소문’으로 치장한 ‘전짓불’을 부리는 이들은 교
묘한 언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로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확산하는 이념의 통제자들
에 상응한다.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상황과 흡사한 허구를 유포하는 소문의 방식은 그럴싸
하게 꾸민 말을 사실로 전도시키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벽’을 세워 실체에 범접을 허용하지
않아 사실을 호도하는 소문의 속성을 고려하면, 사실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본디 가능하
지 않다는 생각이 궤를 같이함 직하다. 정체 모를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진실을 말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날조된 이야기라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동안 사실인 양 뒤바
뀌는 양상과 흡사하다.
이러한 소문의 본색과 유통 양상은 이데올로기의 유포 전략을 일깨운다. 트라우마의 병반을
후비는 악한 책략들이 이에 활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데올로기의 강압과 트라우마를 고착
화하려는 책동은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소문을 조장하고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의 책략
이 트라우마가 삶에 위해를 가하는 경로와 흡사한 면도 주목할 만하다. 이념적 억압 구도
속에서 파생된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낳고 그 층위가 겹으로 심화되고 확산되는 식으로, 트
라우마가 무한저변화(mise en abyme)되는 징후들은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이 무한 확
장되는 정황에 맞닿는다 해도 좋을 것이다.7)

4. 전쟁 트라우마의 서사적 반향
한국전쟁은 집단적 혹은 사회적 차원으로 비화된 트라우마를 낳았다. 기실 트라우마는 전쟁
이나 대학살(holocaust)의 참극을 목격하거나 그 현장에서 실제로 물리적인 외상을 입어 죽
음에 근사한 고통을 당한 충격에서 오는 경우에 더욱 문제시된 테마이다. 이는 직접 일을
당한 이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적 공황이 부르는 상흔으로 비약되는 것은 물론, 비극적
역사의 원인을 반대편 이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이념적 선택의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억압
함으로써 야기된 이차적 트라우마의 사회적 문제로 전이된다. 이념 문제로 환원된 문제 상
황일수록 다른 이념적 가치에 대해 발설하는 것 자체가 적대적인 편에 놓이는 까닭에 언로
7) 보완할 논지들: 한승원 소설에서 한국전쟁의 상흔은 역사적 비극의 맥을 타고 현실의 갈등의 저층을 이루는
것으로 전제되곤 한다. 일제강점기의 신구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양상이 민족 이념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그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양상으로 전이되는 한편, 현실적 이권 다툼으로 빚어진 심대한 갈등 양상의 연
원으로 극화된다(아버지와 아들, 바다의 뿔, ｢폐촌｣ 등). 임철우는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 작가군의 한 구심을 이루는 작가로서, 일방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적 해법에 얽매이지 않는 전향적인 이해
구도를 제시한다. ｢아버지의 땅｣은 이 맥락에서 의미심장한 결실로 이미 알려져 있다(｢아버지의 땅｣, ｢곡두
운동회｣ 등).

- 7 -

를 차단하는 전략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트라우마 치유의 관건은 그 기억의 연원과
내용을 직면하고 이를 이야기하여 푸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말문'을 틔우는 데 있다. 그러므
로 문제의 연원을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에 고착시키려는 쪽은 트라우마의 치유를 모색하
는 데 나서기는커녕 되려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문제 상황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
고 정신증적 징후를 안은 이들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전락시키는 계략을 구사하기 일쑤다.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서 반치유적 기제이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강박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그들의 책략에 대응하여, 말문을 틈으로써 고
통스런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 서로가 연민하고 감성이 어우러지면서 연대 의식을 이룰 여지
가 조성된다.8) 이로써 트라우마에 강박된 채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짓눌려 고통스런 사태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던 이들이 서로 담화의 장에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정황이 형성될 법하
다. 함께 고통 당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터라면 혼자서는 떠올리기 끔찍한 기억이
라도 언로가 트인 공간에 투사할 수 있는 정신적 전기를 열 수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로 깊이 남은 상흔은 관념도 아니며 그렇다고 물리적 실체도 아니다. 관념이라서
뇌리에서 지우면 그만일 수 없으며, 실체라서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기마다 의식의 표면에
돌출되어 고통스런 기억 뭉치로 떠오른다. 때로 심신증적 징후를 야기하거나 심지어 자학적
인 행동까지 유발하여 문제이지만, 결국 트라우마는 그 실체 여부보다는, 삶에 작용하는 과
정이 이해의 관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외상은 그 병반을 치유하여 회복하거나 맺힌 응어리를 풀거나 하여, 당사
자가 정상적인 의식과 안정된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책을 구하는 편이 타
당하다.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기억을 덮어버리려 드는 것도 문제이며 그 기억을 무턱대
고 드러내고 도려내어 없애려 하는 것도 문제다. 고통스런 사태에 대한 기억을 직면하여 이
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담화의 장을 여는 것이 치유의 구심점인 만큼, 상흔을 실체로 보
고 이를 마구 건드려 환부를 더 키우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억의 저편에서 우원하여 이야기를 유도하는 처방이 효과적인데, 이를

테면 심리극(psycho-drama)의 원리처럼 대역(persona)을 내세워 그 사연을 이야기하거나
극화함으로써, 기억에 직면해야 하는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 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서사적 담론은 이 맥락에서 매우 효과적인 처방의 전형이라 해도 좋다.
트라우마의 치유 방식으로서 모색할 서사의 양상이 단면이나 단방향일 수는 없다. ‘대학살’
의 참극, 그 살육의 현장에 연루되었을 이들에 얽힌 사연이 한두 가지 면에만 걸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죽어간 이들, 심하게 부상을 입어 고통을 겪는 이들, 피해 당사자들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가족들,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며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괴로
워하는 이들, 혹은 총칼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음을 자책하는 이들, 심지어 무자비한 폭
력을 휘두르며 무고한 이들을 난자하고 그들에게 총을 겨눴던 이들에 이르기까지, 언뜻 떠
올려 보아도 여러 국면의 이야깃거리가 있음 직하다. 정신적 외상의 계기가 다를 것이며 이
를 짊어지려는 태도 여하가 다를 것인 만큼 이야기의 양상이 각색일 게 분명하다. 병반의
상태가 다르기에 치유의 처방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는 것도 수순이다. 결코 일방적인 이
념의 강요나 적대적 이념의 강압을 통해서는 치유의 방책을 구성할 수 없다.
한국전쟁과 같이 역사적 비극이 유발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처방을 모색해야 하는 상흔이다.9) 구성원 개인의 총합이 사회의 외연에 훨씬 못미치듯, 전
8) Herman, Judith Lewis, Trauma and Recovery, Basic Books, 199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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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와중에 입은 개인의 트라우마는 그 모두를 모은다 해도 사회적 트라우마의 크기나 비중
에 미치지 못한다. 나치의 대학살에 대규모로 희생된 유태인들의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책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돌이켜 보아도 좋다. 물리적인 보상이나 전
범의 처벌과 같은 가시적인 처방으로만 이룰 수 없는 치유의 국면은, 트라우마의 상흔을 딛
고 정상적인 삶의 에너지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적 차원의 상징적 처방을 요구하는
데 이른다. 서사적 담론은 떠올리기 쉽지 않은 정신적 외상의 연원을 드러내어 갖은 형상들
을 통한 처방을 제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개개인들에게는 사태의 진상과 체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떨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그러한 이야기들
이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 부쳐짐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성원들의 문제 상황을 공론의
장에서 직면하고 문제 상황을 해소할 방식에 대한 모색의 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징후의 치유를 위한 해법을 소설에서는 어떠한 양태로 제시
하는지 관건으로 부상한다. 실로 그 치유의 방책은 단순히 환부를 찾아 말끔히 도려내는 외
상 치료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색의 방향이다. 정신적 외상은 어떠한 장면이
나 사건이 충격적인 경험으로 환원되어 의식 저변에 잠재된 양태로 각인된 것일 뿐 실체가
분명한 것이 아니며 그 병증의 발현 양상이 여일한 것도 아니다. 이는 그저 무의식의 저층
에 잠재된 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어떠한 계기에 의해 의식의 표층으로 역동하여
정신의 안정된 구도를 헤치고 존재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내는 구성적 현상과
도 같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일은 일반적인 대증요법(對症療
法)이나 매뉴얼에 따라 규격화된 방식에 의존하기 곤란하다. 더욱이 정신적 외상의 요인이
된 사태를 일방적인 구도에 환원하여 수용하도록 억압하거나 사태의 원인이나 문제의 책임
을 호도하여 망각을 강요하는 것은 트라우마의 에너지원을 증폭시키기에 위험천만한 일이
다.
｢소문의 벽｣은 그 위험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표한다.
“박준을 정말로 미치게 한 것은 박사님 당신이란 말입니다. 박준이 이 병원을 찾아오기 전부터
그 전짓불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준은 그래서 자신
의 피난처로 이 병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병원 안에서 자신을 광인으로 심판받음으로써, 그 전
짓불과 불안한 소문들과 모든 세상 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데 불행하게도
그가 피난처로 찾아온 병원이야말로 진짜 전짓불, 더욱더 무서운 전짓불의 추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박사님은 그가 누구보다 큰 진술의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욱 철저하게 그 욕망을 숨겨 버리려고 했던,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박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
니다. 박사님은 그 살인적인 사명감과 자신력으로 어젯밤 끝내 박준을 미치게 하고 말았어요.” (｢소
문의 벽｣, 237)

‘김박사’는 ‘박준’의 병증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전기라는 점을 의
식하여 정신증적 징후에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요법이 필요함을 알고 있는 의사다. 그렇지만
그가 구상하는 치료법이란 일방적 진술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과 흡사한
방식이어서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아 발설하게 하는 치유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명된다.
정신적 외상의 환부를 후비듯 하는 ‘전짓불의 추궁’으로 빚어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그 트라우마에 대한 진솔한 자기 진술의 우회 방식을 통해 말문을 트게 하는 방책이
유효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자기 방식을 지나치게 자신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기실 박준의 소설에 관심을 갖고 그 소설에 드러난 자기 진술을 진중하게 검토하라는
9) Kai Erikson, ‘Notes on Trauma and Community’, Cathy Caruty (ed.),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Johns Hopkins UP., 1995, p.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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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서 그러한 정황이 시사된 터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을 진술하
게 하여 고통에 내모는 촉매로 작용하는 추궁은 박준이 규정하는 대로 ‘위험한 질문’일 뿐
이다.
자기 진술의 욕망이 부조리하게 얽힌 박준의 정신은 전짓불 공포로 야기된 트라우마와 이를
직면하여 말함으로써 그 공포를 떨쳐 소문의 탈을 쓴 이데올로기의 강박에서 해방되고자 하
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의식 구도에 내몰려 있었던 것이다. 안정된 삶의 조건이 되기는커
녕 트라우마를 역동시키기 십상인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여 정신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찾은
‘병원’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이, 전짓불의 공포로써 그의 정신적 외상을 심화하여 결정타를
안긴 것으로 판명된다. 병원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되려 정신적 외상의 환부를 후벼
서 병증을 악화하는 장소로 전락한다거나 병증에 시달리는 이들을 감금하는 감옥과도 같은
구실을 하는 장소로 전형(轉形)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을 온전히 못하여 성원들
의 안정된 삶의 여지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폐
쇄된 감옥과도 같은 기제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조응한다. 병원이라는 이
중적 공간이 트라우마의 치유 아닌 확산의 계기이며, 심지어 정신적 외상을 조장하는 산실
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려져 의미심장한 형상이 그려진 것이다. 병원은 현실에 부적응한 이
를 포용하여 진솔한 치유책을 모색해 주는 친화적 공간이기는커녕, 주인공과 세계 사이의
불화를 심화하는 문제적 공간으로 부상한 셈이다. 의사도 병원도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방
책을 모색하는 방향에 수렴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요한 진술에 대한 강박을 심대하게 하여
트라우마의 역동을 촉발하는 역기능을 함으로써, 이념에 강박된 현실의 부조리를 단적으로
반증할 뿐이다.
이에 반해 ‘G의 이야기’를 통해 투사된 박준의 자기 진술에서 정신적 외상의 치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서사적 치유를 긍정하고 적극 모색하는 작가 의식
을 대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나는 사무실로 올라오자 곧장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데 그 박준의 소설이 이번에는 정말로 나에게 신문사를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었다.
전짓불이―바로 그 소설 속에 박준의 전짓불이 번쩍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스럽게도 박준은 2년쯤
전에 말한 그 전짓불을 소설 속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짓불은 소설의 곳곳에서 무
섭게 번쩍이고 있었다. 아니 박준의 이번 소설은 바로 그 전짓불을 위해서, 그리고 전짓불에 의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판국이었다. 어찌 보면 박준 자신이 전짓불 아래 앉아 끊임없
이 그 전짓불의 강한 조명을 받으면서,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아마 이건 제가 국민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의 일 같군요. 국민학교 4학년 때라면 그러니까 6․
25전란으로 마을 청년들이 한창 군대들을 나가던 때였지요. …(중략)… 도대체 전짓불은 어째서
늘 이쪽에서 대답할 수 없는 것만 묻고 있는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계속
가슴을 떨고 있었던 것은 청년을 숨겨 놓고 나서 그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것만은 물론 아니었어요. 역시 그 전짓불빛 때문이었지요. 뒤에 선 사람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전짓불 말이에요…….
박준의 소설은 이를테면 그런 식이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소설의 주인공인 G가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난 심문관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대목의 하나인데, G가 그런 식으
로 환상의 심문관 앞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게 된 경위는 이러했다. (｢소문의 벽｣, 207~209)

‘나’는 박준이 쓴 소설이 전짓불의 트라우마를 주제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소설을
통한 자기 진술로써 박준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전후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지속적
으로 확대 재생산되던 그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전짓불의 공포’와 ‘소문의 벽’을 조응시키며, 한국전쟁 트라우마와 이데올로기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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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계열화하여 해석하는 박준의 생각을 수긍한다. 종내 자신의 처지를 박준의 처지에 대
응시키며 현실의 문제 상황이 전짓불 공포에 내몰린 상황과 매한가지라고 확언하기에 이른
다.
박준의 사정이 확실해진 만큼 또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잡지 일이 탁탁해진 이유였다. 원
고들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나 걷혀 들어온 원고들이라야 모두 그렇고 그런 이유가 비로소 분
명해져 있었다. 전짓불 때문이었다. 박준을 괴롭히고 있는 전짓불은 비단 박준 그 한 사람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또는 일부러든 무의식중에든 조금씩은 그 전짓불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누구나 자기의 전짓불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한데 그 전짓불이란 이쪽에서 정직해
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진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 대
게 마련일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이 잘 걷혀들 리 없었다. 쉽사리 거둬들일 수 있는 글이란 그 전짓
불빛을 견디려 하지 않은 것들뿐이었다. 그런 글들이 신통할 리 없었다. 사정이 거기까지 확실해지
고 나자 나는 혼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잡지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오랫동안 주머니 속에 뒹굴려 대고만 있던 나의 사표에 생각이 미쳐 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
로소 나는 내가 무턱대고 사표부터 써넣고 다니게 된 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이
미 나 자신의 진술의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소문의 벽｣, 232~233)

내포작가 층위의 서사 대리자(narrative agent) 격이 초점화된 듯한10) ‘나’의 진술로 기술된
위 대목은 ｢소문의 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해도 좋다. 한
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이 현실의 문제 상황에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 트라우마 치유의 방
향이 서사적 병리학 차원에 정향될 여지가 크다는 의식이 이야기 문맥을 통해 전해지고 있
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 연작과 같이 다른 소설의 문면을
통해서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어 이청준의 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방증을 더 얻을
수 있다.11)

5. 지평
정신적 외상의 치유에 관해 이청준이 던지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이미 ｢퇴원｣에서 명시적
으로 극화되어 있던 것이다. 트라우마의 역동이 외연을 가늠할 수 없는 갈등의 파장을 짓는
다는 점에서 그로 파생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모색은 단순
10) Patrick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Toronto UP., 1994, p.97 참조.
11) 이를테면 연작 중 하나인 ｢전짓불 앞의 방백｣의 다음 대목 같은 사례를 방증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의 삶에서나 그것의 원리적 희망의 기호물인 소설 속에서나 자아 망실의 욕망은 그러므로 본질적으
로 성취될 수가 없고 성취되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삶은 환상으로의 일시적인 도피보다 진
정한 자아의 진실을 근거로 하여 갈등과 억눌림에 맞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그 밖의 다
른 길은 없는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의 공포의
전짓불(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쓴 일이 있다), 그 비정한 전짓불빛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변신이나 사라
짐이 가능했을 것인가. 앞에 선 사람의 정체를 감춘 채 전짓불은 일방적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고 운명을
판가름할 대답을 강요한다. 그 앞에선 물론 어떤 변신도 사라짐도 불가능하다. 대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빗나간 편을 잘못 맞췄을 땐 그 당장에 제 목숨이 달아난다. 불빛 뒤의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을 기준하여 안전
한 대답을 선택할 수가 없다. 길은 다만 한 가지.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근거로 한 선택이 될 수밖
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제 목숨을 건 자기 진실의 드러냄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가선 자기 진실에 기대어 그것을 지키는 것뿐.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서밖에는 자신을 버티고 설
자리가 마련될 수 없으리라는 참담한 이야기다.” (｢전짓불 앞의 방백｣,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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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리적 처방에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트라우마를 야기
한 비극적 역사의 기억이 여러 사회적 문제의 파문을 크게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그 치유
의 방책은 문화적 차원으로 비약된 표상 국면에 회부될 것이라는 지평이 열린다. 삶의 대소
사에서 빚어진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어 해소하고 갈등으로 얽히고설킨 관계를 풀려는 서사
적 대응이 이 맥락에서 기대를 모으며, 실로 트라우마 징후를 치유하기 위한 해법으로 서사
요법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재삼 떠올리게 된다.
한국전쟁은 물리적 삶의 장을 폐허로 만든 것은 물론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한 비극적 역
사다.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이 부른 그 전쟁에 동족상잔이라는 특수한 문제 상황이 대입
됨으로써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빚어진 트라우마 요인을 더 심대하게
안고 있다. 양단의 이념은 어느 한쪽만 편들도록 강요하며, 선택하지 않거나 제삼의 경우를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편을 묻는 상대방의 이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선택의 상
황에서 상대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부르며, 선택 여하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된 사태에 직면한 이들은 극한의 공포감 속에 충격에 몸서리치게 마련이다. 한
국전쟁 트라우마는 이런 회로를 통해 산출되어 인간 정신의 가장 저층에 응축되어 잠재된
것이다.
이렇듯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조장된 트라우마는 반공 이념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된 전후의
문제 상황을 맥으로 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삶의 전역으로 확산되고 삶의 장을 장
악하는 기제가 된 것이다. 그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해소를 위한 모색이 소
설을 통해 진행되어 왔음은 의미심장한 지평이다. 그 지평은 비단 특정 작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특수한 자질보다는 시공의 제약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보편적 현상에 더 가까이 닿
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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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서사적 형상>에 대한 토론문
신재기(경일대)

이 논문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소설에서 어떤 서사적 형상
으로 드러나는지를 이청준의 <소문의 벽>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전쟁은 인명 살상과 인간
삶의 여건을 황폐화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육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상처는 전쟁이 끝나고도 개인의 삶이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병적인 징후로 드
러난다. 특히 정신적인 외상은 당사자의 삶을 고통과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정신적 외상 문제는 시기적으로 전쟁 당시나
전쟁 직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원인이면서 한편으로는 결과이기도 한 분단과
이에 따른 남북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이 하나의 사회의식으로 작동하였던 시기에도 지
속되었다. 이러한 외상은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뿐만 아니라 미체험 세대에까지 간접적으
로 이어지고 있어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의미망은 그 범위와 자장이 특정 시기나 장소에 국
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전제하에서 이 논문은 “한국전쟁을 배경이나 제재로 한 소설에 드러
난 트라우마의 징후들을 들추어 살피고, 전쟁이 유발한 정신적 외상의 환부가 삶의 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형상화 양상과 치유를 모색하는 서사적 대응의 양태”를 조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발표문에 나타나는 정보에 의하면, 이 연구의 범위는 한국전쟁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소설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는 이청준의 <소
문의 벽>을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전체 연구의 첫 장을 열어 보임 셈이다. 그 연구 대상의

①
→
②전남지역 작가의 작품→③이청준의 소설→ ④작품 <소문의 벽>으로 정리된다. 발표 논문
에서는 ②와 ③은 논리만 제공하고, 실제로는 ①과 ④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논지 전개상으
로 보면, ①을 주장하기 위한 예증으로 ④를 끌어왔다. 즉, 이청준 소설 <소문의 벽>이 연구
순차적 맥락을 잡아보면, < ‘한국전쟁 트라우마’가 반영된 한국 현대소설의 서사적 형상

의 초점이 아니고, 한국소설에 나타나는 ‘한국전쟁 트라우마’라는 주제가 중심이다. 논지의
전개를 따라가 보면, 이청준 소설 <소문의 벽>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다른 작가, 다른 작품
으로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해 본다.
어쨌든 민족분단, 한국전쟁, 이데올로기 극단적인 대립 국면 등은 이 시대를 살았고 살아
가는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설이 태생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탐구 기능을 가진다면, 이러한 한국적 특수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설작품에
반영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전후문학이나 분단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한국전쟁을 배
경으로 하는 소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개가 텍스트나 그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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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인 분류나 일차적인 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병리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 안에 있다고 본다. 즉, 이청준 소
설의 핵심 모티프인 ‘전짓불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공이데올로
기를 앞세운 소수 권력자의 정치적인 책략과 음모는 아직도 개인의 삶을 감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암묵적인 힘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같은 사회학적 인식을 심리학적인
개념과 결합하여 문학을 읽고 해석하는 신선한 시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발표자의 이 같은 연구방법이 한층 확대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구체적인 문제
는 피하고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견을 제안해 본다.
첫째,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확대 적용 문제다. 발표자는 3장 끝에서 “이념적 억압 구도 속
에서 파생된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낳고 그 층위가 겹으로 심화되고 확산되는 식으로, 트라우
마가 무한저변화되는 징후들은 한국전쟁 트라우마의 자장이 무한 확장되는 정황에 맞닿는
다”고 했다. 민족분단이 한국전쟁을 불러왔고, 그 전쟁으로 냉전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이
을 빌미로 군사독재 정권이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억압구도를 조성했던 것은 한국 현대
사의 비극적인 국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빚어진 모든 이데
올로기적 억압이나 폐해까지도 병리학적으로 한국전쟁 트라우마에 연관시키는 것으로 이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한국전쟁’이란 특수성, 이데올로기적 억압이라는 보편성 사이의
거리를 염두에 둔다면, 한국전쟁 트라우마를 너무 넓게 확장해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가령, <소문의 벽>에서 ‘전지불 공포’는 한국전쟁이라는 구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데올로기의 통제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소문의 벽>은 이데올로기적 감시체제가 개인의
창작이나 언어 표현을 구속한다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읽을 때 작품의 의미가 훨씬 더 풍부해
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전쟁 트라우마’라는 주제 안에 가둔다면 이 작품이 함유하는 의미와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둘째, 이참에 한국현대소설사에서 전쟁 이후 ‘분단문학’이라고 규정되었던 소설에 대한 전
반적인 연구 방향에 대한 전망이나 ‘한국전쟁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적용한 연구 방법이 지니
는 의의에 관한 발표자의 관점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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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분과(국어학, 국어교육)

5호관(인문사회관 101호)

사회 : 이혁화(영남대)

발표자

발표시간

제 목

토론자

1 허재영(단국대)

14:10~14:40

건국 과도기(교수 요목기)의 문법 교육과 교과서 연구 김세환(영남대)

2 손민달(우송대)

14:40~15:10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연구

김하윤(배재대)

중간 휴식
3 이철우(영남대)

15:20~15:50

4 배혜진(영남대)

15:50~16:20

6․25전쟁 전후 광고 언어의 화용론적 변화

이은령(부산대)

달성지역의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구개음
이동화
화 오>우”를 중심으로(대구한의대)

제1분과 종합토론 (16:30∼18:00)
▷ 좌장 : 최동주(영남대)
▷ 토론 : 김세환(영남대), 김하윤(배제대), 이은령(부산대), 이동화(대구한의대)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육과 교과서 연구
허재영(단국대 교육대학원)
<목차>
1. 서론
2.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육
2.1. ‘교수요목’과 ‘문법 교육’
2.2. 교과서 제도
3. 건국 과도기 문법 교육의 특징
3.1. 문법 교육관
3.2. 문법 교육의 내용
3.3. 교수ㆍ학습 방법 및 평가
4. 결론

1. 서론
이 논의는 ‘건국 과도기’ 또는 ‘교수 요목기’로 불리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문법 교
육의 주요 내용과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어 교육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군정기’를 ‘과도기’로 설정한 예로 박붕배(1987)가 있으며, ‘교수 요목
기’ 또는 ‘건국기’라는 용어는 윤여탁 외(2006)에서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1945년부터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기까지를 나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이 글에서는 허재영(2011)과 마찬가지로 ‘건국기’와 ‘과도기’를 합쳐 ‘건국 과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 문법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민수(1986), 왕문용ㆍ민현식(1993), 김광해
(1997), 이관규(1998, 2004) 등에서 비교적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각 논자마다 시대
구분이나 개별 문법 교재의 특성을 짚어내는 방식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육은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국어 문법을 본격적으로 교육한 시기’라는 점, ‘통일
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점 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
정기’, ‘정부 수립기’, ‘전시 이후’의 각 시기마다 비교적 여러 종의 문법 교과서가 발행되었
고, 그 가운데 일부는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문법’ 교과서가 등장하기까지 지속된 경우
가 많다.
이를 고려하여 이 논의에서는 1946~1947년에 공포된 <교수요목>과 교과서 제도의 특징
을 살펴보고, ‘교수요목’의 영향 아래 발행된 문법 교과서의 대상으로 ‘문법 교육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ㆍ학습 및 평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2.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육
2.1. ‘교수요목’과 ‘문법 교육’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국어 교육계는 ‘각급 학교 개교 명령’(법령 제6호)의 공포와

함께 급격한 변화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는 빼앗긴 국어를 되찾고, 국어로 모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충분히 대비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조선어학회’에서 임시 교재 편찬을 결의하고, 시급히 『한글첫걸음』, 『초
등국어교본』, 『중등국어교본』을 편찬하였으나,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은 것이 아니
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학무국은 1945년 9월 30일 ‘교수요목’이란 이름으로 교육
과정의 일부분을 결정ㆍ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수업 시간만 결정한 것이었다. 그후 1946년
2월 21일 조선교육심의회에서 ‘교수요목제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바
탕으로 ‘국민학교 교수요목’(1946.9.1.)과 ‘중학교 교수요목’(1947.9.1.)2)을 공포ㆍ시행하였
다. 이 교수요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교수요목
ㄱ. 국민학교 교수 요목
(一) 교수 요지: 국어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을 이켜, 바른 말과 맞는 글을 잘 깨쳐 알게
하고, 또 저의 뜻하는 바를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고, 아울러, 지혜와
도덕을 북도두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 국민성의 유다른 바탕과 국문화의 오래
쌓아온 길을 밝히어, 국민 정신을 담뿍 길러 내기에 뜻을 둔다.
(二) 교수 방침: ㈀ 국어와 국문의 짜여짐과 그 특질을 알게 하여 바른 곬을 찾게 하며, 저의 일어
나는 생각과 몸소 겪은 바른 밝고 똑똑하게,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 국어와 국민성의 관계를 잘 아울리게 들어내어, 국어를 잘 배움으로 우리 국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개달음을 일으키게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국어를 아끼고 높이며, 우리 국어의 실력을
잘 닦아, 더욱 아름답고 더욱 바르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여 줄 것이다.
㈂ 연사적으로 우리 국문화의 이어 옴과 닦아 옴과 쌓아 놓음을 잘 알리어, 여기에서 기쁨과 고
마움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닦으며 또 새로 뚫어 내어, 우리 국문화를 한층 더
빛나게 하고, 또 나아가 이를 펼쳐서 세계 문화에 큰 바침이 되게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칠 것이다.
(三) 교수 사항: 국어는 읽기와 말하기와 듣기와 짓기와 쓰기로 나누어 가르친다. (중략)
(四) 교수의 주의: (중략)
각 학년 교수 시간 배당 기준(생략)
ㄴ. 중학교 교수요목
(一) 교수 요지: 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며, 우리의 문화를 이어 확충 창조ㅎ게 하고, 겸하여 지
덕(智德)을 열어 건전한 국민정신을 기르기로 요지를 삼음.
(二) 교수 방침: ㈀ 국어의 됨됨이를 밝히며, 그 국민다운 사상 감동의 표현 방법을 가르치어, 국어
의 올바른 이해와, 사상, 체험의 명확한 발표를 익히고, 국어 애중의 생각을 기름.
㈁ 국어 국문의 전통과 그 표현을 이해ㅎ게 하고, 국어 국문의 사전(史的) 발달을 구명하여, 종래의
사상 문화의 연원과 발달을 자세히 알려, 국민정신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창조 확충ㅎ게 하는 신
념을 배양함.
㈂ 국어 국문을 통하여 덕육, 지육, 체육 등의 정신과 식견을 길러, 건전한 중견국민의 사명을 스스
로 깨닫게 함.
(三) 교수 사항:

교수 사항은 아래와 같음.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 (중략)

1) 미군정기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은 박상만(1959), 박붕배(198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교수요목’의 시달 및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혼란이 있다. 예를 들어 박붕배(1987: 518)에서는 1946
년 11월 15일에 교수요목이 제정ㆍ공포되었다고 기술한 바 있으나, 교육부(2000)의 ‘국민학교 교수요목’ 시행
시기는 1946년 9월 1일자로 기술되어 있으며, ‘중학교 교수요목’은 1947년 9월 1일자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
서는 문서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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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교수의 주의: (중략)
각 학년 교수 시간 배정 표준(생략)

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의 국어 교육관은 ‘국어의 이해’와 ‘사용’을 바탕으
로 한 ‘문화 창조’ 및 ‘국민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교수 사항’에서
국민학교는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의 5영역으로 구성된 데 비해, 중학교는 ‘읽기,
말하기, 문법, 짓기, 쓰기, 국문학사’의 6영역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짓기
(작문)’와 ‘쓰기(서법)’를 이원화한 것은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교과 개
념3)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중학교에서 ‘국문학사’를 둔 것은 일제 강점기에 가
능했던 고전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문법’이 국어과의 한 영역으
로 설정된 것도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되어 온 문법 연구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4)
이러한 배경에서 ‘중학교 교수요목’의 ‘교수 사항’의 ‘문법’에서는 “국어의 소리, 글자, 어
법, 표기 등의 대요를 가르쳐 국어의 됨됨이와 그 특질을 이해ㅎ게 하고, 또 현대어, 신조
어, 고어, 방언, 표준어, 외래어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고, 국어의 사적 발달의 개요(槪
要)를 알게 함.”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시기 문법 교육의 목표가 ‘국어(음성 언어, 문자
언어, 구조와 특질 등)’와 ‘국어의 사적 발달’의 ‘이해’를 목표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법 교육이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명확한 인식을 얻고’라는 표현을 둠으로써 ‘이
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국어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
석은 ‘교수요목’의 ‘요지’에 진술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을 이켜, 바른 말과 맞는 글
을 잘 깨쳐 알게 하고, 또 저의 뜻하는 바를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고”(국민학교)나 “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며”(중학교)를 고려할 때 타당성을 얻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수요목’이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부이다. 엄밀
히 말해 건국 과도기의 교과서 제도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교육과정의 적용 여부가 획일적
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 시기 발행된 문법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2.2. 교과서 제도
미군정기의 교과서 제도는 임시방편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국어’, ‘말본
(문법)’, ‘작문’ 등의 검인정 교과서5)가 다수 출현한다.
그후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교과서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6) 이때 공포된 교육법 제8장 125조에서는 “사범대학, 대학을 제외한 각학
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국정’, ‘검정’, ‘인정’ 세 가지 형태의 교과서가 출현한다.
건국 과도기의 국어과 교과서는 이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미군정기에

3) 근대식 학제가 처음 도입된 1895년의 소학교령에서는 ‘독서’, ‘작문’, ‘습자’를 교과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예를 들어 심의린(1949), 최현배(1945), 이상춘(1946) 등의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에 저술된 것을 교정한 것들
이다.
5) 미군정기 검인정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일제 강점
기와 마찬가지로 검정 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1: 296-297)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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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어, 문법, 작문’이 개인 저술과 국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검정제 실시 이후에
는 ‘국어’의 경우 국정으로 남고, ‘문법’과 ‘작문’은 교과서 검정을 하였다.
현재 발견된 건국 과도기(1945-1955)에 출판된 문법 교과서는 대략 29종으로 보인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김민수ㆍ하동호ㆍ고영근 공편(1977)의 ‘역대 한국 문법 대계’에 포함
되어 있다. 연도별 발행된 교과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건국 과도기에 발행된 문법 교과서

연도
1945
1945
1946
1946
1946
1946
1947
1947
1947
1947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9
1949
1949
1949
1949
1950
1951
1953
1954
1955

교과서명
한글 국어문법
중등조선말본
한글의 문법과 실제
쉬운 조선 말본
국어문법
중등조선말본
중학 국문법책
표해식가름(국어
국어 문법:
풀이씨
용언국어
분류)
중등 새말본
신편 고등국어문법
중등 말본
고급용 나라말본
중등 국어 문법
고급 국어문법
초급 국어 문법 독본
말의 소리(유인)
중등 조선말본
중등 조선말본-초급학년 씀
중등 말본
개편 국어 문법
재미 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표준 말본 중학 1 2학년
표준 말본 중학 3학년
고등 말본
중등국어문법
표준 우리말본
표준 우리말본
고전문법
초급 국어문법

저자
신태화
최현배
박종우
박창해
이상춘
최현배
김근수
유재헌
장하일
정렬모
김윤경
김윤경
이영철
정렬모
정렬모
주왕산
최현배
최현배
최현배
심의린
이인모
장하일
장하일
최현배
박태윤
장하일
정인승
이숭녕
이희승

출판
삼문사
정음사
부산 중성사 출판
계문사
조선국어학회
정음사
문교당
국학사
교재연구사
한글문화사
동명사
동명사
을유문화사
고려서적주식회사
고려서적주식회사
동양사
정음사
정음사
정음사
세기과학사
금룡도서주식회사
종로서관
종로서관
정음사
서울문화사
대동문화사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박문출판사

역대한국어문법대계
1의 57(1부 23책, 표지만)
1의 67(1부 27책)
1의 64(1부 26책)
1의 65(1부 66책)
1의 37(1부 14책)
없음
1의 71(1부 28책)
1의 66(1부 26책)
1의 74(1부 29책)
1의 61(1부 25책)
1의 55(1부 22책)
1의 54(1부 22책)
1의 78(1부 30책)
1의 63(1부 25책)
1의 62(1부 25책)
1의 72(1부 28책)
없음
없음
없음
1의 60(1부 24책)
1의 77(1의 30책)
1의 75(1부 29책)
1의 76(1부 29책)
없음
1의 73(1부 28책)
없음
없음
1의 88(1부 33책)
1의 85(1부 32책)

이들 교과서를 저자별로 분류할 경우, ‘최현배(6), 장하일(4), 정렬모(3), 김윤경(2), 김
근수, 김윤경, 박종우, 박창해, 박태윤, 신태화(신명균), 심의린, 유재헌, 이상춘, 이숭녕, 이
희승, 이영철, 이인모, 정인승, 주왕산’의 분포를 보인다. 이 표를 대상으로 할 때 복수의 저
술을 남긴 사람은 4인이다. 그런데 1956년 교과서가 대부분 교수요목기의 판본과 동일한
점을 고려한다면7), 이를 포함할 경우 ‘이숭녕(2), 이희승(3), 정인승(3)’은 복수의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최현배, 장하일, 정렬모, 김윤경, 이숭녕, 이희
승, 정인승’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관규(2004)에서는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최현배, 정렬모, 김윤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8) 그러나 교
과서 저작자 간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개별 교과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7) 이는 국정 국어과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차 교육과정 공포가 1955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교과서의 판
본은 1957년 이후에 달라진다.
8) 이관규(2004)에서는 ‘김근수, 장하일’의 경우 ‘정렬모’와의 영향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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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를 문법 교육의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장하
일’의 경우 정렬모의 영향을 받았지만, 문법 교과서를 집필하는 의도가 ‘품사 중심’의 어휘
설명보다 ‘문장 구성의 방법을 쉽게 익히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
른 문법 교과서와 차별되는 면이 있다.

3. 건국 과도기 문법 교육의 특징
3.1. 문법 교육관
개별 저자가 문법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법 교육관이 존재한다. 이 문
법 교육관은 이 시기 문법 연구나 문법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시기 대부
분의 저작자들은 ‘문법 = 말과 글의 법칙’, ‘문법 교육의 필요 = 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법관
또는 문법 교육관은 ‘머리말’이나 ‘총론’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3) 개별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관, 문법 교육관

연도
1945
1946
1946

교과서
명
중등조
선말본
국어문
법
한글의
문법과
실제
1946 쉬운
조선
말본

저자
최현배
이상춘
박종우

문법ㆍ문법 교육관
‘조선말’, ‘한글’, ‘말본’의 의미를 설명
머리말에 용도, 술어 선택 이유 등을 서술함.
우리할 문화를
또한차원,
새로운한글문화
우리 문화를
건설해야
것이다.사랑하고
한글 보급의
보급회
경남
지부.(머리말)
박창해 글월을
겨레듣고
문화의
말밑(머리말)/
말본:
우리가 알며,
남의 말이나
읽을
때에
그것을
바로
깨달아
또한본에제가
가진
생각을
똑
바르게
남에게
나타내려면
일정한
맞는 말을 하거나 글월을
적어 놓아야
말본(들어가는
말) 합니다. ‘말의 본’이

특징
국어 문
법관
법칙
의사소통
+전수
문화
의사소통
+문화
전수

1947 중 학
국문법
책
1947 중 등
새말본
1947 표해식
국어
문법:
국어
풀이씨
가름
1947 신 편
고등국
어문법
1948 중 등

김근수 문법: 말을 바로 함에 지켜야 할 법
의사소통
문법을 배우는 까닭: 말을 바로 하고 바로 알아들으려면 문
법을 배워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1-2쪽)
장하일 조선말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풀이하는 요령을 얻지 못한 문장구성
데도 있다.(머리말)
관
유재헌 말의 어법을혼, 밝혀
통일을
꾀하는
것이
중요.
말은
겨레의
어법
최현배 문법 체계를 따름(머리말)
통일
정렬모 ‘머리에 두는 말’에서 책을 쓰게 된 배경 설명, ‘말의 본질’을 국어 문
설명하고 ‘말본’의 개념을 제시함.
법관
김윤경 사람은 사회적 동물,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방법으로 말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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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본
쓰게 되었다. 말에는 숨은 법측이 있다.(제1편 총론)
1948 중 등 이영철 ‘머리말’에서 용도 및 구성 설명/ “문법: 표준말, 글에는 일 의사소통
국어 문
정한 법칙이 있나니, 이를 문법이라 한다. 문법대로 하지 아
법
니하면 자기 생각을 바로 발표할 수도 없고, 남의 말, 글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다.”(총설)
1949 개편
심의린
1936년 <중등학교 조선어문법>을
개편한
것임: ‘국문’ 중시 의사소통
국어
사상을
바탕으로
함.
문법
1949 재미
이인모 나타내는
‘머리말’에서
용도
및 구성
설명,숱한“말이사람에게
비록 생각을
의사소통
나고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뜻을
두루
쉬운
통하게법칙이
될 수 있는
그 말의
됨됨이,말본이라
자리 잡힘에
조선새
일정한
있기 것은,
때문이다.
이 법칙을
하며,
말본
말본을 갈고 닦는
학문을
말본갈(文法學)이라
이른다.”(들어가기)
1950 중 등 국
어문법
1953 표 준
우리말
본
1954 고 전 문
법
1955 초 급
국어문
법

박태윤 초학자가 배우고 익히기 쉽게, 품사와 문장론 중심, 조선어 의사소통
학회의 <조선말큰사전>, 이윤재의 <조선말사전>의 품사 분
류 방식을 따름(머리말)
정인승 ‘머리말’과 ‘일러두기’에서 저술 의도와 책의 특성을 밝힘 국어 문
법관
이숭녕 고어 문법서가 없음을 고려하여 저술, 장래에 학술적인 역사 고전 이
문법 계획 중(자서)
해
이희승 ‘알아둘 것’에서 용도와 구성 설명, “세계의 각 나라는 대개 국어관
각각 독특한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그 나라의 국어라
이른다. 우리나라 말은 우리 국어다. 다만 국어라고만 하면
곧 우리나라 국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제1편 제1장), “글
월을 이루는 법칙을 문법(文法)이라 이른다.”(제1편 제2장)

이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문법관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문법은 곧 말의 법칙’이며 ‘문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말과 글을 바르게 알고 의사소통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는 ‘박종우, 김근수, 김윤경’ 등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
다. 다른 하나는 ‘국어 문화를 전수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또한
‘최현배, 박종우, 박창해, 이숭녕, 이희승’ 등과 같이 대부분의 저술에 나타난다.9) 이 점에서
‘쉽고 바르게’를 지향하는 문법 교육관과 ‘문화 전수’를 강조하는 문법 교육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전자의 경우 ‘장하일, 김근수’ 등과 같이 ‘문장 구성 원리’를 설명하거나 ‘문법과
맞춤법’의 관련성을 설명함으로써 문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 ‘최현배, 김윤경, 정렬모, 이희승, 이숭녕, 정인승’ 등과 같이 ‘문법학’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10)

3.2. 문법 교육의 내용
문법관이나 문법 교육관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교과서는 ‘교육할 가치’를 갖고
9) 이러한 문법관은 건국 과도기의 국어 관련 논술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이 시기 국어 교육 관련 논술 자료에
대해서는 허재영(2011: 303)을 참고할 수 있다.
10) 물론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육용 재료’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
문에 심층적인 연구 성과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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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배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표를 지향한다. 그럼에도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과서는 저작자마다 내용 선정과 배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각 교과서
의 구성 체계이다.
(4) 교과서의 구성 체계 및 내용상 특징

연도 교과서명
저자
1945 중 등 조 선 말 최현배
본

구성
특징
모두 풀이, 소리갈(음성학), 씨갈(품사론), 월갈 어휘와
문장
(문장론)

1946 국어문법

첫째편 소리, 둘째편 단어, 셋째편 글월

이상춘

1946 문법과
한글의실제 박종우 음성학(소리갈),
머리말, 제1편
총설(모두풀이),
제2편제4편
제3편
단어(품사,
낱말),
월갈(문장론)
1946 쉬운말본조선 박창해 움직씨,
머리말,
씨가름,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거듭씨, 씨가지,
씨의
몸바꿈,
월,
우리말
한자 견줌표
1947 중학 국문 김근수
법책

어휘
문장
중심

총설: 문법 배우는 까닭, 글자와 소리, 품사, 글
월의 성분과 분사, 제이편 품사: 체언, 용언(제
육절 모음조화), 준체언(관형사, 부사), 조사,
제삼편 글월, 부록
모두풀이, 임자씨, 임자자리, 풀이씨, 풀이자리,
어떤자리, 어찌씨, 어찌자리, 느낌씨, 홀로자리,
월의 조각의 자리와 줄임

어휘,
문장
중심

표해식
유재헌 제1장
들어가는
말, 제4장
제2장 풀이씨
풀이씨 줄기
가름, 가름
제3장
국어
문법:
풀이씨
줄기
가름,
국어
풀이씨
보기표,
제5장 풀이씨
줄기
가름
모두표,
제6장
가름(국어
흔히
쓰이는
풀이씨
줄기
보기
모음,
제7장
용언 분류)
풀이씨 씨끝 4가름, 제8장
부록 풀이씨 끝바꿈 가름,

용언

1947 중등 새말 장하일
본

1947

음운,
어휘,
문장
음운,
어휘,
문장

1947 신편 고등 정렬모
국어문법
1948 중등 말본

김윤경

1948 중등 국어 이영철
문법
1949 개편문법국어 심의린

첫째편 총논(언어, 말본갈), 둘째편 낱뜻, 세째
편 감말 본성논(품사,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네째편 감말의 꼴(상), 다섯째편 감말
의 빛(격), 여섯째편 감말의 상관논(문장논)
소리갈,씨갈(임씨,움씨,겻씨,잇씨,맺씨,언씨,억씨,
늑씨,더음),월갈
제1편 음성학, 제2편 품사론, 제3편 문장론
총설(두루풀이:
국문, 음성,
단어와
품사,
각
품사의
의의,
복합어와
접어,
언어의
조직)
제2편 품사 각론(씨갈: 명사, 수사,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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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구성
원리
중심

음운,
어휘,
문장
음운,
어휘,
문장
음운,
어휘,
문장
음운,
어휘,
문장

동사,
형용사,
존재사,
보조용언,
조용사,제3편
조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접어),
문장론(월갈: 문과
구, 문의
위치와
생략 성분,
등) 문의 성분의
이인모 들어가기,
씨, 마디,
월의 조각,
감, 소리의
갈래와 소리
소리의월의
달라짐,
붙임

1949 재미
쉬운 나고
새
조선 말본
1950 중 등 국 어 문 박태윤
법
1953 표준 우리 정인승
말본
1954 고전문법
이숭녕

1955 초급 국어 이희승
문법

제일편 품사론(품사의 총론, 품사론 각론), 제
이편 문장론
모두풀이(우리말의 소리 법칙, 우리말 짜임 방
식), 씨의 풀이, 월의 풀이
총설(문법이란 무엇인가?, 말의 소리, 말의 모
양), 제2편 품사론, 제3편 문장론
제1편 총설(국어와 국문, 글월과 문법, 품사 개
설 등), 제2편 품사, 제3편 글월

어휘,
장법,
음운
어휘
문장
중심
음운,
어휘,
문장
음운,
어휘,
문장
음운,
어휘,
문장

이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시기 교과서는 대부분 ‘음운(소리), 어휘(단어와 품사), 문
장의 세 분야를 다룬 교과서’(16종), ‘어휘와 문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과서’(2종), ‘문장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3종), ‘음운과 어휘만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5종), ‘기
타’(3)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문법학이 ‘음운, 어휘, 문장’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교과서 가운데 ‘머리말’에서 책의 용도와
구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술어(용어) 사용’의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5) 술어 사용의 문제
ㄱ. 김근수(1947): 이 책에는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될수록 새로운 술어를 쓰기를 피하였으나, 다른
문법 책과의 연락을 고려하여 새로운 술어를 두서(頭書)에 마주대어 놓았습니다.(일러두기)
ㄴ. 이영철(1948): 문법 술어는 임씨, 움씨, 얻씨, 억씨, 늑씨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명사, 동사, 형
용사, 부사, 감탄사라 하였다. 이는 한자로 된 말도 귀화한 것은 우리말이므로 구태여 새 술어를
써서 골치만 아프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머리말)

이러한 설명은 현장에서 문법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이 집필한 교재에서 빈번히 발견된
다.11) 이는 당시 문법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어의 혼란이 교육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기 상당수의 교재는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유어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5종, 한자어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6종, 혼합하여 사
용하는 경우(주로 말소리 및 문장 관련은 고유어, 단어와 품사 관련은 한자어)가 3종, 고유
어와 한자어 용어를 대조하거나 병기하는 경우가 15종이어서, 실제 용어 사용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품사’와 관련된 문제는 용어 사용이나 품사의 설정 내용이
저자마다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저서의 용어와 품사 분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오랜 기간 문법을 연구해 온 저자나 영향 관계가 뚜렷한 저자의 경우 용어 사용과 관련된 설명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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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서별 용어 및 품사 분류 내용

연도
1945
1945
1946
1946
1946
1946
1947
1947
1947
1947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8
1949
1949
1949
1949

교과서명
한글
국어문법
중등조선말본
한글의실제
문법과
쉬운말본조선
국어문법
중등조선말본
중학 국문법
책
표해식
문법국어
중등 새말본

저자
신태화

용어
품사
품사수
한자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9
용어
종지사, 관사, 부사, 감탄사
최현배 대조 이름씨,
셈씨, 움직씨,
10
잡음씨, 대이름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어떻씨,
토씨
박종우 대조 이름씨,어떤씨,
대이름씨,
움직씨,토씨어떻씨,
9
어찌씨,셈씨,느낌씨,
박창해 고유어 이름씨,대이름씨,셈씨,움직씨,어떻씨,잡음
10
씨,어떤씨,어찌씨,느낌씨,토씨,
이상춘 혼합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 토
6
최현배 대조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씨,
10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김근수 한자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준체언(관형사,
용언(동사,
13
용어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 조사(조용사,
유재헌 대조
용언(동사, 형용사, 지정사)
기타
장하일 대조 기준으로
주시경,임자씨,
이상춘,풀이씨,
최현배,어떤씨,
정렬모를
5
어찌씨,
느낌씨, (씨끝)
정렬모 대조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5
김윤경 대조
임씨, 얻씨,언씨,움씨,억씨,겻씨,늑씨잇씨, 맺씨,
9
김윤경 대조
임씨, 언씨,
얻씨, 억씨,
움씨, 늑씨,
겻씨, 더음
잇씨, 맺씨,
10
이영철 혼합 관념어=실사(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9
부사, 감탄사),
형식어=허사=토(조사,
접속사, 종지사)
정렬모 대조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5
정렬모 혼합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5
주왕산 한자
기타
기타
용어
최현배 대조 이름씨,
셈씨, 움직씨,
10
잡음씨, 대이름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어떻씨,
토씨
최현배 고유어 이름씨,
셈씨, 움직씨,
10
잡음씨, 대이름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어떻씨,
토씨

신편 고등국
어문법
중등 말본
고급용
나라말본
중등 국어 문
법
고급 국어문
법
초급
국어
문법 독본
말의
소리(유인)
중등 조선말
본
중등 조선말
본- 초급학 년
씀
중등 말본 최현배 고유어 이름씨,
셈씨, 움직씨,
잡음씨, 대이름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어떻씨,
토씨
개편문법국어 심의린 대조
명사, 수사,
존재사,
지정사,대명사,
조사, 동사,
조용사,형용사,
부사,
관형사, 접속사, 감탄사
재미 나고 이인모 고유어 임자씨, 풀이씨, 매김씨, 어찌씨, 느김씨,
쉬운말본
새 조선
토씨
표준1 말본
중학
2학년 장하일 대조 임자씨, 풀이씨, 어찌씨, 가지, 매김씨
표준
말본 장하일 고유어
기타
중학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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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
6
5
기타

1949
1950
1951
1953
1954
1955

고등 말본
중등국어문법
표준 우리말
본
표준 우리말
본
고전문법
초급 국어문
법

최현배
박태윤
장하일
정인승
이숭녕
이희승

대조
한자
용어
대조
대조
한자
용어
한자
용어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명사, 감탄사.
대명사,조사,
동사,접두사와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미사
품사 설정보다
문장
구성
원리에
중점을 둠
이름씨, 움직씨,느낌씨,
그림씨,토씨매김씨, 어찌씨,
명사, 관형사,
대명사, 부사,
수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대명사,
부사, 감탄사,
접속사,존재사,
조사

10
9
5
7
8
10

품사 분류의 결과는 대체로 5~13개까지 분포한다. 분류 항목이 많아진 이유는 ‘체언(임자
씨)’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세분하고, ‘용언(풀이씨)’을 ‘동사, 형용사’로 세분하는가, ‘접
사’ 및 ‘조사’를 품사로 설정하는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에서 현행 학교 문법과 가장
일치하는 품사 분류를 한 것은 박종우(1948)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는 한글문화
보급회 경남 지부의 한글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극로의 교열을 거쳤다. 또한 김
윤경(1948)은 생각을 나타내는 ‘생각씨(으뜸씨)’로 ‘임씨(체언), 얻씨(형용사), 움씨(동사)’를
설정하고 ‘토씨(붙음씨)’로 ‘겻씨(주어토와 수식어 토=조사), 잇씨(접속사), 맺씨(종지사)’, ‘모
임씨(꾸밈씨)’로 ‘언씨(관사), 억씨(부사), 늑씨(감탄사)’를 설정한 뒤 ‘더음(접사)’를 추가하였
다. 이러한 분류는 다른 저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씨’를 “말의 낱덩이(단위)”
라고 정의하여 ‘단어’의 개념보다 ‘문법 단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0품사를 설정한 최현배(1948), 이희승(1955) 등은 ‘잡음씨’ 또는 ‘존재사’를 설정한
결과로 10품사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과서는 통일 문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
에서 술어의 사용과 품사 분류의 차이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
에서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문법 통일론이 제기되기도 하
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문법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교 문법’이라는 용어가 언
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숭녕(1955)에서는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
다.
(7) 이숭녕(1955)의 학교 문법 개념
(전략) [2]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글을 바르게 쓰고 글의 뜻을 똑똑히 알기 위
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이 문법 공부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남의 이
야기를 똑똑히 알게 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중략)
[4] 우리가 배우는 문법을 학교 문법(學校文法: school grammar)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 말하고 있는 국어를 가지고 글을 어찌 바르게 쓰느냐를 공부하는 문법이다. (중략)
[6] 문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부가 중요한 것이다.
(1) 우리는 말의 소리를 공부해야 한다.(설명 생략)
(2) 말의 뜻과 모양과 말들의 서로 엮여지는 법을 공부할 것.(설명 생략)
(3) 글은 어찌 써야 하는가를 공부해야 한다.(설명 생략)
[7] 우리는 국민학교나 또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배운 국어책에서 맞춤법을 다시 복습하고, 말을 그
같이 어렵게 써야 하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국어의 문법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맞춤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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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의 법칙에서 정하여진 것이니, 국어책에 나오는 맞춤법을 문법에서 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도
록 노력해야 한다. (하략)

이숭녕(1955)의 진술과 같이, 학교 문법은 말과 글을 바르게 쓰기 위해 필요한 문법이다.
특히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것으로 ‘소리 중심, 법칙 중심, 쓰기 중심, 맞춤법 원리’ 등을 제
시한 셈인데, 이는 문법 교육의 관점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과
적으로 문법 교수ㆍ학습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3.3. 교수ㆍ학습 및 평가
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과서도 다른 국어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교수ㆍ학습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문법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습’, ‘익힘’ 등의 활동을 두어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들 교과서의 편제를 분류하면 단순히 ‘설명’만을 제시한 것이 10종이며, ‘설명’ 다음에 ‘익
힘’을 둔 것이 9종, ‘설명’ 다음에 ‘연습’을 둔 것이 10종이다. 이를 고려하면, 건국 과도기
에는 ‘연습 활동’ 중심의 ‘익숙하게 하기’를 주된 교수ㆍ학습 방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재에서는 교수ㆍ학습과 관련된 주의 사항을 두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경
우가 최현배(1948)의 『중등말본』이다.
(8) 일러두기
(전략) 2. 이 책은 이름은 말본이로되, 그 내용인즉 다만 말본에 한하지 않고, 소리내기와 대중말과
맞춤법을 혼연히 한 덩어리로 하여, 종합적 국어 교육의 새 방법에 알맞도록 하기로 힘썼다.
3. 그러한즉, 이 책을 가르침에 있어서, 배우는 이에게 말본의 규칙을 기계적으로 기억시키기를 힘
쓰지 말고, 훨씬 종합적으로 또 귀납적으로 인도하여, 우리말의 바른 소리내기와 대중말 쓰기와 바
른 맞춤 쓰기를 깨쳐 얻도록 하기를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항상 바른 대중말을 쓰되, 입으로
바른 소리를 내며, 손으로 바른 글을 씰 수 있는 능력을 가르기를 힘쓸 것이다.

이 진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소리내
기’, ‘대중말’, ‘맞춤법’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 문법 규칙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어 교육의 전체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는 ‘화법’이
나 ‘독법’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보다 다소 늦은 최현
배(1956)의 『중등말본』1-3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 교과서는 읽기나 말하기 자료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말본 공과’를 두어 문법 지식을 탐구하도록 한 교재이다. 이처럼 교재
에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것은 문법 교수ㆍ학습이 단순한 익힘 중심에서 ‘이해’와 ‘탐구’
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이 연구는 ‘건국 과도기’(1945-1955)의 문법 교육의 주요 내용과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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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과 교과서 제도를 기술하고, 이
시기 발행된 교과서 29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자별 분포: 최현배(6), 장하일(4), 정렬모(3), 김윤경(2) 등 - 1956년 포함할 경우
이숭녕(2), 이희승(3), 정인승(3)
2) 문법 교육관: 문법=말의 법칙, 문법 교육의 필요 =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의
사소통 관점), 문법과 맞춤법의 관계, 문장 구성 원리 등 제시
3) 문법 교육의 내용: 음운, 어휘(단어와 품사), 문장 중심 = 술어 사용 및 품사 분류와
관련된 이견이 다소 큼 = 학교 문법 출현
4)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원리: ‘익힘’, ‘연습’ 중심의 익히기에서 ‘종합적인 문법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해에서 탐구로의 변화 가능성
** 한계: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조 필요
- 이 시기 <작문> 교재에 들어 있는 문법과 추가 분석 필요 == 종합적 문법 교육의 차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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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과도기의 문법 교육과 교과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세환(영남대 국문과)
허재영 선생님의 위의 논문은 ‘건국과도기’로 설정될 수 있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문법 교육
과 문법 교과서에 대해 개관하고 그것의 특징을 하위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시기의 문법 교육과
교과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2.1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육 부분에서, 건국 과도기의 교수 요목과 문법 교육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이 시기의 교수 요목 내용이 크게 ‘문법’에 대한 것과 ‘민족 고유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으
로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2 교과서 제도 부분에서는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그것의 변화를 제시하
고 있습니다. 3.1 문법 교육관에서는 이 시기의 문법 교과서의 머리말이나 총론에서 제시된 것을 교
재 별로 자세히 서술하여 교육관의 차이나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 문법 교육의
내용 부분에서는 교재별로 내용상의 특징과 용어 사용 양상을 제시하고 있어 그 변화의 흐름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에서는 건국과도기에 문법 교과서의 체제와
평가 항목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과서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특별히 문제점을 제기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몇
가지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건국과도기를 1945년부터 1955년으로 보셨는데 2.1 교수요목과 문법교육에서는 대체적으로 1946
년에서 1947년까지의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시기의 교수요목이 건국과도기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3.1. 문법 교육관’에서는 교과서 별로 문법관 또는 문법 교육관을 제시하였는바, 혹시 전체를 아우
르는 문법관이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3. 발표문 6페이지에는 두번째 공통적인 문법관, “ ‘국어 문화를 전수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강조
하는 관점”을 들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저자로 ‘최현배, 박종우, 박창해, 이숭녕, 이희승’ 등을 서술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표에 제시된 특징에는 이들이 ‘문화 전수 혹은 전통’ 등으로 특징이 서
술되지 않고 첫번째 공통적인 문법관인, ‘문법관, 국어관’ 등으로 서술되어 있어 상이합니다. 이에 대
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7페이지에 제시된 표에서 장하일이 지은 ‘중등 새말본’의 경우 ‘문장 구성 원리 중심’으로 그 특징
을 기술하고 있는바, 다른 저자들이 대체로 ‘음운, 어휘, 문장’을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개인
적인 문법관 때문인지, 다른 주제로 서술된 시리즈 책 중의 하나로서 기술된 때문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 10페이지에서 이숭녕(1955)에서 ‘학교 문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전의 국내
학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번역을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구체적인 논지를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답변을 통해 부족한 부분
을 채우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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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연구
손민달(우송대)

Ⅰ.
Ⅱ.
Ⅲ.
Ⅳ.
Ⅴ.

서론
전시연합대학 개관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의 의미와 한계
결론

Ⅰ. 서론
1997년 12월 31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다.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제28조에는 대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학은
인격도야, 교육, 연구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학의 이
와 같은 목적은 대학 각 학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대학에서 교육과정은 학문의 이정표이자 연구내용을 구성하는 일람표이며, 더 나아가 대
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다.1)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
할 때까지 대학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한다면, 교육과정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교과편성이나 실라버스(Svllabus)를 벗어나 넓어지게 된다. 교과편제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공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대학전통과 교육환경 등은 잠
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m)이라고 할 수 있다.2)
국어국문학은 “한국 언어와 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지식인이란 국어국문학을 연구하는 학자, 국어국문학을 통
해 전문기능을 갖춘 기능인, 국어국문학을 공부한 교양인을 뜻한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은 학자, 기능인, 교양인의 양성이라는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편성3)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피해는
50%이상으로 교육기관 중 가장 극심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었던 것에 연
유한다. 한국전쟁 직전 고등교육기관 총수는 4년제 초급대학을 포함하여 50개교였는데 그
중에 약 2/3인 30개교가 수도에 집중되어 있었다.4) 이는 전시연합대학 해체 이후 각 지방
1)
2)
3)
4)

이영애, ｢전국대학 정치외교학과 교과과정 분석｣, 한국정치학회보25-2, 한국정치학회, 1992, p.386.
전성연,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 학지사, 1995, p.12.
김문기, ｢국어국문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114, 국어국문학회, 1995, p.473.
6·25동란 중 파괴된 교실수
사변직전교실수

사변중파괴된수
전파
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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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립대학5)이 신설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6)
지금까지 전시연합대학에 대한 연구는 손인수, 정미숙, 최해교, 연정은, 박선영 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손인수7)는 전시연합대학이 전쟁의 와중에도 한국교육의 전통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았으며 지방 국립대학으로 이어져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정미숙8)은 전시연합대학이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의 사
상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최해교9)는 전시연합대학의 설립배경과 과정, 성
격, 교육사적 의의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연구하였다. 그는 전시연합대학이 ① 고등교육
의 재개 ② 기존 국립대학 중심 ③ 종합대학의 형식 ④ 위탁교육 ⑤ 지방 국립대학의 전단
계라고 정리하면서 전시연합대학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① 고등교육의 국가 통제 ② 대학의
양적 팽창 가속화 ③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들고 있다. 연정은10)은 전시연합대학이 국대
안 파동1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국가통제강화라는 측면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설명하고 있
다. 학생들은 군도피처이자 연구하는 장소로 교수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곳이자
생존을 위한 돈벌이 장소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1950년대 부패의 상징이었다고 그는 평가하
였다. 박선영 외12)의 연구는 해방 이후 고등교육의 상황을 전시연합대학의 전 단계로 보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부산전시연합대학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그는 한국전쟁기 고등교
육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전시연합대학이의 의미가 크지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연구는 전시연합대학의 설치과정, 성격, 의의 등에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시연합대학 내 전공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세부
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국어와 국어를 매체
로 하여 생산된 국문학 교육체인 국어국문학과가 전시연합대학 안에서 어떻게 교육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전 6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전시연합대학 내의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
학
계

34,435
10,280
2,736
47,451

7,899
2,430
562
10,891

8,162
2,844
1,057
12,063

18,374
5,006
1,117
24,497

자료 : 문교개관, 1958, p.336.
5) 1951년부터 1955년 사이에 지방 국립대학 설치가 추진되었다. 1952년 10월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
대학교 등이 국립대학으로 창설되었으며, 1953년에는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이, 1955년 2월에 제
주대학이 창설되었다. 중앙대학교부설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출판부, 1974, p.185.
6)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편, 한국교육10년사, 풍문사, 1959, p.154.
7) 손인수, ｢한국동란과 전시연합대학｣, 새교육, 1988, 5월호.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29, 성신여자교육문제연구소, 1995.
8) 정미숙, ｢초기 한국문교정책의 교육이념 구성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1948~1953)｣, 연세대 석사학위 논
문, 1987.
9)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8.12.
10)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림제24호, 수선사학회, 2005.
11)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이 당시 미군정의 문교부장 유억겸, 차장 오천석에 의해 발표되었
다. 종합대학교 설립을 통해 각 학교의 기존 건물 및 설비의 활용, 적은 수의 교수 및 전문기술자의 최대 활
용, 국가 재정상의 합리성, 학생들의 문화적 혜택, 대학원을 통한 학자 양성 등의 이점을 주장했으나 아직 대
한민국 정부가 설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의 종합 국립대학교를 무리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좌우익
의 대결로 이어졌다. 국대안이 관철되어 최초 종합대학 설립, 대학의 국가 통제 시발점, 학원내 좌익세력 제
거 등의 결과를 나았다. 최광만, ｢국대안 관철에 관한 재고｣, 교육사학연구2·3, 한국교육사학회, 1990,
p.184.
12) 박선영 외,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제37집, 계명대한국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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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자료는 소실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역시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공식적 교
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을 살피는 제한적 연구가 될 수밖에 없
다.

한국전쟁 중 남아있는 기록이 없을 경우 전쟁 전후의 대학 교육과정을 살피는 것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전시연합대학과 관련한 다
양한 문헌과 연구서, 각 대학 간행물, 회고록 등을 참고하여 연구되었다.

Ⅱ. 전시연합대학 개관
전시연합대학은 9·28 서울 수복 후 학교 시설 파괴와 교원의 부족, 군부대의 학교 점거와
같은 교육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연합체 고등교육을 시작하고자 설치되었
다.13)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군이 참전하여 부산으로 피
난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피난지 부산에서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몇 개 대학이 연합한 전시연합대학이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은 1951년 2월
19일 부산전시연합대학 개강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전주 등지에 설치되었는데 1951년 5
월 4일 문교부령 제9호인 ｢대학 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 조치령｣에 의해 제도화되었다.14)
전시연합대학을 주도했던 당시 문교부 장관 백낙준은 유진오를 불러 전시연합대학을 만들
어서 ‘책임’지라고 했다. “대학이 풍비박산이 되었는데 대학교육을 해야겠으니 그 책임을 당
신이 지고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생들을 다 모아서 대학을 살리는 일을 해달라. 예산은 국
립서울대학교 예산을 쓰도록 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전시연합대학이 시작15)되었다고 유
진오는 회고한다. 유진오가 전시연합대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교수
단’의 역할이 주요했다. 교수단의 결성은 전쟁 중에 교수들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돈을 벌
어야했고, ‘부역자 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교수들이 중심이 된 우익반공인사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신속히 만들어졌다.16)
전시연합대학의 학생 수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다. 대체적인 학생 수는 부산 전시연합대학이 4,268명, 대전 전시연합대학이 377명, 전북
전시연합대학이 1,283명, 광주 전시연합대학이 527명으로 전체 6,455명17)이고 이들 전시
연합대학에 동원된 교수 수는 모두 444명으로 추산된다.18)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내에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전시학생증을 발급하여 징집 보류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19)으로 파악된다.
13) 관련하여 연정은은 서울전시연합대학의 개강일을 1950년 11월 11일로 보고 있다.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림제24호, 수선사학회, 2005, pp.280~281.
14) 이에 앞서 2월 26일 ｢전시하 교육 특별조치요강｣을 공포하였는데 이 요강에는 학생들의 취학 독려와 가교사
설치, 전시연합대학 설치와 같은 조치들이 내려졌다.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문교사, 1952,
pp.296~299.
15) 유진오, ｢연세봉사 50년 찬하식 축사｣, 백낙준전집 10, 연세대출판부, 2009, p.238.
16) 여기에 주축이 된 ‘대한민국교수단’은 1951년 1월 13일 전국대학 책임자회에서 발기하여 1월 16일 부산시
청 2층 학무과에서 전국의 대학 교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탄생했다.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
원통제｣, 사림제24호, 2005.12, pp.287~288.
17) ｢6445명 전시연합대학 학생등록 총수｣, 동아일보, 1951년 12월 24일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에 의하
면 부산 3,798명, 대구 183명, 대전 124명, 전주, 239명, 광주 540명, 수원 418명으로 총 5, 402명으로 기
록되어 있다. 차배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 서울대출판부, 2004, p.51.
18) 중앙대부설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출판부, 1974, p.177.
19) 이는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1951.5.4.)과 ｢학생군사훈련실시령｣(1951.12.1.)에 의해 제도화 되
었다. 군사훈련과 군사학 강좌가 교과로 개설되어 매학기 3~4학점(매주 6~8시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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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 조치령｣의 내용을 통해 전시연합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을 확인할 수 있다. 조치령은 ① 관계대학이 협의하여 운영위원과 학장을 선출하고 그 운영
을 담당하게 한다. ② 소요 경비는 관련 대학이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③ 교원은 참가 대
학에서 의무적으로 출강하게 한다. ④ 학생이 전시연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20)로 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컸던 부산 전시연합대학에는 서울대학
교, 고려대학교, 국학대학, 한국대학, 국민대학, 신흥대학, 단국대학, 세브란스의과대학, 숙명
여자대학교, 서울여자의과대학 등 10개교가 참여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이 설치되면서 전시연합대학 운영을 위한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위원장
에 문교부장관이 취임했다. 운영요강에서 운영상의 소요경비를 각 대학이 연합 부담키로 되
어 있으나, 각 대학(특히 사립대학)의 재장상의 곤란 때문에, 연합대학의 소요경비는 주로
서울대학교 예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운영규정에서 학생들은 3개월분 등록금
1만원을 소속대학에 납입해야 하며, 대학은 학생 1명에 대해 1강좌(매주1시간)당 500원을
분담하여 연합학부(학과)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실험실습비는 각 대학에서
실비 징수하고, 경리는 소속학교와 구별하여 별도 회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학생부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고, 사립재단의 부담금이 없었으며 국고 보조도 없었기
때문에 국립서울대학교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21)
각 지역 전시연합대학 설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 전시연합대학은
부산에 피난 중이던 서울대학교와 그곳에 피난 중이던 7개 대학들 및 부산의 부산대학
(1953년 9월 종합대학교로 승격), 수산대학과 합동으로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했다. 그리고
‘부산전시연합대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부산 지역에 거류중인 각 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임시 가교사 등을 모아 놓고 1951년 6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22)
대구는 기존 4대학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의학부, 농학부, 문학부, 이학부, 법정학부를 두
었다. 전시연합대학은 고려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는 1951년
9월, 대구 원대동 달성초등학교 옆 90평 공장 건물에 임시교사를 마련하여 개별 단위로 개
강할 수 있었다. 원래 입주해 있던 대구 방송국이 부산으로 피난 가면서 고려대학교가 그
건물을 임시교사로 사용할 수 있게23) 되었다.
대전 전시연합대학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피난 온 민태식 교수와 한학자 김순동
등이 전시연합대학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송진백이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서 1951년 5월 문교부 승인을 받아 1951년 9월 문리과·법과·경상과 등 3개 학과의 전시연
합대학이 발족하였다. 민태식 교수가 학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충남 출신 교수와 학자들이
강의를 맡았다.24)
광주에서는 광주의과대학 부설 중등교원양성소를 전시연합대학의 임시교사로 지정하고,
그 학장에는 최상채 광주의대 학장을 겸임 임명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의 학생들은 이 지방으
로 피난해온 소수의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기도 하였으나, 전남지방에 소재한 대학(광주의대,
광주초급농대, 조선대)의 교수로부터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었다.25)
20) 이기석, ｢한국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변천과정 연구-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울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4, pp.48~49.
21) 박상만, 한국교육사(하), 대한교육연합회, 1958, p.145.
22) 차배근, 앞의 책, p.50.
23) 고려대학교60년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0년사(1946~2006), 서정시학, 2010, p.52.
24) 충남대학교60년사편찬위원회, 충남대학교 60년사, 문원미디어, 2012, p.57.
25) 전남대학교60년사편찬위원회, 전남대학교 60년사, 전남대출판부, 20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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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합대학은 1년간 지속되다가 각 대학이 단독으로 개강할 수 있게 되자 1952년 5월
31일로 해산된다.26) 전시연합대학은 미군정기부터 성장한 고등교육의 사회적 요구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부족과 교원의 부족, 학생들의 이산과 같은 교육자원의 부재, 교
수단체들의 이해관계와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다.27) 1952년 대학
들의 단독 개강과 함께 전시연합대학은 해체하게 되는데 각 대학은 단독 개강을 바라고 있
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Ⅲ.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대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전공교육과정이다. 전공(major)이란 말이 처음
으로 사용된 것은 1877년도에 죤스 홉킨스 대학에서였고, 1909년 하버드 대학에서는 집중
과목(concent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미국 학부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문학사는
31~40%의 시간을, 이학사의 경우는 41~50%의 시간을 전공과목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전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고, 일본의 경우에는 60%를 넘어서고 있다.28)
일제하의 대학교육과정에서는 교양과정이 경시되었으나, 해방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공 이외의 교양과정이 도입되었다. 대체적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이수 학점이 180학점
으로 1954년까지 시행되었다. 서울대의 경우 교양 55학점, 전공 85학점, 선택 55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1954년까지 유지되었으며, 1955년부터 160학점으로 수정
되었고, 한 학기당 이수학점도 24학점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도 교양,
전공, 선택의 구조로 계속 유지되다가 1981년 이후 140학점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교양과
전공이라는 구분 하에서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29)
전쟁기의 교육은 임시적이고 예외적 상황의 교육이다. 그러나 절박성의 면에서 본다면 평
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교육적 경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전쟁기 고등교육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현재
와 당시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 선행되어야 한다.30) 전시연합대학은 한국전
쟁기 고등교육의 절박성에 기인하여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열규는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서울의 모든 대학이 참여했는데도, 위아래 층의 자리가 듬성듬성 빌 만큼 학생 수는 적었다.
대학 구별은 물론 학과 구별도 학년 구별도 없었다. 무턱대고 군데군데 모여 앉았다.
26) 관련하여 동아일보는 “문교부에서는 1·3 후퇴 후 각 대학의 교사 및 교수진 문제로 부산 전주 광주 대전 등
지에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여 왔는데 현재 부사 광주 전주에서는 동연합대학을 더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에
비추어 5월 말로 대전의 연합대학만을 남기고 해산시키기로 되었다. 대전의 존속 이유는 해산시키면 학생들
의 취학 문제가 곤란한 때문이라고 하며 3개처 연합대학은 해산 후 원교에 복귀하거나 근처의 단독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에 취학 수속을 취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각 대학을 해산 후 복귀한 학생의 취학 상태를
문교부에 보고하기로 되었다.” ｢전시연합대학 해산 학도는 원교로 복귀하라｣, 동아일보, 1952년 3월 27일자.
27) 이와 관련하여 연정은은 문교부의 국립종합대학구상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전시연합대학이라고 보고 문
교부가 주도하고 대한민국교수단이 협조한 것으로 파악한다. 최해교, 앞의 논문, p.5, 연정은, 앞의 논문,
p.288.
28) 전성연, 앞의 책, p.54.
29) 유용식, ｢한국 대학교육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12-1,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2001,
p.131.
30) 박선영 외, 앞의 논문, pp.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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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지경이니, 강의는 전공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누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어리벙
벙한 제목을 단 강의, 구태여 따지자면 교양과목의 강의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실속만 따지고 말 게 아니다. 그 전쟁의 법석 통에서, 내일을 미처 기약하지 못할 전
란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대학이 문을 연 것은 대단한 일이다. 포화(砲火)가 난무하는 속에서
피난 온 여러 대학이 하나로 뭉쳐서 대학 본래의 업무에 복귀한 것이니, 여간 장한 일이 아니
다. 문자 그대로 ‘전시 연합 대학’이 아닐 수 없다.31)

김열규의 언급에 의하면 전시연합대학의 교육내용은 전공의 구분 없이 교양중심의 강의
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시연합대학은 교과 구성에 맞게 전공교과의 수업이 재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사상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교양 교육에 치중하였으며 군사훈
련이 수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32)
전시연합대학의 강의는 오전에 교양과목을
합동강의 하였고, 오후에 전공과목을 강의하
는 형식이었으며, 강의실은 따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유휴건물이나 개인사무실, 교수사택
창고 등의 임시교사를 사용했다. 강의 내용은
인문·사회·자연계를 막론하고 전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강의했다. 연합대학 개강 초기에
는 부민관에서 전학생을 한곳에 모아, 헌법,
변증법, 현대의 자연과학, 원자론, 사회사상사,
민족이론, 전쟁과 법률, 전쟁과 경제, 2차 대
전 후 국제정세, 군사강화, 맑스주의 비판, 국
제헌장, 민족해방 운동사, 전쟁과 사상, 민주
주의 개설, 사회운동사, 유네스코사업과 활동,
미국 민주주의 발달사 등의 주제를 합동 강의
했다.33) 이러한 강의는 대한민국교수단의 문
화강좌를 기초로 하여 학과목을 만든 후 강의
를 진행하였다. 과목 구성을 보면 사회학적
지식을 주로 강의하면서 법과 민족에 대한 강
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부민관’의 1930년대

모습34)

서울대학교 자료에 의하면 문리과대학 가교사는 부산시 대신동 저수지를 싸고도는 우거
진 숲을 옆으로 끼고 부산항구를 내려다보는, 구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부산시 서
대신동 3가 54의 3번지에 자리잡은 동 대학은, 교원 56명(교수 20명, 조교수 12명, 강사
13명, 조교 4명)과 사무직원 22명이 문학부와 이학부 학생을 교수·지도하고 있었다. 이곳에
는 문학부에 12개 학과(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어독문학과, 불
어불문학과, 언어학과, 철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종교학과, 심리학과, 정치학과), 이학부의

31) 김열규, ｢김열규 교수의 ‘내 부산, 내 옛 둥지’ 25. 부산의 전시 피난 대학｣, 부산일보, 2011년 9월 5일자 인
터넷판.
32) 최해교, 앞의 논문, p.15.
33) 박상만, 앞의 책, p.148.
34) 김한근 제공, 부산일보, 2011년 9월 7일자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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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학과(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총 17개 학과에서 854명의 학생들
이 수강하였다. 당시 문리대에는 크게 세 학부가 있었는데 자연과학계통을 주로 하는 이학
부와 의예과,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계통이 문학부가 있었다.35)
부산전시연합대학의 문학부 운영 위원은 서울대의 방종현, 동국대의 김동화, 서울대의
이철하가 맡았다. 문학부는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A반(어학, 문학)은 부민동 1가 31번지의
유휴 건물에서, B반(철학, 사학, 교육학)은 영도의 해동중·고등학교 임시교사의 일부를 빌려
서 사용하였다.36)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50년도 1학기 학점일람표에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중 군
사훈련(8학점)과 합동강의(16학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전시연합대학
수업의 30%가 군사 훈련에 할애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37) 군사학과 군사훈련은 합동으로
송도 해안통 광장과 대신동의 동신초등학교 운동에서 행해졌다.38)
전시연합대학에서는 1학기에 30학점을 넘게 취득하거나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 신청
하여도 유효하였으며 타 전공과목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전시연합대학에서는 계
절학기도 실시되었는데 교육학, 국문학, 자연과학에 국한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대학교 자료에는 <방언학>과 <한문학>등을 교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대신동 공설운동장 뒤편 대신중학교 옆 숲 속에 임시로 마련된 천막교실에는 서울대
문리대와 부산대학이 합동수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방언학>을 담당한 방종현 교수와 <한문
학>을 담당한 이가원 교수 등 서울의 교수들과의 강의교류가 많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김계곤
(51)이 그 당시를 “부산대학 국어국문학과에는 국어학에 눈뫼 허웅 선생님, 현대문학에 요산
김정한 선생님, 고전문학에 백영 정병욱 선생님께서 솥발처럼 튼튼하게 받치고 있었을 뿐더러
서울에서 피난살이하던 권위 있는 교수들이 강사로 출강하고 있어서 더욱 좋았다”(정병국 선생
과 나, 백영 정병욱의 인간과 학문, 신구문화사, 1997)고 회고 하고 있는 글에서도 확인된
다.39)

그러나 전시연합대학의 교육은 고등교육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었다. 부산전시연합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진 학생이 반 이상을 차지하여 직업이 본업이고 대학생은 도리어 부업인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신문(52.3.3)에는 대학생의 부업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단독 개강을
한 각 대학들의 학생들 중 50~60%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전시체제에서 고등교육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기는 했지만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는 심각하
였다고 할 수 있다.40)
전시연합대학의 수업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첫째, 교수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두 시간
만 강의를 들으면 한 학점씩 주어 각 소속대학의 학점으로 통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학생
을 모아 정상적인 교과 수업이 불가능했다. 둘째, 학생들의 출석을 명확히 할 수 없었다. 학
생들은 강의를 들으러 오다가 길거리에서 징집될 수도 있었고 1학기에 30학점만 취득하면
다음 학기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회사 직원들도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다. 셋째, 교
35)
36)
37)
38)
39)
40)

서울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30년사, 서울대출판부, 1976, 52쪽.
최해교, 앞의 논문, p.31.
같은 논문, p.41.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50년사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0년, 세종문화사, 1998, p.4.
같은 책, p.3.
최해교, 앞의 논문,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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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특강 형식을 취하여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전시연합대학은 정상적인 고등교육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전시연합대학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유추하기 위해 한국전쟁 전후 고려대학교의 교육과정
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과목종

교과목

별

소계

국어
국사
서양사
동양사
자연과학개론
논리학
심리학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체육
필수교양과목
필수전공과목
선택과목
합계

과목종

교과목

별

국어학개론
국어학강독
국문학개론
국문학강독
조선한문학사
문화사개론
문학개론
언어학개론
철학개론
교육학개론
중국문학사
체육
사회학 종교학 미학 외

1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2
2
2
2
4
4
2
2
4
4
6
6
4
4
2
2

26
26
2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2
2
2
2
2
2
2
2
2
2
4
2
2
2
2
4
4
2
2
2
2

국어 중 4학점 이상 선

소계

택
필수전공과목
필수교양과목
선택과목
합계

과목종

교과목

별
국어학사

연간학점

비고

4
4
4
4
4
4
4
12
8
4

52
연간학점

비고

4
4
4
4
4
4
4
4
4
4
4
4
4

26
22
3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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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간학점
4

비고

국어학특강
국문학사
국문학특강
국어학강독
국문학강독

1
2
1
2
2

2
2
2
2
2

3
3
3
4
4

조선한문학특강

2

2

4

조선사상사
조선문화사
체육
국사학

4
2
2

2
2

4
4
4

법학개론
경제원론

4

영문학사개설

소계

과목종
별

중 선택 4학점 이상
필수전공과목
필수교양과목
교양선택
합계
교과목
국어학특강
국어학강독
국문학특강
국문학특강
국문학강독
조선한문학강독
중국철학사개설
국사학
중국문학개론
체육
조선법제사

20
18
4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2
연간학점

비고

4
4
4
4
4
4
4
4
2
4

조선경제사
조선미술사

4

영문학사개설
중 선택 4학점 이상
필수전공과목
소계

필수요양과목
선택과목
합계
20
<표1> 고려대학교 1946년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41)

과목종

교과목

18

1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41)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과6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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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간학점

비고

별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철학개론
문화사
자연과학론
체육
과 별 필
수

선택과
목

과목종
별

공 동 필
수

선 택 과
목

교직

과목종
별
공 동 필
수

과 별 필
수

2
4
4
4
4
1

한문강독
사회학개론
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
법학통론
논리학개론
심리학개론
윤리학개론
합계
교과목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문학개론
한문강독2
언어학개론
시가강독
국어문법론
영문학사
국사학개론
영어고급
불어고급
중국어고급
중국사
철학사
영미시
교육학원론
교육심리학
합계
교과목
국문학사
국어학사
한국한문학사
문예사조사
문장론
국문학강독
국문학특강

2
4
4

4
1

4
8
8
4
4
4
2

4

4

4(택1)

4

4(택1)
23
23
2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4
4
4
4
4
4
4
4
4

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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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연간학점

비고

4
4
4
4
4
4
4
4
4

4(택1)

4

2(택1)

4

2
2
2
2
30
22
3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4
4
4
4
4
4
4

4

52
연간학점
4
4
4
4
4
4
4

비고

교직

중국문학사개설
중세어강독
국어음운론
근세어강독
국어학특강
한국한문학강독
교육사
교육방법론
합계

과목종
별

교과목

2
4
2
2

2
4
2
2
4

4
4
24
24
4학년
매선시간
1학기
2학기
4
4
2
2
2
2
2
2
2
2
4
4
4
4
2
2

국문학특강
국문학강독
전공별
국문학연습
고대어강독
필수
국어학특강
국어학연습
근세소설강독
공 동 선 현대국문학특강
한국한문학특강
택
시조론
한국사상사
공동필
교직
수
교육실습
2
합계
24
<표2> 고려대학교 1955년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42)

2
24

4
4
4
4
4
4
4
4
48
연간학점

비고

4
4
4
4
4
4
4
4
4
4
4
4
48

위의 교육과정표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학과의 한국전쟁 전후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표
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고려대학교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짜임새 있게 교육과정을 설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학년에 따라 이수해야할 전공의 성격과 깊이를 잘 배분하고 있
었다.
한국전쟁 전 특이할 만한 교과는 1학년에 자연과학개론과 심리학과 같은 과목을 연 4학
점 이수를 했다는 점이다. 2학년의 경우에는 문화사, 교육학개론, 중국문화사, 체육, 사회학,
종교학, 미학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전공교과와 관련이 없는 교과도 있었다. 3학년에는 국사
학, 법학개론, 경제원론, 영문학사개설 등과 같은 강좌도 선택과목으로 들어 있었다. 4학년
에는 중국철학사개설, 중국문학개론, 조선법제사, 조선경제사, 조선미술사, 영문학사개설 등
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자연과학이나 법, 경제, 심리 등과 같
은 타 전공과목에 포함될 과목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관련 과목이
매 학년마다 개설되어 있어서 중국문학의 국문학에 대한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쟁 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은 1학년은 공동선택과 선택, 교직과목 등
44학점으로 되어 있고 3학년은 40학점, 4학년은 32학점 등 전체 16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
어 있다. 교양과목의 강조에 따라 국어와 영어 수업이 강화되었다. 1955년 교육과정은 1학
42)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과6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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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공동필수 과목에 국어, 영어 이 외에 문화사, 체육 등이 추가되었고 과별필수과목으로
한문강독이 개설되었다. 2학년은 영문학사가 3학년에는 중국문학사가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2학년부터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4학년과정에 교육
실습을 개설하였다.43)
고려대학교의 한국전쟁 전후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해방 후 미군정기를 겪으면서 국어국
문학과 역시 교양교육의 강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
공

과목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현재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사회학, 경영학, 법학 등과 같은 과목이 없어지고 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학 관련
과정이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전시연합대학의 경우 전공과목 역시 개론 위주의 수업을 진
행하면서 교양과목과 전시훈련 과목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시연합대학의
교육은 전시에 필요한 사상교육과 국방교육을 위한 고등교육의 재게였기 때문에 교육시설과
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과목의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양 과목과 군가 훈
련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44)

Ⅳ.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의 의미와 한계
전시연합대학이 강한 교육적 열망에 의해 유지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김열규의 회고는 다
음과 같다.
대학생으로서 겪은 첫 학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전쟁에 휩쓸린 혼란과 고난 속에서 그
나마 명색이라도 대학이 문을 열었다니! 그것은 한국의 대학의 역사에서 길이 기념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민족의 일대 비극, 6ㆍ25 전쟁사의 일부로 기록되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전란(戰亂)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45)

김열규의 표현을 빌자면 전시연합대학이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한
다. 그만큼 전시연합대학이 전시라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연합대학은 이렇듯 강한 교육적 열망의 표현이었으며 오히려 강한 잠재적 교
육과정을 발휘하는 공동체적 역할을 했다. 전시연합대학은 전시하의 어려운 환경 밑에서 사
제간의 거리를 좁히고 동료들의 우의를 두텁게 했다. 또한 타대학생들과 같은 교사에서 교
환(交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교우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46)
전시연합대학 이후 50년대에 교육인구는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양적인 팽창은 전쟁시의 대학생에 대한 병역 특혜, 지방 사립대학의 설립에 따라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미 1955년에는 종합대학교가 15개, 단과대학이 30개, 초급대학이 6개,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 70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학생수는 1952년에 34,000명, 1954년에
는 6,6000명, 1956년 92,000명, 다음 1961년에는 146,000명으로 증가하였다.47)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편찬한 서울대학교30년사에는 전시연합대학의 문제점을 신랄하

43)
44)
45)
46)
47)

같은 책, pp.54~55, 참고.
최해교, 앞의 논문, p.33.
김열규, ｢김열규의 휴먼드라마<17> 전시연합대학에서｣, 한국일보, 2010년 12월 28일자 인터넷판.
오정렬, ｢사다함의 후예들-전시연합대학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69호, 세대사, 1969, p.98.
손인수, ｢해방이후 사회변동과 교육｣, 한국학연구1집, 고려대한국학연구소, 1988,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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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고 있다. 전란에서 오는 정신적인 불안과 가교사에서의 시설미비 등으로 만족할만한
교육의 실시란 불가능했다. 따라서 교수의 수업방식은 보다 더 강의와 필기에 의존하지 않
을 수 없었으며 공학계통은 시설미비로 실험실습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출결상황이었다. 학생들의 출결문제는 비단 교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대학생들에게 징집연기의 특전을 주는 것은 오로지 학업
을 계속시켜 동란으로 인한 국민문화수준의 저를 가급적 방지하자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학생 중에는 이러한 은전을 망각하고 무단결석자와 학업을 태만히 하는 자가 있었던 까
닭이다. 이에 문교부는 대학생들의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여 학칙에 규정된 출석시간 미달자
에게 학점의 인정을 엄금하는 동시에 과거에 범칙이 심했던 자와 공직을 가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그 졸업을 취소하라는 통첩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52년 7월에는 문
교·국방부의 합의로 수업일부의 3분의2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 군사교련 시간의 5분의4 이
상 출석하지 않는 자,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가차없이 응소집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학생들의 출석이 수강시간수의 3분의2를 초
과하지 않을 때에는 학과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고, 교수의 강의가 법정시간
수에 미달할 때는 보강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시간수가 부족한 때는 해당학과의 학기말고
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도 계속하여 출석지도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나 출석률은
여전히 불량한 상태였다.48) 이와 같은 교육의 문제는 김열규의 회고에도 기록되어 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축들까지 해서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났다. 세 칸인가 되던 강의실에서는
각기 다른 과목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강의는 여전히 교양과목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
다. 전공이 다르고 학년이 다른 학생들, 누구라도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었다.
그게 한 학기 동안 지탱되었다. 물론 시험도 치고 논문을 제출하고 해서는 학점도 딸 수 있
었다. 어려울 것 추호도 없었다. 강의 수준이며 내용이 그저 그렇고 그랬으니 시험도 논문도
누워 떡먹기였다. 그러기에 학점도 강의 시간에 나가 앉아 있는 것 말고는 공짜로 얻는 것이나
별로 다를 것 없었다.49)

그의 회고에 의하면 강의의 수준이나 강의의 내용은 일반교양 수준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험과 논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목숨이
위태로운 와중에서도 배움에 대한 갈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김열규의 회고를 다시 보면
단독 개강 이후에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어두컴컴한 천막을
벗어나 산 중턱의 풀밭에 앉은 학생들을 두고 교수는 “주여! 거친 풀밭입니다. 하지만 그런
터전이기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강의하고 학습하고 할 것입니다”50)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수업환경은 매우 열악해 ｢뉴욕타임즈｣는 “남한에서는 정거장,
약탈당한 건물 안, 천막, 묘지에서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5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연합대학은 교양과목과 전시 군사훈련 중심의 강의와 개
론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시연합대학 이후 지방 국립대를 통해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은 보다 그 체계를 잡아갈 수 있었으며 국어국문학과가 전쟁 와중
48)
49)
50)
51)

서울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04.
김열규, 앞의 글.
김열규, 앞의 글.
이정수 , ｢그때 그 시절｣, 대학신문, 대학신문사, 2010년 9월 18일자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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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하나의 단독 학과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전시연합대학 국문과의 정체성이 발견된다.
한국전쟁기 교육이 지니는 중요성은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와 사상 통일을 위
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시기였으며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교육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
다. 둘째, 한국전쟁기에는 교육법 시행령의 공표, 지방교육자체제 실시, 중학교 입학 학력고
사, 지방 국립대학 설립 등과 같이 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들이 실시되었으며 이때 수
립된 교육의 형태는 오늘날까지 변화를 거치면서 존속되어왔다52)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Ⅴ. 결론
전시연합대학은 한국전쟁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임시 연합대학으로 1년 동안 유
지된 특수한 대학이다. 지금까지 전시연합대학에 대한 인식은 고등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의
미를 부여하는 쪽과 전시연합대학의 교육의 질과 사상 통제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전시연합대학이 당시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한국인의 교육적 열의와 이를 통한 국어국문학과의 존속이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자 했다.
전시연합대의 국어국문학과는 ‘국문과’라는 명칭으로 1951년 2월 19일 본격적으로 교육
이 행해진 부산전시연합대학을 비롯한 모든 전시연합대학에 설치되었다. 운영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전쟁 전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특강 형식으로 국어학·국
문학이 뒤섞여 강의되었다. 전시연합대학에 설치된 국문과가 전후 국어국문학과의 체계를
잡아가는데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점, 국어국문학과 정체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분기점이라
는 점에서 본 전시연합대학 내 국문과는 의미가 있다.
전시연합대학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유추할 때 미군정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교양교육에 치
중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를 전시연합대학에 적용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교양
교육과 함께 전쟁시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시훈련에 치중된 교육을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교육과정을 한국전쟁 전후를 통해 분석해 보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풍부한 기록과 증언
을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전시연합대학의 체제는 이후 한국 국어국문학과의 정
체성을 밝히는 주요한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전 60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당시 학생으로 있었던 증언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전시연합대학에 대한 자료가 앞으로 망실
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52) 최해교, 같은 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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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하윤(배재대학교)
바쁘신 와중에도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연구」라는 옥고를 준비하여 발표
하신 손민달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깊은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발표문
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범범하게 여쭙는 것으로 발표자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첫째, 전시연합대학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교육이라는 국가대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탄생한 대학(1951.5.4.~1952.5.31.)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이
라는 대의를 잇고자 하는 열망도 불안한 사회 환경 속에서 병역혜택만을 노리는 유령학생(?)과 부업
으로 여기는 학생의 증가, 반공사상의 편향과 통제, 일부 대학만으로의 쏠림현상 등을 초래하였습니
다. 전시연합대학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발표자께서는 이것이 고등교
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지니는 본연의 의미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 질문과의 연장선에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전시연합대학의 성립과 운영 자체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임시방편적인 전시교육이라는 측면과 고등교육을 통한 국가통제강화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이 두 가지 평가 중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발표자께서는 ‘Ⅲ.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을 설명하면서 전시연합대학
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유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부족인지는 몰라도 발표자께서는 전시연합대학의 여러 대학들 중에서 오로지 고려대학교 자료만을 예
로 제시하였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 논문의 핵심은 Ⅲ과 Ⅳ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Ⅲ단원의 제
목이나 논문 제목과는 조금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고려대학교의 교
육과정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다시든지, 아니면 Ⅲ단원에서 타 대학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다양성
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Ⅳ.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의 의미와 한계’라고 하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Ⅳ. 전시연합
대학 내 국어국문학과의 성립의미와 한계’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어국문학과가 가지는 의미
가 아니라 전시에 연합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성립된 의미와 그 한계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여겨지
는데,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김열규 선생님의 회고를 빌
어 오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Ⅳ단원의 제목과는 다르게 의미와 한계 부분이 소략한 것 같습니다. 앞
으로 좀 더 많은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논지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민달 교수님의 「전시연합대학 내 국어국문학과 운영과 교육과정 연구」라는 발표문을 잘 들었습니
다. 훌륭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발
표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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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전후 광고 언어의 화용론적 변화

이철우＊
1)

Ⅰ. 머리말
전쟁은 인간의 모든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특히 물질적 파괴와 함께 동반되는 정신적 충
격은 생존의 방법 자체에 본능적인 수정을 가하게 된다. 6․25 전쟁도 민족의 대이동을 낳게 함과
동시에 정치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였다.
전쟁의 경험은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전통적 가치관을 약화시키는 대신 현재주
의, 자기중심주의, 단기간의 목표 설정 즉시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 등을 보편화시켰다. 이러한 경
향은 개인 행위의 수준에서부터 정부의 정책 수준에 이르기까지 두루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또한 전쟁은 위험을 무릅쓰는 경험을 야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아울러 가
족의 상실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생겨남에 따라 한국인들로 하여금 종교에 심취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함인희 2005: 42)
인간 의식의 변화는 자연히 언어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기에 전쟁 전후로 나타나는
언어 표현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리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전쟁에 따른 물자난은 극심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 언어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6․25 전쟁 전후에 나타난 광고 언어를 살펴보고 광고 언어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러한 것들이 국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6․25 전쟁 전후 광고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신문 광고 또는 잡지 광
고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아직 전파매체 광고는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 광고
위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6․25 전후에 모두 출간한 인쇄 매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초창기 신문 광고는 여러 매체에 실렸지만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광고에 대한 많은 관심
을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1926년에 광고상을 주최했고, 조선일보가 1932년에 14회에 걸쳐 ‘광고에
관한 일반상식 해설’을 연재하고, 1937년에는 광고 강좌를 주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1938년에
상업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상업 미술작품 모집과 전시회를 주최하기도 했다(리대룡․이명천
1997: 70).
이 두 신문은 일제강점기 후반부에 폐간되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다시 복간되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발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전쟁 전후에는 신문을 발간하고 있어서 신문광고의 변
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신문에 실린 광고는 비슷했기 때문에 하
나를 정해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본고는 이 중에서 동아일보에 실린 신문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

1)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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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동아일보가 신문사 자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6․25 전쟁 전후에 신문을 발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언어를 분석해보기로 하는데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6․25 전쟁의 기간은 보통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로 보고 있는데, 전
쟁 기간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균등하게 3년 정도의 연도 차이를 고려하여 1947년도와 1956년도의
동아일보에 실린 신문광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광고의 연도 차이
가 대략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47년과 1956년에 해당하는 신문 광고에서 표본 추출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1947년과 1956년
의 신문광고 중 매월 25일에 해당하는 신문의 2면 하단, 왼쪽에서 첫 번째 광고를 기본적인 분석
대상으로 한다. 현대 광고에 좀 더 가까운 것을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공고나 부고 등은 제외하기로
하며, 또한 해당일에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신문을 자료로 한다.

Ⅲ. 국어 정립 과정과 광고 언어
이념에 따른 방향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에도 국어에 대한 철자법과 표준어 논의는 꾸
준히 지속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어학계에 있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학계의
관심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다만 학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북으로 간 학자도 있고 남한
에 남아서 연구를 지속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의견은 쉽게 통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에 학자들 간에 가장 큰 대립을 보였던 것은 아마도 한자 사용의 지속 여부와 철자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큰 특징은 마르크스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망라한 연합
학술조직이었던 조선학술원이 한자폐지 등 군정청에 의해 진행된 어문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
다는 것이다(최경봉 2012: 257). 이러한 태도는 최현배 등 한글전용정책을 주장하던 이른바 조선어
학회의 학자들과 대립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자 사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
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1946년 4월 홍기문, 유응호, 이희승, 방종현, 김선기, 이숭녕, 김수경 등이 참
여하는 조선언어학회 창설을 야기시켰고, 이 또한 최현배 등의 조선어학회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선어학회가 어문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
문에 조선어학회에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다른 학회의 활동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최경봉 2012: 260). 조선학술원이나 조선언어학회 등은 한자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조선어학회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식자층을 제외한 일반
인들은 한자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군정청에서 여론조사 등으로 이러한 측면을 홍보한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
2) 동아일보 1월 11일 2면 기사에 의하면 ‘漢字廢止를一般은贊成’이라는 제호 아래 ‘한자페지의 여론이 분분함으
로 군정청사회과에서는 구랍二십二일부터 一주일간 종로거리를 중심으로 통행인을상대로 여부를 좃하여보앗
다한다 조사인원은 일반시민 一천三백八십四명과 교육자四백三십八명도합一천七십八명도합 一천八백二십二명
인데 이중한자폐지를 하자는말을 들엇다는 사람이 시민중에一천七십八명인데그중 교육자가 四백三십四명으로
거위다알고잇는모양인데 찬성하는시민은五백四십九명이고 교육자二백四십六명으로 반수이상이찬성을 표시하
엿다한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다. 사회과학조사방법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군정청
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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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해방 이후에는 조선어학회의 주도로 어문 정책이 이루어졌고 한자 폐지와 철자법도
조선어학회에서 주장한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건국이념과 함께 민족의 주체성을 강
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아직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신문 광고에도 한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세로쓰기와 가로쓰기가 다소 혼용되면서 차츰 가로쓰기의 형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이 보여 한글 전용에 대한 틀은 마련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 나타난 신문광고의 언어는 대체로 일제 강점기의 양상과 비슷하였는데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면서 표제어는 주로 한문을 이용한 명사형이 많았다. 1947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신문광고 표
제어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現代日報市內販賣所募集
高響
入荷案內
市民慰安꽃노리大公演
第二回 全國 農樂競演大會

(1947년 1월 25일 동아일보 2면)
(1947년 2월 25일 동아일보 2면)
(1947년 3월 25일 동아일보 2면)
(1947년 4월 25일 동아일보 2면)
(1947년 5월 25일 동아일보 2면)

신문광고를 하는 광고주는 주로 제약회사 또는 영화관이었는데 이러한 광고 언어의 특징은 6․25
전쟁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문광고에 사진이나 그림이 많이 사용
된 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광고 언어 자체에도 그래픽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광고 언어를 그래픽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오기 시
작한다.
6․25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국어의 정립은 잠시 지체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는 표
준어 제정이나 표준문법 제정 등 국어에 대한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으며, 1960년대에 와서야 학
교문법통일안 등이 제정되었다.3) 1950년대에 나타나는 국어의 사용 양상은 정부 주도로 변화된 모
습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적 영향을 찾기는 어렵다. 특히 신문광고에
나타난 광고 언어의 양상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의 신문광고 언어도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가끔씩 한글이 표제어로
사용되면서 한글 사용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956년의 동아일보 신문광고에
나타난 표제어이다.
(2) 매독, 임질, 폐병

(1956년 1월 25일 동아일보 2면)
막난이 悲史
(1956년 2월 25일 동아일보 2면)
皮膚病•濕疹
(1956년 3월 25일 동아일보 2면)
虛弱한 學童에
(1956년 4월 25일 동아일보 2면)
바이엘會社의 頭痛藥
(1956년 5월 25일 동아일보 2면)
싸쓰界覇王
(1956년 6월 25일 동아일보 2면)
머리가 아프실때면 소보린 錠 (1956년 7월 25일 동아일보 2면)
肺結核 治療劑로는 아시아지트 錠 (1956년 8월 25일 동아일보 2면)

3)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1960년을 근대국어와 현대국어로 나누는 분기
점으로 설정하기도 한다.(최경봉 2010: 166-169)

- 3 -

위 (2)에 나타난 1956년 신문광고의 표제어를 보면 병명이나 순우리말 명사, 혹은 조사나 외래어
등이 한글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생필품과 의료약품의 부족은 국민들의 영양부
족이나 질병치레를 초래했고, 이는 자연적으로 약품 등이 주된 광고 상품이 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약품 중에는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름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약품은 한글로 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엘’, ‘소보린’, ‘아시아지트’ 등의 외래어는 한글로 쓰일 수밖에 없
었다. 물론 간혹 영어로 표기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문식력에 비춰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또한 생필품 부족과 미국산 등의 외국제품에 대한 선망이 외제 생필품을 신문광고의 상품으로
자주 등장시키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 외국에서 들어온 생필품 중에
도 한자로 사용할 수 없는 명칭들이 있으니 ‘싸쓰’, ‘카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외국에서 들어온
생필품에 대한 표현 역시 한글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한글이 신문광고 언어에 쓰일 수 있었던 데는 표현의 다양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자로 인해 묶여 있던 표현의 제한성이 표음문자인 한글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
다. 즉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 조사나 어미 등의 사용이 점차 한글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 단순히 명사형으로만 표현되던 신문광고 언어가 6․25 전쟁 이후 신문광고 언
어에서는 ‘-의’, ‘-가’, ‘-이’, ‘-입니다’ 등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글의 사용은 국어에 있어서 화용론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게 하
였다. 한자어가 대부분이었던 6․25 전쟁 이전의 광고 언어는 사실 인간의 내재적인 표현을 다양하
게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나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등에서 한글 사용이
이루어지면서 문자로 표현하는 문어체 표현에서도 다양한 화용론적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Ⅳ. 6․25 전쟁 전후 광고 언어의 화용론적 특징
1. 광고 언어의 결속구조(cohesion) 적용
신문광고는 개화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 광고 언어의 표현 양상은 고지나 공고
의 성격이 짙었다. 이러한 모습은 해방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에 나타난 광고 언어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신문광고에서 하나의 광고 안에 사
용된 본문 언어의 양이 6․25 전쟁 이후로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광고에 사용된
언어의 양이 매우 많았는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싣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947년도에 실린 신문광고 중에서 광고 언어의 양이 꽤 많은 것은 현대일보 시내 판매소를 모집
하는 (3)의 광고 정도였다.
(3) 三千萬의總意를代表할待望의現代日報는社長徐相天先生의雄(?)下에드디여 來二十八日부로 續刊케되였음
니다. 龍山區, 麻浦區, 永登浦區, 東大門區,域內에서 現代日報 販賣所(地方支局希望者는本社로)를 希望하는
분은 時急히本團으로 問議하시압(配達員도多數募集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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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1월 25일 동아일보 2면)

이 정도로 긴 광고 언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어의 형식적 연계성을 나타낼 만한 결속구조
(cohesion)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텍스트는 대용(substitution)이나 생략
(ellipsis), 접속(conjunction) 등을 사용해서 문장 혹은 담화 요소 사이에 형식적 연결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3)의 광고 언어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하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나
서 나온 신문광고에서는 광고 언어의 양이 많아지면서 결속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4)는
1956년 3월 25일에 나온 의약품 광고 중 본문 언어이다.
(4) 가렴症이 멎지안코 곳치기 무척 힘드는 濕疹 其他 皮膚病은 普通대스럽지안은 刺戟으로 생기는 것이
며 實地體內에 過敏한 素因이 그 原因으로 되어있읍니다
身體의 反應能力이 過敏하여저서 생기는 病을 아렐기性疾患이라고 합니다
濕疹가렴症도 이같은 아렐기性疾患으로 其素因이 解消되기前에는 治療가 아니됩니다 아벨 注射를 注射하
면 이같은 체내의 과민성이 除去됩니다 (抗아렐기作用)
그럼으로 濕疹, 皮膚病, 가렴症, 두두러기뿐만 아니라 아렐기性의 喘息, 食中毒, 藥物中毒, 其他모-든 아렐
기性疾患治療에 廣汎이使用되고있습니다 特히 아벨注射는 含量이 日本製보다 越等히 强力함으로 其治療効
果도 日本製에 比할수없이 强力합니다
(1956년 3월 25일 동아일보 2면)

(4)에서 우리는 ‘그原因’, ‘이같은’, ‘其原因’,4) ‘그럼으로’ 등의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많은 양
의 광고 언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광고의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즉 초기의 광고 언어는 광고인지 아닌지에 대해 인식 자체가 희미했지만,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는 광고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광고주나 소비자 모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래서 광고주는 좀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는 자연
적으로 광고 언어의 양 증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4)와 같은 언어에서도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결속구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대용어의 사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러한 예는 다음의 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5) 곰푸라-루는 獨逸바이엘會社가자랑하는有名한藥으로써! 그 特徵은 迅速優秀한 鎭痛作用과 無害性에있
습니다 따라서 頭痛,齒痛 月經痛,神經痛,腰痛,胃痛等에其効力은 참으로 優秀하며 世界的으로 廣汎히 賞用되
고 있습니다 服用하시면 苦痛이 迅速히 解消되고 참으로 좋은効果를 가저옵니다
(1956년 5월 25일 동아일보 2면)

(5)의 광고 언어는 ‘곰푸라-루’라는 약품을 다루고 있는 광고의 본문 언어인데, ‘그 특징은’ 혹은
‘따라서’라는 표현을 이용해 광고 언어 전체를 형식적으로 묶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언어
의 형식적 연계성이 모든 광고 언어에서 풍부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
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6)의 광고 언어에서는 본문 언어의 양이 상당히 많
음에도 불구하고 결속구조는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6) 幼少年의發育을 좀먹는 무서운呼吸器疾患의大部分은 虛弱한體質 卽 腺病體質兒에 發病하기쉽고 腺病
4) ‘其原因’은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其’가 ‘그’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원인’과 거의 같은 의
미로 사용되었다. 다만 표준문법이 정리되지 않은 시기여서 이러한 표현들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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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兒는例外없이 發育不良 筋骨薄弱합니다
「錠劑원기소」는 發育促進에 特效있고 疲勞恢復에 有效한强力한 비타민B複合劑와 飮食의 消化作用을 活
潑히하는 各種消化酵素가 豊富하며 그外에도 貴重한 各營養素가 網羅되어있음으로 虛弱體强化에 單純한
營養劑가到底히따를수없는 效果를發揮합니다
無力性 腺病體質에 「원기소」는 비타민B 複合體와 消化酵素의 綜合作用으로 食慾增進 胃腸炎 消化不良
泄瀉等消火器疾患 呼吸器疾患에對한 抗病力이 强化되고 治癒를 短縮식힙니다
神經痛 腺病體質에 「高級」아미노酸 칼슘燐 鐵 核酸 구리고-겐等을 幼弱한 胃腸에도 吸收잘되게 含有하
고있기때문에먼저 體重을 增加식히고 疲勞恢復 不眠 腦神經發育에 効果있습니다
(1956년 4월 25일 동아일보 2면)

(6)의 광고 언어는 제법 긴 본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外에도’가 한 차례 나올 뿐 형식적 연계
성을 나타내는 결속구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를, 광고 언어 안에서의 결
속구조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타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 동일구조 반복의 원시적 적용
광고 언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동일구조 반복이다. 이 동일구조 반복은 특히 전파매체 광고에서 음성 언어로 전달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 징글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음료나 과자 등의 전파매체 광고에서 노래
형식을 빌어서 동일구조 반복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비자에 대한 상품의 인지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일구조 반복이 처음부터 광고 언어에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광고
에는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메시지가 나열되는 형식을 띄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의 (7)에 나타난 광고 언어는 오락성이 더해진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구조 반복이 사
용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상은 보이지를 않는다.
(7) ‘시민 위안 꽃놀이 대공연’ 광고
市民慰安꽃노리大公演---------------------표제어
봄빛이가득찬昌慶苑!
滿發한꽃동산에 燦爛한市民꽃노리大會
從前에보지못하든大募(?)版!

(1947년 4월 25일 동아일보 2면)

하지만 전쟁 후에는 비록 긴 텍스트 안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광고 언어의 정리라고 하더라
도 동일구조 반복이 조금씩 출현하기 시작했다. 다음 (8)은 그러한 예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광고 언
어이다.
(8) ‘곰푸라-루 정’ 의약품 광고 본문 언어
頭痛
頭痛에 곰푸라루!
곰푸라-루는 獨逸바이엘會社가자랑하는有名한藥으로써! 그 特徵은 迅速優秀한 鎭痛作用과 無害性에있습니
다 따라서 頭痛,齒痛 月經痛,神經痛,腰痛,胃痛等에其効力은 참으로 優秀하며 世界的으로 廣汎히 賞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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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服用하시면 苦痛이 迅速히 解消되고 참으로 좋은効果를 가저옵니다
感氣
感氣治療에 곰후라루!
熱은 그다지없는데 頭痛이 생기며 기분이나뿌며 몸에 매디매디가 아풀적에는 就寢前에 一錠-二錠을 服用
하시면 翌日에는 氣分이 참으로 좋아지며 治療도 速히됩니다
月經痛
月經痛에 곰푸라루!
女性의 宿命的인 苦痛은 月經期의 生理痛 그리고 閉經後의 更年期障害(頃痛,關節痛,현기症,不安不眠症)입니
다 이같은苦痛解消를 爲하여서는 곰푸라-푸를 服用하는것이 참으로좋은 治療方法입니다
(1956년 5월 25일 동아일보 2면)

(8)의 광고 언어는 ‘곰푸라-루 정’이라는 의약품 광고인데 ‘두통’, ‘감기’, ‘월경통’ 등의 증상을 부
표제로 나타내고, 그 증상에 대한 효능을 본문 광고 언어로 서술하면서 전체적인 텍스트의 구조를
동일구조 반복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현대 광고 언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인데
광고 언어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길게 나타나는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초기에 나타난 의
약품 광고에서 사용된 동일구조 반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의약품 광고 언어의 본문 언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음 (9)의 광고 언어도 그러한 사
례이다.
(9) ‘싸이렌오인트멘트’ 의약품 광고 본문 언어
四大作用
美容
주름살이펴지며, 살결이 희고 고와지며, 젊어지고, 皮膚가 놀랄만치 潤澤이나고 魅力的感觸을 가저옵니다
榮養
皮膚에 直接浸透된 홀몬은 更年期의 皮膚老衰를 희고 彈力있는 젊은분의살결로 가꾸워주며 젊은분은 一層
더아름다운美를 保障하여줍니다
療治
홀몬不足으로 因한 거치른皮膚,여드름,죽은깨,검버섯, 개기름, 日光에타는데 防止는無難하며 아울러 깨끗해
집니다
魅力
女性의 最大의 魅力은『乳房』입니다 其乳房이 發育不全으로 가을洋裝에 남모르게 苦悶을하시는분은『乳
房』에繼續하여바르시면 놀날만치 發育을促進하여줍니다
(1956년 9월 25일 동아일보 2면)

(9)의 광고 언어에서도 ‘미용’, ‘영양’, ‘요치’, ‘매력’이라는 네 가지 효능을 동일구조로 반복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창기 광고에서는 쉽게 나타날
수 없는 양상들이다. 광고 언어의 양이 증가하면서 그 많은 언어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다보니 나온 현상으로 보인다.

3. 전쟁이 만들어낸 용인성(acceptability)
광고 언어의 어떤 한 요소가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고 적절한 것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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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용인성이 필요한데, 언어나 담화에서는 그 맥락이나 상황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은 외국의 원조 구호품에 의존하면서, 외제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에 젖어들게 만들
었다. 즉 사람들은 조금씩 써본 외국의 생필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맹신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것은
광고 언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다음 (9)의 광고 언어는 그러한 사례를 나타낸 광고 언어
표현들이다.
(9)
獨逸에서 有名한-바이엘會社의 頭痛藥
곰푸라-루 錠

(1956년 5월 25일 동아일보 2면)

싸쓰界覇王
平和 新天地 와이싸쓰
外來品을凌駕하는 平和•新天地

(1956년 6월 25일 동아일보 2면)
製造方法=本品은 美國最大製藥會社의 製品인『이소니코찐아시트 히트라지트(INAH粉末』를 直輸入하야 美
國處方에 依하여 最新式錠劑機로
嚴密히 製造된것입니다
내용은 미제『나이드라짓트』와 同一함
(1956년 8월 25일 동아일보 2면)
女性의 最大魅力
科學的으로立證되고 世界的으로流行되는 强力 藥用 美容 홀몬制
獨逸바이엘 會社最新品➡初輸入
(1956년 9월 25일 동아일보 2면)

(9)의 광고 언어들을 보면 ‘독일에서 유명’, ‘외래품을 능가하는’, ‘직수입하여 미국처방에 의하여’,
‘내용은 미제와 동일함’, ‘독일바이엘 회사 최신품을 처음 수입’ 등의 표현으로 외제품에 대한 맹신
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 제조업 시설 기반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에 이런 현실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광고 언어에서는 그것을 상품에 대
한 ‘절대적 신뢰’로 연결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광고에서는 미국인 기사로부
터 한국인 기사가 기계 작동 방법을 배우는 광경을 사진으로 싣고 ‘美國人技士가 카라製造를 指導
하는光景(1956년 6월 25일 동아일보 2면)’5)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외제품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광고 언어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해
야 할 것은 상황의 극단적 묘사이다. 우리는 보통 일상어에서도 가벼운 은유를 넣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광고 언어에서 은유가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광고 언어가
설득을 위해서는 은유를 필요로 하기 마련이지만 전쟁이 가져온 심리적 불안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
어에도 영향을 미쳐 최상급이나 극단적 표현을 상황 묘사에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6․25 전쟁 이전에 나타난 신문광고의 언어에도 은유를 사용한 상황 묘사가 나타나곤 했는데 주
5) 전쟁 이후 신문광고의 형태가 다소 바뀐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림이나 사진의 사용이다. 6․25 전쟁 이전에는
영화관 신문광고에서 가끔 그림이나 사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기술의 발달과 함
께 확실히 사진이나 그림의 사용이 늘었다. 또 하나는 광고에 사용된 언어를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인
강조를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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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화 광고에서 나타나는 신파조의 서술이 대부분이다. 다음 (10)의 광고 언어를 살펴보자.
(10)
樺燭의불은밝었으나新郞의목은간곳없다
간열픈신부가靑熟에울며怨讐을찾었으나(?)(?)이되도다
바다와싸우는젊고씩씩한海警士官의靑春日記!
密輸入者는늘紳士의탈을쓰고富豪집令孃을노리고誘惑한다!

(1947년 8월 26일 동아일보 2면)
(1947년 9월 25일 동아일보 2면)

(10)의 광고 언어에서 보이듯이 ‘화촉의 불’, ‘신사의 탈’ 등의 표현과 같이 해방 이후 신문광고 언
어에서도 영화 광고에서는 간간히 은유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광고 언어 전체의 전반
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일단 광고에 사용된 광고 언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글을 이용한
수사적 용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11)
特히 아벨注射는 含量이 日本製보다 越等히 强力함으로 其治療効果도 日本製에 比할수없이 强力합니다
(1956년 3월 25일 동아일보 2면)
幼少年의發育을 좀먹는 무서운呼吸器疾患의大部分은 虛弱한體質 卽 腺病體質兒에 發病하기쉽고 腺病質兒
는例外없이 發育不良 筋骨薄弱합니다
(1956년 4월 25일 동아일보 2면)
곰푸라-루는 獨逸바이엘會社가자랑하는有名한藥으로써! 그 特徵은 迅速優秀한 鎭痛作用과 無害性에있습니
다 따라서 頭痛,齒痛 月經痛,神經痛,腰痛,胃痛等에其効力은 참으로 優秀하며 世界的으로 廣汎히 賞用되고
있습니다 服用하시면 苦痛이 迅速히 解消되고 참으로 좋은効果를 가저옵니다
(1956년 5월 25일 동아일보 2면)
最新式機械導入에依한 韓國唯一의施設
(1956년 6월 25일 동아일보 2면)
製造方法=本品은 美國最大製藥會社의 製品인『이소니코찐아시트 히트라지트(INAH粉末』를 直輸入하야 美
國處方에 依하여 最新式錠劑機로
嚴密히 製造된것입니다
(1956년 8월 25일 동아일보 2면)
科學的으로立證되고 世界的으로流行되는 强力 藥用 美容 홀몬制
(1956년 9월 25일 동아일보 2면)
★包裝界의 寵兒★ 1, 高度의 强靭性을 가지며
(1956년 10월 25일 동아일보 2면)
기침이다! 서슴치말고 코-푸시렆 惡性기침에------코데나
(1956년 11월 25일 동아일보 2면)

(11)의 광고 언어들은 6․25 전쟁 이후에 나타난 최상급 표현과 다소 자극적인 언어 표현들이다.
그 예들을 보면 ‘강력’, ‘발육을 좀먹는 무서운’, ‘신속’, ‘최신식’, ‘세계적’, ‘고도’, ‘악성’ 등으로 주로
소비자들에게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갖고 있는 심리적 설득을 기제로 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 언어의 표현들도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불안 심리에 호소하는 하나의 설득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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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채완(2007: 169)에 의하면 전쟁 이후에
국산품이 출시될 때마다 느낌표를 단 격앙된 어조로 ‘드디어’ 이러이러한 상품이 출시된다는 광고를
띄웠고 ‘喜消息’, ‘기쁜 소식’, ‘乞期待’, ‘一大朗報’, ‘遂出現’ 등의 표현들이 새로운 상품의 출시를 알
렸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전쟁 이후에는 수입품을 강조하거나 최상급 표현 또는 자극적
인 표현을 광고 언어에서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6) 하지만 그러한 표현들이 국어에 미친 영향
과 파급효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최상급 표현이나 자극적인 표현은 한자어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어 사용의 활성화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만, 현대 광고 언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최상급 표현들의 사용이 이때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외제 또는 수입
품을 표현하는 광고 언어들의 영향은 조금 달라 보인다.
이 당시의 소비자들에게 광고 언어를 이용해 의약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제
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외제품 강조가 우리의 한글 사용에 지
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외제품의 사용은 한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외래어의 사용을 늘
리게 만들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광고 언어에서 한글의 사용을 늘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
을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6․25 전쟁 전후의 광고 언어를 동아일보에 나타난 신문광고의 언어를 통해 살펴보았
다. 전쟁은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특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
도 독특한 결과를 낳게 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쟁을 겪은 후 나타난 물자 부족 등이 외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다시 언어에서도 외국 제품에 대한 표기 또는 광고 언어를 많이 증대시키는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한자어로 표기할 수 없는 외래어 표기를 한글로 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을 것으로 본
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요인들이 한글 사용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많이 표현하려는 광고주의 욕구는 광고 언어에서 결속 구조의
사용과 동일구조 반복의 사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텍스트로서의
광고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광고 언어의 초창기 모델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6) 김혜숙(1999: 272)에 의하면 신문 광고에 나타난 최상급의 언어 표현은 대부분 그 진술이 배타성을 요구하는
절대최상급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이는 분명 광고의 부당한 경쟁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6․
25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나타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초창기
에 쓰인 최상급 표현은 배타성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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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5 전쟁 전후 광고 언어의 화용론적 변화> 토론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이은령
본 연구논문은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국어학적 측면에서 광고 텍스트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
로서 전쟁 전후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살피고 한국어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해 내고 있다. 또
한, 전쟁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 연구에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며 국어사 연구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론과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한 당시 광
고의 특성, 그리고 언어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열어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1. 우선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한 광고 텍스트 말뭉치의 규모는 전쟁 전후의 언어 양상을
살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 대상의 규모는 연구의 결
과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정 날짜(10, 25일)와 신
문 내의 광고 지면(왼쪽 하단)의 위치 선정에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2. 한국전쟁 이전에 정부 차원의 국어 정책이 전무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민족자결주의,
혹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한반도 정치 및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 분야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광고에서도 일본어 표기나 일
본 문화의 모습과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식민지 시기 동안(20~30년대) 신
문에 나타난 광고를 보면 일본어, 한자, 한글이 병기된 경우가 많았고 광고의 표현 방식
이나 광고 상품 또한 일본을 통한 근대문물 유입 과정의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전쟁 전후의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광고의 게
재 규모나 그래픽, 이미지의 활용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본
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전 광고의 특징으로 언어적 특징과 더불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언어 변화의 모습을 고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의 상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외래어 표기 측면의 특징 또한 20-30년대 광고에
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국상품의 상호, 상품 특징의 설명 또한 일본을 통해 들여왔
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자 사용에 반한 한글 사용으로 한글 발전에 자양분이 되었다는 논
자의 주장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텍스트의 구성 측면에서도 대립 구조의 배열,
동일 구조 반복, 문장형태의 광고문구, 정서법, 예컨대 느낌표의 사용 등은 사실상 광고
가 매우 발전했던 20~30년대의 광고의 형태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점은
– 토론자의 소견으로 - 한국전쟁 직전과 직후의 광고에 대한 고찰과 식민 시기의 광고
간 차이에 대한 논의로 넓혀 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족이지만, 앞
으로 전후의 광고에서는 한국 사회에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를 광고에서 찾고자 하는 시
도도 이루어진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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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역의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ㄱ, ㅎ구개음화와 '오>우'를 중심으로 배혜진(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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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Ⅰ. 서론
‘언어’는 공시적, 통시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연구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통시적인 음운 변화와 공시적인
음운 변이 사이의 상관성을 두고 함께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조주
의 언어학 이래로 공시태와 통시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일 것이다. 공
시태와 통시태의 엄격한 구분은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술과 설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정한 공시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변이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강희숙1998:7)
공시적 음운 변이는 역동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역동성이 통시적 음운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시적 음운 변이형들이 산발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세대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보인다면 해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 변화 방향도 예측 가능하
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 연구에서는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를 살펴보고, 공시적 음운 변이의 단계를 거쳐 통시적 음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짐을 보이고자 한다. 공시적 음운 변이 상태에서는 언어 내적 요인과 함께 세대나 말투와
같은 언어 외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시적 변이가 통시적 변화의 양상을 드러
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달성지역 노년층과 청소년층 화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ㄱ, ㅎ 구개음화,
‘오>우’ 변화를 반영하는 공시적 변이형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달성지역에서 발행된 문헌 자
료 및 방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두 음운 현상의 생성 시기, 음운 현상의 수행 방식과 확
산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예측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동일과정설의 원리(uniformitarian principles)’란 오늘날 언어 변이와 변화를 발생시키는
제약과 요인들은 과거 수백 년 전 또는 그 이전의 역사적 단계에서 출현했던 변이와 변화를
조건지었던 것들과 그 본질과 유형에 있어서 대략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았을 때, 언어 변화는 언어 변이를 통해 발달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강희숙 1999:121)
공시적인 언어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는 통시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점
진적으로 진행된다. 공시적 상태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음운현상의 변이형들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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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음운현상이 적용된 실현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개신형)
②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하는 경우(개신형과 보수형의 공존)
③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비실현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보수형)

①과 같이 특정지역, 특정시기에 음운현상이 적용된 개신형만 나타난다면 음운변화가 완
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③과 같이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보수형만 나타난다면 음운변
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와 같이 특정지역, 특정시기에 음운현상이
적용된 개신형과 적용되지 않은 보수형이 공존할 경우에는 음운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도 개신형과 보수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음운변화가 확산
중일 수도 있고 소멸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①~③과 같은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나는 음운변화의 수행과 전파, 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달성군은 선사시대에 달구화, 달구벌, 달볼이라는 성읍으로 형성되었으며 사라시대에는
달구화현 또는 달볼성이라 칭하였다. 1914년에 달성군으로 불렸으며 16개면을 관할하였다.
달성군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현재 3읍
6면을 관할하고 있다.1) 달성군은 남북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성주와
고령, 남쪽으로는 창녕, 청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칠곡을 마주하고 있다. 달성
군은 기본적으로 낙동강 유역을 모태로 농업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대한중석 본사가 가창면에 들어서면서 인근의 논공, 현풍에 공업단지가 조성되
었고, 이로 인해 많은 농토가 공업용지로 흡수되면서 이농현상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달성지역에는 아직도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으며, 노인 인구 또한
많다.
현재 달성지역어에 나타나는 언어 변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조사 지점은 대구광역시 달
성군 가창면 용계리이다.3) 가창면 용계리는 가창면
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
센터나 문화 센터도 많았다. 제보자는 ①달성군에
서 생장한 사람, ②노년층 여성 제보자의 경우 달
성군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시집
온 사람, ③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달성
군에서 생장한 사람이라는 3가지 조건에 따라 판
(1) 달성군의 3읍 6면과

인근지역2)

정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가창면 용계리의 노년층

제보자들은 지금은 농업 활동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평생 농업 활동을 하신 분들이었다.
W. Labov(1972:209~210)에서 관찰자의 모순(observer's paradox)을 최대한 줄이는 자
료가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식의 발화라고 하였다. 그래서 관찰자의 모순을 최대한 줄이고
일상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이형들을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의 집에서 일대일로 면담하
1) 현풍면사무소(http://www.dalseong.daegu.kr/town/hyeonpung/html/page.html?mc=0628)에서 참고한 것으로
3읍은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6면은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현풍면사무소(http://www.dalseong.daegu.kr/town/hyeonpung/html/page.html?mc=0628)
3)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유가면 음리, 하빈면 묘리에서 방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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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피하고, 여러 제보자와 함께 친숙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노년층
제보자들은 노인회관에서 화투도 치고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말투를 유도할 수 있었다. 가창면 용계리의 세대별 제보자 목록은 (2)와 같다.

(2) 세대별 제보자 목록
세대
성별
남
노년층
여
여
청소년층
여

연령
80대
80대
10대
10대

제보자 수
3
3
3
3

Wyld(1927:21)에 따르면, ‘언어변화라는 드라마’는 문헌 자료나 비문에서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과 마음에서 상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역사는 일차적으로 구어의 역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구어를 철저하
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구어를 면밀하게 연구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구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유형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할 것인가를 거의 짐작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언어변화에 대한 이론의 토대가 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지식들은 담화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어의 관찰이 아니라, 몇 개의 한정된
문어 자료에 대한 해석, 또는 맥락이 제거된 고립형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초기 단
계에서의 언어의 구조 변화 및 음성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문어보다는 오히려 구어에서이
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찰했을 때 언어변화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구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 있는 화자들에 의
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영인 외 6인 1998:28~29)
이러한 측면에서 ｢현풍곽씨언간｣은 17세기 달성지역어의 구어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
에 이 지역의 언어 구조 변화 및 음운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물
론, Wyld(1927:21)에서 지적하였듯이 구어 자료라 하더라도 상황적 맥락이 제거되어 있을
경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 언간은 구어자료이면서도 동시에 문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어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언간은 문헌자료들 중 가장 구어의 성격
에 가까운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현풍곽씨 언간｣의 경우 대부분이 곽주가 그의 부
인에게 쓴 편지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고, 하나의 편지가 완전한 글을 이루고 있기 때
문에 어느 정도의 담화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1602년에서 1652년에 걸쳐 작성된
｢현풍곽씨언간｣은 17세기 초, 임진왜란 직후 달성지역어의 언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글
필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달성지역어가 반영된 ｢한국구비문학대계 - 경상북도 달성군｣을 자료
로 삼았다. 이 자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구비 문학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구비 문학이란 말로 전해지는 것이고 ｢한국구비문학대계｣ 역시
달성지역 제보자들의 자연 발화로 엮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방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연속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기 때문에
담화 상황의 파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자료를 보이면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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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자료
문헌자료
현풍곽씨 언간
한국구비문학대계
방언 조사 자료

연도
1602~1652
1985년
2013

비고

세대별 차이

Ⅲ. ‘ㄱ, ㅎ 구개음화’의 변이와 변화
구개음화는 비구개자음이 단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자음으로 변하는 음운현상으
로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가 있다. 백두현(1992:340)에서는 경상방언에서
ㄷ-구개음화가 어두와 비어두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으며, 16세기 후반에 발생하여 17세
기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완성된 ㄷ-구개음화는 공시태의 언어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지만
이미 진행이 완료된 음운 현상으로 현대국어에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고의 관찰 대상으
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음운 현상인 ㄱ-구
개음화, ㅎ-구개음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사항목은 (4)와 같이 용언과 체언으로
구분하였다.
(4) ㄱ, ㅎ 구개음화 조사항목
용언

ㄱ구개음화

견디다
길다
기대다
깊다
(구름이) 끼다

체언
곁
길
계집
기침

김치
기둥
기름
기차

형(님)
힘(불림)
흉

ㅎ구개음화

1. ㄱ, ㅎ구개음화의 세대별 변이
ㄱ-구개음화에 비해 ㅎ-구개음화는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한 어휘들 중에서도 ‘힘, 형, 혀,
흉’과 같은 제한된 항목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강희숙(2001:11)에서도 밝혔듯이 ㅎ-구개음
화의 경우 공시적으로 남아 있는 잔존형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성지역의
노년층, 청소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5)와 같다.4)

4) 말투별 실현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일상 발화와 격식 발화 두 가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세대
별 실현양상에서는 일상 발화를 중심으로 변이형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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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ㅎ구개음화의 세대별 실현 양상
<노년층>
견디다
견딨지, 전디질, 전딜 만하이
길다
진 거, 질다쿠지, 지다란 거
기대다
지댄다, 지대라
용
언
깊다
깊우지, 깊어가, 짚다쿠지, 짚은 데는
(구름이)끼다 끼지, 찐다카지, 찌는데도
ㄱ
(문에)끼이다 찡길라, 찡긴다, 찡기마
구
곁
질 젙에,
개
길
질 젙에, 질 가, 질
음
계집
기집, 지집아들, 지집질
화
기침
기침, 지침병
체
언
김치
짐치
기둥
기둥, 지동, 지둥
기름
챔지름, 지름집, 지름
기차
기차
ㅎ
형
형, 시이야, 시이가
구
흉
흉, 숭
개 체
언
음
힘
힘, 심불림, 심, 심자랑
화

<청소년층>
견디는, 견디고, 견딜 때
길죠, 길지, 긴 거
기대라, 기대고, 기대면
깊어, 깊은데, 깊다고
꼈네, 껴, 낀다
낑겨서, 낑길라, 찡기면, 찡긴다, 찡겨서
곁에요, 곁, 곁
길에다가, 길에서, 길 위
게집아, 기집아들
기침
김치
기둥
기름
기차에서, 기차
히야, 형
흉
힘이, 힘, 힘자랑

ㄱ-구개음화는 [+back] 자질을 가지는 연구개자음 /k, k', kʰ/가 단모음 /i/나 반모음 /j/
의 [-back] 자질에 의해 경구개 자음 /ʧ, ʧ', ʧ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성지역의 노
년층, 청소년층에서 실현된 ㄱ-구개음화의 변이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ㄱ구개음화 세대별 변이형
노년층
청소년층

견디다
ㅈ

ㄱ

길다
ㅈ

ㄱ

기대다
ㅈ

ㄱ

깊다
ㅈ
ㄱ
ㄱ

끼다
ㅉ

끼이다
ㅉ

ㄱ

ㅉ
ㄲ

곁
ㅈ

ㄱ

길
ㅈ

ㄱ

계집
ㅈ

ㄱ

기침
ㅈ
ㄱ

김치
ㅈ

ㄱ

ㄱ

기둥
ㅈ
ㄱ

기름
ㅈ

ㄱ

ㄱ

기차
ㄱ
ㄱ

먼저, ㄱ-구개음화의 세대별 변이형을 살펴보자.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ㄱ-구개음화는
① 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② 모음 i나 j 앞에서 실현되며 ③ 개음절이나 말음을 비음,
유음으로 가지는 폐음절에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5)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ㄱ-구개음화가 실현되지만, ‘곁, 깊다’와 같이 폐음절 말음이 비음
이나 유음이 아닌 어휘 일부에서도 ㄱ-구개음화형이 활발히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견디다, (구름이) 끼다, 기둥, 기침, 기차, 깊어라’는 구개음화가 실현되는 ‘전디다, 찌다,
지둥, 지침, 지차, 짚어라’와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견디다, 끼다6), 기둥, 기침, 기차,
깊어라’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중모음 ‘/jə/’를 동화주로 가지고 있는 어휘
‘곁, 견디다’는 동화주의 자질이 확산되어 /ʧ/로 구개음화될 때 이미 후설성을 가지고 있기
5) 이상규 ․ 안귀남(2007:288~289)에도 ㄱ-구개음화는 경상, 전라, 함북방언에는 개신형이 퍼졌으나 경기, 황해,
평안방언까지는 확산되지 못했으며, 실현 조건도 어두 음절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경상방언에서 ㄱ-구개
음화는 동화주가 ‘여’인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실현되지만, ‘요, 유’가 동화주인 경우에는 드물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김주필(1994:85)에서도 ㄱ-구개음화는 제1음절에 한해서 나타나며, 제1음절이 개음절이거
나 비음과 유음을 말음으로 가지는 폐음절에 한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6) 특히 ‘(구름이) 끼다’는 원래 조사 항목이 아니었는데 제보자들의 자연 발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ㄱ-구개음화의 경우 /ㄲ, ㅋ/의 경우에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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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반모음은 탈락되어 ‘젙, 전디다’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중모음 ‘/je/’를 동화주로 가지
고 있는 어휘 ‘계집’의 경우 역시 동화주의 자질이 확산되어 /ʧ/로 구개음화될 때 이미 후설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je->ʧe->ʧi-’로 각각 구개음화, 고모음화(에->이) 과정을 거쳐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달성지역 청소년층에서는 ‘끼이다’를 제외하고는 ㄱ-구개음화형이 발견되지 않
았다. 강희숙(2001:9)에서는 피동화주가 /k/인 경우에 구개음화가 가장 생산적으로 나타나
며, /k'/나 /kʰ/인 경우에는 극히 적은 수의 몇몇 어휘에만 한정되어 구개음화가 수행된다고
하였으나, 달성군 청소년층에서는 구개음화 실현형이 /k/인 어두 음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k'/인 어두 음절 ‘끼이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청소년층 일상 발화에서는
구개음화 실현형 ‘찡기다’와 함께 비실현형 ‘낑기다’도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끼이다’가 아
닌 ‘낑기다’인 점이 특이하다. ‘찡기다’는 ‘낑기다’의 ㄱ-구개음화형으로 달성군 청소년층에
서 공시적 잔존형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 ㄱ-구개음화 변이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
개음화는 일반적으로 동조음에 의한 동화 현상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Blevisns(2004:138)
에서는 CV의 동조음이 국부적 동화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인지적 요인들도 음 변화의 중
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연구개음의 구개음화를 예로 들고 있다.7)
Guion(1998)에서도 전설 고모음 앞의 연구개 파열음이 동일 환경의 경구개-치경 파찰음과
음향적으로 유사하여 청자들이 쉽게 혼동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다.8)
Wintitz(1972)의 인지적 연구에서도 연구개음의 구개음화에서 환경 [i]의 작용을 청자들이
분석해 내지 못할 때 [k]>[ʧ]의 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만약, 음향적, 인지
적 유사성 때문이라면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의 실현율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
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의 ㄱ-구개음화 실현율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음향적, 인지적 유
사성 때문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소년층 제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청소년들은
ㄱ-구개음화형인 ‘지름, 질다’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발화하지는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9) 청소년층의 경우 노년층 화자들에 비해 표준어 교육을 일찍 받은 데다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비실현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성지역의 청소년층은
구개음화를 실현하는 형태를 이른바 ‘낙인형(stigmatized form)’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고 볼 수 있겠다.
ㅎ-구개음화는 [+back] 자질을 가지는 연구개자음 /h/가 단모음 /i/나 반모음 /j/의
[-back] 자질에 의해 경구개 자음 /ʃ/나 치조음 /s/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국어에
서 ㅎ-구개음화는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음운 현상이다. 달성지역의 노년층, 청소년층에서 실현된 ㅎ-구개음화의 변이형을 제시하면

7) 많은 언어에서 구개 분절음 앞에서 연구개음의 구개음화 되는 공시적 교체나 소리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러한 소리 변화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k>ʧ/__{i, j}를 보인다는 것이다. 유성 연구개 폐쇄음의 구개음화는 무
성 연구개 폐쇄음보다 빈번하지 않고, 연구개음의 구개음화는 비-고 전설 모음보다 전설 고모음/활음에서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Blevisns 2004:138)
8) 그 외에도 유성 연구개음보다 무성 연구개 파열음에서 경구개-치경음과의 음향적 및 인지적 유사성이 더 강
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개음의 인지적 특징을 고려하여 Guion은 여러 언어에서 연구개음이 구
개음화하는 빈도가 높음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g]보다 [k]에서, 다른 모음보다 전설 고모음 앞에서 이 변화
의 빈도가 높음을 설명하였다.
9) “할머니가 ‘지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 본 적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해요. 내 친구들도 그
런 말은 안 하던데요.”(청소년 여성1) “맞아요. 우리 할머니도 김치보고 짐치라고 카던데 처음에 김친지 몰랐
어요. 김치는 김치지 짐치가 뭐예요.”(청소년 여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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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같다.
(7) ㅎ구개음화 세대별
형
ㅅ
노년층
ㅎ
청소년층

ㅎ

변이형
흉
ㅅ
ㅎ

힘
ㅅ
ㅎ

ㅎ

ㅎ

세대를 통틀어 ㅎ-구개음화는 용언에서 실현되는 어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체언에서도
‘힘, 형, 흉’ 등의 일부 어휘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ㅎ-구개음화 잔존형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0) ‘형’과 같은 환경에서 실현되는 ‘형제, 형수’ 등의 어휘
에서는 ㅎ-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ㅎ-구개음화는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① 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② 모음 i나 j 앞에서 실현되며 ③개음절이나 말음을 비음, 유음으로
가지는 폐음절에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11)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음
운론적 환경에서 ㅎ-구개음화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달성지역어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의 변이형은 세대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인다. 노년층에서는 대부분의 어휘에서 ㄱ-구개음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청소년층에서는 ‘끼이다’를 제외한 어휘에서 ㄱ-구개음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ㅎ구개음화 역시 노년층에서는 대부분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만, 청소년층에서는 모든 어휘
에서 ㅎ-구개음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ㄱ, ㅎ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2.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
구개음화는 국어 음운사 연구와 개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변화의 발생 시기, 발생의 중심지, 확산 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문헌자료와 현대 방언자료들을 대상으로 구개음화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앞 장에서 살펴본 현대 달성지역에 나타나는 구개음
화의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달성지역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가 어떻게 변화 ․ 확산
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17세기 달성지역어 자료인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8)과 같다.
(8)

ㄱ. 지 지초(148), 짐고(134), 졍산 어버이 이셔(153), 덕남이 맛겨(63)
cf. 기 그저 깃가(91)
ㄴ. 명지 셜 거(160), 셰고 이시니(141), 세지 아니라 오니(145), 셜마(125)

10) 김규남(1998:95~96)에서는 전북 정읍시 정해마을의 음운 변이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이 지역 역시 ‘형, 흉,
혀, 힘’의 제한된 어휘에서만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었다. 강희숙(2001:11~12)에서도 광주 지역에서 ‘힘, 형,
혀, 흉’의 어휘소와 관련된 소수의 형태들만이 ㅎ-구개음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11) 이상규 ․ 안귀남(2007:288~289)에서는 ㅎ-구개음화 역시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어두 음절에 한정되어
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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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ㄱ)은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ㄱ-구개음화 실현형들이다. ‘지 지초’는 각각 ‘기
’과 ‘깇-’의 구개음화형이고, ‘짐’은 ‘김’의 구개음화형이다. ‘졍산’은 지명 ‘경산’의 구개음
화형일 가능성이 높다.12) 중간 두시언해(1632)에서도 ‘봄과 져으레’와 같이 ㄱ-구개음화 실
현형이 나타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현풍곽씨언간｣에서도 (8.ㄱ)과 같
이 ㄱ-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달성지역을 포함한 경상방언에서 ㄱ-구개음화
는 적어도 17세기 초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ㄱ)의 ‘맛겨’는 ‘맛뎌’(+이+
어)가 ‘맛져’로 ㄷ-구개음화한 후 ‘져’의 ‘ㅈ’을 ‘ㄱ’으로 과도교정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도교정은 18세기 영남문헌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13) 이처럼 ‘ㅈ>ㄱ’과 같이 ㄱ-구
개음화의 과도교정형이 17세기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17세기부터 ㄱ-구개음화가 달성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음운 현상이었음을 알려준다.
(8.ㄴ)은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ㅎ-구개음화 실현형들이다. ‘셜’은 ‘셔-+-ㄹ’로 분석되
는데, ‘셔’를 ‘-’의 구개음화형으로 볼 수 있다. ‘셰-’는 ‘혜-’의 구개음화형이고, ‘세-’는
구개음화된 ㅅ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된 것이다. ‘셜마’는 ‘혈마’의 ㅎ-구개음화형이다. ｢현
풍곽씨언간｣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중간 두시언해(1632)에서도 ‘나모지 길로 셔 가
고’와 같이 ㅎ-구개음화형이 발견된다. 백두현(1992:345)에서는 영남문헌어에서 ‘혀 헐(舌)
(유합 13a), 각형(覺聖)(해인사판 염불보권문 51a)’과 같이 원래 ‘ㅅ’을 가졌던 음이 ‘ㅎ’으로
바뀌는 ㅎ-구개음화 과도교정 형태들이 18세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달성지역에서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 초부터 존재했던 음운 현상이며, 18세기에 접어들어서는 활
발하게 적용되던 음운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달성지역어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편｣에 나타난 ㄱ, ㅎ-구
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9)와 같다.
(9) ㄱ. 끌어 젙에 놓고(145), 그런 지동이 있거든(150), 당시 지침병이 들었어요(244), 하도
질이 험난해(250), 짐이 올라와가주고(261), 남자가 열 지집 못하나(274), 내가 팔마
질마(169), 바우가 지다난 기 있는데(250), 전딜 수 있습니까(258), 지약을 해 노이께
네(49), 야가 제우 걸어 가는데(148)
ㄴ. 심이 시다 카거든(168), 이 사람은 심들은 일도 잘하고(177), 성제간이 삼 형제로(101)
cf. 시이들하고 형부들하고(85), 헤이가 있다카민성(59), 큰 히이가(264)

｢현풍곽씨언간｣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구어와 문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데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일부의 어휘에서만 ㄱ, ㅎ-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달리,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꽤 많은 어휘에서 ㄱ, ㅎ-구개음화형을 찾을 수
있었다. (9.ㄱ)의 ‘지약’은 ‘기약’의 ㄱ-구개음화형이고, ‘제우’는 ‘겨우’의 ㄱ-구개음화형이
다. ‘제우’의 경우 이중모음 ‘/jə/’를 동화주로 가진 ‘견디다, 곁’과는 다른 변이형으로 나타났
다. ‘견디다, 곁’의 경우 ㄱ-구개음화 후에 반모음 ‘/j/’를 탈락시켰는데, ‘제우’의 경우 ㄱ-구
개음화 후에 반모음을 탈락시키지 않고 ‘/e/’로 단모음화 하였다. (9.ㄴ)의 ‘성제’는 ‘형제’의

12) 백두현(1998:115)에서는 경주로 출가한 딸이 현풍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려 하는데 심부름 보낼 노복들이
앓아 누워 사람이 없던 차에 이웃 사람 중 ‘졍산’에 부모가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하기에 ‘졍산’과 현풍
은 하룻길이니 사흘 일해 주는 셈치고 이 사람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보낸다는 딸의 사연 속에서 ‘졍산’이 나
오기 때문에 이를 지명 ‘경산’(慶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3) 백두현(1992:342~343)에서는 ｢십구사략언해｣, ｢인어대방｣에서도 ‘맛기며, 맏기시니’와 같은 ㄱ-구개음화 과
도교정형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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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구개음화형이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에서는 ‘형제’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 보다 30년 전의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구개
음화 실현형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ㅎ-구개음화는 잔존형의 수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형제’라는 하나의 어휘에서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차이
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형’이 ‘시이~헤이~히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
형이 나타나는데, 백두현(1998:190)에서는 ‘시이’는 ‘형->셩->셍->싱->싱이->시이’의 규칙
이 적용되었고, ‘히이’는 ‘형->헹->힝->힝이->히이’의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현재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0)

ㄱ. 짐치도, 졑에 오니라, 고 지집이, 지침질, 참지름, 지동에, 구름이 찌는데, 젼디질 몬

(11)

해, 질다쿠지, 요게 지대라 cf. 기약도
ㄴ. 심자랑 한다꼬, 심불림하지마라, 팔심으로, 숭본다꼬, 시이야, 성님 cf. 히야
ㄱ. 김치, 길바닥에, 길들인다고, 오는 길에, 곁으로, 기침, 기둥이, 견디기, 길어요, 기대지
cf. 찡기다~낑기다
ㄴ. 형(~히야), 흉보지 마요, 힘자랑, 팔힘이

(10)은 노년층 (11)은 청소년층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ㅎ구개음화는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어두음절에서 실현되는 음운 현상인데, (10.ㄴ)에서
는 비어두음절 ‘팔심’에서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었다. 이는 비어두음절에서 실현된 ㅎ-구개
음화라기보다는 ‘힘’에 구개음화가 적용된 ‘심’이 ‘팔’과 합성어를 형성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1985년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형제’와 같은 일부 어휘를 제외
하고는 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나는 데 비해 청소년층에서는 실현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 규정’ 등의 언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ㄱ, ㅎ-구개음화를
변화로 수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개음화 실현형은 노년층 언어에서만 주로 나타나고
청소년층에서는 교육에 의한 ‘철자 발음의 지배’에 의해 구개음화 현상이 상당한 제약을 받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층에서도 ‘(문에) 끼이다’의 경우 ‘찡기다’ 형태가 나타나
지만, 이 경우는 ㄱ-구개음화 현상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끼이다’를 제외한 나
머지 어휘에서는 실현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세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의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각 시기의 ㄱ, ㅎ-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2)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
17세기

1980년대

2013년

현풍곽씨언간

구비문학대계

노년층

ㄱ, ㅎ

ㄱ, ㅎ

ㄱ, ㅎ
ㄱ, ㅎ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청소년층

ㅈ, ㅅ

ㅈ, ㅅ

ㅈ, ㅅ
ㅈ

변화 단계

생성 ․ 확산 <---------------------------> 축소・소멸

달성지역에서 ㄱ, ㅎ-구개음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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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으며 현대 노년층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찡기다’를 제외하
면 ㄱ,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ㄱ, ㅎ-구개음화가 달성지역에서 더 이상
음운 현상으로서 세력을 갖지 못하고 급격한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대 노년층과 2013년 노년층 화자들 사이의 변화 속도보다 2013년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
의 변화 속도가 훨씬 큰 것은 청소년층의 표준어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달성지역
어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
만 현대국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오>우’의 변이와 변화
김진우(1971:88)에서는 서울말에서 나타난 고모음화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
하였다.
(13)

ㄱ.
ㄴ.
ㄷ.
ㄹ.
ㅁ.

ㅔ→ㅣ
ㅐ→ㅔ
ㅓ→ㅡ
ㅏ→ㅓ
ㅗ→ㅜ

베다→비다
예배당→예베당
없다→읍다
하고→허구
몰라→물러

정→증
돈→둔

위의 5가지 고모음화 현상들은 현대국어 모음 체계에서 본다면, 각각 한 단계씩 고모음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13.ㄴ)의 ‘ㅐ→ㅔ’, (13.ㄹ)의 ‘ㅏ→ㅓ’는 각각 모음
중화현상, ‘ㆍ’의 비음운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모음화 현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강희숙2005:4~5)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고모음화 현상 (13.ㄱ), (13.ㄷ), (13.
ㅁ) 중에서 달성지역어에서 진행・확산 중인 (13.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4) 오>우 조사항목
어휘형태소
놈
옷
삼촌
사촌
고모음화
부조
그리고
그래도
아마도

문법형태소
<조사>
<어미>
로
-고
도
-아도
라도
하고

1. ‘오>우’의 세대별 변이
조음상 자연스러운 음성 연결체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적 음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모음 간의 변화는 동일 서열 사이의 변화와 동일 계열 사이의 변화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전승 1981) ‘오→우’ 고모음화는 동일 계열 사이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으
로 혀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 혀의 높이만 조정이 일어나는 모음 상승(vowel raising) 현
상이다. ‘오>우’의 변화는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생산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시적 음운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대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 양상을 노
년층과 청소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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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우’의 세대별 실현 양상
<노년층>
놈
왜눔~왜놈, 고 놈들
옷
옷도, 웃을
어
삼촌
삼촌
휘
사촌
사촌
형
부조
부조
태
그리고
그라고, 글고
소
그래도
그래도
아마도
아마도
(으)로
도
문
법
형
태
소

내일로, 거로(거기로), 서울로

하고

술도, 공부도, 떡도
공부라도, 성질이라도, 아라도(애라
도)
이바구하고, 얘기하고

-고

묵고(먹고), 두고, 업고, 들고

라도

-아/어도

드시도(드셔도), 잡사도(잡수어도),
묵어도(먹어도)

<청소년층>
이 놈, 그 놈들
옷
삼촌~삼촌
사촌
부주
그리구~그리고
그래두~그래도
아마도
어디루, 얼로(어디로), 글로(그리로), 폰
으로~폰으루
과자두, 이거도, 귤도, 종이도
혹시라두~혹시라도, 거기라두, 학교라
두, 학원이라두
애기하구, 하구 나서, 공부하구서
그만하라구, 갖다주구, 하지말라구~
하지말라고, 먹지말고,
공부해두, 그만해두, 머라캐두(뭐라해
도), 먹어두~먹어도, 가도, 뛰도(뛰
어도)

유창돈(1964:173~175)에서는 ‘오>우’를 모음조화의 붕괴를 초래하는 음성모음화 현상으
로 해석하였고, 이숭녕(1985:75~76)에서는 음절 위치가 변화의 조건이 되는 결합적 발달로
보았으며, 허웅(1985:544~546)에서는 이화 작용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이 후 최전승(1981)
에서는 ‘오>우’를 모음 체계 내에서 해석하여 후설모음 계열 모음들 중에서 혀의 위치는 변
경되지 않고 혀의 높이에만 조정이 일어나는 모음 상응(vowel raising) 현상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백두현(1990:152~159)에서는 ‘오>우’를 일련의 모음 상승 ‘에>이’, ‘어>으’과 동
일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들이 체계적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모
음 상승의 원인은 고저대립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진우(1988:521)는 일련
의 모음 상승 현상들의 원인을 개구도를 가능한 한 좁히려는 폐구조음 원칙(principle of
close articulation)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최전승(1981), 백두현(1990)과 같이 일련의 모
음 상승 현상들과 같이 혀 높이에 조정이 일어나는 모음 상승, 고모음화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달성지역의 노년층, 청소년층 화자들의 ‘오>우’ 변이형을 제시하면 (16)과 같다.
(16) ‘오>우’ 세대별 변이형
노년층
청소년층

놈
우
오

옷
우
오

오

오

삼촌

사촌

부조

그리고

그래도

아마도

로

도

라도

하고

고

아도

오
우
오

오

오
우

오
우
오

오
우
오

오

오
우
오

오
우
오

오
우
오

오
우

오
우
오

오
우
오

오

오

ㄱ, ㅎ구개음화와 달리 ‘오>우’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 모두에서 변이형이 나타난
다. 먼저 형태소 내부 환경의 변이형을 살펴보자. 어휘 형태소 중에서도 ‘놈, 옷’의 경우 노
년층에서만 실현형이 나타나고 청소년층에서는 비실현형만 나타난다. 반면에 같은 어휘 형
태소임에도 ‘삼촌, 사촌, 부조, 그리고, 그래도’는 청소년층에서만 실현형이 나타나고 노년층
에서는 비실현형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를 통해 음운현상 확산될 때 같은 환경이
더라도 개별 어휘마다 다른 시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소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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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문법 형태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안주현(2008)에서는 대구와 안동방언을 대
상으로 ‘오>우’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연결어미 ‘-고’에서는 ‘오>우’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달성지역에서는 청소년층에서 개신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형태소의 경우 청소년층에서만 개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 어휘 형태
소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변이형의 공존 양상을 보면 개신형(실현형)보다는 보수형(비실
현형)의 출현 빈도가 훨씬 높으므로 ‘오>우’ 변화는 상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오>우’의 변화 과정
강희숙(1998: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예들을 통해 변화의 수행과 확산 방식을 설명하려 하였거나, 일정한 공시적 단계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언어 변이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오>우’의 공시적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오>우’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7세기 달성지역어를 반영한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양상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7)

ㄱ. 권슉(158), 뎍휘(19), 므슴 연귀 이셔(114), 연구 없거(153), 연구 잇다(119), 군니
ㄴ. 아마도(38), 누비옷(102)

(18)

ㄷ. 닐곱(61), 더옥(158)
ㄱ. 샹직도(12), 술도(16), 일시도(23), 구목의도(23), 심도(23), 오로(16), 일로
(16), 죠용 날로(7), 아희고(12), 언옥이고 한듸고(19)
ㄴ. 가디고(17), 여 두고(12),  리고(13), 몯 미처 보아도(14)
ㄷ. 각소록(19)

(17)은 체언에 적용된 ‘오>우’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17.ㄱ)의 ‘권슉, 뎍휘, 연구, 군’은
각각 ‘권쇽(眷屬), ‘뎍호(鬼魂), 연고(緣故), 곤(因)’의 ‘오’가 ‘우’로 변화한 것으로 모두 한자
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17.ㄴ), (17.ㄷ)은 고유어 체언에서 나타나는 ‘오>우’ 변화
양상인데, (17.ㄴ)의 ‘아마도, 옷’에서는 ‘오>우’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현풍곽씨언간｣에서는 ‘나무(<나모), 아무(<아모)’와 같이 고유어에 적용된 형태가 나타
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17.ㄷ)은 ‘닐굽, 더욱’이 ‘닐곱, 더옥’으로 변화한 것으로 ‘우>오’로
변화한 예임을 알 수 있다. (17)을 통해 비록 소수의 예시이기는 하지만 달성지역에서 ‘오>
우’ 변화가 17세기 전기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풍곽씨언간｣에서는 (18)과 같이 형
태소 경계에서도 ‘오>우’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달
성지역의 ‘오>우’ 실현형은 일부 한자어에서만 적용되고 어휘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달성지역어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편｣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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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ㄱ. 웃을 잘 입혀가지고(131)~옷도 잘 입고(278), 이눔이(131) ~ 유식한 놈(132), 이
쭈우, 이쭉에(254)
cf. 기동, 지동(150)
ㄴ. 사람도(296),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30), 그울로(그위로)(250), 있어가주고(30),
염려하지 말고(149), 말을 높이고(149), 기양 두고(179), 기분이 나빠지고(30), 딜
이가지고(296)

(19.ㄱ)은 모두 어휘 형태소로 ‘옷, 놈, 쪽’이 ‘오>우’로 변화하여 각각 ‘웃, 눔, 쭉’으로 변
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어휘들이 개신형과 보수형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오>우’
변화가 어휘 형태소에서 확산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ㄴ)은 모두 문법 형
태소인데 ｢현풍곽씨언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우’ 변화가 적용된 개신형이 나타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현재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오>우’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
(21)

ㄱ.
ㄴ.
ㄱ.
ㄴ.

왜놈~왜눔, 웃~옷을, 삼촌, 사촌, 부조, 그라고, 그래도, 아마도
내일로, 공부도, 성질이라도, 이바구하고, 두고, 드시도
놈, 옷, 삼춘~삼촌, 사촌, 부주, 그리구~그리고, 그래두~그래도, 아마도
어디루~얼로, 혹시라두~혹시라도, 머라캐두

개별 어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휘 형태소에서는 17세기와 1980년대에 비해
조금 더 활발하게 ‘오>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ㄱ)의 ‘삼촌, 그리고, 그래도’
는 노년층에서는 보수형만 나타나는 데 비해 청소년층에서는 개신형과 보수형이 공존하고
있으며, ‘부조’와 같은 어휘는 청소년층에서는 개신형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조’
의 경우 청소년층에서는 ‘오>우’의 변화가 적용된 개신형만 나타나므로 ‘부주’로 재구조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문법 형태소 역시 17세기 ｢현풍곽씨언간｣과 1980년대 ｢한국구비문학대
계｣에서는 보수형만 나타났던 점에 비해 현재 달성지역 청소년층에서는 개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휘 형태소 안에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수행・확산 되었던 ‘오>우’ 변화가 문법
형태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 확산은 현대국어 단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14) 그러나 달성지역의 ‘오>우’ 변화는 확산되는
힘과 속도가 중부방언에 비해 미약하다.15)
ㄱ, ㅎ구개음화와 달리 ‘오>우’의 변화는 확산・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오>우’의 변화는
주로 청소년층 여성 화자들에 의해 확산되며, 담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개신형과 보수형
을 바꿔가며 사용한다.16) ‘오>우’의 변화는 ㄱ, ㅎ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표준 발음으로 인
14) 강희숙(1999:116~117)에서도 어휘 형태소 안에서 수행되었던 ‘오>우’ 변화는 체언이나 용언에서부터 시작
되어 부사어 어휘들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점진적 확산은 현대국어 단계에서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문법형태소에서 나타나는 ‘오>우’ 변화의 개신형과 보수형의 공존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언어
학적 공간 속에서 부단한 변이 현상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5) 백두현(1990:141)에서도 ‘오>우’의 적용이 이 방언에서 수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적용력도 중부방언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였던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한 바 있다. 또 김아름(2008:41)에서도 서울말에서 ‘오’가 ‘우’
로 실현되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어휘 형태소는 물론 문법 형태소에서도 실현된다. 장음을 수반
하지 않은 ‘오’가 ‘우’로 바뀌는 것은 남한 전역에서 발생한 현상이기는 하나 중부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실현
을 보인다라고 한 바 있다.
16) 청소년들끼리 카드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할 차례라고!”와 같이 화가 나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보수형을 사용했고, “제발 부탁이야. 내가 할 차례라구. 내가 먼저 할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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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는 않지만, 중부방언에서 생산성 있게 사용되는 언어 현상이다. 표준 발음은 아니지
만 일반적으로 지역 방언 화자들은 서울 방언, 중부 방언이 공공연한 권위(overt prestige)
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 화자들의 경우 공공연한 권위를 가진
언어 현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달성지역에서도 청소년층 여성 화자들을 중심으로
‘오>우’ 개신형을 전파하는 개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7)
위의 세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의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각 시기의 ‘오>우’의 변화 양상
을 시기별로 보이면 (22)와 같다.

(22) ‘오>우’의 변화 과정
17세기
현풍곽씨언간

1980년대
구비문학대계

노년층

2013년
청소년층

오

오

오

오

우

우

우

우

오>우

변화 단계

생성 ․ 확산 ------------------------------------>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는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였다. 그러다가 현대국어 시
기에 접어들면서 TV를 비롯한 매체의 영향으로 중부방언에 많이 노출되면서 청소년층을 중
심으로 문법 형태소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오>우’ 변화는 17세기부터 나타
났지만 현대국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우’ 변화는
ㄱ, ㅎ구개음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언어는 지리 및 사회,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이를 보이는 것이다. 진행
중에 있는 언어 변화는 언어 변이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으므로, 언어 변화를 연구
하는 데 있어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은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의 과거 상
태를 고찰하려고 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관찰하
고 있는 언어가 가변적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또한 가변적이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받
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역사는 ‘단일한’ 변종의 역사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변종
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 또는 방언을 살펴보면 그것은 항상 가변적이며 변화
의 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정영인 외 6명 1998:23~24)
본고에서는 ‘ㄱ, ㅎ구개음화’와 ‘오>우’의 변이형들을 중심으로 달성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변화 양상 및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달성군이라는 언어 공동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개신형을 사용했다. 또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맞는데요. 제가 그런 건
아니구요. 근데 같이 한 건 맞구요. 죄송해요.”와 같이 개신형을 사용했다. 담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언어 사
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7) 김규남(2000)에서도 문법 형태소 ‘-고, -로, -도’의 ‘오’가 ‘우’로 고모음화되는 것이 젊은 여성들에 의해 전
주 언어공동체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 확산의 요인을 전주 지역 여성 화자들이 중부 지역 여성 화자들의 말투
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언어 태도와 관련지어 논의한 바 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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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에 나타난 공시적 변이형들을 살펴보았다. 변이형들은 화자 내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
고 언어 공동체 내부 화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달성군 내부 화자들
사이의 변이형, 특히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 나타나는 변이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달성지역에서 ㄱ, ㅎ-구개음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현대 노년층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찡기다’
를 제외하면 ㄱ,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
-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만 현대국어에 접어
들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 역시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
였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어휘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소에서도 개신형이 나
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성지역어의 ‘오>우’는 변화는 1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ㄱ, ㅎ구개
음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진행・확산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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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역어 음운 변이 및 변화 연구｣ 토론문
이동화(대구한의대)

이 논문은 달성지역어의 음운 변이와 음운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시적 음운 변화 양
상을 밝혀보려는 시도로써, 이 방면의 연구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
다.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본 논문의 논리 전개 과정이나 자료 제시 및 해석에서 무리한 점
이 별로 발견되지 않아, 여기서는 일반론적인 질문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1. 먼저 한두 가지 사소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 표기법 : 문장 끝 부분에 참고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것
이 원칙임.
∘ 용어 사용 : 논문 2쪽의 ‘사라시대’는 ‘신라시대’로 바꾸어 사용함이 바람직함.
∘ 제보자 소개 : 3쪽에 제시한 제보자 목록 가운데 적어도 주제보자 정도는 각주란에 인
적 사항을 소개할 것.
∘ 용어 수정 : 4쪽의 도표에서 ‘문헌 자료’는 ‘자료’로 고치는 것이 타당함.
∘ 오자 : 11쪽의 도표 셋째 줄 ‘삼촌’ (청소년층)
2. 자료 조사 지점을 노인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로 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다소 수긍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17세기 문헌 자료인 『현풍곽씨언간』의
발신자인 곽주는 주로 현풍면 대리(大里), 즉 소례(率禮) 마을에 주로 살았는데, 이왕이면
곽씨 집성촌인 이 마을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했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
3. 통시적 언어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음운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음운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음운 현상은 이외에도 자음탈
락, 움라우트, 모음조화, 비음철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문의 분량상 다루지 못한 것이
라면 결론 끝 부분에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 음운 변화의 음운론적 기제에 있어서 모음의 변화인 ‘오〉우’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의가
있었으나 ‘구개음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별 음운 현상
의 음운론적 기제가 쌓여서 한국어 전체의 음운 변화를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5. 조그만 문제이긴 하나 결론 부분에서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
입니다. 서론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합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인용 논문은 참
고문헌 목록에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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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양진오(대구대학교)
1. 마당깊은 집, 다시 읽기의 의미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소년과 성인의 시점을 교차 서술하는 방식으로 1954년의 대구, 특히 대
구 장관동과 그 일대에서 전개된 전후시대의 삶을 이야기한 소설이다. 1988년 출간 이래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아온 스테디셀러인 마당깊은 집은 1990년 1월 8일부터 30일까지 문화방송 드
라마로 제작, 방영되어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중구에 산재한 마당깊
은 집의 집터, 인물의 흉상, 관련 건물 등등을 방문하는 ‘마당깊은 집’ 투어가 독서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니 마당깊은 집은 허구의 경계를 넘어 실재의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마당깊은 집이 기억하고 재현하는 대구는 기본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대구로 알려져 있다. 마
당깊은 집을 연구한 대개의 연구자들이 이 소설을 빈곤과 가난의 주제로 독해1)한 사실, 작가 역시
이 소설을 놓고 진행된 좌담회에서 마당깊은 집의 문학적 성격을 “휴전 이후 가난했던 삶을 그린
것”,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에 대한 그림”으로 정의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2)
작가는 물론 마당깊은 집을 독해한 연구자들이 이 소설이 한국전쟁 직후의 가난한 대구와 가난한
삶을 배경으로 하거나 서술한 사례로 해석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필자라고 해
서 예외가 아니다. 필자 역시 마당깊은 집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서 가장의 역
할을 떠맡아야 했던 길남이에게서 소년 가장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당깊은 집 아래채에 거
주하는 피난민들에게서 절대적 빈곤에 마주한 자들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당깊은 집을 가난, 고통, 빈곤과 같은 결여 개념에 기대어 해석하는 건 1954년의 대구
를 일면적으로 기억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이와 같은 결여 개념에 전적으로 의지해
이 소설을 독해하는 한 1954년 대구의 중층적 풍경과 장면,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길남이의 내적
성숙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소설을 새롭게 독해하며 규명하고 싶은 연구 주제는 현재의 대구, 즉 2014년의 대구가
마당깊은 집의 1954년 대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이다. 요컨대 필자는 마당깊은 집을 새
롭게 독해하며 현재의 대구가 과거, 특히 1954년의 대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더 나아
가 길남이가 ‘1954년 대구’에서 어떻게 자기 성숙을 이뤄가는가를 규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필자가 이와 같은 연구 주제에 착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구 중구에
소재한 대구의 근대유적인 동산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 계산성당, 뽕나무골목, 이상화·서상돈 고택,
구제일교회, 화교협회, 종로, 진골목 등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99곳”으로 선정될 정도로 대중들의
1) 김한식, ｢소년들의 도시, 전쟁과 빈곤의 정치학｣, 비평문학37집, 2010. : “두 소설에는 굶주림과 관계된 경
험이 많이 등장한다. 정신적 억압이나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 때문에 소년은 고통스러워
한다. 이런 현실적인 절박함에서 빈곤의 정치학은 시작된다. 하루 세끼 밥을 먹는 소망 말고는 다른 어떤 것
도 기대할 수 없는 시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될 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상우·전선영, ｢성장소설 연구 : 김원일 소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제19권1호, 2011. : “｢어둠의 혼｣의 갑
해와 ｢마당깊은 집｣의 길남은 늘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린다. 누구나 어렵던 시절,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
제때 끼니를 잇기가 힘든 주인공들은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배고픔을 해결할 기회를 노린다.”
윤정헌, ｢가족소설의 관점에서 본 소년서사의 두 유형｣, 동북아문화연구제36집, 2013. : "월북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의 기대와 닦달을 한 몸에 받으며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의 책임 을 주입
받아야 했던 길남에게 1954년의 대구는 온갖 생존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극한의 공간이다.“
2) 박진숙 외, 마당발, 청동거울, 2002,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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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구가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선전되고 있다. 필자도 중구에 소재한 대구의 근
대유적들을 둘러보며 대구 근대의 풍경을 확인하거나 대구 근대의 내면을 상상할 수 있었고, 지역의
근대 혹은 근대의 지역성을 앞으로 공부해야 할 연구 주제로 생각할 수 있었다.
제도와 풍속, 사건으로서의 근대가 식민지 경성 중심으로 유입되고 구조화된 건 크게 보아서는 사
실에 해당하겠으나 경성만이 아닌 대구, 부산, 인천, 군산의 근대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사유, 상상
하는 게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깊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근대가 일종의 전세계적 보
편적 현상일 수 있겠지만 그 근대가 지역과 만나면서 그 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토대
에 상응해 그 지역의 근대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 근대의 정체를
탐색하는 연구는 의미 있어 보인다.3)
그렇다면 중구를 중심으로 대구의 근대가 재발견되고 해석되는 시점에서 마당깊은 집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허구적 경계에 더는 안주하지 않고 그 경계 바깥으로 나온 마당깊은 집의 등장인
물, 집터, 동선 등등은 오늘날 대구가 공유하고 확산하는 대구의 문화로 생성되었다고 봐야 하는가?
필자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당깊은 집을 독해하고 있다.4)
2. 1954년 대구, 가난과 풍요 사이에서
마당깊은 집이 통상적으로는 한국전쟁 직후 1954년 대구의 가난을 주요한 서사적 배경과 사건으
로 이야기한 소설로 읽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소설이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1954년의
대구는 오로지 가난과 폐허의 도시로 기억될 수 없다는 말이다. 1954년의 대구는 낙후 지역으로서의
전통적으로 누적된 가난과 전쟁에 따른 후유증이 없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외 원조에 의해 복구가 활
성화되면서 전후 도시로서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당깊은 집이 재현하는 1954
년의 대구는 가난과 풍요의 이미지를 동시적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먼저 결여의 이미지로 재현되는 대구와 풍요의 재현되는 대구를 보기로 하자.
1) 우리집은 대구시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약전골목과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종로통을 낀 장관동
(壯觀洞)이었다. 아니, 우리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장관동 어느 한옥 아래채 방 한 칸에 사글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 장관동은 번지수가 이백오십 정도에서 끝나는 작은 동으로, 손수레나 지나다닐 수
있는 좁장하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남북으로 삼백 미터 남짓 빠져나가면 양쪽 끝이 다른 동과 경계
선으로 구획지어졌다. 골목길 가장자리에는 덮개 없는 하수구가 있어, 겨울 한철을 빼곤 늘 시궁창 냄
새가 났고 여름이면 분홍색을 띤 장구벌레떼가 오골거렸다.(9~10)
2) 휴전이 되고 해가 바뀌었다지만 그 무렵까지 대구시에는 2군사령부, 군 통합병원, 미 8군사령부
외에도 육군본부가 미처 환도하지 못한 채 있었고 군부대에 기댄 각종 기업체와 군수 공장과 하청 공
장이 많아 전쟁 열기가 좋았다. 시내 중심 거리인 중앙통 향촌동 송죽극장 일대에는 넥타이 맨 양복
3) 최근 모더니즘을 보편적 개념과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지역 개념으로 간주하며 그 지역의 고유한 모더니즘
의 성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 박태원 소설을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 박승희의 논문 ｢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전후 미국 문화를 통한 세계 인식, 가난과 반
공으로 재구성되는 로컬의 삶, 그 과정에 드러나는 로컬에 대한 국가의 억압기제”를 독해하고 있다. 1954년
대구를 “전후의 도시풍경과 냉전 이데올로기, 미군문화와 피난의 흔적이 집중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박승희의
논문은 마당깊은 집을 로컬 개념으로 독해한 성과로 읽힌다. 박승희, ｢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 인문연구
64호, 2012. 이외 박승희는 논문 ｢지역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에서 마당깊은 집을 공간 스
토리텔링의 개념으로의 독해 가능성을 말한 바 있다. 박승희, ｢지역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 한
민족어문학제63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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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와 양장차림에 뒷굽 높은 뾰족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들로 넘쳤고, 군복차림의 한국군과 미군도
민간인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다.(11)
마당깊은 집의 중심인물인 길남이는 고향 진영의 “장터거리의 주막에서 불목하니 노릇을 하다가
삼 년 동안의 전쟁이 멈춘 휴전 이듬해인 1954년 4월 하순” 선례누나를 따라 대구로 입성한다. 선례
누나를 따라 대구로 입성하는 길남이는 자신의 신세를 “팔려가는 망아지”로 비유할 정도로 자괴감이
상당하다. 길남이는 앞으로 어머니와 살아야 할 생활 때문에 그 자괴감이 상당하기도 했지만 낯선 도
시인 대구가 주는 부담도 자괴감의 한 이유로 보인다.
길남이의 “우리집”이 소재한 장관동. 그 장관동은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이어지고 있고 겨울 한철을
제외하고는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결여의 흔적이 만만치 않은 지역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궁창 냄새는 어쩌면 복구의 열기가 낳은 돈의 냄새일 수도 있다. 1954년의 대구는
“군부대에 기댄 각종 기업체와 군수 공장, 하청 공장 등의 열기가” 가득한 전후 도시의 활기를 보여
주고 있었다. 문단 2)에서 확인되듯, “시내 중심 거리인 중앙통, 송죽극장 일대는 양복쟁이, 양장차림
의 젊은 여자, 군복차림의 한국군과 미군을” 보는 건 일상의 풍경이었다. 1954년의 대구는 가난과 풍
요가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도시였다.

1954년 대구의 양면적 현실은 마당깊은 집의 건축학적 구조와 상동적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주
인 내외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안채를 작가는 이렇게 묘사한다. “대청에 유리 끼운 문짝을 달고 서양
식 응접의자를 놓아 한옥도 양옥도 아닌 어정쩡한 모양새”를 한 안채에서는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유행가를 전축으로” 틀곤했다. ‘마당깊은 집’의 집주인이 거주하는 안채는 전후 대구가 미국의
원조로 복구되는 과정에서 일게 된 경제 호황을 대변한다. 반면 크기가 같은 방에서 피난민 출신의
네 가구가 사는 아래채는 “사과 괘짝을 찬장 삼아 포개어놓고 동두깨비 같은 살림을 사는 처지”였으
니 안채와 아래채의 양극화된 구조와 살림의 규모는 1954년의 양극화된 대구를 대변한다.
마당깊은 집의 주인 내외, 특히 바깥 주인의 가계 내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주인아저씨는
“동척에 다니며 왜정 시대 한시절 영화를 누렸던 분의 장손”으로서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토호 집안
의 자제이다. 주인아저씨의 “증조부되는 이는 조선말 대구부 도사를 지낸 문벌”로서 주인아저씨는 상
당한 부를 대물림 받은 토착 부르주아이다. 이 “주인아저씨는 출근 때나 그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을
만큼 늘 바쁜 사람”이었으며 “외박이 잦았고 허구헌 날 밤이 깊어서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인
물로 소개된다. 주인아저씨는 “대구 변두리 침산동에 면방적기 열몇대를 차려놓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며 주인아주머니는 “대구시 번화가 송죽극장 입구에 귀금속과 시계를 파는 점포를 연 유한층
부녀자”였다.
이 주인아저씨의 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가계 선대로부터 대물림 받은 재산
이며 또 하나는 그를 바탕으로 한 직물 공장 운영으로 얻게 된 이익이다. 대구가 예로부터 섬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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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듯, 주인아저씨는 당시로서는 대구의 외곽이라 할 침산동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며 상
당한 부를 축적해 간다. 이 주인아저씨와 협력관계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인아저씨의 친척이기
도 한 사장, 군인, 경찰 그리고 미군과 공무원 등등이다. 이들은 전쟁 직후 대구의 경제를 주도하고
협조한 주류들로 이해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 주인아저씨, 아니 1954년 대구의 주류들이 미국을 추종한다는 건 위채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
티에서 확인된다. 이 크리스마스 파티는 주인아저씨가 자신의 아들인 성준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목
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 파티에는 “2군사령부에 사무용품 일체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인 주인아저
씨 사촌 내외, 영남비료 사장이라는 친척 내외, 역시 친척 된다는 군복 정장 차림의 육군 대령, 대구
경찰서 대공 담당 친척 경감 내외, 그리고 양코배기로 머리카락이 갈색인 젊은 미군 대위, 그리고 도
청 무슨 국장이라는 관리 내외”등이 초대된다. 주인아저씨가 개최한 크리스마스 파티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이란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며, 전쟁
직후 대구의 주류들에게 팽배한 윤리의 부재, 세속적인 출세주의, 관리들의 타락 등을 동시적으로 보
여주는 사건이다.
안채를 주인아저씨와 그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아래채는 피난민 출신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수돗가부터 첫째 방은 경기도 연백군에서 피난 나온 경기댁 가족이, 둘째방은 퇴역 장교 출신 상이군
인 가족이, 셋째방은 평양댁 가족이 넷째방은 길남이 가족이 입주하고 있다. 전쟁은 불가피하게 유동
하는 난민을 양산하는 사건인 바, 마당깊은 집의 아래채에도 경기도, 평양, 서울 등에서 유입된 피
난민들이 모여 산다.
이 마당깊은 집의 아래채에 거주하는 피난민 세입자들은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기를 극도로 꺼린
다. 특히 길남이 가족이 그렇다. 고향 진영에서 금융조합서기였던 길남이의 아버지는 주인아저씨와 대
극적인 삶을 살다가 북으로 간 월북인사다. 아버지의 부재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히 작동하는 남한에서 길남이와 그 가족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에 길남이와 가족들은 아
버지의 부재에 관해서는 의식적으로 침묵한다.
이렇게 마당깊은 집은 1954년의 대구를 가난과 풍요의 두 이미지로 재현하면서 동시에 1954년
의 사회적 의미를 상징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을 등장, 배치시킨다. 또한 이 소설은 1954년의 대
구를 물질적인 가난과 풍요, 미국 추종의 대구 주류들과 반공주의의 강압에 영향받는 피난민들의 침
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당깊은 집은 1954년의 대구를 장식한 여러 일상적 사건을 배치한다. 그 사건 중에
는 마당깊은 집의 아래채를 수몰시킬 정도의 장마, 일주일째 연이어 벌어지는 살인사건, 평양댁 아
들 정태의 월북 미수, 반공 시국 대회, 하루 아침에 줄행랑을 친 고아원 원장의 도망 사건 등을 배열
하고 있다. 요컨대 마당깊은 집은 1954년의 대구를 가난과 풍요의 두 이미지로 재현하면서 동시에
토호와 난민, 미국주의와 반공주의 등의 관계망에 배치될 만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또한 마당깊은 집
은 일상의 차원에서 반복되는 자연재해, 강도 살인, 이념의 갈등, 사기 등 1954년 대구를 전후의 다
양한 사건이 제기되는 도시로 재현하고 있다.
3. 길남이의 길, 성숙으로 가는 길
가난과 풍요가 양극화된 1954년의 대구에서 필자는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을 비유적으로 말하자
면 길남이의 성숙의 길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길남이의 동선, 즉 길남이를 성숙으로 이끈
길을 필자는 오늘날의 대구가 1954년의 대구를 기억하는 핵심적인 기억 방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요컨대 마당깊은 집의 인물 흉상, 집터, 건물 등등의 현장과 흔적을 탐문하는 게 마당깊은 집을
기억하는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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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깊은 집’에서 대구 시내로 나오게 된 길남이의 동선을 주목하고 이 동선에 내재된 성숙의 의
미를 추적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례 누나를 따라 대구로 입성한 길남이는 이미 중학교 입학 시기를
놓친 상황이다. 길남이의 어머니는 집안 사정상 길남이를 중학교에 입학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길남이
도 포기한 상태다. 길남이의 신문팔이는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준엄한 요구에 따라 시작된다.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니는 인자 애비 읎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신 죈지, 그 하
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매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제?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
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렸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설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끼다. 오직 성한 몸
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라 카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31)
1954년 마당깊은 집의 “안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활짝 핀 5월 초순 어느 날” 어머니는 길남이를
불러 “재봉틀 앞에 앉히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 팔십 환을 꺼내어 길남이에게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로서 남보다 갑절 노력하여 가난 설움을 씻으라고 당부한다. 길남은 어머니의 당부를 계기로 막
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서게 되고 본격적으로 신문팔이에 나서게 된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애비 없는
장자’는 마당깊은 집을 해석하는 키워드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이 키워드
를 크게 주목하며 길남을 가난과 고투한 인물이자 발전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인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길남이를 해석하는 건 특히 가난과 풍요가 양극적으로 갈려진 현실에서 길남
이의 자기 구원 방식으로서의 문학과의 만남과 그에 따른 내적 성숙을 간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
면 이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길남이가 길거리에서 판 신문은 대구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
보 등 세 종류였다. 이 신문은 지금도 대구에서 출간되는 유력 매체로서 전쟁 직후의 여러 사건을 보
도하거나 소설을 연재한, 1954년의 대구를 기록하고 알린 매체였다. 그런데 길남이만 신문팔이에 나
선 건 아니었다. 길남이 또래의 머슴애들이 이 신문을 들고 대구 거리를 내달렸다. 진영 촌놈인 길남
이가 신문 행상이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길남이도 서서히 이 신문팔이 대열에 자연스럽게 합류한
다.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이 흥미롭다.

신문팔이를 시작한 지 보름을 넘기자 비로소 내 목청이 트였다. 나는 “영남일보 영남일보 방금 나
온 영남일보 기사 특보 실렸심더!” 하고 외치며 바람같게 내달을 줄도 알게 되었으니, 신문 열다섯 부
를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었다. 물론 내 신문팔이에도 일정한 행로가 정해져 중앙통 일대, 송죽극장 주
위의 다방, 양키시장, 대구역, 군 통합병원을 차례대로 거쳤다.(37)
중앙통 일대-송죽극장 주위 다방-양키시장-대구역 등으로 이어지는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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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대구의 구도심에 해당한다. 이 동선을 오가는 동안 길남은 1954년의 대구 구도심을 관찰하고 중
계하는 서술자 역할을 한다. 물론, 중계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길남이가 소년이라는 한계 상 그
중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된 대
구 구도심은 흥미롭다. 길남의 시선에 포착된 1954년의 대구는 양품점, 귀금속점, 시계점, 양복점, 라
디오점 등이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고 그 거리에는 연인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즐기곤 했
다.
내가 중앙통 쪽으로 빠지며 뒤돌아보니 동희누나는 사복 차림의 남학생과 나란히, 주위를 힐끔거리
며 송죽극장 매표구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송죽극장에는 미국 영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5)란
묘한 이름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입간판 그림도 서양 남녀가 껴안고 입을 막 맞추려는 장면이었
다.(39)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된 송죽극장과 중앙통 일대는 1954년 대구 대중문화의 메카로서 남녀 청춘들
의 연애와 비밀스런 불륜이 벌어지는 욕망의 현장이다. 동희누나는 사복 차림의 남학생과 나란히 극
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안채 주인아저씨의 아들 성준은 “누님뻘은 될 법한 양장 차림의 늘씬한 중년
여인과 중앙통 거리를” 나란히 걷곤 했다. 길남이는 1954년의 대구 송죽극장과 그 일대를 오가며 어
른들의 비밀스런 연애를 목격할 수 있었고 그 현장과 자신과의 괴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길남
이가 자주 찾는 현장이 있었다. 바로 대구역 역전이다.
역전으로 가면 많은 거지아이와 실업자를 볼 수 있었다. 겉보기에 멀쑥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며
애처롭게 구걸하는 깡통 든 아이들의 남루한 차림이나 때에 전 군복을 입고 역 광장을 무료히 거닐며
땅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초췌한 실업자를 보면, 사람 사는 일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39)
송죽극장 일대가 1954년 대구 대중문화의 중심지라면 역전은 그 대중문화를 수혜할 수 없는 “거지
아이와 실업자의” 공개된 은거지였다. 이 역전에서 길남은 “사람사는 일”의 고단함을 깨달으며 이들
에게서 은근한 동료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길남이는 송죽극장 일대와 역전 등을 오가며 신문을 파는
동안 독자들에게 1954년 대구의 풍경을 중계해주면서 동시에 당대인들의 비밀스런 연애와 고단한 삶
을 동시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5) 1937년 미국 영화. 영어 원제는 History Made At Night. 샤를르 브와이에와 진 아서가 출연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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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남이의 의식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신문팔이에서 신문배달원으로 그 지위가
승격하면서 길남이의 의식이 더 커지고 열리게 된다. 길남이가 신문배달원으로 취직하게 된 데에는
친구 한주 도움의 크다. “배달원은 대체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일감이었고, 적은 돈이
지만 학비에 충당할 만큼 월급이 나왔으므로 고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했던 만큼 그 자리를 따내기
가 어려운 자리”였다. 그런데 배달원으로 지위가 승격된 길남이가 크게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 신문
구독 확장이었다. 길남이는 신문 구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위 문학책을 접하게 된다.
본래 길남의 구역 중에는 고아원이 두 군데 있었다. 이 중 하나는 고정 구독자였으며 다른 하나는
길남이가 확장한 구독처였다. 이어서 배달 구역이 칠성시장 점포였다. 이렇게 신문 구독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길남은 동성로의 대본집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대본집에서 길남이는 생애 최초로 소공자
란 동화책을 만나게 된다. 길남이가 문학과 만나는 순간이다.
동성로의 늘어선 가게 중에는 동화 소설 만화 따위를 빌려주는 대본집도 신문 구독자였는데, 나는
보름쯤 뒤부터 대본집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서가에 꽂힌 마분지로 싼 책 등의 제목
을 기웃거리자 아저씨는 “너 책 좋아하는구나” 하더니 학교에도 못 다니고 신문 배달하는 나를 딱하
게 보았던지 무료로 빌려가 읽어도 좋다고 말했다. 웬 횡재냐 싶어 나는 그 날로 소공자란 동화책
을 빌려왔다. “깨끗이 보고 이틀 만에 돌려줘야 해.” 아저씨가 말했다. 낡아질세라 누른 부대종이로
표지를 싸고 붓글씨로 책 제목을 쓴 그 번역본을 나는 그날 밤으로 읽어치우고 이튿날 돌려주었다.
그뒤부터 대본집에 있는 열몇권의 동화집을 읽자 소설책을 빌려 읽는 재미도 즐길 수 있었다. 어머
니가 만화는 보지 못하게 했지만 소설은 별말씀이 없어 나는 탐정물을 열심히 읽었다. 김내성 방인근
은 내가 처음 그분들 탐정소설을 읽고 알게 된 이름이었고 그 탐정물의 주인공인 유불란 탐정과 장비
호 탐정은 그 예리한 추리력으로 사건을 명쾌하고 해결하여 지금도 내게 신화적 인물로 연상된
다.(92~93)
동성로의 여러 가게 중에서 소년 길남이를 매료시킨 공간이 동화, 소설, 만화 따위를 빌려주는 대
본집이었다. 그 대본집에서 무료로 빌린 번역본 동화가 미국의 여성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Frances Hodgson Burnett)의 아동문학 소공자(Little Lord Fauntleroy). 소공자는 미국의 서민
아들이 귀족의 나라인 영국으로 건너가 특유의 명석함으로 귀족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내용이니 ‘애비
없는 장자’인 길남이로서는 소공자의 스토리에 매료되는 게 당연하다.
길남이는 소공자에 이어 아마도 같은 작가의 소공녀를 읽었을 개연성이 크며 이어 빌린 문학책
에서 크게 매료되었을 것이다. 송죽극장과 중앙통의 화려함에서 소외된 길남, 그렇다고 실업자와 거지
가 즐비한 역전 세계에 탐닉할 수 없었던 길남이는 대본집의 책에 집중하게 된다. 길남이가 읽은 책
의 목록 중에는 김내성, 방인근의 탐정소설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식민지 시대에는 최고의 탐정소설
가로 1950년대는 최고의 대중소설가로 인기를 끈 김내성과 조선문단의 발행인이면서 해방 이후에
는 추리소설을 발표한 방인근의 작품들을 길남이가 알게 된 것이다. 길남이는 이들 소설에서 소공자
에서 볼 수 없었던 삶의 불가해한 측면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한 듯하고 그 불가해한 측면을 명석
하게 풀어가는 탐정들에 환화한 것으로 보인다.6)
이처럼 1954년 대구에서 길남은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 역할만 한 게 아니다. 길남은 1954년 대
구의 양극화된 풍경과 구도심을 오가거나 차지한 인물들을 중계하는 서술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
6) 방인근의 탐정소설 복수는 195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출판된 사실이 있다. 1954년 대구 시내의 대본집에
서 방인근의 작품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책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박용찬의 논문을 참
고, 박용찬, ｢1950년대 대구의 문학공간 형성과 출판매체｣, 국어교육연구제51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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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내적 성숙을 견인하는 문학책을 만나는 독자로 탄생한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대구 시내를 오가
며 신문을 배달한 길남이의 동선을 길남이의 성숙을 이끈 길로 명명하고 싶다.
그리고 필자는 바로 이와 같은 길남이의 동선을 중심으로 마당깊은 집의 기억의 문제-현재의 대
구가 마당깊은 집의 1954년의 대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1954년 대구에서의 길남이를 단지 가난과 사투한 인물이나 성실과 노력 등 발전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인물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54년의 대구의 다양한 층위를 복원하고 기억하는 시대
의 중계자이자 동시에 생존의 차원을 뛰어넘어 성숙의 길을 걸은 인물로 해석되기를 바라고 있다.
4. 더 해결할 문제
1) 대구의 근대가 배치되고 재구성되는 오늘날 대구의 구도심에서 마당깊은 집의 1954년의 대구
는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배치될 수 있을까?
2)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은 정확히 어떻게 그려질 수 있으며, 그 동선에 내재된 성숙의 계기는
무엇이며 실제 이 계기는 마당깊은 집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3) 궁극적으로 마당깊은 집은 1954년의 대구를 어떻게 기억하며 우리는 진정으로 1954년 대구
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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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토론 자료
토론 : 김동혁(경일대)

1.『마당깊은 집』은 대구의 근대와 현대화의 과정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현실적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10월, 개최된
<마당깊은 집 축제>는 대구 중구 근대문화거리 조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 행사였으며 이상적인 문학콘텐츠적 활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
만 행사 이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마당깊은 집』이 대
구를 상징하는 문학 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 콘텐츠로의 발전에 학계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발표문을 통해『마당깊은 집』의 가장 중요한 창작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
의 '공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설이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
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존'이 작가 김원일의 전체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며 '공존'과 '분단소설'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사진은 약전골목에 세워진 '길남'이의 동상입니다. 발표문을 통해 주인공 '길남
'의 신문팔이 동선이 대구의 현대화 혹은 자본주의
적 발전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
니다. 이는 곧 인물의 상징성과도 연관된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길남이는 당시 가난하지만 발전하고
있는 대구의 '아이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도시와 아이들이 함께 '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마당깊은 집』
통해 '성장의 이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 속에서 '성장의
이면'이 가진 상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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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한국 전쟁에 대한 망각과 치유-2000년대 한국전쟁 소재 영화를 중심으로윤일수(강원대)

<별지>
토론문
양세라(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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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時 大邱文壇에 對한 一考
- 대구에서 발행한 시집을 중심으로 김 권 동(경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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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
최근 문학계에서는 잇단 시 전문지의 발행 중단이 주요 쟁점으로 되고 있다. 시 전문지 시안(발
행인 오탁번, 1998년 가을호~2013년 가을호)은 통권 61호로, 시평(발행인 고형렬, 2000년 가을
호~2013년 겨울호)은 통권 54호로, 시인세계(발행인 김종해, 2002년 가을호~2013년 가을호)는
통권 45호로 각각 종간 또는 휴간했다. 그리고 시와시학(발행인 김재홍, 1989년 가을호~ )은 현
재까지 92호를 내고 있는데, 통권 100호로 종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시 전문지가 잇
따라 발행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독자의 감소로 말미암은 재정난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
게도 시를 쓰고자 하는 인구는 늘고 있는 기형적인 시 소비 형태가 일어난다. 이를테면 시집이나 잡
지는 팔리지 않는데 비해 시 쓰는 인구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는 것이다.1) 그렇기 때문에 쏟아
지는 시집들의 규모에 비해 독자들의 반응, 즉 소비되는 시집의 규모는 지극히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시인과 독자 사이에 일정한 취향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순수문학과 대중 사이의 거리
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시의 전문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다.2) 현대사회에서 각 분야마다 전문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들 사
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찾거나 그것을 통합해보려는 시도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로 문학 교육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문학을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1) 중앙일보, 2013. 12. 9., ｢전문지 잇단 폐간 … 시는 지금 어디에｣ 기사 참조.
2) “문학의 전문화는 근대의 병이다. 문학을 전문가의 우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문학 글쓰기는 우리 모두의 것
이다.” 우한용, 우한용 교수의 창작교육론 - 삶 읽기, 글 읽기, 글쓰기, 태학사, 2009, 17면.

또한 현시점에서는 문단정치라고 할 수 있는 문단의 권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테면
2013년 5월에 한국시인협회는 근ㆍ현대사 인물 112인을 담은 공동시집으로 사람을 펴냈다. 그런
데 이 시집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찬양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정치적 편향성과 문학적 성취가 문제가 되어 시집을 전량 회수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월간 현대문학이 현직 대통령의 옛 수필을 게재하면서 찬
양조의 평론을 실어 문학계의 비판을 받았고, 원로작가 이제하를 비롯한 서정인, 정찬의 작품이 ‘정
치적’이라는 빌미로 작품 게재를 거부하거나 게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젊은 문학
인들이 현대문학에는 작품을 싣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문
인들도 사후 가담형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이미 고지된 소설 부
문과 평론 부문의 현대문학상 수상자들의 수상을 거부하고 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결
국 이로 말미암아 편집주간과 편집자문위원들도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게재
거부’나 ‘기고 거부’의 행태는 하나의 문학권력이나 문단권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 문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학은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중앙 문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
정관념을 깨고 문학은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것이라는 인식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문학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비단 어제오늘이 아닌, 문단이 형성되면서부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
을지라도 지속되었던 문제다. 본고에서 살펴볼 전시(1950. 6. 25.~1953. 7. 27.) 대구문단에서도 이
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문단이라는 것은 문학 활동을 하는 공간일 뿐이지 문학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의 대구문단에 대한 논의는 다소나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문
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층이 있어야 하고, 작가와
독자를 연결시켜주는 매체, 즉 저널리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경북문인
협회 기관지 文學界(1958)3)가 나온 1950년대 후반에서 많은 문인들이 등장하여 작품집을 내놓은
1960년대를 대구문단의 태동기”4)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은 본고의 논제를 부정할만한 이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전시에 대구라는 지역에서 시인이 노래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전쟁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술할 뿐이고,
그것을 새롭게 보려는 태도나 인식이 없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시대에 대
한 아픔이나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로 환희나 소망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사회적 상황이
같을지라도 개인의 욕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전시에 대구에서 발행된 시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작가들이 한결같이 전쟁에 대해 노래한 것은 아니다. 물론 시인이 전쟁에 대해 노래하지 않
았다고 하여 그 영향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학은 무엇보다 문학 자
3) 백기만이 편집인으로 되어있는 문학계 편집후기에서는 “문학마저 중앙집권제로 쏠린다면 그러한 통폐를 지
양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방은 지방대로의 새로운 개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후
기｣, 문학계, 영웅출판사, 1958, 208면.
4) 윤장근, ｢향촌동 소야곡 발간에 부쳐｣, 향촌동 소야곡, 시와 반시, 2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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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의미를 중시하기에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문학작품은 언제나 다양하게 창작할 수 있고 그
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는 방대한 자료를 모두 섭렵하여 논의할 수 없기에 자료를 한정하
여 대구에서 발간한 시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전시 작품들은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종군작가단5)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크게 일명 종군작가단 소속
의 시인과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시인으로 나뉘어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2. 전시 대구지역 시단분포도 및 발간한 시집 현황
6ㆍ25전쟁 발발을 전후해서 대구문단 사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대구에서는 1945년 9월 초순
에 최해종을 대표위원장으로 ｢경북문화건설연맹｣이 결성되지만 그 활동은 미흡하다. 이후 최해종이
중심이 되어 1946년 5월 20일, ｢경북예술가협회｣ 창립총회를 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이 제
대로 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에서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으로 문총)(1947. 2.) 결성 이후 전
국적으로 각 도 단위로 지부가 결성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도 1950년 5월 3일, 이윤수
를 중심으로 ｢문총경북지부결성준비위원회｣가 결성을 추진했으나 전쟁이 일어나 결실을 맺지 못한
다. 하지만 대구가 피난 예술인들의 집결지가 되면서 예술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이효상
을 중심으로 산하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보도부를 둔 ｢문총구국대경북지대｣를 결성(1950. 7. 5.)
하여 종군활동과 선무ㆍ계몽활동 및 강연회 등을 꾸준히 개최한다. 그러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김
광섭이 중심으로 한 서울의 ｢중앙문총구국대｣가 남하하여 경북지대와 합류하여 전선시첩6) 제작과
8ㆍ15 기념행사를 갖는 등 선무활동을 계속한다. 1951년 2월에 나온 전선시첩 제2집은 경북지대
원으로 꾸며졌다.7) 또한 1ㆍ4후퇴 직후에 대구에서는 ｢공군종군문인단｣(창공구락부)이 결성되었는
5) 종군작가단에 대한 자료는 한국문학가협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을 참조할 수 있다.
6) 전선시첩 제1집에 실린 작품 중 서정주의 ｢일선행 차중에서｣와 조지훈의 ｢이기고 돌아오라｣, 그리고 김윤성
의 ｢젊은 가슴이여｣ 이상 세 작품은, 김송이 편집하고 김광섭이 발행(1950. 10. 15.)한 戰線文學 - 文學
戰時版에 게재된 6편의 시 중에서 중복 게재되고 있다.
7) 참고로 戰線詩帖(第1輯~第3輯)에 실린 작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戰線詩帖 第1輯 : 徐廷柱의 ｢一線行 車中에서｣, ｢戰亂中에 맞이하는 八ㆍ一五光復節에｣, 趙芝薰의 ｢맹서 서울을 떠나는 벗을 위하여｣, ｢八ㆍ一五銘｣, ｢이기고 돌아오라 - 一線士兵들에게｣, 朴木月의 ｢市場거리에서
｣, ｢조그마한 燈盞 위에｣, 具常의 ｢불덩이를 안고｣, 金基完의 ｢떠나야 할 運命들 - 괴뢰軍 戰士들에게｣, 李
潤守의 ｢戰友｣, 李孝祥의 ｢祖國｣, 爾豪雨의 ｢地獄도 오히려｣, 金潤成의 ｢젊은 가슴이여｣, 朴和穆의 ｢砲門 열
리다｣
戰線詩帖 第2輯 : 李孝祥의 ｢戰爭｣, ｢空車頌｣, 李容相의 ｢몸부림치며 祖國에 울날｣, ｢나는 北韓人을 사랑할
수 있읍니다 - ｢리차아드｣上士에게｣, ｢佛國寺지나는 길｣, 金思燁의 ｢洛東江｣, ｢禱晴詞｣, ｢그날이 오면｣, 申
瞳集의 ｢祖國으로 가는 길｣, ｢戰爭과 時計｣, ｢祈願｣, 金鎭泰의 ｢祝願 - 避亂온 아이에게｣, ｢밤하늘 아래에서
｣, ｢가위절 -가위절인 이날에 서울탈환의 소식이 있었다｣, 李潤守의 ｢乭植아! - 어느 避亂民 어머니와의 對
話에서｣, ｢하늘로 가자 - 航空紀念日의 卽興｣, ｢달이 밝으랴 - 치열한 洛東江戰線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砲
聲을 들으며｣, 北으로 가자｣, ｢언덕에서｣, 金東史의 ｢焦燥｣, 崔光烈의 ｢戰爭과 詩｣, 羅雲卿의 ｢敵아닌 敵에
게 부치는 노래 - 서울 留學간 아우 龍에게｣, ｢서울 奪還｣, ｢歸還民｣, 尹雲崗의 ｢서울아 나와 더불어 北으
로 進擊하자｣, 朴暘均의 ｢시와 세-타｣, ｢초록빛 祖國｣, 심재원의 ｢붕익은 날다｣
戰線詩帖 第3輯 : 趙芝薰의 ｢鍾路에서｣, 朴斗鎭의 ｢싸우며 나가리｣, 朴木月의 ｢低吟｣, 具常의 ｢피흐르는 명
절에｣, 柳致環의 ｢素朴｣, 成耆元의 ｢모가지｣, 金宗文의 ｢그대는 永遠한 다비드｣, 張壽哲의 ｢바다와 海兵｣,
李德珍의 ｢解脫｣, 楊明文의 ｢아들｣, 李相魯의 ｢陣地의 밤｣, 張虎崗의 ｢送征譜｣, 金永三의 ｢哨所의 밤｣, 金基
完의 ｢休憩｣, 李潤守의 ｢步兵進軍｣, ｢北方戰線(1) - 어느 補給部隊에게｣, ｢나의 銃알이여｣, 金潤成의 ｢Z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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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장으로는 마해송이, 부단장으로는 조지훈이 맡았다.8) 단원들은 전쟁소설과 종군시를 썼고 기
관지 창공(1953)을 발간한다. 뿐만 아니라 51년 5월 26일에 ｢육군종군작가단｣도 결성되었는데,
육군정훈감이 참가한 가운데 단장으로는 최독견(최상덕)이, 부단장으로는 김송이 맡았다.9) 단원들은
종군보고(從軍報告), 강연회를 열었고 종군 작품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였고, 기관지 전선문학을
발간10)하는 동시에 문학의 밤과 예술축전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구상은 그의 ｢시단분포도｣에
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大邱에는 爲先 三家詩人들이 避難하고있다. 山上에 熱禱에서 七罪의 연못으로 下降한 朴斗鎭의 曠野
̇ ̇ ̇ ̇ 弄仙에서 轉換하
의 預言者같은 絶叫가 連呼되고 있고 詩의 官許된 抒情을 固守하는 趙芝薰과 이마쥬의
려는 朴木月, 이들의 豫告되고 있는 詩集들이 이 가을에 나오면 三家詩人들의 各自詩脈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分別 될것이다. 이곳 淡水魚族들인 竹筍同人들 李孝祥, 李潤守, 金東史, 朴楊均等이 戰爭詩集 二卷
을 發刊했다는 事實은 實로 特記할 일이며 詩集으론 李孝祥의 宗敎的이며 牧歌的인 바다와 獨樂의 詩
人 李雪舟의 第四詩集 彌勒의 昨今年에 出刊되었고 時調詩人 李鎬雨의 自由詩는 餘技인지 轉向인지
두고 볼일이다.
張萬榮의 童心的哀歌는 終身不變일것이고 一愛誦詩集의 朴貴松이 同生하여 詩篇들이 눈에 띠우는
것만도 반가우며 詩型의 變貌가 激甚한 李相魯와 黙黙하게 自己認識의 世界를 構築하고 있는 金潤成의
精進 또 朴薰山의 再出發이 期待되며 ｢壁｣ 으로 新入參한 金宗文은 通韻의 缺如를 指摘할 수 있고 金耀
燮, 申瞳集, 李德珍, 崔光烈等의 作品의 旺盛한 精力과 猪突的인 精神等은 刻迫한 現實의 衝擊앞에서 카̇
̇ ̇ 를 자아낼 憂慮가 있어 各自 새로운 篩笈을 動해도 볼것이나 한 便생각하면, 이들이 치루고 있는 精
오쓰
神과 靑春의 紅疫을 누가 막을 것이겠는가. 여기에서도 또 잊을뻔한 幽靈같이 사라졌던 囑望의 新銳 全
鳳健은 傷痍下土로 名譽除隊코 自己世界를 發掘中이였다.11)

金淳基의 ｢激戰의 午後｣, 朴石橋의 ｢故 朴大領님의 靈前｣, 金耀燮의 - ｢제비｣, ｢噴水｣, 李容相의 ｢주검｣, ｢
戰場으로 가는 길｣, 申健善의 ｢내집 - 塹壕에서｣, 申瞳集의 ｢廢墟 위에서｣, ｢體溫｣, 朴允煥의 ｢나를 넘고 가
거라｣, 徐允成의 ｢哨所의 밤｣, 金思燁의 ｢襄陽好日賦｣, ｢별빛보다 더 맑은 눈瞳子여 - 大關嶺을 지키는 韓
國憲兵｣, 崔海龍의 ｢行軍｣, 李應昌의 ｢履歷書｣, 金鎭泰의 ｢별에｣, 尹雲崗의 ｢人民軍 무덤가에서｣, 鄭瞬之의
｢生命｣, 崔光烈의 ｢○一四二二九八｣, 李活의 ｢平和｣. 당시 第3輯은 편집까지 마쳤으나, 누군가 정훈국에서
배급받은 용지를 횡령한 사정으로 발행하지 못했다. 이후 이윤수가 육필원고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1984년에 발행한다. 李潤守 편, 戰線詩帖, 學文社, 1984, 276면 참조.
8) 단원으로는 최인욱, 최정희, 곽하신, 류주현, 방기환(이상 소설), 박두진, 박목월, 김윤성, 이한직 이상로(이상
시) 등이었는데, 결성 1년 후 황순원, 김동리, 전숙희(이상 소설), 박훈산(시) 등도 가입하였다.
9) 단원으로는 장덕조, 최태응, 정비석, 박영준, 김이석(이상 소설), 조영암, 정운삼, 성기원, 박인환, 이덕진(이상
시) 등이다.
10) 戰線文學(第1輯~第7輯)에 실린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戰線文學 第1輯 : 朴斗鎭의 ｢아침에｣, 金宗文의 ｢花崗岩에｣, 爾豪愚의 ｢旗발｣, 李德珍의 ｢피의 陵線｣, 張萬
榮의 ｢斥候兵을 보내며｣, 楊明文의 ｢讚歌 - 首都師團에 드리는 - ｣
戰線文學 第2輯 : 張虎崗의 ｢送征譜｣, 柳致環의 ｢孤獨｣, 申瞳集의 ｢얼굴｣
戰線文學 第3輯 : 이영도의 ｢古家｣, ｢빗소리｣, 張萬榮의 ｢夕陽素描｣, 李潤守의 ｢나무｣
戰線文學 第4輯 : 李相魯의 ｢乾上｣, 李德珍의 ｢祈願｣, 申瞳集의 ｢握手｣, 楊明文의 ｢메알이｣
戰線文學 第5輯 : 張萬榮의 ｢다시 좋은 季節이 왔다 - 朗誦을 위하여｣, 朴斗鎭의 ｢바다와 淑｣, 설창수의 ｢
돌맹이｣, 金宗文의 ｢六月의 抗拒, 그 山은 샘 없는 岩山이였다 - 토오마스 에스 에리옷트｣, 朴暘均의 ｢歸還
兵｣, 千祥炳의 ｢無名戰士｣
戰線文學 第6輯 : 朴木月의 ｢銃聲｣, 朴薰山의 ｢絶壁위에서｣, 全鳳健의 ｢그렇게 머리가 있는 壕｣, 김요섭의 ｢
葡萄｣, 張虎崗의 ｢砲聲밑에도꿈은맺나니｣, 金鳳龍의 ｢누이에게｣
戰線文學 第7輯 : 柳致環의 ｢落果集｣, 朴斗鎭의 ｢絶壁｣, 李雪舟의 ｢悠久한 江山｣, 李炯基의 ｢들길 - 歸鄕抄
｣, 崔啓洛의 ｢가을｣, 金淳基의 ｢戰線의 呼吸｣
11) 具常, ｢詩壇分布圖｣, 詩와 詩論, 戰線文學社, 1952,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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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에 대한 언급한 구상이 쓴 ｢시단분포도｣이다. 여기에
언급된 시인은 청록파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과 죽순동인 이효상, 이윤수, 김동사, 박양균과 독락의
시인 이설주, 시조시인 이호우, 이밖에 장만영, 박귀송, 이상로, 김윤성, 박훈산, 김종문, 김요섭, 신
동집, 이덕진, 최광렬 등이다. 그리고 6ㆍ25전쟁 기간 중에 대구에서 발간된 시집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6ㆍ25전쟁 기간 중에 대구에서 발간된 시집 현황12)
시집

戰線詩帖1

저(편)자

출판사

출판년일

참고

戰線詩帖2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朴炳圭ㆍ朴鍾
靑丘出版社
1951. 1. 1.
禹
李潤守 編
문총경북지대 1951. 1. 20.

風浪

毛允淑

文星堂

1951. 4. 30.

詩集 具常

具常

靑丘出版社

1951. 5. 10.

바다

李孝祥

大建出版社

1951. 6. 1.

尙火와古月

白基萬 編

靑丘出版社

1951. 9. 5.

호롱

서창수

靑丘出版社

1951. 10. 27.

彌勒

李雪舟

春秋社

1952. 5. 25.

落花集

金冠植

創造社

1952. 8. 15.

풀잎斷章

趙芝薰

創造社

1952. 11. 1.

두고 온 地標 朴暘均

春秋社

1952. 11. 15.

著者의 後記

韓國詩集(上) 李漢稷 編

大洋出版社

1952. 12. 31.

發行處:서울

祖國의 노래

著者의 序錄과 趙演鉉의 跋文
著者의 自序와 薛昌洙의 ｢常과 나
｣, 金基完의 ｢詩集 具常과 人間 具
常과｣
詩集 산 이후 1950년 5월까지의
작품 收錄
李殷相의 序, 尙火의 詩集 새벽의
빛과 古月의 詩集 금붕어 收錄,
梁柱東의 ｢落月哀想｣, 白基萬의 ｢
尙火와古月의回想｣, 吳相淳의 ｢古
月과고양이｣와 白基萬의 附記
著者의 序文

勇士의 무덤

金淳基

東西文化社

1953. 3. 10.

國防部政訓局檢閱畢
陸軍情報局長 陸軍少將 金炯一의
序文, 陸軍第3519部隊長 陸軍大領
李哲熙의 跋文

流水曲

李雪舟

春秋社

1953. 4. 20.

著者의 序曲

1953. 6. 1.

國防部政訓局檢閱畢
陸軍第3519部隊長 陸軍大領 李哲
熙의 跋文

二等兵

金淳基

東西文化社

信愛譜

朴瑢黙

恩寵文化協會 195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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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行處:釜山,
副大統領 咸台永의 祝筆, 慶北大學

總長 高秉幹 博士와 總會神學校長
朴淳龍 博士의 序文

3.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시
‘詩’는 형성문자로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는 뜻의 ‘言’과, 음을 나타내는 ‘寺’가 합쳐
진 형성문자이다. ‘言’은 辛과 口의 합성자로, 辛은 어떤 물체로서 신이 임하는 곳을 상징하고, 口는
그 물체에 바치는 것으로서 축문을 상징한다. 여기에 ‘寺’는 土와 寸(心)의 합성자로, ‘생명의 맥박이
감지되는 땅’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종교적인 장소에서 신에게 올리는 말이 곧 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없던 것도 자꾸 부르면 생기는 것과 같은 주술적인 힘을 가진 특정한 말이다.
그리고 시는 시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 스스로를 드러내고, 시인은 특정한 존재 상태에 들어가
그 상태에 머무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다. 즉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 빠지게 만드는 노래를 시라 할
수 있다면, 시인의 책무는 침묵(musing)에 빠져듦으로써 침묵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말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다.13) 즉 시인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 순간의 직관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
람으로, 존재의 비밀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샤를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는 그의 단상에서 “존경할 만한 것은 사제(司祭), 전사
(戰士), 시인(詩人)”14), 이 세 가지뿐이라 했다. 사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의
죄를 신에게 대신 고해함으로써 인간과 신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사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죽이고 죽는 것을
통해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려하고 때로는 자신이 무너지는 자이다. 무너뜨려야 또 다른 성을 쌓을
수 있듯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사의 임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기반으로 새롭
게 창조하는 자가 바로 시인이다. 1950(庚寅)년 6ㆍ25전쟁15)은 시인을 전사로 내몰고, 전사를 시인
12) 이 표는 “박용찬, ｢1950년대 대구의 문학공간 형성과 출판매체｣, 국어교육연구 51집, 국어교육학회,
2012, 340면”과 “박태일, ｢경인전쟁기 간행 시집 문헌지｣,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224~256면”을 참조하여 개별 시집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
13) 우석영, ｢시의 들림, 존재의 열림 : 창조성의 존재론6｣, 낱말의 우주, 궁리, 2011, 392~398면 참조.
14) 샤를 보들레르, 이건수 옮김, 벌거벗은 내 마음, 문학과지성사, 2001,
15) 이 용어와 관련해서 1980년대까지는 ‘6ㆍ25사변’으로 불렀는데, 당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그러다가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
되었고, 아울러 초기에는 남북한의 대결이었으나 UN과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적 성격을 가졌기에 6ㆍ
25를 ‘전쟁’이라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외국학자들의 책이 번역, 발간되면서 ‘Korean
War’를 ‘한국전쟁’으로 번역한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전쟁’이 ‘6ㆍ25전쟁’에 비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처럼 인식되어 지금도 자주 사용되고 접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전
쟁’이라는 용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정도로 인식되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적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사람들도 ‘월남전’이라는 용어를 용납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제기된 ‘6ㆍ25’ 관련 명칭에 대해서 ‘6ㆍ25전쟁’으로 그 용어를 확정
하여 2010년 “6ㆍ25전쟁 제60주년 기념위원회 공식명칭으로 ‘6ㆍ25전쟁’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동란은 “폭
동, 반란, 전쟁이 일어나 사회가 질서를 잃고 소란해지는 일”을, 사변은 “① 전쟁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나 경찰
이상의 무력이 사용되는 난리, ② 상대국에 선전포고 없이 무력을 쓰는 일”을, 그리고 전쟁은 “국가 또는 그
에 준하는 집단 간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지를 강제하는 행위 또는 상태”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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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기도 했다. 전장의 현장에서 주검을 목격한 자는 사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단지 그것
은 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서 비롯한 인간의 욕망에 그칠 뿐인 것이
다.
詩人처럼 蕩兒이면서 蕩兒이여서는 아니되며 詩人처럼 金銀師이면서 金銀師여서는 아니되며 詩人처럼
기러기면서 두더지야만 하며 詩人처럼 自由人이면서 組織人이어야 하며 詩人처럼 洞窟의 七人이면서 不
̇ ̇ 에서 이 쫄렌
̇ ̇ 에의 自己變身을 못하고 있기로 나는 大衆을 詩
眠의 監視者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쪄인
로써 革命하기에 앞서서 詩人이 大衆을 위하여 싸워갈 수 있는 自己革命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고 본다.
…(중략)… 나의 믿는 바로선 神은 大衆을 통하여서만 創造人을 試驗하고 있다. …(중략)… 어느 곳 어느
때의 어떠한 복된 나라와 겨레로 다시 태어났을지라도 創造의 動態는 다함 없는 自他的 革命을 展開하
지 않지 못할 것이니 그 곳에 모든 배부르고 등따신 祝福받은 貴族만이 즐겨 살지라도 地上의 詩人은
외람되어 頌歌를 못쓴다. (四二八四. 一一. 一二. 雨曉)16)

시인은 기러기와 같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두더지와 같은 조직인임을 강조한다. 시인은 오랫동안
동굴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늘 깨어있는 감시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존재’로부터 ‘당위’로 자기변신을 하지 못하는 글쓴이 자신은 대중을 시로써 혁명하기
보다 대중을 위한 시인이 되기 위한 자기혁명을 주문한다. “神은 大衆을 통하여서만 創造人을 試驗”
한다는 믿음은 시인으로서의 전사를 염두에 두고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기에, 지상의 시
인은 송가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3-1. 전사로서의 시인
문학에는 폐허가 있어야 한다는 역설은 모든 것을 허물어야 새로이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함
의하고 있다. 느닷없는 해방 이후, “아아 1950년대!”라는 감탄사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고은은
당시의 생활상을 “모든 곳은 전장이었고 전쟁 속의 시장이었다”17)라는 말로 압축하고 있다. 전장과
시장은 따로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삶과 죽음의 교차지점인 것이다. 문인도 이 지점에서는 예외일 수
없었고, 살기 위해서 전선에 종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종군작가단이 결성된다.
전시에 대구 지역에서 시집을 낸 영운(嶺雲) 모윤숙은 문총구국대의 일원으로서18) 전쟁을 위해
문학을 이용한 대표적 인물이다. 영운은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시를 썼고, 해방 이후에는 줄곧 이승
만의 편이 되어 인도의 외교관 크리슈나 메논에게 단독정부수립을 강조했던 여류시인이다. 그는 6ㆍ
25전쟁이 발발하자 미아리에서 의정부까지 달려가서 국군의 후퇴 사기를 환기시켰고, 인민군이 서울
을 점령했을 때에는 모윤숙을 즉결 처형하고 시신은 탱크에 매달고 다녔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만큼
미한다.
16) 薛昌洙, ｢詩와革命｣, 詩와 詩論, 戰線文學社, 1952, 13면.
17) 고은, 1950년대 - 그 폐허의 문학과 인간｣, 향연, 2005, 22~24면.
18) 서울 수복 후 1951년 10월 9일 문총국국대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신문사에서는 ‘문총’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는데, 대장에 고희동, 부대장에 이하윤, 모윤숙, 사무국장에 박목월, 차장에 최인욱 등이 선출되
었다. 신영덕, 한국 전쟁기 종군작가 연구, 한국문학도서관, 1993, 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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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우익 문단의 인물이었다. 서울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허술한 차림의
옷으로 신분을 숨겼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집 풍랑을 대구에서 발간하는데, 이에 대한
감회를 시집 서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不幸히 六ㆍ二五事變을 피하지못한 나의 生은 기구한 처지에서 이리저리 구을며 눈앞에 人間 最惡의
現實을 목도할대로 하였다. 나는 보았다. 이 눈으로! 熱風과같은 어떤 變化가 人間의 傳統을 破壞하고 生
命위에서 몸부림침을! 그리고 나는 또 보았다. 이 눈으로! 인간의 尊嚴性과 生存權이 刹那에 유린되는 慘
景을! 거기는 原始에서 불어오는 殘忍한 風習과 壓迫과 無智가 合쳐서 一大 파노라마를 演出하고 있었
다. 나는 숨으며 굶주리며 학대받으며 떨며 孤獨했다. 祖國, 民族, 이러한 形象들도 周圍와 環境이 變한
곳에서는 生覺해낼 수 없으리만치 人間이란 적고 약한 形象들도 周圍와 環境이 變한 곳에서는 生覺해낼
수 없으리만치 人間이란 적고 약한 存在인것을 발견했다. 反面에 제나라의 날개 밑에서만 人間은 저의
本性과 長成을 約束할 수 있다는 眞理를 또한 알았다. 큰 힘을 가진듯한 愛國者들도 敵의 앞에선 나라보
다 自己를 다리고 다라나는것을 보았다. 敵은 愛國心보다 强한 偉力을 所有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라
나 政治나 主義를 論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하나의 미미한 人間으로 태어난 내가 人間으로 當하고 들고
느낀것을 적은 글로 表現해본것 뿐이다.(필자 밑줄)19)

｢발문｣을 쓴 조연현의 지적대로 이 시집은 크게 3부로, 제1부 수난편은 6ㆍ25전쟁 중 적 치하 90
일 동안의 수난 속에서 쓰인 것이며, 제2부 전쟁편은 6ㆍ25전쟁을 계기로 발생된 애국시편들이며,
제3부 서정편은 해방이후 틈틈이 쓴 아름다운 서정시초로 엮어졌다.20) 이전에 2권의 시집과 1권의
산문집을 냈던 영운은 다소나마 대구문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영운은 1951년 이화여대 문리대
강사를 지냈고, 그의 문단활동 무대는 주로 서울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운은 이미 세칭 시인
이라 불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시인을 빌린 전사의 면모가 강하다. “나라를 위해서는 스스로 논개가
되겠다”는 신념처럼 영운은 일제강점기에는 매일신보에 ｢호산나 소남도｣(1942)와 같은 전쟁 찬양
시를 발표하였으며, 지원병 참전을 독려하는 ｢어린 날개 - 히로오카(廣岡) 소년 학도병에게｣(1943),
｢아가야 너는 - 해군 기념일을 맞아｣(1943), ｢내 어머니 한 말씀에｣(1943) 등을 발표하는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쳤다. 다음 작품은 1951년 2월에 육군 중장으로 승진한 정일권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기리면서 조국을 위해 위대한 전쟁을 치러달라는 당부 글이다.
눈은 환하게 틔인 湖水요
볼은 少年처럼 타오르는 모습이
湖水같이 맑은 나라에
모란같이 고운 날에 살아야할 분인가 보오.
…… (중략) ……
그대는 코리아의 自由를 위해서뿐이리까?
필립핀, 뉴질랜드, 미국, 영국, 불란서,
아니 왼 세계의 自由를 위해서도 나선
19) 毛允淑, ｢序錄｣, 風浪, 文星堂, 1951, 1~2면.
20) 毛允淑, 위의 책, 132~1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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偉大한 自由戰의 先鋒者!
…… (하략) ……

모윤숙의 ｢先鋒者 - 정일권 중장에게｣ 에서21)

이상의 작품 외에도 ｢壯行의 날 - 金活蘭 博士에게｣에서 김활란을 “민족의 혼과 함께 만방에 울
러가”는 “五千年에 한번 난 딸 그가 있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인 본연의 자세로서
의 시가 아닌 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 것이다. 다음은 앞서 영운 자신이 언급한 “큰 힘을 가진
애국자들도 적 앞에선 나라보다 자기를 데리고 달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늘의 코리아 보다
내일의 코리아를 위해서는
애국자 R은 먼나라로 몸을 숨기기로 했다.
山川에 묻힌 그리운 정보다
은행 수표에 맘이 더 간절해
총재 두취어른께 큰 설게를 암시했다.
경제파탄, 민족붕궤,
이는 대한의 비극, 아세아의 손실이나
앞날의 대한을 살릴 애국자는
이 현실을 피해야 한다고
그는 큰 사상과 큰 애국심을 갖었기에
별도 없는 밤 부산항을 떠났다.
亡命이란 큰 뜻을 말하고
전쟁과 주검 없는 곳을 向해
愛國者 R은 愛國을 하려 제 나라를 떠났다.

모윤숙의 ｢밀항의 밤｣ 전문22)

위 작품은 시적 화자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23) 표면에 드러난 목소리 이외에 표면에 드
러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내일의 코리아를 위해 먼 나라로 몸을 숨기는’, ‘산천에 묻힌
그리운 정보다 은행수표에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앞날의 대한을 살리기 위해 이 현실을 피해야 한
다고 떠나는’ 그는 애국자로 표현된다. 여기서 애국을 하려고 제나라를 떠난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
난 목소리라면, 이러한 행위가 결코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없다는 숨은 목소리를 통해 비판하고 있
다. 비록 담담한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애국(?)을 위해 밀항하는 행위를 시화한 것은 하나의 폭로에
해당한다.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지배층을 의미한다.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
을 유지하기 위해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을 이용하다가 죽음이 맞닿은 전쟁의 상황에 직면
해서는 자신을 살릴 새로운 음모를 획책하는 것이다.
1953년에 두 권의 시집 용사의 무덤24)과 이등병25)을 낸 김순기는 치열한 전투 현장을 지켜
21)
22)
23)
24)
25)

毛允淑,
毛允淑,
송영순,
金淳基,
金淳基,

위의 책, 73~76면.
위의 책, 69~70면.
모윤숙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283면.
勇士의 무덤, 東西文化社, 1953. 3. 10.
二等兵, 東西文化社, 195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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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체험한 군인이다. 그는 첫 시집 용사의 무덤 ｢엮은자의 말｣에서 “나는 시인도 소설가도 ……
그러한 문인이 못된다. 내 인생관의 전모는 국가와 민족이고 사생관의 절대가 조국과 겨레이기에 그
들을 위해 어느 때고 어데이고 죽으려 하고 죽어야 할 군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시집은
조국을 위해 앞서간 전우의 명복을 빌고, 일선 장병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전쟁 체험에
대한 감상을 기록하고 있다.
̇ ̇ -쁘̇ 둘러 모인
뜨거운 스토
紳士……
淑女……
̇ ̇ -스뽄지
̇ ̇ ̇
값비싼 후루
̇
̇
̇
싼드윗치를 먹으면서
熾熱한 戰爭
어서 끝나야 한다고
감투……
딸라애……
어둔 눈 부비며
流行型 自動車에 내리는
멋진 사람들
祖國 爲해
每日 분주하다고

싸락눈 뿌리는
三角高地
零下 一五度
숨쉬는 입 코
어름 꽃 맺친다
붉은 눈 크게 뜬
二等兵 下士官들이
하늘높이 떠 오르는
불꽃 보며
모닥불 쪼인다
傀儡와 오랑캐들…
爆擊이 무서워 모닥불 없이
얼어 죽어 가고…

……(중략)……

모닥불 꺼질무렵
놈들 피리소리
사라저 간다
金淳基의 ｢모닥 불｣ 전문26)

오랑캐 노리는곳……
鐵石같은 戰線 아니고
타락된 地域
空虛 後方임을
그대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金淳基의 ｢後方｣ 전문27)

김순기의 ｢모닥불｣은 입과 코에 얼음 꽃이 피는 영하 15도의 날씨에, ‘모닥불’의 그 혜택 여부에
따른 상황설정을 하고 있다. 아군(이등병, 하사관)은 모닥불을 쬐는 반면, 적군(괴뢰, 오랑캐)은 폭격
이 두려워 모닥불을 피우지 못한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진술에는 이미
심리적 전술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전은 군사적ㆍ경제적ㆍ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적군을 상대로 선
전활동을 벌이는 것이지만, 이 시집의 매체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아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후방｣은 적과 대치하고 있지 않기에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뜨거운 스토브에
모인 신사와 숙녀가 나누는 담설은 “치열한 전쟁 / 어서 끝나야 한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26) 金淳基, 勇士의 무덤, 東西文化社, 1953, 51~53면.
27) 金淳基, 勇士의 무덤, 東西文化社, 1953, 99~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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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처럼 전쟁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혹한 현장이 빚어지는 것이다. 오랑캐가
노리는 곳은 굳고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는 전선이 아닌 허영으로 가득 타락한 지역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문학에 지나지 않는다.

3-2. 시인으로서의 전사
1차 대전은 영국시단으로부터 30미만의 유망한 젊은 시인들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현대영시의 일각에서는 희생의 대가로 ‘전쟁시인’이나 ‘전쟁시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다정다감한 대다수의 젊은 시인들은 ‘조국’이나 ‘정의’ 또는 ‘전쟁을 종결시키
기 위한 전쟁’이라는 뿐만 아니라, 어떤 막연한 힘이 있었다고 한다.28) 이 막연한 힘은 인간이 지닌
‘의지’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
선 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젊은 시인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의지
에 따른 행동으로, 곧 자기 혁명을 꿈꾸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장의 상황을 체험하고
싶었고, 스스로가 주검을 목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낭만의식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죽을 운명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한 체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죽음은
영원한 주제가 되고,29) 그에 대한 해석은 산 자의 몫이 된다.

그대는 나의 슬픔
悲哀를 꽃잎처럼 먹고
자라나는 不死鳥

투명한
유리 곽 속에
情熱이
다 녹아 버리고

그대는 내 빛이여라
어두운 마음 뒤안 길에
꿈처럼 켜지는 등불

하아얀 生命이
쓸어져 虛無에의 길

그대는 나의 영혼
구름이 여는 하늘
스지 않는 不滅의 별
이설주의 ｢노래｣ 전문31)

北邙이 바로에라
輓章이 있을 리 없다
은빛 안개가
무덤 위에 서린다
이설주의 ｢재떨이｣ 전문30)

28) 金宗吉, ｢戰爭과 詩 - 1次大戰과 英國戰爭詩｣, 戰線文學 第4輯, 陸軍從軍作家團, 1953. 4. 20., 6~15면.
29) 李在銑, 韓國文學 主題論, 西江大學校出版部, 1989,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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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주는 6ㆍ25전쟁 발발 후 사상문제로 민애청(죄익운동) 사건으로 수창초등학교 G2본부에서 전
기고문을 당했으나, 그 혐의가 없어 풀려나게 된다. 전시 중 1951년에 마해송을 비롯한 조지훈, 최
인욱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상고예술학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어떤 문학단체에도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다작(多作)을 한 독락(獨樂)의 시인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는 전시 중에
두 권이 시집을 발간하지만, 작품에서는 전쟁의 흔적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32) 일상생활에서 찾
을 수 있는, 아니 일상생활 그 자체가 그에게는 시화의 대상이 된다. 이상에서도 ‘재떨이’란 소재에
서 투명한 주검의 공간을 떠올리고, 그것을 삶과 죽음에 대한 연민의식을 낳게 한다. 그는 “요행히
이 가난한 노래로써 겨레 가슴에 행여라도 한떨기 애틋한 꽃이 피는 날!”과 같이 시집 미륵 서문
을 기술하고 있다. 자신의 노래가 겨레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어 하나의 생명을 얻게 하여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에는 근원적인 슬픔이 배어있다. 그것은 이 땅
의 사람들이 가지는 혈연적인 슬픔으로 결코 사라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종종 노랫말이
곧 자신의 삶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언어가 가진 주술성 때문이다. 말이 가진 상상이나 신
념을 통해 실제 현상으로 현존하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영향력을 가진다.33) 시인이 고백하는 노래는
항상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고 그것은 곧 영원히 녹슬지 않는 별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시작 태도는 시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 그 시를 통해 애수에 잠긴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 위한 위안으로서의 시학이라 할 수 있다.
전시에 첫 시집 두고 온 지표를 낸 박양균은 과작(寡作)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집 ｢
후기｣에서 밝히듯이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언어의 건축으로써 존재를 건축하는 것이 시”라
고 믿고 있다. “언어 이전의 언어란 인간의 흥분된 절규이었을 것”이며, 이 절규야말로 시의 원리에
서 말하는 시정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20세기 인간에게는 벌써 지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을 어떻
게 형상화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인간 본래의 구원을 잃고 절망을 선포한 서구의 사조를 두고 볼 때,
그의 시작은 보다 주도면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시적 소재를 생활주변으로부터 찾는 시작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모색하려 한 것이다.
그神은 너에게 沈黙으로 答하리라 - 릴케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亡한 이 荒蕪한 戰場에서 이름도 모를 꽃 한송이 뉘의 委囑으로 피어 났기에
상냥함을 발돋음하여 하늘과 맞섬이노.
그 무지한 砲聲과 爆音과 高喊과 마지막 殺戮의 피에 젖어 그렇게 육중한 地軸이 흔들리었거늘 너는

30) 李雪舟, 彌勒, 春秋社, 1952, 42~43면.
31) 李雪舟, 流水曲, 春秋社, 1953, 82~83면.
32) 戰線文學 第7輯에 실린 작품 ｢悠久한 江山｣에서 “…… 사랑하는 祖國이 있어 / 福되게 살아야겠고 / 보담
祖國을 위해 싸워야겠으니 // 붉은 피 江山을 물들여 淋漓하고 / 거기에는 항시 / 빛나는 祖國있어라”와 같이
마지막 두 연에서 조국에 대한 이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그의 시집 도처에 발견할 수 있다.
33) ‘詩讖’이나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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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靜謐속 끝없는 부드러움으로 자랐기에 가늘은 모가지를 하고 푸르른 天心에의 길위에서 한점 웃
음으로 지우려는가 -.
朴暘均의 ｢꽃｣ 전문34)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향한 욕구는 항상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의 피에 의해 맥을 잇는다.35) 전쟁은 집단에 의한 것이기에, “사람이 사
람과 더불어 망한 이 황무한 전장”이 되는 것이다. 집단의식이 강조될 때, 개인에 대한 존엄성은 상
실되기 마련이다. 특히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긴박한 내가 죽는 상황에서 개인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전장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여
기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 하늘과 맞서고 있는 것을 시적화자는 바라보고 의문 형식을 취하
고 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누구의 위촉으로 피어났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닌, 시적화자 자신에 대한
물음이다. 전쟁은 인간이 연출한 가장 참혹한 상황이다. 그리고 2연에서 “그 무지한 포성과 폭음과
고함과 마지막 살륙의 피에 젖어 그렇게 육중한 地軸”이 흔들린 현장은 인간이 연출한 가장 참혹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靜謐속 끝없는 부드러움으로 자랐”고 “가늘은 모가지를 하
고” “푸르른 天心에의 길 위에서 한 점 웃음으로 지우려는 가” 하고 다시 의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부제에 해당하는 릴케의 말 “그 神은 너에게 침묵으로 답하리라”에서 제시하
고 있다. 시인은 설명하기 방식이 아닌 보여주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이 마주치는 곳에서는 ‘사이’가 있다. 그 틈새에는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극이 빚어진다. 인간 역사에서 이데올
로기가 강조되는 시대나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부
정하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시인은 기존의 언어인 관습화된 말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이다. 그것은 부정정신에서
비롯하고 그 부정정신은 바로 시인의 자유로운 창조정신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기존의 말에 새로운
언어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은, 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때로는 말과 말이 결합하기
도 하고 때로는 말과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와 이미지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의 언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리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논리(logos)와 감성
(pathos), 그리고 윤리(ethos)가 융합되어 하나가 된 존재하는 그 자체이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기에 뭉뚱
그려 하나36)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찾아 나서는 자가 시인인 것이다.
34) 朴陽均, 두고 온 地標, 春秋社, 1952, 면수 불명.
35) C.M. 바우라, 김남일 역, 시와 정치, 전예원, 1983, 109면.
36) 老子, ｢道德經｣,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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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950년대 전시 대구 문단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발행한 시집을 중심으로 공통된
세계관을 찾아보려 했다. 문단이라고 함은 비단 시인들만의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학
작품을 두루 섭렵하지 못한 필자의 역량으로 시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벅
찬 작업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 피난지 대구에는 많은 문인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래서 대구에서 발행한 시집으로 자료를 한정하고, 여기에 다시 군과 관련된
시인과 관련 없는 시인의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군에 종속된 시인은 문학을 수단으로 이용한
반면, 군과 관련이 없는 시인은 시를 쓰는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문학의 환경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전국 단위의 시전문지가 잇달
아 폐간이나 휴간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 잡지들이 발간되었고, 또 창간을 서두르고
있다. 사라지는 시 잡지가 있는 반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시 잡지도 있는 것이다. 출판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종이책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한 e-book으로 구입하여 필요한 때에 필
요한 장소에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제 돈으로 시집을 사고 시 잡지를 구입하던 방식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려는 전사의 태도가 아닐까. 그것에 대해 지키기 위해
문학을 운운하는 사람이야말로 문학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그저 꾸준하게 자신의 변혁을
꿈꾸는 문학이야말로 그 자체가 목적인 문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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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時 大邱文壇에 對한 一考｣ - 대구에서 발행한 시집을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문
김효신(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김권동 선생님의 발표 논문 정말 흥미 있고도 진지하게 잘 읽었습니다. 섬세한 글쓰기와 시
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공감의 힘을 이끄는 발표 글의 매력에 흠뻑 취해 토론 글
을 쓰기가 어려웠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차 다시
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들을 제시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발표문의 전제가 되어 있는 6ㆍ25 전쟁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6ㆍ25 전쟁 발발을 전후해서 대구문단 사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정작 6

ㆍ25 전쟁에 대한 김권동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6ㆍ25 전쟁 정의에 대한 각
주가 있지만 이것과 다른 각도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야기할 때 외세를 이용해서 라는 등의 한계성을 지
니고 있다고 ‘민족의 입장’에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지한 것은 신
라의 삼국통일만은 아니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패
망의 위기를 넘기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ㆍ25 전쟁 역시 외세가 판

가름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감행했으며, 거의 모든 영토를 빼앗
기고 존립이 위태로워진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의 도움 덕에 기사회생했습니다.
다시 국제 연합군에 의해 멸망 일보직전까지 밀린 북한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정권과
체제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6ㆍ25 전쟁의 전황’ 지도를 보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세에 의존했음을 비판하는 시작품이나 시
비평 글은 없는 지, 시집 발간은

6ㆍ25 전쟁 발발을 전후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시집

이나 시들에 대한 최근에 이르는 비평이나 평론을 다루는 언급이 미미해서 이에 대한 자료
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발표문 둘째 면에서 “전쟁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술할 뿐이고, 그것을 새롭
게 보려는 태도나 인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당시 대구문단의 공통된 문단적 특징이
고 이렇게 보라는 무언(無言)의 보이지 않는 문단권력이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없기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만큼 남성들의 결속력과 힘을 잘 보여주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담론들은 “전쟁은 민족주의와 고결함의 연합”으로 보
면서 남성적 ‘우정’의 고결함인 동지애와 민족주의를 결합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주의를 옹
호하고 찬양합니다. 벤야민은 파시즘이 그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속성을 장엄한 미학으로
은폐하는 가장 대표적인 광경으로 ‘전쟁’을 언급합니다. ‘전쟁’에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제거
하고 화염과 폭발음을 ‘숭고’한 심미적 대상으로 환원하는 것은 바로 파시즘의 대표적인 대
중 기만술이라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 전쟁 문학론과 전쟁을 다룬 비평문에서는 ‘전쟁의 미’
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파괴의 산욕(産褥)을 통한 건설의 생산장”이라는 의식과
“전장의 미는 인간정신의 생명적 무장미(武裝美)”라고 반복하는 당시의 전쟁담론에서는 전
쟁을 생명의 장으로 삼고 있는 파시즘의 논리가 그대로 투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심미화는 반드시 군인의 실천성과 연관지어 설명되기 위해 야성적인 남성성으로 재현되었습
니다. 전우애는 군인정신의 한 표현으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전쟁의 경험을 보호하기 위한
‘전우애’나 ‘동지애’, ‘형제애’로서의 민족 관념 속에서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형식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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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6면에서 보들레르의 존경할 만한 것 세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
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의 죄를 신에게 대신 고해함으로써 인간과
신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의 뜻을 알아야 하
는 것이다. 또한 전사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죽이고 죽는 것을 통해 기존의 것을 무
너뜨리려하고 때로는 자신이 무너지는 자이다. 무너뜨려야 또 다른 성을 쌓을 수 있듯이 기
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사의 임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기반으로 새롭게 창
조하는 자가 바로 시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
다.

사제는 사람들의 죄를 신에게 대신 고해하지 않습니다. 사제는 신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의 고백을 즉 고해를 듣고 신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사합니다. 적어도 보들레르가 프랑
스인이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는 프랑스의 가톨릭교에 젖어 있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신의 뜻을 알아야 하는 존재라서 보들레르가 존경할 만하다고 했을
까요? 그리고 전사에 대한 위의 정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인의 자리도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들레르 시대는 앙드레 지이드의 <적과 흑>이 의미하는 상징이 강했던 시
기였고, 유럽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로 강하게 자리매김해왔던 ‘예언자적 시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낭만주의 시대 이래로 더욱더 강력하게 유럽 문단에 불어왔던 시기였습니
다. 이를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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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시기 도남 조윤제의 국문학 연구 양상
박

해

남(성균관대)

Ⅰ.

분단과 전쟁과 같은 외부적 사건이 한 연구자의 연구 성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느
냐를 알아본다는 것이 이 발표의 원래 주제였다. 그런데 변화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하기가 쉽
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무조건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
가? 라는 생각 때문이다.
발표의 대상인 도남(陶南) 조윤제(趙潤濟, 1904~1976)의 경우 이런 영향을 파악하기
가 더욱 난처하다.1) 이에 대한 본인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다가 그의 삶 자체가 스스
로 설정한 논리 구도-민족사관이라는- 속에서 외부와 끊임없이 대결하는 양상을 취하
였다는 점에서 한 시대만을 떼어내서 어떤 영향을 논하기가 쉽지 않는 형편이다. 잘못
하면 의도하는 문학 연구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일방적인 고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의식이나 활동이 문학 서술에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힘들지만, 직접적인 연관 고리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솔직
한 심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윤제의 문학연구는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항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에
서 출발하여 조선의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
부(法文學部) 문학과를 졸업하였는데(1929년) 이때의 졸업 논문이 ｢조선소설(朝鮮小說)의
연구(硏究)｣였다. 이어 조선시가사강(朝鮮詩歌史綱)(1937년), 교주 춘향전(校註 春香
傳)(1939년)을 출간하였다. 해방과 함께 경성대학,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아 1949
년 4월 성균관대학 교수를 겸임하였다가 1950년 10월에 성균관대학교 교수에 전임이
되었다. 1949년 국문학사(國文學史)를 발간하였는데, 후일 한국문학사(韓國文學史)
(1962년)로 개제(改題)‧출판되었다. 1955년에는 국문학개설(國文學槪說)을, 1957년에
1) 조윤제의 국문학 연구에 대한 논의에는 적잖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특히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
여 간행된 도남학보 20(도남학회, 2005)과 고전문학연구 27(한국고전문학회, 2005)에 집약적으로 수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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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주 춘향전(校註 春香傳) 수정판을, 1965년에는 국문학사개설(國文學史槪說)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5년 청구대학 교수에 취임하고 한일협정에 반
대하여 해직되었다가, 1967년 복직되어 1974년까지 영남대학교에서 재직하였다.2)
앞서 언급한 저작들을 통해 보건대 조윤제의 국문학 연구를 관통하는 방법론은 ‘민족
사관’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논자는 없다. 따라서 분단과 전쟁이 조윤제의 연구에
끼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족사관이 이 시기의 국문학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 변화했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논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조선시가사강
→국문학사→국문학개설→한국문학사에 나타나는 민족사관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조윤제는 1934년 송석하(宋錫夏), 손진태(孫晉泰), 이병도(李丙燾), 이윤재(李允宰) 등
과 진단학회(震檀學會)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국학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계몽주의적 사
조에서 탈피하여 실증적인 과학적인 학
문을 하자는 것과 일본에 대한 학문적인
경쟁을 하자는 것”이 핵심 동기였다. 여
기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방 이전
조윤제의 민족사관은 일본이라는 명백한
대상을 대척점에 두고 연구활동이 진행
되었다. 그렇기에 초기 작업은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주를

조윤제의 생전 모습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일
환으로 “그저 한국관계의 문헌이라면 모조리 뒤졌고 국문학의 자료라 하면 덮어놓고 끌
어모았다. 실로 무모한 짓이었다.”3)고 하여 본인이 무모함을 인정할 정도로 열정을 쏟
았다.
이런 연구 활동이 조선시가사강(1937년)의 기반이 되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 국어
교육의 당면한 문제(1947년), 조선시가의 연구(1948년), 국문학사(1949년)을 잇달아
출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국문학사을 통해 해방 시기의 연구
2) 陶南趙潤濟博士 古稀紀念論叢(螢雪出版社, 1976)에 수록된 自編 ｢陶南年譜｣ 참조.
3) 趙潤濟, ｢나와 國文學과 學位｣, 陶南雜識, 乙酉文化社, 1964,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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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살필 수 있을 듯하고, 국문학개설(1955년)과 한국문학사(1963년)를 통해서는
전쟁을 겪고 난 이후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
조선시가사강은 시가의 ‘형식’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가사(詩歌史)를 구성한 것이다.
시가 형식을 구분하고 문학사적 선후관계의 정립을 도모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진화론적 장르론이나 뗀느(H. Taine)류의 문학론 등 잡다한 요소들을 받아
들이고 있다. 여기서 조윤제는 통계적 귀납이나 논리적 추론에 의거하여 시가의 형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는 조선시가사강의 시대 구분에 대해 “순전히 구체적 형식 방면
으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물론 당대의 연
구 상황이 미미한 영향도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다.
또한 일제 말기 조윤제는 자신의 국문학 연구에 대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다.

우리 민족문학에는 시가 있고 소설이 있었다 하는 것만으로 민족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문제인
가. 또 이것으로써 민족독립을 쟁취할 원기를 북돋우어주며 민족이 살아나갈 앞길을 개척할 수 있
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한즉 나는 과거의 나의 연구와 학문에 대하여 큰 회의를 품게 되고 일종
의 공포심조차 갖게 되었다.4)

중일전쟁(1937년)을 시작으로 일제의 통치체계가 더욱 폭압적인 형태로 바뀌어가던 시
기에 느꼈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회의와 공포심은 광복을 통
해 극복되면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나온 결과물이 국문학사(1949년)이
다. 역시 그 근저를 관통한 핵심은 ‘신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사관이었다. 조윤
제는 일제 말 민족의 활로를 제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민족사관을 확립하였는
데,5) 이런 방법론의 연장선상에서 국문학사를 서술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민족사관과 이에 의한 서술의 결과물인 국문학사에 대해 “日帝의 國學哲學의 遁身
과도 같은 것”6)이라는 평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꼭 우호적이지만 않았다. 하지만 이
런 평가는 조윤제의 민족사관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오는 오독(誤讀)으로 보인다. 그
는 해방 공간의 학문적 경향인 국학파(안확, 최남선 등), 성대파(城大派), 유물사관파(김
태준, 이명선 등)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들과는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였던 것
이다. 즉 민족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진로를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신민족주의
노선을 주창하였다. 이는 이전 국학의 흐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흐름과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4) 조윤제, 앞의 글, 378면.
5) 물론 여기에는 손진태, 이인영과 함께 한 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
6) 김동욱, ｢국문학연구사｣, 改訂국문학개설, 민중서관, 1974,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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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맞이한 당시의 심경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있다.

민족된 자 누가 감격이 없었으리오마는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국문학연구를 시작했다가
바야흐로 국문학사의 연구가 성취되자 민족의 해방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 억제치 못할 큰 감격이었
고, 여기서 나는 우리 민족의 혈관에 흘러내리는 민족정신의 고동이 심금에 울리는 것을 확실히 깨
달았다.7)

결국 그의 국문학사 집필이 민족해방운동의 방편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광복과
겹치게 되면서 느낀 감격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서도 ‘민족정신’으로 집약된 그의 민족
사관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55년에 간행된 국문학개설을 보면 한국전쟁을 겪고 난 뒤의 심경 변화가 잘 드
러나 있다. 전쟁의 와중에 조윤제는 손진태, 이인영이라는 학문적 동지를 잃었다. 결국
그들이 함께 세웠던 이론은 조윤제 혼자 짊어져야 하는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前에 國文學史는 解放直後 서울大學을 組織하여 들어가면서 이 나라의 大學敎育을 創建함으로
써 祖國再建에 이바지하겠다는 굳은 決心과 또 行政의 重責을 질머지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激務中에서도, 時日은 결렸지마는, 感激과 勇氣와 熱情을 가지고 섰었는데, 이 國文學槪說은 比較
的 閑裕한 時間을 많이 가지고 썼음에도 不拘하고 늘 쓰면서 倦怠와 困함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웬 일인가. 그러면 나도 아니 五十고개를 넘어섰으니 그야말로 世俗的인 精力이 衰
退하였던가. 惑은 六‧二五事變이라는 民族的인 大試鍊에 그만 쓰달리고 말았던 것인가. (……) 그보
다는 나는 도리어 오늘날 우리民族이 限없는 困한 가운데에 希望조차 두질 못하고 虛空을 허벅대고
있는 이 歷史的 瞬間에 우리가 處하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8)

특히 한국전쟁은 남과 북으로 체제가 완전히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조윤제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분열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悠久 數千年의 歷史
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民族이 이래서 쓰리질 理는 없는 것이다.”고 하면서 “시들어
가는 民族魂을 부르며 또 넘어져 가는 내 勇氣를 다시 북도두어 기어이 이 책을 썼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한 민족사관을 내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의 민족사관이 가지는 명확한 경계점을 내세운다.

이 硏究의 立場은 近來 高潮되어 있는 史觀과도 같은 것이라. 卽 우리의 文學現象은 唯心史觀
으로 볼 것인가 唯物史觀으로 볼 것인가. 또 그러치 않으면 民族史觀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똑
똑히 規定짓지 않고서는 立場이 確立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部分은 唯心史觀으로, 다른 部分은 唯
物史觀으로, 또 다른 部分은 民族史觀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니 먼첨 史觀을 바루 세워서 그로서
모든 問題를 處理하여 나가야 될 것이다.9)

여기에서는 자신이 파악한 사관을 유심사관, 유물사관, 민족사관의 셋으로 구분하고,
7) 조윤제, ｢나와 國文學과 學位｣, 382면.
8) 조윤제, ｢序文｣, 國文學槪說, 東國文化社, 1955, 2~3면.
9) 조윤제, 앞의 책,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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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둘과는 구별되는 입장에서의 민족사관을 내세우고 있다. 조윤제가 ‘민족’을 내세우
고 있다고 하여 그의 민족사관이 국수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
려 그는 “國文學이라 하여 空然히 固陋하고 排他的인 民族的인 感情에서 自我陶醉의 觀
念論에 빠져버리는 것을 警戒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文學도 一般 世界文學의 一地域的
現象이요 人類通性인 生活의 反映으로서의 文學인 것을 알아서 어데까지던지 冷靜한 科
學的인 立場에서 國文學을 보아야 할 것이다”10)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11)
또 “국문학사는 먼저 현실에 요구되는 과학적인 不動의 立場에 서서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국문학 事像을 통해 그 변천 발달된 자취를 考究하되 事像 상호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현대에 終結시켜 그것이 그대로 현실의 우리의 생명과 완전한 한 生命體가 되
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고 하면서 현재의 바탕이 되는 과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
면서 궁극적인 관점은 현실에 중점을 두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자기 것을 만들려면 그를 받아들이는 자세
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역시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외래의 것과 전통적인 것의 조화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유행했던 외국문물과 사상·학문의 무절제한 수용과 모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국문학의 특질에 대해 ‘은근과 끈기’, ‘애처럼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
세’12)를 제시함으로써 나름 소박하기는 하지만 미적 범주에 접근하고자 한 노력을 보이
고 있는데, 조선시가사강에서의 단순한 형식과 시대 구분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시도
이다.
5․16군사쿠데타로 옥고를 치른 조윤제는 국문학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하
여 1963년 한국문학사를 출간한다. 환갑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 만큼 나름 자신의
학문을 정리한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963년에 고쳐서 펴낸 한국문학사 서문의 일부분이다.

나는 民族獨立運動의 일환으로서 국문학을 연구하여 왔고, 解放後에는 뜻하지 않은 民族分裂

10) 조윤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509면.
1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문학과 외국문학과의 교섭｣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조윤제의
독자적인 논지라고 하기는 어렵다. 당대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유성과 보편성의 접합과 같은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12) 조윤제는 이 세 가지를 국문학의 특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연구에서는 조윤제 국문학 연구의 특징을
은근과 끈기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그의 견해를 편협하게 파악한 대표적인 분야라 하겠다
(조윤제, 앞의 책, 468~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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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매 하루도 나는 民族의 統一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改修國文學史에 있어서도 나의
從來의 民族史觀이라는 立場을 버릴 수 없었다.13)

자신이 국문학 연구를 하는 목적이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을, 해방 후에는 민족통일을
위한 입장에서 진행하였는데 그 주류는 여전히 ‘민족사관’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평생
에 걸쳐 그의 학문을 추동하는 사상이자 방법론이다. 어떻게 보면 민족사관이 좀더 강
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민족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의 성쇠에 따라
국문학사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한층 심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
기에 오면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앞의 인용문에 이어서 “그러나 나는 나의 이
立場만이 國文學史를 쓰는 唯一한 史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다.”14)고 하면서 태도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사에서의 변화라 하면 중고문학(中古文學)에서 ‘위축시대(萎縮時代)’를 ‘위
축(萎縮)’과 ‘잠동(潛動)’의 두 시기로 나누었고, 최근세문학을 따로 설정하였다는 점에
서 찾을 수 있다. 위축과 잠동의 시기로 나누게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무신란을 제시하
고, 이를 계기로 민족정신이 깨어났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무신란을 “구세력에 대
한 신세력의 반항이요 구질서를 파괴하고 신질서를 고쳐 세워보고자 하는 민족역사정신
의 움직임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조윤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된 배경은 아마도 4․19혁명을 거치면서 변화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
로 보인다.
그리고 국문학사를 외국문학과의 교섭사로 보는 관점을 강화한 것이나 국문학사에
서의 ‘복귀(復歸)시대’(3․1운동 직후)를 ‘유신(維新)시대’(3․1운동~일제 말)와 ‘재건(再建)
시대’(8․15해방 이후)로 나눈 것은 수정 보완이 진행된 시기까지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부분에 “나라는 또 남북으로 쪼개지고 민족은 둘로 나누어
졌으니 장차 국문학은 어디로 어떻게 발전하여 갈 것인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된
민족에 기반한 민족사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족사관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여 국문학 연구가 완벽한 것은 물론 아니다.15) 특히
그가 주장한 민족의 의미와 범주가 시대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치명적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대의 시대 상황과 연구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 성과가 지
13) 조윤제, ‘서문’,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63.
14) 조윤제, 같은 부분.
15) 그의 문학사 서술이 사대부문학(특히 영남 지역에 치우쳐)과 양반 시조에 치중한 점 등은 그의 민족사관의
범주가 꼭 포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영향으로 춘향전을 校註하는 과정에서 춘향과
이 도령의 첫날 밤 장면이 소략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조윤제, ｢校註者의 말｣, 校註春香傳, 博文書
館, 193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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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도 이어져 근대적 학문의 연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논의에
있어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연구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문학과 문학사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한 새로운 문학사 서술을 가능하
게 했던 자양분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Ⅲ.

조윤제의 민족사관은 온전한 민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설정된 개념이다. 따라서 분
단된 상황에서는 남과 북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현대
사를 보면 이런 구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해방과 전쟁, 이후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항
상 맞닥뜨리게 되는 조윤제의 고민은 민족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였다. 그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끝끝내 민족사관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 이
런 점이 그를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그런 점들이 과연 문학사 서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
피는 것은 그의 정치 활동에서 약간 비껴나서 봐야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요즘
처럼 탈(脫)민족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지금에서 오히려 민족사관이라는 것을 다시
금 되새겨봐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과연 지금의 시대에 조윤제의 민족사관은 어떤 의
미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발표가 제시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한동안
은 조윤제의 문학 연구에 대해서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널리 알리기는 어려운 존재로서
인식된 측면이 강하다. 그의 정치적인 행보나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분단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문
학 연구를 살펴보면 ‘민족’과 같은 이념적 성향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던 것도 사실이
다. 분단 체제에 순응한 측면이 강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윤제의
민족사관은 좌/우와 같은 이데올로기와는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초월된,
통합된 의미로서의 민족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에 양쪽으로부터 다 환영받을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이유로 세 번의 곤란을 겪기도 했
다. 그런 고난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추구한 문학연구가 “민족의 활
로를 명시하는 과학적 학문”이어야 하고, 학문도 하나의 생활이므로 현실을 떠난 학문
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던 데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결국 조윤제가 그렇게 기울였던 ‘민
족주의’와 ‘과학’의 결합을 위한 노력이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데 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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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試金石)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오늘도 현실은 지속되기 때
문이다. 조동일의 언급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남학이 계속 문제되는 까닭은 역사적인 인물인 도남 조윤제의 학문이 어떠했던가 정리하고
시비를 가려 필요가 있다는데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고, 현재는 미래와 어떻게 연
결되어야 할 것인가 따지기 위해서 도남학이 문제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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