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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자전과 당시의 어문 생활
이준환(창원대 국문과)
목 차

1.

1. 들어가며

4. 뜻풀이의 양상

2. 선행 연구 검토

5. 당시 어문생활과 자전

3. 한자음의 양상

6. 나오며

들어가며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는 여러 字典이 편찬되었다. 이들 자전은 部首를 기준으로 하여 漢

字를 묶은 후에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획수에 따라서 표제어가 되는 한자를 제시하
고 각각의 한자가 지니는 음, 뜻, 所屬韻 등에 관한 정보를 싣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자전
이 이전 시기의 자전과 비교하여 보이는 두드러진 차이는 제시된 한자음의 양상에 다른 점이
꽤 있다는 것과 더불어 뜻풀이가 漢文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國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이다. 이 중 후자는 뜻글자인 한자가 지닌 뜻을 마침내 국문 뜻풀이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국어 화자가 漢字의 형태와 음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工具書로서의 자전
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전으로 國漢文新玉篇(1908), 
字典釋要(1909), 新字典(1915)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에는 全韻玉篇 하나에
의지해 왔던 것과는 달리, 여러 자전을 두루 참고하면서 한자에 관한 여러 정보를 두루 파악
해 가면서 어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자는 대개 多義性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한문 뜻풀이에는 다의성을 충실히 반
영된 여러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문 뜻풀이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서 國漢文新玉
篇에는 각 韻당 하나의 한문 뜻풀이에만 국문 뜻풀이가 병기되어 있는 반면에, 字典釋要와
新字典에는 하나의 韻에서도 거의 모든 한문 뜻풀이에 국문 뜻풀이가 병기되어 있다. 그런
데 字典釋要와 新字典은 차이가 있어서, 제시된 한문 뜻풀이의 개수가 新字典이 字典
釋要보다 훨씬 많으며, 이에 비례하여 국문 뜻풀이의 개수도 新字典이 字典釋要보다 훨
씬 많다. 이를 보면 이 세 자전들은 뜻풀이의 반영 양상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자전들에 관한 우리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 자전이 편찬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뜻풀이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한자음의 양상도 조금씩 달리 나타나
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자음과 뜻풀이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어문 생활과 관련한 의미를 바탕으로 이 자전들을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
도록 하겠다. 고찰 대상으로는 뜻풀이의 다의성이 한문과 국문 모두에서 충실히 반영된 字典
釋要와 新字典을 이용하도록 하고, 당시 어문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게일(奇一)과 李
昌稙이 저술한 牖蒙千字(1901),

學部에서 편찬한 國民小學讀本(1895), 小學讀本

(1895), 新訂尋常小學(1896)과 玄采의 幼年必讀(1907), 張志淵의 녀독본(1908), 兪吉
濬의 勞動夜學讀本(1908), 鄭崙秀의 樵牧必知(1909) 등의 개화기 독본 자료와 崔南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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撰한 時文讀本(1916) 등의 일제 강점기 독본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2.

선행 연구 검토
그간 이 시기에 편찬된 자전에 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자전의 기원

과 영향 관계, 자전의 형식, 한자음, 뜻에 관한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에 관
해서 개관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전 성립의 전반에 관해서는 이충구(1991)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바 있으며, 자전석요
나 신자전에 관해서는 전일주(2006)에서 청나라의 康熙字典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 자전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다루어진 바 있다. 개별 자전에 관해서는 국한문신옥편의 특징을
하강진(2006)에서 개관을 한 바 있고, 자전석요에 관해서는 하강진(2010)에서 편찬 과정과
여러 판본에 걸친 체재의 변화 과정에 관해서 다룬 바 있고, 이준환(2012가)에서 거시적인 분
석과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체재상의 특징과 한자음과 뜻풀이를 중심으로 한 언어에서 보이
는 특징을 살핀 바 있다. 신자전에 관해서는 전일주(2006)에서 편찬 동기나 구성상의 특징,
제시된 한자의 특징, 字釋 등을 중심으로 상세한 기술을 한 바 있고, 이준환(2012나)에서는
뜻풀이의 제시 방식, 복수 뜻풀이, 뜻풀이의 언어적 양상 등이 어떠한지와 이 자전이 한문의
번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살핀 바 있다.
이렇게 축적된 연구 성과 덕택에 우리는 이 시기에 국문으로도 뜻풀이가 되어 있는 자전의
형식과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두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데 그리 길지 않은 터울을 두고 간행된 자전들이 편찬되게 된 이유를 당시의 어문 환경과 시
대적 요청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고, 여기에 반영된 언어들이 당시 우리 언중의 언어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던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관심을 확장하여 살펴본다면, 이들 자전이 지
닌 사회적 의미와 언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아직
국어사전은 편찬되지 않은 때인 반면에 이중어사전의 편찬은 활발하게 있었던 때로 외국어와
국어 사이의 대응 관계가 모색되던 때였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국한문 혼용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던 때임을 고려해 보면, 국문으로 뜻풀이가 된 자전의 편찬은 한자와 국어 사이의
대응 관계를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어사전의 편찬과 자전의 편찬은 외래 언
어와 국어 사이의 대응 관계를 모색하고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국한문 혼용체와 관련을 지으면서 국문으로도 뜻풀이를 하고 있는 이들 자
전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편찬된 자전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당
시 어문 생활에서 이들 자전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써 격동했던 개화기 및 현대국어 형성기의 국어의 상황에서 이들 자전이 어떤 구실을 하였고
어떤 위상을 지닌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한자음의 양상
3.1.

두 자전의 한자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字典釋要에는 ‘天[텬] 至高無上하날｢천｣ (先)’, ‘契[계] 約也언약할｢계｣○合也합할｢계｣○憂
苦契契근심고괴로을｢계｣ (霽), [글] 蕃國契丹나라일홈｢글｣ (物), [결] 勤苦契濶근고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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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屑)’, ‘奚[] 何也엇지｢해｣ (齊)’, ‘奠[뎐] 薦也전드릴｢전｣○定也정할｢전｣○陳也베플｢전｣ (霰)’,
‘奢[샤] 侈也사치할｢사｣ (麻)’, ‘獎[쟝] 勸也권면할｢장｣○褒也포장할｢장｣ (養)’, ‘奭[셕] 大也클｢
석｣, 怒貌왈악성낼｢석｣ (陌)’ 등과 같이 ‘한자 표제어-한자음-한문 뜻풀이-국문 뜻풀이․한자음
-소속운’의 순서로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 이 중 [

]과 ｢ ｣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자

음 정보이다.1) 결국 한자음 정보는 한자 표제어 바로 다음에 제시된 것과 국문 뜻풀이에 연이
어 제시된 것 두 가지인데, 이 둘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契’는 [

]과 ｢ ｣으로 표시한 부분이 모두 같지만, 나머지 한자의 경우는 그

렇지 않아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

]으로 묶어서 제시한 음은 規範音이고, ｢ ｣으로 묶어서

제시한 음은 국어의 음운 변화 등을 반영한 현실음이다. 字典釋要 전체를 살펴보면 [

]과

｢ ｣으로 묶인 음이 일치하는 경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이 규범음은 이전 시기의 韻書 및 자전의 한자음과 비교하여 보고 凡例의 “字音從全韻玉
篇”이란 기술을 참고하여 볼 때 全韻玉篇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이준환 2012가, 2012
나).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규범음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 음이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네모
안에 넣어서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음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두 가지의 한자음 정보
를 두루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문 뜻풀이에 연이어 한자음을 제시한 것은 자전 이용자
들로 하여금 이 둘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池錫永
은 규범음 못지않게 현실음도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新字典에는

‘中【즁】四方之央가온대[書]王來紹上帝自服于土中○正也바를가온대[禮]儒有衣

冠-○心也맘[韓安傳]心中寬厚○內也안[易]黃裳元吉美在中○半也반[列子]得亦中失亦中○成也일
울[禮]因名山升中于天○滿也찰[漢百官表]制中二千石○穿也를[周禮]中其莖○盛算器셈대그릇
[禮]司射奉中(東)衷通○當也당할○應也응할[禮]律中黃鍾之宮○矢至的마칠[史記]養由基去百步射
柳葉百發百中○著其中마즐如言中風中暑中寒(送)仲通’,

‘一【일】數之始한∘한아凡物單箇曰一○

誠也졍셩[中庸]所以行之者一○純全슌젼할凡道之純者曰一[書]惟精惟一○專也오로지如言一味一
意[禮]欲一以窮之○同也갓흘[孟子]前聖後聖其揆一也○統括之辭왼∘왼통如言一切一槪一家一門
一國[詩]政事一埤益我○或然之辭만약如言萬一一旦[漢書]歲-不登民有飢色○第一첫재○一一낫
낫(質)壹通’, ‘柴【재, 】俗【싀】小木散材섭∘불나무[禮]木秩薪柴○燔柴시졔지낼[書]至于岱宗
柴(佳)祡同【채, 】藩落울[徐鍇曰]師行野次堅材爲區落名曰柴籬(卦)’ 등과 같이 ‘한자 표제어한자음-한문 뜻풀이-국문 뜻풀이-용례의 출전․용례-소속운’의 순서로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 이 중 【

】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자음 정보이다. 한자가 여러 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는 그 음들을 모두 【

】 안에 넣어 제시하고 있다. 俗音과 正音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

】 안에 넣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新字典에서는 규범음과 현실음이 차이가 있을 경우 字典釋要와 같이 이들을
동시에 보여 주는 형태로 한자음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한자
음을 【

】 안에 넣어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하나의 한자에 뜻의

차이도 없는데 두 개 이상의 음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라면 ‘柴【재, 】’에서와 같이 이들 음을
모두 【

】 안에 넣어서 병기하는 형태로 한자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자음의 병기가

보이는 것은 /ㆍ/의 변화와 관련된 한자에서이다. 이 경우 순서상으로는 이미 변화를 거친 한
자음이 먼저 제시되고 변화를 거치기 이전의 한자음이 나중에 제시되어 변화를 거친 한자음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 여기에서 [ ]으로 묶어서 제시한 음은 실제로는 □ 안에 제시된 것이고 ｢ ｣으로 묶어서 제시한 음에
는 아무런 기호도 사용되어 있지 않으며, 소속운은 ⃝ 안에 제시된 것이다.

- 3 -

그러면 字典釋要와 新字典의 한자음의 반영 양상과 이들 한자음에서 한자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되는 것들을 제시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字典釋要의 한자음과 新字典의 한자음 비교
字典釋要

<표 1> 

구분

한자

ㅅㅈㅊ
ㅛㅑㅠㅕ

/ , , / 아래의
/ , , , /의
단모음화

설두음
구개음화
설상음

원순모음화

ㆍ ㅏ

/ />/ /

자음 아래의
/ />/ /

ㅢ ㅣ

丈
上
丑
世
中
亍
丁
佃
佻
坫
知
寵
廚
廛
不
物
弗
品
亥
仔
仕
似
伯
柴
緦
緇
肌
氣
稀

규범음
쟝
샹
츄
셰
즁
쵹
뎡
뎐
됴
뎜
지
춍
쥬
젼
불
물
불
픔





싀
싀
츼
긔
긔
희

현실음
어룬장 열자장
웃상 놉흘상
지지추
인간세 대세
가온대중
자촉어릴촉
천간정 장정정 당할정
성할정
밧다룰전
도적할조 홀노행할조
병풍점 대청모룽이점
알지 주장할지
총애할총
부억주
한집자리전 전전
아니불
만물물 일물
말불 바릴불
무리픔 법픔 픔수픔
지지해
능할자 질자
벼살할사 살필사
갓흘사 니을사
맛백
나무싀
열다섯새뵈싀 석달복싀
검은빗츼
살긔
구름 긔운긔
드믈희 묽을희

○
○
○

○ ○
○
○
○
○
○
○
○
○ ○
○
○
○
○

ㅅ
○

新字典



변화
쟝>장
샹>상
츄>추
셰>세
즁>중
쵹>촉

한자음
쟝
샹
츄
셰
즁
쵹

변화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뎡>졍>정

뎡

불변

뎐>젼>전
됴>죠>조
뎜>졈>점
불변
춍>총
쥬>주
젼>전
블>불
믈>물
블>불
불변
>해
>자
>사
>사
>백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뎐
됴
뎜
지
춍
쥬
젼
불
물
불
픔
해, 
자, 
사, 
사, 
백, 
재 , 싀 / 채 ,
싀
싀
긔
긔
희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해, 불변
>자, 불변
>사, 불변
>사, 불변
>백,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불변

俗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字典釋要에서는 치찰음 아래에서 /ㅛ, ㅑ, ㅠ, ㅕ/의 단모음화,
구개음화, 원순모음와, /ㆍ/>/ㅏ/와 관련하여 규범음과 현실음은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에
자음 아래에서의 /ㅢ/>/ㅣ/와 관련해서는 규범음과 현실음에 차이가 없다. 구개음화에서는
설두음과 설상음 모두 현실음에서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
가 없으나, 규범음에서는 설두음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설
상음은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음을 제시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는 全韻玉篇에서 설두음
과 설상음의 규범음을 달리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탓에 생긴 결과이다.
이런 字典釋要｣와 新字典을 비교하여 보면, 新字典의 한자음은 /ㆍ/>/ㅏ/를 거친 한
자음을 /ㆍ/를 유지한 한자음과 병기하여 놓고 있기는 하지만 字典釋要의 규범음과 가깝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新字典이 字典釋要보다 6년 뒤에 나온 자전이기는 하지만,
한자음에 관한 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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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국어 한자음에는 韻書에 근거를 둔 規範音과는 다른 俗音이란 것
이 있어서 널리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 俗音은 국어 한자음의 특징으로서 일찍부터 주목 되어
朴性源의 華東正音通釋韻考(1747)과 全韻玉篇에는 대량으로 실려 있다. 이와 같은 俗音
이 字典釋要와 新字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漢字
乏
亢
訐
矍
悶
杪

字典釋要와 新字典의 俗音의 반영 양상
全韻
字典釋要
新字典
漢字 全韻 字典釋要
齲 구俗우 우 충치우
법俗핍 핍 다할핍
핍
항 목항○별일홈항○
공경할흠○
欽 금俗흠 흠
강俗항
강俗항
한놉흘항○기리울항
물그름할흠
泣 급俗읍 읍 울읍
갈俗알 알 박갈할알
갈俗알
확 놀나도라볼확○
湆 급俗읍 읍 저즐읍
곽俗확
곽俗확
셋굿할확
橕 俗  벗힐탱
문俗민 민 속답답할민
문俗민
杳 요俗묘 묘 아득할묘
묘俗쵸 쵸 나무초
묘俗쵸
<표 2> 

新字典



俗
금俗흠
급俗읍
급俗읍
쟁, 俗탱, 
요俗묘
구 우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字典釋要에서는 全韻玉篇의 俗音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규범음은 반영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유통되었던 속음만을 규범음과 현실음으로 제시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속음의 반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字典釋要는 현실음을 상당
히 중시하는 태도로 자전 편찬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新字典에서는 ‘乏’과
같이 俗音만을 실어 놓은 것도 있기는 하나, 나머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全韻玉篇의
규범음과 속음을 모두 실어 놓은 양상을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新字典에는 ‘僜 칭正등, 儡
뤼正뢰, 厖 망正방, 咋 자正사’ 등과 같이 正音도 실어 놓았다.
이와 같은 양상을 통해서 볼 때 字典釋要와 新字典 모두 한자음의 근거는 全韻玉篇에
두고 당시의 현실음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현실음을 고려하고 반영한 정도는 字典釋
要가 新字典보다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字典釋要가 현실 언어의 양상을 자전에
더욱 자세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당시 독본과의 비교

이 두 자전이 나오던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초기에 나왔던 독본은 대개 국한문 혼용체로 되
어 있다. 이 독본들 가운데 한자에 한자음이 달려 있거나 한자음과 관련한 정보가 실려 있는
독본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독본도 있다. 여러 독본 가운데 한자음이 달려 있거나 한자
음 관련 정보가 실려 있는 독본은 牖蒙千字(1901), 幼年必讀(1907), 녀독본(1908), 
勞動夜學讀本(1908), 樵牧必知(1909)로 모두 20세기에 들어서야 한자음 정보가 실리기 시
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자음 정보가 실린 독본들에 반영된 한자음의 양상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본 가운데 한자음 정보를 가장 먼저 반영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방대한 분량의 한자음 정
보를 담고 있는 牖蒙千字에는 각 권의 끝에 제시되어 있는 자전(권말 자전)과 각 권의 여러
과의 첫 부분에 있는 자전(과별 자전)에 실린 것을 모두 포함하여 3,767자의 한자가 실려 있
는데, 이들 자전에 한자음이 모두 달려 있다.2) 牖蒙千字 한자음에서 나타나는 점을 보이면
2) 게일이 이처럼 방대한 양의 한자들에 한자음을 모두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1897년에 나온 韓英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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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이준환 2014).

牖蒙千字 한자음의 양상
①舌音: 권1․권2․속편에서는 구개음화된 형태가 제시되었으나, 권3에서는 舌頭音은 구개음화되지
않은 형태가 제시되고 舌上音은 구개음화된 형태가 제시됨. 예) 殿대궐(전), 庭(정), 軆몸
(체), 竹대(죽), 哲밟을(철), 雉(치)/ 邸쥬막(뎌), 蹄굽(뎨), 笛뎌(뎍), 亭뎡(뎡), 釣낙시(됴), 呈
드릴(졍), 池못(지), 朕나(짐), 懲징계(징)
②/ㅅ, ㅈ, ㅊ/ 아래의 /ㅛ, ㅑ, ㅠ, ㅕ/: 권1․권2․속편에서는 ‘ㅗ, ㅏ, ㅜ, ㅓ’로 표기되어 있으나,
권3에서는 ‘ㅛ, ㅑ, ㅠ, ㅕ’로 표기됨. 예) 西서녁(서), 鮮밝을(선), 俗풍속(속), 純순전할(순), 將
장수(장), 情(정), 照빗쵤(조)/ 誓셔(셔), 宣펼(션), 燒불살올(쇼), 專오로지(져), 朱붉을(쥬)/
예외)地中지즁<권1>, 참고)러저, 가르처, 만하저서<권1>
③/ㆍ/: 권1․권2․속편에서는 ‘ㅏ’로 표기되어 있으나, 권3에서는 ‘ㆍ’가 사용되어 있음. 예) 額니마
(), 盲소경(), 盃잔(), 司맛흘(), 碓확(), 苔잇기(), 裁심을()/ 捆두릴(곤), 快쾌
(쾌), 捫질(문)/ 참고)하엿니<권1>
④원순모음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가 많음. 예) 稟픔할(픔), 品픔수(픔), 崩죽을(븡), 朋벗(븡), 漰물
소래(븡)/ 참고)더브러, 븕은
⑤자음 아래에서의 /ㅢ/>/ㅣ/: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음. 예) 幾몃(긔), 期긔약(긔), 箕키(긔), 憊곤할
(븨), 豺싀랑(싀), 媤싀가(싀), 腮(싀), 輜짐바리(츼)
⑥경음: ‘雙쌍(쌍)’에서만 보이고, ‘喫먹을(긱)’, ‘氏각시(시)’는 평음으로 반영되어 있음.
⑦正音과 俗音: 권1에서는 正音 또는 俗音이, 권3에서는 古音이 제시되어 있음. 예) 歐칠(구) 正音오,
雹우박(박) 正音포, 幅폭(폭) 正音복, 斟잔질할(짐) 正音침, 坐안즐(좌) 正音자/ 豫미리(여) 俗
音예, 預미리(여) 俗音예, 撙준절할(준) 俗音존/ 稠백백할(주) 音俗조/ 褥요(요) 古音욕

(1) 

이를 보면 권3이 권1․권2․속편과는 달리 규범음을 반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보
수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권1․권2․속편은 현실 언어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
다. 이와 같은 한자음은 아직 근대적인 자전이 발행되지 않았던 당시 현실을 고려한다면 全
韻玉篇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3) ① ② ③의 양상은 全韻玉篇과
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현실 언어의 변화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다. 이와 같
은 牖蒙千字의 한자음의 특징은 新字典의 한자음보다는 字典釋要 한자음의 특징과 가
까운 면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幼年必讀(1907), 녀독본(1908), 勞動夜學讀本(1908), 樵牧必知(1909)의
한자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幼年必讀에는 한자로 표기된 부분의 오른편에 작은
글씨로 한자음이 병기되어 있는데, 각 과의 제목, 협주 부분에는 한자음이 달려 있지 않다. 
녀독본은 본문이 모두 한글로 표기되었는데, 이 중 한자어가 있을 경우는 오른쪽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어서 한글 표기를 통해서 병기하고 있는 한자의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른쪽
에 병기한 한자는 권말에 자전을 두어 그 뜻과 음을 설명하고 있어서 뜻과 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勞動夜學讀本에는 본문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로 표시된 부분의
오른쪽에 음독 또는 훈독의 독법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음독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과 훈독에 이용된 한자어를 통하여 한자음을 파악할 수 있다. 樵牧必知는 녀독본과 같
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과 한자가 본문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좌우로 제시되는 방법
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면에서 녀독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
典을 편찬하면서,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분석하고 당시 현실 한자음의 양상을 파악하여 두었던 것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韓英字典의 한자음과 牖蒙千字의 한자음을 비교하여 두
자료의 한자음이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이는 게일의 행적을 볼 때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현실음의 양상을 고려하여 한자
음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5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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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독본들에 반영되어 있는 한자음의 양상은 <표 3>과 같다.

幼年必讀, 녀독본, 勞動夜學讀本, 樵牧必知의 한자음 양상
幼年必讀
녀독본
勞動夜學讀本
樵牧必知
長쟝, 朝조, 忠츙, 智 張츙쟝, 朝, 죠智,지中, 즁鄭졍, 忠 忠쟝츙, 晝, 쥬中즁, 重즁, 長 知졍지, 直, 직中,즁仲, 즁重즁, 程
설상음 지, 致치, 中즁, 竹쥭
朝조
直딕, 知디, 智디
丈장
구개
第
뎨, 定뎡, 亭뎡, 天 庭뎡, 弟뎨, 廷뎡, 弔 定뎡, 第뎨, 帝뎨, 地 第뎨, 體테, 地디, 天
음화 설두움 텬, 地디, 鐵텰
됴, 定뎡, 帝뎨
디, 天텬
텬, 適뎍, 弟뎨, 敵뎍
弟졔
曹됴
과도교정 諸뎌
/ㅅ, ㅈ, ㅊ/ 아 千쳔, 肅슉, 淸쳥, 前 章쟝, 姓셩, 情졍, 將 正졍, 說셜, 淸쳥, 序 章쟝, 者쟈, 節졀, 姓
젼, 世셰, 壽슈, 西셔, 쟝, 娼챵, 誓셔, 世셰, 셔, 賤쳔, 社샤, 勢셰, 셩, 前젼, 先션, 精졍,
래의 /ㅛ, ㅑ, ㅠ, 瑞셔, 濟졔
昌샤챵, 城셩, 肅슉, 赦 世셰, 上샹
勢셰, 少쇼
ㅕ/의 단모음화
總춍, 草쵸, 祖죠
酒주, 相상
斯, 行, 百, , 脈寺,, 四海 百, 自, 子,盟, 愛,四, 對, 愛爭애쟁,, 對行대행,, 辭百사백,, 子生자생,, 子私,, 事資,, 四生,, 自倍,,
, 色, 敗
代, 字, 恒, 思, 妹 字才자재,, 責色색책,, 來內래내, 敗패, 字代,, 責行,, 妹待, 脈,
/ㆍ/>/ㅏ/
四사
賣
資쟈
大, 內내
北불북, 崩, 붕朋,붕風, 풍物물, 不 物물, 風풍, 不불
物물, 品품, 風풍
物불물, 風풍, 勿물, 不
원순모음화
北븍
北븍
氣긔, 紀긔, 忌긔
자음 아래에서 箕긔, 畿긔, 奇긔, 旗 記긔, 箕긔, 氣긔, 機 氣긔, 紀긔
긔, 氣긔
긔, 旣긔, 祈긔
의 /ㅢ/>/ㅣ/
厮시
氏각씨 시, 骨  氏시
경음화
<표 3> 

<표 3>을 보면 각 독본마다 한자음의 양상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
는 설상음은 구개음화, 설두음은 비구개음화로 대체로 구별이 되고 있는 가운데, 勞動夜學讀
本에서는 설상음에서도 비구개음화된 한자음을 제시하여 상당한 예외가 있다. 치찰음 아래에
서의 단모음화는 勞動夜學讀本과 樵牧必知에서 꽤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각 독본
에서는 본음을 유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ㆍ/>/ㅏ/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각
독본마다 이 변화를 반영하였거나 이 변화와 관련된 현상을 보여 주는 예들이 일부 보인다.
원순모음화와 관련해서는 원순모음화된 한자음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
은 양상을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牖蒙千字 권3의 양상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
며, 자전 가운데에서는 字典釋要의 규범음과 新字典의 한자음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고 하
겠다. 따라서 한자음을 살펴볼 수 있는 개화기의 독본에 실려 있는 한자음들은 상당히 보수적
이고 규범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4.

뜻풀이의 양상
4.1.

두 자전의 뜻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字典釋要와 新字典에는 거의 모든 한문 뜻풀이에 대응하는 국
문 뜻풀이가 실려 있다. 여기의 국문 뜻풀이는 그 양상이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된 까닭은 字
典釋要의 한문 뜻풀이는 주로 奎章全韻의 字釋을 가져온 것이고 이를 번역하여 국문 뜻풀
이가 이루어진 것인데 비하여, 新字典의 한문 뜻풀이는 주로 全韻玉篇의 字釋을 가져온
것이고 이를 번역하여 국문 뜻풀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준환 2012가, 2012나).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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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두 자전의 뜻풀이의 양상을 제시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字典釋要와 新字典의 뜻풀이 양상

奎章全韻



一 數始
仰 擧也慕也
作 造也起也
始也行也
伴 侶也依也
但 徒也
佽 助也利也
依 倚也循也
保 守也養也
傭也
促
偩
傅

迫也催也
依也仝
師也附也
牽合-會

備 具也
儐 主副
分 別也裂也
施也十黍
卬 我也
嚴 毅也
壹 專一仝
擬也樂器
準 平也度也
以瑟仝

字典釋要
新字典
漢文 뜻풀이 國文 뜻풀이 漢文 뜻풀이
國文 뜻풀이
數之始
/誠也/純也 한∘한아/졍셩/슌젼
數之始畫之初均
數之始/壹通 하나
/專也/統括之辭/ 할/오로지/갓흘/왼∘
也同也誠也
或然之辭/第一/一 왼통/만약/첫재/낫낫
/企仰敬 치어다볼∘우릴/ 사
擧首望心慕企仰
/慕也/ 우러를/사모할/ 擧首向上
慕恃也/依賴他人仰
/ 모할/의뢰할/미들/
恃也資也卬昻通 擧首望
恃也/資也
밋을/자뢰할
/資也
자뢰할
造也做同爲也做也
造也
/起也/始 지을/니러날/비 造也/爲也/做也/ 지을∘만들/할/지을
起也造也始也行也
也
/
行也
/造也 로소/행할/지을 始也/行也, 作役 /지을/비롯을/행할,
役也與起振作兵法
/爲也
/할
也/振-興起/坐作 역사할/일어날/설
作官名作奐
侶也依也陪也又
∘벗/∘한가할
동무/모실/
侶也縱弛也-奐 侶也
弛-奐/依也/縱 질/의지할/느러 侶也
閒暇/陪也/依也/ 의지할
徒也
/凡也/空也/ 다만/ 한갓∘홀로∘
徒也空也語辭特
다만
借爲語辭猶言特也
오직/무릇/부지럽슬
也垂也第?詐也 徒也
第也
/특별히∘대컨
便利比也助也代也 利也/助也 리할/도을
便利/助也/代也 편리할/도을/대신
/ 依俙彷佛/ 비길∘기댈∘의지할
倚也附也循也譬
倚也
/조츨/비 倚也
循也
/附也/譬喩/ /비슷할/조․를
喩屛類斧依
喩 /循也/譬 의지할
유할
斧-屛類
∘부팀/비유할/병풍
任也佑也全之安
任也/全之/依也/ 보둘/지닐∘보젼할/
庸保守也保障倚
全之
/守也/養 보절할/직힐/기 恃也/ 守也/ 都邑 도을/편안할/미들/
養阿保又保庸褓
也/傭也
를/고공사리
之城
/잣∘흙셩/기를
通
傭也/養也/抱也/ 직힐
/안을/머슴
迫也短也催也蹙
催也
/短也/催也/ 핍박할/ 저를∘촉박
也小貌局促
通 /迫也/趣 재촉할/핍박할 迫也
局促小也
할/재촉할/굴일
依象負同
依也
의지할
依象
형살할∘모
師也近也至也麗
/至也/麗著/ 스승/이를/붓흘/베
師也
/麗著/曲 스승/붓흘/편들 帥也
著牽合傅會手書
敷陣
/近也/-別手 풀/갓가울/슈표/편
意黨同
會
傅別
書/傅會曲意黨同
들
具也足也成也防
成也//豫辨
足也/ 가촐
/일울/족할/다
也預辨長兵副也 具也/防也 가촐/방비할 具也
盡也//長兵
할/긴병장긔/예비할
導也進也陳也相也
/도을/손 導也和也/ 進也/ 인도할/나갈/베풀/
接賓以禮賓擯通 導也
賓以禮/相也/接 인도할
대접할
陳也/接賓以禮 손대졉할
別也裂也施也隔
/辨別 나늘∘난흘∘갤/분
別也
/裂也/施 분별할/난을/베 總數折成多數
也半也十黍又散
/裂也/施也/半也/ 별할/즐/난호아줄/
也
/
十黍
/
散也
플
/
푼
/
흣흘
/
분
也定名分位也職
十黍
/職- 반/한푼/분수∘디
/定也/均也
수/고를
分均也分劑
服事/-/名分位也
劑均也/散也
위/직분/목∘깃/헤칠
我也激麗昻仰通 我也/激麗 나/격동할
我也/激厲
나/격앙할
毅也威也尊也敬
毅也
/威也/尊也/ 굿셀/엄할∘그굴/놉
也莊也鼓節寒冽
毅也
엄할
敬也
莊也/寒氣 흘혹독할
/공경할/식식할/
設備戒嚴
凜冽//戒嚴防備
/계엄할
全韻玉篇





專壹合也統壹誠
(一에 제시되어
專一一見
也醇也閉塞
있는) 하나
平也均也則也擬
/均也/擬 바를/고룰/빅읠
也倣也樂器以瑟 平也
也/鼻頭隆
/코ㅅ마르

專也
/統-合也/醇
也/閉塞
/一同
平也
/ 均也/ 度也
則也
/ 擬也倣也/
隆-鼻也

∘

∘

젼일할 오롯할 한결
/통일할/슌박할/막힐
평평할/고를/법도/
비길 보기/코마루

∘

<표 4>를 보면 新字典의 뜻풀이가 字典釋要의 뜻풀이보다 한자가 지닌 多義性을 충실
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新字典에서는 字典釋要와는 달리 같은 뜻으로 묶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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類義語도 다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4) 이로써 全韻玉篇으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한자의 우리말 뜻풀이와 초학서를 통해서도 알기 어려웠던 다양한 한자의 뜻을 이 두 자
전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 시기에는 서당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자와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알기 어려웠던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자전 이용법만 알면 자전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뜻풀이에서도 이 두 자전은 유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차이를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 그것
은 이미 유통되던 뜻을 그대로 채택하여 실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는 우리말로 번
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제시된 것들이 있기 때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字典
釋要와 新字典을 이전 시기의 문헌에 실린 뜻풀이와 비교하여 보면 <표 5>와 같이 이전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뜻풀이가 많이 보여, 이미 유통되던 것을 그냥 수집하여 제시해 놓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5> 字典釋要, 新字典과 이전 문헌의 뜻풀이 양상5)
한자

자전석요

一

하나

新

새

仍

인할/ 거듭
/후손

依

의지할/ 조
츨/비유할

反

도라올/ 뒤
칠/ 의젓스
러을/ 송사
공결할

丘

언덕

龍

룡/ 여덟자
되는말/ 별
일홈

中

가온대

主

인군/주인

신자전

이전 문헌

한자

한 한아/졍셩/
슌젼할/오로지/
갓흘/왼 왼통/
만약/첫재/낫낫

낳<월석>, 
<유합>

湖

큰늡

큰못

새<훈언, 유합,
광천, 석천>

境

지경

갈피 한뎡
디경/마침

<유

源

근원

덜 더나리
근원 샘

∘∘ ∘

<훈몽>, 믈<삼
가>,
고강<유
합>, 호슈<자류>,
호수<계몽, 아학>
나랏<월서>, 터
<훈몽>, 디경<유합>,
지경<자류, 아학>
밑<월석>, 물불휘
<유합>, 근원<칠유,
자류, 계몽, 아학>

브틀<석보>, 의
지<유합>

屈

굽을/ 저를/
다할/ 성/ 
일홈

굽을/저를/다
할/굽힐

<월석>, 구무
<훈몽>, 굴<유합,
동문, 자류>

뒤혈<유합>

机

나무일홈

궤나무/책상

繒

안자지것<석
보>, 도마<훈몽,
칠유>, 바침<자
류>

비단

비단

깁<훈민, 자류>,
깁<훈몽>

果

실과 /
,
과단할/과연
/배부를

열음 열매
여름지 실과
/ 득을 감히
할/과연/냅
/결단할/배불
눅할/ 김승이
름/매칠/뫼실

여름<월석, 광천,
유합, 송천>, 실과
<가례, 자류>, 과
실<궁천, 주천>

世

인간/대

대수/서른해/
력대/한대/인
간 셰샹/날

아지비/주을

아지비 삼촌
/주을/어릴

∘

∘
첨∘새∘새로울
/고을/새롭게
그대로∘인할/
겁후/우두먼할/
칠대손
비길 기댈 의
지할/비슷할/조
츨저 를/ 부
팀/비유할/병풍
뒬 뒤칠 욀
두리킬/ 업흘
업칠/돌아올/배
반할 미길/ 듬
직할 진즁할
두덕/모들/클/
데골/뫼/단

∘ ∘
∘
∘ ∥ ∘
∘
∘∘
∘∥

미료 룡 두덕

가온대/바를/담/
안/일울/찰/를
/셈대그릇/당할/
용할/마칠/마즐
임 임금 임군
인군/쥬인/어
른/쥬쟝할/임자/
맛흘/거느릴/놉

∘∘ ∘

젼대로
합>

두던<훈몽, 유
합>
고 에 위두

것<월석>,
미르<훈몽, 석
천, 백련, 주천>,
미<광천>, 미
리<송천>,
룡
<유합, 자류>
가온<훈언>, 가
온<훈몽>, 가온
댓<유합>, 가온대
<광천, 석천>

中

님<훈몽, 유합,
광천, 석천>

叔

자전석요

신자전

∘ ∘

菓仝

∘∘ ∘
∘

∘

∘

이전 문헌

누<월석>, 누리
<훈몽>, 인간<유
합, 칠천, 송천,
자류>
남진의
<내
훈>, 마아자비
<훈몽>, 아지비
<유합>, 아자비

兄弟

4) <표 4>에서 /으로 구분된 것이 오늘날의 사전에서 ｢1｣, ｢2｣, ｢3｣ 등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뜻풀이이며, ∘으로 연결된 것이 유의어 관계에 있는 뜻풀이이다.
5) 문헌의 약호는 다음의 문헌을 가리킨다. 15세기: 석보→석보상절, 월석→월인석보, 훈언→훈민정음 언
해본, 능엄→능엄경언해, 금강→금강경언해, 원각→원각경언해, 내훈→내훈, 16세기: 훈몽→훈몽자회,
광천→광주 천자문, 유합→신증유합, 석천→석봉 천자문, 백련: 백련초해, 17세기: 칠천→칠장사 천자
문, 칠유→칠장사 유합, 가례→가례언해, 18세기: 송천→송광사 천자문, 궁천→궁내청본 천자문, 동문
→동문유해, 주천→주해천자문, 19세기: 자류→자류주석, 계몽→계몽편, 아학→아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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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직힐/쥬의할

乾

하날

洋

큰바다/ 물
부를/ 물
결

坡

언덕

周易
卦ㅅ일훔
<원각>, 하<원

京

서울

큰바다/물결/물
치럼치럼할

바다<훈몽>, 큰
믈<유합>

牒

편지/ 공문/
서판/ 족보/
첩지

언덕

두듥<훈몽>

慕

사모할

하날/굿셀/산아
이/ 조심할 마
를

∥

ㅅ

<천자>

각, 훈몽, 유합>

클/서울/가지
런할/놉흔두덕
/천만 온잠
편지/글씨판/
족보/ 문노은
비/공문/송사

∘

∘
∘ ∘

모 나밀/
사모할 흐놀
그릴/ 생각
할

셔울<훈몽, 유합,
광천, 석천>
글월<훈몽, 유합,
칠천, 송천>, 간찰
<자류>
<월석>, 그
릴<능엄>, 못
<광천>, 모<석
천, 유합, 칠유, 송
천>, 샤모<자류>

따라서 字典釋要는 국어학자였던 池錫永이 한자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국어 표현
을 골라 等價語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이준환 2012가), 新字典은 ｢新字典敍｣의 “涉獵
과 토론과 연구에 힘을 다함이 許多한 肯沙 李寅承 圓泉 南基元 兩 氏의 노고도 많으며 朝鮮
訓釋에 對하여는 故 한힌샘 周時經 白淵 金斗奉 兩 氏의 마음을 씀이 자못 부지런하였으
며……”와 같은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시경, 김두봉의 번역을 통하여 뜻풀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준환 2012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문 뜻풀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字典釋要와 新字典은 이전 문헌의 뜻풀이와는 다른 것이 많이 보이게 되었다.

4.2.

당시 독본과의 비교

이 시기에 나온 독본 가운데에서 독본 내의 자전을 통해서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는 독본으
로는 牖蒙千字(유몽), 녀독본(녀), 樵牧必知(초목)를 들 수 있고, 訓讀을 한 것을 통
해서 뜻풀이를 알 수 있는 독본으로는 幼年必讀(유년)과 勞動夜學讀本(노동) 둥이 있다.
이들 독본에 실린 뜻풀이가 자전과 비교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몇 예를 가지고서 제시하
여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字典釋要, 新字典의 뜻풀이와 독본의 뜻풀이의 양상
한자

一
新
仍
依
反
丘
龍
中
主
乾
洋
湖
境
源
屈

자전석요

신자전

∘
∘∘
∘
∘ ∘
∘∘ ∥ ∘ ∘
∘∥

∘

독본

～

한<유몽>, <녀>, <초목>, 한
하나 한아<노동>, 하나 한<유년>
새<유몽>, 새<녀>
인할<유몽>
의지할<유몽>, 의지하라<초목>, 의
지<노동>
도리킬<유몽>, 도리킬<녀>, 도리
킬<초목>, 도로<노동>
언덕<유몽>
룡<유몽>, 룡<녀>, 룡<초목>

하날/굿셀 마를
큰바다/물부를/물 결
큰늡
지경
근원

한 한아/졍셩/슌젼할/오로지/갓흘/왼 왼통
/만약/첫재/낫낫
첨 새 새로울/고을/새롭게
그대로 인할/겁후/우두먼할/칠대손
비길 기댈 의지할/비슷할/조츨저 를/부
팀/비유할/병풍
뒬 뒤칠 욀 두리킬/업흘 업칠/돌아올/배
반할 미길/듬직할 진즁할
두덕/모들/클/데골/뫼/단
미료 룡 두덕
가온대/바를/담/안/일울/찰/를/셈대그릇/당
할/용할/마칠/마즐
임 임금 임군 인군/쥬인/어른/쥬쟝할/임자/
맛흘/거느릴/놉힐/직힐/쥬의할
하날/굿셀/산아이/조심할 마를
큰바다/물결/물치럼치럼할
큰못
갈피 한뎡 디경/마침
덜 더나리 근원 샘

굽을/저를/ 다할/성/일

굽을/저를/다할/굽힐

굴할<유몽>, 굴<녀>, 굽힐 굴

하나
새
인할/거듭/후손
의지할/조츨/비유할
도라올/뒤칠/의젓스러을/
송사공결할
언덕
룡/여덟자되는말/별일홈
가온대

∘ ∘ ∘

인군/주인

∥

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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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온대<유몽>, 가온<녀>
님금<유몽>, 님군<녀>, 인군<유
년>
마를/하<유몽>
바다<유몽>
호수<유몽>
지경<유몽>, 디경<노동>
근원<유몽>, 근원<노동>

～

홈
실과/
배부를

菓仝,

果
世
叔
京
牒
慕

과단할/과연/

인간/대
아지비/주을
서울
편지/공문/서판/족보/첩지
사모할

∘ ∘

∘

∘
대수/서른해/력대/한대/인간∘셰샹/날
아지비∘삼촌/주을/어릴
클/서울/가지런할/놉흔두덕/천만∘온잠
편지/글씨판/족보/문노은비/공문/송사
모∘나밀/사모할∘흐놀∘그릴/생각할

열음 열매 여름지 실과/득을 감히할/과연
/냅/결단할/배불눅할/김승이름/매칠/뫼실

<노동>

과실<유몽>, 실과<초목>
인간<유몽>, 셰샹<녀>, 인간<초
목>, 셰상 대<노동>
아자비<유몽>, 아비<녀>, 아잡
이<초목>
서울<유몽>, 셔울<녀>
글월<유몽>
사모<유몽>, 모<녀>, 사모<노동>

～

이를 보면 ‘湖’와 ‘果’를 牖蒙千字에서 각각 ‘호수’와 ‘과실’로 뜻풀이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면 나머지의 경우는 자전에 제시되어 있는 뜻풀이와 독본에 나타나는 뜻풀이는 별 다른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독본에서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들은 자전을 통하여 충분히
포함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독본 전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독본에서 보이는 뜻풀이는 기본 의미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본을 편찬할 때에 한자를 고르는 데에도 신경을 썼지만, 일단 고른 한자의 경우도
기본 의미에 가까운 의미를 쓰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용 목적에서 편찬된 독
본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편찬의 목적에 의해서 독본을
만들 때에 편찬자들은 기본 의미와 널리 쓰이는 의미가 담긴 한자와 한자어를 우선적으로 학
습자에게 제시해 주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
문이다.

5.

당시 어문생활과 자전
5.1.

현실한자음의 반영과 규범음 제시

3.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독본 가운데에 한자음 정보가 실려 있는 독본은 牖蒙千字
(1901), 幼年必讀(1907), 녀독본(1908), 勞動夜學讀本(1908), 樵牧必知(1909)이다.
이 중 자체 내의 자전을 통하여 한자음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牖蒙千字, 녀독본,
樵牧必知이고, 幼年必讀과 勞動夜學讀本은 한자어 오른쪽에 병기된 음훈을 통하여 한
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訓讀으로 그 독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한자음을 파악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아 초학서를 참고하거나 자전 등을 이용하여 한자음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
겠다. 그러나 수록된 한자의 개수가 적은 초학서에서는 원하는 한자음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
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초학서를 다 찾아 가면서 음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는 것
은 굉장한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 초학서 사이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음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방대한 분량의 자전을 선호하였던 것 같다. 한자음 가운데에는 複數音을 지니
며 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한자음을 가장 방대하게 싣고 있는 독본인 牖蒙
千字를 보면 (2)와 같이 複數音을 반영된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이준
환 2014).

牖蒙千字 한자음의 複數音 반영 양상
①복수음 반영: 降항복(항)<권2>/나릴(강)<권2>, 更곳칠(경)<권1>/다시(갱)<권2>, 車수레(거)<권1>/수
레(차)<권1>, 見볼(견)<권1>/보일(현)<권2>, 度지날(도)<권1>/헤아릴(탁)<권2>, 樂줄거울(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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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

說

數

<권1>/풍류(악)<권2>, 형상(상)<권1>/글장(장)<속편>, 말삼(설)<권1>/달낼(셰)<권3>, 두
어(수)<권1>/자조(삭)<속편>,
밥(식)<권1>/먹일()<권3>,
알(식)<권1>/긔록(지)<속편>,
사오나올(악)<권1>/슬흘(오)<속편>,
밧골(역)<권1>/쉬일(이)<권1>,
사오나올(포)<권1>/
드러낼(폭)<권2>, 편할(편)<권1>/문득(변)<권3>, 고을(동)<권2>/널을(통)<권3>
복수음 미반영:
차(다)<권3>,
닑을(독)<권3>,
거나릴(솔)<권2>,
회복할(복)<권2>,
븍녁
(븍)<권1>,
노(삭)<권2>,
죽일(살)<권1>,
삷힐(성)<권2>,
간절(절)<속편>,
아닐(불)
<권1>, 잘(숙)<권2>

②

惡

宿

茶
索

便

食

讀
殺

易

率
省

洞

識

切

復

暴

不

北

이를 보면 ②와 같이 이 독본의 구성과 분량의 고려하여 복수음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현
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한자음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에는 결국은 자전
을 통해서 그 음과 이때의 의미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미에 걸맞게 한자음을 쓰고
자 할 때에는 자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당시 자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게일(J. S. Gale)이 지은 韓英
字典(A Koran-English Dictionary)(1897)의 序文에는 당시 국어의 모습에 관하여 “옥편이
한자음을 고정하여 오기는 하였지만 모든 경우에 옥편의 한자음이 구어의 한자음(현실 한자
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술을 하고 있다(황호덕․이상현 역 2012: 93).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당시 한자음에 규범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이 규범의 역할은 옥편
이 담당하였다는 것이고, 셋째 옥편의 한자음과 실제 통용되는 한자음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옥편이란 全韻玉篇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까닭은 全韻玉篇이 편찬된 이후에 1908년에 鄭益魯의 國漢文新玉篇이 나오기까지
새로운 옥편이 전혀 간행되지 않았고, 스콧(J. Scott)의 English-Corean Dictionary(1891)의
서설(Introduction)을 보면 “지난 세기 말에 편찬된 옥편을 보면 중국 문자의 어음이 언문 즉
한글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의미와 설명은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기술
이 있는데(황호덕․이상현 역 2012: 54), 옥편의 편찬 시기와 특징을 고려해 보건대 이 옥편은
全韻玉篇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18세기 말에 나온 全韻玉篇에서 제시한 한자음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도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현실 한자음은 국어의 음운 변화에 이끌린 한자음의 변화
또는 한자음 자체의 변화로 인하여 규범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혼란이 있
었던 것이다. 따라서 게일이나 스콧처럼 사전을 만드는 처지에서는 한자음에 혼란이 있는 경
우에 어떤 한자음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적잖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6)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독본 자료에서 보이는 한자음을 보면 3.2.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설음의 구개음화, 치찰음 아래에서의 /ㅛ, ㅑ, ㅠ, ㅕ/의 단모음화, /ㆍ/의 변화,
원순모음화 등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특징을 보이면서도 현실음의 양상을 일부 또는 상당히 반
영하면서 혼동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全韻玉篇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牖蒙千字의 경우는 권1․권2․속편에서는 설음의 구개음화, 치찰음 아래에
서의 /ㅛ, ㅑ, ㅠ, ㅕ/의 단모음화, /ㆍ/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현실음의 양상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6)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게일은 韓英字典(1897)에서 한자어 또는 한자어가 포함된 말이 표제어가
될 경우에는 ‘환퇴문셔 s. 還退文書 (도라올) (문너갈) (글) (글) A deed of property subject to
restriction by which it may be returned after a certain time.’와 같은 형식으로 한자음을 한글
로 표기하여 국어 형태를 표기하고 한자로도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서 English-Corean
Dictionary(1891)에서는 ‘Bless 감샤다, 하례다’와 같이 한자음을 한글로만 표기한 형태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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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본들이 대체로 全韻玉篇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 자전으로는 한자음의 기준을 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음의
양상을 반영하여 한자음을 정리하여 새로운 표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종전에 널리 이용해
왔던 全韻玉篇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전의 편찬이 필요한 상황이
었다고 하겠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여 나온 것이 字典釋要와 新字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자전에 반영된 한자음을 全韻玉篇에 실린 한자음과 비교하여 보면, 이 둘은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면서도 당시 언어 현실에서 더 이상 유통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한자음에는 과감하게 손을 대어 새로운 한자음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손을
댄 정도는 <표 1>과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字典釋要가 더 강하다. 따라서 池錫永이 이
자전을 편찬하게 된 데에는 全韻玉篇이 전범이 되는 훌륭한 자전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한자음의 변화상을 반영한 자전을 편찬하지 않는다면 당시의 어문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랫동안 音讀의 전통에서 한자를 이해하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써 왔던 상황에서는 한자
음 획정하는 것은 음을 매개로 하여 자형과 의미를 연결하여 한자를 이해하는 데에 우선적으
로 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독본을 보더라도 ‘한자어+주격 조사/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
격 조사’의 결합 양상과 ‘한자어 어근+-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용언에서 ‘-’가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양상을 통하여 음독을 하였음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3) 한자어를 음독하였음을 보여 주는 독본 자료의 예
①주격 조사/보격 조사 및 서술격 조사의 결합 양상

遊猟者ㅣ 答 曰 果然 그러 을 보왓노라<국소 2ㄴ>(‘사람’으로 읽어서는 곤란)
都城은 周ㅣ 九千 九百 七十 五 歩오<국소 3ㄴ>(‘둘레’로 읽어서는 곤란)
※한 野蛮人이 제 집의 獣肉을 被盗 바ㅣ 되야<국소 2ㄴ>
漢陽은 我国의 首府ㅣ라<국소 3ㄱ>(‘고을’로 읽어서는 곤란)
西門으로 興人門지 큰 길은 京城 大路ㅣ라<국소 4ㄱ>(‘길’로 읽어서는 곤란)

②목적격 조사의 결합 양상

器械
工
受苦
種子
山僧 読書 処所 請

ㄱ

여러 가지
 드 거슬 이라 며<심소 6 >(‘틀’로 읽어서는 곤란)
이
으로 적은
 가지고<심소 8 >(‘씨앗’으로 읽어서는 곤란)
의게

 <심소 3 >(‘곳’으로 읽어서는 곤란)
③‘한자어 어근+-지’의 결합 양상

ㄴ

ㄴ

幸福으로 満足지 말고<국소 6ㄱ>(‘足’의 말음이 ‘ㄱ’으로 끝났으므로 ‘’가 탈락)
必死 地境에 逼迫지 아니면<국소 14ㄴ>(‘迫’의 말음이 ‘ㄱ’으로 끝났으므로 ‘’가 탈락)
 前人의 슬 度지 못야<국소 36ㄱ>(‘度’은 ‘탁’으로 읽고 ‘헤아리다’의 의미로 이해)
今日에 独立지 못하면<국소 53ㄱ>(‘立’의 말음이 ㅂ으로 끝났으므로 ‘’가 탈락)
※엇지 一身의 便을 取야 萬民을 각지 아니리오<심소 15ㄱ>
※‘’가 탈락하지 않은 예
달이가 一身을 조곰도 運動치 못야<심소 33ㄱ>(‘動’의 말음이 ‘ㅇ’으로 ‘’가 탈락하지 않음)
行人들이 初次에 墮치 아니하고……終是 落함을 免치 못하거늘……맛참내 合지 아니하는대<유
몽 권2:6ㄱ>(‘墮’는 모음으로 끝나고, ‘免’은 ‘ㄴ’으로 끝나므로 ‘’가 탈락하지 않음)
다만 그

이상에서 볼 수 있듯 한자음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언어생활에 적절한 도움
을 주기 위하여 池錫永은 현실음의 제시와 더불어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 규범
음의 제시를 병행함으로써 조화를 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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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찬된 字典釋要가 당시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은 이 자전의 활용도를 통해
서도 엿볼 수 있다. 字典釋要는 편찬 이후에 20여 차례 이상 발행될 만큼 애용되었고,

출

판 과정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다. 이에는 이 자전의
편찬 목적에 근대 계몽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목적에 대해 여러 계층이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기도 한다(하강진 2010: 682-683).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독본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
현실과 비교하여 보면 국한문 혼용의 시대에 한자음을 비롯하여 한자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요긴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정보가 국문만 아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이 되어 널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서 新字典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字典釋要와 비교하여 보면 한자음은
한결 全韻玉篇에 가깝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全韻玉篇에 실린 俗音과 正音을 반영
하고 있어 한결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자음의 본음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新字
典敍｣를 보면 종래의 자전에 관한 아쉬움 내지 불만은 한자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뜻풀이와
자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全韻玉篇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새
로운 자전들의 訓釋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最近에 이르러 이 사전의 결핍을 보완한다 하여 여러 종류의 책이 나왔으나 마름질이 요점을
결하고 訓釋이 마땅함을 잃음이 많을 뿐 아니라 字畫의 어그러짐과 訓詁의 訛誤와 註解의 疏略
이 매우 심하여 글의 바다의 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적고
-최남선, 新字典敍
따라서 뜻풀이에 관해서는 新字典은 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시에 요청되던 새로운 자
전의 모습을 갖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음에 관해서는 이전에 유통되던 규범을 대체로 따
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5.2.

정확한 뜻풀이를 바탕으로 한 한자 및 한자어의 이해

18세기 후반에 全韻玉篇이 나오고 난 이후에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漢字가 지닌 뜻을
우리말로 볼 수 있는 자전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한자의 뜻을 아는 데에는 初學書를 활용하
거나 全韻玉篇의 한문 뜻풀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는 교육
의 대상이 모두에게 확대되고, 교육을 통해서 애국 계몽 및 문명개화를 하고자 했던 이 시기
에 全韻玉篇의 한문 뜻풀이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따라서 교육적인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
용할 국문으로 뜻풀이가 된 자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894년 11월에 칙령 제1호로 公文式을 공포하여 국문을 중심으로 하고 한문을 부
기하는 어문 생활을 한다고 하였으나, 통감부기에 들어서면서 이 방침이 국한문 혼용으로 바
뀌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 문서도 국문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런 상
황에서 교육을 위해 편찬된 독본도 대개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1895년, 1896
년에 學部에서 나온 독본인 國民小學讀本, 小學讀本, 新訂尋常小學도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민간에서 펴내는 것도 대개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만 국한
문의 혼용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고급 단계로 갈수록 한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牖蒙千字와 時文讀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
면 한자와 한문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고급 지식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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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千字와 같이 자체에 자전을 싣고 있는 것들은 이들 자전의 도움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나
時文讀本과 같이 자체에 자전을 싣고 있지 않은 독본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자전의 사용
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독본은 대체로 기초적인 학습을 위한 교재였지만 이보다 나은
단계의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한문의 혼용 정도가 강한 텍스트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전의 사용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하겠다.
새로운 자전이 나오기 이전에 나온 독본 가운데 한자와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에 뜻을 정확
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한문 혼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訓讀을 섞어서
국한문 혼용의 독법을 제시한 텍스트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幼年必讀,
勞動夜學讀本인데, 이들 텍스트에서 訓讀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 (4)와 같다.7)
(4) 독본 자료의 한자어 훈독 양상

①幼年必讀: 支那國<第六課 平壤三:9>, 首府<第七課 平壤四:10>, 南走야<第八課 地勢:10>,
朝鮮海<第八課 地勢:11>, 松樹<第十一課 地勢:13>, 柏樹<第十一課 地勢:13>, 國力<第十五課 乙支
文德三:20>, 遼水<十七課 楊萬春二:22>, 龜船<第二十一課 李舜臣:39>, 四次<第二十七課 階伯
二:33>, 産業<第三十課 姜邯贊二:39>
②勞動夜學讀本: 第十二課 我國 우리나라四千年前에檀君계오셔開시사國家의丕基를奠시고
五百年前에太祖高皇帝계오셔繼시사皇室의洪業을立우시니산쳔으로말삼면琉璃갓튼맑은물은보
배거울을열엇는듯畵圖갓튼놉흔뫼검슈병풍펼쳣는듯평野됴흔田에물산도풍죡고사람으로볼양
이면긔골이장대고심디가견확야쥰슈風采와춍명재죠가世界에유명니그러즉우리나라
天下에질거운나라이라이러됴흔나라에백셩되는우리가엇디幸치안타가<第十二課 我國:16-17>
※자전석요의 뜻풀이⇒我: 나, 國: 나라, 開: 열/필, 繼: 니을, 丕: 클, 基: 터/근본/긔업 洪: 클,
立: 설/세울/이룰, 畵: 그림∥그을/난을/그칠/획/획책, 圖: 그림/도모할, 野: 들, 田: 밧, 幸: 다
행할/바랄/거동하실
※신자전의 뜻풀이⇒我: 나, 國: 나라, 開: 열/통할/발할/베풀/풀, 繼: 이을, 丕: 클/밧들/읏듬,
基: 터/홈의/근본/업～밋졀미/웅거할～자리잡을, 洪: 클～넓을/물벅차흐를, 立: 설/세울/일울/
구들/곳, 書: 그림∥그을～난을/한졍할//그칠/지휘할/글시, 圖: 그림/할/세알일/다스릴/디
도/탑, 野: 들/들스러울, 田: 밧/산양할/뎐복/뎐챠/련입둥굿둥굿할, 幸: 고일/바랄/다행할/요행
지 나 나라

죠 션 바다

쳣 부

남으로 쥬

솔 나무

잣 나무

요동 물

나라 힘

거북 션

네 번

셰 간

뎨십이과

오백년젼

태죠

고황뎨

우리나라

니으

사쳔년젼

황실

큰업

그림

단군

셰

국가

큰터

뎡

류리

드을

풍채

텬하

여으

밧

셰계

다행

할/거동

이를 보면 한자어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음독을 했던 것들은 대개 음독을 하되, 일상적으
로 널리 쓰이지 않는 어휘에 관해서는 훈독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위를 보면 한자로
표기된 것 가운데에는 1음절 한자어와 어휘로서 굳어진 한자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것도 포
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훈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8) 이처럼 訓讀을 하고 있는
독본 텍스트도 등장할 정도임을 보면 한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
죽음을

7) 단 한 예이기는 하지만 최남선의 時文讀本에서도 “勇士는一生에한번死를아나니라 格言”<第六 常
用하는格言>에서 보듯이 훈독을 한 예가 있다.
8)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奠’가 ‘뎡’로 되어 음독을 하고 있는 것은 ‘奠-’라는 말이 書傳諺解,
詩經諺解, 家禮諺解 등 유교 관련 언해서에서 널리 보이는 말임을 볼 때, 상당히 널리 쓰이는 말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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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勞動夜學讀本에는 한자의 다의성에 맞는 국문 뜻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일임을 보여 주는 예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고, 문맥에 맞게 다양한 품사 또는 형태로
읽어야 함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事: 일～섬기나니라’, ‘善: 착～잘’, ‘寒: 츄의～츄
은’, ‘謂: 일음～일을지니라’, ‘一: 한～하나’, ‘屈: 굴～굽히는’, ‘異: 달홈～달혼’, ‘世: 셰상～
대’, ‘五: 닷～다섯’, ‘智: 실긔～슬기～디혜～지혜’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한자를 이해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전이 필요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참고로 제시한 字典釋要와 新字典의 뜻풀이를 보면 勞動夜學讀本
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대하고서 주시경은 국문이 생긴 지 몇 백 년이 되어도 자전 하나도 만들지 않
고 한문만 숭상하고 있었다고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전과 독본을 만들어 써야 함
을 강조한 바 있다(주시경(1907), ｢국어와 국문의 필요｣, 서우 제2호). 즉 한자의 이해와 풀
이, 번역의 문제를 주시경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주시경
은 이후 新字典 편찬에 참여하여 김두봉과 더불어 국문 뜻풀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국문으로 뜻풀이가 된 자전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배경과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근대적인 지식의 번역과 이를 통한 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지식인들은 애국 계몽과 문명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근대적 지식을 언문으로도 번역하
여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9) 이에는 국한문 혼용과 국문 전용을 지향하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문 전용이라고 하더라도 한자어는 사용되
기 마련이므로 한자 및 한자어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한 단계였다.10) 특히 서구의
지식을 번역하는 데에는 주로 영어를 번역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편찬한
영한사전을 비롯한 이중어사전을 상당히 이용하면서 영어와 국어 사이의 등가 관계를 찾는 과
정이 필요했다. 이 이중어사전들은 구어를 기반으로 하여 편찬된 언더우드(1890)과 스콧
(1891)을 제외하고는 존스(1914)부터는 한자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한자어 중 상당수는 일본의 三省堂 사전의 뜻풀이와 중국 상업 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거나
가져온 것이다(이준환 2012다: 415-422). 이런 상황에서 외국어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진 문장
에는 자연히 한자어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한자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한자의 다의성이 충분히 반영된 자전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석영의 字典釋要가 나왔지만 최남선이 조선광문회를 통하여 뜻풀이에 역점을 둔 新字典
을 내고자 했던 것은 이와 같이 증가 추세에 있는 한자어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工具書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

나오며

9) 1880년에 2차 修信使로 일본에 갔던 金弘集이 가져온 易言(1871)을 諺文으로 번역하여 전국의 유
생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는 언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정부의 생각을 잘 드러
낸 것이다. 또한 순 한문으로 된 漢城旬報(1883)를 나중에 국한문 혼용의 漢城週報(1886)로 발행
한 것은 개화의 대상을 한문을 아는 지식인층에서 한자에 관한 지식을 갖춘 계층으로 확대했음을 보
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민호(2012)를 참고.
10) 국문 전용을 주장한 세력은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협성회와 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국문 전용을 주장한 까닭은 선교상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이다. 개신교 쪽에서는 선교 대상으로 근로
계급, 청소년, 부녀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성경을 읽히고 교리
를 알리기 위해서는 국한문 혼용보다는 국문 전용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 16 -

이 글은 字典釋要와 新字典을 주 대상으로 하여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자전
이 당시 어문 생활과 어떤 관계를 지니며 편찬된 것이고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한자
음과 뜻풀이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본 것이다.
애국 계몽과 문명개화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던 이 시기에는 현대국어가 형성되는 단계였
고, 종래의 한문 중심의 생활에서 국문 중심의 생활로 넘어가는 도중에 국한문 혼용이 널리
이루어졌던 때였다. 그리고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국한문 혼용으로 된 여러 독본이 나와서 다
양한 내용을 반영한 근대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때다. 이러한 때에 한자와 한자어에 관한
지식은 국한문 혼용으로 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들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근대적․계몽적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꼭 갖추어야 할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독본 자료에는 한자음과 뜻
풀이가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다. 따라서 독자 스스로 이 텍스트
를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자음과 뜻풀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자전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
서 이런 언어적 현실에서 도움을 주는 공구서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字典
釋要, 新字典과 같은 한자음과 국문 뜻풀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담은 자전들
이고, 이 두 자전 모두 국어 연구자들이 편찬의 주체가 되거나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을 정하고 뜻풀이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제로 독본 자료를 살펴보면 한자음에 한자음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牖蒙千字
와 같은 자료도 있는 반면에 全韻玉篇 한자음과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보수적이고
규범적인 양상을 보이는 자료가 공존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될 만한 새로운 한자음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독본 자료에서 한자의 뜻이 사용된 양상을 보면 대체
로 기본 의미에 가까운 것들이 사용된 경우가 많지만, 상당 부분에서 한자의 다의성이 드러난
부분이 보인다. 따라서 자전을 통하여 한자의 다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를 한다면 이 자
료들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문 생활의 현실
에서 보면 이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음과 의미의 제시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구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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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자전과 당시의 어문 생활
윤재환(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보내주신 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지게 된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글은 제목과 같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술된 글입니다. 그런데, 개화기 및 일제강점
기에 편찬된 자전에 관한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자전과 당시의 어문생활에 관한 내용
은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자전과 어문생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글을 통해 확인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字典釋要(1909(융희 3), 池錫永)와 新字典(1915, 光文會 편찬)의 저본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全韻玉篇의 경우 정조대 이덕무가 편찬한 奎章全韻의 부록으로 만들어졌다고 거론
됩니다. 조선조에서 韻書의 편찬이 활발했던 것은 정확한 한자음의 발음을 위해서였고, 당대
조선조 지식인들은 韻書의 편찬을 통해 조선식 한자 발음 즉, 俗音의 오류를 교정하고자 하
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韻書에 기록된 한자음의 경우 대부분 俗音이 아니라 規範音이었습니
다. 그렇게 보았을 때 規範音과 俗音을 동시에 기록한 朴性源의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영조
23))와 全韻玉篇의 경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俗音의 기록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全韻玉篇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字典釋要가 俗音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新字典이 規範音과 俗音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字典釋要가 현실음의 고려와 반영에 주목하였다면, 新字典은
俗音의 교정이나 문제점에 대한 고려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新字典이 柳瑾․崔南善․李寅承․南基元․周時經․金枓奉․崔誠愚라는 인물들이
참여하여 字典釋要보다 6년이나 늦게 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아닐까 합니다.
3. 字典釋要와 新字典의 뜻풀이에 대해 이전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뜻풀이가 많다거나 이
전 문헌의 뜻풀이와는 다른 것이 많이 보이게 되었다고 하신 것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
입니다. 字典釋要와 新字典에 나와 있는 字意 풀이는 제가 보기에 이전 문헌에 모두 나
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비교 서적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전 문헌에
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4. ｢5.1 현실한자음의 반영과 규범음 제시｣에서 이야기하신 당대의 상황 부분은 두 자전이 편찬
되던 당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늘 그래왔던 것이라
보입니다. 字典釋要와 新字典에 대한 의미 부여를 위해 하신 말씀이신 듯하지만, 조금 주
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 두 자전에 반영된 한자음을 全韻玉篇에 실린 한자음과
비교하여 보면, 이 둘은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면서도 당시 언어 현
실에서 더 이상 유통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한자음에는 과감하게 손을 대어 새로운 한자음을
제시하였다.”라고 하신 부분은 두 자전이 당대 통용되던 俗音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俗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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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導한 것이거나 主唱한 것이라고까지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5. 이 글에서 “池錫永은 현실음의 제시와 더불어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 규범
음의 제시를 병행함으로써 조화를 꾀했던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의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池錫永의 字典釋要에는 俗音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6.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池錫永의 字典釋要가 편찬 이후 20여 차
례 발행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1909년 7월 30일 초판 발행 이후 1925년까지 16판
이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新字典의 경우 1915년 11월 5일 초판이 발
행된 이후 5판까지 발행되었지만, 발행 시기가 1928년 11월이어서 字典釋要보다 늦게까
지 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字典釋要보다 新字典의 정보 효용성이 더 뛰어난 것으
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독본 자료의 한자어 훈독 양상｣에서 幼年必讀과 勞動夜學讀本 두 책을 訓讀 자료로
거론하셨는데,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幼年必讀의 경우 訓讀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音
讀 자료가 아닐까 생각되고, 勞動夜學讀本의 경우 訓讀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訓
讀으로만 확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訓讀 자료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와 국어 문장의 구성(문장/문법 구성)에 관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당대의 문체를 “순한문체, 순한글체, 한문 현토체, 국한문 혼용 音 부속문
체, 국한문 혼용 訓 부속문체, 국한문 혼용 日語 부속문체”로 나누고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
8. 같은 절에서 “한자어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음독을 했던 것들은 대개 음독을 하되,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 어휘에 관해서는 훈독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 1
음절 한자어와 어휘로서 굳어진 한자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훈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勞動夜學讀本의 訓讀 가
능성은 대부분 1음절 한자(주로 동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한자어들의 경우 ‘일상적으
로 널리 쓰이지 않는 어휘나 단어’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9. 한자어의 訓讀은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2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간행된 자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한문 혼용 훈 부속문체(訓讀)의 등장과 소
멸에 대한 의미 파악은 일제강점기라는 당대의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 이루어져야 하지 않
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생님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제가 가진 궁금증의
해소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
가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수수께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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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대학 조선어과(한국어과) 한국어회화교육 소고
- 스토리텔링 기반의 실용회화 시안을 중심으로
김지훈(단국대학교 연구전담조교수)

서론
본고는 중국 현지, 길림성 장춘시에 소재한 길림대학에서 이루어진 한국어회화교육1)에
대한 경험적 소고로서 한국어회화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
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초급
반 수준 이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운영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은 ‘통합교과’를 지향하고 있
는데 문법을 비롯한 여러 과목들이 초급단계에서부터 한국어로만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이 국내 대학의 본과로 진학할 경우 대부분 강의 내용의
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학습 초기에 같은 모국어권
의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거나 맞춤별 학습을 진행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다음은 국외(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012년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중국한국(조선)어교육학
회에서 발행된 중국대학 한국어교육실태조사2)에 실린 11개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
목된 문제점은 교수자3)와 교재4)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결방안에 대
한 실천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시적인 문제점은 외국인교수(원어민교
사)를 선발하는 기준이다. 중국의 해당 교육단체에서도 교육의 질 제고를 높이기 위해 한국
어관련 학사및 석·박사 졸업생을 선호하지만 현지의 낮은 임금5)으로 인해 국내의 석·박사
졸업생들이 해외에서의 수고로움을 경험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예외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의 대학이나 기업에서 정식 체결을 맺고 파견되는 경우에는 임금 문
제는 해결이 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전체 파견된 인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
시 말해 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전자의 경우보다 자매대학교 교류형식, 중국 대학 자체 초빙
형식으로 강의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외국인교
수의 경우 젊은 층에서는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간(1년~2년)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다 돌아오는 경우 한국에서의 경제생활을 비롯하여 미래 보장이 불투명하기
1) 필자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길림성 장춘시에 소재한 길림대학 외국어학원 조선어학과에
서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한국어회화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에서 외국어학원은 한국의 사설학원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국어 단과대학을 뜻한다.
2) 김병운 엮음, 중국대학 한국어교육실태조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2.
3) 본고에서 교수자라 함은 외국인교수(원어민교사)로 그 뜻을 한정시켰다.
4) “교재는 교사, 학습자와 함께 외국어 교육 현장의 3대 요소로 불린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에게 ‘그 무엇’을 가르치고, 학습자가 ‘그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교재는 ‘그 무엇’을 담아내는 총체
적인 도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재는 유형, 무형의 언어 자료 전체를 의미
한다. 여기에는 특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 조직되어 체계화된 교재로부터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음성 자료, 문자 자료가 포함된다.” 조항록,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
점｣,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23면, 한국문화사, 2010.
5) 2011-2013년 기준, 한 달에 인민폐 3000-4000위안 정도로 원화 50-70만원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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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
행이나 사업을 필두로 전업이 아닌 투 잡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교재는 크게 ‘한국에서 발행된 것을 계약하여 재발행된
것’과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발행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에서 한국어 원어민강
사는 학생들에게 외국인교수(外教) 혹은 한국선생님(韩国老师)으로 호명된다.6) 필자는 중
국에 가기 전 2008년부터 2011년 1학기까지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생활국어,
실용문장론, 문서서류작성법 등의 강의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 본 강의에 투입이 되었다. 학교 측의 요구는 회화 강의인 만큼
“학생들의 입을 틔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한국어 문법을 비롯하여 읽기, 쓰기, 듣기 등의
과목은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교수자들이 강의를 한다. 따라서 외국인교수가 중국어에 대
한 사전 공부가 되지 않아도 보완이 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강의를 대화의 관점으로 볼 때 외국인교수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
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필자 또한 강의 1년차 초반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때는 영어나 전자사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비체계적이고 번거로운 행동
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져 강의진행의 흐름이 원활
하지 못함을 경험했다. 본론에서는 길림대학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어회화교육의 실제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론
스토리텔링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근접 학문인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범위를 교재로 한정했을 때 스
토리텔링에 대한 다음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 권 또는 여러 권의 교재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구성하여 학습자의 학습 능력 극대화를 유도하는 것7).” 이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수요자 중심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재에 맞는 스토리텔링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요구를 중심
으로 한 스토리텔링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어회화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
는 상황은 실용회화다. 중국 내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의 시간과 한국
인 유학생들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재 중심 학습만으로는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또래집단과의 회화가 순조롭지 않음을 호소한다. 예컨대 교재에서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라는 문장이 실제 한국인 유학생과의 대화에서 “뭐 좋아해?”, “뭘 젤(제
일) 좋아해?” 등으로 바뀌는 경우 학생들은 “뭐”라는 단어와 “젤(제일)”이라는 단어를 이해
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이 사용된 교재를 공부하는 동시에 실용회화 위주
의 회화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는 대부분
통합 교재이다. 이는 통합 교수를 지향하는 국내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길림
대학 한국어과 교재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교재에 따라 교수자가 다르지만, 예외적
으로 외국인교수의 경우 통합교재8)를 제공 받아 강의를 한다. 필자는 학교에서 제공된 통
6) 본고에서는 현지에서 직접 호명되었던 외국인교수(外教)로 통일했다.
7) 채영희·이미지, ｢3.스토리텔링의 보편적 구조｣,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한국어교재, 동북아문화연구
제22집, 2010, 11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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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교재 각 단원의 본문을 중심으로 ‘준비단계―연습단계―실천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실용
회화 중심의 스토리텔링 회화교육을 진행했다.

1. 준비단계(목표의식 심어주기)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예는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화로 실제 2학년 강의의 예다.

교수자: 여러분, 어제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고 70위안을 냈어요.
학생들: 아아! 아니예요. 너무 많아요.
교수자: 네? 무엇이 많지요?
학생들: 돈이 너무 많아요.
교수자: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돈을 너무 많이 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
이겠지요?
학생들: 네! 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교수자: 여러분들은 평소 머리 자르는 데 얼마를 내나요?
학생들: 20위안이요. 30위안이요!
교수자: 자, 돈을 너무 많이 냈지요? 사기 당한 걸까요? 바가지 썼지요?
학생들: (웃음)
교수자: 사기 당하다, 바가지 쓰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학생들: 네, 사기 당하다! 바가지 쓰다! 선생님, 사기 당하다, 바가지 쓰
다!
교수자: 하하, 그런가요? 선생님이 중국어를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지
요?
학생들: 네!
교수자: 여러분들도 곧 한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요?
학생들: (웃음)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요!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과정은 반복학습이나 암기식 위주의 회화수업이 주는 단
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어과로 진학한 학생들의 진학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의 영향이고 그 다음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취
업관련이 많다. 그밖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자 했으나 성적에 맞게 과를 선택하다보니 한
국어과로 진학하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소수지만 존재했다. 처음부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국어과에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성적에 맞게 전공을 선택했거나 아무런 목표
의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목표의식 심어주기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학
8) 길림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는 총 4권으로 교재1(30과), 교재2(35과), 교재3(33과), 교재4(27과)
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는 단원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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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지속적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했다. 강의 시간 외에도 학습자가 교수자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면담이나 고민상담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9)이다. 길림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채팅 앱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웨이씬
(微信)과 QQ를 통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학습 및 면담활동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d
을 받았다.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웹과 앱 기반의 전자사전이나 번역기를 활용하면 말
하기뿐만 아니라 통합적 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2. 연습단계(흥미 복돋우기)
“연습단계”는 이어질 본문 내용을 예측하여 말하는 과정이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장연
습보다 단어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단어연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놀이학습은
‘끝말잇기’다.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상대방이 제시한 단어의 끝말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으로 자기주도학습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학기초나 학기
말에 ‘끝말잇기대회’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한국어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주도형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큰 몫을 차지했다. 2학년 2학기 무렵에는 끝말잇기뿐만 아니라, 이
야기 만들기도 진행을 했다. 먼저 교수자가 상황에 따른 대화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다음
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여 말하는 방법이다.

교수자: 꽃이 예쁘게 피어난 봄입니다. 학교 도서관 앞입니다.
여학생이 무거운 책을 들고 가다가 남학생과 부딪혔어요.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남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 남학생이 책을……
교수자: 아, 그런데 남학생 손이……
학생들: (웃음) 손을 잡았어요!
교수자: 누가 누구의 손을?
학생들: 남학생이 여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교수자: 여학생의 얼굴 색깔은?
학생들: 빨간색, 빨강, 붉은색!
교수자: 남학생이 말해요. 저기, 실례지만 이름이?
9) 필자는 오프라인은 물론 웹·앱 기반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강의 후 저녁시간에 학생들과 한국어
와 중국어를 동시에 활용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이는 강의 후 활동에 속하지만 강의
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이 되었다. 음성기능을 통해 전화는 물론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도 배양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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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김태희! 송혜교!
교수자: 네, 저는 김태희라고 해요.
학생들: (환호성) 와!
교수자: 그쪽은?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대화가 단순히 흥미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 단원
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교재의 긴 문장과는 달리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짧은 문장으로 현장감과 동시에 교재에서 배우지 못했던 대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실천단계(교재의 활용)
마지막으로 “실천단계”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상황에 맞는 대화문을 완성하
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직접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교재에 제시된 ‘소개’는
단편적이며 실용회화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초급반의 경우 교재의 기본 대화문 정도만 습
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 한국유학 면접 자기소개문을 준비하거나 중·고급학습자
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작성에 상황 중심 스
토리텔링을 활용한 대화문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개개인이 원하는 자기
소개의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강의시간 중에 다룰 수 있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한국유학면접, 어른 및 친구에게 자기소개하기”를 주제로 하여 상황 중
심 스토리텔링 활용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원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주제
소개
수업 시간
우체국
신문
전화
이야기 책
시장
이급반
등록
설날

<표 1> 길림대학 한국어교재의 단원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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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어교재의 단원별 주제는 대부분 단어나 명사형으로 끝나
는 경우로 통일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주제 전달의 명료성에 있어 장점
을 가진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회화가 문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핵심 문장은 부제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필자는 제목과 부제를
‘단어와 문장’으로 함께 구성하여 매 강의시간마다 판서를 하거나 화면으로 제시했다. 즉,
교재를 재구성할 때 각 단원 별 명사형(단어) 주제와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문장을 앞
장에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1과의 주제 ‘소개’의 경우 부제로 “안녕하세요! 저는 (

)

입니다.”를 함께 표기해 놓으면 시각적 전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억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교수자가 다음과 같이 단원의 내용을 미리 파악한 후 주요 문장을 따로 제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吉林大学外国语学院
教学日历（2012-2013 学年 第 2学期）

课程名称:韩国语会话

课程性质：专业必修课

考核方式：考试

授课班级：

授课教师：金志勲

上课周数：
周次、日期

教学内容（包括章节内容、测验等）

第1周（3月4日
-3月10日）
第2 周（3 月1 1
日-3月17日）
第3 周（3 月1 8
日-3月24日）
第4 周（3 月2 5
日-3月31日）
第5周（4月1日
4月7日）
第6周（4月8日
-4月14日）
第7 周（4 月1 5
日-4月21日）
第8 周（4 月2 2
日-4月28日）
第9 周（4 月2 9
日-5月5日）
第1 0周（5月6
日-5月12日）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김지훈)입니다.

时
数
2

수업시간: 누가 아직 안 왔어요?

2

우체국: 이것을 부치고 싶은데요.
요금이 얼마지요?
신문: 한겨레신문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전화: 여보세요.
거기 ( )씨 집이지요?
이야기 책: 다 읽었어요?
더 쉬운 것을 빌려줄까요?
시장: 여기가 남대문시장이에요.
옷과 신발을 사고 싶은데요.
이급반:2급반에서 공부할 학생입니까?

2

등록: 한국어반에 등록을 하러 왔어요.

2

설날: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요.

2

作业

备注

2
2
2
2
2

制表人：金志勲
注：1．本日历一式三份，一份交教务处，一份交院（系、部）办公室，一份由本人留存。
2．本日历由学院（系、部）负责组织检查，学校不定期抽查；执行教学日历允许误差为2学时。
3．教学内容、教学进度相同的教师使用同一教学日历。
4．作业、测验等要写清楚。多媒体教学、双语教学、军训、实习等要在备注栏中注明。
5．考查课只写到第18周，第19、20周删掉；考试课，要写到第19、20周，并写上“复习考试”。
6．教学日历要双面打印。学院（系、部）领导：
（签章）
2012年 月 日

한편, 단어 공부에서 중요한 점은 교수자가 학생들의 단어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필
요가 있다. 제시된 단어의 뜻만 찾고 반복적인 쓰기와 말하기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제시
된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관용어 등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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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과

소 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내 이름은 최영입니다. 오늘부터 2급반을 가르치게 되었어
요. 학생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 그러
면 이 학생부터 해 볼까요?
앙리: 안녕하세요? 저는 앙리라고 합니다. 일 년 동안 한국말과 역
사를 공부하러 왔어요. 파리에서 한국어를 다섯 달 배웠지만 잘 못해
요. 여러분을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소개, 여러분, -게 되다, 자기, -(이)라고 하다, 년, 동안, 달, 알다,
기쁘다, 소개하다, 주일, 불어, 모차르트, 문학, 피아노, 독어
아래는 학생 과제의 예시.
-아 래<학생 단어장>
알다-모르다/기쁘다-슬프다/불어-독어-영어-일어-한국어
<예상 질문-답변>
1)파리는 어떤 도시인가요?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2)취미가 무엇인가요? 독서와 등산입니다.
3)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4)제 이름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5)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가 교재에서 소개된 내용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1년 겨
울 길림성 대학생 한국유학 면접’에서 발표한 실제 예를 보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면접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길림대학교 한국어학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묘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면서 한국을 몸소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저 네 식구입니다.
저의 고향은 산동성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의 태산과 고소한 땅콩으로
유명합니다.
기후는 사계절이 분명한 편입니다.
특히 봄에는 산과 들에 꽃이 많이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산동은 중국 전통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의 취미는 소설책을 보는 것입니다.
소설 중에서 중국고전소설을 가장 좋아합니다.
소설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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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를 먹으려면 수원에 가서 먹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나.
왜냐하면,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이고
봄이 되면 바닷가에는 노란색 유채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리고 그곳의 억새와 한라산, 서귀포 모두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의 K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K 대학교는 한국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동아리가 많아서 학생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장서를 구비한 큰 도서관과 아름다운 풍경 또한
제가 K 대학교를 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학업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유학 기회를 반드시 잘 활용하겠습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자주 도서관에 가서 다독(多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말하기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휴일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듣기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은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한중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학과 문화관련작품이 중국어로 제대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습자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4학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교재의 전체를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 학습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재의 내용만 단순 암기시킨다든지 제시된 단어만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자
기소개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만나 대화를 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질문을 한 후 정작 답변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말하기와 듣기가 대화라는
범주 안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은
질문과 답변이라는 전제 하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내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교재나 교수자의 문제점 등 아직도 해결해야하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
것은 교육의 질적 제고에 대한 반성과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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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적 교육으로 진행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본론에서는 교
재와 교수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상황 중심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실용회화의 실제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 또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현장이나 한국어
회화교육 관련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시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회화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관계’로부터 시작된
다. 대화의 중심에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다. 화자와 청자는 일종의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
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상황은 ‘나’가 화자가 되었든 청자가 되었든 ‘나’라는 주체는
관계와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어회화교육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
고 상황에 맞는 실용회화 학습도 병행해할 것이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교수법 중 하나가
수요자 중심의 스토리텔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 스스로가 스토리의 주체인 동시
에 텔링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어회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교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회화교육은 기존의 교재와 더불어 실용회화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고를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 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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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 한국어 4, 1997.
2. 단행본 및 논문

김병운 엮음, 중국대학 한국어교육실태조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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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영 나은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99호, 2014.
조항록,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한국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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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희 이미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한국어교재, 동북아문화연구 제22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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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회화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 기반 실용회화 시안”에 대한 토론문
김민호(대구한의대학교)

외국어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초급 영어와 중국
어, 일본어의 교육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전래동화, 고전소설 등을
활용하는 스토리텔링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스토리텔링에 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목표 언어로 바뀌어 말하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과정을 통해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것을 기초로 언어습득을 촉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자의 단기기억을 장기기억화하는 방법으로 스토릴텔링이 주목받는 것은 이야기가 가진 문
형을 반복적으로 학습자에게 입력할 수 있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된 이야
기 속의 가치관을 반영한 문화적인 측면을 학습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입니다.
본고는 학습자 요구 중심의 학습법에 교재 중심의 스토리텔링 교육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회화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그 방법을
한국어교육현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고 할 때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수 방법은 매우 긍정적인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을 이용한 본고에 대해 토론자는 다
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서론에서 밝힌 한국어학습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토론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외국의 한국어교육현장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어 교육자가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가 가지는 불편사항일 것입니다. 때
문에 보다 양질의 교사가 해외에서의 활동에 나서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학습자의 효과적
인 한국어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교육과정
의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이것이 스토리텔링 기반 교수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통하여 미비한 환경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교수법 중 스토리텔링 교수
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본고에서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회화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준비단계(목
표의식 심어주기)-연습단계(흥미 북돋우기)-실천단계(교재의 활용)’의 순서로 이 교수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스토리텔링을 사용한 교수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수업은 ‘스토리텔링 전-스토리텔링
중-스토리텔링 후’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는 각각 ‘학습자의 배경지식(schema) 활성화’와 관련
‘어휘나 문법의 확인’, ‘주제 확인하기’, ‘내용 추측하기’ 활동 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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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용 확인하기’, ‘내용 이해하기’, ‘배경이 되는 그림 상상하기’ 등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스토리텔링 중’의 활동, ‘빈칸 채우기’, ‘이야기지도 그리기’, ‘이야기책 만들기’, ‘이야기 재구
성하기’ 등의 들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그것을 학습자가 목표언어 바꾸어 쓸 수 있
는지를 확인하는 ‘스토리텔링 후’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의
수업과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기대되는 효과와 방법의
용이성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3. 한국어 교육기관과 한국어 교사는 교실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교육과
정을 설계하고 교수요목을 구성합니다. 외국에서의 교실상황에서 한국 내에서와 같이 한국어
의 입력과 출력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구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
니다. 본고에서 제시된 스토리텔링 기반 회화 수업이 기본적으로 1997년에 출간된 서울대1~4
를 바탕으로 한국어 회화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한 수업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 중심의 스토리텔링 활용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구체
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의 발문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작문과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전체 한국어 교육과
정으로 확대된다면 의사소통을 위한 과업과제기반 교수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논문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법을 사용하
였을 때 그 효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
으며, 한국어 교사가 본고의 교수법을 사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떠한 정
도인지, 또한 수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논문에 제시된 수
업 내용은 실험집단만이 있어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
다. 만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점에 대한 구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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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론공간과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사례 분석
-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을 중심으로-

박호관

(대구대학교 외래교수)
〈차례〉
1. 서 론
3.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2. 대학생들의 담론공간과 글쓰기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사례
2.1 대학글쓰기의 교육 목표
3.1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
2.2 대학글쓰기 교재 구성의 문제점 3.2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수·학
2.3 사회 담론공간과 시사·교양적 글
습(수업) 사례 분석
쓰기
4. 결 론
<참고문헌>
1. 서 론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이 달라진
다. 즉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개인적 삶을 추구하고, 개인이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상호 의
존적 존재로 인식할 경우에는 공동체적 삶을 지양한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집단인 ‘사회’는 일반적으로 그 성격에 따라 ‘사회계약설(≒자본
주의)’과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구분한다. ‘사회계약설’은 개인들의 삶이 도덕(윤리)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
다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사회 공통체가 개인의 삶보다 우선하는 것이다.1) 사회계약설에 해
당하는 우리 사회는 근대 시민사회로 들어오면서 빈부차이에 따른 양극화, 돈이 사람보다 중
시되는 물신주의(물질만능주의),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등 인간의 삶에 대한 많은 문제점
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입시의 관문을 갓 뚫고 들어온 새내기들은 그들이 꿈꿔 왔던 대학생활(개인)과
현실의 대학생활(사회)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회의감으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다. 이러
한 현실 속에서 대구대 새내기들은 자의든 타의든 글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대학교 1학년 새내기들에게 글쓰기는 낯설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심
지어 두려움의 대상이다.
2014년 현재,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 교과목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 문서

1) 경북대학교 글쓰기교과연구회(2009: 165-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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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독서와 토론 중에서 1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의 수동적이고 서투른 자기표현 방식을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중요 교과목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수업을 통해서라도 자아와
타자2)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의 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의 확립이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
역량이기 때문이다.
대구대 교양교육 글쓰기 관련 교과목의 교육 목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역량강
화에 두고 있으며,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교육 목표 또한 대학생들의 비판적·논리적·창의
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의 ‘인지적 사고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대인관계 등의 ‘의사소통 능
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다. 대구대 기초교육원에서는 이러한 대
학생들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글쓰기 교양교과목
선진화 모델”을 연구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 교과목인 글쓰기
와 커뮤니케이션과 과학기술 문서작성의 교육 내용을 크게 4가지의 담론공간3)으로 체계화
하여 2014년 1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공간의 4가지 유형에 따른 체계화
는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의 생활공간, 즉 ‘나(개인)와 가정생활’, ‘나의 학업과 대학생활’,
‘나와 사회생활’, ‘나와 예술(문화) 공간의 체험(감상)’을 중심으로 “자아 담론과 성찰적 글쓰
기, 대학 담론과 학술적 글쓰기, 사회 담론과 시사적 글쓰기, 예술(문화)담론과 감상적 글쓰
기”로 구분하고 있다.4)
이 중에서도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5)는 자아와 타자의 만남을 통한 이해와 소통
의 공간인 동시에, 자아가 시사·교양적 사회 현상(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批判)하고(cf.
비방(誹謗) :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타자와의 시사·교양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여 새
로운 의미(가치 평가, 실천)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
한 기초 역량인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사·교양적 글쓰기는 꼭 필요하

2) ‘자아(自我)’는 “① 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② 철학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ㆍ행위의
주체이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ㆍ반응ㆍ체험ㆍ사고ㆍ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인데(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미국의 사회학자 미드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자아(self,
ego)’가 자연발생적 사회화되지 않는 원초적 욕망의 ‘I, 이드(id)’와 사회화된 ‘ME, 초자아(superego)’와의 갈
등을 조정한다. 이 논문에서 ‘자아’는 “주체로서 대상(세계)의 경험을 통해 인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자아개념’으로 사용하고, ‘타자’는 ‘타인의 자아개념’으로 사용한다.(‘자아개념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논의는
신지수(2005: 5-8) 참조.).
3) ‘담론’은 “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 ② 문학 소설에서, 서사 구조의 내용을 이루는 서술 전체. ③ 언
어 한 문장보다 더 큰 일련의 문장.”이고, ‘공간()’은 “① 아무것도 없는 빈 곳. ②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③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④ 물리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인데(국립국어원의 표준국
어대사전), 이 논문에서는 ‘담론①’의 의미인 ‘대화(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의 개념
과 ‘공간②③’의 의미인 ‘범위’, ‘영역이나 세계’의 의미로 사용한다. 대학글쓰기의 교육 내용 구성에서, ‘담론공
간’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박규준(2013) 참조.
4) 대구대 기초교육원(2014.02)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담론공간을 ‘자아 담론, 대학 담론, 사회 담론, 예
술 담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담론의 대상에 따라 자아와의 담론인 ‘성찰적 글쓰기’와 타자와
의 담론인 ‘소통적 글쓰기’로 구분하고, ‘소통적 글쓰기’는 다시 읽기와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 ‘학술 담론과 보
고서/논문 쓰기,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 예술 담론과 감상적 글쓰기’로 구분하여 논의한다.(구체적
설명은 2장 참조)
5) ‘교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시사(時事) :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과 ‘교양적(敎養的) :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나, 문
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되는. 또는 그런 것.’의 개념인 ‘현재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한 상식적 지
식’으로 사용한다.
- 2 -

다.
그러나 2014년 1학기 현재,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4가지 담
론 중의 하나인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은 담당교수에 따라 각각 상이
하며, 교재인 대학글쓰기(2008) 또한 시의성을 상실하고 있다. 즉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
내용(교재)의 부재로 대부분의 교과목 담당교수들은 2013년 2학기 수업계획서나 각자 해왔던
교육내용(≒수업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 교과목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표준화된 교육 내
용 마련과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구대학교 1학년 새내기를 대
상으로 2014년 1학기 필자가 수업했던 공통교양 글쓰기 교과목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대상으로, 15주 강의 중 9～11주차(6시간)인 ‘사회 담론공간과 시사·교양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대학생들의 담론공간과 글쓰기
2.1. 대학글쓰기의 교육 목표
‘교양인’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서 인간의 ‘훌륭함(아레테)’을 실현하는 삶이고, ‘훌륭함’은
존재의 본질(올바름)에 대한 ‘앎’이며, 이러한 훌륭한 삶의 지적 능력은 윤리·도덕적 능력과 사
회·소통적 능력이라고 했다.6)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생애를 이끌어갈 내적 견고성의 함양”7)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대학에
서의 ‘교양교육’은 전공 지식이나 단편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현실 공간의 ‘공동체적 삶’에서 나의 삶을 지탱하고 지키는 무형의 자산인 민주 시민
으로서의 ‘주체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윤리·도덕적 가치관의 정립과 의사소통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윤리·도덕적 가치관의 정립’은 ‘자아성찰’에서 출발하
며, ‘의사소통적 능력’은 ‘말하기/듣기, 읽기/쓰기’의 능력을 기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성훈(2012: 190-191)에서는 대상(인간,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비판과
추론을 통한 상황 판단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보편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은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적·논리적·창의적 사고력’에 기
초한 현실적 문제를 타인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초 직무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8)
그리고 숙명여대에서는 이러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으로써, 분석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인 ‘인지적 역량’과 책임감·의사소통·관계구축·다문화 등의 ‘사회적 역량’을 ‘기
초역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민윤리·친화력·영향력·도전성취·자기전문·조직이해·전략기획·

6) 우기동(2013), 대학 시민교육, 그 철학적 토대, 시대와 철학 24권 3호(통권 6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41-242쪽.
7) 위의 논문, 245쪽.
8) 삼성에서는 ‘의사소통, 창의력, 문제해결, 언어능력’, SK에서는 ‘문제해결, 논리력, 의사소통, 창의력’, LG에서
는 ‘분석적 의사결정, 의사소통, 대인관계, 창의적 사고, 계획 및 조직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는 이규환(2013: 2)과 문성훈(2012: 190-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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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주도·위기관리·글로벌파워’ 등 10개 영역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9)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대학생들의 기초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교과목 중의 하나
이다. 따라서 공통교양 교과목으로써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교육 목표도 대학생들의 기
초역량 강화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역량 강화는 대학생들의 윤리·도덕적 가치관의 정립
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 아래, 나은미(2005: 104), 최상민(2007: 185)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사실적·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통한 개인적 문제해결 능력과 글쓰기를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10)
이상의 논으를 종합하면, 공통교양 글쓰기 교육의 핵심 목표는 자기 생각을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창의적으로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기초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다.

2.2. 대학글쓰기 교재 구성의 문제점
대학글쓰기의 교육 목표, 즉 사고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
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내용의 설계는 ‘글쓰기 절차, 주제별, 유형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
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글쓰기 교육내용(교재)들은 ‘제1부 글쓰기의 기초’와 ‘제2부 글쓰
기의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학글쓰기 교재 목차 비교
가. 서강대학교(2007/2011), 움직이는 글쓰기: 인문·사회 계열.
제1부 인문·사회 계열 글쓰기 준비
제1장 글쓰기의 의미
제2장 글쓰기의 요건
제3장 글감의 발견과 발상
제4장 개요 작성
제2부 인문학적 사유와 글쓰기
제1장 인간과 놀이
제2장 환경과 생명
제3장 인권과 소통
제4장 힘과 권력
제3부 인문·사회 계열 글쓰기의 실제
제1장 성찰적 글쓰기
제2장 비평적 글쓰기
제3장 시사적 글쓰기
제4부 논문 쓰기
제1장 논문의 개념과 종류
제2장 논문 쓰기 준비
제3장 논문의 구성과 문장
제4장 인용문, 주석, 참고문헌
나. 성균관대학교(2013)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
제1부 글쓰기의 기초
1. 글쓰기의 이해
2. 어문 규정과 바른 표기
3. 올바른 문장 쓰기
9) 이규환(2013: 3-4) 참조.
10)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는
박호관(2010,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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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쓰기의 과정
5. 보고서 쓰기
제2부 글쓰기의 실제
1. 자기 소개 글쓰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2. 성찰적 글쓰기: 일기, 편지, 자서전
3. 논증적 글쓰기: 칼럼과 독자 투고
4. 비평적 글쓰기: 독서 감상문/문화 감상문/여행 감상문
5. 창조적 글쓰기: 패러디/릴레이/각색, 개작, 재창작
(1가)의 서강대학교(2007/2011) 움직이는 글쓰기: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글쓰기의 기초
(제1부)’와 ‘주제별 자료 읽기와 글쓰기(제2부)’, ‘글쓰기의 실제(제3부/제4부)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1나)의 성균관대학교(2013)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는 제1부 ‘글쓰기의 기
초’에서는 ‘어법, 글쓰기 절차(과정), 보고서쓰기’, 제2부 ‘글쓰기의 실제’에서는 글의 성격에
따라 ‘자기소개, 성찰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창조적 글쓰기’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처럼 글쓰기 관련 대학 교재들은 대부분 ‘글쓰기의 기초’, ‘읽기와 글쓰기’, ‘글쓰기의
실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쓰기의 기초’에서는 ‘글쓰기의 절차, 어법, 문단쓰기’를 중심으로,
‘읽기와 글쓰기’나 ‘글쓰기의 실제’에서는 ‘주제별 자료’나 글의 유형에 따라 교재를 체계화하
고 있다.
그러나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유형에 따라 내용 생성 방법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성찰적 글쓰기나 자기소개서 쓰기의 경우에는 나의 경험을 회상하여 ‘연표 만들기, 성장곡선
그리기,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용을 생성한다면, 논문이나 보고서 쓰기의 경
우에는 도서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한 ‘자료 찾기
→자료읽기→자료요약→재구성 및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생성한다. 이처럼 각 글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글쓰기의 전략이나 내용생성 방법, 글의 전개(진술) 방법 등이 서로 다
르다. 따라서 교수자는 각 글의 유형에 따라 글쓰기의 절차(내용 생성, 내용 전개 방법, 개요
도, 초고작성 등)를 다시 설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가)의 ‘비평적 글쓰기’와 ‘시사적 글쓰
기’, (1나)의 ‘논증적 글쓰기’와 ‘비평적 글쓰기’ 등의 구분도 모호하다. 예를 들면, (1가)에서
‘시사 비평’은 비평적 글쓰기인가 아니면 시사적 글쓰기인가. 그리고 (1나)의 ‘칼럼’은 ‘비평적
글쓰기’가 될 수 없는지, 또 ‘여행 감상문’은 ‘성찰적 글쓰기’가 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대학글쓰기의 교육 내용(교재) 구성은 하나의 일관된 기준 아래 유기적이고 계
층(층위)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2.3. 사회 담론공간과 시사·교양적 글쓰기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아’는 개인의 ‘생각, 가치, 열망, 감정, 욕망’ 등의
내적 정신 공간으로 주위 환경(또 다른 나, 가족, 친구, 선·후배, 교사·교수, 일반 대중 등)에
대한 개인(나)의 생각이나 평가, 또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지각에 대한 ‘자아개념’을 일컫는 것이고, ‘자아성찰’은 자아개념에 대한 ‘응시(바라봄=사랑)’나
세계(대상)에 대한 ‘응시’를 통한 자기 자신의 이해 정도,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주체적·능동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응시에 따른 ‘자아 성찰’의 과정과 타자와의 ‘소통’의 과정은 (3)과 같은 담론공간에서 이루어
지며, 이러한 담론 공간의 성격에 따라 글쓰기의 유형을 체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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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들의 담론공간과 글쓰기

가. 자아와의 담론공간(자아 내적 공간) : 성찰적 글쓰기 → 사적 글쓰기
a. ‘또 다른 나’에 대한 성찰
b. ‘타자’에 대한 성찰
c. ‘나’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성찰
나. 타자와의 담론공간(자아 외적 공간) : 소통적 글쓰기 → 공적 글쓰기
a. 학술 담론공간 : 보고서/논문 쓰기
b. 사회 담론공간 : 시사·교양적 글쓰기
c. 예술 담론공간 : 감상적 글쓰기
(3가)의 자아와의 담론공간에서, 나(주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
니라 (2)의 자아 응시처럼 내가 지향하는 주관화에 따라 인지하고 개념화한다. 즉 사적 관계로
써 과거의 나, 가족, 친구나 동료, 선·후배 등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각하는 나(주체)의
정신공간이다. 그러나 (3나)의 타자와의 담론공간에서는 자아(주체)의 대상(세계)에 대한 지향
성(正)과 더불어 대상(세계, 타자)에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반향성(反)에 대해 타자를 인식하
는 동시에, 나의 자아개념과 타자의 자아개념이 서로 소통한다. 즉 자아의 인식은 타자의 시
선으로 나를 객관화할 수 있으며(合), 이러한 자기 이해를 통해서 타자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행동(실천)한다.
(3나a)의 학술 담론공간에서 보고서나 논문 쓰기는 대학생들의 전공 학습과정에서 교과 내
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교수와 학생들 간의 교수-학습을 위한 소통의 글쓰기로써 보고서나
논문의 기본 형식과 대학생들의 연구 윤리가 강조된다.
(3나b)의 사회 담론공간에서의 시사·교양적 글쓰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공적
인 문제에 대하여 상식11)의 범위에서 사건을 전달하거나 평가하고 주장하는 글쓰기로써 대중
들과 소통한다.
(3나c)의 예술 담론공간에서의 감상적 글쓰기는 작자의 현실 재구성이라는 허구화된 창작
작품을 감상하고, 이것을 자아 담론공간이나 사회 담론공간에서 ‘감상문, 예술비평문(평론/논

11)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
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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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칼럼/리뷰)’ 등을 통해서 자아성찰이나 사회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대중들과 소통한다.
사회 담론공간의 시사·교양적 글쓰기는 현재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기사문’과, 사회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 기술보
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문제점이나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평가하고 설득하는 ‘시사비평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사비평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시의
성) 사회적 사건들인 기사문을 읽고(객관성),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사회 현실의 문
제점을 찾아내어 평가하고(비판성), 더 좋은 사회로 개선하기 위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논증성), 공동체적 삶을 지양하는(공정성) 글쓰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
비평문’에는 (4)와 같은 유형들이 있다.

(4) ‘시사비평문’의 유형
가. 평론(評論) : 사물의 가치, 우열, 선악 따위를 평가하여 논함. 전문적이고 학술적 성격의 글로써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함.
나. 사설(私設) : 신문이나 잡지에서, 해당 언론사의 공식적 주장이나 의견을 밝히는 논설문.
다. 논평(論評) : 어떤 글이나 말, 사건 따위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여 비평(批評)함.
라. 칼럼(column)/오피니언(opinion) : 신문, 잡지 따위의 기고란. 시사·교양적 내용의 비교적 짧은 비평적인
글로써, 객관적 사실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논증 형식의 에세이(중수필).
마. 그 외 : 만평(漫評), SNS 글쓰기(트위터, 페이스북, 토론방), 대자보 등
(4)의 ‘평론, 사설, 논평, 칼럼, 만평’ 등은 모두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비판한 논
설문 형식의 글쓰기이다.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은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일상생활과
매체를 통한 ‘사회 담론공간’에서 자아와 타자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한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
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공동체적 삶을 지양하는 글쓰기가 바로 ‘시사·교양적 글쓰기’이다.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내용 전개 방법은 객관적 사실(사건)에 근거한 글쓴이의 의견을 주
장하는 글쓰기로 ‘논증’의 방법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가)의 평론은
그 분야의 전문가, 즉 교수들이 자기 전공 지식을 중심으로 비평한 학술적 글쓰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4나)의 신문 ‘사설’은 전문 위원들을 위촉하여 각 신문사를 대변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4다)의 ‘논평’은 주로 기자들이 객관적 사실(사건)에 대한 시사적 문제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거나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나 그 평가에 대한 가치(의미)를 부여한 글쓰
기라고 할 수 있다. 즉, (4가)의 평론과 (4나)의 사설은 상대적으로 (4다)의 논평보다는 논증적
성격이 더 강하며, 반대로 (4다)의 논평은 평론과 사설보다 상대적으로 평가나 가치(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라)의 ‘칼럼’은 현재 사람들 삶의 문제와 관심거리 및 호기심을 자극하고 분석하는
글로써 필자 개인의 의견(주장)을 개성과 소신, 그리고 멋이 살아나도록 쓴 수필(에세이) 형식
의 글쓰기이며, 전문 칼럼니스트를 비롯하여 일반 대중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쓰
기이다. 그 외에도 (4마)의 풍자와 해학적 기법 중심의 만평(漫評), 트위터나 페이스북, 토론방
중심의 SNS 글쓰기,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대자보 등의 글쓰기
에서도 자유로운 시사비평적 내용의 짧은 글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글의 논리적 논증성이나
‘서론-본론-결론’의 체계적 완결성이 칼럼이나 평론·사설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새내기들이 가장 부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사비평문’의 대표적 장르는 바
로 ‘칼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통교양 대학 글쓰기에서 사회 담론공간의 ‘시사·교양적 글쓰
기’ 또한 칼럼 쓰기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 마련과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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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사례
3.1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 마련은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 담론공간’에서 시사·교양적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적 글쓰기의 절차에 따라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의 일반적 절차는 (5)와 같다.

(5) 글쓰기의 일반적 절차
가. 주제 정하기
나. 내용 생성하기
다. 개요 작성하기
라. 초고 쓰기
마. 피드백(첨삭) 및 완성글 쓰기
(5)는 일반적인 글쓰기 절차이다. 그러나 실제 글을 써 보면 반드시 이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5다)의 개요를 작성하면서 주제가 바뀔 수도 있고, (5라)의
초고를 쓰면서 부족한 내용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보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5라)의 초고
를 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담당교수의 피드백을 통해서 개요를 수정하기도 한다.
시사·교양적 글쓰기도 이와 유사하다.
(6)은 일반적 글쓰기의 절차에 따라 2014년 1학기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사회 담론공
간과 시사·비평적 글쓰기’ 3주(6시간) 교육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6) 사회 담론공간과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 및 실습 과제
구분
교육 내용(교재 구성)
1차시 : 강좌 소개와 평가 방법 안내
1주
2차시 : 대학생들의 담론공간과 글쓰기
2-4주 자아 담론과 성찰적 글쓰기
5-7주 학술 담론과 보고서/논문 쓰기
8주
중간고사
1차시 : 창의적 내용 생성하기(1)
- 훑어 읽기와 대상 설정 : 가주제
- 매체 자료 찾기
9주
2차시 : 창의적 내용 생성하기(2)
- 자료 분석 및 구상하기
1차시 : 논리적 구성과 개요도 작성(1)
- 자료 평가 및 소주제별 정리하기
- 참주제 설정
10주
2차시 : 논리적 구성과 개요도 작성(2)
- 개요도 작성 : 논증적 내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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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과제

<과제>
자료요약하기
<과제>
개요도 작성

11주
12-14주
15주

- 주장과 논거 : 비판적, 논리적 사고
1차시 : 초고작성 : 성찰과 평가
- ‘서론-본론-결론’ 쓰기
2차시 : 첨삭 및 퇴고
- 글과 문단 : 통일성, 논리성, 비판성
- 문장 : 우리말배움터
- 어휘 : 표준국어대사전
예술 담론과 감상적 글쓰기
기말고사

<과제>
초고 쓰기
개별 상담 첨삭

(6)의 9주차 교육내용인 ‘창의적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먼저, ‘무엇(어떤 사건)’에 대하여 글
을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즉 글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근 시사적 사건들(뉴스)을
훑어 읽고, 사회 공공의 공동체적 삶을 지양하는 글쓰기의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글
의 대상이 선정되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신문 기사문이나 다른 사람의 시사비평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때, 사건 행위자의 의도,
사회 공동체적 영향 관계 등을 객관적이고 공공적 입장에서 평가해야 하며, 특정 매체의 시청
률이나 구독률을 올리기 위한 의도로 사건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확대하는 것과 정치·경
제적 득실에 따른 사건의 은폐 등에 유의하면서 자료들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시사·교양적 사건의 대상 선정과 자료 수집은 첫째, (7)과 같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뉴스트랜드: 전체언론사’ 보기를 활용하여 주요 기사문들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
다.

(7) 포털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뉴스트랜드’ 예시

(7)의 각 매체들 중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이 대부분 시사·교양적 내용들이다. (8)
은 2014년 1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요약한 최근 기사문의 표제어들이다.

(8) 2014년 신문 기사문(뉴스)의 표제어들
1월 - 러시아 기차역 포탄 테러 33명 사망 범인러시아 무슬림 청년
- 서울역 유서 경찰이 은폐(유서는 박정권퇴진 국정원 정치개입반대 특검 주장)
- 일본 평화헌법개정 추진
- 캄보디아 시위 격화 유혈진압
- 의료파업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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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졸브 훈련 실시 북한 비방방송
- 국방부 해상 초게기 30년 된 S-3B 바이킹구매 결정
- 연예인사건 해결사 현직검사 구속수감
- 한국 신용카드 정보유출 대란
- 리비아 무역관장 알카에다에 납치 피랍
- 중국 할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지원과 일본정부의 발언(테러범)
- 국정원 정치개입과 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의 평가
- 케이먼군도 등 조세 회피처 한국인 272명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자금도피
2월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협의 징역 20년 구형
- 님북 이산 상봉 실무 접촉
- 여수 원유 유출사고
-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격렬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전격 해임 여수 원유 유출사고 막말 사건으로 해임
-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 경주 연수중인 대학생 건물 붕괴사고로 10여명 사망 부상 70여명
-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 한미연합 훈련 키리졸브 훈련 개시
- 소치 동계 올림픽 러시아 김연아 선수에게 부당 편파 점수 부과로 은메달
- 국정원직원 중국 가짜 문서 작성 간첩사건에 이용
- 우크라이나 시민혁명 성공 야누코비치 대통령 하야 국외 탈출
- 러시아 우크라이나 압박 크림반도 장악 우크라이나 압박 미국 등 서방 강력항의
3월 - 미국 유럽 등 러시아 강력 항의
- 러시아 경제 하루만에 11% 하락
- 북한 동해안 방사포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한미 연합훈련 대응사격)
- 민주 안철수 통합신당 창달 발의 정계 개편 신호탄
- 중국 전·인·대 개막
- 러시아군 크림반도 철수시작
- 빌게이츠 세계 최고 갑부 재등단
-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에 110억 유로 유무상 지원
- 말레시아 항공 베트남 해역 추락
- 한국 캐나다 FTA 협정 체결 (3월11일 타결)
- 육군 부사관 원사 위에 현사 직급신설
- 정치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건의안
-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 개최합의
- 푸틴 크림병합 비준 서명
4월 - 기초선거 무공천 여론조사와 철회 논란
- 국가부채 1117조원과 금융구조조정 추진
- 간첩사건(유우성) 증거 조작 수사결과와 대국민 사과
- 청년고용 종합 대책 발표
- 진주외고 학교폭력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재난 대응시스템 부재, 총리 사퇴 논란
-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회의
- 북한 4차 핵실험 조짐
- 해운업계 비리 의혹과 해경의 부실 대응 논란
- 오바마 대통령 방한
- 캄보디아 신발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실신
- 삼성-애플 특허 침해 평결
-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의 여학생 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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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의 국민 불신과 대통령의 사과
5월 - 세월호 사고 2차 희생 : 트라우마
-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 채동욱 의혹 수사 결과
- 무인기 북한 소행 결론과 북의 반발
-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 세월호 침몰사고와 부실한 정부의 대응
- 공무원들의 관피아 논란
- 국민 불신과 촛불정국
-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화재 참사
- 유병언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조사
- 밀양 주민들, 재산피해 집단 소송
- 6·4 지방선거
둘째, 이러한 기사문들뿐만 아니라, (4)의 유형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이 쓴 시사비평문들(평
론, 사설, 논평, 칼럼, 만평, SNS, 대자보 등)12)을 통해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들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이 쓸 글의 대상을 선정하고 글의 방향성
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9)는 칼럼, (10)은 대자보, (11)은 만평의 사례들로써,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하여 다양한 수사와 비유, 특정 독자층의 고민거리, 특정 사건에 대한 쉬운 이
해 등의 독창적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9)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 : 정치 칼럼의 사례
[기자 칼럼] 텁텁한 맛, 자극적인 맛
서울 여의도에는 두 개의 거대한 음식체인 본점이 있다.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 곰탕집,
젊은층을 겨냥한 음식을 파는 ‘새정치’ 분식집이다. 전국적 체인을 갖춘 두 음식점의 희비는 선
거라고 불리는 축제 때 얼마나 매출을 올리느냐에 따라 갈린다. 음식을 많이 판 음식점은 한동
안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쪽박을 찼을 때는 이름을 바꾸고 ‘신장개업’을 하는 신세가 된다.
최근 축제에선 새누리 곰탕집이 더 높은 매출을 올렸다. 곰탕의 기본 양념은 ‘보수’ ‘기득권’이
다. 국물맛이 텁텁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맛의 철학은 한결같고, 노년 단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2012년 총선·대선 축제 때 잠시 젊은층 입맛에 맞춘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시큼한 향신
료를 추가하기도 했지만, 곧 용도폐기했다. 하지만 조리 과정은 근대적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는 지적을 받는다. ‘성희롱’ ‘공천비리’ ‘돈봉투’ 등 벌레가 가끔 주방에서 발견됐다.
주인은 박씨 집안으로, 현재 여사장 겸 주방장인 박씨의 말은 곧 법으로 통한다. 단골장사를 하
는 음식점 특유의 고압적 자세와 불친절도 있다. 2012년 대선 축제 때 국정원이란 구더기가 곰
탕 국물에서 나왔다. 곰탕집에선 “구더기는 없다”고 잡아뗐다가, 여러 증거가 제시되자 “음식맛
은 그대로이지 않으냐”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2012년 대선 축제 때는 65세 이상 노인 고객에
게 곰탕값을 깎아준다고 했다가, 나중엔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새정치 분식집은 최근 하락세다. 늘 요란한 선전, 자극적인 맛이 이 분식집의 특징이다. ‘중도개
혁’과 ‘진보’가 기본 양념인데, 시류에 따라 수시로 비율을 바꿔왔다. 최근엔 안철수라는 새 주
방장을 영입하면서 ‘새정치’라는 양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율을 자주 변경하다보니
맛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엔 자극적인 맛에 혹했던 고객 중 일부는 “맵고 짜기
만 하지, 실제론 맛이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다.
분위기는 곰탕집과 정반대다. 지분은 여러 집안에 나뉘어 있다. 주방장은 수시로 바뀌고 “내 조

12) 최근 일간지에서는 ‘오피니언’란을 만들어 시사적 내용들을 모아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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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이 옳다”며 싸우는 소리가 주방 밖으로 새어나온다. 최근엔 대표 주방장인 안철수와 김한길
이 광주분점과 안산분점 지점장에 각각 자기 사람을 심는 나눠먹기 인사까지 단행했다가 욕을
먹었다. 매출 부진의 원인을 두고는 “여의도 본점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
는 풍수 지리적 해설을 끌어들이지만, ‘맛이 없어서 그렇다’는 본질은 외면한다.
두 체인은 얼마 전 ‘기초선거 정당 공천’이라는 식품첨가물(MSG) 사용 문제로 소동을 벌였다.
2012년 대선 축제 때 두 식당은 “몸에 안 좋은 이 MSG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선전한 바
있다. 곰탕집은 “원가를 고려할 때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MSG를 계속 쓰겠다고 했다. 분
식집은 곰탕집의 약속을 파기했다며 비난했지만, 결국엔 “곰탕집이 안 지키니 우리만 손해볼 수
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6월 지방선거 축제가 한 달 남짓으로 다가왔지만, 두 체인점 모두 매출 전망은 어둡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축제 분위기를 띄울 수 없다. 적극적인 호객행위는 불가능하고, 외식하러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다보니 두 음식점의 전략과 대응은 수동적이다. 새누리
곰탕집은 노년층 단골들이 변함없이 찾아와 “그래도 축제 때는 곰탕을 먹어줘야지”라고 외칠 것
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다. 새정치 분식집은 ‘맛없는 음식을 만든다’는 자신들의 근본적 문
제는 외면한 채 경쟁자인 곰탕집의 비위생적 조리법, 비민주적인 운영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반
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웃게 될까.
이용욱 정치부 기자, 경향신문 오피니언, 2014-05-09 22:00:27

(10)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 : 학생 대자보의 사례
[고려대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
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
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
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
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
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
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
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
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
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경영08 현우 [고려대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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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 : 만평의 사례

<2014년 5월 7일 한겨레 그림판>
(6)의 10주차 교육내용인 ‘논리적 구성과 개요도 작성’에서는 자료 분석 및 평가가 끝난 자
료들을 중심으로 참주제를 설정하고 개요를 작성한다. 이때 개요 작성은 주로 ‘서론-본론-결
론’ 또는 ‘기-승-전-결’로 논증적 내용 전개의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논증적 내용 전개
방법은 ‘논거-논증-주장’으로, ‘문제-해결식 전개’나 ‘논박식 전개’가 주로 사용된다.
‘문제-해결식 전개’는 주로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원인)을 분석·비판하고, 향후 이
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예: 세월호,
학교폭력), ‘논박식 전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할 때, 토론을 통해 이
를 조정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 전개 방법이다(예: 군가산점, 사형제도).
(6)의 11주차 교육내용인 초고 쓰기는 ‘서론-본론-결론’ 또는 ‘기-승-전-결’로 하되, 서론
(기)에서는 사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 문제제기, 글 쓴 동기와 목적 등을 제시하고, 본론(승,
전) 부분에서는 논거를 통한 논증과 주장, 즉 사회 공공의 시사·교양적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행위 주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든지, 도덕적·상식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든지, 아니면
시사·교양적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그리고 결론(결)에서는 본론
요약 및 반성이나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강조함으로써 끝맺는다.
그리고 12주차에는 담당교수의 1:1 상담을 통한 첨삭 및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완성글을
작성한다. 담당교수의 ‘첨삭’ 지도에서는 ‘글 → 문단 → 바른 문장쓰기 → 어휘 선택’의 순서
로, 글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연결성을 우선 점검하고13), 한글
맞춤법·띄어쓰기·어법 등의 바른 문장 쓰기와 유의어와 다의어, 외래어 사용 등 어휘 선택 등
을 ‘우리말배움터’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14)

13) 필자는 2014년 1학기 6개반 180여 명을 대상으로 ‘자아 성찰적 글쓰기’, ‘학술 보고서’, ‘사회 시사·교양적 글
쓰기’의 초고를 개인 상담을 통해서 1:1 첨삭을 시도했으나 상담 공간(도움터) 부족과 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면 첨삭과 수업 시간 중 공개 첨삭을 겸했다. 그러나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공개 첨삭
은 담당교수의 성향에 따라 ‘정치적 치우침’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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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수-학습(수업) 사례 분석
2014년 1학기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계획서의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3
주간) 수업계획서에 따라 수업을 진행했다. 즉 (6)의 수업계획서에 따라 ‘교수자의 강의와 예
시 → 학습자들의 실습 → 교수자의 첨삭 및 피드백 → 완성글 작성’의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학습자들의 실습 과제는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하게 했다.
아래 (12)는 한 학생들이 제출한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포트폴리오이다.

(12)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포트폴리오 사례

14) 대구대학교의 공통교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짧은 시수(2시간/2학점)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어법’
등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우리말배움터(http://urimal.cs.pusan.ac.kr/)의 ‘어
문규정(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과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그리고 국
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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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학기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강의 평가 결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사
람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다.”,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쓰기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글쓰기의 부담감을 덜
었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에 대한 불신감이 더 생긴다.”, “수업 진행이 너무 정치적이다.”, “수업 시수가 모자란다.”,
“수업이 지루하다”, “1:1 상담을 통한 첨삭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 시수의 부족’과 ‘1:1 상담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글쓰기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감만 더해주는 것은 아닌지 담당교수가 고
민해야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담론과 시사·교양적 글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의 이웃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는 것은 새내기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자아를 객관화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적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
려는 노력과 실천(참여)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문 요약(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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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2013), 대학 교양교육의 특성화와 역량기반 교양교육, 2013학년도 대구대학교 글쓰기 워크숍 –담론공간
에서 융·복합적 대학글쓰기 교육의 방향성-, 대구대학교 기초교육원, 1-11쪽.
최상민(2007),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전남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62, 한
국언어문학회, 183～206쪽.
홍혜경(2013), 대학 1학년생들의 역량과 현실,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3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
회, 135-140쪽.

- 18 -

“사회 담론공간과 시사·교양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사례 분석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권동(경상대)
1. 발표자에 따르면, 대구대학교를 비롯하여 오늘날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공통교양 글
쓰기의 교육적 핵심목표는 “자기 생각을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ㆍ창의적으로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기초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목표를 성취하
기 위해서는 제반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2013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글쓰기 교양교과목 선진화모델 연구｣에서 밝힌 “대구대학교 공통교양 ‘글쓰
기’ 교과목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1) 하나의 연구결과보
고서가 다음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된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
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참여했던 연구자의 일원으로서 그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견해를 듣
고 싶습니다.
2. 발표자는 자아가 시사ㆍ교양적 사회 현상(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타자와의
시사ㆍ교양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사회 담론
과 시사ㆍ교양적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신문
기사문(뉴스)의 표제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칼럼의 사례(｢(기자 칼럼) 텁텁
한 맛, 자극적인 맛(이용욱 정치부 기자, 경향신문 오피니언, 2014-05-09)｣나 학생 대자
보의 사례(｢(고려대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경영08 현우)｣, 그리고 만평의 사례(｢2014년
5월 7일 한겨레 그림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련의 사건들이 우
리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풍조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것은 곧 사건으로부터 의미로 분리시키지 못하고, 이미 의미화된 의미를 추수(追隨)하여 자
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의 견해가 자칫 “정치적이
다”든가 “지루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성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사(時事)가
“그 당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이라는 의미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 사건을 글쓴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2) 그렇다면 오늘날 읽히지 않
는 대학신문과 지방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오늘날 글쓰기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개별 첨삭지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별 첨삭
을 지금까지 해온 저로서도 때로는 과연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
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집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개별 첨삭지도에 대해서 자유롭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서 논의한 문제점은 “1) 글쓰기 교과목의 단계적 교육과정의 부재이다. 2) 수업 시수 부족으로 인
한 ‘읽기, 말하기/듣기, 글쓰기’의 통합적 교육이 어렵다는 점이다. 3) 핵심 교양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글쓰기 공통교양 교과목들의 교육내용 개편과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4) 글쓰기를 클리닉센터(글
쓰기 도움터)의 운영 및 활성화이다. 5) 글쓰기 교ㆍ강사들의 정기적 워크숍을 통한 글쓰기 담당교수
들의 전문화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6) 기초교육원의 조직(기구)과 관련된 글쓰기 과정 기구의 재정
비가 시급하다.”와 같이 6개 항목이다.
2) 문체상 ‘기(記)’란 단순히 일을 기록한 문장을 일컫는다. 기사(記事)는 인물이나 사건을 사실대로 기술
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사관이 역사서에서 놓친 것을 문인과 학사들이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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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민재·김진웅(연세대학교)

1. 서론
글쓰기 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쓰
기 평가(writing assessment)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1).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쓰기 평가
를 다룬 학술지 논문 58편 중 34편이 대학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2). 초·중등에 비해 대학 글쓰기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것은 글쓰기 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점차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3). 이러한 요구는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과 밀접한 연관
이 있다. 34편의 논문 가운데 23편이 직·간접적으로 평가 방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총체
적 평가(holistic scoring)가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
(정희모, 2009), 결과 중심 평가에 치우친 기존의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김병길, 2009) 등은
이전까지 대학에서 활용된 쓰기 평가의 문제점들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글쓰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정희모, 2009; 2010)과 평가 기준(최병선, 2009;
최상민, 2011) 등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평가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장되었
다.
결과 중심 평가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의 활용을 주장하거나 포트폴리오
평가, 진단 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들에 대한 논의 및 적용 사례를 다
룬 연구들(김민정, 2009; 김병길, 2009, 이명실, 2008)과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비교
(정희모·이재성, 2008), 쓰기 평가가 단지 쓰기 능력의 측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달
가능성, 잠재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최상민, 2011)도 제기되었다4). 이러한 연구들은
1) 김경남(2013)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글쓰기 평가 관련 학위 논문은 56편(박사-4편, 석사-52편)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 20편, 중등 30편, 대학 2편, 기타 4편이다. 대부분의 논문이 초·중·고등학교 수업
결과 평가 사례에 치우쳐 있다. 학위 논문을 제외한 학술지 논문은 59편이다(1편은 2000년 이전). 본
연구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김경남(2013) 이후 쓰기 평가를 다룬 관련 논문은 박종임(2013)의 박사학
위논문(「국어교사의 쓰기 평가 특성 연구」), 강태연(2013)의 석사학위논문(「동료 평가가 과학 글쓰기
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2) 58편의 학술지 논문 중 초등 11편, 중등 3편(기타 10편)으로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다.
3) 또 다른 이유로는 글쓰기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들의 설립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학회들의 설립 목적은 쓰기 교육에 대한 이론적 작업 및 교육 콘텐츠 연구
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회 활동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이 하나의 학문으
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교수자들 및 연구자들이 폭넓게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4) 최상민(2011)의 주장은 이재승(2005, 2006)의 논의를 토대로 역동적 평가(dynamic assessment) 개
념을 덧붙인 것이다. 역동적 평가는 글쓰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방법으로 ‘상호
작용평가(interactive assessment)’, ‘학습잠재력 평가(learning potential assessment)’, ‘근접발달
대평가(evaluation of the zone of poximal development)’, 중재된 평가(mediated assessment)’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역동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비고츠키의 근접발달대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한순미, 2006: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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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글쓰기 교육 연구 및 영미권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대학 수준에서 가장 시급
히 요구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일부 연구들의 경우 심화된 이론적
논의나 실험을 통한 결과를 산출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
다.
그간 수행된 대학 글쓰기의 평가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과는 달리, 평가 지도 방안이나 평가자 교육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수자들이 글쓰기 전
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 방식 못지않게 중요한 연구 분야가 평가자에 대한 연구
이다. 평가자, 즉 교수자들이 선호하는 평가 방식과 쓰기 평가 인식,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 요
인 및 평가 준거,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등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평가 특성을 다룬 연구
는 전무하다. 초·중등 국어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 및 직무연수 등을 통해 쓰기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은 이
런 기회를 갖기 어렵다5). 또한 대학 글쓰기 교육이 교양교육의 핵심이라는 점, 아직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현재 대학에서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이 복수의 텍스트
에 대해 수행한 총체적·분석적 평가 자료를 토대로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특성을
분석하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대학 글쓰기의 평가 개념
교육에서 평가(evaluation)는 “교수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행동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으로 학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과정”(황
정규, 1998:37)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수계획에 관한 의사결정’과 ‘학습의 극대
화’이다. 즉, 평가는 교수계획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학습의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교육 목표와 교육 활동상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데서 나아가 송환
(feedback)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최은정,
1994:11)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글쓰기 평가는 ‘학생의 쓰기 능력을 측정하여 관련 정보
들을 수집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과정’6)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가되어야 할 글쓰기 능력은 무엇인가. 베레이터(Bereiter, 1980:82)는 ‘문자 언어
표현의 유창성’,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 ‘쓰기 관습의 숙련도’, ‘독자
및 쓰기 상황과 글의 주제를 적절히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우수한 글에 대한 감상력과 판
별력’, ‘통합적 사고력 및 통찰력’ 등 여섯 가지 요소들이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

5) 현 상황에서는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어렵다. 교육에 필요한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특성을 분석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 글쓰기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지만 평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6) ‘측정(measurement)’과 ‘평가(evaluation)’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측정’은 대상의 특성을
‘숫자’로 표현하는 결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평가’는 “가치 있는 교육 목표에 입각한 학습
자들의 성장 발달과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용어”(서수현, 2008:20) 라는 점에서
다르다. 평가에 대한 본고의 정의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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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다. 이러한 쓰기 능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가 ‘학술적 담화(academic discourse)’7)를 다루는 대학 수준에서의 쓰기 능력에 적용되기 위
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술적 담화에 토대를 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에는 소위 ‘학술적 글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대학 수준의 글쓰기에는
“학술적인 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표현력과 선행 연구물에 대한 이해력 및 논리
적 비판력, 발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사고력”과 “선행 연구 성과를 정확하고 올바
르게 수용하는 글쓰기 윤리”(김병길, 2008:144-145)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쓰기
능력에 학술적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요구되는 대학 글쓰기의 평가는 기존의 평가보다
정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쓰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글의 유형(text type)’
과 ‘쓰기 과제(writing task)’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Weigle, 2002:7-12).
선행 연구 성과에 대한 논리적 비판력과 문제의식을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한 대학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글쓰기의 유형은 논증적 글쓰기(argumentation)
이므로 글의 유형은 논증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 쓰기 교육에서 자주 다루는 서사문이
나 묘사문 등은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는 대학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 볼
때, 학술적 글쓰기는 결국 논증적 글쓰기임을 알 수 있다. 학술적 글쓰기 평가에서 핵심을 차
지하는 글의 유형이 논증문과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석주연, 2005) 역시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쓰기 과제는 글의 유형과 함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쓰기 과제
와 관련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사적 요소의 구체화 정도’와 ‘쓰기 과제 안내 방
식’으로 나눌 수 있다(박종임, 2013:18). 수사적 요소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으로 글
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따라서 수사적 요소의 구체화 정도는 필자가 산
출하는 결과물의 질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8). 쓰기 과제의 안내 방식은 필자가
쓰기 과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와 연관된다. 따라서 쓰기 과제 안내문은 최대한 구
체적으로 작성되어야 쓰기 과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3) 쓰기 평가자의 쓰기 평가 경향
중등학교의 경우 글쓰기 지도 및 평가를 거의 국어과 교사들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은 국문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과학철학 등 중등
학교에 비해 교수자들의 학문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초·중등 교사들은 교육과정 및
임용시험을 거치면서 쓰기 평가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직무연수를 받는 반
면, 대학 교수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쓰기 평가에 대해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7) ‘학술적 담화(academic discourse)’는 본래 ‘특정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특별한
학술적 관습들에 익숙한 학문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구어와 문어’를 말한다. 글쓰기 분야에서
는 Shaughnessy(1977)가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라는 용어를 쓴 이후 Bizzell(1978,
1982)이 대학 1학년 학생들의 글쓰기는 학술 공동체에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일반화되었다.
8) 수사적 요소들이 구체화될수록 필자의 쓰기 전략과 쓰기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글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대 입장을 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박종임,
2013:18-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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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쓰기 평가 경향에 대한 연구들(최숙기,
2010; 박영민·최숙기, 2009; 가은아, 2008; 민태범, 1991)은 어느 정도 수행된 반면9), 대학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의 경향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렵다.
초·중등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보면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경향
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은 평가자의 엄격성(severity), 일관성(tendency), 편향성(bias effect)
의 정도 그리고 채점자의 주관성으로 인한 채점 오류, 평가자의 채점 점수 중앙 집중화 경향
(Landy & Farr, 1983)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과 더불어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
기 평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 대학 글쓰기 교육의 상황이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대학 교수자들은 첨삭이나 강평과 같은 같은 교수자 피드백을 겸하여 쓰기 평가를
하게 된다. 최종적 강평 같은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쓰기 과제를 수행한 초고에 대해
피드백을 하면서 중간 평가를 하고 수정본에서 발전된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평가 결과가 단지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평가받은 글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이 일정 정도
과정 중심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첨삭 중심의 평가는 총체적 평가와 분석
적 평가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수자는 내용,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첨
삭을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participants) 선정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A대학교에서 글쓰기 과목을 담당
하고 있는 강사 및 튜터(tutor)10) 8명(강사 6명, 튜터 2명)을 선정하였다. 2명의 튜터 역시 강
사와 마찬가지로 글쓰기 과목에서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교수자
와 튜터를 동등한 쓰기 평가자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11). 연구참여자 선정에는 대
학교 글쓰기 과목을 3학기 이상 담당하거나 튜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
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문적 배경은 7명은 국어국문학(4명: 국어학, 3명: 현대문학), 1명은 비
교문학이었다. 성별은 남성 4명, 여성 4명 동수로 구성되었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9) 박종임(2013)에 따르면 초·중등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쓰기 평가자 경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평가 엄격성 정도 분석(최숙기, 2010; 박영민·최숙기, 2009), 평가자 성별에 따른 논평의 차이
(Peterson & Kennedy, 2006), 쓰기 신념 분석(White & Brunning, 2005; 가은아, 2008), 평가자의
동성(同姓) 평가 절하 현상 분석(Peterson, 1998; Haswell & Haswell, 1995, 1996), 인지 양식이 평
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민태범, 1991)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0) 튜터(tutor)는 글쓰기 강의의 질을 높이고 예비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A대학에서 실시하
는 제도이다. 튜터는 교수자와 함께 글쓰기 수업 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며 학기에 1강좌 당 4회
강의(8시간)와 학생들의 글 첨삭 및 면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단지 교수자의 첨삭을 돕는 조교와
는 다른 개념이다. A대학에서는 최소 1년 이상 튜터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만 글쓰기 강사직에 지
원할 수 있다.
11) 이러한 판단은 A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튜터제도의 특성과 2명의 연구 참여자가 모두 1년 이상 튜
터 업무를 수행한 것을 근거로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강사와 튜터를 모두 연구 참
여자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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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8명에게 먼저 1,2차에 걸쳐 4개의 텍스트에 대한 평가 및 평가시 적
용하는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다12). 연구자들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연구참여자들에게 4개의 텍스트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1차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평가
대상인 텍스트 4개와 과제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첨삭)과 채점 그리고 최소 7줄 이상의 총평을 요청하였다. 연구자들은 텍스트
4개를 모두 글 파일(줄간격 200)로 제공하였다13). 1차 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총 4일이었다.
연구자들은 1차 평가 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총체적 평가 방식으로 텍스트를 평가하도록 주문했
다. 연구자들이 1차 평가에서 총체적 평가를 요구한 이유는 교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가
방법의 하나이며 첨삭과 총평을 거치며 연구참여자들에게 형성된 텍스트의 인상에 따른 점수
부여 경향을 파악하는데 총체적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첨삭과 총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텍스트 전체의 유기성에 초점을 맞추
게 되는데 총체적 평가가 텍스트의 유기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Cooper, 1977)도 고려하였다.
2차 평가는 연구참여자들에게 1차 평가 자료를 모두 수거한 뒤 1주일이 경과한 후14) 시행했
다. 2차 평가에서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평가준거표에 근거하여 1차 평가에서 평가 대상이었던
4개의 텍스트에 대해 내용, 구성, 표현 영역별로 각각 10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를 요청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평가준거표는 기존 연구(Diederish, 1985; Hoetker & Brossell,
1990; Boise State University analysis sheet list; 정희모·이재성, 2008; 서수현, 2011; 서
영진·전은주, 2012; 이윤빈·정희모, 2014)에서 활용된 평가준거표들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
다. 또한 평가준거표를 근거로 평소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글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방식
을 활용하여 내용, 구성, 표현 영역의 비중을 배분하도록 요청했다15). 마지막으로 평가준거표
를 보고 4개의 텍스트를 평가했을 때 실제로 적용했던 항목만을 찾아16) 중요도에 따라 표시
하도록 했다17).

12) 평가 대상인 4개의 텍스트는 A대학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즉시
쓰기(direct writing) 과제 결과물 중 임의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쓰기 과제는 ‘원하는 경험들을
제공하는 경험 기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주장의 근거들을 바탕
으로 1000자 내외(±50자) 글을 쓰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즉시 쓰기 방식이 학생들에게 주제, 쓰기
환경, 자료 접근성 등의 세부 조건들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인들을 차단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쓰기 과제 안내문은 과제
내용에 대해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되었고 과제 실시 전에 동료 교수자
들에게서 사전 검증을 받았다.
13) 학생들이 작성한 4개의 텍스트들은 워드프로세서(글)로 입력하여 각각 파일을 생성했다. 텍스트들
을 워드프로세서로 재입력함으로써 손 글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독성의 차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재입력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들은 모두 제출자의 이름을 삭제한 후, 일련
번호(텍스트1,2,3,4)를 부여했다.
14) 1차와 2차 사이에 1주일의 간격을 둔 이유는 2차 평가 시 연구참여자들에게 1차 평가 후에 남아있
을지 모르는 텍스트들에 대한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
각곡선(Forgetting curve)에 따르면 개인의 기억보유량은 학습 후 9시간동안 급격하게 망각이 발생
하고 대략 6일 이후부터 31일까지는 망각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를 텍스트에 대한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1주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5) 이 때 3개 영역 비중의 합은 100이 되도록 요구했다.
16) 연구참여자들에게 텍스트 평가 시 실제 적용했던 항목에만 적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강조했다.
17) 항목의 중요도는 5점 척도를 활용했다(5점-매우 중요하게 고려함, 4점-상당히 고려함, 3점-어느 정
도 고려함, 2점-거의 고려하지 않음, 1점-전혀 고려하지 않음). 연구참여자들은 내용, 구성, 표현 영
역으로 나누어진 총 15개 항목에 대해 텍스트 평가 시 실제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중요도를 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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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들은 8명의 연구참여자들이 평가한 1차 자료(첨삭, 채점, 총평) 32개, 2차 자료 8개 총
4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음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1차 자료 중 첨삭 내용을 평가준거표의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텍스트 첨삭(1차)
은 4개의 텍스트를 각각 줄(line) 단위로 구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예를 들어 텍스트1의 두
번째 줄은 T1-L1, 텍스트4의 10번째 줄은 T4-L10)한 후, 연구참여자별(P1에서 P8까지)로 첨
삭 내용을 분류하였다. 첨삭내용의 분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평가준거표 항목들에 1에
서 15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첨삭 내용들을 해당항목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수정·보완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평가준거표는 [표 1]과
같다. 첨삭 내용의 분류는 텍스트별 그리고 연구참여자별로 수행되었다. 텍스트와 연구참여자
를 기준으로 첨삭 내용 분류를 복수로 진행한 이유는 텍스트들이 지닌 고유의 성격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의 첨삭 경향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표 1] 연구 참여들에게 제시한 평가준거표
대상

항목

영역

번호

내용

구성

하위 영역

평가 내용

1

주제의 적절성

주제가 과제 요구에 부합하는가.

2

주장의 논리성

주제에서 파생된 주장들이 논리적인가.

3

논거의 적합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적합한가.

4

중심 아이디어의 독창성

5

배경 지식의 활용

6

구성의 체계성

7

구성의 균형성

8

단락 간의 응집성

9

주장과 논거의 유기적 연결

10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

11

문법적 정확성

문법 요소들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가.

12

문장 의미의 전달성

문장의 의미가 원활하게 이해되는가.

글의 주제로 발전되는 필자의 아이디어
가 독창적인가.
글의 내용 전개에 필자의 배경 지식이
적절히 활용되었는가.
글 전체의 구성이 체계적인가.
구성에 따라 글의 분량이 균형 있게 배
분되었는가.
단락 간의 연결 방식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주장이 논거에 의해 효과적으로 드러나
는가.
문장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는
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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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맞춤법, 띄어쓰기 및 구두점의 사용이

13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정확성

14

어휘의 적절성

15

장르에 따른 문체의 적절한 사용

문체가 장르의 관습에 부합하는가.

16

기타

위 항목을 제외한 대상에 대한 언급

정확한가.
어휘가 사전적, 문맥적 차원에서 적절한
가.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총평들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1차 평가시 텍스트별 피드백을
수행한 후 작성한 총평의 경향을 내용, 구성, 표현의 3개 영역에서 피드백 결과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2차 평가에서 답변한 평가준거표 중시 항목 및 중요도와 실제 첨삭 내
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제시된 평가준거표의 15개 항목 중 연구참여자들이 표기한 실제
평가시 적용하는 항목과 항목별 중요도 그리고 실제 평가시 적용하는 3개 영역의 비중을 1차
평가의 피드백 경향과 비교·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참여자들의 피드백 양상 및 특성
연구참여자들이 각각 4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한 내용은 모두 527개였다. 이중에
서 내용 영역 59개(11.19%), 구성 영역 52개(9.86%), 표현 영역 320개(60.72%), 기타 96개
(18.21%)였다. 표현 영역에 해당되는 피드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
데 이런 경향은 연구참여자 8명에게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전체 피드백에서 표현 영역에 해당
하는 내용은 55%에서 78.12%로 개인적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현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텍스트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

인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이 4개의 텍스트 중 특정 텍스트가 지닌 특징 때문에 발생하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학생 텍스트를 피드백 할 때 다른 영역에 비해
표현 영역에 대해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구참여자별 텍스트 피드백 결과(개수)
내용

구성

표현

기타

총계

P1

8

3

67

8

86

P2

7

7

32

4

50

P3

13

6

43

7

69

P4

6

7

40

3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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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8

8

33

10

59

P6

4

11

33

12

60

P7

2

6

25

1

32

P8

11

4

47

15

77

총계

59

52

320

96

527

[표 2] 연구참여자별 텍스트 피드백 결과(비율)
내용

구성

표현

기타

P1

9.3

3.48

77.9

9.3

P2

14

14

64

8

P3

18.84

8.69

62.31

10.14

P4

6.52

7.6

43.47

42.39

P5

13.55

13.55

55.93

16.94

P6

6.66

18.33

55

20

P7

6.25

18.75

78.12

3.12

P8

14.28

5.19

61.03

19.48

[표 3] 텍스트별 피드백 결과(개수)
내용

구성

표현

기타

총계

T1

14

18

97

3

132

T2

25

11

86

29

151

T3

5

7

72

23

107

T4

15

16

65

41

137

총계

59

52

320

96

527

[표 4] 텍스트별 피드백 결과(비율)
내용

구성

표현

기타

T1

10.6

13.63

79.48

2.27

T2

16.55

7.28

56.95

19.2

T3

4.67

6.54

67.28

21.49

T4

10.94

11.67

47.44

29.92

피드백에서 표현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대학생들 사이의 동료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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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빈·정희모, 2014:312-313)에서도 확인되었다. 동료 피드백에서는 표현 영역이 40%대로
내용이나 구성 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학생들이 글쓰기 피드백
을 문장 교정 정도로 여길 가능성을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기존 연구(이윤빈·정희모, 2014;
서영진·전은주, 2012)들을 살펴보면 피드백에서 표현 영역을 다룬 비중이 내용이나 구성 영역
에 비해 높은 현상은 고등학생18), 대학생의 경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19). 소머즈
(Sommers, 1982:151)는 학생들이 피드백을 할 때 내용이나 주제 또는 구성이 아닌 문법이나
문체 등의 표현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뚜렷한 이유는 피드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피드백에서 표현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의 원인은
기존 연구들이 분석한 것처럼 피드백 주체가 지닌 글쓰기 능력의 미숙함에서 찾고 있으며 이
러한 견해는 그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견해는 글쓰기 경험이 풍부하고 글쓰기
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글쓰기 교수자들의 피드백과 평가에서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글쓰기 경험이 풍부하고
다년간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한 대학의 글쓰기 교수자들의 피드백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원인 분석에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된 평가 대상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텍스트이므로 표현 영
역의 미숙함 정도가 고등학교 학생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표
현에 관한 피드백 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표현 영역이 미숙한 텍스
트들이 내용이나 구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4개의 텍스트들이 모
두 내용이나 구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유독 표현만 미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드백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대상 텍스트에서 가장 미진하거나 미숙
한 부분에 대해 주로 언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가장 쉽게 파악할 있는 부분에
피드백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표현은 내용이나 구성과 달리 텍스트를 읽는 순
간부터 피드백 주체가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피드백 내용이 표현 영역
에 집중되는 현상은 피드백 주체나 평가자의 수준과의 상관성보다는 표현이 다른 영역에 비해
미숙함이 쉽게 눈에 띠므로 언급의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현상의 본질을 설
명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텍스트에서 표현의 미숙함은 평가 주체가 텍스트를 읽어나가
면서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내용이나 구성 영역에 대한 평가는 보다 메타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내용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구성의 체계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읽기와 고도의 쓰기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내용과 구성 영역의 평가는 표현
영역에 비해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
한 평가의 특성을 근거로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이 표현 영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했던 것
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과 같은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원
인을 단지 피드백 주체의 전문적인 지식 소유 여부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연구자들은 쓰기 과제의 성격도 피드백이 표현 영역에 집중되는 양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
18) 서영진·전은주(2012)는 고등학생들의 동료 피드백의 양상을 연구했다. 대상 고등학생들의 피드백은은
‘표현’(50.8%), ‘내용’(30.7%), ‘조직’(18.4%) 순으로 나타났다.
19) 이윤빈·정희모(2014)는 피드백의 대상 영역을 ‘주제’, ‘내용’, ‘구성’, ‘표현’으로, 서영진·전은주(2012)
에서는 ‘내용’, ‘조직’, ‘표현’으로 설정했다. 본고의 ‘내용’, ‘구성’, ‘표현’의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락적으로 이윤빈·정희모(2014)의 ‘주제’와 ‘내용’은 ‘내용’에, 서영진·전은주(2012)의
‘조직’은 ‘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 개의 연구에서 다루
는 ‘표현’은 동일한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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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된 평가 대상 텍스트의 쓰기 과제는
‘원하는 경험들을 제공하는 경험 기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쓰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서는 학생 필자가 주제 선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또한 경험 기계 사용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즉, 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교수자는 내용 영역에서
자신이 언급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
구자들의 판단은 텍스트 총평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연구참여자들의 총평에서도
내용 영역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평에서는 표현과 구성 영역에서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룬다. 구성 영역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텍스트의 문장 단위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구성의 체
계성이나 서론-본론-결론 비중의 균형 그리고 단락 간의 연결성에 대해 언급하기가 힘든 반
면, 총평에서는 평가자가 텍스트의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구
성 영역에 대한 언급은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소위 메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문장 단위의 언급이 끝난 후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총평은 말 그대로 텍스
트에 대해 최종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므로 구성과 같은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에 대
한 언급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제 쓰기 평가시 적용하는 항목 및 중요도와 피드백 경향의 비교
흥미로운 것은 피드백을 겸한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표기한 평가준
거표 15개 항목의 중요도의 비교 결과이다. 15개 항목 중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가장 중
요하다고 표기(5점 표기)한 항목은 3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적합한가’였다. 그 다음
으로는 7명의 연구참여자들이 5점을 표기(1명-4점 표기)한 9번 항목이었고 6명이 5점을 표기
(2명-4점 표기)한 2, 6번 항목 그리고 12번 항목(1명-4점 표기, 1명-3점 표기)이 뒤를 이었
다. 상위 5개 중 내용과 구성 영역은 2개씩 선정된 반면, 표현 영역은 1개만 선정되었고 순위
도 가장 낮은 5위였다. 상위 5개에서 3개 항목(3,9,2번)이 텍스트의 논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텍스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주장의 논리
적 전개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쓰
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글의 유형(text type)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술적 담화에 기반을 두는 대학의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논증적 쓰기로 이해되며 가장
중요한 글의 유형 역시 논증문과 보고서 등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쓰기 평가에서 주장의 논리
적 전개와 관련된 항목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역시 논증적 글쓰기가 중심을 이룬다
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표기한 평가시 중요항목(상위 5개)20)

순

항목

대상

위

번호

영역

1

3

내용

하위영역

평가내용

논거의 적합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점수
40점

5점-8명

20) 항목 순위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총점이 높은 순이고 총점이 동일한 경우 5점과 4점 개수가 많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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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가
주장과 논거의

주장이 논거에 의해

유기적 연결

효과적으로 드러나는가

2

9

구성

3

2

내용

주장의 논리성

3

6

구성

구성의 체계성

글 전체의 구성이 체계적인가

5

12

표현

문장 의미의

문장의 의미가

전달성

원활하게 이해되는가

주제에서 파생된 주장들이
논리적인가

39점

38점

38점

5점-7명
4점-1명
5점-6명
4점-2명
5점-6명
4점-2명
5점-6명

37점

4점-1명
3점-1명

연구참여자들이 표기한 평가시 중요 항목에서 표현 영역이 내용이나 구성보다 비중이 낮은
경향은 총점 점수 범위를 30점까지 확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1,10,14번이 32점, 7번이 31
점으로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14번(8위)이 유일하다(부록 1 참조). 즉 상위 9개 항목에
서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2개로, 내용 영역 3개, 구성 영역 4개에 비해 적으며 순위
역시 낮은 편이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평가 과정에서 내용이나 구성에 비해 표현이 상대적으
로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텍스트 평가에서 표현 영역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참여자들의 인식 경향은
텍스트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부여할 때 3개 영역에 적용하는 비중을 표시한 결과를 통해
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내용과 구성 영역의 평균은 45%, 35%인 반면, 표현 영역의
평균은 20%였다. 2명의 연구참여자(P1, P4)만 표현을 구성과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할 뿐, 나
머지 6명은 표현이 3개 영역 중 가장 낮았다.

[표 ] 연구참여자들이 실제 평가시 3개 영역의 적용 비중21)
단위: %

내용

구성

표현

P1

40

30

30

P2

50

30

20

P3

50

40

10

P4

40

30

30

P5

40

40

20

P6

50

30

20

21) 연구참여자들이 표기한 3개 영역의 비중은 n수가 작으므로 이 경우 최빈값이 더 정확한 데이터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표 ]의 내용, 구성 영역은 50%와 40%, 40%과 30%이 각각 4개씩으로 최
빈값을 산출하기 어렵고, 표현 영역은 최빈값이 평균값과 동일하여 부득이하게 평균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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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40

40

20

P8

50

40

10

평균

45

35

20

연구참여자들이 표기한 평가시 중요항목 순위와 3개 영역의 적용 비중을 산출한 결과, 표현
영역은 내용과 구성 영역에 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드백을 위주로 수행된 1차 평가의 조사 자료와는 배치된다. 연구참여
자들은 글쓰기 평가를 할 때 내용-구성-표현 순으로 중요하며 적용하는 비중 역시 동일하나
피드백과 총평과 같은 실제 평가에서는 표현 영역에 대한 언급의 빈도가 다른 영역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쓰기 평가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과 실제 평
가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초고 쓰기-교수자의 피드백22)수정하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들이 교수자의 평가 인식과는 달리 피드백 과정에서 초
점을 맞추게 되는 표현 영역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평가 결과가 교수자의 인식과 다르게 산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경향을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되는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 방식에서 산출된 평가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학술적 담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학 글쓰기를 논증적 글쓰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표현에 비해 내용과 구성이 텍스트 작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피드백 및 평가에서는 표현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사실은 텍스트의 피드백이나 평가시 표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쓰기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의 부족에서 찾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처음에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
려 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22)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행되는 교수자의 피드백의 종류는 크게 개별 첨삭, 대면 첨삭, 전체 강평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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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들이 쓰기 평가시 실제 적용하는 항목 및 중요도 조사표
대

항

상

목

영

번

역

호
1
2

내
용

3
4
5
6
7

구

8

성
9
10
11
12
표

13

현
14
15

E1 E2 E3 E4 E5 E6 E7 E8

평가 내용

주제가 과제 요구에 부합하는가
주제에서 파생된 주장들이
논리적인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적합한가.
글의 주제로 발전되는 필자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
글의 내용 전개에 필자의
배경 지식이 적절히 활용되었는가.
글 전체의 구성이 체계적인가.
구성에 따라 글의 분량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가.
단락 간의 연결 방식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주장이 논거에 의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가.
문장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는가.
문법 요소들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가.
문장의 의미가 원활하게
이해되는가.
맞춤법, 띄어쓰기 및 구두점의
사용이 정확한가.
어휘가 사전적, 문맥적 차원에서
적절한가.
문체가 장르의 관습에 부합하는가.

5

5

3

4

5

3

4

3

5

5

5

4

4

5

5

5

5

5

5

5

5

5

5

5

3

3

4

3

4

3

×

2

×

×

×

×

×

×

4

2

5

4

5

5

5

5

4

5

5

4

3

3

3

5

4

4

4

3

3

3

4

4

×

3

5

5

5

5

5

4

5

5

5

4

4

4

4

4

4

3

5

4

5

3

3

2

4

×

5

5

5

5

5

5

4

3

4

4

3

2

3

2

3

3

5

4

4

3

4

5

4

3

5

4

×

2

×

2

4

3

×는 평가시 미적용 항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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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글쓰기의 어려움, 미문 혹은 명문의 숭고화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관한 토론문
곽은희 (대구대)

우리는 왜 ‘표현’에 집착하는가?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8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 1·2차에 걸
쳐 글쓰기를 하고 피드백을 하였으며, 피드백 결과를 수치화· 통계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
님께서는 “연구참여자들은 표현에 비해 내용과 구성이 텍스트 작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피드백 및 평가에서는 표현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글쓰기 평가자의 ‘인식’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평가의
‘실재’ 사이에 놓인 ‘간극’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현재 대학 글쓰기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
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대면하게 문제의식을 ‘미문 혹은 명문의 숭고화’에 두고, “우리는
왜 ‘표현’에 집착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을 시작으로 현재 대학 글쓰
기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자들의 피드백,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에서 유독 ‘표현’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피드백 주체의 글쓰기 능력 미숙”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첫째, 표현의 미숙함이 다른 영역에 눈에 잘 띄기 때문이며, 둘째, 내용과
구성 영역의 평가는 표현 영역에 비해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결국, 문제의 핵심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미숙’에 있는지, ‘평가의 어려움’에 있
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학생들이나 평가자들이나 글을 쓸 때 ‘표현’에 집착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표현’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
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논문에서 “표현 영역이 미숙한 텍스트들이 내용이나 구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표현 능력이야말로 내용과 구성 능력을 갖춘
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글쓰기의 최고 경지라고 ‘이미’ 전제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의하면, 표현은 어눌하지만 내용을 탄탄하게 구비한다든가, 혹은 구성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
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
이는 대학 글쓰기에 다다르기 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른바 글쓰기의 ‘모범’ 텍스트들이 ‘아름다
운 문장’ 혹은,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장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
리는 오랜 기간의 학교 교육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명문장들에 수없이 주눅이 들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좀더 펼쳐보면, 현재 대학 글쓰기의 어려움은 학술적 담화 공동
체를 만들기 위한 ‘논증적 글쓰기’와 글쓰기 경험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미문 혹은 명문의 숭고화’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에 대한 고민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사유 없이는 진전되기 어려
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 추출한 통계자료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
메타적인 통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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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2분과(국문학_고전문학)
장소 : 한의학관 214호

사회 : 박해남(성균관대)

발표자

발표시간

제 목

토론자

박재민(관동대)

14:00~14:30

향가와 대중성

권현주(영남대)

김영학(조선대)

14:30~15:00

한국 가면극의 ‘몸’ 연구 -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김경남(영남대)

중간 휴식
박유미(영남대)

15:10~15:40

三國遺事 <惠通降龍>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

김영권
(대구한의대)

김은지(경남대)

15:40~16:10

유배시고 <남천록(南遷錄)>류 연구

백순철(대구대)

제2분과 종합토론 (16:10∼17:40)
▷ 좌장 : 손정인(대구한의대)
▷ 토론 : 권현주(영남대), 김경남(영남대), 김영권(대구한의대), 백순철(대구대)

향가 대중화의 기반에 대한 소고
박재민1)

1. 서론
향가가 신라를 대표하는 장르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이의 창작과 향유가 俗人에서 花郞
徒 ‧ 僧侶, 나아가 國王에 이르는 전 계층에 걸쳐 이루어졌음2)도 이미 선학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실제 문헌을 살펴도 승려들이 지은 노래가 왕3)에서부터 도적들4)에게까지 알려졌던 사
실들이나, 왕명으로 향가 모음집이 찬집된 사실5)이 나타나 향가에 대한 당대인의 향유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신라인이 향가를 숭상한 것이 오래되었다.(羅人尙鄕歌者尙矣)”6)란
직접적인 언급까지 있어 향가가 當代人의 숭상과 사랑을 받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향가는 신라와 고려초를 관통하며 大衆이 가장 애호했던 詩歌 장르라 평가된다.
그런데 향가의 이러한 大衆的 성공은 아마 이 장르가 지닌 어떤 매력과, 그 보급을 가능케
한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는 다양할 수 있
다. 향가가 지닌 주술성에서 그 誘因을 찾을 수도 있고, 노랫말이 지닌 아름다움에서도 그 유
인을 찾을 수 있다. 향유의 문화적 기반 또한 원시 토속 신앙과 결합한 불교적 바탕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혹은 화랑의 대중적 기반에 집중함으로써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그간의
연구도 이와

같이 전개되어 있어 있음을 본다.

양주동은 고가연구에서
“特筆할 것은 上引遺事文中 ｢鄕歌 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이란 文句이니, 羅代인
은 무릇 詞腦歌를 ……정말 天地 神明을 感動식힐 수 잇는 神聖한 무엇으로 看做한 것인
데, 이는 저 上代震人이 歌樂을 天 ․ 神과 交通할 수 잇는 무슨 超自然力, 혹은 神鬼를 驅
̊ ̊ ̊ 힘으로
̊ ̊ ̊ 觀念
̊ ̊ 한 것 그대로의 遺傳이다.7)”
使할 수 잇는 무슨 呪術的

1)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 “作者를 보면 僧侶가 있고 俗人이 있고 男子가 있고 女子가 있듯이 各階級을 通하여 있는 것도 注意
할 바이거니와, 더욱이 村女 寺婢와 得烏谷과 같은 그다지 知識階級에 屬되지 몯한 人物에까지 그만
한 作品이 있다는 것은 新羅에 如何히 鄕歌가 普遍하였으며, 또 盛況하였든가를 말하여 주는 듯하
다.” <조윤제,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52면.>
“우흐론 朝廷郊廟의 歌樂 或은 爲政者의 規戒 ‧ 諷詠, 아레론 郎徒 ‧ 僧侶들의 頌禱와 酬唱, 또는
大矩 ‧ 忠談 ‧ 月明 ‧ 永才 流의 名歌人의 隨時唱詠, 乃至 民庶一般, 老若男女의 風謠에 亘하야 그
種目과 所用이 許多하고 그 題材도 無限하엿겠다.” <양주동, 古歌硏究, 一潮閣, 1965, 54면>
3) “짐이 일찍이 그대의 ｢찬기파랑사뇌가｣를 들은 바 있다.(朕嘗聞師讚耆婆郞詞腦歌)” <三國遺事 권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4) “영재스님은 …… 향가를 잘 했는데 …… 도적들이 평소에 그 이름을 듣고 있었기에 이에 노래 짓기
를 명했다.(釋永才……善鄕歌……賊素聞其名 乃命作歌)” <三國遺事 권5, 避隱, 永才遇賊>
5) “그에게 명령하여 대구화상과 함께 향가를 수집하게 하였는데, 이를 삼대목이라고 불렀다.(命與大矩
和尙, 修集鄕歌, 謂之三代目)”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眞聖王 2年(888년)>
6)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7) 양주동, 古歌硏究, 一潮閣, 1965,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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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함으로써 향가가 지닌 주술성이 신라인의 주목을 끌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재선은
“鄕歌의 解明에는 佛敎的 및 呪術信仰的인 背景을 도저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
̊ ̊ ̊ 價値
̊ ̊ 에서도 評價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鄕歌의 價値는 詩歌 자체의 審美的
다.8)”
라고 함으로써 향가 자체가 지닌 심미적 가치 또한 그들이 향가를 향유한 주요 이유 중의 하
나란 견해를 표하였다. 향가가 대중적으로 성행할 수 있었던 문화적 기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 연구자들은 다음
鄕歌硏究 特히 그 內容的 性格을 把握하기 爲해서는 當時의 佛敎를 度外視 하고는 도저
히 不可能하다…… 鄕歌 生産 當時의 佛敎가 新羅에서 어떤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
̊ ̊ ̊ 要素
̊ ̊ 에 關心이
는 것을 생각한다면 當時의 文化는 勿論이요, 政治에 이르기까지 佛敎的
가지 않을 수 없다.9)
과 같이 불교적 기반을 지목하였으며, 혹은 다음
̊ ̊ ̊ 花郞
̊ ̊ 중심
̊ ̊으
(주요 작자들이) 花郞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鄕歌를
로 고찰하는 것이 當然 以上의 當然이라고 結論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鄕歌를 花郞
의 文學 — 화랑이 헤게모니를 잡고 영도하였으며 花郞道의 정신을 담은 문학이라 단정하
고서 이 시대의 화랑도의 현실생활이 서정적이였으므로 대체로 鄕歌는 화랑의 문학이였으
며 서정시였던 것이다.10)
과 같이 화랑도 문화에 바탕하여 향가가 대중적으로 향유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향가연구서의 일부 페이지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채, 향가가
불교적 바탕에서 성립했다는 것을 거듭 확인만 해 왔을 뿐, 향가에 내재된 주술적 속성이 불
교의 어떤 측면에 대응되며, 어떠한 문화적 經路를 통하여 대중적 애호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한 자세한 고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향가가 지닌 神異性을 불교의 法力
에 연관시키지 않고 ‘토속 신앙의 주술’에 연관시킨다든지 - 즉, 향가의 문화기반을 巫佛習合
으로 본다든지 - , 향가의 연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지니게 되었다.
본고는 향가가 “불교를 뿌리로 하여 피어난 한 현상”11)이라는 선학의 큰 스케치를 보다 구
체적인 사료를 통하여 확장 ‧ 채색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향가의 주변에서 생겨난 일들
이 대체로 불교의 포교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함을 문증하여 향가의 대중화는 불교가 쌓
은 믿음의 前轍을 따라 가능했음을 보이고, 이후 신라인의 불교 儀式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
삼국유사 등에서 보이는 의식의 편린을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논해 보려 한다. 이는 궁극적으
8) 이재선, ｢新羅鄕歌의 語法과 修辭｣ 鄕歌의 語文學的 硏究,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142면.
9) 정주동, ｢鄕歌의 性格 糾明을 爲한 新羅 佛敎의 理解｣, 語文論叢 4권, 한국문학언어학회, 1970, 8
면.
10) 이명선, 朝鮮文學史, 朝鮮文學社, 1948.
11) “果然 그렇다면, 佛敎는 新羅文化의 뿌리인 데 대하여, 鄕歌는 이 文化의 한 現象이라 하겠다.” <김
종우, 鄕歌文學硏究, 二友出版社, 197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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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라 향가가 대중이 향유할 수 있었던 기반을 탐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대중성 획득의 誘因
향가가 대중의 애호를 받으며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향가에 대한 당대인들
의 언급을 살핌으로써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하에서는 당대인의 評語를 중심
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한다.
2-1. 感動天地鬼神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향가가 지닌 최고의 매력은 ‘天地鬼神을 感動시키는 힘’,
즉 ‘法力’12)이다. 이 점은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도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
신라인이 향가를 숭상한 지가 오래 되었다. …… 왕왕 천지의 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羅人尙鄕歌者尙矣 …… 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신라에 불교가 유입된 이래, 신라인들 사이에는 부처님의 힘, 즉 ‘法力’이 生의 많은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불교는 그 기대를 실현시키며 신라인의
삶에 뿌리를 내려갔다.
阿道가 신라 불교의 기틀을 놓고, 法興王이 이를 공식화한 후 불과 1세대가 지나지 않아
도시는 “절들이 별을 펼쳐 놓은 듯하고 탑들이 기러기 떼의 행렬과 같다[寺寺星張, 塔塔雁
行]13)”는 풍경으로 바뀌었으며, 1세기가 지나지 않아 “계를 받고 부처를 모시는 집이 열에 여
덟아홉[受戒奉佛, 十室八九]14)”이었을 정도로 번창해 나갔다. 이러한 호응은 물론 ‘부처님의
法力’이 지닌 ‘효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향가의 대중화는 불교가 다져 놓은 ‘法力’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이는 향가의
향유 지점이 法力의 구현 지점에 정확히 대응된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 疾病의 치유
불교가 前轍을 다져 놓았던 가장 견고한 지점은 ‘法力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
다. 사료를 살펴보면 ‘병의 치유’는 불교가 신라에 진출하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12)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주술성’이라 하고 있는데, 부처의 힘을 빌린다는 의미에서 ‘法力’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학계에서 흔히 ‘二日並現’이나 ‘彗星犯心大星’의 變怪를 진정시킨 노래인 ｢兜
率歌｣나 ｢혜성가｣를 ‘주술성을 띤 대표적인 작품’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부처님의 법력으로
모두 설명이 된다. 인왕경 등에서 보이는 정상 범주의 ‘法力’인 것이다. 참고로 인왕경의 관련구
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一切國王爲是難故講讀般若波羅蜜. 七難卽滅七福卽生. 萬姓安樂帝王歡喜. 云何爲難 ‘日月失度’……
‘二十八宿失度’……‘大火燒國萬姓燒盡’……‘大水漂沒百姓’……‘大風吹殺萬姓’……‘天地國土亢陽炎
火’……‘四方賊來侵國內外賊起’” <仁王般若波羅蜜護國經受持品 第七>
이와 같은 法力에 대한 믿음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9월……이때 별의 변고가 있었고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 인왕경을 꺼내어 자성사와 서명사의 두
절에 보냈다. 백척 고좌를 설치하고 인왕경을 강하였다. (九月……時以星變，羌虜入寇，內出仁王佛
經兩輿, 付資聖西明二佛寺，置百尺高座講之.)” <舊唐書 권11, 代宗本紀 永泰元年 9월>
13) 진흥왕(眞興王, 재위 534~576) 代의 묘사임. (三 國遺 事 3卷 , 興 法, 原宗 興 法厭 髑 滅身 )
14) 선덕여왕(善德女王, 재위 632∼647) 代의 묘사임. (三 國遺 事 4卷 , 義 解, 慈藏 定 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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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왕녀가 몹시 위독했는데, 묵호자를 불러들여 향을 사르며 서원을 표하게 하니 왕녀
의 병이 곧 나았다.(時王女病革 使召墨胡子焚香表誓 王女之病尋愈) <三國遺事 3卷, 興法,
阿道基羅>
성국공주가 병이 났는데 무의도 효험이 없자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어 의원을 구하게 하였
다. 아도가 급히 대궐로 들어가 마침내 그 병을 고쳤다. (時成國公主疾, 巫醫不効, 勅使四
方求醫, 師率然赴闕, 其疾遂理.) <三國遺事 3卷, 興法, 阿道基羅>
왕이 병에 걸려 의원의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원광을 청하여 궁에 오게 했다. …… 밤이면
두 시간 동안 심오한 법을 설했다. …… 병실에 머물게 했더니 오래지 않아 마침내 병이
나았다. (王染患, 醫治不損, 請光入宮…夜別二時爲說深法…克留疾所, 不久遂差)

<三國遺

事4卷, 義解, 圓光西學>
위의 사례들은 순서대로 신라에 처음 불법을 전한 묵호자와 아도, 최초로 西學다운 서학을
했다고 알려진 원광 등의 일화에서 나타나는데, ‘최초’의 수식어를 띤 고승들이 공히 법력의
구사처를 ‘병의 치유’로 찾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즉, 신라인에게 가장 필요
한 것. 그것을 법력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려한 노력의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고승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 믿음은 신라 대중 사이에 뿌리를 내렸던 듯하다. 이후로
도 이에 관련한 많은 일화들이 그들에게 膾炙된다. 향가 역시 이러한 믿음의 전철을 따라 대
중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도천수관음가｣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 불리고, ｢보현십원
가｣가 담벼락에 쓰여 대중적으로 향유된 것은 이런 불교적 믿음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던 것
이다.
경덕왕 때 한기리의 여인 희명의 아이가 태어난 지 다섯 살만에 문득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린 천수대비 앞에 가서 아이에게 노래하여
빌게 하여 마침내 광명을 얻었다.(景德王代, 漢岐里女希明之兒, 生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
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三國遺事 3卷, 塔像, 芬皇
寺千手大悲 盲兒得眼>
노래가 퍼지자 人口에 회자되어 종종 길거리의 담벼락에도 쓰이곤 했다. 사평군의 나필급
간이 병이 걸려 3년 동안 낫지 못했는데 균여대사가 그를 보고 그 괴로움을 딱하게 여겨
이 원왕가[보현십원가]를 불러주고 늘 읽도록 권하였다. 훗날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
니 “ 너는 대성의 노래의 힘으로 인해 병이 반드시 나으리라.” 이로부터 효험이 있었다.
歌播在人口 往往書諸牆壁 沙平郡那必及干 緜痼三年不能醫療 師往見之憫其苦 口授此願王
歌 勸令常讀 他日有空聲唱言 “汝賴大聖歌力, 痛必差矣.” 自爾立效. <균여전, 第七歌行化
世分者>
㉡ 淨 土行 의 기 약
불교는 신라인들에게 내세의 안락, 즉 淨土行에 대한 기대를 심어 주었다. 현실의 고통을
견디면 내세의 安樂이 온다는 믿음은 신라인들을 더욱 불교에 귀의하게 했다. 다음 일화들에
서 그 사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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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 점개가 육륜회를 흥륜사에서 베풀려고 시주를 얻고자 복안의 집에 왔다. 복안이 베
50필을 보시하니 점개가 축원하여 말하기를 “단월이 보시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보호하
고 지켜주시며 하나를 보시하여 만 배를 얻고 안락하여 장수하소서”라고 하였다. 대성이
이를 듣고 뛰어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우는 소리
를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는 분명히 전생에 선
업이 없어 지금 이렇게 곤궁한 것인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더욱 곤란할 것
이니,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법회에 보시해서 뒷날의 응보를 도모함이 어떻겠습니
까?”라고 하니, 어머니는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이에 그 밭을 점개에게 보시하였다.
(開士漸開, 欲設六輪會於興輪寺, 勸化至福安家. 安施布五十疋, 開呪願曰: “檀越好布施, 天
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樂壽命長.” 大城聞之, 跳踉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倡, 云施
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玆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 以圖後報何
如?” 母曰: “善” 乃施田於開.) <三國遺事 5卷, 孝善, 大城孝二世父母神文王代>
그곳에 산 지 3년만에 어머니의 부고가 왔다. 진정선사는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어가 7
일만에 일어났다. ……무리 3천을 모아 화엄대전을 강하였다. 문인 지통이 강의하는 대
로 그 요지를 뽑아 두 권의 책을 만들고, 이름을 추동기라고 하여 세상에 유통되었다.
강의를 마치자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하늘에 환생하였다.”고
하였다. (居三年, 母之訃音至, 定跏趺入定, 七日乃起.……

講華嚴大典. 門人智通隨講, 撮

其樞要, 成兩卷, 名錐洞記, 流通於世. 講畢, 其母現於夢曰: “我已生天矣.”) <三國遺事5卷
-9孝善-眞定師孝善雙美-02>
향가의 향유자 역시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향가를 통해서 동일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이를 천도하기 위한 노래인 ｢祭亡妹歌｣, 고난의 수행을 끝
내고 극락왕생을 소원한 ｢願往生歌｣에서 이러한 신심을 엿볼 수 있다.
월명사는 또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갑자기 회
오리바람이 일어나 지전이 날려 서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鄕歌祭之,
忽有驚颷吹紙錢, 飛擧向西而沒)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은 우애가 좋았다. 조석으로 다짐하여 말하기를 “먼저 서방 극락에 가
는 이는 반드시 이를 알리기로 하세”라고 하였다. …… 하루는 …… 창밖에서 소리가 나서
알리기를 “나는 서방으로 가노라. 그대는 잘 지내다가 속히 나를 따라 오게”라고 하였다.
광덕이 일찍이 노래를 지었다. (“廣德嚴莊, 二人友善, 日夕約曰 “先歸安養者須告之.” ……
一日, 日影拖紅, 松陰靜暮, 窓外有聲, 報云: “某已西往矣, 惟君好住, 速從我來.” …… 德嘗
有歌云) <三國遺事 권5, 感通, 廣德 嚴莊>

㉢ 變怪의 祈禳
향가가 승려, 귀족 나아가 국왕의 삶에서까지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향가가 지닌 ‘변괴
의 기양’ 능력 때문이다.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부처의 法力’이 다져 놓은 기반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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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의 불교는 ‘호국불교’를 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삼국의 위태한 대치상황,
내란으로 인한 왕권의 불안, 당나라 혹은 왜구의 침입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신라인은 수많은
법회를 행했다. 다음 등에서 보이는 史實들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 ̊
15년 봄 3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백여 명이 되었다. 금성
̊ ̊ 들어갔다
̊ ̊ ̊ ̊ . 백좌
̊ ̊ 법회
̊ ̊ 를 열었다. 十五年, 春三月, 京都地震, 壞民屋, 死者百餘人.
이̊ 달에
太白入月, 設百座法會. <삼국사기, 新羅本紀9-惠恭王-15年>
̊ ̊ ̊ 심하였다
̊ ̊ ̊ ̊ . 내전으로 (高僧 大賢을) 불러서 금광명
경덕왕 천보 12년 계사 여름에 가뭄이
경을 강하여 단비를 기원했다. (景德王天寶十李年癸巳, 夏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
祈甘霔.) <三國遺事 4卷, 義解, 賢瑜珈 海華嚴>
향가는 이 불안함을 극복케 하는 힘이 있었다. ｢兜率歌｣, ｢안민가｣ 그리고 ｢혜성가｣는 향
가가 變怪를 물리쳐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게 해 준다는 당대의 믿음이 잘 반영된 작품이라 할
것이다.
경덕왕 19년 경자(760년) 4월 초하룻날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
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중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드리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
다. …… 월명사가 이에 兜率歌를 지어 읊으니 …… 곧 해의 변고가 사라졌다. (景德王十
九年庚子四月朔, 二日竝現, 挾旬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明乃作兜率
歌賦之……旣而日怪卽滅) <三國遺事5卷, 感通, 月明師兜率歌>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혜
성이 심대성을 범하였으므로 낭도들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 두려고 하
였다. 이때 융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별의 괴변이 곧 사라졌다. 일본군도 제 나라도
돌아가니 도리어 복된 경사가 되었다. 임금이 기뻐~ (第五居烈郞, 第六實處郞, 第七寶同郞
等,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郞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卽
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三國遺事 권5, 感通,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
이상에서 보았듯이 향가의 대중화는 불교가 다져 놓은 ‘法力’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만약
불교가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더라면 현재 우리가 보는 향가 역시 크게 다른 모습으로 존재
했을 것이다. 즉, 향가는 불교의 前轍을 따라 대중화되었던 것이다.
2-2. 涉淺歸深
균여는 향가 11수를 지은 후 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무릇 ‘사뇌’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희락하는 도구요, ‘원왕’이라 하는 것은 보살이 수
행하는 중추이다. 그리하여 얕은 데를 건너서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먼 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夫詞腦者世人戲樂之具願王者菩薩修行之樞故
̊ ̊ ̊ ̊ ,從近至遠) <균여전, 第七 歌行化世分者.>
得涉淺敀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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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문에 나타난 ‘涉淺歸深’은 향가가 지닌 대중성에 대한 또 다른 핵심을 담고 있다. 균
여는, “살아 있으면서 불법을 넓히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삼은 분[師
之在世 以洪法利人爲己任]”15)으로 평가되는데, 그런 까닭으로 “제가의 문서 중에 소상히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기와 해석[若有諸家文書 未易消詳者 必爲之著記釋]16)”을 지었
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의 ‘利人’은 識者들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저술 활동의 여가에 보다
낮은 중생을 위해 노래 11수를 지었던 것이다. 즉 한문으로 된 게송을 읊조리기 어려운 계층,
한문으로 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우리말로 부를 수 있고,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방편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 노래라는 수단에 의해 불법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
는 과정을 ‘涉淺歸深’이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적중되어 그의 향가는 “담벼락에
도 쓰일 정도로 대중의 인기[往往書諸墻壁]”17)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중성의 속성을 간파한 것은 균여뿐만이 아니었다. 불교의 대중화로 유명한
원효 역시 이러한 속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 역시 균여와 마찬가지로 ‘世人戱樂之具’와 노
래를 통해 대중의 곁으로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원효가 계율을 잃고 설총을 낳은 이후로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
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인하여 그 형상
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모든 것에 구애받음이 없는 자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를 본 떠 ‘무애’라고 이름 짓고 이에 노래를 지어 세간에 유행시
켰다. 일찍이 이것을 지니고 천촌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모두 나무[南無]의 칭호
를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가 컸던 것이다. (曉旣失戒生聰, 已後易俗服, 自號小姓居
士. 偶得優人舞弄大瓠,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一切無㝵人, 一道出生死, 命名
曰無㝵,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玃猴之輩, 皆識
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三國遺事 4卷, 義解, 元曉不覊>
원효나 균여가 ‘涉淺歸深’의 방편을 행하는 대상이 모두 민중이라는 점은 ‘其意甚高’의 장에
서 보일 귀족과 왕의 취향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 흥미롭다.
2-3. 其 意 甚高 ․ 詞 淸 句麗
충담사는 향가로 유명한 승려였다. 경덕왕이 그의 이름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에서
당대를 풍미한 그의 명성을 엿볼 수 있다.
“짐이 일찍이 들으니 그대의 ｢찬기파랑사뇌가｣가 그 뜻이 심히 높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하
̊ ̊ ̊ ̊ , 是其果乎?” 對 曰 “然 ”) <三國
오?” “그렇습니다.” (“朕嘗聞師讚耆婆郞詞腦歌, 其意甚高
遺事 권2,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15) 균여전, ｢제5 解釋諸章分者｣
16) 균여전 상게서.
17) 균여전, ｢제7 歌行化世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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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답에서 우리는 당대인들이 향가를 사랑했던 또 다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찬기파랑가
는 “그 의미가 심히 높았기” 때문에 人口에 膾炙되었던 것이다. 향가의 의취가 높고 맑음은 ｢
찬기파랑가｣를 묘사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균여의 노래를 번역한 최행귀의 서문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1수의 향가는 노랫말이 맑고 글귀가 아름다워 그 지어진 것을 詞腦라 부른다.(十一首之
̊ ̊ ̊ ̊ , 其爲作也, 號稱詞腦.) <균여전, 제8 譯歌現德分者>
鄕歌, 詞淸句麗
인용한 구절은 최행귀가 그의 향가를 번역하는 까닭을 들고 있는 부분으로 최행귀는 노랫말
의 맑음과 아름다움에 이끌렸다고 고백하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도 있다. 비록 失傳이
긴 하지만 원성왕이 지은 ｢신공사뇌가｣가 그것이다.
대왕은 진실로 생의 곤궁함과 영달하는 변화를 알았으므로 ｢신공사뇌가｣를 지었다. 노래는
전하지 않는다. (大王誠知窮達之變, 故有身空詞腦歌 歌亡未詳.) <三國遺事 권2, 紀異, 元
聖大王>
인생의 곤궁함과 영달의 변화 원리를 깨우친 내용은 역시 ‘其意甚高’의 영역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향가의 매력을 이런 시각에서 찾은 이들이 모두 귀족 내지는 왕이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지 않을까 한다.
3. 대중성 획득의 經路
2장에서 발표자는 향가의 대중화의 誘因을 향가가 지닌 내용적 측면 ‘感動天地鬼神, 涉淺歸
深, 其意甚高 ‧ 詞淸句麗,’의 세 평어를 통해 살폈다. 그런데 향가의 대중화는 위와 같은 내용
적 측면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중화는 내용과 수단의 결합체로서, 아
무리 좋은 내용과 효능을 지닌 文化素라 하더라도 이것의 전파 경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
중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불교가 국가의 지원과 여러 목적의 法會를 통하여 대중
을 雲集시키고 교리의 전파에 성공할 수 있었듯이, 향가 역시 대중과의 접촉을 통하여 대중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향가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다수의 대중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
3-1. 佛法會
향가가 대중과 만났던 가장 주요한 경로는 각종의 佛法會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의 문화
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은 대중이 운집했던 장소 중의 하나는 각종 法會였으며, 몇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이곳에서 ‘향가’가 향유되었던 정황이 포착된다.
신라 시대 법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지만, 다행히 일본 승려 圓仁
(794-864)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9세기 신라인의 法會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는 838년에서 847년까지 약 10년 동안 당나라를 순례하는데, 839년에서 840년간을 당의 산
둥반도에 위치해 있던 新羅坊의 사찰 ｢法花院｣에 체류하게 된다. 그 때 신라인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던 법회에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적어 둔 바 있다. 여기에 보면 ‘佛法會’에
서 향가가 향유된 흔적이 있다. 다소 길지만 흐름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위해 모두 인용한

- 8 -

다.18)
<신라방 赤山院의 講經儀式>
̊ ̊ ̊
㉠ 강사가 법당에 올라 고좌에 앉자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부처님을 稱嘆하였는데, 소리와
̊ ̊ ̊ 모두
̊ ̊ 신라의
̊ ̊ ̊ 것̊ 으로 당나라 것과는 달랐다. 강사가 좌석에 오르자 부처님의 칭송이
노래는
̊ ̊ ̊ ̊ ̊ ̊ 不似唐音 講師登座
바로 멈추었다. (講師上堂 登高座間 大衆同音 稱嘆佛名 音曲一依新羅
訖 稱佛名便停)

㉡ 이 때 하좌에 자리하고 있던 한 스님이 범패를 불렀는데 모두 당풍에

의거했다. 즉 ｢어찌하여 이 경에 있어서야｣[云何於此經] 등의 한 행의 偈였다. ｢원컨대 부
처님은 미묘하고 은밀한 지혜를 열어주소서｣[願佛開微密]의 구절에 이르자 대중들은 같은
소리로 ｢계향정향해탈향｣등을 불렀다. (時有下座一僧作梵 一據唐風 卽云何於此經等 一行
偈矣 至願佛開微密句 大衆同音唱云 戒香定香解脫香等)

㉢ 범패의 송이 끝나자 강사가 경

의 제목을 부르고 곧 대의를 해설하여 삼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頌梵唱訖 講師唱經題
目 便開題分別三門)

㉣ 제목의 풀이가 끝나자 유나사가 나와 고좌의 앞에서 법회를 마련

한 연유와 시주의 이름과 시주한 물건을 읽어 알렸다. (釋題目訖 維那師出來 於高座前 談
申會興之由及施主別名 所施物色)

㉤ 알리는 일이 끝나자 곧 그 문서를 강사에게 전해 주

었다. 강사는 주미를 들고서 하나하나 시주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서원하였다. (申訖 便以
其狀 轉餘講師 講師把麈尾 一一申擧施主名 獨自誓願)

㉥ 서원이 끝나자 논의자는 논단하

여 질문을 하였다. 질문을 하는 동안 강사는 주미를 들고 질문자의 말을 들었다. 질문이
끝나자 곧 주미를 기울였다가 다시 이를 들고 질문자에 감사하고 곧이어 대답하였다. 질문
과 회답의 방법은 본국[日本]과 같았다. (誓願訖 論義者論端擧問 擧問之間 講師擧麈尾 聞
問者語 擧問了 便傾麈尾 卽還擧之 謝問便答 帖問帖答 與本國同)

㉦ 논의가 끝나자 경문

의 설명에 들어가 경의 뜻을 이야기하고 강의는 끝났다. 대중들은 소리를 같이하여 긴 소
리로 부처를 찬탄하였다. 찬탄하는 말 가운데 회향사가 들어 있었다. (論義了 入文談經 講
訖 大衆同音長音讚嘆 讚嘆語中 有廻向詞)

㉧ 강사가 고좌에서 내려오자 한 스님이 ｢處世

界如虛空｣ 게를 불렀는데, 음세는 우리나라[일본]와 자못 비슷했다. (講師下座 一僧唱處世
界如虛空偈 音勢頗似本國)

㉨ 강사가 예반에 오르자 한 스님이 삼례를 불렀고 강사와 대

중도 같이 하였다. 강사는 법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갔다. (講師昇禮盤 一僧唱三禮了 講師
大衆同音 出堂歸房)

㉩ 다시 복강사 한 사람이 있어 고좌의 남쪽 아래 자리에서 강사가

어제 강의한 경문을 읽었다. 중요한 교의를 함의하는 구절과 같은 곳에 이르면 강사는 그
경문을 다시 읽히고 그 뜻을 설명하였다. 복강사도 역시 읽었다. 어제 강술한 글을 다 읽
으면 강사는 곧 다음 글을 읽었다. 매일 이와 같이 하였다. (更有覆講師一人 在高座南下座
便談講師昨所講文 至如會義句 講師牒文釋義了 覆講亦讀 讀盡昨所講文了 講師卽讀次文 每
日如斯)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2, 11월 22일, 赤山院講經儀式>
강경의식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물론 佛經의 풀이하여 대중을 계도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강
경을 주도하는 講師와 이를 듣기 위해 시주를 하며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講經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불리는 ‘頌 ․ 偈 ․
梵唄 ․ 讚佛’ 등에 대한 기록이다. 모두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는 이 노래들은
18) 이 자료는 향가를 연구하는 장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다만 음악계에서 이혜구가 ｢新
羅의 梵唄｣(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一潮閣, 1956.)에서 상세히 다룬 이래 주요 자료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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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볼 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에서 보이듯 신라어로 불린 것이고, 둘
째는 ㉡에서 보이듯 당풍 즉 당나라 말로 불린 것이고, 셋째는 ㉧에서 보듯 일본풍과 유사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부처님을 稱嘆하였는데, 소리와 노래는 모두 신
라의 것으로 당나라 것과는 달랐다.(稱嘆佛名 音曲一依新羅 不似唐音)”란 부분에 주목하지 않
을 수 없다. 부처를 稱嘆하는 노래를 부름에 신라의 것에 의했다는 것은 바로 불회에서 ‘우리
말 노래’가 쓰였다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또, ㉧의 “한 스님이 ｢處世界如虛空｣ 偈를 불렀는데, 음세는 우리나라[일본]와 자못 비슷했
다. (一僧唱處世界如虛空偈 音勢頗似本國)”란 언급 역시 佛會에서 ‘우리말 노래’가 향유되었
음을 알린다. “음세가 일본과 자못 비슷했다(音勢頗似本國)”란 말은 ‘신라인이 부른 게의 음세
가 唐의 것과는 다르고 일본과 비슷했다’란 의미로 풀이되는바, 그렇다면 이 偈 역시 신라 고
유의 방식으로 노래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19)
그렇다면 이 기록에 나타난 ‘부처의 덕을 찬탄한 우리말 노래들’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梵語로 적어 唱하면 ‘梵唄’가 되고, 漢語로 적어 唱하면 ‘偈 ‧ 頌’이 된다.20)
그렇다면 이 偈 ‧ 頌과 향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일연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 ̊ ̊ 詩̊ ‧ 頌의
̊ ̊ 종류
̊ ̊ 이다.(羅人尙鄕歌者尙矣,
신라인이 향가를 숭상한 지 오래니, 대개 향가는
蓋詩頌之類歟”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이를 보자면 ‘향가’는 바로 중국의 ‘偈頌’, 인도의 ‘梵唄’에 대응하는 ‘우리말로 된 불찬가’
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법회에서 불렸던, 부처를 찬탄하던 우리말 노래는 바로 향가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회에서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는 말인 ‘범패’ 역시 우리말로 부르
게 되면 바로 ‘향가’가 된다. 이는 ‘범패’와 ‘향가’가 호환되는 것임을 보이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된다.
“신승은 국선지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만 향가만 알지 범패는 모릅니다.” 왕이 말하길
“이미 인연 있는 스님으로 점지되었으니 비록 향가라 하더라도 좋소.” “臣僧但屬於國仙之
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王曰: “旣卜緣僧, 雖用鄕歌可也.”<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
兜率歌>
이로 본다면 梵唄와 偈와 鄕歌는 모두 실상은 같은 것으로 다만 언어적 형식만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위 법화원의 법회에서 우리말로 불렀던 불찬가는 ‘향가’ 바로 그것이
라 할 수 있다.
19) 이혜구는 이 부분을 당풍의 범패와 일본식 범패로 나눈 바 있다. 본고와 약간 다른 이해이긴 하지
만, ‘頗似本國’으로 묘사된 범패를 중국과 다른 것으로 본 점은 본고와 같다.
“이같이 巡禮行記에 依하면 西紀 838年과 847年間에 新羅人의 赤山院에서 云何於此經偈 處世界如
虛空偈 如來妙色身偈의 梵唄가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할 것은 이 세 가지의
梵唄가 唐風의 것(운하어차경과 여래모색신)과 그 音聲이 頗似本國(日本)한 것(處世界如虛空) 두 가지
로 區別된 點이다. 이것은 音樂에 唐風과 鄕風의 두 가지가 있는 點으로 미루어 唐風의 梵唄는 唐代
에 생긴 比較的 새로운 梵唄이고 日本의 音聲과 같다는 梵唄는 唐以前에 韓國을 經由하여 간 梵唄
로 推測할 수밖에 없다.” (이혜구, 한국음악서설, 서울대학교출판부, 341면)
20) 【唄】梵聲. 西域謂頌曰唄. <辭源, 臺灣商務印書館, 1973,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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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법회에서 보이는 이러한 향유 정황이 삼국유사에 나타난 향가의 향유 정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 즉, 삼국유사에 나타난 향가의 향유가 불법회의 기반 위에서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의 해명을 위해 월명사가 ｢兜率歌｣를 부르던 정황을 다시 보자.
경덕왕(재위742-765) 19년 경자(760년) 4월 초하룻날에 ①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
안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승려를 청하여 산화공덕을 드리면 그 화
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원전에 ②단을 깨끗이 만들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③
인연 있는 중을 바랐다. 그때 월명스님이 밭둑을 걷다가 마침 남족 길을 가고 있었다. 왕
을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와 단을 열고 ④계문을 짓게 하였다. 월명이 왕께 아뢰기를. “신
승은 그저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⑤향가만 알 뿐 범패[聲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점지되었으니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소.”라고 하였다. ⑥월명은 이에 ｢兜率歌｣를 지어 읊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이후, 해에 나타는 ⑦변괴는 곧 사라졌다. (景德王十九年 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浹]旬
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緣僧. 時有
月明師, 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
歌, 不閑聲梵,” 王曰 “旣卜緣僧, 雖用鄕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
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解曰 “龍樓此
日散花歌, 挑送靑雲一片花. 殷重直心之所使, 遠邀兜率大僊家.” 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 旣而日怪卽滅.) <三國遺事 권5, 感通, 月明師兜率歌>
이 기사는 구조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佛法會에서 ｢兜率歌｣가 불렸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을 보자면 ‘①두 해의 출현 - ⑥ 兜率歌 가창 - ⑦ 변괴의 소
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서 등에서 나타나는 法會의 시행 구조와 일치한다. 다음과 같이 법
회는 ‘위기 상황의 발생 - 법회 - (해결)’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 ̊
15년 봄 3월,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백여 명이 되었다. 금성
̊ ̊ 들어갔다
̊ ̊ ̊ ̊ . 백좌
̊ ̊ 법회
̊ ̊ 를 열었다. 十五年, 春三月, 京都地震, 壞民屋, 死者百餘人.
이̊ 달에
太白入月, 設百座法會. <삼국사기, 新羅本紀9-惠恭王-15年>
̊ ̊ ̊ 심하였다
̊ ̊ ̊ ̊ . 내전으로 (高僧 大賢을) 불러서 금광명
̊ ̊ ̊
경덕왕 천보 12년 계사 여름에 가뭄이
̊ ̊ ̊ 단비를 기원했다. (景德王天寶十李年癸巳, 夏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
경̊을̊ 강하여
祈甘霔.) <三國遺事 4卷, 義解, 賢瑜珈 海華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산화공덕을 드리라’, ‘단을 설치했다’, ‘인연 있는 승려’ 등에서 보이
듯이 법회였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즉, 월명사 兜率歌 條는 설화적으로 윤색되어 있지만 ‘불
법회’에서 향가가 불렸던 그 정황을 비교적 잘 유지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간략히 설화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祭亡妹歌｣ 역시 그러한 불법회에서 불린 것
이 분명하다. 다음에서 보이는 신라의 <일일강의식>은 ㉠부분과 같이 산화가를 부르고 있다든
지, ㉡부분과 같이 망자를 遷度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祭亡妹歌｣의 향유 정황
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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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一日講儀式>
오전 8시경 종을 쳤다. 길게 쳤다고 여겨질 즈음 강사와 도강의 두 사람이 불당으로 들
어왔다. 대중은 먼저 들어와 줄을 지어 앉아 강사와 독사가 불당에 들어오는 동안 한 소리
로 불명을 찬탄하며 길게 음성을 빼어 불었다. 강사가 북좌에 오르고 도강이 남좌에 앉자
찬불을 멈추었다. (辰時打鐘 長打擬了 講師都講二人入堂 大衆先入列坐 講師讀師入堂之會
大衆同音稱嘆佛名長引 其講師登北座 都講登南座了 讚佛便止)
어

그때 하좌에 한 스님이 있

범패를 부르는데 ‘어찌하여 이 겨에 있어서야’의 한 줄 게였다. (時有下座一僧作梵 云

何於此經等一行偈也) 범패가 끝나자 남좌의 도강은 경 제목을 불렀다. 창경은 길게 빼어
부르며 소리에 많은 굴곡이 있었다. (作梵了 南座唱經題目 所謂唱經長引 音多有屈曲) 창경
하는 동안 대중은 세 번의 꽃을 뿌린다. ㉠ 꽃을 뿌릴 때마다 각각 칭송하는 바가 있었다.
(唱經之會 大衆三遍散花 每散花時 各有所頌) 창경이 끝나자 다시 짧은 소리로 제목을 불
렀다. 강사는 경의 제목을 해설하고 삼문으로 나누어 경의 대의를 강술하였다. (唱經了 更
短音唱題目 講師開經目 三門分別 述經大意) ㉡ 경의 제목 설명이 끝나자 유나사가 이 강
경이 있게 된 연유를 알렸다. 그 서장 가운데는 상세하게 무상의 도리와 죽은 사람의 선행
과 공덕, 그리고 죽은 일수를 기재하고 있었다. 등주가사의 성은 오 이름은 각이다. ……휘
자는 없다. (釋經題目竟 有維那師 披讀申事與所由 其狀中 具載无常道理 亡者功能 亡逝日
數 知登州刺史姓吳名角 … 無諱字也)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2, 11월 22일, 新羅一
日講儀式>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실로 다양한 목적의 法會가 나타난다. 이러한 빈번한 법회에
서 우리말로 된 노래가 쓰였을 것임은 신라방 법화원의 법회 사례를 보아 짐작하기 어렵지 않
다.21) 향가는 이런 불법회의 현장에서 향유되었고, 이 儀式을 매개로 하여 대중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이다.
3-2. 施 主 僧을 통 한 전 파
향가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또 다른 경로로 施主僧들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를 살
펴보면 여러 형태의 시주승들이 보이는데, 다음에 보이는 부궤화상과 원효의 일화는 이들이
대중 속에서 향가를 가창하며 포교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드디어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이름을 바꾸어 혜공이라 하고 늘 한 작은 절에 살았다. 그
는 매일 미친 듯이 크게 취해서 삼태기를 지고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었으므로 ‘부궤화
상’으로 불렸다.(遂出家爲僧, 易名惠空. 常住一小寺, 每猖狂大醉, 負簣歌舞於街巷, 號負簣
和尙) <三國遺事 권4, 義解, 二惠同塵>

21) 고려도경에 나오는 다음 내용도, 법회에서 범패를 우리말로 부르던, 즉 향가가 향유되던 한 장면
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경전으로 화엄경과 반야경이 있었다.……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자에게 외도록 하였으니
역력히 알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범패(梵唄)에 이르면 또 오랑캐 말[鴃舌]이라 전혀 이해할 수 없
다. (大經則有華嚴般若……能爲華言者, 嘗令誦之, 歷歷可聽. 至其梵唄, 則又鴃舌, 不復可辨矣.)” <고
려도경 권18, 釋氏 >
“불교를 좋아하여 종묘의 제사에도 승려를 참여해 梵唄를 부른다. 범패에는 간간이 이해되지 않는 말
이 섞여 있다. (好浮圖 宗廟之祠 參以桑門歌唄. 其閒加以言語不通.)” <고려도경 권22, 雜俗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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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가 계율을 잃고 설총을 낳은 이후로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
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인하여 그 형상
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모든 것에 구애받음이 없는 자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를 본 떠 ‘무애’라고 이름 짓고 이에 노래를 지어 세간에 유행시
켰다. 일찍이 이것을 지니고 천촌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모두 나무[南無]의 칭호
를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가 컸던 것이다. (曉旣失戒生聰, 已後易俗服, 自號小姓居
士. 偶得優人舞弄大瓠,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一切無㝵人, 一道出生死, 命名
曰無㝵,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玃猴之輩, 皆識
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三國遺事 4卷, 義解, 元曉不覊>
공히 춤추고 노래하며 거리와 마을을 다녔던 바[歌舞於街巷 ‧ 千村萬落 且歌且舞] 이들을
통해 향가는 대중적 전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음 기록에서도 僧 점개 또
한 5언 절구의 偈를 ‘誦倡’하고 다녔다고 하고, 진표율사가 바다로 들어가 계법을 唱하고 나
왔다고 하는데, 이 역시 시주승이 향가 전파의 주요한 한 경로가 되었음을 감지케 하는 문화
적 단면이라 할 것이다.22)
점개가 축원하여 말하기를 “단월이 보시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하
나를 보시하여 만 배를 얻고 안락하여 장수하소서”라고 하였다. 대성이 이를 듣고 뛰어 들
어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開呪願曰: “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
̊ ̊ , 云施一得萬倍.”<三國遺事 5卷,
樂壽命長.” 大城聞之, 跳踉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倡
孝善, 大城孝二世父母神文王代>
물고기와 자라 등이 바다에서 나와 진표율사 앞을 향해 몸을 엮어 육지처럼 만드니 율사가
그들을 밟고 바다로 들어가 계법을 부르고 돌아 나왔다. (有魚鼈黿鼉等類, 出海向師前, 綴
身如陸, 師踏而入海, 唱念戒法還出.) <三國遺事 권4,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3-3. 화 랑 조 직 을 통 한 전 파
향가의 대중화에 花郞徒 역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랑들이 “서로 노래
와 음악을 즐기며 자연 속을 유람하는 [相悅以歌樂 遊娛山水]23) 집단임은 잘 알려진 사실인
데, 이때 그들의 노래란 것은 월명사의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24)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향가가 주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화랑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던 주된 장르는 ‘향가’였음은 여러 기록에서 나타
난다. 화랑의 유람에 앞서 생긴 변고를 해소하기 위해 ｢혜성가｣가 창작되었고, 효소왕(재위
692-702) 代에는 득오가 ｢모죽지랑가｣를, 경문왕(재위 861-875)代에는 요원랑(邀元郞) ․ 예흔
랑(譽昕郞) ․ 계원(桂元) ․ 숙종랑(叔宗郞) 등이 ｢玄琴抱曲｣, ｢大道曲｣, ｢問群曲｣을 지었던 것
22) 점개가 부른 것은 文面으로는 ‘한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승과정에서 한시화되어 기
록된 것일 뿐 실제로는 우리말로 된 노래[향가]를 불렀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한시로 게를 읊은 것
이라면 고용살이를 하던 미천한 출신의 대성이 이해했을 수가 없다.
23)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 眞興王 37年
24) 三 國遺 事 권5, 感 通 , 月 明師 兜 率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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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다음의 일화에서도 화랑의 무리가 ‘노래’를 쉽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였음이
드러난다.
교정은 남모를 질투하였다. 술자리를 마련하여 남모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취하자
몰래 북천으로 메고 가서 돌로 묻어서 죽였다. 그 무리들은 남모가 간 곳을 말지 못해서
슬프게 울다가 헤어졌다. 그 음모를 아는 사람이 있어 노래를 지어 동네 아이들을 꾀어 거
리에서 부르게 하였다. 남모의 무리들이 노래를 듣고 그 시체를 북천 중에서 찾아내고 곧
교정랑을 죽였다. (姣貞者嫉妬毛娘, 多置酒飮毛娘, 至醉潛舁去北川中, 擧石埋殺之, 其徒罔
知去處, 悲泣而散, 有人知其謀者, 作歌誘街巷小童, 唱於街, 其徒聞之, 尋 得其 尸 於北 川
中 , 乃 殺姣 貞 娘.) <三國遺事 3卷, 塔像, 彌勒仙花 未尸郞 眞慈師>
화랑의 무리가 적게는 수백, 많으면 幾千을 헤아리는 상황25)에서, 그러한 무리에 속한 월명
사, 융천사, 혜숙26) 등이 부른 노래가 조직적 ‧ 대중적 파급력을 지녔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
지 않다.
4.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가가 신라인의 대중적인 애호를 받으며 향유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
명할 수 있다. 향가 자체가 지닌 내용적 측면과, 향가 향유를 가능하게 한 문화적 배경이 그
것이다. 본고는 내용적 측면의 주요한 이유를 ‘感動天地鬼神 ․ 涉淺歸深 ․ 詞淸句麗’의 세 방
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불교의 法力을 그대로 재현하는 힘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단
이 될 수 있었기에 그들은 향가를 숭상하게 되었고, 보다 높은 이치를 궁구한 ‘높고 맑은 노
랫말의 매력’ 또한 그들이 향가를 향유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반 게송에
비해 쉬운 언어로 표현되었던 것도 대중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문화적 배경으로 가장 중요시하여 다룬 것은 ‘佛法會’를 통한 대중적 향유였다. 그간 향가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인용되지 못했던 圓因의 기록을 끌어 들여 신라의 불법회에서 우리말로
된 불찬가가 존재했음을 밝혔고, 이것이 바로 향가 그것이었으리라고 추정했다. 이외 시주승
들의 불교 대중화, 화랑들의 조직적 유람 등을 통해서도 향가는 대중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었
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자료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기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향가가 어떤 유인에 의해 대중화될 수 있
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문화적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론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5) 두 원화에게 모인 무리가 3,4 백명이었다. (兩花, 聚徒三四百人) <三國遺事 권3, 塔像, 彌勒仙花 未
尸郞 眞慈師>
낭도 137명 또한 위의를 갖추어 따랐다. (郞徒百三十七人, 亦具儀侍從) <三國遺事 권2, 紀異, 孝昭王
代竹旨郞>
[효종랑의] 낭도 몇 천 명이 각각 곡식 1섬 씩을 주었다. (郞徒幾千人, 各出粟一石爲贈) <삼국사기 권
48, 列傳, 知恩>
26) 스님 혜숙은 화랑 호세랑의 무리 속에 파묻혀 지냈다. 호세랑이 화랑의 명부에서 지워지자 혜숙 역
시 적선촌에 은거하였다. (釋惠宿, 沈光於好世郞徒, 郞旣讓名黃卷, 師亦隱居赤善村) <三國遺事 권4,
義解, 二惠同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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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향가 대중화의 기반에 대한 소고

토론: 권현주(영남대학교)

1. 향가의 대중화라는 제목에서 연구자가 말하는 ‘대중화’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괴(變怪)
의 기양(祈禳)’에서는 ‘향가가 승려, 귀족 나아가 국왕의 삶에서 까지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향가가 ‘상층’에서 향유된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의심고(其意甚高)·사청구려(詞淸句麗)’부분에서도 ‘향가의 매력을 이런 시각에서 찾은
이들이 모두 귀족 내지는 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연구자가 말하는
‘대중화’가 ‘상층’에서의 향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 3장 대중성 획득의 경로에서 3-2 ‘시주승을 통한 전파’에서 시주승들이 ‘거리에서 노래
하고 춤을 추었다’ 혹은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계법을 부르고 돌아 나왔다’등의 기
록들을 통해 시주승들을 통해 향가 전파의 주요한 경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 할 수 있으나, 노랫말이 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3장에서 3-2장과 3-3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3. 2-2장에서 말하는 ‘섭천귀심(涉淺歸深)’이 향가 대중성의 진정한 유인이 아닐까 생각합니
다. 향가작품 중에서도 ‘섭천귀심(涉淺歸深)’이 잘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인데, 발표자가 생각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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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면극의 ‘몸’ 연구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김영학(조선대)

목차

1. 서론
2. <봉산탈춤>에 구현된 몸
1)늙은 남성의 몸: 노장
2)젊은 남성의 몸: 취발이
3)늙은 여성의 몸: 미얄
4)젊은 여성의 몸: 소무
3. 결론

1. 서론
우리 가면극은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둑해지면 너른 마당 한켠에 장작불을 켜놓고, 장대에 횃
불을 매달아 놓은 채 밤중이나 날이 샐 때까지 올렸다. 사방의 수호신에게 예를 드린 후에 놀
이판의 부정을 몰아내고,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며 가면극은 시작된다. 귀면(鬼
面)을 쓴 채로 평소에 모셔왔던 상전을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육체적
본능에 따라 마음껏 유희를 벌인다. 놀이판은 아래 위가 전도되고, 도덕적 금기도 힘을 잃는
축제의 공간이자 야생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연행자와 관객 모두 온갖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만끽할 수 있는 공평한 마당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공간은 민중들이 마음껏 푸념을 늘어놓으며 한을 삭힐 수 있는 놀이터였다. 연행자와 관
객은 혼연일체로 밤을 새우면서 서로 통정하듯 가면극에 빠져들었다. 정확히는 가면극에 구현
된 몸에 매료되며 희열을 느꼈으리라 본다. 유교봉건사회에서의 금기는 무엇보다 ‘몸’에 관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로부터의 해방은 일차적으로 육체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면극에 구현된 몸은 민중들만이 겪는 육체적 경험을 간직한 공간이면서 억압받는 현
실을 대변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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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충동과 본능의 충만한 힘이 승화를 거쳐 미적감정으로서의 도취 상태에 도달함으로
써 예술행위를 하고 생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몸을 통해 행해진다.1) 우리는 가면극이
몸을 의미의 가장 중요한 기표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글을 제대로 모르는
가면극 연행자들은 문자언어 보다는 신체 언어로 소통하며 몸을 부단히 움직이면서 의미를 전
달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의 몸짓은 의사소통의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가면극의 몸은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가? 가면극에 구현된 몸의 의미를 깨닫기 위
해서는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언어적 분석에 치중한 기존의 기호학적 접근으로는
가면극에 구현된 몸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2) 현상학은 몸의 물질성에
기반한 연극성을 펼쳤던 아방가르드 연극의 예술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도구였지만, 우리 가
면극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몸을 사유의 주체로 삼은 점과 언어텍스트의 재현보다는 관객과
의 소통을 중시한 점 등이 우리 가면극과 서구 아방가르드 연극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다.3)
언어는 그것이 의미하는 대사와 일치에 의하여 관련을 맺는 반면에 몸짓은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과 유사성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로써 몸짓은 자신이 표현하는 대상
과의 일치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다.4) 무언과 춤
이 극을 이끄는 우리 가면극은 그런 면에서 여러 층위에서 의미를 띤다. 하지만 종래 가면극
에 대한 우리 연구는 언어에 치중했고, 몸 연구엔 소홀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가면극에 구현된 몸(몸짓)의 의미와 연극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난에 찌들고,
천대받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과 어울려 놀고, 온갖 차별과 죽음조차 두려움없이 상대하는 의
연한 가면극의 세계를 펼친 가면극 연행 주체의 정신까지도 밝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 가면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할 수 있는 <봉산탈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작품에서 말하지 않지만 몸으로 중요한 의미를 양산한 인물들(노장과 소무)과 말하되 몸
이 더 큰 역할을 하는 인물들(취발이와 미얄)을 살피려 한다.

2. <봉산탈춤>에 구현된 몸
1)늙은 남성의 몸: 노장
봉산 탈춤 노장과장은 노장의 파계 과정을 심도 있는 판토마임으로 연출한다는 점에서 모든
탈춤의 장면 가운데 가장 백미로 치는 부분5)이다. 노장은 생불로 추앙받는 늙은 중으로 극에
서는 말하지 않는다. 극중에서 무언으로 일관한 노장의 몸은 여러 층위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
다. 추상회화가 사물의 본질을 포착하고자 하듯이 몸의 언어 역시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
1) 홍덕선․박규현,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14쪽.
2) 김방옥은 “현상학은 오늘날의 지배적인 공연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학과 달리 우리가 극
장에서 접하는 것이 텅빈 기호가 아니라 현존하며 살아 있는 물질과 생명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었다. 연극을 언어적 기호들의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적, 감각적, 물리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학적 입장은 언어적 분석에 치중하는 기존의 기호학적 입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김방옥, 한국드라마학회, 「몸의 연극과 관객의 몸을 위한 시론,- 기(氣)와 흥
(興)에 관련하여」, 『드라마연구25호』, 태학사, 2006, 178쪽.
3) 심재민은 “배우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몸의 물질성은 몸의 연극이나 퍼포먼스가 언어 중심의 연극과
다름을 담보하는 고유의 속성이다. 따라서 몸의 현상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그러한 물질성이 배우와
관객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재민,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편,
「몸의 현상학과 연극비평」, 『동시대 연극비평의 방법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2010, 217쪽.
4) 김기란, 한국드라마학회, 「몸을 통한 재연극화와 관객의 발견(1)」, 『드라마연구 25호』, 태학사, 2006,
44-45쪽.
5) 서연호, 『한국 가면극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2,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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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간 존재의 근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6) 때문이다.
노장의 말없음에 대하여 이미원은 “종교적 권위 때문에 말이 없다”7)고 보았고, 정형호는
“노장과 먹중들의 갈등을 고조”8)시키려는 의도라고 했으나 이를 달리 볼 수도 있겠다. 노장이
말을 하면 오히려 권위적인 면을 부각하기 쉽고, 갈등 또한 더욱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신분적으로 노장보다 아래인 먹중의 노장을 향한 풍자를 쉽게 할 의도로 보
는 게 더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노장이 시종일관 침묵함으로써 그를 경외하는 목중들의 풍자
가 더욱 통렬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목중: 내가 이자 가서 오도독이 타령을 돌돌 말아서 노장님 귀에다 소르르하니까 대강이
를 용두질치다가 내버린 좆대강이 흔들 듯 하더라.
-중략셋째 목중: 우리가 스님을 저렇게 불붙은 집에 좆기둥 세우듯이 두는 것은 우리 상좌의 도리
가 아니니! 노장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9)
목중들이 노장을 보고와서 옹기짐, 숯짐, 큰 뱀이라고 야유하더니 노장임을 안 후엔 발언
수위를 더욱 높여 위의 대사처럼 저속한 표현으로 모욕을 준다. 둘째 목중이 노장에게 노래
들려드릴 것을 묻고 온 후에 노장이 ‘자위하다가 그만둔 성기가 흔들리듯이 흔들린다고 비유
하고 있다.’10) 인식하지 못한 체하며 호칭은 노장님이라고 존대하지만 실상은 비속어로 노장
을 능멸하고 있기에 목중들의 의중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노장을 모셔야 한다며 위하는 척
하지만 비속어를 앞세운 탓에 노장의 권위는 곤두박칠 치는 형국이다. 아직 파계하지 않았기
에 생불로 추앙받는 노장이지만 미천한 목중들에게 놀림감의 대상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면극에서 “비속어의 남용은 서민층의 자아 발견에 대한 몸부림”11)이라는 견해가 있다. 연
극이라고 해서 고상한 제도권 언어만 쓰지 않고 생활 속에서 몸에 밴 언어를 마음껏 구사함으
로써 유교봉건사회에서 지워졌던 자신들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로 본다는 견해이다. 위의 노
장을 향한 목중들의 비속어도 지배계층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현이나 적대적인 관념론을
비판12)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존재에 대한 자기 확인이나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자
신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교언과 감언을 일삼는 사대부들의 언행을 버리고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 몸에 구축했던 언어, 즉 몸에 배어 있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스스로
정체성을 모색한 것이다. 퐁티의 견해를 빌리면 몸사유13)를 통해 주체적 인간으로 거듭나려는

6) 김명찬, 「재현의 위기와 몸의 연극」, 『몸의 위기』, 까치, 327쪽.
7) 이미원, 『한국 탈놀이 연구』, 연극과 인간, 2011, 74쪽
8) 정형호, 한국공연문화학회, 「한국 탈놀이에 나타난 무언의 의미와 기능」, 『공연문화연구 제14집』,
2007, 101쪽.
9) 이두현, 앞의 책, 259쪽.
10) 전경욱, 『한국의 가면극』, 열화당, 2007, 248쪽.
11) 유종목은 우리 가면극의 비속어를 분석하면서 “비속어와 욕설 따위를 마구 사용함으로써 우리 고유
의 언어상의 특성이나 장벽을 무너 뜨리고 자아라는 더 중대한 것을 찾았던 것으로” 보았다. 전경욱,
위의 책, 244-245쪽.
12) “노장에대한 풍자적 공격은 결국 노장이 파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파계하기 전의 노장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 · · 민중적인 현실주의를 표명하고 이에 더하여 적대적인 관념론을 더욱 과감
하게 비판한다 할 수 있다.”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사, 1980, 197쪽.
13) 퐁티는 이성의 발원지, 즉 살아 있는 몸이 주체가 되어 타인들이나 사물들과 상호 규정적인 의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 충분히 가 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그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란 결
코 이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조광제, 앞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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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목중들의 자아찾기 행위는

가면극 연행주체들의 바람이

고, 나아가 서민층이 대다수였던 관객들의 소망이기도 했을 것이다.
제4과장인 노장춤 과장에서 노장은 목중들에게 끌려 들어오다 멈추어 서고, 노장의 멈춘 행
동을 모른 목중들은 몇 걸음 더 걷다 노장이 없는 것을 알고 멈춰서서 노장을 찾는다.
둘째 목중: 그러면 노장님 간 곳을 찾아봐야 안 되겠느냐? 내가 찾아보고 오려든․ ․ ․ <흑운이
만천천불견․ ․ ․ > (타령곡으로 추면서 노장이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다. 다른 목
중들도 제자리에서 같이 춤춘다. 다음 목중들도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노장 있는 곳에 다녀
온다)14)
이어 셋째 목중부터 여덟째 목중까지 순서대로 노장에게 다녀오지만 일곱째 목중에 가서야
노장의 실체를 인식하고 백구타령을 합창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 목중
들이 그동안 모셔왔던 노장을 몇 걸음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 하는가이다. 노장을 두고 하
는 목중들의 이런 행동은 요즘 학생들이 벌이는 ‘투명인간놀이’를 연상케한다. 그러니까 목중
들은 노장을 놀리기 위해 못 본 체한 것이라는 말이다.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몸은 실존 그
자체이다.15) 목중들이 노장의 몸을 보지 못한 것은 노장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그동안 노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노장에 대한 불만이 그의 실존을 거
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장임을 안 후에 목중들이 노장을 위하는 척하며 노래하지만 자신들
끼리 나누는 대사는 모두 노장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음은 이를 입증한다.
노장은 소무를 만나서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목중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매우 적
극적으로 몸을 놀린다. 목중들에게서는 취할 게 없지만 소무에겐 매혹적인 몸이 기다리고 있
기 때문이다. 노장은 처음엔 소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차츰 그녀의 매력에 빠진다. 정
확히는 젊은 그녀의 몸에 반하여 차츰 노골적으로 몸을 놀리며 소무를 유혹한다. 고승으로서
지켜야할 품격은 내팽개치고 육체적 본능에 따를 뿐이다. 먹중들에겐 오만해 보이던 노장의
태도가 소무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바뀜으로써 관객에게 재미를 주면서도 노장의 추태를 부각
하고 있다.
노장은 취발이를 만나서도 말하지 않는다. 시종일관 취발이의 언행에 응대하지 않다가 부
채로 취발이 면상만 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런 무언의 행동 역시 몸사유를 발현한다. 노장
이 장시간 침묵하기에 관객은 정적인 노장 몸에 주목하면서 스스로 사유하기 때문이다.
취발이: (전략) 쉬이이, 산불고이 수려하고 수불심이 청징이라, 지불광이 평탄하고 인불다이
무성이라. 월학은 쌍반하고 송죽은 교취로다. 녹양은 춘절이라, 기산영수 별곤곤에 소부․허유
가 놀고, 채석강 명월야에 이적이가 놀고, 적벽강 추야월에 소동파 놀았으니, 나도 본시 한량
으로 금강산 좋단 말 풍편에 잠간 듣고 녹림간 수풀 속에 친구 벗을 찾아갔더니, 친구 벗은
하나도 없고 승속이 가하거든 중이 되어 절간에서 불도는 힘 안쓰고 이쁜 아씨를 데려다가 놀
리면서 (불림으로) <낑꼬랑 깽꼬랑․ ․ ․>(취발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춤을 추면서 노장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바뀌 돌아 소무 앞에 이르면)

14) 이두현, 『의민이두현저작집 02 한국의 민속극』, 민속원, 2013, 257쪽.
15) 메를로 퐁티는 유기체로서의 내 몸이 세계의 일반적인 형식에 선인칭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익명적이
고 일반적인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의 일반적인 형식이 내 몸을 타고 올라
와 내 몸에 구조화된다는 것이지요.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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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 (소무와 춤은 추지 않고 서 있다가 취발이가 앞에 오면 부채로 면상을 딱 친다)16)
취발이는 고사성어를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길게 말하지만 정작 노장은 대꾸도 않고 부채로
취발이 면상만 칠 뿐이다. 이렇듯 노장은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사표현은 몸짓으로 분명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제 실속은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장의 행동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노회한 이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낸다.17) 노장
의 몸짓은 그의 노회한 관념을 풍자하기하기 위한 가면극 주체들의 의도라 할 수 있다. 가면
극 연행자들의 뛰어난 감성을 체감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듯 이 과장에서 이채로운 점은 노장과 소무가 말하지 않아도 연극적 재미와 작품 주제
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인물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몸이 연극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연극성을 선취했기 때문이다.
2)젊은 남성의 몸: 취발이
취발이는 난봉꾼이다. 그 스스로 “날로 말하면 강산 외입장이로 술 잘 먹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돈 잘 쓰는 한량18)”이라 말할 정도다. 그는 노장을 힘으로 쫓아 내고, 노장과 놀아나
던 소무를 돈으로 유혹해 아이까지 낳게 한다. 자신과 대면하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노장
에게 거침없이 말하다가 노장에게 맞아 코피가 흐르자 단숨에 제압해버린다. 자신보다 지체
높은 중인데도 사정없이 때려 쫓아내고 소무를 순식간에 취한다. 취발이 육체의 성적에너지는
젊은 청년들이 가진 자산으로 노장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대해 조동일19)은 젊음과
봄을 상징하는 취발이가 늙음과 겨울을 상징하는 노장을 물리친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는 달
리 보면 사회의 성적 질서의 본질을 드러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젊은 육체의 생명력을
부각함으로써 취발이의 몸을 사회적인 기호로써 쓴 것이다. 즉 성욕이 충만한 떠돌이의 인생
여정을 통해 육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
취발이에게 말은 몸을 위한 포석이다. 한시와 고사성어를 주로 구사하지만 극의 발전엔 도
움이 되지 않는 장광설에 그치고 주로 몸을 통해 노장과 관계한다.21) 그는 난봉꾼 답게 체면
같은 건 괴념치 않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실천할 뿐이다.
취발이: (소무의 치마를 떠들고 머리를 들여민다.) 쉬이 야아 이놈의 곳이 뜨겁기도 뜨겁구나.
어디 관함이나 한 번 세어보자. 한 관, 두 관, 세 관, 네 관, 다섯 관․ ․ ․ ․ ․ ․ 야아 이것 놔라
16) 이두현, 앞의 책, 265~266쪽.
17) 남기성은 마당극을 분석하면서 “탈이나 춤 등 몸과 관련된 매체를 중심에 놓고 있으며 이는 또한 문
자 언어로 표현될수 없는 혹은 드러나기 힘든 이면에 대한 표현 욕구의 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가면극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마당극이 가면극의 미학을 고스란히 계승했기 때문이
다. 남기성, 채희완 편, 「마당극의 몸 미학」, 『춤, 탈, 마당, 몸 미학 공부집』, 남기성, 2009, 1003쪽.
18) 이두현, 앞의 책, 268쪽.
19) 조동일, 앞의 책, 193쪽.
20) 성이란 단순히 생식 능력뿐만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아 의식을 형성하는 의식적․무
의식적 욕망과 금지의 복합물을 모두 의미한다.· · ·육체에 대한 고려가 이야기기의 중심 주제가 되는
서사물들은 육체가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 가의 과정을 되풀이하여 보여 준다...다시 말해서 서사물
들은 텍스트가 의미를 획득하는데 있어 육체가 중심 요소가 되는 과정, 즉 의미가 육체에 의해 구현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피터 브룩스,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30-60쪽.
21) 우리는 몸을 통해 존재하고, 몸을 통해 타인과 혹은 세계와 관계한다. 몸은 살아 있는 실체인 타자
와 소통하며, 주체를 세계에 속하게 하는 공간이며, 영혼과 분리된 감옥이 아니라 문화적 새김들과
재현들을 담지하고 있는 경험의 장(場)인 것이다. 김지혜, 「오정희 소설의 몸 기호 연구」, 『몸의 기호
학』,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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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 야아, 나왔다. (털을 뽑는다.) 아 이놈의 털 길기도 길구나, 한발 가웃이로구나. (이때 취발
이는 자기의 머리털 몇 개를 뽑아 가지고 또한 인형을 사타구니에 꽂아주고 나온다.)
소무: (갑자기 배 앓는 양을 한다. 작은 인형을 치마 속에서 빠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다. 이어 퇴장.)22)
취발이가 소무 치마 속에서 치모를 뽑아 자신의 머리털과 합쳐 인형을 주면 소무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다. 취발이는 볼쌍 사나운 행동을 능청맞게 함으로써 자신의 난봉 취향을 관객에
게 명확히 전달한다. 취발이의 몸에 대한 관심과 찬양은 라블레23)가 그런 것처럼 유교봉건사
회의 엄숙주의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취발이는 이성보다는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사내이다. 나이도 많고 지체 높은 노
장24)을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이유도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기 위함이요, 어렵게 만난 소무를
유혹하면서 치모를 뽑아 유세를 부리는 것도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정대로
사는 모습을 몸으로 보인 것이다. 이런 취발이의 태도는 가면극 주체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
다. 떠돌이 광대 신분으로 살면서 지체높은 신분의 입맛에 맞춰 살던 민중들의 고달픔을 누구
보다 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기에 동시대 민중들의 불만을 몸으로써 표출한 것이다.25)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민중화가들이 국가 통치자나 그에 동조하는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음란한 풍자
화26)를 그린 탓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과 같은 행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노장과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취발이가 아들을 상대로 천자문과 우리 언문을 가르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취발이가 소무를 유혹하고 관계를 가진 후에 출산하는 장면보다 훨씬 비
중 있게 그려진다. 그래서 취발이와 소무의 성희 장면은 출산을 위해 마련된 장면으로 보일
정도다. 그런데 취발이가 언문을 가르치는 장면은 실상 의미를 찾기 힘들다. 오랜 시간 천자
문과 언문 뒤풀이를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빚은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
지만, 막 출산한 아이를 안고 문자를 가르치고 있기에 이색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공부한풀이 보다는 자신의 대를 이을 몸에 대한 취발이의 애착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다. 그러니까 장황해 보이는 자식공부는 2세에 대한 노총각 취발이의 집착을 전경화한 장면이
라는 것이다.
취발이의 육체는 자신이 범한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높은 신분의 노장을 쫒아
낸 그의 행위는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할 수 있는데도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 과장
은 끝난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면극 연행주체들의 민중의식의 표출로 이
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취발이 몸은 난봉꾼을 표상하면서도 사회적 불평등에 항거하는 몸
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다.
22) 이두현, 앞의 책, 268쪽.
23)사육제에서 볼 수 있는 몸의 찬양은 궁정을 지배한 방탕한 전통과 도시에 집중된 사회 통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따라서 라블레가 시장과 사육제 전통에서 사용된 원시적
이고 대중적인 언어를 공언한 것은 ‘공식’문학에 표현된 우아함에 정면도전한 것이었다. 브라이언 터
너, 임인숙 얾김, 『몸과 사회』, 몸과 마음, 134쪽.
24) “우리 시님 수행하여 온 세상이 지칭키로 생불이라 이르나니, 석가여래 부처님이 우리 시님 모시라
고 명령 듣고 여기왔느냐?” 는 목중의 대사를 통해 노장이 지체 높은 신분임을 알 수 있다. 이두현,
앞의 책, 271쪽.
25)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몸은 정치적·사회적 관계들을 표현하는 유력하고 지속적인 메타포였다. 브라
이언 터너, 위의 책, 20쪽.
26) 대표적인 예로, 민중화가 홍성담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그녀의 가상 출산 장면을 소재
로 그린 그림을 꼽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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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늙은 여성의 몸: 미얄
미얄은 흉한 외모의 소유자로 화가 나면 물어 뜯거나 마꾸 때리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노파다. 그녀는 굿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무당이지만 남편인 영감을 대할 때는 평범한 아낙의
모습이다. 영감이 갈라서자 하자 세간을 욕심내며 반반씩 나누자고 목청을 높이거나, 질투심
에 영감의 첩을 때리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여성이면서 말보다는 몸이 앞서는 육체지향성을 띤다. 특히 성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녀는 난리통에 헤어진 남편을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영감을 유혹해 관계를 맺는다.
미얄: 이게 누구야 우리 영감이 아닌가? 아모리 보아도 우리 영감이 분명하구나. 지성이면 감
천이라더니 이제야 우리 영감을 찾았구나. (노랫조로) 반갑도다 좋을시구! (춤을 추면서 영감
에게 매달린다.)
영감: 여보게 할맘, 우리가 오래간만에 천우신조로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 얼싸안고 춤이나
추어봄세. (노랫조로) 반갑고나 얼러보세. (서로 어른다. 미얄은 영감에게 매달려 노골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한다. 영감이 당에 넘어지면 미얄은 영감의 머리 위로 기어나간다.)27)
위의 지문에서 “미얄이 영감의 머리 위로 기어나간다”는 지문은 성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하
는데 영감보다 미얄이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오랜만에 만난 미얄과 영감은 한번의 성관
계 후 곧바로 갈등을 벌인다. 성관계 후에 미얄이 한 말을 영감이 트집잡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 말로 망신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때리고 물어 뜯는 등 살벌하게 싸움을 한
다. 그렇게 옥신 각신 다투다 영감이 쓰러지자 미얄은 영감이 죽은 줄 알고 기뻐한다.
미얄: 잘되었다. 이놈의 영감 사당 짓모지말라 해도 내 말 안 듣고 짓모더니 사당 동티로 너
죽었구나. 동내 방내 키 크고 코 큰 총각, 우리 영감 내다 묻고 나하고 살아 봅세. 이놈의 영
감 눈깔은 벌써 까마귀가 파먹었구나.28)
미얄이 영감 시체를 앞에 두고 남편이 죽은 줄 잘못 알고 젊은 총각을 불러댄다. 흉한 용모
를 지닌 노파가 ‘키 크고 코 큰 총각’을 새 배우자로 찾고 있기에 웃음을 유발하지만, 우리 전
통 여성관을 대응하면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유교봉건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었던
정절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동을 통해 몸의 주체로서 거듭나려는 가면극 연행자들의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미얄은 구술자에 따라 덜머리집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영감에게 맞아 죽기도 한다. 어찌됐든
미얄은 타살된다. 무당으로서 남편없이 외롭게 지내다가 어렵게 만난 남편 때문에 죽게된다.
이런 미얄의 한을 풀어주려고 남강노인이 무당을 데려와 굿판을 벌인다.
남강노인: 그래, 그래, 좋은 곳으로 가라고 굿을 하니 좋은 곳으로 가라. 극락세계로 가기만
하여라. (무당은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든다. 얼마 동안 추다가 퇴장한다.)

27) 이두현, 앞의 책, 279쪽.
28) 이두현, 앞의 책, 284쪽.
29) 이두현, 앞의 책,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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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봉산탈춤의 마지막 장면으로 남강노인이 죽은 이의 몸을 그리워하면서 극락왕생을 빌고 있
다. 이런 남강노인의 행위는 채희완의 지적처럼 죽음을 통해 다시 거듭나는 민중적 삶의 한
경지를 보여준 것30)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또한 죽음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한 과정으
로 신성하게 받아들이며 몸을 통한 실존적 인식을 보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31)
남강노인은 무당이 퇴장하면 “아이덜아, 일어나거라, 남창동창 다 밝았다․ ․ ․ ․ ․ ” 라고 외
치는데 의미심장한 대사이다. 이 대사의 참 의미는 죽은 넋을 달래는 것에 머무르지않고, 죽
은 몸의 기32)를 받아 산 몸을 깨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굿을
지낸 후에 곧장 한 말이라고 보기엔 힘찬 표현으로 관객에게 흥을 느끼게 한다.33) 죽은 몸이
실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재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다. 이렇듯 가면극의
몸은 죽음과 삶을 잇는다. 그뿐 아니라 굿판에 관객을 끌어들여 제의에 가담하게하고, 관객의
복을 비는 행위로 막을 내림으로써34)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한 몸에 섞인 융화의 세계를
보인다.35)
4)젊은 여성의 몸: 소무
소무는 어린 무당으로 극에서 노장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애교 있게 춤을 출 뿐이다. 그
녀는 말하지 않지만 노장의 혼을 빼놓을 만큼 매혹적으로 그려진다. 노장은 소무의 미색에 빠
져 그동안 생불로서 지켜온 법도를 버리고 몸의 요구에 따라 파계한다. 이렇듯 소무와 노장은
지각으로만 소통하며 관객을 만나지만 어떤 장면보다도 관객을 매료시킨다.
소무는 무녀이지만 극중에서는 돈이나 물질을 받고 남성의 육체를 받아들이는 음녀로 그려
진다. 소무의 묵언과 몸짓은 노장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노장이 자신의 의도를 숨기
고 의뭉스럽게 몸을 놀렸다면 소무의 몸짓은 순박하다. 말하지 않고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여
성으로서 교태를 부리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지 노장처럼 위선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소무의 순응적이고 정적인 몸짓은 얼핏 유교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한 덕목을 따른 것으로 보
인다.36) 그러나 소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의 욕구에 몸을 맡긴다. 노장의 연인이 되는 것
을 허락하고, 취발이와의 성적 유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듯 음욕이 쎈 소무의 본성이 드
30) 채희완은 “할미의 죽음은 곧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지노귀굿으로 진행되어 보다 나은 세계로 구원되는
일상적인 통로의 몫을 맡는다.· · ·죽음으로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죽음을 통해 다시
거듭나는 민중적 삶의 한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채희완, 『탈춤』, 대원사, 1992, 72~73쪽.
31) “죽음을 인식하고 죽은 이의 몸을 그리워할 때, 인간의 실존이 진정 가능해지며 이것은 몸을 통한
실존에 대한 재인식으로, 죽음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한 과정으로 경건하고 신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남진숙, 「한국 전후 문제 시집」에 나타난 몸에 대한 표상과 그 의미, 107쪽.
32) 유가 철학의 전통에서 육체는 정신과 통일된 ‘몸’으로 파악되는데...마음 속의 의지와 신체의 기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보았다. 이숙인, 한국여성철학회 엮음, 「유가의 몸 담론과 여성」,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123쪽.
33) 김방옥은 우리 전통연희인 탈춤이나 판소리는 흥이나 기의 특성이 가장 잘 살아있는 공연이라면서
“우리 전통연희의 더 큰 특성은 연희자의 흥과 관중의 흥이 하나의 장(場)안에서 일체가 되어 어우러
진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 미학인 ‘기’와 ‘흥’으로 전통예술을 설명했는데 그가 말
한 ‘기’와 ‘흥’은 모두 연희자와 관중 몸을 주목하면서 한 말이다. 김방옥, 앞의 논문, 190쪽.
34) 봉산탈춤 마지막 지문 (이로써 탈춤놀이는 전부 끝나고 즉시 주상을 차려놓고 연희자 일동이 가면을
불에 사르며 재배한다.)에서 보듯이 우리 가면극은 공연을 마치면 가면을 불사른다. 가면을 불사름으
로써 무사히 공연을 마침을 감사드리고 세상의 화평을 기원한 것이다.
35) 우리 가면극에 대해 김지하는 “신과 인간이 결합하고, 탈과 몸을 서로 이중적으로 교호결합하고, 천
과 지를 자기 안에서 통일 시키는 춤”으로서 몸 안에 천지가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다. 김지하, 『탈
춤의 민족미학』 실천문학사, 2004, 180쪽.
36)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도덕성이란 보조자 또는 순응하는 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육화하는 데 있다.
이숙인, 앞의 논문,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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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소무는 지체 높은 노장의 아이는 낳지 않지만
날건달로 보이는 취발이와는 금슬 좋게 지내다 출산까지 한다.
소무의 적극적인 성행위와 출산을 자연의 풍요를 가져오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로 해석을 주
로 하는데37) 제고할 여지가 있다. 처녀의 몸으로 길 위에서 이루어진 성행위와 출산은 유교적
가치를 훨씬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체를 온전케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유교적 의무를 신봉한 사대부들에겐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듯 소무의 성행위와 출산은
배우들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유교적 관념에 항거하며 몸사유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대부가 문자언어에 치중했다면 그것에 취약한 서민들은 몸을 사유할 수 밖에 없다. 설사 사대
부의 언어를 흉내낼 수 있지만 기의는 무시하고 기표놀이만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들의 언
어는 몸을 근간으로 하기에 몸언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무의 성행위와 출산은 공동체적
가치인 다산과 풍요를 뜻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는 공동체 규범에 대한 저항과 조롱
의 성격을 띤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구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봉산탈춤>은 매우 도발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봉산탈춤> 연행자들은
‘몸’에 대해 유교적인 시선이 아닌 인간적인 시선을 제시한다. 유교적 금기에 얽매이지않고,
누구나 몸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몸의 요구에 충실한 소무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는 유교 봉건사회의 금기를 넘어 몸의 주체로 거듭나려는 <봉산탈춤> 연행주체들의
근대 정신의 일면이라 하겠다.

3. 결론
우리 봉건사회를 이끌었던 유교라는 엄숙주의는 보이지않는 관념으로 우리 민중들의 삶을
예속시켰다. 반면에 우리 <봉산탈춤> 연행 주체들은 드러난 몸으로 사유하면서 민중들의 감정
을 표현하며 동질성을 이끌어 왔다. 그들에게 유교봉건사회에서 요구하는 젊잖은 품위는 과거
의 유물일 뿐이다. 그렇기에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능을 숨기지 않는다. 욕정을
참지않고 바로 몸으로 실천한다. 욕정의 대상을 취하려는데 방해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 오로지 그들은 몸의 감각이 지시하는 대로 촉수를 드리우고 그런 몸의 움직임에
인생을 맡긴 것이다. 이런 인생들에게 도덕적 금기에 억눌려 살던 민중들은 환호하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우리 가면극이 오랜 시간 전승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다.
메를로 퐁티는 “보는 자가 곧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곧 보는 자라는 봄과 보임의 상
호환위가 있어난다”38)고 했다. 이런 퐁티의 견해를 연극에 적용하면 관객과 배우 사이에도 늘
상호환위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장과 소무처럼 무언으로 일관할 때는 상호환위가
촉진되어 배우 몸의 미세한 떨림도 관객 몸에 전이되어 함께 떨리게 된다. 이렇듯 무언으로
전면에 나선 배우의 몸은 관객 지각의 지평을 넓혀주기에 관객에게 기를 전달하고 흥을 맛보
게 한다. 이런 몸과 몸으로부터 신명은 생성된다. 그럴 때 놀이판은 생명력으로 가득차면서
관객을 정화케 할 것이다. 이는 서구 전통 연극에서는 찾기 어려운 우리 고유의 미학으로서
그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겠다.

37) 가장 대표적으로 조동일과 임재해의 글을 꼽을 수 있다.
조동일, 앞의 책, 196쪽,
임재해, 한국문화인류학회, 「탈춤에 형상화된 성의 민중적 인식과 변혁적 성격」, 『한국문화인류학 29권
2호』, 1996, 62쪽.
38) 조광제, 앞의 책,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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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오직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형성해가는 활동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다.”39)
는 철학가 김상봉의 견해를 따르면 가면극 연행 주체들은 무대 위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공연되는 동안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형성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마당판에 신을 모셔다가 예축하고, 상전을 불러놓고 모욕을 주거나

육체적 욕망을

불사를 때도 망설임없이 판을 만들고 몸을 움직였다. 그 곳이 장터 가설무대든 마을 당집 앞
마당이든 별빛을 조명삼아 무아지경 속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펼쳐보였다. 가난과 소외
로 점철된 질곡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과 어울려 놀고 박해와 죽음조차 두려움없이 상대한 가
면극의 무대는 자기 상실 속에서의 자기 실현이라는 이념을 구현한 서로주체성40)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기개를 펼치며 세상의 변혁을 꿈꾸었던 깨어있는 광대들이
었던 것이다. 비록 얼굴을 가리고 활개쳤지만 가혹한 현실에 굴종하지 않았던 가면극 연행 주
체의 놀이 정신은 생기 넘치는 생명력의 세계였고, 자유 정신이 충만한 세계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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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면극의 ‘몸’ 연구-<봉산탈춤>을 중심으로｣ 토론문
김경남(영남대)
선생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텍스트와 공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현장보다 책상에서 희곡을 더 많이 접
하는 저로서는 항상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공연성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처
음 토론 제의를 받을 때부터 제가 적당한 토론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텍스트가 <봉산탈춤>이라는 점을 알게 되고 난 후,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토론한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극을 연구하시던
선생님께서 <봉산탈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몸’의 현장성에 있다고 어렴풋이 추측하
며, 구체적인 사항을 선생님께 여쭙는 방향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 논문은 가면극에서 ‘몸’의 실체 규명을 위해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몸’의
현상학적 접근은 언어분석에 치중한 기호학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신 것이라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론에서 서술하신 내용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연극 기호학적 분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장의 몸놀림은 소무를 유혹하기 위한 행위이며(p.4), 노회한 관념
을 풍자하기 위한 가면극 주체들의 의도(p.5)라는 분석은 인물 행위의 지시적 기능을 서술하
는 듯합니다. 노장 뿐만 아니라 취발이가 자신의 욕정대로 사는 모습을 몸으로 보인 점(p.6),
미얄이 정절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통해 몸의 주체로 거듭나려는 의식을 보인 점(p.7), 소무의
순응적이고 정적인 몸짓이 의미하는 여성성, 그리고 성행위와 출산을 통한 유교적 관념의 항
거(p.9) 등은 모두 인물들의 행위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물 행위와 그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지시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기호학적 분석을 넘어선 현상학적 분석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호학적 ‘몸’은 지시관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재현 도구로 기능합니다. 그리하여 몸
이 드러내는 기표성은 어디까지나 기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데 본론에서 서술되는 인물들
의 ‘몸’에 대한 해석 역시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상학적 ‘몸’
에 대해 설명하시며 메를로 퐁티의 이론을 가져오셨는데, 메를로 퐁티는 ‘몸’이 이성적 사유에
의한 의미 고정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표가 기의로 복귀되는
기호학적 의미 형성을 지양하고 이미지의 흔적만 남기는 새로운 연극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현상학적 ‘몸’이기에 아방가르드 연극을 규명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연극에서 기호학적 ‘몸’과 현상학적 ‘몸’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다음은 ‘몸’의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서론에서 ‘몸’의 자리에 ‘몸짓’을 혼
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론의 서술도 대부분 ‘몸짓’의 의미해석입니다. 이
논문에서 ‘몸’에 주목하신 것은 ‘몸’이 단순히 언어에 상반된 몸짓이나 행동을 의미할 뿐만 아
니라 인물의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몸성이나 배우의 에너지로 표현되는 몸성까지 모두 포괄하
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탈춤이 ‘탈’과 ‘춤’에 대한 분석 없이 ‘몸’에 대해 온
전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또한 ‘몸’의 행위를 설명하고 계신 대부분이 ‘성’ 내지 ‘성욕’의 문
제와 연결되는데, ‘성’의 문제를 ‘몸’이라 표현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몸’의 개념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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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억눌린 민중들의 저항을 신명으로 풀어낸 생명력 있는 극’이라는 측면은 비단 <봉
산탈춤> 뿐만 아니라 우리 마당극이 가진 우수성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의식
을 ‘몸’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
니다. 웃음을 통한 저항성이라는 <봉산탈춤>의 주제의식은 ‘탈’과 ‘춤’을 통한 연구에서도 여
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봉산탈춤은 19세기부터 전승되었으나 일제시대에 와서 널리 공연되었으며 공연대본은
1936년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위해 전국의 민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록되었습니다. 이
렇게 채록된 대본의 경우 같은 시기 채록 된 임석재 본, 오청 본, 송석하 본 사이에도 수정을
통한 차이가 나타나며, 월남한 놀이꾼의 구술을 통해 1965년 채록한 이두현 본의 경우 이전
의 대본에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텍스트로 사용하신 이두현 본은 1970년
대 해외공연을 앞두고 약2시간에 걸쳐 공연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용적 측면에서 이 대본의 관객을 ‘유교문화에 억눌린 민중’이라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고전 연구에서 이본에 대한 연구와 선별은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
각됩니다. 선생님께서 이두현 본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 대본의 관객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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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遺事 <惠通降龍>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



박유미*

1)

Ⅰ
Ⅱ
Ⅲ
Ⅳ
Ⅴ

. 문제제기
. 설화의 구성과 공간설정의 방법
. 공간의 양상과 인물의 대응 방법
. 공간과 인물관계를 통해 본

삼국유사 용설화의 구성 원리

. 결론

Ⅰ

. 문제제기

삼국유사 <혜통항룡> 설화에는 고승인 혜통과 용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설화에서 용
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이다. 혜통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용에게 불살계를 주
어 악독을 멈추게 한다. 설화를 표면적으로만 살핀다면 기존의 논의들1)에서처럼 불교에 복
속하는 용, 즉 토속신앙이 불교와 습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혜통과 용
이 거듭 대결구도를 벌인다는 점에서 토속신앙의 반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도
보인다. 그런데 거듭되는 대결의 구도에만 집중하여 다루었을 뿐 대결이 펼쳐지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미약했다고 보인다.
설화에서 중심인물인 혜통과 용은 각자 그들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을 감행
한다. 혜통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이에 비해 용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 인물의 행보는 다르나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들이 만남을 가지게 되
는 경우 각 인물은 동일한 장소에 시간차를 두고 당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왜 그들은 각
기 시간차를 두고 하나의 공간에 모이게 되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인물이 문제 해결을 위
해 이동을 감행한다고 했으니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인물이 공간에 먼저 당도할 것이고 뒤에
공간에 당도한 자는 문제 해결이 앞선 인물보다 덜 시급하니 시간차가 생긴다는 것이 일반
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각 인물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기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라고
규정내릴 수 있을까? 아니다.
두 인물은 동일한 공간 안에서 서로 대치되어 밀어내고 밀려나간다. 밀어내고 밀려나간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외래의 종교인 불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는 신라사회의 현실과 타협이 불가피한 것이며 신라불
교설화의 성격도 이 범주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한 황패강의 논의는 이 설화가 이러한 맥락에서 살
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黃浿江 新羅佛敎說話硏究 一志社
,

,

, 1975, pp. 235.), 서

대석은 용을 천신족의 이주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했던 토착세력으로 보고 있다.(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pp. 421-425.), 신태수는 혜통항룡 설화를 통해 불교신앙을 표방
하는 세력과 토속신앙을 표방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결국에는 불교신앙의 승리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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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해 본

土俗信仰 向方
의

,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pp. 401-428.),박진태는 혜통이 교룡을 불살계를 주어 조복시키는

삼국유사의 설화를 통해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2011, p254.) 이 밖에도 많은

것은 퇴치에서 융합으로 대응방식을 바꾸는 경우라고 보았다.(박진태,
본 <토착-외래의 관계유형 ,

연구들에서 같은 논의들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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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에서 우세와 열세를 판가름 할 수 있으나 현상적인 부분만으로는 쉬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우세와 열세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우세와 열세라는 위
치 선점의 이면적인 의미 또한 고려해야 하겠다. 가려진 이면적인 부분을 살펴야 진정한 의
미가 도출된다. 먼저 당도한 인물은 공간에서 내몰리기 일쑤이며 후에 공간으로 당도한 인
물은 먼저 공간으로 당도한 인물을 밀어내기 일쑤이다. 밀어내는 인물은 공간의 요청에 의
해 공간으로 진입한다. 때문에 우리는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2) 시간차는 바로 공간의 요청
에 의해 발생한다. 즉, 우세와 열세의 이유를 판가름하는 것이 다름 아닌 공간이다.
공간은 지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설화에서는 당나라와 신라라는
지리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선학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설화는 불교적 성격이 강하
다. 당나라와 신라라는 지리적 공간의 제시는 불교신앙의 전파 통로라는 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사회적 공간을 제시한다. 사회적 공간은 당나라 황실과 신

림, 기장산으로 대표되는 하층의 공간
이다. 인물들은 상층과 하층의 공간에서 대응 태도를 달리한다. 때문에 공간의 차이에서 오
는 인물의 대응 태도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왕실, 정공의 집으로 대표되는 상층의 공간과 문잉

<혜통항룡> 설화는 대표적인

삼국유사 용설화의 하나이다. 이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

색된다면 공간과 인물 관계를 통한 삼국유사 전반의 용설화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공간의 운동성에 주목하면 공간 안에 내재된 지리적 사회적 관계망을 읽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공간의 관계망을 통해 삼국유사 용설화가
지닌 참된 의미의 고찰까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가 모

Ⅱ. 설화의 구성과 공간설정의 방법
<혜통항룡> 설화는 고승인 혜통과 용 두 인물의 문제 해결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고

섯번

승인 혜통은 여
지

네번

의 문제에

개
특징
개
였

의 문제는 혜통

맞

는 하나의 사

의 시

건

료1) <

(자

다. 세

번

작 끝

혜통항룡>3)

산 버렸 .
튿날 새벽 뼈 없 졌 므 핏
안에

2) 이

쪽 냇

다

그

가

어

즉, 인물과, 상생・상
수,

소설에 나타

는 공간에
3)

으

로

자국을

시

,

을

공간과 영
>

착하고 이

이기도 하고

의 관계 ,

운

살펴야 한다.

를

놀

라 가 보니

음

이면 다

달 마

아다 수

한

뼈 옛날
는

리를

에 살던

체

굴

속으로

거리

과 같다.

잡 죽
아

줄

이고

돌

뼈

를

섯

아가 다

만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명

동성을 지닌 생

체

의 주

이기도 하다.(신태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 p.285.)

동성에 논의를 주목할 만하다.
, <

자세

는다는 점에서, 공간은 그 자

의 입장에선

봉

의 문제에

좀더 히
련번호 붙

가에서

따

련 맺
극
個物
군담
난
웅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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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이 인물과 긴밀한 관

문제로 혜통은 요청으로

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일

1) 혜통이 속인으로 있을 때, 하루는 집의 동
동

둘 싼
네번
러

머

인의 문제이다. 나

의 문제 해결은 모두 해결되지 못하나 하나의

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구도를
과

개

의 문제는 혜통

을 가진다. 이에 비해 용은

인의 문제

문제는 해결을

번

착한다. 두

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간을

인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문제들은 모두 용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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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새

리의

끌

끼를

채 웅크
참 놀
히
무
배

리고 있었다.

어안은

3) 혜통이 바라보고 한 이나
4) 혜통이 당나라에 가서
수

없

애 탄
7) 무
가

혜통은

외삼장에게

절 .
않 3년
뜰
머
듣

다하여 거

당한다

5) 혜통은 물러나지
6)

라고 이상

고

외삼장이 소리를

히 섬겼

8) 이로 인해 왕화상이라 불리고

10) 혜통이

옷
로

변

을

들어

은

하게 해

한

을

병

병

을 입은

이 나았다.

에

을

효
베 버
17)
노
16)

소왕이 신문

어

어

왕이

를

리라고

18)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정공과
게 했다.

19) 혜통은

갑옷

묻힌 붓
20) 놀란 병
힘
21)
녀 병

을 입은

을 들고

병

으로 도모할 수

왕

가

병

없

히

을

에 대해

괴롭혔

다.

호

음

25) 처

들을

았다.

버드 무
나

막

가 가로

고 있

묻 버렸
병

다.

어

서를 소집하여 왕망사로 가

올
붉 획

으로

병 붉 색먹
졌 .
람

라가 사기

과

이 그어

다

은

은

더 병

하게 했

이 나았다.

니

곰

으로 가

을

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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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라는 계

료

혜통에게 지

다.

죄

신이 되어 해독을 심하게 끼쳐

으로 가 용을 타이르고 살생하지

겨

사

려 두었다.

산

에 신문왕이 종기가 생

독룡이 문잉

소하고 왕은 후회하여 정공의 처자에게는

고 기장

쳐나와

려 나아가자 왕이 혜통의 신통력은 사

곳

24) 혜통이 그
다.

갚

으로

달

버

료

하고 혜통을 국사로 삼았다.

23) 용은 정공에게 원한을

흙

사들의 목에

도망하여 왕의 앞에

뛰

쫓

붕

자

사들

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이를 알지

는 것을 보고 지

획 긋 병

병

림 람

아

이고자 하여

오

다고 하여 그대로 내

억울함

죽

을 입은

으니 교룡이

쫓 낸

을 내는데

이고 그의 집을

이 나자 혜통을 불려 치

22) 혜통은 정공의

를

낼길

한 혜통을

사들이

의 목에 한

사들이 황망

나

했다.

어

은

병마 쫓

으나 정공이 이를 저지했다.

하여 정공의 목을

워흰갑

고 주문을 외

검 갑옷

아와 용을 내

을 만들고자 장사지

하

에

돌
버드 무

에 본국으로

우 사

아의

릇 담

우게 하여

버드 무 매 랑
오 무덤
명령 였
베 죽
친
나

런 주문을 외우자 상

를 청하니 삼장이 혜통을 천

을 은그

다가 혜통을 만나 혜통이

인

다.

이 사 심법의 비결을 전해주

말

한

싸

불어

15) 용이 정공을 원망하여 정공의 문밖에 있는
못하는 정공은

을

고 주문을 외우자

했다

14) 혜통은 정공과

스

냈

료

말 .
함께 덕 2년 축

해치고 있다고

와 같은 소리를

이 될

질 높

갔

13) 정공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릇

을 그

다.

외삼장에게 치

더

사들과

닦

우게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와

으로 된 그

흰 갑옷

우

무

실에 거처하면서

으로

불법을

으로 어루만지며 신비

외 삼장이 혜통의 재

이 나서 고종이

했다.

12) 이들을

무

리고 승려가 되었다.

는다

가 터

터가 생

명 받 별
흰콩
병 변
병마 싸
검 콩 말 금
릇 담

을 입은 신

11) 또다시

의

병

9) 당나라 황실의 공주가

을

히

으로 감

않 .
져 레

락하지

리에 화로를 이고 있다가 이

처가 아물어 전과 같이 되었으나 왕 자

거했다.

내

고 와 화로를 치우고 터진

었다.

람

끝 허
마
곳 손
무늬 흉
겼
으나

버

하고 망설이다가 속세를

우기를 청했으나 신라 사

동안 열심

에 서서

탄

여기며 감

를 면하게

백

더

성들을

을 주었

니 용의 해가

없 졌

워낫

였

해 주기를 청하여 주문을 외

어

게 하

민

26) 혜통은 신문왕이 전생에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양

였 므
충

하

으

충

로 신

27) 또 신

품 윤
마
절 짓 명 빌
겨절
충봉

이 원한을

을 위하여

옳

28) 왕은 이를

을

어

회환생할 때

고

게 여

복을

충 잘
말
풀
였 .

인 신

킨
않

굴 킨
복시

못 판결하여 종으로

했다.

다 보복을 한다고

어 그의 원한을

라고 하

다

성사라 했다.

을 세우고 신

굴

<혜통항룡> 설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혜통이 용을
다.

을

담

복시키는 내용을

고 있

다하여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살계를 내려 용을 교화시

다. 용은 저항

없

받

이 혜통의 불살계를

백

아 그동안

괴롭

성들을

게 했던 행동을 하지

곳없
받
않

게 된다. 앞서 용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혜통에게 한 저항들은 간

받
작

분고분 혜통의 불살계를
지

않

아 들여 해를 끼치지

는다. 혜통 또한 진

체

용에게나 혜통에게나

괴롭힘

땅
움직임
압

혜통과 용의

림
묻히

마땅

산

과 기장

의 사

하다. 이를

좀더

압

제시하고 용은

므 개

인적인 문제 이

개
깨달음 무

인적 문제
에

무

운

은

함 둘
은

을 벌이지

또한

체

력적인 소모

팽팽

의 세력이

았으며

없
베 죽임

나아가 이유

한가? 정공은 목이

다면 서로

없

이

여

을

이 우세한 인물

하게

맞

서 있다고

■

로

드 난
개

다. 혜통은

의 강도를 결정 지

<표 1>

둘 갈등
.
더

아들여지

살피기 위해 혜통과 용의 문제를 도식화 해보기로 한다. 각 인물이

움직임
개

정도 차이가

없

하지 못

가진 문제를 파악하면 인물의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함

떠

들은 어

게 되었다.

하면 될 것이다. 당장 제

라면

었을 터이다

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유가

이 열세한 인물을 제
보아야

없
람

력을 소진하는 일이

속에

게 되었다는 사실이 쉬이

불살계를 용에게 주었

을 당해야 했던 문잉

당하고 집까지

않
더

이 고

절
누

다. 인물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의 간

러

인적인 문제와 공간의 요청 문제로 나

어

인적 문제로 제시한다.

■
개

혜통의 문제
공간 요청의 문제

용의 문제
인적 문제

지

외삼장의 비법 전수
저지

병

당나라 공주의 치

림

문잉

거주

림

에서 해를 끼치는

문잉

용을 처단

죽음 직
에

당나라 공주와 지속적

정공에게

면

녀

신라 왕

산

기장

갚

을

죽였

개

인적 문제는

달 뼈

으나 수

의

산

에서 해를 끼치는

기장

새

끼를

은 원한을

함

지속 거주

낌없
깨달음 얻

1) - 2)와 같다. 혜통은 승려가 되기 전 거리

가 자신의

품

고자

병

의 치

용을 처단

혜통의

지속 거주

끌

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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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이 살아있는 생물인 수
을

게 된다.

3)은 혜

깨달음 얻
깨

통이
을

을

음

기 위해 승려가 되었

움

우치는 것이 어려

준

다.

을 알려

무

을 알고 당나라의

든 깨달음

4)에서는 승려가 되는 것만으로 모

배

외삼장에게

배움 절함
절
굴 않 5)
절 움직임
. 른 떤

신라에서 당나라로 공간을 이동한다. 그가 추구하고 자 하는

음

하게 했다. 처

섬겼
직임

신라

무

외삼장의 거처에서 거

다. 그래도 안 되자 그는
하다

혜통은 이

디
워낫
드디

어 그가

가 터

우

게 된다 4)

무
준

처럼

외삼장은

어 해결의 국면을

맞

하지

리고 집 또한

어

혜통은
사

에서 비

에

라

다르게 문제 해결

세

의

은 어려
두

기 위해 정공과

도 간단

의 강도가

인적 문제 해결 시

를

하자 왕실은 정공을

분이 두터

아

울 필

서게 된다는 데서 주의를 기

임

드디

하자

어 교룡을

잘

각했으나 교룡의

례
역

통과의

역
험

은

아

었다.

수

검 병

11)처럼

을 통해

5) 경계는

준

은

다. 혜통의 생각으로는

힘

이 미약하지

않

았던 것이다.

체험

병

체험

것이다.

정 집단이 의식을 통해

자가 이것을

놓
옮김

어 발을 들여

은

고가 된다.

영

특

전경수

이다.

으로

외삼장의 천거

움직임
움직임

의 강도는

을 합쳐

겨

없앨

10) - 11)

수 있으리라 생

우 교룡을 공간 밖으로 밀어

달

이나 문자로 전

의 비밀세계를 알 수

무

할 수

없

없 오

않 깨달음
는 심

한 비밀의 영

다.(이범교,

도 알려 주지

밀교와 한국의

는

체

을 신비

낯
찰 침접
곳 편
A 넵

정 지점에 설치한 것이다. 이것을 소유하는 집단은 만약

역

람
역

의 사

례

통과의

이 신성한

이나 사

례

통과의

숲

에

를 거처야만 그

, 을유문화사, pp.45-57.)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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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게

인적 문제의 두

의 강도를 강하게 했다.

말

병
움직임
싸
번째

12)를 통해 공주

사와

10)의 강도만으로도 교룡을

는다면 세속적 영

,

무

흰병 힘
개

사를 만들어

같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영
수 있다( .반게

른 역

10)과 같이 한다. 10)의

을 위해

족사, 2008, p.19.)는 내용과 같이 혜통은 아

우

의 강

에서 다

9)에서와 같이

10) - 11)의 강도로

의 세계이다. 이것은

단지 못한 중생은 이러한 신비

문화유적 ,

했던

결되고 그들이 동일한 공간에

병

아내게 된다 혜통의 문제 발생 시

인적 신비

이다.

다 강

과정을 거치게 되

직

요가 생긴다. 먼저 혜통은

일

쫓 낼 없
쫓
.

반영해

증 개
깨
 민
깨 친
특
넘
A 넵
좋 참

4) 자내

렬함
였 . 렬
움직임

할을 하

역

독한 영

인적 문제와

보다는 미약했으나 공간의 요청에 대한 문제 해결 시에도
은 이 사실을

문제 해결과는

역

우 중요한

개

을 알 수 있다. 혜통은 당나라 공주의 치

의 강도로는 교룡을

이고자 한다

다 두

를 통해 당나라 황실로 입성하게 된다. 공간의 요청은 당나라 공주의 치
원이 교룡

여

통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간 요청에 의한 문제들은 쉬이 해결할 수 있

맞

근

혜통을

을 수 있게 된다 즉, 하나의 영

혜통의 공간 요청에 의한 문제들은 대부분 용의

의

라진다 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강했다. 강

5)의 한 모습이다

었다.

서

던 문제의 해결

력을 구비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

을 통해 혜통은 많은

사

을

상처를 주문을 외

게 하자 어려

을 거

을 수 있을 정도로

외삼장에게 심법의 비결을 전수

나아가는 의

사들을 내

의 강도는 두

도에서 보여 지는 혜통의 모습은 통과의
자 그는

그의 이

우 미약하다

문제 해결의 판도를 바꾸어

문제 해결의

문제 발생 시의

의 강도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된다 정공이 왕의

다 그리고 후환을

와 같이 지

어

동안 열심

이라고 하는

의 강도를

번째 개
18)
롯 .
묻 버린 .
없애
19)
붕 올 너무
히병
뭇
움직임
매
.
번 개
움직임
번째
운
놓
매
번째
움직임
능
례
. 혹
무
받
.
례 무 히
.
인적 문제는

처럼

렬
히
움

을 강

증(自內證)
깨달음 드
오른
마
크
웠
달 .
명 역 .
죽 버
친
운
죽
.
쫓 버린 . 번째

의 경지에

다. 혜통이

게 된 것이다. 결국

통의 세

고

을 보인다 다

깨달음
움직임
움직임

다 인물은

은 그의

다. 불교에서 자내

와 같은 소리가

게 해주고 심법의 비결을 전해

은

났

의 간

당한 혜통은

6)에서와 같이 처 한

렬 .
마 져 레
얻
. 7) - 8)

보다 강

난 .
움직임
3년

우기를 청한 모습이 나타

선

하는 것과

으로

. 반게

입될

의 논의가

내는 데 성공한다.
교룡이 공간에서 밀려남은 그의 입장에서는 원래의 거주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언

그가

제부터 당나라 황실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워
놓
로

록 병마
운

여있었다. 비

깝
필
역

영

다.6) 가까

든

는 모

역

어

한 관계에

지고 있다. 혜통의 문제 해결과정을 살펴

례

의 통과의

련

례

를 거쳐 당나라 황실에

편

입된 인물이라는 추

않

이 가

웠

고 조화로

무언

각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서로 대치하게 할

병마
측 능

을 인식한다면 용 또한

입이 인정될 당시에는 용과 당나라 황실 또한 서로 대치되지

인가를

입이 인정되었다.

임
편

의 과정

해진다.

무엇

편

를 거쳐야만 그 공간에의

인물이 거쳐야 하는 일

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통과의

인다. 서로 대치할

을

우 밀

등

거리의 인물이 서로를

례

의 통과의

매

병 얻 괴
접

라는 몰아내야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

요가 있다. 혜통은 영

볼

으나 공주가

9)를 통해 안다. 그렇다면 교룡은 당나라 황실과

한 사실만은

는 가

없

다고 생

가가 공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

찾

아야 한다. 공간 요청으로 혜통이 외부에서 공간으로

건너온

유입된다. 혜통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불법을 구하기 위해

례

인물이다. 결국 그는

징

를 통해 고승이 된다. 그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그는 불교신앙7)을 상

통과의

한다고

병
렸

하겠다. 불교신앙으로 대표되는 그가 용을 공간에서 몰아내고 있다. 공간 내부는 치

능

력을 인정하여 불교신앙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교룡은 공간에서

배척

다. 당나라 황실과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른 무언
무언 밝혀낼 없
가를

수

른

다. 다

교룡은 당나라 황실에서 내몰려

곳

아 그

졌

택 곳
쫓 낸

다. 그가 선

활
활

머

한

것을

권

유한다.

아

림

귀

품

림

낸

고 정공의 집 앞

능

력을 지니고 인간의

pp. 407-425.)라고 한 논의가

진다

나

한다. 문잉

로

은

)와 현교(

제자들에게 세속의 주
다. 그러나 인간의
신자들도

속에

이

는 데

아

밀

린

다.

아

다. 신라 문잉

이

림

에서 정공의 집 앞으로 거

용하고 있다(신태수, 위의 논문, 2005.

편

해를 펴고 있다.

의

경 에 의하면 석가모니불은 현교를 중시했다.

하고, 만약 이를 어

경우 파계할 것이라고 했

과 자연재해는 신앙만으로 해결할 수

외가 아니다. 결국 석가모니불로 하여

고대로부터 내려

었다. 이것이 밀교의 형성과정이다. 자기의

용한 이후, 주문의 신비로

교, 위의

)로 나

을 행하는 것을

에서 일어나는

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허
임

으로 가 독룡을

으로

고가 된다. 교룡을 토속 신앙의 하나로 상정하고 신주

세 설화를 통해 토속 신앙이 불교 신앙에 복속 될 것이라는
7) 불교는 밀교(

에서

림
쫓 낸
림

나 신라 문잉

다. 또 용은 내몰

평 워 .
버드 무 변
화로

림

떠

삶
깊숙 작
좋 참
견
密敎
顯敎
뉘
 함 
술
엄 히금
길
삶
질병
예
금
오
없
몸
운힘
책
병마 낫

) 교룡은 대단한

이다.

공으로 당나라 황실의 인정을

국하여 문잉

이라는 공간에서 용을 몰아

라는 공간도 결국 혜통에 의해
용은 앙심을

림

을 영위해나간다. 정공만 아니었다면 혜통도 용도 모두 각자의 공

14)와 같이 정공과 혜통은

혜통은 또다시 문잉

6

당해야

은 다름 아닌 신라의 문잉

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공은 혜통에게 당나라를

간에

배척

을 영위한다. 교룡 또한 정공이 사실을 발설하기 전까지 문잉

에서 생

거주하며 자신의 생

갈

는다. 교룡은

문제 해결 방법들도 살펴보아야 한다.

13)에서 정공이 알려주기 이전까지 혜통은 교룡을

받

않

당하고 내몰

가로 대표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 해결과정으로 교룡으로 대

하는 다
표되는

당하지

배척

의

없
호

는 것이다. 승려나

술

는 해결방법인 주
을 보

의 사용

술

하기 위한 주

을

에 의해 재앙을 물리치는 비법이 불교교단에 일반화되었다.(이범

, 2008, pp. 30-33.) 혜통이 당나라 공주의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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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게 한 것은 바로 밀교의 비법

주지를

옮
명

긴 것이다. 또한 정공으로 하여

은 왕의

역

한다.

에 거

금

랑

자신을 사

명령

17)에서와 같이 왕의

든

다. 결국

하게 만

역

16)처럼 정공

한 정공은 제거된다. 정공의

을 거

취

한다. 즉, 문제를 해결

집에서 용은 기존 문제 해결과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름 아닌 왕실을 이용한 방법이다. 용의 앙심은
다. 반면에

죽

18)에서처럼 혜통은

직

쫓

는다.

내

히

죽

이 그려진다. 혜통은 왕

중이다

의 치

은 왕

의

사들을

기한다. 혜통이 위기에서

어나긴

친

다.

들에게 해독을 끼

른

거점을

도

산

산

산

포 됨
찾

산

포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8) 용이 불교신앙에

필

없

산

다. 기장

요가

포

확

이라고 하겠다. 혜

움직임

를 거쳐 공간에

다.

곳

으로

례
김없

에서 각각 통과의

수 있다. 당나라 황실과, 문잉

맞

무

림,

이 통과의

곧

이고 문제 해결은

산

정공의 집, 기장

확
개

받

게 된다. 이는 인물이

은 용의

림

례

를 거쳐야

함
편

개

준

을 나타내

그 공간에로의

입으로 볼

인적 문제와 혜통의 공간

배척

에서는 용이

낸

보한다. 이는 공간이 한 인물만을 수용하려는 양상을 나타

되고 혜통이

다고 하겠다.

인적 문제인 정공에 대한 복수는 정공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용은 정공의 집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대면하지는
라는 결과를

곳

초

죽음
곧
확
죽음

았지만 용의 문제 해결이

능

곳

게 된다. 또한 그

하다. 혜통은 왕망사라는 공간에서

에서 신라왕실의 부름을

받

산
참

삼국유사의 <어

건

않

의 위기에

이는

역
벗

보에 중요한

의 위기로부터

는다. 왕망사는 혜통에게

힘 얻
을

할

어나

어 신라

불영> 설화에서 수로왕과 독룡의 대치 상황을 부처가 해결한 것에 대해 불교설

국신화를 밀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조동일,

라고 한 논의를

놓

혜통의 문제 발생이

래한다. 때문에 정공의 집이라는 공간은 용의 세력

이라는 추정이 가

화가

하

다고 하겠다.

에서 정공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용이 문제를 해결하자 혜통이

8)

고

외삼장의 거처, 당나라 황실,

물리는 공간이다. 당나라 황실, 문잉

요청 문제가 서로

한

확
령

<혜통항룡>의 설화구조는 문제와

를 거쳐 인정을

입되고자 할 때 어

례

였

을 보

폈

다. 즉, 문제 해결의 과정은 통과의

용의

이상 다

움직임
례

기 위한

보를 위해 계속되는

산
편

신라 황실, 기장

공간에서 그

공간을

더

용되자 그는

않

용되지

문제 해결과정을 그리고 있었다. 혜통은 당나라 고승인

른

는다. 몰

에서 해독을 멈추고 살면 된다. 그렇

혜통과 용의 문제 해결을 통한 설화구조를 살

다

않

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혜통을 위시한 불교신앙이 공간을 점

게 되면서 용은 자신의 공간

림,

성

용과 대면하는

에서는 용을 내몰지

통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살펴본다면 용은 혜통 이전에 통과의

문잉

백

에서 단합한다. 단합의 방법은 불살계이다. 결국

다면 이전까지의 대립은 용이 불교신앙에

매김

수 있게 된

신이 되어

24)는 혜통이 기장 이라는 공간에 다시 한

아 공간을 이동할

한 자리를

곰
번

23)에서와 같이 용은 기장 으로 가

고 내몰리기를 반복하던 그들은 기장
용

억울함 풀

을 통해 국사가 되고 정공의

모습이 그려진다. 혜통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기장

불교신앙에

라가 주

으로 혜통이 왕실과 결합하는 과정

다.
혜통이 신라 왕실과 결합하자

술 병
벗
로

포
녀 병

이기를

척 . 20)
녀 병

왕실과 대

붕 올

19)처럼 왕망사 지 에

20)에서와 같이 왕실은 혜통

했지만 여전

인다. 용이 문제 해결을 하자 혜통이 문

을 위기에

면한 것이다. 혜통은 의연하다.

제에

놓

풀렸

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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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설화의

뜻풀

이, 집문당, 2004.

왕실로

편

마련

입하게 하는 계기를

힘 확
.
산

사에서 각각의

낸

확

보했다. 이는 공간이 인물의 세력을

을

다고 하겠다

해 주는 공간이다. 용은 정공의 집에서 혜통은 왕망

기장

보하게 하는 양상을 나타

에서는 두 인물이 서로 화합했다는 점에서 공간이 두 인물을 모

개

두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설화의 구조를 통해 공간이 세

의 양상으로 나

무엇

타남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공간의 설정이

을 의미하는 지를 살펴야 하겠다.

Ⅲ

. 공간의 양상과 인물의 대응 방법

설화는 문제와 문제의 해결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인물은 공간을 이동
하면서 문제 해결을

례

의 통과의

드

를 반

꾀

른

했다. 다

편

시 거처야만 공간으로의

고 있는 인물은 뒤에 공간에

른

공간에서 또 다

능

역

입하기 위해서는 영

했다. 때문에 공간을 먼저 점하

입이 가

편

편

공간으로

례

입된 인물보다 먼저 통과의

곳

를 거쳐 그

에 정착하고

련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설화의 구성을 통해 인물이 서로 대면하거나 관

개

있던 공간은 세

의 공간으로 설정

됨

되어

을 알았다. 한 인물만을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과

인물이 세력을 형성하게 하는 공간, 두 인물 모두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그것이다.

편

한 인물만을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에서는 뒤에 공간으로

였
마련

입한 인물이 선주한 인물

편

을 밀어내기 일쑤

다. 공간에서 선주했던 인물을 밀어내고 후에 공간에

그

했다. 한 인물의 세력을 형성하게 하는 공간은 각각 차이를 보

곳

에 거점을

용은 정공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 세력을
공간에서 세력을

확

입된 인물이

였

확

다.

보했고 혜통은 왕망사라는

보할 수 있었다. 두 인물 모두를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에서는 문제

않

해결을 위해 후에 공간에 도착한 인물이 선주하던 인물을 밀어내는 과정이 나타나지

더
둘 갈등

았다. 후에 공간에 도착한 인물이 선주하던 인물에게 불살계를 주어
치지

않

지

고 조화를

게 만들었다. 두 인물을 모두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에서는

않

꾀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
수

없

개

무

가지 양상은 사회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당나라

림,

정공의 집, 왕망사, 신라왕실, 기장

당나라

산

에는

무
백

외삼장은 불교세력을

의

배

경 고

이

경에 대해서는 알

요하다. 공간의 세

외삼장의 거처, 당나라 황실, 문잉

산등

림

므

켜

의 대응 태도를 사회 상황과 결부시

공간은

로 하층의 세력을 그리고 정공과 신

한

따른

인물

살펴보아야 한다.

의상 한 인물만을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은

A 공간, 인물이 세력을 형성하는

B 공간, 두 인물 모두를 수용하는 공간은 C 공간이라

순 배

다.

, 당나라 황실은 당나라의 상층의 세력을, 문잉 과 기장

라 왕실은 신라 상층 세력을 각각 표상해 주고 있다. 때문에 공간의 양상에

편

준

은 그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인물을 알려

성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

논의의

은 나타나

배
찰 필

의 공간 양상이 왜 나타나게 된 지에 대한

었다. 공간의 양상이 왜 나타나게 된 지에 대한

이상 해독을 끼

칭

하기로 한다. 공간은 단

경으로서의 공간일 수도 있다. 인물이 자신의 의지로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순 배

있기 때문이다. 이 설화에서는 공간이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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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수

없

다. 인물이 수용되거나 세력

포
필

을 형성하는 것이 모두 공간을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인간사회가 내

되어 있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9)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 구성인물과 상황을 살펴볼

요가 생

않

긴다. 구성인물이 동일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시

과 같다.

상층
하층

병

: 원인 - 상층에서 치

상황

드

는 경우라면 반

음

재고해야 한다. 각각 공간의 구성인물과 상황을 제시하면 다

A 공간 : 구성인물 :

않

지만 동일하지

의 이유로 혜통을 공간으로 요청

괴롭힘

하층에서 용의

을 이유로 혜통을 공간으로 요청

–

냄.
줌.
냄.

상층: 혜통이 선주해 있던 용을 공간에서 몰아

결과

혜통이 국사가 되고 정공의

권

위를 회복해

하층: 혜통이 선주해 있던 용을 공간에서 몰아

B 공간 : 구성인물 :

상층
불교세력

–

: 원인

상황

용이 정공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공의 집으로 이동
혜통이 왕의 세력에

–

결과

냄.

을 이용해 왕의 세력을 몰아

웅

용이

결과

죽임

술

–
–

: 원인

상황

서기 위해 왕망사로 이동

용이 왕실을 이용해 정공을
혜통이 주

C 공간 : 구성인물 : 하층

맞

변

신으로

람

해 사

들을

괴롭힘.

함.

혜통이 용에게 불살계를 주어 악독을 그치게

른
병

A 공간 인물의 구성은 상층과 하층을 아우 다. 상층은 다시 당나라 황실과 신

먼저

라 왕실이 되는 데

득병

10)을 이유로 혜통에게 치

병

을 요청한다. 치

을 목적으로 혜통

이라는 인물은 상층이 거주하는 공간에 유입된다. 유입된 공간인 당나라 황실에서는 공
주

병

의 원인이 교룡이었으

인을 알 수

필

없

므

로 교룡을

으나 혜통이 당도하자

곳

낫

쫓

아 보내자

병

녀 병

이 나았다. 신라 왕

례

를 거쳐 인정을

받

게 된다. 혜

통이 상층과 결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상층은 먼저 용으로 대표되는

였

고, 뒤에

수용하

하여 용을

쫓

병마

라고

매

곳

은 문잉

림

받

는다.

산

림

이다. 문잉

과 기장

괴롭힘

는 것이 전해지게 된다. 혜통은 정공과

함께
질

9) 우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공간에는 물

포
권오혁 김
김

 6
병 얻
체
병
충 켜준
토론 ,

10)

을

,

공간과 사회

두환,

김창

너
김 준 손

과 에

현,

한

건너

진

곳 람
괴롭힘
림

에 거주하여 그
성들이

사

을 당하

와 신라 문잉

으로 가 독

지 심지어는 동식물 생태계와 인간사회가 내
,

정원,

공간의

개념

3 ,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 259.)라고 한 논의가

는다는 것은 육

다. 이 설화에서는 치
족시

남주,

당나라에서

춰

림
백

을 행한다. 결국 정공이라는 상층의 인물로 인해

되어 있다(

가를

에서 교룡은 독룡으로 비

다. 정공이라는 인물이 혜통에게 알려주기 전까지 독룡은 문잉
들에게

무언

도하며 용을 처단하고자 한다. 혜통은 상층의 요구에 부합

아내고 상층의 인정을

하층의 인물이 있는

은 원

게 된다. 결국 상층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혜통을

으로 간 것이며, 혜통은 통과의

요로 하여 혜통이 그

의

정의에 관한

참

온
힘 쓴
라인

조가 된다.

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안간

을

을 위해 혜통이라는 고승을 요청한다. 그리고 고승은 요청에 대한 기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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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 낸
림
찾

룡을

배척

다. 하층의 인물에게도 용은 독룡이라하여

아

변 준
좋

로는 문잉

이라는 공간의 요청을 대

혜통에게

아가 사실을 알리는 것이

건너

인물이 당나라로

힘

가는 것도

한 방식으로 하층의 고

을

로하

았다.

하다.

는가가

찰

을 가만했을 때 승려가 사

운
증

죽음
배

죽음

에 이르게 하는데,

해 정공을

실과 대립에서 패

체

림 람
귀 울
역

층의 왕실은 문잉
의 목소리에

히

의 사

기

택

축
겪
준 .

렵

은 위상을 점하기 어

쫓 낸

능

임
옹호
죽음

의 상층 내부에서도 용을

왕실은 용이 하층에게 해독을 끼

림

배척

이 나자 상층은

함

혜통이 신라 왕실로 유입되는 계기를

례

의 통과의

른

옹호

받

를 거쳐 인정

근

받

이

아 그들의

높

라가 주문으로

둔

뜻

려

다. 왕실의

다. 이를 통해 신라

을 같이하는 세력이

졌

팽팽히 맞

서고

다.

하는 세력이 우세해

했던 혜통을 왕실로 불러들인다. 당나라 황실은

절

마찬

가지로

득병

의 이유로 혜통을

녀

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다.12) 왕

마련 준
해

풀 줄
어

를 치

수 있게 되었다. 왕망사는 바로

공간이며 혜통

힘 근
의

원지라고도 보인

병

거지이다. 혜통은 당나라 황실, 신라 왕실에서 모두 치

는다. 결국 상층과의 결합을 통해 용보다 우세한 위상을 점

할 수 있다고 하겠다.

B 공간을 통해 정공은 혜통과 같은

뜻

을 가진 밀교계 인물

활

임

을 알았다. 그는 혜통과

상까지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목표

는 다르게 왕실 세력 안에 있으면서 하층의 생

운

는 밀교가 상층뿐만 아니라 하층에까지 전파되기를 도모했다. 용이 세력을 키

11) 서로 이상이 동일하다면 대치되는 일이 생기지

음

12) 용은 정공의 집에서 승리를 거두었

백

오

올
버 둔

으로

을 인지하고 그대로 내

으로 혜통은 국사가 되고 정공의 한 또한

은 바로 불교신앙의

붕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혜통을 살려

요청한다. 왕실의 혜통 요청은 용과의

곳

으나

인다. 하층과의 결합만으로는

다. 혜통은 왕망사 지

아내기 위해 혜통을 요청했다. 신라 왕실도

다. 그

놓

의 위기에

을 통해 용을

녀 병

쫓

죽음
준

의 하층의 인물들의 인정을

하는 세력과 혜통과

있었다고 하겠다. 정공의

용을

하다. 상

쳤

다

다는 사실을 보여

입장에서 그는 위협적인 인물

로

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정공은 그들

다. 왕실은 혜통의 비범

아

가

나

하고자 한 인물이라는 추정이 가

들이 고통을

었으나 정공이 제거되자 또한

그런데 왕

버드 무

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혜통과 정공, 왕실과 용은 서로 다

힘 얻

이

가할 수 있다는

한다. 용은 정공의 집에서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11) 혜통은 문잉

왕실 세력을

확
찰

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왕실을 이용한다. 왕

계를 구

여 혜통에게 전해

려 용을 도와주는

을

B 공간의

공간은 사

한 정공이 제거되게 된다.

정공은 하층을 아우르는 신앙

병함

내에 있을 때 세력이

이 간다. 그런데 용은 정공의 집을

변

기 때

B 공간은 용과 혜통이 각각 자신의 세력을

임

납득

것은

렵

받
궁금

를 거쳐 그들에게 인정

보하는 공간이다. 용은 정공의 집, 혜통은 왕망사다. 혜통이 세력을 키
다. 혜통이 승려

들이

았던 것이다. 하층의

례
충 폭 였

할 것으로 보인다.

가

람

의 사

들거니와 승려 혜통을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

떠
명 능

상황을 통해 설

않

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문이다. 혜통은 하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과의
그렇다면 정공이 어

림

것으로 보인다. 문잉

해

폭
직접

의 대상이 된다. 정공의

않

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산

에도 불구하고 혜통이 신라 왕실과 결합하자, 기장

능

성들에게 악독을 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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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정공의

으로 가

개
필

집이라는 공간은 정공

근

보인다. 그
미약한

거지를

힘

을 때

확
힘 얻
울 힘

장을

을

까지 아

C

두로 왕실과 용은

꾀

이 결합되어 있다. 이를 타파하려는 정공은

힘 굴
에

복당하고

말

았다. 혜통은 정공을

고 혜통은 불교세력을 통해

힘 얻 더
을

고

나아가 왕실 세력, 하층의 세력

을 가지게 된다.

러

공간은 하층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혜통이 신라 왕실과의 관계가

산 웅

졌 A
다.

의

람 괴롭힌 A
C
쫓
않
곳
른곳
않

신이 되어 사

을

공간과 동일하게 대응하면 될 것인데,

다.

림

공간은 용을

, 신라 왕실에서도 그는 공간이 요청해야 그것을 알고 그

다. 그렇게 본다면
공간에서만

큼

C

아내지

끄

공간은 두 인물의 결합을 이

A B C
운
,

,

공간은

른

다. 용 또한 반항하지

전되고 국

않

포

금씩

이동을 거듭하면서 각각 인물의 위상이 조

없

였

용해주기도 하

C

에서와는 다르게

써

경으로

산

이라는

의 공간이 아닌

동성에 의해 인물을 요청하기도 인물을 밀어내기도 하고, 인물에게

해 주기도 하고 두 인물을 모두

C

으로 이동했기 때문이

배

의 공간에는 각각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는다.

는다. 결국 기장

는 공간이 되었다.

건

는다. 당나라 황실,

공간이 혜통을 요청한 것이다. 혜통은 다

은 불살계로 용을 타이

호

공간과 동일한 사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혜통이 신통력으로 알았다고 보이지는
문잉

거지의 하나로

하기 위해 왕망사로 이동한 것이다. 즉, 용은 왕실세력과 결합했

사로 삼아지자, 용은 기장
벌어

깊

으로 대항했다. 하지만 용과 왕실의

통해 세력의

근

인의 소유라고도 보이지만 실상 왕실세력의

힘

을 부여

다. 각각의 공간을 살펴본 결과 공간

겼 A

차이가 생

다.

공간에서는 용은 한

이 혜통에게 밀려나고 있었다. 용의 밀려남은 위상의 추락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씩
켰

혜통의 위상은 한 단계
다시

금

위상을 상승시

금

하여 다시

상승했다. 용이

힘 얻
을

므

은 정공의 집에서는 용이 승리하

였
음

으며 반대로 혜통의 위상은 추락하

로

다. 혜통은 왕망사로 이동

추락한 위상을 회복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

과 같다.

<표2>
장

당나라

소

황실

림

문잉

정공의
집

왕망사

신라왕
실

산

기장

용
위
상
의

크
기
혜
통

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알았다.

B

A

공간에서 용의 위상은 추락하고, 혜통의 위상은

공간에서는 용과 혜통 모두 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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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졌 C
아

다.

높 짐
아

을

의 공간에서는 혜통의 위상

은

높

절

아지고 용 또한 위상이

않
례 A

하되지는

이다. 용의 위상과 혜통의 위상이 반비

C

았다. 이는

한

공간이 모두를 수용했기 때문

공간은 상층의 공간과 하층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층의 공간인 당나라 황실에서 용은 선주했던 인물이었다. 혜통
의 공간 이동 경로를 통해 위상이 상승

됨

에 비추어 본다면 용 또한 혜통이 공간으로 유

높

입되기 이전에는 상층과의 결합으로 인해

마

축

로 인식하자 그는 구

켰

로 유입시

축

의 대상이 되었고, 그를 구

A

다. 이렇게 본다면

었다고 하겠다.

은 위상을 점했을 것이다. 공간이 용을

하기 위해 공간은 혜통을 공간으

공간은 혜통 즉, 불교신앙인 밀교를

림

하층의 공간은 문잉

오

이다. 혜통은 정공이

병

필

요로 하고 있

림

기 이전까지 문잉

린

에서 용이 부

해악

을 알지 못한다. 혜통과 같은 의식을 지니고 있는 상층의 인물인 정공이 당나라 사신으

림

로 가 혜통에게 문잉

린

에서의 용의 해악을 알

림

실을 고했다는 것으로 문잉
에서 혜통은 신라 문잉

림

림

역

이라는 공간

건너오

13)으로

옮

이라는 토속신앙의 성소로

다. 정공이 당나라에 있는 혜공에게 사
요로 했다고 하겠다. 당나라

게 된다. 교룡이 당나라 황실을

예
곳
숭

긴 것은

필

시도 혜공을

떠

나 신라 문잉

사 일이 아니다. 용의 이동 또한 공간의 요청

으로 본다면 용도 공간의 요청으로 그

에 유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독룡으

로 간주되기 이전까지 그는 성소에서

앙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간이 이제 그를 독

칭

룡이라

새 운 무언
림

한 것은

로

는 불교신앙이다. 문잉
그렇다면

역

주도적인

줄

어

A

했으

곳
림

하는

이

이 인물들

스스
낼
역

침체

되고

벗 났
암울
어

러내

다. 여기서 정공의

을 벌일 수 있는 장을 열

배

되어야

마땅

림
없 더
역

수 있었으며 혜통으로 인해 문잉

않

할 또한 적지

한 공간이 된다. 때문에

이라는 공간을 주목할

다. 하지만 공간이

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혜

A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잉

되

아들인다.

할을 수행했다면 인물은 공간에 의해 지

로 용을 당나라 황실에서 몰아

들은 피해로부터
공간은

로기14)를

받
드 준
축

는다. 그들은 용과 혜통이 각

뿐이다. 공간이 주도적인

징

망의 대상은 혜통으로 상

올

않
역
배됨 없

병 므

갈

망한다는 것이다.

공간은 신라 상층과 하층의 이데

할을 수행하지는

통이 치

갈

은 토속신앙을 밀어내고 불교신앙을

한데, 인물은 공간에 지

람
A

가를

필

요가 생긴다. 문잉

다. 혜통이

었

공간은 인물이 주도적인

림
딪힌

사

라면

할 수행

15)이라는

공간은 용과 혜통의 위

다면

시 서로에게 심한 타격

상이 만나는 지점이다. 같은 위상의 인물이 서로 부

운
김 순 

민
참
혹
평 및
예
념체
체
명 혹
묵
평
준 함축
柳泰建
올 개념
–
접근  북

북
찰
잡
마찰
특 람
최광 巫俗信仰 韓國佛敎 친 影響
山神閣 長栍 中心
白山學報 6 白山學會
참
잃
근

13) 황룡사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데, 황룡사

든곳

만

림

은 문잉

14) 인간, 사회 그리고
상으로 구성된 관
형태학적

은 자연의 대상들에 대한 인식, 감정,

- ,

가의 기
동

을

을 하지만 결국 융화하여 독
을

,

데 하나이다. 이 장육존상을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

18, 동

가

그 대상들의 미래에 대한

,

으로- ,

만하다. 용은 당나라 황실에서의 세력을

이데

로기

시적

은

의 대한 일

아시아문화학회, 2005, pp.235-253.

이 자연신을 모시는 제장에 자리

한 가

삼국

조가 된다.

계를 형성하기 이해 그 기반에

하고 있을 수 있다.(

아문화연구

15)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사
과

복

족사, 2002, pp.37-38.)라고 한 논의가

계로서, 다소간 일관된 논리적

시적인 인식, 감정,

-

은 신라 삼보 가

으로서 전통신앙의 성소라고 할 수 있다(

시대 불교의 전래와 승려 ,

고

丈六尊像

필

을 형성했다(
2 ,

고 자신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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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으면서 토착신앙과 불교가
이

에 끼

, 1981, pp. 47-77.)의 논의를

조할

거지로 가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고 보여진

을

준

더높

다. 서로

상을
위해

더
노

이상 추락하지

않
림

버둥 칠

배 받
버드 무 변
마찬
를

용은

신하여 그

로

다. 혜통도

다.

곳

배

오

마련

을

잠 울
재

웅

충돌

C

병

이다. 치

람

곳

이다.

역

배
A B C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산6

1 )은

할을 가지고 있는

설화는 인물이 공간을 지
,

등

않

킬

곳

C

는다.

공간은 혜통의 위상이

밀고 내밀리는 과정도

없

C

해

높
높

기

C

준 C
다.

으로

공간인 기

웅

신의 해

공간은 인

공간은 인물과 공간이 조

배

드 냈
드 냈
머
러

공

등 졌
산

공간인 기장

다. 혜통이

C

이 아니다.

의 공간을 통해

B

공간으로 진입한다.

두 인물의 화합을 보여

하는 양상, 공간과 인물이

룬C

다. 그리고 모두 조화를 이

러

뿐이다. 한 인물만 부각되니 나

공간은 용과 혜통 모두 위상을

을 뿐이

는다. 혜통이 불살계를 주어

하는 양상, 공간이 인물을 지

,

여주었

해진다. 위상이 동

친

공간 양상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위상만을 부각시

는다.

을 통해 혜통의 위상이 상승한

들에게 해악을 끼

을 보이지

공간인 기장

물이나 공간이 주도적인

A

비를 감행해야 한다. 용은

신이라 불려지고 사

뿐이다.

화를 이루는

준

이기 위한

으로 간다. 하지만 그들은

악을

않
높
워쫓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다. 혜통은 다시

공간

간 용이나 혜

에서 주문을 외

하게 해

할 수 있는

높

에 그들은 다시 위상을

산

A

순

곳
준

자 그

다. 두 인물은 신라왕실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위상이 동

장

하다. 용은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다.

공간으로 들어서는

림 뜻
곳

배

공간은 인물이 공간을 지

에서는

명

력일 것이 분

한다고 보인다.

혜통의 신라왕실의 요청은 용의 내몰

곳

준

의 추이를 보여

에 있었을 뿐이다. 결국 공간이 용의 위상을

가지이다. 공간으로 왕실세력이

간은 공간이 인물을 지

간다. 그

보하기

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간에서 주도적인 행동을 하지

었다. 공간이 신라 왕실과 타협할 계기를

A

않 B

공간은 인물이 주도적이지

B

확

은 위상을

노

이기 위해 많은

고 정공의 집으로 들어간다. 용이

통이나 공간의 지
나

더높
움직임

것이고 혜통은

높

품

B

일 것이기 때문이다. 용은 위

공간 이후의 공간은 용과 혜통의

다. 용에게나 혜통에게나 서로 위상을
정공에게 한을

울

력을 기

기 위해 발

력할 것이다. 문잉

과는 다르게

노

은 위상을 차지하기 많은

다고 보인다.

A

공간은 혜통의

지 인물은 격하되기

마련

이다.

이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들 간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

아지지만 용의 위상 또한 추락하지

무

는다.

B
않

력적인

다. 때문에 이상적인 공간이라 하겠다.

설화는 공간의 양상과 인물의 대응방법을 통해서 인물과 공간이 각각 서로의 우위에
서서 서로를 장악하는 구도를 보여주었는가 하면 인물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구도를

산

17)은

보여주기도 했다. 기장

6 산

1 )

은 신의 하강장소이며 또

국불교 소의

산

조화의 장소이다. 기장

돌

아가는

곳

국불교사연구소, 2013. p.195.)의 논의가

근
산
민

에서 용은

갈

이듯 인간에게도 도라

난산
좋 참

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

락에서 용이 자신의 신앙

산

은

류

되는

본향과 같은

롯

다(장정태, 위의 논문, 2013. p.203.)라는 논의를
의 중심지라고 보인다.
다.

한

으로의 이동은 같은 맥

산
민
권
친숙
산
포
족문화

계와 습합되면서 불교는
조하면, 결국 기장

간신앙의 중심지에서 불교신앙은 그들을 모두

체

18) 토속신앙의 발전단계를 고려해 볼 때, 미분화된 복합적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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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장정태,

고가 된다. 용의 기장

체
참

여타 신앙

곳

한국불교사연구 3, 한

거지로 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신앙을 비

신18)의 모습을 하

신신앙을 중심으로 ,

17)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도교와 만나 선불교를 만들었고 우리
고유신앙으로 분

웅

에 들어와서는

하게 대중화되었

이라는 공간은

민

간신앙

용했다는 의미로 보여진

겨

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

진다. 인

고 있는데 이는 토속신앙의

탕

불교신앙을 바

변 무쌍
포
화

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혜통은

으로 토속신앙을

굴

토속신앙19)을 일방적으로

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불교신앙을 통한 조화이지만

배척

복시키거나

않

하지

고 토속신앙을 그대로 수용했다.

스럽 침투

결국 이 설화의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통해 불교신앙을 우리 인식에 자연

킬

게

시

수 있었다고 하겠다.

Ⅳ

.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통해 본

삼국유사 용설화의 구성 원리

삼국유사 <혜통항룡> 설화를 공간과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설화는 세
가지의 공간 양상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었다. 설화는 공

배

배

당하는 공간, 공간이 인물을 지

간이 인물에게 지

하는 공간, 인물과 공간이 서로 조

화를 이루는 공간을 제시해주고 불교신앙이 공간과 인물의 조화를
결국 불교신앙이 외래종교라는 거부감을 설화를 통해

했다고 하고 있다.

고자 한 것이다. 이 설화가

불교의

포

통해서

삼국유사 용설화20) 전반을 살핀다면 용설화 구성원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

교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도

대된다.

료

드
드

간이 두

러지는

작품

은

러진다.

공간이 두

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드

료

A 공간이 두 러지는 자 는 <원성대왕>, <수로부인>이다. B 공

21)에서

용설화 자

좋

없애

꾀

랑

산

<처용 망해사>, <만파식적>이라 하겠다. <어 불영>은 A, B

료

<진성여대왕거타지>는 A, B, C의 공간이 모두 제시되는 자 이다.

드

료

<보양이목>은 C의 공간이 두 러지는 자 이다. <혜통항룡> 설화는 C 공간을 통해 공

드

간과 인물의 조화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드

러진 것,

간이 두

드

A 공간이 두 러진 것과 B 공

료

C 공간이 두 러진 자 를 살펴 <혜통항룡> 설화와 비교해 본다면

용설화 전반에 내재된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드

료

A 공간이 두 러진 자 는 원성대

왕이다.

료

2) <원성대왕>22)

(자

끝 없 므 끝 없
욕 변 함 따 산 역
겨
三國遺事 所載 山神 關聯記事
性格
一考察

울
병
쫓겨난
품
짓
갚음 였
金鎭煥 龍神思想
察 三國遺事 中心 東國思想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귀
땅
머무
받
무
순 티프 등
건 핵
역
랑
산
총 개 료
一然 三國遺事 元聖大王 紀異 第二
간의
신이

욕
등

구에는

야 한다고 여
문화

이

으

로

이

장하게 되며, 인간의

9, 서

는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주는

구가

화

에

라

신

진다.(하정룡,

산

시 수신도 되어야 하고 동물신도 되어
와 그

에 대한

,

종교와

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p. 155.

19) 독룡은 당 황실의 공주를

들게 했던 당의 교룡으로 혜통에게

분국인 신라로 와서 악독한
-

으로 앙

- ,

을 하

것에 앙심을

던 외래 독룡이다(

18,

,

考
마

, 1985, p. 57.)라고 하여 용을 외래

의 용으로 본 논의가 있다. 용이 당나라의 독룡이라고 한다면 복수가 성공하면 회
하다. 하지만 용은 신라에

고 혜통의

에 관한

르면서 불살계를

하는 것이

고 악독을 멈추었기에 토속신앙으로 간주해도

방하리라 생각된다.

20) 용이 단

한 모

로

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

에

심적인

할을 하는 설화들을 살

피고자 한다. 그래야 용설화 전반의 구성 원리를 살피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21) <만파식적>, <수로부인>, <원성대왕>, <처용
<어
22)

불영>, <보양이목>, <혜통항룡>
,

, <

>

9

탑

망해사>, <진성여대왕 거타지>, <황룡사 구층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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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1) 왕이 즉위한 지 11

년

울

을해에 당나라 사자가 서

다.

다.

람

3) 당나라 사자가 하서국 사

작

변

은 고기로

켜

화시

다.
4) 왕은 하양관까지
5) 세 용을 당장 내어

6

람

) 하서국 사

뻐

고 기

음
잡

넣 갔
어

친히
말
마

아가서

으라고

들이 고기 세

버렸

인 두 용과 분황사 우물에 있는 용까지

달

으니 왕에게 나라를 지키는 용들을 구해

람

연회를 열고 하서국 사

했다.
리를 내어 세

곳

에 각각

람

들은 왕의

등 므
장하

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

람

므
달

은 신라의 수도 경주이다. 경주는 신라의 공간이

길 떠 얼마
편 달
힘 휘
땅 벗 난

자신들의 남

을 구해

을 발

이 경주

을 이용해

→
永川
배 받 마련
접 받
호

나고

지나지

않

․

아 2)에서와 같이 동지

배

라고 한다. 공간이 인물을 지

머무

어

다.

경주라는 사실만으로 당나라 사신들은 위세가

청지에 사는

접 받
듣

대한 대

을

소연을

고 원성왕은 하양관 지

배
쪽

는다. 때문에 공간이 인물을 지

금

야

기

이

을

았

국용의 부인들이

변

무

하게 해 아

런 제지

없

한데 경주에서 당나라 사신들은 환

한다고 보여지지는

의 영천 서

)

했다면 경주라는 공간 안에서 당나라 사신들

낮 져 마땅
아

를

르면서 환대한 대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3)에서처럼 세 용을 물고기로

을

하양관(

로 인물이 공간의 지
여나

호

에 의해 하양관으로 가 세

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 경로를 보면 신라 경주

을

뛰

에 감복했다.

탁

다. 그들이

이나

명철함

오

울

길

아 주자 물 속에서 한

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나라 사신들은 1)에서와 같이 1

은

했다.

놓

아간 사실에 대한 것이다. 4) -7)까지는 왕이 두 여인의 부

국용을 구해

라고 했

명령

들에게

과 같이 1)은 당나라 사신의 행차이고 2) - 3)은 당나라 사자가 하서국 사

이다. 서

아

청지에 사는 두 용의 아내라고 했

<원성대왕> 설화에서 용은 원성대왕과 두 여인의 일화 부분에

국용을

돌 갔

물러 있다

편

들을 데리고 와 남

통 속에

쫓
놓

하면서 가

7) 당나라 사

호

을

․

2) 하루 뒤에 두 여자가 내정에 나와서 자신들은 동지

면 다

달 머

에 와서 한

않

는다. 2)에서 용 아내들의 하

인 하양의 관사로 이동한다. 여기서 공간의 이동도

공간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인물이 세 용을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4) - 5)처럼 왕

람
근

명령

놓

은 하서국 사

들에게

하여 세 용을 내

하며 자신의

거지인 경주로 간다. 7)은 당나라 사

은 설화에서 왕의 위상은
공간은 혜통의 위상은

질
B

러

활

뿐 하층의 생

드

공간이 두

높

올

러진

려주고 용의 위상은 한

아지고 용의 위상을

드
작품

상을

으라고 한다.

낮

6

람
없 낮 졌

탄

A

공간

다.23) <혜통항룡> 설화에서도

의

들이 왕을 보고 감

이

뻐

)에서 용은 왕에 의해 구출되어 기

아

하는 내용이다.

A
드

추었다. 또한 왕을 위시한 상층 세력의 위상만 두

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음

은 <만파식적> 설화이다. 설화를 살펴보면 다

과 같다.

료

(자

3) <만파식적>24)

23) <원성대왕> 설화에서 원성대왕은

직접
움
역
개 민
낮
함

다. 용은
화의

왕의 도

사적 전

해 용은

,

누

움 받 않 스스 힘
명철함
더높

구의 도

을 요청하고, 왕의

을

지

고

속원, 2005, p. 230.)는 것으로 왕은

은 위상을 점

을 알 수 있다.

로의

으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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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망을 성

철

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이동

,

하고 있

한국 용설

은 위상을 가지게 되고 이에 비

개

1) 신문왕이

년

요 원

월

신사 7

창건
듬 임오년 월 초
떠 왔 갔
김춘길

무

7일에 즉위하여 선대부왕인 문

했다.

2) 이

해

5

서

다

3) 일관

숙

말

운 작 산

친

무

호

하루 해관 박

다 한다고 했다.

이 점을 치니 선대 부

청이

하기를 동해바다 가

인 문

변
뻐 달

4) 왕이 기

그

게 했다.
5) 심부름

갔

있어

에는

6

큰
견

으로 행차한다면
7일 이

둘

이

람

진동하고 비바

달 6

7) 그

산
녁
튿날

하기를

덕 함께

묵

는데 이

다.
9) 용이 대

이

와

답

은

말

하기를 비유하여

하면 한

한 것이라고

했다.

놀
왔
산

11) 왕은

라고 기

에서 나
12) 그때

다.

하여

갑
묵

과 용은

먹

었다.

대의 여러

찌

15) 왕은 어

6

쪽

을

이라고 불
18) 왕이 대

어 물에

사(

아와 대나

19) 이 피리를 불면 적
며 바

이

물에

를 멈추고 점

히

하고는 천천

살펴보고는

했다.

늘 올
로

았다.

대와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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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못이 되어 용연

에는 비가

해 두었다.

고 장

지면

날 개
이

國寶

)로 삼았다.

검 옥
험
검 옥
은

땅

)에 간

이 나았으며 가

은

라가고 그

月城天尊庫
직
뭄
오 마

성천존고(

一然 三國遺事 万波息笛 紀異 第二
>

어 바다

레

례

으니 용이 되어 하

연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1) - 3)까지는
, <

를

가에 이르러 수

고 와서 하

)이라 부르고 국보(

<만파식적> 설화는 1) -20)까지

,

듣

바치게

무 베

대나

쪽 냇
시

해

고 물었다.

이 물러가고

고 물결이 가라

평

금

았다.

) 서

말

로 피리를 만들어

20) 이 피리를 만파식적(

24)

않

다.

로

으로 치면 소

보물 자신으로 하여

켜

어 보라고 했다.

어서 시

때문인지 물었

손

고 두

을 주고는 사자를 시

떼
넣
왼편 둘째 쪽 떼
냇 넣
렀
궐 돌
무
월
병
병
람 멎
앉
萬波息笛

1 ) 태자는 하나를
17) 이에

과

용이라고

무엇

않

금 옥

짜
냐

태자가 그것을 아느

큰

)이 되어

을 지키고 있다가 소식을

은 모두 진

다.

은 합치는 것은

天神

림 祗林寺

고 17일에 지

궐

14) 태자 이공이 대

옥

비단과

친

들어 바

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

자기 모양을 감추고 보이지

13) 왕이 감은사에서
심을

오색

서 하나가 되는데, 천지가

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용이 되고 유신은 천신(

개

대기가 한

져

가 합쳐

손
무

것이라 했다.

큰
말
뻐

을 보내어 살피

무막

다.

라지고

리가 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 대나

람

을 보고 사

고 그 위에 대나

무

)를

둥둥

으로

유신공은 33천의 한

겼

대(

쪽

김

하고

은

리처럼 생

점심 때 보니 대나

은

이 감은사

작 산

있는

웠
마 검 옥 玉帶 받
무 함께 혹 갈
혹

이 대나

10) 또 선대부왕은

떠

으로

이 몰아치며 7일 동안이나 어두

산

질

쪽

북 머

리가

은

가에 감은사를

해 성을 지키는 보물을 내리려

에는 하나로 합쳐진다고 했다.

1 일에 가니 용 한

8) 왕은 용에게

을

을 수 있다고 했다.

모양은 거

이 되었다가 저

) 왕은 감은사에서

얻

대로 행차하여 감은사

람 말

던 사

낮

보물을

데

왕은 용이 되어 삼한을 수

분으로 인간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두 성인이
하니 해

닷

대왕을 위하여 동해바

한 만파식적이 신라에 들어

오

게 된

대와 만파식적 소장 이전의 과정으로

암

낸
옥 받
무 베 오
쪽
짜 임 확
베 온 무
오 마
날 개
앞일에 대한
대를

러

시를 나타

고 대나

를

이 모두 진

다. 18) - 20)
비가

고 장

어

용

대나

가 지면

겨
병
람 멎
앉
험함
낸
→
→
변 →
체
렬
렬

이며 바

이

고 물결이 가라

보로 삼았다는 과정을 이야기하여 만파식적의 영
이 설화에서의 공간이동은 경주

림

지

쪽

사 서

감은사

이다. 공간이동의 주

는 왕의 행

다

곳

을 그

가

무

임금

다. 3)을 통해 공간의 요청은 바로 선대

의

준 6
다.

하여 7일 동안 어

예언 따
에

가 합쳐

을

으로

고 하겠다. 진실성을
의

하나가

의 이동은 인물들의 의

게 된 왕의 행

라 대나

움직

해

B

또한

공간이 두

변 작 산

어 나

더높

은

김

군

유신 장

에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

렬

람

이 몰아치게

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검 옥 받
검 옥
짜 임
더드

다. 그리고 17)처럼

은

은

대를

고 9)

대가 진

용

러진 설화에서는 공간이 인물을 장악한다. 인물은 공간에 의
할 수

으며 그저

따
잘 따랐

를 뿐이다. 하지만 인물

려 상승한다. 공간의 요청을

게 된다. <혜통항룡>에서도

람
드 작품

뿐 하층의 사
공간이 두

들은 제시되지

러진

료

4) <보양이목>2

(자

6

기에

얻

은 보물로

힘

공간은 각각의 인물들이

2)

겸
금 없

금빛

않

롭

아25) 조화

)

아

아

지만 만일 자신의 아들과

다.
4) 서로

몇

금
함께

을 키

하고

본국으로

양에게 주고 사라

과

,

,

초

대해 불경을 외우

을

연

은 불법에

임
병

의하는

고 거기에 거처하면 적

이 나와 삼국을

을

평

정할 것이라 일러주었

광

승이 나와 원

귀

이라 하면서 도장이

든

상자를 보

다.

金相鉉 萬波息笛說話 形
참

신간의 조화와 합심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연구
, <

한

홀 노

,

34, 한국사연구회, 1981, pp. 1-27.)라고 한 논의를

공간은 상층의 결속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2 )

에

명 임금

군
成 意義 

B
6 一然 三國遺事 寶壤梨木 義解 第五

25) <만파식적> 설화는

아가

하는 현

기에 도착하니

데 용이 그를

리가 일어나 아

아

과 같다.

럽 난
직
돌 작갑 절 짓

호

시 불교를 보

돌 골짜
졌
아와

운

고

높

음

를 살펴보면 다

에 서해 바다 가

삼국이 어지

드

해가 안 되어 반

작별

는

가사 한 벌을 시주했다.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3) 또한

료

받 돌 오 길

하여 그의 아들 이목을 바치며 지

이

지 못하다고 하겠다.

은 <보양이목> 설화이다. 자

1) 보양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수
게 하고

을

러내주는

우는 공간이며 위상을 상승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왕 세력 즉, 상층의 위상만이

질
C

이

이라는 것을 알려

게 된다. 18)- 20) 진실성을 한 층

고

은 위상을 부여

에

유도한다. 때문에 이는

은 7)과 같이 용으로부터

인다. 거대한 공간을 인물이

들의 위상이 격하되지

끔

공간 요청의 진실성을 왕의 행

알고 공간 요청의 진실성을
부분이다.

왕과

무
져
됨
둠 줌 써
믿
렬
무
베 온
더 깨닫
드
배척
없
않 오히
받
B

)은 공간이 대나

은

방하다. 왕은 감은사로 이동한

무

인 문

에는

쪽 작 산→

감은사

으로 가게

공간에 의해 인물이 이동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한

뭄

다.

이었다. 왕 행

렬

다를 반복한다고 해 왕의 행

명

이 물러나고 가

해 자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물들은 2)에서와 같이 감은사 주

둥둥 떠왔 갔

대의 여

아 만파식적이라 하고 국

을 나타

동해해

은

나게 된 이유를 설

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실재로 적

이

은

검 옥

다. 13) - 17)은

인하게 되고 이것으로 용연이 생

검

시가 실현되어

낸

기까지의 과정을 나타

을

어

암

다. 4) - 12)까지는 용의 출현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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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할 만하다.

허
찾

5)

절

물어진

아 보았으나

6

올

) 다시

흔

없

적이

마

라가 바라보자 여러

었다.

작갑

을

고 거기에

물면서

을

곳 찾 땅
을

아

을 파니

벽돌 없
이

답
년
스 음덕 받
절옆작
몹
밭 채 말
마
흡 였
임
밑
숨
배 무
배 무 벼 친
늘 올
배 무
죽
런

을

11) 어느 해

의

을이 모두

12) 천제가 이목이 소
에 이목을

나

들이 많이 있

이

운

정유에

터

을 알고

나

소가

을

고

다는 것

족하

죽 므

라서 타

으

기고는

에

나

락을

켜

로 보양이 이목을 시

다.

후 하

로

라가

다.

났

었으나 용이 어루만지어 다시 살아

고

아

하고 있다. 보양은 1) - 3)에서처럼 불법을 전수

런

적

을 피하고 어진

는다. 그 후 이목과

500결을
을

아와

다.

고

이 고

천제가 이목을

했다. 14)처럼 이목이

은

아

→

이 설화의 공간은 당나라

를

다

자

오히

려 용왕은

궁
스럽

려 용

다. 두 인물은 자연

나

보

66

.)라는 논의를

아가

섯갑
령스
음 돕

을 나

으로

고

비를 내리게 했다. 12)와 같

으로

가 살아

의

문선사라 하고 가사의 신

은 못에 살며 법화를

나

죽

가 이목이라고 해

게

다는 내용으로 설화가 구성되어 있

던 보양은 서해용왕의

배 받
를

금빛

준

초

청을

받

궁

아 서해용

다.

으로 가게

비단 가사와 아들 이목을 용왕으로부터

아 인물이 저지당하는 부분이 보이지

움 준

안에서 보양에게 여러 가지 도

을

다. 보양

역

않

는다.

배
작갑

시도 용왕을

게 조화를 이루었다27)고 하겠다. 보양은 이목과 신라로 가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양이

창건
질
스럽

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의 대중화는 이루어
1

돌

사이다. 설화는 인물과 공간의 조화를 보여

호 완
참

27) 이목과 보양은 상

에 이르러 불법을

정할 것이라는 서해 용왕의

이름을

의

궁 → 작갑
길 섰

는다. 인물이 공간을 이동했으나 공간의 지

오히
척함 없

에 서해 용

고 이목을 데리고 본국으로

으나 보양이 지

된다. 공간의 요청으로 가 그는 불법을 외게 되는데

받

는

자 보양이 이목을 시

서해용

먼저 당나라에서 신라로 가기위해

에 이르러 불법을 외고

문사를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

이 나와서 삼국을

정유에는

을

이려 하

나

다.

이

게 되어

들게 되었다. 당시 이목은 10)과 같이

이 이에 화가

에 서해 용

사를 세우자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다

에 시주했다. 그리고 청태 4

있었는데, 11)처럼 어느 해 가

그는

는

비단의 가사와 아들 이목을 시주

을 세우면

마

이려고 사자를 보내자 법사가

버렸

비단의 가사와 용왕의 아들 이목을

외고 서해 용이 주는

비를 내리

죽

받 돌 오 길
궁
금빛
받
운
받 돌 오 길
궁
금빛
받
작갑 절
능히 병
임금
평
말 듣
함께 돌 작갑
밭
절
년
절
운
음덕 받
절곁 작
뭄 충 겪
켜
난
죽
였
략 배 무
죽 배 무 쓰 듬 배 무
났
을

령

를 가리키며 이목이라 했다.

<보양이목> 설화는 보양이 불법을 전수

에

을 세우

문선사라는 현판을 내려 가사의 신

을 아닌 일을 했다하여 이목을

가 시들어

서해용이 주는

절

절 짓 머무른

은 못에 살면서 불법의 교화를 남몰래 도았다.

시 가물어

게 하니 한

13) 사자는

옛날 벽돌

들게 했다.

10) 이목이 항상

루

이 있어 내려가

곳 절 임

었다. 이에 이

사라 했다.

500결을 바치고 청태 4

탑

의 5층

고 있었다.

이 생각나 그

성하니 남는

색

에 황

안 되어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보양법사가 여기 와서

을 알고 전

14)

뜰

라가 바라보니

땅 쪼

말

이라 했던

올

위에

리 까치들이

탑 완
머
작갑

8) 그것을 모아

얼마

고

었다.

7) 그제야 서해의 용왕이

9)

북쪽 개

을 일으키기 위해

고하면 결국 불교신앙과 토속신앙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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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한 사

에 그의

명령 받
책
을

는 용

, 위의

, p.

철

수 있었다(이동

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설화가

운

사를 세

작갑

다. 그들은

뭄

사에서 가

루지 못한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천제가

좋

조화를 이루었다고 보아도

힘

탕
충

을 바

하층의 고

C
C

나

을

를

기도 한다. 이 부분을 조화를 이

오 않

이고 다시 내려

지

평

이 화합해 삼국을 통일하고

얻

안을

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11)처럼

도 해결해주어 상층 하층을 모두 아우르는 조화를 이루었다. 때문에 <보양이목> 설화를

드

의 공간이 두

료

러진 자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혜통항룡> 설화 또한 보양이목과

의 공간을 부각하여 조화를 보여주고자 한 공통점을 지닌다.
용설화는

A

드 료B
료
였
A

공간이 두

다. 여러 공간이

혼

러진 자

재된 자

인물의 위상은

여

수 있다.

없

료C

러진 자

배

배

었다.

C

켜

이것을 용설화 전반에 적용시

떨 져

부당

설화에는 모두 위상이

아

어

함
높 졌

보니

A

낮

른

아지니 다

뉘
료

로 나

높

라고

아지고 다

하나는 부당하다고

높 줌 드 냈
여

을

러

다.

룰
배됨 없
움

공간을 통해서는 인물과 공간이 서로에게 지

C

이

공간을 부각하고 있다. 조화로

드

공간이 두

었

다. 때문에 인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

러진 설화에는 하나의 위상만

이 존재했다. 하층의 인물 또한 고려되지
으나

가지로

료

러진 자

하여 한 인물의 위상은

졌

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화에서

두가 바라는 이상이기 때문이다.

마찬

재된 대표적 자

하여 인물들의 위상을

시 상층 인물들에게만 국한되게 이루어

없

드
혼

공간이 두

다. <혜통항룡> 설화가 여러 공간이

아지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위상이

움

인물의 위상은

,

공간을 통해 인물이 공간을 지

어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이 조화로

드

공간이 두

공간을 통해서는 공간이 인물을 지

하지만 이 공간
수

B
역

낮

,

들도 보

하겠다. <혜통항룡> 설화는

른
길

았다는 데서 결국

을 것이다. 또한 이 설화는 2) -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교신앙의

건

으로 용과 왕

갈등 빚
배 무 죽

으로 인해 천제와

역

시 하층의 인물이 고려되지

않

않

았다.

았다.

C

B

높

을 모

른

아지니 다

드

공간이 두

드

공간이 두

러진

러진 설화

에는 인물인 상층과 하층, 그리고 공간이 모두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조화는 불교신앙을 기
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임 말

이상적

을

삼국유사의 용설화는

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스럽

불교신앙을 중심으로 자연

공간,

B

공간을 제시해 결국

삼국유사 용설화를 통해

C

였

좀 더 폭넓

든 료

다. 모

자

C

공간이

공간 즉, 상층과 하층이

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 전반을 공간과 인물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
야

A

삼국유사 용설

를 하나 하나 자세하게 분석하여

넘

은 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미비한 점이 있다. 미비점은 차후의 과제로

기기로 한다.

Ⅴ. 결론
음

삼국유사 <혜통항룡>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를 통해 다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

혜통항룡> 설화는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인물만을 수용하려는 공간

과, 인물이 세력을

확

음

보하는 공간, 두 인물을 모두 수용하는 공간이 설정되어 있

알았다.

바로 <보양이목> 설화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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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째, <
배
확

혜통항룡> 설화에서 한 인물만을 수용하려는 공간인

지

하여 한 인물의 위상을

세력을

보하는 공간인

보되기는 했으나
하는 공간인

둘

높

른

여주기는 했으나 다

룰

이 조화를 이

을

러

다고 하겠다.

삼국유사 의 용설화는

적

을

A

공간,

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스럽

신앙을 중심으로 자연

배

켰

다. 인물이

확

수 있는 공간은 되지 못했다. 두 인물 모두를 수용

C 공간은 두 인물의 위상을

임 드 냈
셋째, 

임 말

인물의 위상은 격하시

B 공간은 공간이 인물을 지 하여 두 인물 모두의 위상이

떨 뜨
어

리지

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때문에 설화는 의도적으로
공간

A 공간은 인물이 공간을

B

않

으면서 공간과 인물 각각 조화

C 공간을 부각시

공간을 제시해 결국

삼국유사 용설화를 통해

C
C

켜C

공간이 이상적

드

공간이 두

러진 공간이 이상

공간 즉, 상층과 하층이 불교

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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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遺事 <惠通降龍> 설화의 공간과 인물관계” 토론문
김영권(대구한의대)

이 논문은 삼국유사 <혜통강룡>조의 내용을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논
문으로 공간에 따라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공간에 따라 인물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설화의 구
성과 공간설장 방법 나아가 삼국유사 용설화의 구성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
정 토론자로서 본 발표문의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아쉽게 여기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의 문제입니다. “康
삼국유사별 <혜통강룡>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라고
하셨는데 전체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논문은 “한국 설화의 공간 구성과 인
물”에 대한 논문 또는 “康
삼국유사별용설화의 공간과 인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고 이를 위해 “<혜통강룡>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원전내용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논문 5쪽 넷째 줄 “처음 신라 무외삼장의 거
처에서 거절당한 혜통은 굴하지 않고……”라고 하셨는데 원전의 기록에는 혜통이 무
외삼장을 만난 곳이 중국 당나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6쪽에 “혜통은 교룡을 쫓아낸 공으로 당나라 황실의 인정을 받아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라고 했는데 원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9쪽

B공간-상황-원인에서 “혜통이 왕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왕망사로 이동”이라

고 하셨는데 혜통이 왕망사에 머물 때 병사들이 헤통을 찾아 왕망사에 도착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10쪽에서 “정공은 혜통과 같은 뜻을 가진 밀교계 인물임을 알았다.”라고 하
셨는데 정공을 밀교계 인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용어의 문제입니다. 논문 7쪽에서 “혜통은 당나라 고승인 무외삼장의 거처,
당나라 황실, 문잉림, 신라 황실, 기장산에서 각각 통과의례를 거쳐 인정을 받게 된
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통과의례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요? 일반적으로 문학에
서 통과의례는 “개인이 새로운 지위·신분·상태를 통과할 때 행하는 의식이나 의례를
말하는 용어로 통과의례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왜곡시키는 외형적 조건 속에서 내적
인 세계를 성숙시키고 자기완성을 이루려는 자아의 욕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
니다.
<혜통강룡>조의 경우 당나라 무외삼장의 거처에서 자신의 성불(成佛)·득도(得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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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불이 담긴 동이를 머리에 이고 머리가 터지”는 과정은 “통과의례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황실, 문잉림, 신라 황실, 기장산의 경우 시련·고난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 발휘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넷째, 논문 13쪽에서 “설화는 인물이 공간을 지배하는 양상, 공간이 인물을 지배하
는 양상, 공간과 인물이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A, B, C의 공간을 통해 드러냈다.”고
하셨는데 8쪽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한 인물만을 수용하고자 하는 공간은 A공간, 인
물이 세력을 형성하는 공간은 B공간, 두 인물 모두를 수용하는 공간은 C공간이라 칭
하기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때 A, B, C의 공간은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
면 같은 공간인데 다르게 구분하신 것인지요?
논문 13쪽 “혜통도 마찬가지이다. 공간(왕망사?)으로 왕실세력이 오자 그곳에서 주
문을 외워 쫓을 뿐이었다. 공간이 신라 왕실과 타협할 계기를 마련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B공간은 공간이 인물을 지배한다고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왕망사에서
혜통의 행동은 자신의 능력을 주도적으로 발휘해 병사들에게 위엄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왕도 “사람의 힘으로 능히 도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혜
통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째, 논문 15쪽 <원성대왕>조의 “A공간은 설화에서 왕의 위상은 올려주고 용의
위상은 한 없이 낮아졌다. <혜통강룡>조의 설화에서도 A의 공간은 혜통의 위상은 높
이고 용의 위상은 낮추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용”의 경우 그 성격이 각각 다릅
니다. <원통강룡>조의 용은 “독룡”으로 없애야하는 존재이므로 낮추는 것이 당연합니
다. 그러나 <원성대왕>조의 용은 “호국용”으로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위상이 낮
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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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시고 <남천록(南遷錄)>류 연구

김은지(경남대)
〈차례〉

1. 머리말
2. 문집 소재 <남천록>의 특성
1) 유배문학의 현실인식 태도
2) <남천록>에 나타난 유배체험
(1) 이종학(李鐘學)의 상산 유배시
(2) 이행(李荇)의 함안 유배시
(3) 유명천(柳命天)의 나주 유배시
(4) 임징하(任徵夏)의 제주 유배시
3. 끝맺음

1. 머리말
조선전기의 중앙집권체제는 중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붕괴되었고, 사대사화가 일어나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하여 벼슬길에 나아간 이들은 뜻을 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몰락하거나 죄를 지어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유배는 죄를 범한 자를 죽이지 않고 멀리 유배
지로 보내어 종신(終身)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1)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의 거
리, 유배지에서의 행동반경, 배소 기간 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유배를 당한 사람이 받는 충격
은 상당했을 것이다.
이런 극적인 체험은 유배를 당한 인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유배체험은 벼
슬살이와 전원생활로 대표되던 당시의 삶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유배체험은 개인적으로는 특수한 체험이면서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 보편성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이 되는 <남천록(南遷錄)>은 대부분이 유배를 떠나는 감회와 유배지에서
의 정서를 표출한 시를 엮은 시고(詩稿)이다. <남천록>류라 함은 한국 문집 총간에 나타나는
개개의 문집에서 유배지에서 엮어진 시고를 따로 분류한 것이다.
지금까지 <남천록>류에 대한 논의는 한시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보다는 기록물로서의 연
구에 치중되어 온 것이 대부분으로, 특히 1679년 김성구(金聲九, 1641∼1707)가 정의현감으
로 있을 때 저술한 일기형식의 <남천록>이 대표적으로 연구 되었다.2) 이행의 경우도 ｢용재집
｣에 대한 연구가 주류적으로 논의되어 왔고,3) 그의 문집 속에 나타나는 <남천록>은 <적거록
1) 用保條 流者 謂人犯罪 不忍刑殺 流去遠方 終身不得回響 -康
經國大典별5, 刑典
2) 김동전, 康
정의현감 김성구의 관료생활별, 남제주 통권 41호, 2000. pp 181~188
3) 김기림, 康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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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謫居錄)>, <해도록(海島錄)>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개별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러한 이유로 유배지에서의 체험이 드러난 시고 중심의 <남천록> 유배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보고 그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작품이 시고로 묶여진 시대, 작가, 장소, 유배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문집 속 시고에
나타나는 정서는 유배문학의 특징적인 좌절과 울분, 자탄, 상실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유
배문학은 유배를 당한 인물이 낯선 유배지에서 쓴 작품군을 이른다.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
장소, 기간, 활동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유배자가 겪게 되는 낯선 장소에서의 색다른 체험과
유배를 당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 괴로움과 울분 등이 함께 작품 속에 나타난다.
유배자들은 유배로 인하여 실제 생활하는 장소에 이동이 있었고, 정치적 생활의 중심지에서
멀어졌다. 중심과 주변은 한 사회의 권력·문화적 핵심과 그 주변지역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사
회적, 지리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정서 표출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유배 상황에 대한 시적 발화 과정을 현실에 대한 갈등 표출(외현화/내면화)이라고 볼 수
있다. 유배체험을 시고로 남긴 작가들을 대상으로 중심에 대한 지향과 새로운 삶의 장소에서
유배체험의 내면화 양상을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태도를 통해 알아보겠다.

2. 문집 소재 <남천록>의 특성
1) 유배시에 나타난 현실인식 태도
먼저 문집 소재 <남천록>류를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작가들의 유배 시기나 기간, 장소, 작
품의 수 등에 차이가 있다. 이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유배체험을 시고로 엮은 만
큼 그 시기 유배지에서 겪은 체험에 대한 정서의 내면화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시(詩)가
작가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유배자의 생애만큼이나 다양한 유배시가
존재할 것이고, 이들이 엮은 시고는 유배시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유배자들
의 유배시가 현실의 좌절과 고통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형상화되는지 그 현실인식 태도와 정
서에 대하여 개별 작품들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이름

문집

이종학(李鐘學)

｢인재유고(麟齋遺稿)｣

(1361∼1392)

<南遷常山錄>5)

이행(李荇)

｢용재집(容齋集)｣

(1478∼1534)

<南遷錄>6)

유명천(柳命天)

｢퇴당집(退堂集)｣

(1633∼1705)

<南遷錄>7)

이창희,
이창희,
김혜숙,
1999.
4) 고영복,

유배 시기

유배 장소

편수

1391. 6∼1391. 11

상산(진천)

18제

1505. 1∼1506. 1

함안

79제

1701.12∼1704

나주
지도(智島)

93제

康
용재이행의 한시 연구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7.
康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별,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8.
「이행의 생애와 시-이행시의 주류적 情操와 情感의 흐름-」,『한국한시작가연구 4』, 태학사,
康
사회학사전별, 사회문화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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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집(金昌集)

｢몽와집(夢窩集)｣

(1648∼1722)

<南遷錄>8)

임징하(任徵夏)

｢서재집(西齋集)｣

(1687∼1730)

<南遷錄>9)

홍양호(洪良浩)

｢이계집(耳溪集)｣

(1724∼1802)

<南遷錄>10)

이건창(李建昌)

｢명미당집(明美堂集)｣

(1852∼1898)

<南遷紀恩集>11)

1712. 12∼1713. 4

거제

36제

1727.7∼1728.3

제주

22제

1772

청주

6제

1893. 8∼1894. 봄

보성

47제

위의 각 시고들은 유배 장소와 기간, 상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작품의 수에 차이가 있고,
나타나는 정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배자는 자신이 처한 갈등 상황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에서 갈등의 표출 양상을 통해 정
서 변화를 살필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유배자가 현실과의 외적 갈등 또는 개
인의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실제 개별 작품을 통하여
유배시에서 느낄 수 있는 좌절과 울분의 정서, 가족이나 친지, 친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낯
선 곳에서의 외로움의 정서로 그 층위를 유형화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시인은 체험을 통해 얻은 정서를 언어로 나타내는데, 문학에 있어서 정서는 일차적인 감정
이 상상력의 세계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제되어 표현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12) 이처럼
체험으로 생성되는 문학은 시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적인 체험(real Erlebnis)이면서 개인적인
체험(persönlich Erlebnis)이다.13)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지만, 유배
는 사실적이면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봉건적 제도 아래서 정치
적인 이유로 유배당하는 것을 당시의 보편적인 삶으로 보고, 유배자의 유배지에서의 각기 다
른 생활상과 현실인식을 특수한 삶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시인의 주관적 정서가 이룬 융화의 인식이다.14) 여기서 주관적 정서는 시인의 시적 체
험을 통한 형상화라 할 수 있다. 문학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온 정서의 본질은 모순되
는 충동의 갈등이며, 그것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 감동 상태
의 일방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에 비해 정서는 그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지적 작용을
5) 1391년 6월에 간관의 탄핵을 받아 상산(常山, 鎭川)에 유배되었다. 이때에 지은 시가 <남천상산록(南
遷常山錄)>이다.
6) 1505년 경상도 함안(咸安) 유배 때에 지은 것으로 이행이 28세가 되던 정월(1505.1)에 함안으로 배소
(配所)를 옮긴 때부터 다음해 정월, 거제도(巨濟島)로 다시 옮겨질 때까지 1년 동안에 지어진 작품을
엮은 것이다.
7) 1701년 장희재(張希載)와 공모하여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모해하려 하였다는 지평 이동언(李東彦)의
탄핵을 받고 전라도 나주 지도(智島)에 안치되었다가 1704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8) 1721년(경종 1) 12월에 거제도(巨濟島)로 유배가는 도중과 이듬해 4월에 사사(賜死)되기 전의 詩를
모은 것이다.
9) 1726년(영조 2) 2월 24일 평안도 순안(順安)으로 유배되었다가 1727년(영조 3) 제주로 이배되었다.
10) 1772년 육상궁(毓祥宮)에 수가(隨駕)하였다가 어가(御駕)를 돌리기를 계청한 일로 몇 달간 청주(淸
州)로 귀양 갔을 때의 시다.
11) 1893년 4월, 양호(兩湖)의 사비(邪匪)를 토벌할 것과 아울러 진면(陳勉)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8
월, 이 일로 전라도 보성(寶城)에 유배되었으나, 1894년 봄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12) 김대행, 康
고려시가의 정서별, 통문관, 1985, p.57.
13) 디이터 람핑, 康
서정시 : 이론과 역사 -현대 독일시를 중심으로별, 문학과지성사, 1994. p164.
14) 김열규, 康
시적 체험과 그 형상별, 대도출판사,1984,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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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생활 장소의 변화와 유배라는 현실인식 태도에 따른 유배자의
정서 표출 방식이다. 유배 상황에 대한 시인의 시적 발화과정을 현실에 대한 갈등표출(외현화
/내면화)이라고 보고,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쓰인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천록>의
특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5)
2) <남천록>에 나타난 유배체험
남면(南面)은 임금이 북쪽에 앉아 정사를 듣기 위해 남쪽을 향하여 앉은 것에서 유래된 말
이다. 康
논어(論語)별에는, “애쓰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 이는 순임금이었다. 대저 어찌 하였던가.
몸을 공손히 바르게 하고 바로 남면(南面)해서 앉았을 따름이다.”16)라고 하였고, 康
국조보감(國
朝寶鑑)별에도 “천자와 제후가 그 위치는 비록 다르나 남면(南面)을 하고서 정치를 하는 것은
모두 정(正)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니 대체로 그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17)라고 한 것에서
남면(南面)에 대한 연원을 살펴볼 수 있다. 남면북배(南面北拜)라 함은 임금은 남향하여 정사
를 듣고 신하는 북향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임금이 바라보는 방향으
로 유배를 보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남천(南遷)의 의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康
고려사(高麗
史)별형법지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거리를 2000·2500·3000리의 3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한
유형(流刑)의 규정이 있고, 조선시대 형법의 기준이 된 명나라의 康
대명률(大明律)별에도 위와
같은 구분이 있다.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긴 국토의 특성상 남쪽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거리상 적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남천록>류 시고보다 적은 수이지만,
<북천록(北遷錄)>, <동천록(東遷錄)>, <서천록(西遷錄)>의 작품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
리적 이유만으로 남천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천(南遷)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것18), 또는 사람이 남쪽으로 간다19)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람이 남쪽으로 옮겨간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유배 가는 것을 나타내는
데 이것은 남행(南行)이 유람과 유배의 의미 중 유람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과는 차이
가 있다고 하겠다.20)
문인들은 사행(使行)이나 유람(遊覽), 유배(流配) 또는 지방에 부임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15) “모든 시적 발화는 구조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어떤 공간적 상황에서의 어떤 화자의 발언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구조는 그 어떤 발화가 하나의 혹은 최소한 두개의 발언들로서 구성되
어 있는지 아닌지, 또 이 발언들이 하나의 동일한, 아니면 최소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적 상황 속
에서 향해진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발언들이 하나의, 혹은 최소한 둘의 서로 다른 화자들로부터
유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디이터 람핑, 康
서정시 : 이론과 역사 -현대 독
일시를 중심으로별, 문학과지성사, 1994. p.144.
16)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康
論語별<衛靈公>
17) 康
國朝寶鑑별卷一 太祖朝
18) “옛날 송(宋) 나라가 남천(南遷)하였을 때에도 고려(高麗)가 섬기는 것에 그 예(禮)를 폐하지 않았는
데, 하물며 지금에 있어서랴!”(昔宋南遷, 高麗事之, 不廢其禮, 況在今日乎) 康
朝鮮王朝實錄별<世宗實
錄> 三十一年 八月
19) ‘지난해에 역적 이괄(李适)의 난이 예기치 못한 가운데 일어나 대궐을 향해 짓쳐 올라왔는데 능히 막
는 이가 없어 어가(御駕)가 남천(南遷)하여 잠시 그 예봉을 피하였지만, 이는 일이 창졸간에 벌어져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康
국역 승정원일기별 인조 3년 한국고전종합DB.
20) 이 글에서는 남천(南遷)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 이후 남행(南行)에 대한 논의까지 더 확장할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를 더 확장하자면 남천록, 남귀록, 남행록, 남사록, 남정록 등 기행문학으로
의 여러 층위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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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지었던 시들을 록(錄)이란 이름으로 정리해 놓았고, 이러한 전통으로 <남천록>류의 여
러 시고가 전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류의 시고는 유배 당시의 삶의 기록인 동시에 낯
선 곳에서의 시적 체험을 형상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배문학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1) 이종학의 상산 유배시
康
한국문집총간별소재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남천록>류 시고는 인재(鱗齋) 이종학(李鐘
學, 1361∼1392)의 康
인재유고(麟齋遺稿)별에 실려 있는 <남천상산록(南遷常山錄)>이다. 康
인재
유고별는 <남행록>21), <관동록(關東錄)>22), <남천상산록>, <부록>, <발(跋)>로 구성되어 있는
데, 유배와 유람의 체험이 주로 나타난다.23) <南遷常山錄>의 18제 19수와 상산에서 지은 유
배시가 실려 있는 <부록>의 9제 11수의 작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도 또 반이나 지났는데

今年看又半

이곳 상향을 떠도네

流落此桑鄕

못난 이 몸을 누구에게 의탁할지

末契將誰托

아득한 생각은 다만 스스로 상하게 하네

幽懷只自傷

절의 창가엔 산 빛이 가까워지고

禪窓山色近

나그네 베갯머리엔 빗소리가 길어지네

客枕雨聲長

양식 구하려 벗들을 귀찮게 하지만

乞米煩親舊

살기를 도모하려면 가장 좋은 방책인 것을

謀生策最良
<七月初一日>24)

이종학은 상산에 유배되어 생활하는 동안 절에 머무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유배지에
서 지은 이 작품을 필두로 초기에는 거의 매일 시를 지었으나 14일 동안은 짓지 않았다. 그
까닭은 뒤에 이어지는 시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칠석날 이후로 시를 한 수도 짓지
않았는데, 객지에 귀양 온 심정을 쏟아내기가 어려울 듯해서이다…’라고 한데서 찾아볼 수 있
다. “자상(自傷)”과 같은 시어에서 유배상황에서 느끼는 상실과 좌절 등의 정서를 읽어낼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유배 초기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해 깊이 침잠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처지는 개선될 여지가 없고, 부친 또한 유배에 처한 절망적 상
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읽거나 시를 짓는 일 이외에는 없으므로 더욱 실의에 빠지
21) 1389년(공양왕 1) 12월 8일 전라도 순천(順天)으로 유배되어 개경(開京)에서 순천에 이를 때까지 도
중에 지은 시와 유배지 순천에서 지내면서 지은 시를 모아 놓았다.
22) 1391년(공양왕 3) 4월 2일부터 21일까지 오대산 월정사, 강릉 경포대, 연곡역 등 관동 지방을 유람
할 때 지은 시를 모아 놓았다.
23) 康
麟齋遺稿별해제, 한국고전종합DB.
24) 康
麟齋遺稿별<南遷常山錄>
이종학은 가정(稼亭) 이곡(李穀, 1298∼1351)의 손자이며, 목은(牧隱) 이색(李穡, 1328∼1396)의 아들
이다. 부친인 목은이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이성계일파가 세력을 얻게 되자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종학은 공양왕이 즉위한 해, 12월에 부친과 함께 파직되어 순천으로 유배를 가게 되
었다. 다음해(1390년) 5월에 윤이(尹彝)ㆍ이초(李初)의 옥사가 일어나자, 모함에 연루되어 인재 부자와
이숭인(李崇仁) 등이 청주옥에 갇혔으나 홍수가 나서 모두 석방되었다. 같은 해 6월에 다시 간관들의
탄핵을 받아 부친인 목은은 함창(咸昌)으로, 인재는 상산(常山 진천(鎭川))으로 유배되었다가 11월에
소환되었다. 이듬해인 임신년(1392년) 4월에 간관 김진양(金震陽)이 상소하여 남은(南誾), 조준(趙浚)
의 죄를 탄핵하다가 도리어 그들의 모함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되자, 이 일이 인재 부자에게 연루되어
다시 목은은 함창으로, 인재는 진천으로 귀양 갔다가 6월에 목은은 금천(衿川)으로 옮기고 인재는 함
창으로 옮겼다. -康
麟齋遺稿별<南遷常山錄>

<칠월 초하루(七月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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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상산 유배가 이종학에게 있어서는 첫 유배는 아니었으나, 고려 말의 혼란한 시대적 상황에
서 정치적 핵심에 있던 부친과 함께 유배를 당한 처지는 그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했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 유배를 당하는 과정을 개인의 내·외적 갈등 상황으로 본다면, 유배자는 이것을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중 대부
분이 유배현실에 대하여 울분과 괴로움으로 갈등을 외현화하거나 시를 짓고 글을 쓰는 방법으
로 내면화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태평성대에 이 몸은 거듭 쫓겨나고

昭代身仍竄

황량한 마을 안은 더욱 고요하네

荒村境更幽

사방의 산엔 나무 우거지고

四山群木合

가운데 골짜기론 작은 시내 흐르네

中谷小溪流

임 그리움 끝내 지울 수 없고

戀主終難已

어버이 생각 어찌 쉬 멈추랴

思親豈易休

붓을 적셔 서툰 시 지으니

濡毫題拙句

우리의 도가 참으로 아득하구나

吾道政悠悠

<初四日>25)
위의 시는 상산에 도착하여 지은 작품이다. 시에 쓰인 시어 중 “소대(昭代)”는 임금이 나라
를 잘 다스려 태평한 시대를 나타내고, “황촌(荒村)”은 황량하여 쓸쓸한 마을을 의미한다. 지
금 머물고 있는 장소인 유배지를 “황량한 마을”로 표현하고 있지만, 시절을 표현함에 있어서
는 “태평성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현실인식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배를 당
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에서는 유배시에서 주로 드러
나는 연군지정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역시 유배지에 계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타
내고 있다.
객지에서 회포를 풀자하니 오직 시가 있는데

客裏開懷只有詩

멍하니 오늘에야 어리석게 지낸 내가 부끄럽네

茫然今日愧吾癡

가을바람이 한밤중 뜰 안 나무를 흔드니

秋風半夜吹庭樹

머리 돌려 어버이 생각함에 괴롭고 슬퍼지네.

回首思親意苦悲
<余於六月初吉…>26)

25) 위의 책. <초나흘(初四日)>
26) 위의 책. <6월 1일에 나는 송도를 떠나 장단에 이르러 며칠간 부친의 병간호를 하였다. 그달 16일에
헌사(憲司)에서 전의 일로 다시 상소를 올려 부친을 영남으로 축출하였다. 내가 따라가도 된다는 허락
을 받고 여강(驪江)까지 모시고 갔을 때 문하부(門下府)에서도 상소하여 나의 죄를 논하였다는 말을
듣고 감히 서쪽으로 재를 넘을 수가 없었다. 이에 강가에서 부친을 전송하고 여주 고을의 다락으로
돌아와 남 계정과 더불어 잤다. 이튿날 상산을 향해 가려고 하였으나 큰비가 내려 벽사(甓寺)로 돌아
갔다. 그곳에서 4일 동안 머물다가 잠깐 비가 개자 곧장 음죽(陰竹)으로 갔다. 또다시 큰비가 내려 천
민(天民)의 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다. 5일 동안 머물다가 농소(農所)로 옮겨 또 4일 동안 머물렀
다. 찰방(察訪)과 감군(監郡)이 모두 나와 평소에 친한 벗들이었고, 감군은 바로 같은 해 과거에 상사
(上舍)가 된 사람이었다. 순탄한 처지에 있을 때처럼 그들과 조용히 담소하며 지냈다. 이달 2일에 대
리(臺吏)가 뒤따라 내려왔는데, 장차 나를 상산에 안치(安置)하려는 것이었다. 때마침 또 비가 개자,
그 이튿날 대리와 함께 드디어 이곳으로 왔는데, 지금 벌써 10여 일이 지났다. 칠석날 이후로 시를
한 수도 짓지 않았는데, 객지에 귀양 온 심정을 쏟아내기가 어려울 듯해서였다. 이제 몇 수의 시를
지어 지난 14일간의 나의 게으름을 나타내려 한다.(余於六月初吉離松都到長湍 侍湯藥有日矣 當月旣
望 憲司以前事再封章 逐老親於嶺南 與予從之 及到驪江 聞門下府亦上狀論及僕罪 不敢從西踰嶺 則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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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는 유배자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유배지에 도착하여 초기에는 시를 썼
으나 며칠 동안 깊어진 고뇌로 인해 시를 짓지 못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야 괴로운 심사를 풀
어낼 방법이 시 짓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제목에 그가 상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상황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유배지에서의 생활과 더불어 정서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가을바람이 뜰 안 나무에 불어오는 것을 보고 함창에 유배 중인 부친을 그리워하는 부분에서
는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자욕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를 떠올렸을 것이 다.
물론 이 구절은 부모를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부친과 더불어 유배
길에 올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심경에서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안타
까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낮 높은 다락에서 반쯤 옷을 풀어헤치고

白日高樓半脫衣

귀양 와서 나같이 게으른 이 드물겠지

謫中疏懶似吾稀

느긋하게 있다가 또 새 시 구절을 얻고서

悠然又得新詩句

멀리 푸른 산 중턱 어린 한가한 구름 바라보네

望見閑雲映翠微
<二十二日>27)

위의 시는 <남천상산록>의 마지막 작품으로 상산에 와서 처음 지었던 시와 비교하면 어조
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시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미루어 그가 머물렀을 상산의 어느 절에
있는 높은 다락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책을 읽고, 시를 지으면서 유배 당시 느꼈을 상실과 좌
절, 울분 등의 정서를 내면화하고 현실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지막 행에서 자연과 자신을 동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그가 유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완전한 해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종학의 <남천상산록>은 <남천록>류의 작품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처음 유배
지에서 도착해서 쓴 초기 시에 나타나는 상실과 좌절 등의 괴로움의 정서는 유배지에서 생활
하면서 지은 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유배에서 오는 갈등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초기의 시에서
는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배지에 적응하고,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한 뒤에는 시어와 어
조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이행의 함안 유배시
용재(容齋) 이행(李荇, 1478∼1534)의 <남천록>은 그가 28세가 되던 1505년(연산 11) 정월
에 함안으로 배소(配所)를 옮긴 때부터 다음해 정월, 거제도로 다시 옮겨질 때까지 1년 동안
에 지은 시를 엮은 것으로 수록된 시는 모두 79제이고 1편은 발이다. 이 시기는 이행의 유배

送于江上 還至郡樓 與南計定宿 明日欲行指常山 雨大作 歸甓寺 留四日 乍晴 卽來陰竹 雨又大作 天
民水漲不可渡 留五日 移農所 又留四日 察訪監郡皆與僕素善舊 而監郡卽上舍同年也 談笑從容 如在順
境 今月初二日 臺吏踵來 盖將置余于常山也 雨又適晴 明日與臺吏遂來于此 今已十餘日矣 自七夕以後
絶不作詩 客中之情 似難傾寫矣 於是哦成數首 以志吾懶 十四日也)>
2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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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어서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 충주에 유배를 가 있으면서도 지난날 회릉(懷陵)의 추붕
및 천묘(遷墓)에 관한 것을 논계한 것이 화근이 되어 국문을 당하는가 하면, 사형에 처해질 위
기에 이르기도 한다. 겨우 사형에서 감면되어 함안으로 축출되었는데, 이때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적거록(謫居錄)>이 엮어진 충주에서의 앞선 유배 생활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이
행의 유배시는 더욱 절박한 정서를 보이며,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중에는 유배자의 신분이지만, 백성을 바라보는 이행의 안타까운 시선을 느끼게 하는 작
품들이 다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정치적인 삶을 살았으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배도 정치적인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객지 생활은 원래 잠이 적은데

客中元少睡

오늘 저녁은 다시 어찌할까

今夕更何如

고개 돌리니 몸 더욱 멀어졌고

回首身逾遠

구차한 생에 세월만 또 지나가네

偸生歲又除

차라리 빨래하는 여인에게 얻어먹어도

寧從漂母食

친구의 편지는 바라지 말아야지

莫望故人書

기쁜 기운이 두우성에서 보이니

喜氣看牛斗

새해에는 옛집으로 돌아갈까

新年返舊居

<甲子除夕 書宜寧家壁上 僕自仲說不幸後 不復作詩語 是夕 始把筆一吟 時方赴咸安>28)

위의 시는 이행이 함안으로 유배지를 옮기면서 감회를 읊은 시이다. 수련에서 “객지 생활은
잠이 적은데”라는 표현을 통하여 유배지에 대한 생소함에서 오는 불면의 상황과 “오늘 저녁은
다시 어찌할까”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함련의 “고개 돌리니 몸 더욱
멀어졌고”를 통해 충주에 이어서 더 먼 장소인 함안으로 배소된 감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
어서 유배지 거리 변화에 따른 시인 자신의 현실 인식태도를 알 수 있다.
(전략)
넋을 잃고 상산에서 천 수 시 읊으니

落魄商山千首詩

하늘이 그 문장 기이하도록 해 주었지

天公爲遣筆鋒奇

보잘 것 없는 나 또한 남천의 시가 있으니

鄙夫亦有南遷作

훗날 비바람 치는 때를 함께 얘기해 보세

他日相論風雨時

(후략)

<差員驅迫上道 八月十七 到尙州 訪叔達于謫所 叔達携余 馳至咸昌別墅 宿焉 前時
夢遊公建池 形勝宛然 人事豈偶爾耶 仍留數詩 要叔達和之 墅在公建池上>29)

이 시는 이행이 함안 유배 중 다른 유배지에 있는 친우를 만나서 쓴 것이다. 이 작품 속에
서 보이는 “남천의 시”로 해석할 수 있는 남천에서 지은 것(南遷作)은 결국 유배지의 체험을
담아낸 작품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역(亦)”이라는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우들도
유배를 당한 상황이기에 이행 자신도 유배지에서 시를 짓게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남천에서
지은 것이 곧 유배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남천시(南遷詩)의 전통성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풍우시(風雨時)”는 현재 유배를 당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28) 康
容齋集별卷五 ＜南遷錄＞
29) 康
容齋集별卷五 <南遷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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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지금은 친우들과 자신이 유배를 당한 처지이지만, 훗날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 때의 경험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평소 금강에 대해 들었는데

平時聞錦水

오늘에야 금강루를 지나는구나

今日過江樓

땅은 빼어난 풍류 차지하니

地擅風流勝

하늘이 한가한 유람을 시기하네

天慳汗漫遊

백 년 인생 물에 뜬 줄기 같은데

百年同泛梗

만 리 길 바다 갈매기에 부끄럽구나

萬里愧溟鷗

늙은 말은 가파른 돌길 찾으니

老馬尋危磴

긴 파도는 숨은 근심 일으키네

長波起暗愁
<過錦江樓>30)

이 시는 이행이 함안에서 거제로 배소를 옮기며 지은 “금강루를 지나며”이다. 여기에는 함
안에서 거제로 이동하는 동안의 여정과 지리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함련에서 땅은 빼어난 풍
류를 자랑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경관의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유배를 당해 이리저리 배소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부평초 같은 인간의 삶에 비유하였고, 이러한 모습이 바다 갈매기에게도
부끄럽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는 병인년 1월에는 거제도의 고절령(高節嶺) 아래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관노의 신분
으로 양을 치며 생활하게 된다. 함안의 유배 생활보다 더 극적인 체험이므로 거제의 유배 체
험이 담겨있는 <해도록(海島錄)>을 살펴보면 이행의 유배시 전반에 나타나는 현실인식과 정서
변화의 양상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명천의 나주 유배시
퇴당(退堂) 유명천(柳命天, 1633∼1705)31)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그의 <남천록>이 집필된
시기는 1701년∼1704년까지로 나주 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위의 이종학과 이행의
유배기간에 비해 긴 편에 속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수도 93제로 가장 많은 편이지만, 이행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약 80제의 시를 지은 것을 살펴볼 때, 유배기간을 대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명천은 젊은 시기에 유배를 당한 앞선 유배자들과 달리 69세의 노
쇠한 몸을 이끌고 유배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음은 그가 나주에 이르러 지은 시로 유배 당시의 정경과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30) 康
容齋集별卷五 ＜南遷錄＞
31) 1680(숙종 6)년 이조참판 재직 중 남인이 정권에서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사건
(庚申大黜陟)으로 음성에 유배되었다가 1683년 전리(田里)로 방귀(放歸)된다. 1688년 지난날
의 옥사가 무고라 하여 강계부사로 기용되었으며, 이듬해 기사환국으로 정권이 뒤바뀌자 공
조판서에 중용되고 다시 예조판서로 옮겨 홍문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후 판의금부사·판중추부사 등 요직을 거치고, 1694년 갑술옥사 때 지난날 김기문옥사(金
起門獄事)에 임금을 오도하였다는 죄목으로 파직불서용(罷職不敍用)의 명이 내려졌다. 이어
장령(掌令) 유집일(兪集一), 지평(持平) 김시걸(金時傑) 등이 권력을 천단하며 악행과 음모로
백성을 병들게 한다고 상소하였다가 흑산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1699년 동궁의 병환이 나은 것을 기념한 사면 때 고향에 돌아가도록 풀려났으나, 1701년
장희재(張希載)와 공모하여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모해하려 하였다는 지평 이동언(李東彦)의
탄핵을 받고 나주지도(智島)에 안치되었다. 1704년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1705년 가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한민족대백과사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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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마을 두 세집 의지하니

蕭條村落兩三依

교룡의 굴 앞은 신기루인지 궁금하구나

蛟窟前頭蜃閣疑

조수의 형세는 뜰에 부딪혀 좁은 길 분별하기 어렵고

潮勢衝庭難辨逕

대나무 그늘이 집을 에워싸 절로 울타리를 이루네

竹陰圍屋自成籬

벼슬길 물러나 용감하게 요직에서 물러나지 못했는데

投簪未勇要津退

슬퍼도 마땅히 명을 좇아 좌해로 옮기네

泣玦宜從左海移

섬은 지혜로써 이름났지만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니

島以智名人不智

백년을 견디며 웃은 내 삶이 미련하구나

百年堪笑我生癡
<辛巳臘月 初到智島有作>32)

이시에서 “조세”(潮勢)는 원래 조수의 형세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당시의 정세를 빗대어 표
현한 것으로 보인다. 당쟁에서 밀려나 어지러운 형세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이러한 시어로 나
타내었고, 이러한 이유로 “좁은 길도 분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배지인 지도(智
島)에 대해서도 “지혜로 이름이 났지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여” 그동안 미련하게 지낸 자신
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수풀 가 비갠 달빛 이경 초

林端霽月二更初

구름 밖 기러기 소리 일직선으로 멀어지네

雲外嘶鴻一字踈

날개를 돌려서 응당 상원으로 가자구나

歸翼也應經上苑

도랑에 기대어 몇 줄 글에 묶어 보내노라

憑渠欲繫數行書
<月夜聞鴈>33)

위의 시에서 나타나는 “상원(上苑)”은 천자(天子)의 정원, 즉 대궐 안의 동산을 뜻하는 말로
궁궐(宮闕)의 후원(後苑)을 일컫다. 특히 조선 시대 경복궁의 후원인 함춘원(含春苑)을 상원이
라 불렀다는 점에서 “날개를 돌려 상원으로 가자”는 뜻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배지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이지만 다시 임금
의 곁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모습을 꿈꾸는 모습은 어느 정도 유배 생활에 적응한 뒤에 나타
나는 변화로 보인다. 유배 초기에 나타난 울분과 좌절의 정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는 모
습이 나타나 있다. 유명천의 나이를 살펴보면 69세라는 고령에 유배를 당한 처지이기에 유배
에서 풀려나도 관직의 복귀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시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임징하의 제주 유배시
서재(西齋) 임징하(任徵夏, 1687∼1730)34)는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앞서 살펴본 인물에 비
32) 康
退堂集별卷五 <容齋集>
33) 위의 책.
34) 1713년(숙종 3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
正字)가 되었다. 정언(正言)을 거쳐 1721년(경종 1) 지평(持平), 이어 병조 좌랑(兵曹佐郞)ㆍ사서(司書)
등을 역임하다가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삭직(削職)당했다. 1725년(영조 1) 노론(老論)이 다시 집권하자
장령(掌令)으로 등용되어 6개조의 상소문을 올려 탕평책(蕩平策)을 반대, 소론(少論)의 제거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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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배지의 거리가 가장 먼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순안의 유배지에서
출발하여 40여일 만에 제주에 도착했는데, 그동안의 여정은 <남천록>에 잘 드러난다. 그는 순
안에서 1년 5개월의 유배생활을 하고 이어 제주 대정현으로 이배당하고, 위리안치 되었다. 연
이은 유배생활과 제주에 위리안치 되었다는 것은 임징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히 제주에는 장인 김진구(金鎭龜, 1651∼1704)와 매제 김춘택(金春澤, 1670∼1717), 조카
김덕재(金德材, 1694∼1724)가 모두 제주에 유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니 더욱 상심이 컸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달리는 무리에 놀라더니

里巷驚奔屬

문 앞에는 사자가 도착했네

門前使者來

맑은 새벽 잡힌 새와 닮았고

淸晨捕似鳥

먼 길 달리는 우레 같다네

長路走如雷

향기로운 풀은 끝없이 처량하니

芳草凄無極

뜬 구름은 열리지 않아 답답하구나

浮雲鬱未開

장차 가다가 서울 대궐을 지나는데

行將過京闕

말을 채찍질하여 길을 재촉하려 하네

策馬意方催
<發順安>35)

위의 시는 순안을 출발하며 쓴 시로 평양 근처의 순안에서 더 먼 유배지로 떠나는 그의 심
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임징하를 호송하기 위해 온 병졸들에 놀란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
으며, 스스로도 체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잡힌 새와 닮았고”라는 시어에
서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우레와 같다”는 호송하러
온 병졸들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기로운 풀은 끝없이 처량하고”는 역
시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였고, “뜬 구름은 열리지 않아 답답하구나”에서는
임금의 곁에 머무르는 간신들을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힘없이 그대 어디로 가는가

蹙蹙爾何去

바삐 내가 오는 곳에서부터

怱怱吾自來

가을 바람 짧은 머리에 불어오는데

秋風吹短髮

아침 해 남은 잔을 비추는구나

朝日照殘盃

생사는 그때의 논의에 달렸고

生死惟時議

문장은 화를 부르니

文章是禍媒

끝내 붓과 벼루를 불살라

終須焚筆硯

서로 의심치 말라 전해주오.

寄語莫相猜
<黃州路中 逢尹鳴叔 鳳朝>36)

이 시는 <황주로 가는 도중 윤봉조를 만나…>라는 제목의 시로 그의 교우관계도 눈여겨봄직
하다. 임징하가 삭주로 유배가는 윤봉조(1680～1767)를 황주에서 만나게 되어 지은 작품이다.
다가 이듬해 순안(順安)에 유배,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少論)이 등장하자 다시 대정현
(大靜縣)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이듬해 소론의 영수 이광좌(李光佐)의 주청으로 투옥된 뒤 고문을 받
고 옥사했다.
35) 康
西齋集별卷二 <南遷錄>
36) 위의 책. <黃州路中 逢尹鳴叔 鳳朝 盖朔州謫行也 余笑而迎曰 此亦可謂君去路我歸路耶 鳴亦笑曰 我
則去路矣 君安得歸路 握手少話而罷 馬上有詩却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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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봉조는 이조참의 방만규(方萬規)의 상소사건에 관련되어 하옥되었다가 삭주로 유배 가
는 중이었다. “문장은 화를 부르고”라든지 “붓과 벼루를 살라”의 구절에서 유배길을 떠나는
이들이 느꼈을 좌절과 울분 등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다. 비슷한 관직에 머무르던 이들이 유
배도중 만나 느꼈을 감회를 동질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37)
나는 깨진 벼루로 먹고 사는데

我生食破硯

정처없이 떠돌다 천애에 이르렀네

飄泊到天涯

저 호미든 늙은이를 부러워하며

羡彼荷鋤老

평생토록 집에만 머무르네

終年自在家
<鋤安島>38)

위의 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 “깨진 벼루로 먹고 사는” 즉, 문필로 먹고 사는 가난한 선비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다 이른 곳은 중앙에서 가장 먼 곳인 “천애(天涯)”로 표현되는
제주도이다. 물론 이 시를 지을 당시는 제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배자인 자신의 처
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미든 늙은이”를 부러워 한다는 구절은 정치적으로
뜻을 잃고 이곳저곳의 유배지를 떠돌며 느꼈던 감회를 완화시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임징하의 유배지는 제주도 대정현의 감산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임홍망(任弘望, 1635∼
1715) 역시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때 김석주(金錫冑, 1634~1684)를 옹호하다가 폄직
되어 제주목사를 지낸바 있으므로, 제주도에 들어서서 감산에 위리안치 될 때까지 주위 백성
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순안을 떠나서 대정현 감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감회가 <남천
록>에 엮여져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이종학의 <남천상산록>과 이행의 <남천록>, 유명천의 <남천록>, 임징하의 <남천
록>에 나타나는 시를 통해 그들의 유배생활과 현실인식 태도에 따른 정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기 인물을 비교해 보면, 고려 말기·조선 초기·후기라는 시대적 배경이나 그들이 유배에 처한
상황과 기간, 유배지에서의 처지 등 외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
심에서 밀려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러한 유배 체험을 통하여 좌절·상실·울분·자탄·
체념·그리움과 외로움 등의 정서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낯선 곳에서의 체험을
시로 나타내기도 하고, 유배지의 풍속과 자연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
유배자는 유배라는 외적 충격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먼저 격정의 감정을 가지게 되
고,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 예로 시에서
간혹 붓과 벼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이나 괴
로움을 외현화하는 것이며, 주로 시를 짓거나 글을 쓰며 현실적인 갈등을 내면화하여 해소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끝맺음

이 글은 유배체험 당시의 정서를 시고로 묶어 나타낸 <남천록>에 대해 고찰하고 작품에 나

37) 김새미오, ｢서재(西齋) 임징하(任徵夏)의 유배체험과 그 형상화｣, 康
영주어문별 제23집, 영주어문학회,
2012.2, pp131∼160
38)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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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유배체험의 형상화와 현실인식 태도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배지에서 유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유배체험에 대한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태도에 따라 주제·소재별 유형으로 술회, 교유, 자연생활이라고 나눌 수 있다. 유배
시의 성격상 자신의 울분이나 좌절 등의 여러 가지 정서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술회로 나타낼
수 있고,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가족과 친우들과 이별했거나 재회하는 경우,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유를 또 하나의 층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생활의 층위는 아
직 논의 필요한 단계이지만, 유배지에서의 자연을 노래한 경우이다. 이것은 유배지의 생활풍
속과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함께 나타내기도 한 까닭에 자연생활이라고 하였다. 자연을 노래
한 몇 몇 시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풍경이나 독특한 환경을 나타낸 것 작품도 다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종학과 이행·유명천·임징하의 경우 유배과정과 유배지에서의 체험을 시로 짓고 <남천록>
이라는 시고로 묶은 것은 유배체험에서의 내·외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의 갈등은 내면화되며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보이
지만, 완전한 해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풀려나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
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때의 갈등해소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유배문학은 유배지에서 창작되는 까닭에 유배체험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유배지에서의
생활로 현실 인식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다음 정서의 변화를 통해 작품으로 형상화된
다. 그러므로 유배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현실인식 태도 변화와 정서 변화에서 유배문학의 특
수성과 보편성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작품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더 되어야 하겠지만, 유배시고 <남천록>류를 통하여 현
실에서의 불만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시적화자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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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시고 〈남천록(南遷錄)〉류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백순철(대구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한양 이남 지역으로의 유배체험을 다룬 詩
稿 중 소위 ‘남천록’으로 명명된 일군의 유배시집의 존재 양상과 역사적 전개를 살피
는 연구로 이해됩니다. 유배가사나 시조 등 국문시가 중심으로 살펴져 온 유배문학의
특징을 한시 장르로 새롭게 접근하되 그 역사적 전개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자료의 성격과 작자의 내면을 항목별로 설명하는 데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어서 연구사적 쟁점을 제시하거나 문제제기적 서술을 드러내는 부
분은 나타나지 않아 크게 이의를 제기할 만한 대목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토론자 입
장에서 오히려 이러한 논의 전개 방식이 갖는 아쉬움을 몇 가지 요청적 질의를 제기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자료 선정과 연구 범위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대상 자료의 범위를 유배체험을 다룬 한시모음집 중에 〈남천록〉으로 명
명된 자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자 입장에서 이 연구의 목적이 〈남
천록〉이라는 유배체험을 다룬 문학자료의 성격을 살피는 데에 있는 것인지, 시대에
따른 유배인들의 내면의식을 한시를 중심으로 살피는 데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자라면 김성구(1641~1707), 옥오재 송상기(1657~1723), 동명 황중윤
(1577~1648)의 산문 기록도 포함시켜 폭넓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 터이고, 후자라면
왜 굳이 〈남천록〉이라는 시집 외의 유배 한시 자료들이 배제되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39)
자료의 명명 자체가 특별히 차별화된 역사적 의미를 내함하고 있거나 형식이나 내용
에 있어서 특징적인 국면을 갖고 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지 관습적인 명명의 전통에 견인되어 이를 연구 범위로 한정했다면 다소 자의
적이고 편의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리를 충분
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詩作 동기를 보는 시각과 인용 자료의 차별성에 대하여
이 글에서 필자는 유배 체험을 겪는 작자의 시작 동기로 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7면)”라거나 “현실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39) 논문 내에서도 이종학의 『인재유고』중 〈남행록〉이 순천으로 유배가는 도중과 유배지에서 지은 한시
를 모은 자료라 밝히고 있는데, 이 자료가 배제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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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면)라고 하여 유배인들의 시 창작 동기를 주로 감정
의 완화나 순화, 현실과의 갈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용 한시 작품들의 내용 역시 자기 술회,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 유배
지 생활현실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품 해석이 딱히 잘못되었다거나 오류라
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자료가 갖는 작가 개인의 차별적 특징을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역사적 전개과정에서의 시기별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려워 보
입니다.
단지 자료의 존재론적 의의 외에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시사
받고 연구를 확장해갈 수 있는 문학사적 시각을 획득하기 어렵다면 이 글의 서술 의
의 역시 퇴색되지 않을까요? 일단 자료를 역사적 시기별로 배열해 두었다면 형식미나
표현기교 같은 미적 특질의 차원이든 주제나 소재 같은 내용적 특질의 차원이든 그
특징적 국면을 도출하고 이를 좀더 거시적 관점에서 전변 과정이 드러나도록 논리를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시작 동기 역시 작가에 따라 자
신의 정치적 내면의식이나 생활을 기록하고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발분과 연군의 정서
를 중심에 두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유배 체험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생
활과 일상의 삶을 중심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가론적 차
원에서 좀 더 깊이 접근해야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글이 유배 한시
중 특히 〈남천록〉으로 명명된 자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
에 주목해야만 연구 의의가 선명하게 부각되리라 생각합니다.
3. 해석의 과잉 여부에 대해서
9면을 보면 이종학의 시에 대한 평가에서 “초기의 시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는 데 비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배지에 적응
하고,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한 뒤에는 시어와 어조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용 시편에 나오는 ‘末契, 吾癡’
등의 표현을 가지고 자기 비하나 부정적 의미로 보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겸사의 표
현을 지나치게 과잉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작자의식의 변화가 시어나
어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서술 역시 좀더 해석적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면에서도 시 〈과금강루〉를 해석하면서 “함안에서 거제로 이동하
는 동안의 여정과 지리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실제 시는 작자
의 감회와 서정이 비유적 표현과 함께 표출되고 있어서 다소 과잉 해석에 가까운 시
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여러모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혹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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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스트의 대화방법: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삶의 추구와 기쁨의 증대
- ｢요한시집｣에 나타난 반국가주의와 삶의 추구
류희식(경북대)
1. 서론
한국전쟁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참혹함에 있어서도 세계 전쟁사에
서 보기 드문 것이었다. 그 때문에 장용학 역시 전쟁을 소설의 주요 재제로 삼았다.1) 따라서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6 ․ 25’이다. ‘6 ․ 25’라는 명칭에 내장된 관점은
전쟁을 물리적으로 먼저 일으킨 쪽, 최초 공격을 감행한 것이 누구인가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발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1950년 6월 25일 이전과 이후 사이에 인식적 단절
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 ‘정상적’이었던 남한의 일상이 북한의 ‘남침’ 때문에 파탄을 맞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에 따를 때, 북한이 불법 남침을 했기 때문에 평화로웠던 남한 사회
가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국가주의적 서사가 가능해진다.2) 이는 북한
에게 전쟁의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남한은 전쟁 피해자라는 손쉬운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인식에서 한국전쟁을 이해하는 공식적인 시각이 ‘반공주의’라는 사실
은 전쟁표상 자체가 국가의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휴전 이후에 사후적으로 구축된 것에 불과하다. 국가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모든 서술은 탄압을 받았으며, 개인들이 지닌 기억들은
발화되지 못한 채 억압되어야 했다.3) 게다가 남한 역시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
승만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진통일’을 누구보다 소리 높여 주장해왔기 때문이다.4)
남북한의 관계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만성적 ‘준 전쟁 상태’에 처해 있었다.5)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국가가 북한을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남한은 악을 소탕하고 정의를 수호했다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북한 역시도 동일한 구조의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쌍생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이승만 정권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
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하는 것으로 표상
된다.6) 이 둘은 공히 ‘민족해방’ 혹은 ‘민족통일’이라는 명분을 공유하면서 통일된 근대 민족/
1) 장용학의 작품 중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는 ｢찢어진 윤리학의 근본문제｣(康
문예별, 1953. 6), ｢요
한시집(詩集)｣,(康
현대문학별, 1955. 7), ｢현대의 야｣(康
사상계별, 1960. 3), ｢원형의 전설｣(康
사상계별,
1962. 3.~ 11)이 있다. 본고에서는 ｢요한시집｣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며, 나머지 작품들에 대한
논의는 추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 김동춘, 康
전쟁과 사회별, 돌베게, 2000. 19~21면 참조.
3)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선을 비판하는 논의들은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국군이나 유엔군에 의
한 민간인 학살 및, 전쟁 이후 국가에 의한 피해자들의 국가에 의한 제2, 3의 피해에 대한 미시정치
적 이해에 대해서는 김동춘의 위의 책, 4장, 구술을 통해 개인들의 전쟁 기억을 살펴본 것으로는 박
찬승, 康
마을로 간 한국전쟁별, 돌배개, 2010. 참조.
4) 강준만, 康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별, 인물과 사상사, 2009. 25~26면.
5)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단독 국가를 수립,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남한의 경우 정권의 국가 장악력은
실로 미비했으며, 제주도 4․3항쟁, 여순 군반란 사건 등이 일어나는 극심한 내전의 상태에 빠져 있었
다. 강준만, 위의 책, 215~218면 참조.
6) 김동춘, 앞의 책, 135~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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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남한에서는 전쟁 동안 주류 문학인 대부분이 ‘종군작가단’에 참가했으며, 이들은 휴전 후 문
단을 장악함으로써 문학장에서도 반공주의는 절대적인 입장이 된다. 국가의 시선이 문학에서
도 공식화 된 것이다. 문학 속에서 국가시선의 표현 양상은 북한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직접
적으로 표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 휴머니즘 또는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전제
한 후, 전쟁의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를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물론 이들과 달리 남북한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작품의 경우 추상적 휴머니즘
의 양상보다는 다소 진전된 관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이 작품들 역시 ‘비판’에
그칠 뿐이다.
그런데 장용학의 작품은 근대국가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그는 한국전쟁을
“世界史의 二大潮流가 부딪친 戰爭”8)으로, 그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世界史의 二大潮流
가 맞부딪친 二十世紀의 도가니”9)로 인식한다. 이것은 한국전쟁을 근대의 두 축이(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벌인 국민국가의 극한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단
순히 국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의 작품이 기존의 일반적 평가처럼 관념적
인 것도 아니며, ‘서구추수주의’ 내지 “서구와의 거리가 무화”10)된 것도 아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근대적 가치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을 그린 그의 소설이 무엇을 기
획했는가를 살펴보자.
2. 토끼 이야기와 동물들의 보편적 예속
｢요한시집｣은 ‘토끼 이야기’와 상(上) ․ 중(中) ․ 하(下) 네 개의 분절된 장들로 이루어져 있
다. 네 개의 각 부분은 서두의 토끼 이야기, 상(上)에서 동호가 누혜의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
되는 것, 중(中)에서 동호가 누혜와 포로수용소에서 겪은 경험, 하(下)에서 누혜의 유서와 동호
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대 소설이 보여주는 사건의 유기적 완결성에서 벗어
나 있다. 특히 동호는 주인공이자11) 서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 이
에 비해 누혜야 말로 ‘유서’의 내용을 통해 전체적인 삶의 궤적이 드러나고, 비극적 자살을 행
함으로써 ｢요한시집｣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상의 애매함은 장용학이 밝힌 ｢요한시집｣의 창작 및 발표 과정에 따른 결과
이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은 미완으로, “月曜日부터 日曜日까지 七日間에 일어나는 일을 七
章 으로 나누어 七․八百枚정도의 長篇을 쓸”12) 계획이 사산되어 서장(序章)만을 수습하여 발
표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표된 작품 그 자체를 읽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작가의 발언을 충
분히 고려하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다.
7)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인훈의 ｢광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 장용학, ｢감상적 발언｣, 康
문학예술별, 1956.9. 174면.
9) 장용학, ｢實存과 ｢요한詩集｣, 康
세계전후문학전집 1별, 신구문화사, 1969. 401면.
10) 김건우, 康
康
사상계별와 1950년대 문학별, 소명출판, 2003. 210면, 230면.
11) 장용학은 “｢요한詩集｣의 主人公은 ｢동호｣이다. 序章에서 그쳤으니 ｢누혜｣가 주인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누혜｣는 ｢요한的｣인 존재이고 ｢요한詩集｣은 ｢동호｣가 자유의 屍體 속에서 孵化되어 誕生하
는 過程을 그리려고 한 것이다. 自由라는 壁은 무너지고 ｢동호｣는 誕生했다. 그러나 내일 아침 해는
南에서 떠오를지 西에서 떠오를지 아직은 모를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다. 장용학, 위의 글, 402
면.
12) 장용학, 위의 글,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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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이야기는 전체 작품의 서두에 해당하며 작품의 실질적인 서사의 이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염무웅은 토끼 이야기가 본 서사와 유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굴에서 나온 토끼의 죽음과, 그 후 토끼의 무덤에 ‘자유
의 버섯’이 자란 것에 대해 ‘자유의 묘비’라고 말한 후, “요한的인 것(자유)이 죽은 뒤에 오는
메시아的인 것을 위한 待期所의 標識”13)라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그는 토끼의 죽음을 바로
자유의 죽음이자 ‘다음에 올 것’을 예감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본 서사는 토
끼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이며, 누혜의 죽음은 토끼의 죽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된
다.14)
이에 비해 김윤식은 토끼 이야기를 우화라고 규정한 후, 우화를 사용함으로써 ｢요한시집｣이
실패했다고 본다. 그는 토끼 이야기가 철학적 소양이 부족한 일개 식민지 지식인이 만든 임의
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깊이 있는 사상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본다.15) 김동석은 ｢요한시집｣의
토끼 이야기를 우화로 규정한 김윤식의 논의가 확장되어 ‘알레고리론’으로 나아갔다고 보면
서16), 알레고리론적 접근이 그의 소설에 대한 선명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접근이 소설의 복잡한 의미망을 제한하고 배제함으로써 결국 장용학 소설
을 “주관적 자의식과 관념에 의한 추상적 역사의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를
더욱 공고히”17)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요한시집｣ 전체가 당초 ‘계획했던’ 서사의 서장에 해당한다는 작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토끼 이야기는 ‘발표된 작품’의 서장(序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서사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토끼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작품 전체를 이해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다시 ｢요한시집｣의 토끼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평생 동안 동굴에서 살아온 토끼는 “마음이 내면으로 도리켜진” “사춘기(思春期)”18)를 맞이
한다. 토끼는 생일날 자신이 처음부터 동굴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고, 동굴로 빛이 흘러들듯이 그 자신도 외부에서 왔을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 구멍을 막았을 때 동굴 전체가 암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이 경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인데, 이를 통해 그 동안 일곱 가지 무지개로 가
13) 염무웅은 토끼 이야기를 ‘토끼우화’로 명명하면서, 이것이 ｢요한시집｣의 제목과 관련하여 요한이 죽
은 다음 도래할 메사아를 위한 표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당대 실존주의의 이념적 세례 하에
서, 그리고 샤르트르의 ｢구토｣의 영향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면서 ’실존주의적 해석‘으로 진행된 때문
이다. 염무웅, ｢실존과 자유｣, 康
현대한국문학전집4별, 신구문화사, 1965. 429면.
14) 염무웅, 앞의 글, 432면.
15)물론 김윤식은 실패를 단언하지는 않는다. 그의 논의의 초점은 소설의 형식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모호한 수사로 ‘실패하기 쉬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종래에는 이 우화가 소설의 성격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고 서술한다. 김윤식, ｢우화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康
문예중앙별, 1981. 봄(여기
서는 康
장용학전집7별, 국학자료원, 2002. 72~73면 참고).
16)김동석, ｢경계의 와해와 분열 의식｣, 康
어문논집 47권별, 민족어문학회 편, 2003. 그는 장용학의 소설을
알레고리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 방민호(｢알레고리적 상상력의 의미｣, 康
한국소설문학대계 29별, 동아
출판사, 1995)와 서영채(｢알레고리와 계몽｣, 康
소설의 운명별, 문학동네, 1996)를 든다.
17) 김동석, 위의 글, 200~201면. 이에 덧붙이자면, 알레고리적 이해는 장용학의 소설이 현실을 구체적
으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장용학은 문학이 단
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했다. 문학이 현실을 재현하기 보다는 현
실을 실험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소설은 현실의 잠재태들을 드러내는 실험이다. 이는
단순히 재현을 통한 현실모사, 더 나아가 현실비판이 아니라, 현실의 또 다른 출구를 만드는 것이자
‘비판’을 넘어서는 것이다.
18) 장용학, ｢요한시집(詩集)｣, 康
현대문학별, 1955.7. 50면. 작품의 인용은 康
사상계별판본을 중심으로 하
되, 발표 당시의 오식 등을 감안하여 작품 이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신구문화사 판(1965)도 함께
참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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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찬 “꽃 같은 집”이던 동굴이 “감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끼의 자각은 스스로가
감옥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획득하는 사건이다.
며칠을 두려움에 떨던 토끼는 빛이 들어오는 그 구멍이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될 수도 있다
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사력을 다해 기어가던 토끼는 가까워
지는 외부의 소리와 향기를 느끼면서 바깥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차지만, 정작 밖
으로 나온 순간 밖의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 시력을 잃고 만다.
그 토끼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 되는 그 문을 그
러다가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였읍니다. 고향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거죽에 나타내본 적이
한번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가 죽은 그 자리에 버섯이 하나 났는데 그의 후예(後裔)들은 무슨 까닭으로인지 그것을 康
自由
의 버섯별이라고 일컬었읍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버섯 앞에 가서 제사를 올렸읍니다. 토
끼뿐 아니라 나중에는 다람쥐라든지 노루 여우 심지어는 곰 호랑이 같은 것들도 덩다라 그 앞에 가
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효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 제사를 드리나마나였지만,
하여간 그 버섯 앞에 가서 절을 한번 꾸벅 하면 그것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더라는 것입니다.19)

이상의 토끼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20) 첫째는 자의식이 없던 토끼가 동굴 속
에서 자기 자신과 외부를 거의 동시에 자각한 후 죽음을 무릅쓰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이
다. 이는 토끼가 자명한 것이자 유토피아로 여기던 동굴 생활이 바로 수감생활이었으며, 행복
을 만끽하던 자신이 사실은 수감자였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갇혀 있
던 공간을 벗어난 것이다. 동굴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빛(허용된 가시성)과 허락/금지된 움직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이나 왕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인간의 삶이 예속되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굴을 벗어나는 것은 그 초월적인 존재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끼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사태들이다. 토끼는 시력을 잃어버림으로써 ‘감옥’이었
던 자신의 ‘고향’, 즉 동굴 앞을 떠나지 못하고 죽는다. 토끼는 감옥을 탈출하자마자 불구가
됨으로써 거꾸로 ‘고향/감옥’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다. 토끼는 바깥으로 나왔지만 그 두려
움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힌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후 토끼가 죽은 자리에 버섯
이 생겨나고, 다른 동물들은 이 버섯을 “자유의 버섯”으로 부르며 경배한다. 결국 토끼 이야
기의 결말은 감옥의 외부에 도달했음에도 감옥에 구속된 불구의 토끼와, 감옥 외부에 살고 있
는 모든 동물들이 ‘불구가 된 토끼’의 예속적 삶에 자발적으로 예속되는 기이한 모습으로 끝
난다. 이 자발적 예속을 통해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이 이미 감옥 외부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기 신체의 능동성’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이를 긍
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술자는 “효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
제사를 드리나 마나였지만, 하여간 그 버섯 앞에 가서 절을 한번 꾸벅 하면 그것만으로 마음
이 후련해지더라”와 같은 서술에서처럼, 동물들이 행하는 경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사
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경배’란 말 그대로 신체를 구부리는 행위, 신체 능력의 예속이기 때문이
다.
토끼 이야기는 근대의 인간에 대한 유비적 제시이다. 근대인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에
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의 능력을 긍정하고 실험하는 삶을 살아
19) 장용학, 위의 글, 53면.
20) 본고와 해석을 달리 하지만, 앞의 김동석도 이 두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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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보다 여전히 또 다른 초월적인 것에 스스로를 예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전쟁과 공포에 의한 인민의 국민화/예속화
｢요한시집｣의 본 서사(상, 중, 하)는 동호의 시선에서 펼쳐진다. 작품의 주된 내용은 포로수
용소에서 누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그의 유서, 동호가 수용소를 벗어나서 경험한 누
혜의 어머니의 죽음 등이다.21) 그런데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북한군, 소위 ‘친공포로’
들의 폭력에 의해 누혜가 죽는 모습은 자칫 이 작품을 단순히 ‘반공주의’로 읽히게 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후의 상황이 남북한의 이념적 현실에 대한 균형 있는 비판이나 거리두기를
용인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작품에서 지워져 있는 역사의 또 다른 측면, 즉 포로수용들에
대한 남한의 폭력을 복원해 보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전쟁은 내전(civil war)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전이기도 했다.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국제법상 전쟁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쥔 미국
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과 유엔국은 스스로는 국제법적 권리를 지닌다고 규
정했음에도, 북한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본진영은 ‘적군’을 포획하
여 포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람’을 포획한 후, 포획된 사
람을 ‘포로’로 규정했다.22) 이 과정에서 수용소에는 인민군을 비롯하여 남한 출신의 의용군,
심지어 민간인까지 포로로 수용된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1951년 중순부터 시작된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조인식이
끝날 때까지 거의 20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진행된 포로송환협정에서는 포로
송환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23) 수용소의 포로들은 미국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인도주의적 원
칙’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다. 게다가 ‘인도주의적 원칙’을 내세운 미국이 ‘즉각적 본국송환’
원칙을 무시하고 ‘자유송환’ 원칙을 주장함으로써 포로교환 협정은 난항에 빠진다. 자본진영에
서 볼 때, 수용소의 포로들 가운데는 상당수 남한출신의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들을 선별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자유송환’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서 체제 우월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으며, 남한은 많은 인구와 영토를 획득하려
는 영토주의적 권력팽창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김학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거제도포로수용소는 전쟁이라는 예외상태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외공간’이 되었다.24)
포로 심사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용당국의 포
획/포섭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들을 포섭하기
21)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호는 북한군들에 의해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전쟁
에 참가하고, 그 후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된다. 거기서 그는 인민군 영웅인 누혜와 만나
게 된다. 누혜는 인민군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고독한
일상을 보낸다. 그는 동호에게 유일하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다. 동호는 자신을 비웃지 않는 누혜와
친하게 지낸다. 그 사이 인민군 포로들은 수용소 내부에서 더욱 더 공산주의 이념과 국가주의에 빠져
들고, 누혜에게도 자신들과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 누혜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그를
폭행하고 누혜는 아무런 저항없이 고스란히 폭행을 감당한다. 폭행을 당한 며칠 후 누혜는 자살한다.
그리고 동호는 나중에 누혜가 남긴 수기를 보고 그가 자살한 이유를 알게 된다. 수용소를 나온 동호
는 누혜의 어머니를 찾아 간다. 거기서 동호는 누혜의 어머니가 고양이가 물어다 주는 쥐를 먹으려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그는 누혜의 어머니가 쥐를 먹으면서 연명한 것을 알고 쥐를 먹지 못하도록 제
지하고, 굶주림이 극에 달한 누혜의 어머니는 아사(餓死)한다. 동호는 누혜의 집을 나와서 새로운 삶
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내적인 고민에 빠진다.
22) 김학재, ｢진압과 석방의 정치｣, 康
제노사이드 연구별 제5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편, 2009. 55~58
면.
23) 조성훈, 康
한국전쟁과 포로별, 선인, 2010. 182~189면.
24) 김학재, 앞의 글, 58~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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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수용소 내부에 공작원과 프락치를 조직적으로 파견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포로들
을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로 나누고, 반공포로로 ‘포로경찰대’를 조직하여 수용소 내의 살인과
폭행 등의 테러를 감행했다.25) 따라서 협정체결 기간 동안 포로들은 자본 진영의 이념에 근거
한 선별과 배제라는 무한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포로들은 국제법인 제네바협
약에도 배제되면서 오직 포획자의 임의에 내맡겨진, 말 그대로 ‘호모사케르’였다.26) 그들은 자
본진영의 법-폭력에 의해 ‘잠재적으로 살해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놓인 것이다.
‘포로수용소’는 법이 정지되고 물리적 폭력이 일상화 된 전쟁과 구분되는 공간으로 표상되
지만, 전쟁에 포함된 예외적 정치공간이다. 따라서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
의 공식을 ‘정치는 전쟁의 연속’으로 뒤집은 푸코의 말을 수용한다면27), 전쟁과 정치는 원환을
이루게 된다. 정치와 전쟁은 항상 상호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로수용소는 단순히 전쟁
상태에서만 만들어진 특이한 공간이거나, 전쟁 바깥의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수용
소는 전쟁에서 배제됨으로써 전쟁에 포획된 ‘예외공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포로수용소야말로
전쟁과 공존하는 국민국가의 배치 자체를 보여주는 곳이다. 휴전과 함께 전쟁 속에서 살아가
는 우리의 조건에서 볼 때, 포로수용소야 말로 근대국민국가의 창출과 그 작동방식을 보여주
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적국(남한)이 강요하는 예속을 벗어나더라도,
그 벗어나는 행위가 국가장치의 외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는 북한의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 전쟁은 외부의 적이 공동체를 위협할 때, 국가장치가 인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폭력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인민의 삶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전쟁상태’를 저지하기 위해 인민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28)
이에 따를 때, 국가는 인류의 역사적 진보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위협하
는 전쟁을 저지하는 거대 장치이다. 한국전쟁 역시 이와 같은 국가의 관점에서 소위 ‘자유민
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치른 정당한 방어전으로 표상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만인의 동의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면, 예외상태인 전쟁이 발발할
때 모든 인민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요한시집｣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특히 포로,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실상은 이와는 너무나 판이하다.
이 땅이 ｢民主堡壘｣니 ｢두개의 世界｣니 ｢萬國平和아필運動｣이니 하는 따위의 ｢레알리즘｣이 네이
팜彈의 세계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을 때, 농부의 옷을 채 벗지 못했던 그 시골내기들은 살이 찢어
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어안이 벙벙해했다. 언제 都會人으로 출세한 것 같기도 하고 꼭두각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최면술에 걸린 것 같았다. (중략)
그러던 그들은 마치 좀도적이 까막소살이를 하는 사이에 소도적이 되어가는 투로, 포로생활을 하
25) 전갑생, ｢최초 발굴: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숨겨진 진실｣, 康
민족21별 제108권, (주)민족21 편, 2010.
161~166면. 이 글은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진 ‘반공포로’의 생산을 위한 국가적 기획, 북한 포로
들의 폭력성에 대한 허구적 조작, 반공포로들을 최종적으로 군사기계로 이용할 계획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26) 호모사케르는 ‘예외상태’ 선포에 의한 주권권력의 지배형식에 포획된 자들을 일컫는 말로, “그것은
(사케르-인용자) 오히려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생명, 법과 희생 제의의 영역 모두를 초월하
는 어떤 폭력의 대상을 가리킨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康
호모 사케르별, 새물결, 2008. 181면.
27) 미셀 푸코, 박정자 역, 康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별, 동문선, 1998. 34면.
28) 이러한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로크의 국가론일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만인이 소유권의 주장을 통해
전쟁상태로 돌입하며(24~25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국가-인용자)를 결성
하기로 합의”(93면)한다는 것이다.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역, 康
통치론별, 까치, 1996.

- 6 -

는 사이에 뼈마디가 굵어져서 ｢제네바協定｣이니｢人道的待遇｣니 하고 도사릴 줄 알게 되었다.
｢내 살이 뜯겨나가고 내 피가 흘러내린 이 전쟁은 과연 내 전쟁이었던가?｣
한편에서 世界의 孤兒가 된 포로병들의 가슴속을 이렇게 거래하던 회의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
고 하다가 마침내 生에 대한 애착에 부디쳤다. 한 개의 나사못으로 밖에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기
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살아야 하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죽이기 시작
했다. 싸움은 다시 일어났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았다. 남해의 고도에는 붉은 기와 푸른 기
가 다시 바닷바람에 맞서서 휘날리게 되었다. 살기 위하여 그들은 두 깃발 밑에 갈려 서서 피투성
이의 몸부림을 쳤다. 철조망 안에서의 이 두 번째 전쟁은 완전히 자기의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생존의 권리를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였다.29)

동호의 진술에 따르면 포로가 되기 전 북한인민들은 국민이라는 인식조차 모르던 ‘농부들’
이자 ‘시골내기’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들은 전쟁에 동원되어 “살이 찢어지고 피를 줄줄 흘리
면서”도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어안이 벙벙해”할 뿐이었다. 그들은 전쟁에 ‘끌려와’ 군인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식민지 ‘백성’이었다. 이들은 ‘국민’
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쟁수행에 동원되어 소모품들이자 “나사못”
이 된 것이다.
이것은 해방과 정권수립 이후에도 이들이 ‘국민’이 아닌 단순한 ‘백성’, 지배 권력에 예속된
자들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30) 남북 양측의 정부 수립은 폭력으로 조선을 장악했던 ‘일제’가
물러간 자리를 지배적 ‘다수’가 장악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
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했다는 흔한 수사는 국가의 표상일 뿐이다. 더 나아가 개인들의 자
발적인 동의와 자기 권리의 양도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자유주의적 근대국가 기
원론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가해지는 폭력 속에서 비로소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수용소에서 남한 및 자본주의 국가들의 폭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고 그
들의 회유에 굴복하거나, 반대로 이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북한의 국민이라는 이념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31) 이는 결국 잠재적으로 ‘국민’이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근대국가는 합의가 아니라 폭력을 통해, 전쟁을 경유하면서 완성된 것이다. 국민
국가는 인민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통해 인민들을 예속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32)
포로들은 국가장치에 예속/주체화됨으로써 국가전쟁의 부품이자 수단이 된다. 그 후에야 비
로소 전쟁은 국민화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완전한 자기의 전쟁’이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 ‘인
간’은 오직 국가장치에 예속된 신체이며, 그 외에는 소멸시켜야 할 ‘적’이다. “시체에서 팔 다
리를 뜯어내고 눈을 뽑고, 귀 코를 도리어내”는 신체훼손은 ‘국가인’이자 전쟁 수단이 되어
29) 장용학, ｢요한시집｣, 70~71면.
30) 김동춘, 앞의 책, 85면.
31) 사실 북한 국민임을 드러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미군과 유엔군의
임의적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진영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섬으로써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과, 이를 통해 정전협상의 북한측 대표들이
자본진영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을 이끌어내는 방법뿐이었다. 유엔군측에 수용된 포로들의 저항에 관
해서는 김학재,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康
사림별제36호, 수선사학회 편, 2010. 참조.
32) 홉스는 국가를 ‘획득국가’나 ‘설립국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자는 전쟁으로 적을 정복함으로써 형
성된다면, 후자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토마스 홉스, 진석용 역, 康
리바이
어던 1별, 나남, 2008. 233~234). 그가 서로 다른 두개의 국가주권을 말하고 있음에도, 이 둘 모두는
현실적이든 잠재적이든 간에 폭력에 의한 인민의 공포와 예속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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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想의 이름으로. 階級의 이름으로. 人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신체에 가해지는 “人界의 限界”(71면)를 넘어선 무한 폭력이다. 그래서 포로수용소는
또다시 “붉은 기와 푸른 기가 다시 바닷바람에 맞서서 휘날리게”되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두 깃발 밑에 갈려 서서 피투성이의 몸부림”을 치게 된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표상되는 근대국가는 전쟁의
결과물로 탄생함과 동시에 전쟁을 독점한다.33) 국가는 스스로가 존립하기 위해서 전쟁과 신체
훼손을 통해 불구-인간을 만들어내며, 더 나아가 전쟁 이전에 “인간이 불구로서 또 좀비
(zombie)로 태어나도록”34)하는 죽음의 장치이다. 그리고 국가의 전쟁이야 말로, 이를 실현시
켜주는 기제이다. 한국전쟁은 모든 신체의 생물학적 불구와 죽음을 양산했으며, 더 나아가 모
든 인민을 ‘공포’로 몰아넣음으로써 신체를 망각하게 하거나 신체를 극도의 수동으로 만들어
불구화했다. ｢요한시집｣에 나타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경우, 철조망 내부는 포로들의 자발적
인 예속을 통해 북한에 포획되는 공간이며, 외부는 남한에 의해서 포획되는 공간이다. 대한민
국은 ‘공포’와 그에 따른 인민의 예속/국민화를 바탕으로 생성된 ‘획득국가’인 것이다.35) 따라
서 ｢요한시집｣에서 누혜의 특이한 행적과 그것의 의미가 다시 중요해진다.
4. 국민화에 대한 거부와 삶의 추구
포로들이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국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제로 자신의
신체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포로들은 전쟁 수단이 됨으로써, 국가에 반하는 인간에
게 무한한 폭력을 휘두르는 ‘살인기계’가 된다. 국민화된 북한군 포로들은 누혜에게 국민화를
강요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극심한 구
타를 당하고, 며칠 후 자살을 한다. 그는 지옥과 같은 포로수용소의 삶에서,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용감성으로 훈장까지 받아 “인민군의 영
웅”으로 불린 누혜가 동료들의 강요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한 살 때에 났다.
나자마자 한 살이고, 이름이 지어진 것은 닷새 후였으니 이 며칠 동안이 나의 오직 하나의 故鄕인
지도 모른다. 世界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가령 이 며칠사이에 죽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름이 지어지자 곧 戶籍에 올랐다. 이로서 나는 두터운 호적부의 한 칸에 갇힌 몸이 된 대신,
死亡屆라는 법적 수속을 밟지 않고는 소멸될 수 없다는 엄연한 존재가 된 것이다.
네 살에 젖을 버리고 쌀을 먹기로 비롯했다. 이것이 連帶責任을 지게 되는 契約이 되는 것인줄
몰랐고, 또한 말을 뇌우기 시작했으니 ｢類化｣作用을 본격화 한 셈이다.
아홉 살이 되매 소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公民社會의 한 分子가 되는 과정을 나는 나도 모르
는 사이에 착착 밟아간 것이다. 학교는 罪의 집이었다. 벌에서 罪를배웠다. 일분 지각했는데 삼십분
동안이나 땅에 손을 집고 ｢오또세이｣처럼 엎드리고 있으면 학교는 그만큼 잘 되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엎드리고 있는 내 앞을 내보다 一○초가량 앞서 뛰어가던 아이가 싱글벙글 줄 속에 끼
어, ｢하나 둘 하나 둘｣ 발을 맞추며 교실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六○초 지각은 지각이지만 五○초
33) 김항, 康
말하는 입과 먹는 입별, 새물결, 2009. 95~102면; 김동춘, 앞의 책, 52면.
34)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康
천개의 고원별, 새물결, 2001. 818면.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
하는 국가에 의한 포획과 그로 인해 양산된 신체인 좀비에 대해서는 박지웅, ｢좀비와 버그｣, 康
경제학
연구별제54집 3호, 한국경제학회, 2006.9. 68~85면 참조.
35) 김동춘, 앞의 글,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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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은 지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36)

이 서술은 누혜의 ‘유서’에 쓰인 성장기이다. ‘백성’들이었던 수용소 포로들이 전쟁을 통해
국민화를 겪었다면 지식인인 누혜는 근대국가, 제국의 국민으로써 국가장치의 ‘매트릭스’ 안에
서 양육되었다. ‘이름’을 가지는 순간 삶은 ‘사망계’라는 제도 안에 등록됨과 동시에 갇히고
신체는 생명정치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소위 ‘국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교육은 국가장치의 욕망을 개인의 신체에 육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교는 더 나은 삶을
기르는 공간이 아니라, “公民社會의 한 分子”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이는 “나는 나도 모르
는 사이에” 이미 신체에 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罪의 집이었다. 벌에서 罪를 배웠
다”는 진술에서처럼 학교는 주체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37)인 것이다. 개인은 국
가장치에 의해 기획된 훈육 시스템 속에 갇힘으로써 자율적이고 자발적일 수 있는 신체의 능
력을 잃어버린 채 불구 내지 좀비로 태어나는 것이다.
삶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이와 반대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의
해 국민을 재생산하는 모든 교육은 죽음 또는 예속을 생산한다. 따라서 제국에 의한 식민지
교육 자체가 이미 국가의 폭력이다. 국가의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 달리 “폭력이 현실로 행
사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38)보이므로 마치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될 뿐이다. 누혜가 태어나서 이름을 얻고, 말을 배우고, 학교를 다닌 모든 삶 자체
는 이미 국가 폭력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자각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누
혜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현기증”(76면)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국가장치 내부성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조작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누혜는 식민지의 끝인 “이차대전이 끝”나고 난 후 전신(轉身)을 꾀하게 된다.
二次大戰이 끝났다.
나는 人民의 벗이 됨으로써 再生하려고 했다. 黨에 들어갔다. 당에 들어가 보니 인민은 거기에 없
고 人民의 敵을 죽임으로써 人民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만들어내는｣ 것과 ｢죽이는｣ 것. 이어지지 않는 이 間隙. 그것은 生의 乖離이기도 하였다. 生은
意識했을 때 꺼져버렸다. 우리는 그 재(灰)를 삶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데를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다른 데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善意識에만 善이 있다는 樣式. 이 深淵. 그것
은 ｢一○秒間｣의 間隙이었고, 自由에의 길을 막고 있는 壁이었다. (중략)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나는 생활의 새 樣式을 찾아냈다.
奴隸. 새로운 自由人을 나는 노예에 보았다. 차라리 노예인 것이 자유스러웠다. 不自由를 自由意
思로 받아드리는 이 第三奴隸가 現代의 英雄이라는 認識에 도달하였다. 그 認識은 내 호흡과 꼭 맞
았다. 오래간만에 생각해보니 나의 이름이 지어진 이래 처음으로 나는 나의 숨을 쉬었고, 나의 육체
는 그 자유의 숨결 속에서 기지개를 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의 기만이었다. 흥분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歷史는 흥분과 냉각의 되풀
이에 지나지 않았다. 地動說에 흥분하고 ｢바스튜｣의 破獄에 흥분하고, ｢適者生存｣에 흥분하고, ｢붉
은 廣場｣에 흥분하고 ……. 늘 그때마다 환멸을 느끼고 했던 것이다.39)

해방이 된 이후 누혜는 “인민의 벗이 됨으로써 재생”하기 위해 당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는
36)
37)
38)
39)

장용학, 앞의 글, 75~76면.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康
아미앵에서의 주장별, 솔, 1994. 98~102면.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글, 861면.
장용학, 앞의 글, 7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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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표상하는 인민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적을 죽임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
즉 국가 폭력의 생산물임을 알게 된다. 이는 국가의 근원적인 작동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유
일하게 남는 것은 국가의 선의식뿐이며, 이에 포획되는 순간 생성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해진
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예속된 상태에서 “生은 意識했을 때 꺼져버렸”으며, “우리는 그 재
(灰)”일 뿐이다. 국가장치에 예속된 삶은 결국 죽어서 사는 삶이며, 그 인민이란 죽어서 살아
가는 자인 좀비이다. 그러므로 누혜가 뛰어든 당과 국가의 작동은 그의 자유를 가로막는 또
다른 벽일 뿐이다.
누혜는 이 ‘자유를 막는 벽’을 깨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고 전쟁 포로가 된다. 그러나 국가
는 전쟁을 통해 인민을 선별/배제하고 모듈화함으로써 ‘인민’을 압제적으로 포획한다. 따라서
그 어느 곳에도 자유는 없었다. 그는 포로가 된 후 노예의 삶에서 역설적으로 자유인의 모습
을 발견한다. 이는 “不自由를 自由意思로 받아드리는 이 第三奴隸가 現代의 英雄이라는 認識
에 도달하였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3 노예는 자발적으로 예속을 받아들임
으로써 예속 자체를 망각하는 자이다. 이 모습이 바로 동호가 본 누혜의 모습이다.40) 이러한
누혜의 모습은 노예 중의 노예이며, 억압에 의해 타율적으로 예속된 식민지 노예보다 더 강력
한 노예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얼마 후 그는 노예가 자유인이라는 자각은 잠시 동안의 기만이었을 뿐 노예 역시
자유의 노예에 불과하며, “自由가 있는 한 人間은 奴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점에서 ‘누혜’라는 이름은 단순히 비단을 뽑고, 나방이 되어 날아가는 ‘누에’가 아니라,
‘노예’를 함축한다. ‘누혜’를 ‘누에’로 해석하는 것은 그의 현실부정이 현실을 초월하여 승화하
기를 바라는 것, ‘기는 현실’을 벗어나 ‘날기’를 바라는 초월적 욕망으로 읽기 때문이다.41) 그
러나 그가 추구했던 삶은 현실의 초월이 아니라, 노예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자유를
죽이려 했던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노예도 自由人이 아니라 自由의 奴隸였다. 自由가 있는 한 人間은 奴隸여야 했다. 自由도 하
나의 數字. 拘束이었고, 强制였다.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다. ｢뒤｣의 것이었다!
神 永遠……. 自由에서 빚어져 생긴 이러한 ｢뒤에서 온 說明｣을 가지고 ｢앞으로 올 生｣을 잰다는
것은 하나의 屠殺이요, 冒瀆이다. 生은 說明이 아니라 權利였다! 迷信이 아니라 意慾이었다! 生을
살리는 오직 하나의 길은 神, 영원…… 自由가 죽은 것이다!
｢自由｣ 그것은 진실로 뒤에 올 그 무슨 ｢眞者｣를 위하여 길을 외치는 預言者, 그 신발끈을 매어
주고, 칼에 맞아 길가에 쓰러질 ｢요한｣에 지나지 않았다!42)

누혜는 국가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으며, 포로들에게 또 다시 국가화를 강요하는 모든 예속이
“自由에서 빚어져 생긴”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자유’는 현실의 부정에서 생겨난 관념이
다. 초월적 자유는 실제로 어떠한 외적인 인과율에도, 내적인 결정성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으
40) 동호는 수용소에서 본 누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누혜는 모든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천막 내의 잔일은 도맡아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부리지 못했다. 오히
려 그가 모두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그가 때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침통한 표정
에 나는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용학, 앞의 글, 61면.
41) 누혜의 죽음을 초월적으로 읽어온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관점이다. 김현, ｢에피메
니드의 역설｣, 康
현대한국문학전집 4별, 신구문화사, 1965. 414면; 박창원, ｢장용학소설연구｣, 세종대
박사, 1995. 45~58면; 최강민, ｢한국 전후소설의 폭력성 연구｣, 중앙대 박사, 1999. 57~58면; 구수
경, ｢장용학의 단편소설 연구; ｢요한시집｣ ｢현대의 야｣를 중심으로｣, 康
현대문학이론연구 13호별, 현대
문학이론학회 편, 2000. 48면.
42) 장용학, 앞의 글,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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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제나 현실 부정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부정하는 허구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믿음은 신, 영원 등 모
든 현실 초월적 존재(the transcendental)와 가치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초월적인 것은 삶을
절단하고 불구화시킨다. 국가 역시도 이러한 존재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自由에서 빚어
져 생긴 이러한 ｢뒤에서 온 說明｣을 가지고 ｢앞으로 올 生｣을 잰다는 것은 하나의 屠殺이요,
冒瀆”인 것이다. “自由도 하나의 數字. 拘束이었고, 强制”이며, 그런 한에서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인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의 신체가 지닌 능력을 키우고 펼치는 삶이야말로 ‘권리’이
며 ‘의욕’이자 자유가 죽고 난 이후에 도래할 ‘진자’(the real)인 것이다. ‘자유’를 죽인다는 것
은 일체의 초월적인 것, 허구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혜가 꿈꾸는 세계는 현실을 초월한 유토피아의 몽환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절단하고 불구화시키는 모든 초월적인 것들이 일소된 이후에 도래할 세계로, 만물이 자
신의 역량에 따라 그 삶을 펼치는 내재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긍정의 세계일뿐이다. 이것은 초
월적인 것들에 의해 잠재화되었던 신체들의 능력을 현실화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초월적 가치
들에 예속되어 있는 한, 이러한 세계는 거꾸로 현실 외부의 세계로 비칠 뿐이다. 자유를 죽이
고, 초월적인 것을 일소한 이후에 도래할 삶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이 세계는 二律背反이 없다. 무수의 律이 마치 穹窿의 星座처럼 서로 범함이 없이, 고요한 詩의 밤
을 밝히고 있다. 王者도 없고 奴隸도 여기에는 없다. 憂慮가 없다. 그러니 妥協이 없다. 風習이 없
으니 頹廢가 없다. 萬物은 스스로가 자기의 原因이고, 스스로가 자기의 자(尺)이다. 太陽이 반듯이
동쪽에서만 솟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는 없다. 늘 새롭고 늘 아침이고 늘 봄이다. 아― 젊은 大
陸…….43)

누혜는 수용소의 철조망에 목을 매고 자살한다. 그는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예속
된 포로들이 ‘미몽’에서 깨어나기를 기원하면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그가 “破壞해야 할
것은 ｢바스튜｣의 監獄이 아니라, 이 섬을 둘러싼 海岸線이다”(80면)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다.
따라서 ｢요한시집｣에서 철조망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포로들에게 철조망은 국가
에 예속되기를 강요하는 포획의 틀이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공포에 의해 다시 국가에 예속됨
으로써 자기 신체의 능동성을 망각하고 잔혹한 파괴-기계, 국가전쟁의 기관으로 거듭난다. 이
는 신체의 정동적 죽음이다.44) 그 결과 이들은 선명한 아/피의 구분을 통해 타자에 대한 파시
즘적 무한 폭력을 분출하는 것이다. 살기 위한 포로들의 선택이 거꾸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망각하는 것(신체망실)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는 역설이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이미 자살한 누혜의 시신을 훼손하는 그들의 행위이다. 그는 국가에 의한 예속을 부정하
고, 삶을 찾으려고 했던 유일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누혜에게 철조망은 국가라는 노예의 삶 외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그는 포로수
용소를 “땅의 끝. 땅의 시작되는 곳. ｢온 시간｣과 ｢올 시간｣이 이어진 매듭. 발톱으로 설만한
자리도 없”는 “境界”(79면)로 인식한다. 그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속의 극한, 만인이 부정
한다면 이를 수도 있는 문턱으로써의 철조망이다. 철조망이 ‘경계’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
은 국가장치의 외부라는 잠재성을 드러내 주는 상징이다. 근대국가의 기원이자 완성인 전쟁

43) 장용학, 위의 글, 80면.
44) B. 스피노자, 강영계 역, 康
에티카별, 서광사, 2003.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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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국민화’ 외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로써의 철조망이다.
그러나 철조망이 가진 잠재성이 ‘국민화’에 의해 양(兩)국가를 가르는 물리적 구분선으로 폐
색될 때, 누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좀비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발적인 죽음뿐이다. 누
혜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예속의 극한/외부를 볼 수 있는, 그렇지만 국민화 기획으로 인해 사
라져가는 그 철조망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의 자살은 초월적인 ‘비상’도, 절대 자유
의 추구도 아니다. 그가 본 것은 국가 표상/포획의 바깥, 진정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펼
쳐내는 삶의 가능성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누혜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철조
망’에 목을 맨 이유이다. 그의 자살은 국가 외부라는 사라지는 잠재성, 사라지는 철조망에 ‘산
자’의 피를 칠하여 보이도록 하는 행위이다.
5. 삶의 지향과 탈주의 모호성
포로수용소의 호모사케르들이 단순히 국적을, 국가의 가면을 바꾸는 것으로는 예속을 벗어
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가면과 함께 얼굴 자체를 뜯어내는 것, 국가-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뿐이다.45) 그 때문에 누혜는 좀비가 되기 전에 스스로의 생명을 끝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국가의 예속 자체를 끝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누혜의 죽음은 ‘철조망’을
가시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동호가 그의 죽음을 계승하는 한에
서 그것은 끝이 아니다. 누혜가 자살로써 드러내려 했던 국민국가 외부, 잠재적으로 실존하는
‘예속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동호에게 이어진다.
나더러 장난도 아니겠는데 그의 눈알을 손바닥에 들고 해가 동쪽바다에서 솟아오를 때가지 서있으
라는 것이었다. 나는 엄살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누에의 눈이 아닌가.
(중략)
나는 그가 어째서 죽음의 장소로 철조망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유서를 읽어볼 때까지는 깨닫
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내 눈에 보인 것은 내가 눈알을 손바닥에 들고 서있어야 했던 안 세계와 감
시병이 鄕愁를 노래하고 있었던 밖 세계, 이 두 개의 세계뿐이었다. 세계를 둘로 갈라놓은, 따라서
두 개의 세계를 이어놓고도 있는 철조망은 눈망울에 비쳐는 들었건만 보지 못했었다. 그 철조망에
어느 날 새벽, 한 시체가 걸리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의 突破口가 거기에 트여짐이다.(밑줄-인용
자)46)

동호는 해가 뜰 때까지 누혜의 눈알을 들고 있으라는 다른 포로들의 말을 행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은 눈망울에 비쳐는 들었건만”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다. 이때까지 동호가 본
것은 “눈알을 손바닥에 들고 서 있어야 했던 안 세계와 감시병이 鄕愁를 노래하고 있었던 밖
세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던 철조망뿐이었다. 그러던 동호는 누혜의 유서를 읽고 난 이후에
야 그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누혜의 시체가 걸렸던 ‘철조망’이 국가 외부를 가
리키는 “돌파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다. 누혜의 죽음과 그의 유서를 통해 동호가 얻은
깨달음은 포로수용소에서 본토로 송환되는 동안의 내면이 잘 보여준다.
파도를 헤치고 몸이 본토(本土)의 품으로 안겨들어도, 왜 반가워지는 것이 없었다. 섬에 무엇을 두
고 온 것만 같았다.
45) 김항, 앞의 책, 41면.
46) 장용학, 앞의 글, ①; 74~75면, ②;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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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 섬은 포수의 자루(囊)처럼 수평선에 던져져 있었다.
한줌의 평화도 없이 비바람에 훑이고 씻긴 熔岩의 殘骸. 寒流와 暖流가 부디쳐서 딩구는 現代史의
誤算이 피에 묻혀 맴도는 ｢카오쓰-｣! 아― 그 바위틈에도 봄이 오면 푸른 싹은 움트던가.
｢海岸線｣을 우는 갈매기의 구슬픈 소리…… 무슨 搖籃이 저 섬이었던가?
무엇이 가까이 오는 발자욱 소리. 안개를 헤치고 새로운 그림자가 가까이 비쳐져야 하는 저 섬! 와
도 좋을 때다― 오늘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피｣와 ｢땀｣ 이외의 무엇을 흘릴 그것은 저 푸른 하늘같은 살결을 가졌을 것이다. 하늘은 저렇게
가깝다. 그렇게 멀어 보이는 것은 그렇게 가깝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렇게 가까운 存在이다!
그러나 내 손은 좀체로 머리 위에 든 雨傘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어쩌랴…….
돌아서니 本土의 重壓은 내 이마 위로 덮어들고 있었다.
自由는 무거움이었다. 설레임이었다. 그것은 다른 섬에의 길이요, 다른 포로수용소에의 門에 지나지
않았다.47)

위 인용문은 포로수용소를 나오는 동호의 내면이다. 동호는 누혜가 죽고 계절이 여섯 번이
나 바뀌어서야 본토로 돌아온다. 이는 휴전과 함께 이루어진 포로송환의 결과이다. 그는 ‘북한
동무’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의용군’이었기 때문에 본국인 남한으로 송환된다. 그런데 동호는
수용소 바깥으로 풀려남으로서 ‘포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으나, “몸이 본토(本土)의 품
으로 안겨들어도” 반가움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송환의 과정에서 “本土의 重壓”을 느
낀다. 송환이라는 “自由는 무거움”이자 “설레임”(소란스러움)이다. 그 까닭은 그가 본토로의
송환이 예속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예속의 연속, “다른 섬에의 길이요, 다른 포로수용
소의 門”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에게 자본진영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포로의 선별과 그
에 따른 본국 송환이란 ‘포로들의 해방’이 아니라, 단지 ‘포로들의 분리수용’에 불과한 것이다.
주권권력의 법-폭력이 여전히 상존하는 한, 이 두 공간은 동일한 포로수용소이며, 그런 한에
서 그는 여전히 포로인 것이다.
동호는 자신이 겪은 수용소의 현실을 “寒流와 暖流가 부딪쳐서 뒹구는 現代史의 誤算이 피
에 묻혀 맴도는 카오쓰”이자 극한으로 보았다. 그 가운데 그는 극한의 현실을 탈구시킬 수 있
는 ‘문턱’48)으로서의 사건(“그것”)이 도래할 것을 예감한다. 작품 속 사건의 맥락 상 동호가
예감하고 기대하는 ‘그것’이란 국가 폭력과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는 어떠한 초월적 전망에 의해서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는 “그것”이라 지칭한 것이다.
이는 오직 예속의 문턱을 넘어서 ‘현시’될 때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래할 ‘그것’을 “그렇게 가까운 存在”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초월적인 것의
작용이 아니라, 현실 속에 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문턱은 어떻게 도래하는가? 다시 말해 국가의 예속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전쟁기계49)의 구성과 그를 통한 국가의 소멸로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주체란 예속화를 거치면서 형성
되며, 이는 오직 대주체의 호출에만 반응하도록 코드화된 것이다.50)
이에 비해 동호는 국민, 혹은 ‘주체’의 모습이 아니라, 분열증적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는
47) 장용학, 앞의 글, 61~62면.
48) ‘극한 내지 한계’는 다시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마지막의 바로 앞의 것’이라면, ‘문턱’은 불
가피한 변경을 가리키는 ‘마지막 것’을 의미한다. 질 들뢰즈, 팰릭스 가타리, 앞의 책, 842면 참조.
49) 전쟁기계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속박을 부정하면서 포획장
치에서 벗어나 ‘창조적 도주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언제나 국가와 대립하는 구성체이다.
50) 대주체의 호출과 주체의 화답에 관해서는 루이 알튀세르, 앞의 책, 115~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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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당하는 고통도 내 신경을 에여내는” 것처럼 느끼고, 나무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것에도
“내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만 같”(61면)이 아파한다. 그 때문에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동료들에
게 ‘반편’ 취급을 당하며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런데 동호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며, 오히려 보통 이상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신체야 말로 “신경이 마비
된 탓이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신체는 인간/자연의 구분조차 없이
사소한 ‘벌레’의 아픔마저도 함께 공감각하는 변용태이다. 이는 삶 자체를 어떠한 목적에 종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연결접속하는 예민한 신체이다.51) 그가 누혜의 어머
니를 통해 ‘본토’에서의 인간의 삶을 확인하고, 죽음을 공감하는 것도 이러한 신체 덕분이다.
그것은 사람이기는 하였다. 살아 있는 것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過去形에 지나지 않
았다. 과거에 죽은 사실이 없으니까 지금도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표가 거기에 찍혀있는데
지나지 않았다.52)

동호가 만난 그녀의 모습은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삶, “죽은 사실이 없으니까” 살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아감벤이 말한 ‘무젤만’53)의 삶이다. 이는 좀비 중에도 최하층의 좀
비, 기능이 상실되어 언제든지 배제의 위험에 처해진 좀비일 뿐이다. 그녀는 중풍에 걸려 말
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지 못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고양이가 잡아다 주는 쥐로 연명해
온 것이다.
유일한 벗의 어머니인 그녀를 만난 동호의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다. 중풍에 걸려 운신을 하
지 못하는 그녀가 자신을 찾아 온 이가 아들이 아님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동호는 그녀가 쥐를 잡아먹으려는 몸짓에 경악하면서 그녀에게서
쥐를 빼앗아버린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목숨을 연명하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살의(殺意)’와
“구역과 분노”(65면)에 빠진다. 그러한 느낌은 곧바로 ‘변소에 던져진 누혜의 손’과 겹치면서
그는 “분한 눈물”을 흘리고, 그녀의 모습에서 서러움을 느낀다. 이러한 동호의 반응은 주체
이전, 혹은 주체를 벗어난 신체들의 공명이자 ‘감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는 죽어가는 그녀의 손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다.
①등곬이 시려진다. 노파의 식은 피가 손구락으로 해서 내 혈관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노파의 얼굴
에 떠오르는 생기를 보아라. 냉기는 내 팔을 얼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위로 위로…….
사실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왜 내 육체가 이렇게 자꾸 차가워지는
가? 구리(銅) 같아지는 내 손의 차가움……과 팔.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穴居地帶로 穴居地帶
로, 나는, 자꾸 靑銅時代로 끌려드는 鄕愁를 느낀다. (중략)
내 가슴을 그슬려버린 죽음의 고동은 귓속에까지 비쳐든다. 귀안에서 죽음이 운다. 막 우는 진동에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버린다. 환영(幻影)이 비쳐든다.

② 나무 가지를 타고 침입해 들어오는 猿人. 아직 쭉 펴지 못하는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또 그 돌
도끼이고 손에는 횃불이다. 그가 배운 재주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인가.
51) 질 들뢰즈, 팰릭스 가타리, 김명관 역, 康
앙띠오이디푸스별, 민음사, 2001. 18~19면.
52) 장용학, 앞의 글, 63면.
53) ‘무젤만Muselmann’은 아감벤이 삐에르 레비의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것의 어의(語義) 그대로는
‘하느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인 ‘이슬람교도’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우슈비츠에 갇힌 수감자
가운데 죽음의 극한에 이른 자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이는 ‘모든 의지와 의식을 상실한 자’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康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별, 새물결, 2012.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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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망측스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뷔너쓰｣를 찾고 그 앞에 祭壇을 세운다. 呪文을 몇 번 뇌까
리면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自我가 눈을 뜬다. 그 눈가에 工場이 서고, 그 연기 속에서 二층 건
물이 탄생한다. 그 共和國은 만세를 부르는 市民들에게 自由를 보장하는 鑑札을 나누어준다.
바깥 세계에서는 눈이 시름없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歷史는 그만하고 그쳤으면 좋겠다.54)

①은 동호가 누혜의 어머니의 손에 잡혀 죽음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는 그녀의 신체를 통
해서 거의 죽음에 이른다. 그러다가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손을 놓자 가까스로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 죽음의 감각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서 그를 환영으로 이끈다. 그 환영
이야 말로 죽음을 통해 변용된 동호의 긴장된 신체가 지각하는 어떠한 형상이다. 환영 속에서
몰려온 돼지들은 인간의 모든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나무들이 무작위로 몰려와 자리
를 차지하자 낙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②에서처럼 다시 원인(猿人)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또
다시 자아를 각성하고, 국가를 세운다. 그런데, 동호는 “이런 歷史는 그만하고 그쳤으면 좋겠
다.”고 느낀다. 결국 동호가 누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감응한 것은 인류사 전체이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정동과 함께 동호의 신체에서 포착된 것이란 점에서 현재의 인류사 전체가
곧 죽음의 역사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의 예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가 독점한 전
쟁을 되찾는 것, 그리하여 국가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요한시집｣에서 동호는 여전히
누혜의 시선 속에서 방황한다. 그는 누혜의 시선을 계승함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작품은 “과연 내일 아침에 해는 동산에 떠오를 것인가…….”(82면)라는 그의 내적 진술
로 끝난다. 동호는 현실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채, 모호한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의 모호함은 이 작품이 미완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작품임을 고려할 때, ｢요한시집｣은 국가예속을 벗어나 출구를 찾고
자 한 장용학의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요한시집｣은 완전히 실패한 것
이라 할 수는 없는데, 국가장치의 폭력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이미 포로임을 알고 있는 동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6. 결론을 대신하며
이상으로 장용학의 ｢요한시집｣을 살펴보았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한국지성이 ‘민족 근대화’에 공명했다. 이들은 근대 국민/민족국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정치적 이념이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근대국가 자체를 부정한 경우는 드물었다.
다시 말해 이념 차이는 주권권력의 교체를 통한 국가의 전유를 욕망했지 국가 자체를 부정하
지는 않았다. 그런 한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포획장치인 근대국가는 인류 보편사에서 자
명한 것이 된다.
하지만 장용학은 ‘거제도포로수용소’의 포로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전쟁, 한국전쟁 자
체가 이미 폭력을 통한 인간의 예속임을 보여준다. 국가의 전쟁은 복종하지 않는 인간들을 살
육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공포로 예속시켜 ‘국민화’함으로써 이들의 신체를 포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장치가 존재하는 한, ‘국민’은 국가 속에 갇힌 ‘포로’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다.
장용학은 누혜와 동호를 통해 국가의 외부가 잠재적으로 실재하며, 국가의 예속을 벗어나야
54) 장용학, 앞의 글, ① 66~67면, ②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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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정한 삶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요한시집｣에서는 국가에 포획된 인간의 삶을 적
나라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예외상태가 상례가 되어 침묵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조건 때문
일 수 있다. 당대의 현실에서 작품을 발표(발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장치의 판옵티콘을 벗어나
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용학의 전기 소설에서 국가외부에 대한 사유는 은폐되
어야 했거나, 표현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는 장용학의
침묵 속에서의 발화, 문단에 발표되지 못하고 ‘유고’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후기의 작품에서야
다른 이름을 달고 현실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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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스트의 대화방법: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삶의 추구와 기쁨의
증대”에 대한 토론문
심 영 덕 (영남대)

장용학에 대한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한국 전후 소설연구에서 장용학만큼 다양
한 수식으로 평가된 소설가는 드물 것입니다.‘풍문으로 알려진 작가, 이상 이래
최대의 파문을 일으킨 작가’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소설 문법을 벗어난 파격적
인 구성이라든지 세속을 뛰어넘는 주제의식에 이르기까지 그가 만들어 낸 문학은
종래의 것과는 상이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있는 것
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파악하고, 전후 부조리하고 뒤틀린 사
회현실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형이상학적인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기
울였다는 점입니다.
평단과 기존 논의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우선, 여기서는 그동안 ‘장용학의 성
격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논자들은 장용학의 많은
특징 중 규범에의 파괴, 일탈, 가치붕괴로서의 문학적 대응을 하나의 테마로 삼은 경
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의 글이 난삽하다는 비판, 관념적이라는 비판에 기인할 것입
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형의 연구가 한국 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발표자의 연구 방법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발표자의 발표를 기초로 하여 토론자의 의무로 세 가지 측면에
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자유 의식’②‘전쟁의 비극’③‘자아와 세계’
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①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의 시도로 주인공이 자살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누혜는 유서의 마지막에 자유에의 승리가 곧 자신 주변의 모
든 시선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억압적 현실을 극복한 것이며
초월적인 자유의 획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용학은 사회와 제도 속에서 구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를 추구했다
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시집에서 토끼가 나오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
유를 찾기 위한 것이고, 누혜의 죽음도 바로 자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는 4쪽에서 토끼 이야기는 근대의 인간에 대한 유비적 제시이다. 근대인
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
의 능력을 긍정하고 실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또 다른 초월적인 것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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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예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염무웅의 견
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② 장용학의 대표적인 소설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나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
습니다. 조금 더 시선을 좁힌다면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횡포, 특히

인간의 비인간화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이 세부항목으로 볼 수 있
습니다.
소제목(-한국 전쟁과 공포에 의한 인민의 국민화 / 예속화) 작성으로 볼 때 인민
혹은 주인공과 연관된 것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정작 내용에서는 한국
전쟁이나, 포로수용소, 국가와 관련된 것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런 내용 전개는 발표자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③ 장용학 소설에서는 자아와 세계의 대립구도를 의식의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그
리고 그들의 결말은 은둔, 아니면 착란, 최후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세계는 이미 정해진 규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자아는 그 세계로부
터 버림받습니다. 이것은 장용학 자신이 체험한 것의 변용일지도 모릅니다.
발표자께서는 결론에서 국가의 전쟁은 복종하지 않는 인간들을 살육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공포로 예속시켜 ‘국민화’함으로써 이들의 신체를 포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장치가 존재하는 한, ‘국민’은 국가 속에 갇힌 ‘포로’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고 했습니다. 혹시 발표자께서는 연구 과정에서 장용학의 다른 작품(「현대의 야」나,
「비인탄생」)들은 ‘국민화’와 ‘예속화’의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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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의『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
배호남(초당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한용운과 레비나스
3. ‘타자성’으로서의 ‘님’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만해 한용운의 연작시집『님의 침묵』(1926, 회동서관)에서 ‘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해를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님’은 빼앗긴 조국인가? 그를 승려이자 불교사상가로 본다면,
‘님’은 불타(佛陀)인가? 혹은 중생(衆生)인가? 그를 한 사람의 남자로 본다면, ‘님’은 사랑하는
여인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들 중 어느 것도 아닐 수 있는가?
김재홍은 ‘님’을 구조적 개념으로 본다. 그는 『님의 침묵』에서 ‘님’이 “개인적인 층위로서
연인에서 시작되어 사회적․역사적 층위로서 조국이나 민족, 민중, 그리고 신성사적 층위에서
불타나 진여․진제를, 그리고 생명이나 양심․정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적 개념인 것이 분
명하다”1)고 본다. 그러면서 이 구조적 개념은 근원적으로는 진아(眞我)로 수렴된다고 본다. 불
교의 自他不二門 관점에서 보면 님과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며, “따라서 님은「심우도」
에서 찾아 헤매는 소의 형상과 그대로 대응된다. 이 점에서「님의 침묵」에서 님은 바로 소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의 존재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2)고 보았다.
이후로도 한용운의『님의 침묵』을 구도의 과정으로 보고 ‘님’을 「심우도」의 소에 대응시키는
연구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 구연상은『님의 침묵』88편 연작의 님 찾기 과정을 1)‘나’가 ‘떠
나버린 님’을 다시 되찾기 위해 길을 헤매는 과정, 2)그 ‘님’의 발자국을 되쫓는 단계, 3)‘님’
을 다시 찾았지만 ‘님의 기룸’을 끝내 다시 잃어버리는 단계, 4)‘나’가 자연과 인연에 대한 깨
달음을 통해 ‘님’을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행복의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심우도가 나타내는
심우(尋牛), 견적(見跡), 견우(見牛)와 득우(得牛), 그리고 목우(牧牛)에 견주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친 ‘나’는 “님과의 헤어짐과 만남,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깨닫고 받아들여 님과 하나된 모
습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경지는 심우도에서 기우귀가(騎牛歸家)의 노래로 그려진다”3)고 보았
다. 주목할 것은 이 논문의 저자인 구연상이 문학 전공자가 아닌 하이데거 철학 전공자이며,
이 논문이 실린 지면 역시 ‘한국하이데거학회’의『존재론연구』라는 점이다. 한용운의『님의 침
1) 김재홍,「만해 한용운의「님의 침묵」」,『시안』1호, 1998. 9. p.225.
2) 위의 책, 위의 페이지.
3) 구연상,「「님의 침묵」에서의 ‘님 찾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존재론연구』23호, 2010. 10.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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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이 지닌 형이상학적 면모가 철학 전공자들에게까지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증거라 하겠다.
한경희는 『님의 침묵』의 ‘님’이 선(禪) 언어인 ‘심인’의 구현으로 보았다.4) 이 역시 님의 의
미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다. 반면 김동우는 ‘님’을 숭고한 대상으로 보고『님의 침
묵』의 숭고미를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님’은 대상의 숭고이며, 님에 대한 ‘사랑’은 주체의 숭
고이다.「님의 침묵」은 “‘님’의 표지인 ‘침묵’을 ‘사랑’의 표지인 ‘노래’가 감싸고 있는 형국이
다.”5)
외국 시와의 비교를 통해 ‘님’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 특히 타고르 시와 만해 시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았다. 하재연은『기탄질리』와『님의 침묵』비교 분석을 통해『기탄질
리』의 문체와 사상이 한국 근대시 형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6) 이상엽은 17
세기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인인 존 던의『신성한 소네트들』과 한용운의『님의 침묵』을 비교 분
석하는 독특한 연구를 보여주었다.7)
한편 이선이는 한용운이『님의 침묵』을 썼던 1920년대 한국시와 만해시의 영향관계를 고찰
했다. 특히 육당 최남선과 안서 김억과의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밝혔다.8) 이선이는 만해의
불교근대화운동에서『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를 밝히는 연구를 행하기도 했다. “만해는 불교적
인 언어를 대중적인 언어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서 자기를 열어젖히는
대승적인 면모를 보였”고 평가했다.9) 서준섭은 만해가『님의 침묵』을 쓰기 바로 전 집필한『심
현담주해』와『님의 침묵』의 상호텍스트성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님’에 대한 사랑과 구속은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의미하며, 그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제강점기 시
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10) 엄성원은『님의 침묵』을 탈식민주
의적 방법론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이 연구를 통해『님의 침묵』의 ‘님’이 피식민 민족으로서의
‘하위주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11)
살펴본 대로 시집『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는 다각도로 조명되어 왔다. ‘님’은 불교적이
기도 하고, 민족주의적이기도 하며, 탈식민주의적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의성(ambiguity)은 만해 스스로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시인은 언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자다. 하물며 그가 불교에 귀의한 구도자였음에야. 도(道)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이지만, 만해는
그가 얻은 깨달음을 시의 언어로 전환하여 당대의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했다.『님의 침묵』의
‘님’은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문 연구자는 시인이 아니다. 연구자는 시인의 다의적
언어에서 그 의미망의 관계를 규정해내야 한다. ‘ambiguity’는 ‘다의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
만 종종 ‘모호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연구자는 시인이 언어로 지어 놓은 모호한 건축물에서
다양한 의미의 길을 찾아나가는 자다. 우리가 “『님의 침묵』의 ‘님’은 연인이자 불타이자 중생
이자 조국이며 그 모든 것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님’의
의미를 시적 언어의 모호성 안에 남겨놓게 된다. 만해가 의도한 ‘님’이라는 시적 대상의 다양
4)
5)
6)
7)
8)

한경희,「한용운『님의 침묵』연구」,『어문학』113호, 2011. 9. p.407.
김동우,「숭고와 계몽의 역설 : 한용운 시의 현재성」,『한국시학연구』24호, 2009. 4. p.86.
하재연,「‘조선’의 언어로 한용운에게 찾아온 ‘생각’」,『한국근대문학연구』20호, 2009, 10. p.277.
이상엽,「존 던의「님의 침묵」과 한용운의「님의 침묵」」,『밀턴과근세영문학』21호, 2011. 5. p.29.
이선이,「萬海詩와 當代詩의 영향관계에 관한 일고찰 -시어 ‘님’을 중심으로-」,『한국시학연구』20호,
2007. 12.
9) 이선이,「萬海의 불교근대화운동과 시집『님의 침묵』의 창작 동기」,『한국시학연구』11호, 2004. 11.
p.156.
10) 서준섭「한용운『님의 침묵』과 『십현담』․『심현담주해』의 상호텍스트성」,『한국현대문학연구』, 2014. 4.
p.56.
11) 엄성원,「한용운 시의 탈식민주의적 특성 연구」,『한국문학이론과비평』31호, 2006. 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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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지을 순 없을까? ‘님’의 다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호성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석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것이 레
비나스 철학의 핵심적 개념인 ‘타자성’이다. ‘님’의 의미를 ‘타자성’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한
용운의『님의 침묵』이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가지는 윤리학적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용운과 레비나스
만해 한용운은 1979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16세가 되던 1894년에 동
학농민운동에 가담하지만 실패하고, 1896년 집을 나서서 설악산 오세암에 들어간다. 1905년
백담사로 들어가 연곡(蓮谷) 선사를 스승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1908년 근대적인 불교
학교인 명진학교에서 수 개월간 공부한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의 바칸, 미야지마,
교토, 도쿄, 니코 등지를 순례하며 신문물과 근대화의 물결을 체험하게 된다.

만해는 일본의

조동종대학을 찾아가 청년 승려들이 주축이 된 화융회(和融會)에 가입했으며, 그 기관지인『화
융지』에 한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체험을 바탕으로 1909년부터『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
기 시작해서 1910년 백담사에서 탈고하였다. 1913년 회동서관에서『조선불교유신론』이 출간되
었다. 1914년에는『불교대전』을 간행하였다. 1918년 잡지『유심』의 창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 33인에 참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이후
체포되어 3년을 복역했다. 1925년『심현담주해』를 집필하고, 1926년 시집『님의 침묵』을 출판
하였다. 1927년 신간회 결성에 참여해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부장을 겸직하였다. 1944년 서
울 성북동의 심우장에서 입적하였다.
만해의 삶과 문학은 불교사상가와 독립운동가 두 축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민
족주의 담론에서 진행되어온 만해 연구의 문제점은 만해의 삶을 민족주의적 이상에 부합하는
인물로 가공하는 혐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만해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산 것은 사실이
나, 그는 일본을 멸해야할 적대국가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불교근대화사상이 반영된
불교 관련 저작에는 일본불교의 수용과 극복이 공존하는 면을 찾아볼 수도 있다.『화융지』에는
‘한용운 군이 9월 1일 귀국하였다. 금년 중에 다시 돌아올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어 만해가
1908년 일본체험 후 귀국할 때에 일본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음을 짐작하게 한
다.12) 1919년 3.1운동으로 체포된 뒤 동년 7월 1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인 검사의 취조
에 대한 답변으로「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썼는데, 여기에는 “조선의 문명이 일본에
미치지 못함은 사실인즉, 독립한 후에 문명을 수입하려면 일본을 외면하려면 달리 길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만해는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면서도 문명사적으로 조선이 일
본보다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를 지녔다.13) 물론 이러한 점이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이러한 점이 만해를
다른 저항문인들과 구별되는 그만의 독특한 지점이 된다고 보는데, 이는 그가 다른 무엇보다
도 불교사상가로서의 면모가 가장 앞섰다는 데 있다.
만해는『조선불교유신론』에서 근대불교의 정체성을 ‘평등주의’와 ‘구세주의’에서 찾았다. 또
한『개벽』45호에 발표한「내가 믿는 불교」라는 글에서는 “불교의 敎旨는 평등입니다. 석가의 말
12) 이선이, 앞의 글, 앞의 책, p.140.
13) 엄성원, 앞의 글, 앞의 책,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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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에 의하면 사람이나 物은 다 각기 佛性을 가졌는데, 그것이 평등입니다. 오직 迷悟의 차이
가 있을 뿐입니다. -<중략>- 깨달으면 마찬가지입니다.”라며 평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만해가 불교를 ‘철학적 종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만해에게 불교는 종교 자체로서 인
식되기보다는 언제나 심오한 철학을 지닌 종교였다. 만해가 철학으로서의 불교에서 ‘평등’을
얻어내고 종교로서의 불교에서 ‘구세’를 얻어내어 이를 근대불교의 정체성으로 삼은 점은 매
우 돋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14) 이러한 평등과 구세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은
아니다. 만해는 물론 피식민지인 조선인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것이지만, 그 저항의
목표가 일본이나 일본인의 절멸에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닌 일제
의 군국주의가 일본인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동아시아 민중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그의 평등과 구세는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을 포함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모든 중
생을 위한 것이었다. 평등주의와 구세주의라는 만해의 독특한 불교사상은 타자를 동일자(주체)
로 환원하는 근대 철학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비판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제1철
학으로서의 윤리학’을 주창했던 레비나스의 타자철학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1906년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이다. 1923년 17세의 나
이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유학을 가게 된다. 1928년에서 1929년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에서 유학하며 후설과 하이데거에게 철학을 배웠다. 1929년 하이데거의 제안으로 다보스 학술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930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후설 현상학에서 직관 이론」으로 박사학
위를 받았다. 1931년 파이퍼와 함께 후설의『데카르트적 성찰』을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했다.
1934년「히틀러주의 철학에 대한 몇 가지 고찰」을 발표하며 서양 존재론의 전체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히틀러주의 철학 비판을 통해 제시하였다. 1935년에는 하이데거의 영향에서 벗어
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수립한 최초의 글이라 평가받는「탈출에 관해서」를 발표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군인으로 참전한다. 그러나 6개월 만에 포로가 되
어 1945년 종전까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이 수용소 생활 동안『존재에서 존재
자로』의 원고 작성, 1947년 출간한다. 같은 해 프랑스 철학 학교에서의 강의를 모은 강의집
『시간과 타자』를 출간한다. 1961년 프랑스 국가 박사 학위 논문인『전체성과 무한』을 발표했
다. 1963년 푸아티에 대학에서 철학교수, 1963년 낭테르 대학 철학교수, 1973년 소르본 대학
의 교수가 된다. 1974년 그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존재와 다르게 혹은 본질 저편으로』를
발표했다. 1995년 12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프랑스 군인으로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인 레비나스
에게 오히려 행운이었다. 유대인 민간인으로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홀로코스트의 희생
양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고향 리투아니아에 있던 그의 가족은 모두 아우슈비츠에서 학살
당했다.15) 이런 끔찍한 경험은 레비나스로 하여금 근대 서구 문명에 관한 본질적인 회의를 가
져왔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15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복음의 영향을 받아온 유럽이 그처럼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쟁의 폭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16) 레비나스는 제국주의 전쟁으로서의 제1, 2차 세계대전이 서양 근대철학과
서로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그가 보기에 서구의 존재론은 타자를 환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
의 철학이다. 그는 타자의 환원 불가능한 고유성(즉 타자성)을 무시하고 타자를 전체성 속에서
파악하는 데서 근대 주체철학의 지배적인 사유 방식을 발견한다.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자에
14) 이선이, 앞의 글, 앞의 책. pp.143-144.
15)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p.188.
16) 에마뉘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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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윤리적 책임을 상실하고, 타자를 지배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이념을 강요하는 일이 본질
적으로 타자를 동일자(즉 ‘나’)로 환원하는 서구 존재론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유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결국 레비나스는 ‘나’라는 동일자로 결코 흡수되지 않는 ‘타자’가 있음을 드러
내고, 그 타자에 대해 내가 가지는 윤리적인 책임성이 주체의 초월을 가능케 하는 근본이 된
다고 주장한다.17) 그러므로 레비나스의 철학은 인식론적으로는 타자의 고유한 타자성을 받아
들이는 존재론이며, 실천론적으로는 주체 중심의 욕망을 버리고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이를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환대’라고 부른다) 윤리학이다.
만해는 1944년 입적했고, 레비나스의 첫 번째 대표적 저작인『존재에서 존재자로』는 1947년
출간됐다. 그러므로 만해가 레비나스의 철학을 접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오히려 레비
나스가 타고르의『기탄질리』를 읽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듯 만해와 레비나스는 서
로 영향관계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문학과 철학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 바로 ‘나-주
체’가 ‘님-타자’와 관계 맺기를 통해 강조되는 윤리적인 문제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지배
자로서의 경험(한용운)과 독일 나치즘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의 경험(레비나스)이 생면부
지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근대의 전체주의에 대한 동일한 반성을 하게 했다. 이 반성이 윤리
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복원하고, 주체
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초월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집『님의 침묵』의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님’이 어떤 면에서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
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타자성’으로서의 ‘님’의 의미
우리는 ‘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시집『님의 침묵』의「군말」에서 찾을 수 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
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
하나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著者18)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군말」은 시집『님의 침묵』의 서시 혹은 서론 격의 역할을 맡
고 있다. 우선 첫 문장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를 보자. 정효구는 이 문
장에서 앞의「님」과 뒤의 ‘님’을 구분해서 보고, “전자는 남녀간의 세속적이고 에로스적인 충동
이 만들어낸 중생적 연정이서 비롯된 님이라면, 후자는 남녀 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선,
세속적이라는 小我性을 넘어선, 에로스적 충동이라는 성애를 넘어선, 無我的 보살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작용한 님이다.”19)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만해가 1920년대 “당대에 자
17) 서동욱 역, 앞의 책, pp.193-194.
18) 한용운,『님의 침묵』, 미래사, 1991. p.11.
본 논문에 실린『님의 침묵』의 시 인용은 옛 철자법을 현대 철자법으로 바꾼 미래사 판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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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애지상주의라는 연애세태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는 점”20)에서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진정한 ‘님’은 누구인가?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정효구는 ‘기루다’라는 동사의 함의를 “자아
를 넘어서서 그 무엇인가에 公心을, 대아적 사랑을, 자발적 無我의 마음을 내고 비치는 일”
“달리 표현하여 公心 혹은 無性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는 불교적 마음의 이상태이자 佛性
의 구현태이고, 종교적 영성의 실현상”21)이라 보았다. ‘님’과 ‘기룸’을 해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효구의 해석의 핵심은 ‘자아를 버리고 타자에게로 나아
간다’에 있다. 결국 ‘님’이라는 대상과 ‘기루다’라는 행위는 타자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환대
하고 포용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에 닿아 있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에서 주목해야 할 것
은 ‘다’라는 형용사이다. 이를 레비나스의 용어로 말하면 ‘타자 일반’이 될 것이다. 이 타자 일
반은 ‘나’가 그를 ‘기룰’ 때 비로소 ‘님’이 된다. 문제는 “‘님’이 누구인가?” 아니라 “어떻게 관
계 맺어야만 ‘님’이 되는가?”이다. 만해는 친절하게도 다음 문장에서 이 관계 맺음의 예를 네
가지나 들고 있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이 네 쌍의 관계 맺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룸’의 의미 그
대로 자발적 헌신과 자아를 버린 사랑이다. 자연스레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
하나니라.”라는 다음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주체의 자기중심적 욕망을 통해 타자를 동일
성의 폭력 아래 복속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은 전체성의 철학에 대
항해서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타자의 본래적 가치와 이에 대한 주체의 책임을 보여
주는 평화의 철학이다.22)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인 ‘님-타자’는 처음에는 부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군말」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님의 침묵」을 보자.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
니다.
날카로운 첫「키쓰」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
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
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
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전문

19)
20)
21)
22)

정효구,「한용운의 시집『님의 침묵』속의「군말」再考」,『한국시학연구』35호, 2012. 12. p.384.
이선이, 앞의 글, 앞의 책, p.150.
정효구, 위의 글, 위의 책, p.385.
강영안 역, 앞의 책,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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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의 부재가 주체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사실에
있다.23) 레비나스는『전체성과 무한』(1961)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이 “무한자의 이념에 근거한
주체성을 변호하는 데 있다”고 썼다. 이것은 주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레비나스 철학의 중심 주제임을 뜻한다.24) 이때 레비나스가 다시 생각하는 주체는 자기동일성
의 이념에 사로잡힌 소아병적 주체가 아니다. ‘님’이 ‘나’의 곁을 떠난 순간, 주체는 타자를 새
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레비나스는 이 자기 실현 과정을 ‘분리(la séparation)’
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은 자아를 타인과 사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즉 자
기동일성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설 자리를 ‘세계 속에서’ 점유하는 것을 뜻한
다.25) 이 자기중심적 사랑이 떠난 자리에서 파악되는 ‘님-타자’는 이해되지 않는, 침묵하는 대
상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나에게 낯선 이로, 나의 삶에 완
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로 남아 있다. 타자는 주체에게 완전한 외재성(extériorité)이다.26) 그
런데 이 외재성은 익명성이 아니다. 레비나스의 타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만해는「님의 침묵」에서 타자의 외재성을 깨닫는 일을 ‘이별’이라는 사건으로 표현했다. 레비
나스는 공동체 안에서 주체가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을 노동, 참여, 향유 세 가지로 구분한다.
1)‘노동’은 인간의 삶에 지배와 소유의 차원을 열어 준다. 노동을 통해 타자는 분명한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되며, 생존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확립하고 주변 세계를 노동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2)‘참여’는 주체와 타자가 제3의 것, 공동의 것(국가, 민족,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참여이며, 개별자들의 가치는 이 공동의 것을 통해 가늠된다. 레비나스는 참여를 통해 만나는
타자를 ‘옷을 입은 존재들’이라 부른다. 타자 자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특정 가
치 등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의 타자라는 뜻이다. 참여 속에서 개별자의 개별성은 사라지고 전
체로서의 합일만이 남는다. 즉 공동의 이념은 각자의 타자성보다 우월하며, 이런 의미에서 참
여 일반은 존재론적으로 전체주의의 이념을 숨기고 있다.27) 3)‘향유’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
간이 세계의 여러 요소들을 즐기고 누리는 방식이다. 향유를 통해 자아는 스스로를 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이를 통해 진정한 주체성의 모습이 최초로 드러나는 것으로 레비나스
는 본다. 그러나 향유는 순간적인 것이 불과하다. 레비나스의 표현을 빌자면 ‘일시적 규정으로
서의 이타성’이다.28) 그렇다면 인간 주체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이타성에 도달할 수 없는
가? 레비나스의 용어로는 주체로부터 ‘벗어남’(ex-cendance:흔히 ‘초월’로 번역되는데,『존재
에서 존재자로』의 역자 서동욱은 ‘벗어남’이라 번역했다)이 불가능한가? 주체는 죽음이라는 가
장 위협적인 타자를 만남으로써 이 ‘벗어남’을 예비한다. 죽음은 스스로 경험될 수 없고 타인
의 죽음을 통해서만 추체험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수동적인 경험이다. “죽음 앞에서 주체는,
주체라는 자신의 지배를 상실한다.”29) 죽음은 향유와는 달리 ‘절대적인 타자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죽음은 ‘타자성’이 무엇이지 알려주기는 하지만, 주체를 자기동일성의 굴레로부터
23)
24)
25)
26)
27)
28)
29)

엄성원, 앞의 글, 앞의 책, p.40.
강영안 역, 앞의 책, p.121.
위의 책, p.129.
위의 책, p.139.
서동욱 역, 앞의 책, pp.207-208.
강영안 역, 앞의 책, pp.129-131.
서동욱 역, 앞의 책,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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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결국 이 벗어남의 가능성은 ‘희망’과 ‘사랑’으로 귀결된다. 죽음과
도 같은 ‘님’과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源泉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다.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슬픔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
다”라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환을 통해 ‘님-타자’와의 이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質) 없는 황금과, 밤의 올(系)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오 이별이여.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전문

시「님의 침묵」바로 뒤에 이어지는「이별은 미의 창조」다. 이제 ‘님-타자’와의 이별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창조다. 이 아름다움이 예술작품으로서 시의 아름다움이 아님은 분
명하다. 만해는 1926년『님의 침묵』발간 이후 더 이상 시집을 묶지 않았다. 시집『님의 침묵』은
그의 사상을 대중적 언어로 풀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에게 문학은 미적 자율성을 확보한
제도라기보다는 계몽의 자장 안에서 사상과 미분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30) 위의 시
에서 이별은 주체의 새로운 탄생, 전체주의적 주체로부터의 ‘벗어남’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된
다. “이별이 아니면” 주체는 “눈물(즉 슬픔)에서 죽었다가 웃음(즉 희망)에서 다시 살아날 수
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의 가능성, 초월과 벗어남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레비나
스가 제시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레비나스는 전적으로 타자적인 것에 대한 발견과 사랑은 우선 아이의 출산을 통해 실현된다
고 본다. 나의 아이는 ‘타자가 된 나(moi étrqnger à soi)’이다. 나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나
의 이기주의, 자기동일성의 영원한 회귀로부터 벗어난다.31) 출산은 지배가 될 수 없다. 아이의
가능성은 아버지의 가능성이 아니며, ‘아버지-주체’의 힘이 거머쥐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아이의 미래는 가능성 너머에서, 투사(project) 너머에서 생겨난다.”32) 그러므로 “부성
(父性)은 언제나 타인인 낯선 이와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 ‘나의 아이’는 타자이면서, 여전히
‘타자가 된 나’이다. 아이의 미래는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타자의 시간이면서도 여전히
나의 모험일 수 있다. 이 미래에의 열린 가능성, 주체가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동력이
곧 부성(父性)이라는 ‘사랑’이다.
출산을 통해 유한한 존재자가 무한을 향해 초월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출산은 [생물학적
범주이기보다] 존재론적 범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33) 레비나스 타자철학의 항상적인 과제는
‘나’라는 주체로 절대 환원되지 않는, ‘이타성’을 지닌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주체의
초월이 가능한가를 해명하는 일이다. 출산은 이런 타인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사
건일 뿐이다. 생물학적 사건인 ‘출산’이 존재론적 범주로 전환되는 사건을 레비나스는 타인의
30) 이선이,「萬海詩와 當代詩의 영향관계에 관한 일고찰 -시어 ‘님’을 중심으로-」,『한국시학연구』20호,
2007. 12. p.346.
31) 강영안 역, 위의 책, p.147.
32) 서동욱 역, 위의 책, p.214.
33) 서동욱 역, 앞의 책,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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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현현(épiphqnie)에서 찾는다. 타인의 얼굴은 주체의 시선으로 포획되지 않는다. 얼굴
은 바라보고 호소하며 스스로 표현한다. 레비나스는「윤리와 정신」에서 타인의 얼굴에 대해 이
렇게 쓴다. “얼굴을 통해 존재는 더 이상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
난다. 얼굴은 열려 있고, 깊이를 얻으며, 열려 있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여 준다.
얼굴은 존재가 그것의 동일성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방
식이다.” 레비나스는 이 방식을 ‘계시’라고 부른다. 이 종교적 용어는 얼굴의 현현은 주체가
부여한 의미보다 타인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34) 그렇다면 타
인의 얼굴이 지닌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놀랍게도 그것은 타인의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
항에 근거하고 있다. 타자의 타자성은 모든 것이 박탁된 궁핍한 얼굴, 고통받는 얼굴의 모습
으로 주체에게 현현한다. 고통받는 얼굴은 어떤 방식으로도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모
습이다. 이 무저항의 고통받는 얼굴은 주체의 전체성을 무력화시키고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저항’을 보여준다. 이것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나약함과는 다르다고 레비나스는 말한
다. 오히려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은 주체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아
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들의 무력
함 자체가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명령이다. 레비나스는 이를 ‘영광스런 비천함’이라 부른다.
타자는 (성서에서 흔히 쓰이듯) 가난한 자와 이방인,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얼굴은 타자의 자유를 정당화하라고 요구하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주인의 얼굴은
주체의 자유를 문제 삼는다. 근대의 자유는 주체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실행하는 자유이다.
주체는 객체와의 투쟁에서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객체를 주체의 인식 밑에 노예로 삼는다.
그러나 이 주노(主奴)의 변증법은 레비나스에 이르러 역전된다. 타인의 곤궁하고 무력한 얼굴
에 부딪힐 때 주체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책임과 의무에
대한 호소는 더욱 커진다. 자유는 이때 책임 있는 관심과 헌신으로 전환된다.
「군말」의 두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 보자.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
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
라 너의 그림자니라.” 만해는 여기에서 주체의 자유를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
구한다. 타자철학의 윤리학은 주체에게 주인이 아니라 노예일 것을 요구한다. 이 윤리적 명령
에 복종하는 일이야말로 주체가 소아적 자기동일성을 벗어나 무한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다. 그러나 너희(전체성 안에 갇힌 주체들)는 ‘알량한 자유’ 즉 근대적 주체의 (무한한 가능성
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한된 자유에 머물지 않느냐고 만해는 되묻는다. 그런 주
체에게 ‘님-타자’와의 만남, 고통받는 얼굴의 현현은 없다. 그들이 마주대하는 것은 ‘님(타자
성)’이 아니라 너(자기 주체)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를 레비나스는

“‘자아’의 ‘자기’

에 대한 연루”라고 표현한다. “자아는 어떻게 모면해 볼 도리 없이 자기이다.”35) 이 숙명적인
연루를 레비나스는 인간의 신체와 그에 붙어 있는 그림자로 비유해 설명했다. 근대적 자아는
자기 자신의 무거운 욕망을 그림자처럼 질질 끌고 다닌다.36)
우리는 주체의 자유에 대한 윤리학적 명령의 시적 응답을 만해의 시「복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34) 강영안 역, 앞의 책, pp.134-136.
35) 서동욱 역, 앞의 책, p.147.
36) 위의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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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
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전문
첫 행의 ‘남들’은 자기동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체들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주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근대의 허울뿐인 자유를 사랑한다. ‘나’는 자유를 타자에 대한 책임
으로 전환한 주체다. 그는 “이름 좋은 자유”를 모르지는 않지만,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 행
하는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자이다. 이 복종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하다. 달리 보면
이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의 요체다. 타인의 고통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얻는 보상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얼굴은 주체에게 보편적인 인간성을 열어주는 길이다. 타자의 얼
굴에 직면할 때 주체는 타자 일반의 타자성과 조우한다. 그리고 나의 재산과 기득권을 버림으
로써 타자와 동등한 사람이 된다. 타자의 얼굴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인간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들어간다.37) 근대불교사상의 핵심을 ‘평등’과 ‘구세’로 파악했던 만해였기 때문
에 이렇듯 자유와 복종의 관계를 역전시켜 시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연의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주체 안에 여전히 내재된 전체주의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레비나스는
전체성에 대한 갈망, 타자를 자신과 동일화하려는 욕구를 인간 본성에 내재한 ‘숨겨진 악’으로
보았다. 이 숨겨진 악에 복종할 때 인간 존재는 문명의 뒤편에서 야만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
므로 주체의 전체성에 대한 복종과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대한 복종은 양립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만해는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라 쓰지 않았
을까.
레비나스는 주체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이타성을 지닌 타자로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를 들고 있다. 물론 이는 유대인적 전통에서 발현된 성서적 비
유다. 우리는 시집『님의 침묵』곳곳에서도 이러한 고통받는 타자를 마주칠 수 있다. 시「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보자.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民籍이 없습니다.
「民籍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하고 능욕하려는 장
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
37) 강영안, 앞의 책,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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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부분

이 시에는 가난한 자와 정조를 유린당하는 여인이 나온다. 이들을 능욕하는 것은 주인과 장
군이다. 주인은 경제적 침탈이요, 장군은 군사적 침탈이다. 주인은 가난한 자가 그보다 가난하
다는 이유로 그의 인격과 생명을 파괴한다. 장군은 民籍 없는 여인이 자신보다 연약하다는 이
유로 그의 인권과 정조를 능욕한다. 물론 우리는 ‘民籍 없는 자’라는 직접적 표현에서 일본 제
국주의에 수탈당하는 피식민지 조선의 민중을 떠올릴 수 있다. 엄성원은 이 시에 나타난 화자
들을 피식민지 조선의 하위주체로 보고, ‘당신’의 존재를 상실한 조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
다.38)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만해의 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동시
에『님의 침묵』에서 ‘님’의 다층적 의미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시의 화자들은 가난한
자와 능욕당하는 여인으로,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통해 보자면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의 전형
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체주의적 주체(주인, 장군)들로부터 고통받은 보게 되는 ‘당신’은 누
구인가. 이는 또 다른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 아닐까. 이 ‘이타성’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
들은 단순히 눈물을 쏟거나 격분을 스스로의 슬픔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윤
리, 도덕, 법률”이 “칼(권력)과 황금(자본)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의
폭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를 포함
한, 많은 타자를 고통받게 하는 전체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진단이 있은 후에 가
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집『님의 침묵』의 현재적 의미는 고통받는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주체
의 자기 ‘초월-벗어남’에 있다. 유럽에서 레비나스가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며 체
계화한 철학의 윤리학으로의 전환(레비나스는 이를 후설의 ‘제1철학으로서의 현상학’에 빗대어
‘제1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이라 칭했다)을, 동아시아에서 한용운은 한 세대 앞서 문학적으로 선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군말」의 마지막 문장,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여기에서 ‘길을 읽고 헤매는 어린 양’이야말로 만
해의 ‘님’이다. 이 길 잃은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서준섭은 만해가『님의 침묵』을 집필하기 직
전에 탈고한『십현담주해』에서 십현담 ‘일색’편의 다기망양(多岐亡羊) 모티프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불교적으로 해석했다.39) 정효구 역시 이 ‘어린 양’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 하근
기(下根機) 중생으로 보는 불교적 해석을 택했다.40) 하지만 ‘길 잃은 어린 양’은 기독교에서도
대표적인 구원의 대상의 상징이기도 하다. 불교적 해석이든 기독교적 해석이든, 이 ‘어린 양’
이 고통받는 타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석가는 중생을 자비로 대했고, 예수는 가난하
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자비와 사랑 모두 주체가 타자와 관계 맺을 때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의 종교적 표현 아니던가.
『님의 침묵』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만해는 ‘님-타자’에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타성의
타자가 내리는 윤리적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집의 마지막 시 「사랑
의 끝판」을 인용하며 본론을 갈무리하려 한다.

38) 엄성원, 앞의 글, 앞의 책, p.42.
39) 서준섭, 앞의 글, 앞의 책, p.37.
40) 정효구, 앞의 글, 앞의 책,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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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가요, 지금 곧 가요.
에그 등불을 켜려다가 초를 거꾸로 꽂았습니다그려. 저를 어쩌나, 저 사람들이 숭보겄
네.
님이여, 나는 이렇게 바쁩니다. 님은 나를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에그 저것 좀 보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하시네.
내가 님의 꾸지람을 듣기로 무엇이 싫겄습니까. 다만 님의 거문고줄이 완급을 잃을까
저퍼합니다.
님이여, 하늘도 없는 바다를 거쳐서, 느릅나무 그늘을 지어버리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새는 빛입니다.
홰를 탄 닭은 날개를 움직입니다.
마구에 매인 말은 굽을 칩니다.
네 네 가요, 이제 곧 가요.
-「사랑의 끝판」전문

4. 맺음말
이상으로 만해 한용운의 시집『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를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성’을 통
해 해석해 보았다.『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는 불교적, 민족주의적, 탈식민주의적, 형이상학
적 관점 등 다기한 방법론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님의 침묵』의 ‘님’은 연인이자 불타이
자 중생이자 조국이며 그 모든 것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님’의 의미를 시적 언어의 모호성 안에 남겨놓게 된다. 본 논문은 ‘님’의 다의성을 해치지 않
으면서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석으로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적 개념인 ‘타자성’을
제시하였다. ‘님’의 의미를 ‘타자성’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한용운의『님의 침묵』이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가지는 윤리학적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한용운과 레비나스의 생애와 사상을 비교 검토하였다. 만해는 1944년
입적했고, 레비나스의 첫 번째 대표적 저작인『존재에서 존재자로』는 1947년 출간됐다. 그러므
로 만해가 레비나스의 철학을 접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만해와 레비나스는 서로 영향
관계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문학과 철학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 바로 ‘나-주체’가
‘님-타자’와 관계 맺기를 통해 강조되는 윤리적인 문제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식민지배자로서
의 경험(한용운)과 독일 나치즘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의 경험(레비나스)이 생면부지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근대의 전체주의에 대한 동일한 반성을 하게 했다. 이 반성이 윤리적인 문제
가 되는 것은 ‘주체-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복원하고, 주체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초월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시집『님의 침묵』의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님’이 어떤 면에서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시집『님의 침묵』의 현재적 의미는 고통받는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 복종하는 주체의 자기 ‘초월-벗어남’에 있다. 유럽에서 레비나스가 유대
인으로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며 체계화한 철학의 윤리학으로의 전환을, 동아시아에서 한용운
은 한 세대 앞서 문학적으로 선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군말」의 마지막 문장에서 “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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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매는 어린 양”이야말로 만해의 ‘님’이다. 이 상징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든 기독교적으로 해석
하든, 레비나스가 말했던 고통받는 타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비와 사랑은 주체가

타자와 관계 맺을 때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의 종교적 표현이다. 만해는『님의 침묵』의 마지막
시「사랑의 끝판」에서 ‘님-타자’에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타성의 타자가 내리는 윤리적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시집『님의 침묵』에서 ‘님’
의 다의성을 포괄할 수 있는 철학적․윤리학적 개념으로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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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의 의미 연구 -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중심으로｣의 토론문
손민달(조선대)

한용운의 ‘님’은 한용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님’은 조국, 부처, 연인 등으로 규명되어 왔고 그것은 만
해를 어떤 인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시적 언어로서 ‘님’이 주는 다의성을 해치치 않으면서 모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레비나스의 ‘타자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단편적인 결
론을 통해 해석하는 연구에서 나아가 한용운의 시가 주는 현실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타자에 대한 철학이면서 동
일자의 윤리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
학적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과문한 철학적 식견으로 이 논문의 토론을
맡은 것은 능력 밖의 일이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군말｣ 해석에서 ‘기룬 것’은 관계 맺음을 통해 이해되고 그 관계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아를 버린 사랑’이라고 발표자께서는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레비나스가
전체성의 철학에 대항해서 타자의 본래적 가치와 이에 대한 주체의 책임을 보여주는 평화의
철학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일자(주체)를 인정하는 레비나스
의 철학과 주체의 ‘자발적 헌신과 자아를 버린 사랑’이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레비나스는 타자성의 인정과 타자에 대한 주체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지 주체를
버리는 헌신과 사랑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레비나스 철학의 주체에
대한 발표자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둘째, 레비나스는 공동체 안에서 주체와 타자가 관계 맺는 방식에 노동, 참여, 향유라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님의 침묵｣과 ｢이별은 미의 창조｣를 해석하는 본문 중간 부분
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참여, 향유가 이 시를 해석하는데 유효한 논점이 무엇인
지요? ｢님의 침묵｣의 경우 님의 부재가 주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는 개념을 통해 타자의 외
재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죽음이라는 이별을 통해 주체가 이타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체와 타자가 관계 맺는 세 가지 방식이 ‘이별’을 해석하는 데에 유효
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본론의 마지막에 제시한 ｢사랑의 끝판｣은 ‘님-타자’라는 도식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시라고 발표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떻게 “이타성의 타자가 내리는 윤리적 명
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방언의 사용을 통해
세속적인 사랑을 표출하면서도 님의 꾸지람에 응답하는 바쁜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기
존 해석과 함께 이 시가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환대를 말하는 윤리적 책임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레비나스 타자철학의 중요성은 타자에 대한 환대를 말하는 윤리적 실천 철학이 된다
는 점일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도 “‘님’의 의미를 ‘타자성’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한용운의 康
님
의 침묵별이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가지는 윤리학적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머리말에서 제시했습니다. 타자에 대한 윤리적 가치가 발현된 한용운의 시가 있다

- 14 -

면 이에 대해 보충해 주시면 논문이 보다 완결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한용운의 ‘님’ 해석에 적용했을 때 기존 연구에서 밝혀
내지 못한 해결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머리말에서 ‘다의성’과 ‘모호성’을 설
명하고 “다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해석”, “시적 대상의 다양한 의
미를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타자철학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모
호성’의 구체적인 개념을 잡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발표자가 기존 연구와 다르게 해
결해낸 ‘모호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문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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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

역

천안의 지

문학을 중심으로

강민희(단국대학교 강사)

1.

차 례

1.

문화융성의 시대와 지역문학

2.

천안의 문학작품과 공간적 의미

3.

지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1)

민촌테마길 및 관련 상품 제안

1)

일제의 수탈이 형상화된 공간

2)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도보여행 코스 기획

2)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회복의 공간

3)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

3)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공간

4.

결론

4)

조국애가 응축된 공간

5.

참고문헌

문화융성의 시대와 지역문학
‘문화융성’이

‘

’ ‘

’

국정기조로 선정되고,1) 문화기본법 , 지역문화진흥법 이 제정되며,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를 견인할 수 있는 구
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
으로 지역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으면서도 문화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지역민의 정체성, 정신적 가치가 내재된 지역문학2)을 콘텐츠화 하
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지역문학은 문학의 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작가의 연

“

고, 작품배경, 지역정서를 통해 지역의 개성을 대변하며, 문화콘텐츠는 유무형의 문화, 문학
적 정신유산인 작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상품화

”

이익을 수반할 수 있다.

3)

․산업화시켜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경제적

따라서 지역문학을 원천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지

․물질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현장조성이 용이하고, 지역의 문
화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육성할 수 있어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더불어 기대할 수 있다.
역문화를 유형화하여 정신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천안의 지역문학을 살피고, 현재적 의미를 도출하며, 이를 토대로 콘
텐츠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천안은 찾아가는 희망복지, 활력있는 상생경제, 품격높
은 문화예술,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복천안을 만들겠다는 시정방침 하에 첨
단 지식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

․문화․복지 분야의 도

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4) 따라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지역문학을 활용한 문화콘
1) 문화융성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경제․복지 등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여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사회갈등의 완화, 국가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고양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융성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
다.
2) 지역문학은 대개 작가의 출생지나 작품의 문학공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출생지와 성장지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같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없거나 일부만이 변용되어 나타
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보완하고자 하였다.
3) 강명혜, 康
한국문학, 문화와 문화콘텐츠별, 지식과교양, 2013, p.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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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화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문
학에 대한 지역민과 방문객의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적 가치를 내재한 콘텐츠를 제안하여 지
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문화융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천안의 문학작품과 공간적 의미

2.

‘

천안은 역사의 굴곡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축적해 왔다. 오랫동안 천하대안

’ ‘

’

의 땅 ,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땅 으로 불려 왔으나,5) 일제강점기를 통해 가혹한 수탈과

‘

’

소작농의 아픔을 체험했고, 마틴의 거리 와 같이

6․25전쟁사에서 참혹한 전투로 손꼽힐 정

도의 동족상잔의 현장이 형성하기도 했으며, 산업화를 거치며 과거와의 단절을 체험하기도 했
다. 작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1)

․사회적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일제의 수탈이 형상화된 공간

천안을 대표하는 문인을 꼽는다면, 그 앞자리에 민촌 이기영(

民村 李箕永)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천안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대표작을 썼고, 지역을 작품배경으로 삼
기도 했다.
이기영의 유년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산군에서 태어나 출생 직후 가족 전체가 천
안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기영 일가가 천안의 어느 지역에 정착했느
냐에 대한 이론 역시 많으나, 지금의 안서동과 신부동에 해당하는 천안읍 안서리(

天安邑 安捿

里)를 거쳐 북일면 중암리(北一面 中岩里)에 정착했다는 설6 이 통용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자란 마을을 “근 백호되는 세 동리에 기와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제 땅마지기를 가지고
추수해 먹는 집이 없”는 상민들이 모여 사는 민촌이라고 회상했다. 이러한 민촌에서 이기영
)

7)

일가는 유량리 토호인 친척집에서 마름 노릇을 하며 생활했다.8)
민촌 은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소작농과 이들에 대비되는 친일 지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
개되는 소설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 지주계급의 윤리적 타락과 일제 권력과
의 야합을 고발하는 한편, 농민이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이
작품의 배경 중에서 천안으로 유추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태조봉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은 향교말을 안고 돌다가 동구 앞에 버들 숲 속을 뚫고 흐르는데 동
막골로 넘어가는 실뱀 같은 길이 개를 건너 논둑 사이로 요리조리 꼬불거리며 산잔등으로 기어 올라
4)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참조.
5) 천안을 ‘천하대안의 땅’,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인식하는 것은 고려 태조 13년(930)에 천
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한 후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성거산에 천흥사와 구룡사를 세웠다. 이
는 대목아(大木岳, 지금의 목천)․사산(蛇山, 지금의 직산)․탕정(湯井, 지금의 아산) 일대가 미륵(彌勒)이
산다는 도솔천(兜率天)과 같은 명칭으로 불렸던 것에서 기인한다. 석가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구제
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미륵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는 용화세계(龍華世界)는 숱한 전쟁을
겪으며 통일을 달성한 고려 태조의 이상향이었을 것이다.
6) 조남현, 康
이기영별, 건국대출판부, 2002, p.18.
7) 이기영, ｢내 문학을 길러준 곳, 요박한 천안뜰 뒤(上)｣, ≪동아일보≫, 1939.3.25.
8) 유량리는 지금의 유량동에 해당하며 민촌이 ｢고향｣을 집필했다고 알려진 성불사(成佛寺)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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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그 길가 내뚝 옆에 늙은 상나무 한 주가 마치 등 고분 노인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듯한 거기
에는 언제든지 맑은 물이 남실남실 두던을 넘어 흐른다.
- 이기영, ｢민촌｣, 康
가난한 사람들별, 푸른사상, 2002, p.63.

‘

’

인용문을 통해 작품의 배경이 태조산을 중심으로 한 안서동과 유량동 일대이고, 향교말 은

“

유량동에 위치한 천안향교와 그 주변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이 지역은 자래로 상놈

~50호나 되는 동리에 양반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만 사는 민촌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과연 4

구해도 없는 상놈천지였다. 어쩌다 못생긴 양반이 이 동리로 이사를 왔다가는 그들에게 들려
서 얼마를 못살고 떠나고 떠나고 하

”

는 곳인데, 앞서 살펴보았던 작가의 자전적 사실에 부

9)

합하는 내용이다.
1933년 11월부터

’

‘

이듬해 9월 말까지

’

≪조선일보≫에

‘

연재된 고향은 리얼리즘의 승

리 10), 1930년대 소설의 정점 11)으로 평가되는 이기영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 역시 천안을
작품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여겨진다.

민촌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에 비

해, 고향은 유량동, 신부동, 안서동 일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류에 민감한 지

‘ ’

역으로 묘사된 원터 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한다.
오 년 동안에 고향은 놀랄 만큼 변하였다. 정거장 뒤로는 읍내로 연하여서 큰 시가를 이루었다. 전
등, 전화가 가설되었다.
C 사철(私鐵)은 원터 앞들을 가로 뚫고 나갔다. 전선이 거미줄처럼 서로 얼기고 그 좌우로는 기와
집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읍내 앞 큰 내에는 굉장하게 제방(堤防)을 쌓았다. 상리 안골에서 내리지르는 물과 봉화재 골짜기
에서 흐르는 물이 정거장을 휘돌아서 원터 앞들을 뚫고 흐르다가 읍내 앞 정남쪽으로 와서는 한데
합쳐서 큰 내를 이루었다. 세 갈래가 진 물목은 웅덩이처럼 넓게 패였다.
이 물목은 강구의 어구와 같이 여울이 졌다. 그래서 홍수가 질 때에는 물목이 벅차서 부근의 전답
은 물론이요, 읍내 앞장거리까지 침수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를 굉장하게 방축을 쌓아올리고 양쪽으
로는 신작로의 가로수와 같이 ‘사꾸라’와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정자를 새로 지었다. 그러나 그
동안 변한 것은 그뿐만 아니었다. 상리로 올라가는 넓은 뽕나무밭 개울 옆으로는 난데없는 제사공장
이 높은 담을 두르고 굉장히 선 것이다. 양회 굴뚝에서는 거문 연기가 밤낮으로 쏟아져 나왔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이 밭 가운데는 뽕나무가 약간 심기고 한 귀퉁이에는 잠업전습소(蠶業前習所)라는 누에
치는 강습소가 빈약한 널판집 십여 간 속에 붙어 있었다.
- 이기영, 康
고향별, 풀빛, 1989, p.24.

등장인물인 김희준이 동경에 체류하던 5년 동안 건설된

C사철은 안성성(당시 장호원선)으

로 판단되며, 이 철도가 가로지르는 원터 앞들은 현재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자리한 안서동의

‘

들판으로 추측된다. 또한 새로 제방을 쌓은 곳은 천안종합터미널 근처의 교차로를 방죽안 오

’

거리 라고 부르고 있다는 데에 착안, 신부동 일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천안은 1920년을 전후해서 갑자기 성장하게 된 도시

”

인만큼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탈이

12)

자행되었을 것이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기영의

민촌 과 고향은 문학사적 가치를 갖춘 작품이라는 의미

9) 이기영, ｢민촌｣, 康
가난한 사람들별, 푸른사상, 2002, p.70.
10) 김남천, ｢지식 계급 전형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 ≪조선중앙일보≫, 1935.7.2.
11) 정호웅, ｢농민소설의 새로운 형식｣, 정호웅 편, 康
이기영별, 새미, p.38.
12) 康
천안시지별상권, 천안시, 1997, p.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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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지역과 당대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과거를 가늠케 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기영은 월북 이력으로 인해 그간 지역에서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의 문학적 역량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정당히 평가함으로써 천안을 대
표하는 문화인물로 선양해야 할 때다.
2)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회복의 공간

‘C사철’로 표현되는 안성선은 1927년 조선경남철도주식회
사에 의해 건설된 총 길이 28.4km에 달하는 사설철도이다. 이것은 일제가 안성평야 일대의
앞서 살핀 이기영의 고향에서

쌀과 직산광산의 사금을 수탈하여 운송하는데 사용되었다가, 광복 이후에는 지역민들의 주요
한 교통수단이자 생활의 터전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의 발달로 수요가 줄면서 1989
년에는 폐선이 이루어졌다. 양은창은 이러한 안성선 열차를 시적대상으로 산업화시대에 밀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눈알이 핑핑 도는 이 바쁜 시대에
그 느린 속도로 살지 못하는 내가
그 느린 속도를 가진 열차를 생각하는 건
안성을 떠나 버린 친구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는 고사하고 직원 하나 없는,
기관사가 정하는 역에 나도 언젠가는
한 번쯤 내리고 싶은 까닭이다.
꼭 한 번은 돌아봐야 하는 슬픔 때문이다.
- 양은창, ｢안성선｣ 부분, 康
이어도는 서울에 있다별, 둥지, 1992, pp.30~31.

“

”

화자는 안성선 열차를 20세기에서 가장 느린 속도 라고 정의한다. 빠른 것이 미덕이자 돈
이 되는 현대에 느린 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기 마련이다. 시대의 속성을 반영이
라도 하듯 안성선은 사라졌다. 그러나 작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라진 열차를 시적공

“

”

“

”

간에 부활시키고 느린 기차의 매력 을 이야기 한다. 눈알이 핑핑 도는 이 바쁜 시대 를 긍정
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화자처럼 사라져가는 것들을 돌아보고, 떠나버린 친구를
기억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대가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일 수 있다.

‘

’

화자가 안성선 열차를 탔던 이유는 꼭 한 번은 돌아봐야 하는 슬픔 때문이다. 이것이야말
로 경제개발논리의 진정성에 대한 고찰이자, 산업화시대가 만들어낸 불행의 근원을 밝히는 일

‘

이다. 그의 시세계를 훼손된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의 회복을 위한 정

’

서적 지침 13)이라는 평가는 이러한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양은창이 산업화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형상화 했다면, 안수환은 자연과의 조우를 통해 그

‘

’

상처를 치유한다. 그의 시세계는 소멸을 통한 원초에로의 복귀를 갈망 14)한다고 평가되는데,

‘ ’

이때의 원초 는 문명과 대립하는 자연이라고 여겨도 무방해 보인다.

13) 김수복, ｢어둠 속의 기억, 혹은 자아 회복｣, 康
정신의 부드러운 힘별, 단국대출판부, 1994, p.318.
14) 김주연, ｢소멸과 동화｣, 안수환, 康
신들의 옷별, 문학과지성사, 1982,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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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치 한 마리가
내 어깨 위에 앉았다
다른 일도 아니고 풀무치야
무얼 찾고 있다면
내 마음속 멸망을 다 가져가라
- 안수환, ｢광덕산 1｣ 부분, 康
가야할 곳별, 문학과지성사별, 1994, p.28.

‘

’

화자는 풀무치에게 마음속 멸망 을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의 마음이 황폐해진 이유는 제시
되지 않았으나, 자연에서 살고 있는 대상을 통해 치유하고자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도시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화자는 도시에서의 삶으로 인해 황량해진 마음을 광덕
산15)으로 대표되는 자연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게, 외딴 곳에 숨지 말고
나무 위에 걸린 달을
일부분은 이제 일부분이 아닐세
지난 해 벽돌 밑에서 울던 귀뚜라미
어디가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는
늙은 겨울이 가득 들어 있네
보게, 오늘 밤 얼마나 고운 달인가
광장의 시계탑 바늘이 함부로
다섯시 열시를 가리킨대도 좋은 걸
- 안수환, ｢천안의 달｣, 康
신(神)들의 옷별, 문학과지성사, 1982, p.52.

천안의 달 에는 문명과 자연의 대비, 자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단한 삶의 극복이 잘 드러
난다. 이처럼 시름과 고뇌를 자연에 기대어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작품에서 어렵지 않
게 찾아볼 수 있는 민족정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안수환의 작품에서의 고난이 산업화시대의
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앞선 시대의 것들과 변별되나, 그 맥락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공간 6

1 )

광덕산은 안수환에게 경제논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원초의 공간이었다면, 운초
김부용(

雲楚 金芙蓉)에게는 그리움과 사랑이 어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김부용은 어려서부터 글을 익혀 시문과 가무에 남달리 능했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어 기생이
15) 광덕산은 천안시 광덕면과 아산시 배방면, 송악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지역민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산이 크고 풍후하여 덕이 있는 산, 즉 ‘광덕(廣德)’으로 불렸다. 이곳은 신라 흥덕왕
시절에 진산화상이 창건했다는 광덕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초만 하더라도 충청과 경기 일
대에서 가장 큰 절로 손꼽혔다고 한다. 광덕면은 우리나라 호두의 시배지이자 주산지로 유명하다.
광덕사 보화루 앞에는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된 400여년 된 호두나무가 있다. 이러한 호두로
속을 채운 호두과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먹을거리가 되었으니 광덕산은 여러 면에서 자연과 인간의
삶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6)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낭만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
나, 본고가 지역문학을 토대로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인 만큼 대중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전개했음을 이 자리에서 앞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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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전해진다.17) 문학적 성취가 높아 황진이, 이매창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삼대시
기(

三大詩妓)로,

18)

허난설헌과 함께 조선여성한문학사의 발흥기와 난숙기를 이룩한 문인으로

詩會)가 주를 이루던 조선시대에 시문에 조예가 있는 기생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를 만들어 창작활동에 매진한 인물로 알

평가되고 있으며, 남성중심의 시회(
첩과 서녀의 문예 동인회인
려져 있다.19)

詩才)만큼이나 세인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은 김부용과 연천 김이양(淵泉 金

김부용의 시재(

履陽)

20)

의 사랑이다. 두 사람은 김부용이 성천에서 관기로 있던 시기에 만나 교류를 시작했

고, 김이양이 호조판서가 되어 한양에 부임함에 따라 이별을 맞이했다. 김부용은 스스로 김이
양의 첩이 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받아들여져 함께
산수를 유람하며 시를 창화하였다.
특히 두 사람은 김이양의 회방(

回榜)을 맞아 천안 광덕리에 위치한 선영에 참배했는데, 이

곳에서 김부용은 김이양의 정실인 정경부인 이씨의 묘소에서 지극한 애도를 표하며 시를 지었
다고 한다. 이는 그녀의 인격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자, 처첩의 구별이 엄정한 조선
시대에 아녀자의 도리를 다하고, 김이양 내외에게 대한 인간적인 존경을 갖고 있었음을 유추
하게 한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던 두 사람은 헌종 11년(1845) 김이양이 세상을 뜨면서 다시

6

헤어지게 된다. 이후 김부용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통한 심정을 시로 달래다가 4 세에 이
르러 김이양 곁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문중에서는 그녀의 부탁을 수용하여 김이양
의 묘가 있는 천안 광덕산 기슭에 지척의 거리를 두고 묻었다.21) 김부용의 삶을 토대로 소설

記)를 남겨 그녀

을 창작하고, 무덤을 발견하기도 한 소설가 정비석은 묘석에 다음과 같은 기(
의 인망을 칭송했다.

운초 김부용은 정조 때 평안도 성천 땅에서 빈한한 선비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사서삼경에 통하고 시문과 가무에 남달리 능했다. 부모를 일찍 여의어 부득이 기생이 되었으니
명기 중의 명기였다. 평안감사 김이양의 총애를 받아 그의 부실이 되었고, 부군(夫君)이 상경하여 판
서 봉조하의 벼슬을 역임하는 동안 부도를 알뜰히 지켜 내조의 공이 컸던 탓으로 초당마마의 칭호를
받았다. 김대감 사별 후에는 절개를 굳게 지켜오다가 임종 시의 유언에 의하여 부군의 고향인 천안
17) 김부용은 평안도 성천(成川)에서 태어났다. 호는 운초(雲楚), 수일방인(水一方人), 기명(妓名)은 추수
(秋水)이다. 연천 김이양이 그녀에게 준 시를 보면 운랑(雲娘), 추랑(秋娘), 운초(雲楚) 등으로 불렀
고, 이만용(李晩用)이 준 시에서는 운희(雲姬)라고도 불렀다. 김부용의 생몰연대는 1800~150년대 이
후로 추정된다.
이려추, 康
한․중 기녀시인 김운초와 유여시 비교연구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pp.1~178.
18) 박래겸의 康
서수일기(西繡日記)별에 그녀를 ‘성천의 명기(名妓) 부용’이라고 기록하면서 시재와 미모가
뛰어나 당시 서울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서어 권상신(西漁 權賞愼)은 康
서어유
고(西漁遺稿)별에서 ‘수일방인’의 ｢사절정(四絶亭)｣을 인용하면서 시의(詩意)에 자못 묘한 깨달음이 있
노라고 밝혔다. 이려추, ｢김운초의 ‘잡시’ 세 편에 대한 고찰｣, 康
열상고전연구별 제32권, 2010,
pp.29~30.; 박종수, ｢운초시가연구｣, 康
대한유도학회논문집별제4권, 1988, p.126.
19) 이진숙, ｢기녀․서녀 출신들 최초 여성 문예동아리 ‘삼호정시사’ 만들다-중앙SUNDAY․아트센터 나비
공동기획 ‘향연-18세기에서 배운다’ <5․끝> 예술 꽃피운 기생｣, 康
중앙SUNDAY MAGAZINE별
2013.7.7.(http:/
/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0703)
20) 김이양은 안동 김씨의 일문으로 정조 19년(1775)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한성부
윤,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순조 26년(1826)에는 봉조하 벼슬을 받
고 은퇴했다. 지방의 기강확립에 힘써 고장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주력한 정치인이자 뛰어난 성취
를 이룬 문인이다.
21) 이혜순 외, 康
한국고전 여성작가 연구별, 태학사, 1999,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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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 이곳에 묻히다.

김부용과 김이양은

60살에 가까운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애틋한 연인이자 금슬 좋은 부부,

의기상투하는 지기지우, 문학자적 동반자로 살았다. 또한 사후에는 천안 광덕리에 자리한 김
이양의 묘 근처에 안장22)되어 영원히 함께 하는 지음(

知音)의 이미지를 더하였다.

지금도 광덕산에 김부용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향토문화연구회와 천안예총, 문인협회를
중심으로 묘비석과 안내목, 시비를 세우는 일이 추진되었고, 그녀의 문학적 위상과 풍류 넘치
는 삶을 반추하는 추모 다례도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로 지정되지 못하여 파묘(

破墓)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사이자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
물 운초 김부용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그녀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마땅하다.

4) 조국애가 응축된 공간
공간은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민의 정신적 가치 형성과 지역정체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천안은 오늘에 이르기까
지 숱한 역사의 질곡을 거쳤는데, 특히 일제강점기를 체험하면서 조국독립을 위해 투신한 열
사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천안시 출범 50주년을 맞아
만든 선언문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국가안위(國家安危)
목숨일랑 초개(草芥)처럼 버리는 사람
환난상휼(患難相恤)
곡간 열어 남 도울 줄 아는 사람
희노애락(喜怒哀樂)
손, 가슴, 마음을 감동을 일게 하는 천안사람
충절 선비 예의 개척 문화정신
천안역사 정체성 전승
순국선열 호국영령 역사정신
가슴에 묻은 지성인들
- ｢천안시 출범 50주년 기념 명품도시 천안시민 선언문｣ 부분

“
”
“
” “순국선
열”과 “호국영령”의 땅으로, “역사정신”을 “가슴에 묻는 지성인들”의 공간이자 국가와 민족을 수
선언문에 따르면 천안은 국가안위 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는

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은 곳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가 응집되는 곳은 어디일까? 여러
곳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독립기념관을 가장 앞에 둘 수 있다.23)

평 康호암
념 건

22) 문일

권 광
움직임 6년
개

전집별제 3

,

23) 독립기

관

립의

, 조

사, 1940, p.330.

은 194

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재

부터 있었지만,

년 무렵
역

된 것은 1974

좌 념
우이

년 월
획
9

관 설립추진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계

개

제로 2

년

안으로 분리 되었고, 1982

일본의

건

사교과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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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대립과 한국전

이었고, 1975

졌
념
호 민
민
획

을 거치면서 사라

령령
년

1일 대통

은 1980

8228

다. 독립기
로

족박물

에 이르러 부지 선정의 문

을 계기로 문화공보처의

족박물관 설립계

“

기념관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이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로, 다종다양한 자료와 유품 따위를 진열하여 두는

”

곳이다. 따라서 특정한

24)

형태의 기억을 방문객에게 형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과 집중도가 높은 전시 및 경관조성이 요
구된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국가가 국민에게 민족의 자주와 독립,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

場)으로

가발전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장(

기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방문객의

관심과 관람에 따른 피로를 환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료의 지속적인 교체와 보완 역시 요구된다.
그간 독립기념과는 제3차에 걸쳐 전면적인 전시교체보완이 이루어졌다.25)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전시개념이나 연출기법, 매체 등이 다양화되고, 콘텐츠의 내용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되
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과 전시물이 조성되기도 했고,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방문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미진하였
다.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뒤편에 조성된 시

․어록비는 근대역사상 민족독립운동에 공헌한 선현

및 단체의 민족혼을 기리기 위해 추모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원래의 취지 및 독립기념관의 설
명26)과는 달리, 취지와 동떨어진 인물 설정, 짜임새 없이 조성된 공간배치로 자유로운 관람
이 쉽지 않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이야 말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환기할 수 있는 곳이고, 시

․어록

비는 역사인물의 말과 문학작품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교육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

․어록비야 말로 시비공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시의 다채로움

을 확보하고 자유로이 산책하는 가운데 애국애족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념물이다. 따라
서 방문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애국시와 어록을 감상하고, 그것이 과거와 오늘로 연결될 수 있
음을 자각토록 하는 것이 개선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에 조성된 독립운
동 현장과의 연계를 실시하는 방향이 효율적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천안의 문학공간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제의 수탈이 형상화된 공간이다. 이는 주로 민촌 이기영의 소설을 통해 표현된다.
그는 소설에서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변모하는 안서동, 신부동, 유량동의 모습을 통해 일제
의 가혹한 수탈을 형상화하는 한편, 시대가 당면한 농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산업화로 인한 상실과 회복의 공간이다. 천안은 타 지역보다 행정구역의 개편과 통합
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산업화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문
화유산이 소실되고,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공동체 정서가 훼손되었다. 양은창은 작품을
통해 사회문제를 꼬집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안수환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사라져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연과의 소통을 제시하였다.

민 광
획 변
따 개 체
념 건
민 금 금운
년
념 개
｢ 억
념 역 ｣ 康역 별 역
6
24)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575200)
첫 번째 건
직
획
작 개
개
번째
체․ 완 번째
체․ 완
념
년 역
준 개
6~
~
확
~
눈
념 康 념 년 별
참
6
념 홈페
브 슈
․ 록
“ 념 곳곳 워
익숙
랑
말씀
담겨
줄 줄 돌 새겨 글귀
민
랑
걱
마음 득 담겨 ”
명
과 문교부의
가지고 국
정재식,

25)

기

는

족

모

립 발의

으로

립기

물과

독립기

관

관 20

이지와

족을 사

독립기

관이

사교육 ,

이 논의되기 시

는 제2차 전시관 교

하여
보

1992), 성장 발전기(1992

사 , 2007.

로

에 대해

하고 또 미래를

라 55

단

대표들이 독립기

관

립발기대회를

관하게 되었다.

사교육연구회, 200 , p.291.
관에 이르는

관기의 전시관구성, 두

이 그것이다. 독립기

관의 20

2001),

장 융성기(2001

관 내

에 세

사는

는 제

대 관장을

2007)로 나

다. 독

조.

어에서 시 어

한 위인들이 독립과 나라사

국가와

경되었다. 이에

사교육 ,

후 전시 계

, 세

관 정립기(198

관,

2 ) 독립기

보

으로

동을 거쳐 1987

의 문화, 기

1차 전시관 교
기

복관 설립계

성

비를 독립기
한 내용이

정하던 위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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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한

이 가

진 93기의 비석으로, 우리에게
한

위에

있 는 조형물로 설

한다.

진

는

셋째,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공간이다. 광덕산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문인 운초 김부
용과 그가 일생을 바쳐 사랑한 김이양이 함께 묻힌 곳이다. 이들은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를 배려하고 사랑하였으며 죽어서도 지척에 묻힘으로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가치 환기하
였다.
넷째, 조국애가 응축된 공간이다. 천안은 유관순과 이동녕을 비롯한 열사의 땅이고, 독립기
념관으로 대표되는 민족정신과 조국애가 집중된 곳이다. 그러나 미흡한 전시기획으로 인해 방
문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01개에 달하는 시

․어록비와

독립기념관을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및 역사교육방안이 마련될 경우 지역 방문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로 성장할 것이다.

지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3.

“작가나

창작자에 의해 제시되는 실제의 역사는 현재의 필요성이나 현재의 상황과 관계하

며, 시간적으로 먼 과거의 사실들도 현재의 필요성이나 상황 속에서 작품에 재현

”

되며, 독

27)

서를 통해 수용자에게 윤리적 성찰의식을 배양한다.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도덕적 불감성과
비인간성이 만연한 시대에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문인, 작품, 문학공간을 비롯한 유

․무형의 문학자원은 실재 공간에 대하 이해와 성찰로 연결

되는 철학적 사유에 의한 결과물로, 상상력을 토대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및 문화콘텐츠 기획이 용이하다. 특히 지역에 산재하는 자원을 수
집

․분류․통합․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

화향수권을 확대할 수 있다.
1)

민촌테마길 및 관련 상품 제안

테마(

Theme)는

가치성, 사실과 전체에 적용되어 있는 공통성,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성을 갖는다. 또한 길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로 인간이 걸어갈 수 있
는 인공적

․자연적․문화적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뜻한다. 그러므로 테마길은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제를 지닌 길로 각각의 요소들이 걷기, 둘러보기, 머무르기 등의 행동을 통해 연결될 수 있
다.

·

이기영과 그의 작품은 문학적 문화적 가치가 높고, 안서동

․유량동․신부동 등 지역의 특색

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화가 비교적 용이다. 또한 문학관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작가를 선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

‘

’

제시하는 민촌테마길 은 이기영의 삶을 스토리텔링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문학작품 향유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한 사례로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최용신 거
리를 들 수 있다. 안산시에서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이자, 일

‘

제 식민치하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통해 독립의식을 고취한 최용신을 선양하기 위해 최용신 이

’

야기 속을 거닐다 를 주제로 조형물을 설치했다. 등신대로 제작된 동상과 이를 토대로 구축된
27) 철학연구회, 康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별, 철학과현실사, 200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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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신

’

“

이야기 속을 거닐다 는 상록수역, 최용신 기념관, 상록공원, 샘골교회 등과 함께 최

”

“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과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 는 문학공간이자 최용
신 선생과 샘골강습소 아이들을 통해 누구나 최용신 이야기 속을 거닐게 되

”

는 지역명소로

28)

발돋움하고 있다.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동선과 시각적인 거부감이 적은 자연, 도시공간, 생활, 역
사 요소 등이 요구되며, 이기영과 그의 문학의 경우는 <표 1>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구성할
수 있다.
요소

내용
태조산과 인접한 안서동, 유량동 일대와 주요 도심지인 신부동을 아우름

자연

시골과 도시의 이미지를 함께 느낄 수 있음
태조산, 각원사, 성불사, 현대미술의 숲, 아라리오 조각광장 등이 위치함

‘

도시공간

’

대중가요에 등장한 단대호수 인 천호지 공원이 조성되어 지역민의 휴식처로 기능
함
단국대,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 등이 집중되어 있어 활용 가능한 연구인력이 풍

생활

부함
각 동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함
고려 태조의 건국과 관련된 전설이 산재해 있음

역사

일제의 가혹한 수탈을 겪은 곳, 독립운동과 투사들의 고향

<표 1> 이기영의 삶과 문학에 연계된 테마 요소
이처럼 이기영의 소설에 묘사된 안서동, 유량동, 신부동 일대는 시대적 질곡을 숱하게 겪었
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고, 젊음과 열정이 살아 있는 지역임을 환기할

‘

’ “

”

수 있다. 따라서 민촌테마길 은 문학을 따라 걷는 역사의 길 이라는 테마를 도출할 수 있으
며, 이는 작품의 전개에 비추어 고난, 대립, 항거, 극복의 단계로 조성될 수 있다.
특히

민촌 , 고향에 묘사되는 시대적 상황을 인지토록 하여 역사성을 확보하고, 거리이

벤트를 개최하여 가로(

街路)의 기능은 물론, 문화시설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기본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단계

세부계획

목표

관련 자료의 총체적인 수집 및 분석 실
자료수집 및 분석

시
이기영의 작품이 갖는 현재적 의미 도
출
작품에 내재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지역 정체성 도출

도출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방안 모색

지역의 문화자원

성불사, 천안향교 등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활성화
문화 공동체 육성

과의 연계 방안 도출

작품의 상징적 의미 도출
문학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
확보
가로디자인 및 이벤트 기획 콘셉트
마련
지역문화자산의 적극적인 활용 실현

지역민과 방문객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애향심과 방문

램 마련

객의 호감 향상

28) ｢최용신 삶의 길따라…빼곡한 상록수 정신｣, 康
경인일보별, 2010.8.5.; ｢안산시, 소설 ‘상록수’ 최용신
선생 거리에 조형물｣, 康
경향신문별, 2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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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매력
물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문학공간 활성화 및 마케팅 방안 모색

중장기 계획 수립

문학과 자연, 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계획 및 비전 마련

지역 방문 및 체류를 통한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 유도
민촌길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문학 및 문화의 가치 확산 실현

<표 2> ‘민촌길’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표 2>와

‘

’

같이 이기영의 문학적 가치에 토대를 둔 민촌길 을 육성할 경우 문학성은 물론

·

지역과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지역의 유 무형 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tamp Book)과

한편 민촌테마길의 체험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스탬프 북(

Digital Signage)를 들 수 있다.

디

지털 사이니지(

오늘날의 방문객들은 정보판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한 인상이나 추억의 단편으로 가치 있
는 스탬프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문화적인 의미가 있고, 지역적 개성이 드러
나는 스탬프를 테마길에 배치할 경우 지역방문에 대한 향수와 여운을 환기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기영과 그의 문학을 테마로 하는 스탬프는 상징성과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작가의 초상, 문학공간의 현재와 과거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스탬프 북은 유로로 운영하되, 민촌테마길에 대한 안내는 물론 대중교통 노선도, 노
트, 맛집, 관광지, 여행 경비 등을 여행자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구
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숙박 및 요식업체와의 체결을 통해 할인쿠폰을 제시하고, 스
탬프를 모두 획득할 경우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행 후에는 추억을 환기할 수 있
는 대상이자, 여행 중에는 스탬프 북의 금전적 가치 그 이상의 특전을 누릴 수 있는 아이템임
을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스탬프와 스탬프 북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콘텐츠의 가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

”

29)

로, 정보습득이 용이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

을 선사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방문자와의 상
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역사장소에서 관련된 역사인물
과 사진을 찍고, 이를

SNS로 게시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경감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구현되는 스탬프 및 스탬프북과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기영 생가에서 신부동
을 아우르는 탐방로에 설치

․판매할 수 있으며, 지역의 주요공간에서 벌어지는 예술, 문화 활

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더불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촌테마길 조성을 통해 가로경관 개선, 방문객의 체험요소 극대화를 통해 역
사와 문학이 공존하는 도시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도보여행 코스 기획
옥 ｢디 털
권 호

29) 강현
13

,

2

지

사이니지를 위한

, 2013,

p.348.

움직임

랙션 디

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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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털디

자인｣, 한국

지

자인학회,

디 털디

康지

자인학연구별

‘

․문화․역사자원이나 생태자원 등의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
면서 학습하기를 즐기는 걷는 여행’
또는 ‘길을 따라 자연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원을 체험
하고 감상하며 걷는 형태의 관광’ 이라할 수 있다. 도보여행은 트레킹이나 생태관광 등과 비
도보여행은 길을 따라 종교

30)

31)

교했을 때 걷기라는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수평적인 걷기와는 달리 도시와 문화를 체험

“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차별화된 의미의 관광형태

”

라고 볼 수 있다.

32)

‘

’

도보여행은 최근 삶의 전반에서 속도를 낮추고자 하는 슬로우 트렌드를 반영한다. 빠르게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형태의 관광과는 달리 도보여행은 천천히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
면서 지역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높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관광 형태이다. 따라
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조정하는 것보다는 자연환경을 가까이 하
면서 오감을 통해 관광객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천안은 독립운동사적지로 손꼽히지만, 이를 활용한 역사기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천안시청에서 추천하는 코스는 공간 간의 연계성이 낮아 역사교육에 대한 흥미
와 여행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천안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대표할 수

‘

’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호국충절 의 이미지를 독립운동 사적지에 접목하되, 다
양한 코스를 개발,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천안의 독립운동사적지 가운데 현장을 보존하고 과년 시설을 정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목천읍, 병천면 일원, 특히 병천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이동녕, 조병옥,
유민식, 유창순 등의 독립운동가들과 김시민 홍대용 등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무관이 배출
된 곳이며, 인접한 곳에 독립기념관과 천안박물관이 있어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여행지
로 활용할 수 있다.
소요시간

콘셉트

내용
아우내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現유, 매봉교회)→유관순열사

유관순과 함께 하는

반나절

봉화탑→유관순 생가 및 기념관→아우내 장터 3․1독립만세운

3․1독립만세운동 체험

동지→병천주재소 터
독립기념관→목천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비(목천초등학교)→이

1일

3․1독립만세운동과

동녕 생가 및 기념관→목천기미독립운동기념비→아우내 3․1독

대한민국 임시정부

립만세운동 준비지(現 매봉교회 전신)→아우내 장터 3․1독립
만세운동지→매봉산 봉화지→유관순 생가→조병옥 생가
1일차 : 이종건 생가 터→유창순 집터→유민식 집터→ 조병
옥 생가→유관순 생가→ 매봉사 봉화지→아우내 장터→이동

독립운동을 위해 투신한

1박 2일

청년들을 찾아서

녕 생가 및 기념관→독립기념관
2일차 : 천안공립통학교 천안청년회 창립지(현, 천안초등학
교)→직산금광 3․1독립만세운동지→양대주재소 터→입장 3․1
독립만세운동지→광명학교 입장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

<표 3> 천안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활용한 역사기행 코스(안)
독립기념관의 시․어록비에 대한 지역민과 방문객의 호감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
체 광
철․노 ․
노 ｢

30) 문화
31) 정

육관

부,

124.
32)

경국,

도보여행동기에

~ 6

2011, pp.131

활
광객
따른

따른

효

康
도보여행
성화에
파급 과 분석별
, 2010
｢도보관
의 환경인식과 심리적
｣, 康
관 연구논 별23

경국 문성종,

14 .

웰빙 광
: 올레 객

시장세분화 연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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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총 권 호
｣ 康북
광

을 중심으로 ,

1

동

~
권 호

, 2011, pp.109

아관

연구별제7

2

,

점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조형물들은 눈비로 인한 훼손, 취지와 상이한 역사인물의
애국시 및 어록이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전무하다. 그
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조형물을 조성하기보다 기존에 마련된 것과 자연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플렉서스(

Fluxus)

예술가인 오노 요코(

小野洋子)의

<소망나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소망을 적은 쪽지를 나뭇가지에 매다는 것으로,
창작자와 관람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품이 완성되며 서로가 바라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기원

‘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영되는 독립기념관에서 소망의

’

나무 꾸미기 를 운영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기념관 측에서는 방문객의 입장 시 매표와 함께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쪽지를 제공하고, 이
를 받은 이들은 다양한 전시시설을 자유로이 관람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원을 적고, 시

․어록

비공원에 식재된 나무에 자신의 쪽지를 매달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에 수집된 소망쪽지를

‘

’

대상으로 소지태우기 를 열어 서로의 지난 소망을 확인하고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일도 방
문객에게 독특한 체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문화기행은 교육관광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여타의 위락관광(

慰樂觀光)과는

변별되

며, 역사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나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상업적인 접근을
자제하면서도 체험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되 흥미 위주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방
문객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이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
김부용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기(

詩妓)로

국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여러 수 남겨

문화예술인으로 선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랑의 의미를 환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부용의 작품과 생애를 활용할 경우 <표 4>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로서의 수월성 확보
가 가능하다.
구분

내용

만화

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구성소재 캐릭터 제공
김부용의 캐릭터 디자인을 통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소재 개발

캐릭터 디자인

모바일용 게임의 시나리오 및 광덕산을 비롯한 지역관광 안내에 활용
전통문화예술교육(시서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교육소재로 제공

교육

e-Pub. 등과 같은 전자 출판용 소재로 활용
김부용 및 주변인물과 관련된 원형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

지역축제

학술세미나, 여성포럼, 다례 등 관련 이벤트와 연계
전통체험, 문화관광 등의 소재로 활용, 부가가치의 극대화 유도

<표 4> 운초 김부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표 4>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인물의 문화예술적 역량에 주안을

둔 전통문화예술33)교육을 활용할 때 지역의 시정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호

33) 한국문화재보

병창

재단에서는

곡

, 서도소리, 가

음

묘 례
금산 취

악(종

, 가사, 대

제

농
노 노

악, 판소리,

조, 대

타, 남

산
민

악, 거문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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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경기

령 금
줄풍류 농

조, 선소리타

, 대

요, 행제

,

금산 및
춤

정악, 가야

민

요, 제주

조

요), 전통

판단된다.
전통은 그 나라의 고유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민족의 정신
과 혼, 느낌과 경험이 녹아 있어 현대인에게도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에는 감성능력과 관련된 요소인 자신의 감정인식, 감정조절, 타인의 감정인식, 상대
방과의 관계 맺기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어34) 평생교육에 적용할 경우 개인의 인성과 감성을
고양하고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 네 가지 영역
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활동은 <표 5>와 같다.
연령

영역

아동

청(소)년

장년

음악

전래동요

‘꼭꼭 숨어라’ 등 놀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래동요 교육

무용

민속무용

‘채상소고춤’ 등 민속무용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하기

미술

민속화

문학

전래동화

천안 지역의 전래동화 감상 및 토론

음악

민속음악

가야금 병창 및 해금산조 감상과 감상법 교육

무용

민속무용

‘봉산탈춤’ 등 민속무용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하기

미술

금석

문학

지역설화

음악

정악

‘수제천’, ‘영상회상’ 등 정악 감상 및 감상법 교육

무용

신무용

‘부채춤’ 등 신무용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하기

동식물 및 민속과 관련된 민화 감상 및 감상법 교육

‘봉선홍경사 갈기비(국보 제7호)’ 등에 대한 답사 실시
금석의 감상 및 감상법 교육
지역설화 감상 및 스토리텔링 교육

‘박문수 초상(국보 제1189호)’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 초상화와

초상화 및

미술

노년

활동명

도자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도자예술 감상 및 감상법 습득

문학

시조

김부용의 시조 감상 및 감상법 교육, 시창작 교육

음악

민요, 판소리

무용

민속무용

미술

불교미술

문학

시첩 및 문집

‘천안삼거리’ 등 민요 감상 및 노래 부르기, 분기별 판소리 공
연
‘살풀이’ 등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하기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제1261호)’ 등을 비롯한 불교미
술 감상 및 감상법 습득
김부용과 김이양의 시첩 및 문집 감상과 짧은 자서전 쓰기

<표 5> 연령에 따른 전통문화예술 교육 활동(안)
<표 5>의 교육 활동(안)을 통해 지역민에게 세대별․분야별로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교육
하는 것은 민족 교유의 전통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문
화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체험함으

무 풀 춤 평무 검무 무 무
무 극 별산 놀 송 산 놀
봉산탈춤 령탈 율탈춤 오광
오광 산 오광
류
별 굿놀
북 놀음 탈
민 놀
놀
술
놀 산쇠머
산줄
싸움놀
군놀 줄 좌
놀
백 놀
줄
산별
릉 오 산 묘 례
놀 굿
칠머 굿 씻김굿 풍
평산
놀음굿
굿 울 굿 등 역
예술
(승

, 살

이

, 강

청사자

, 태

, 진주

출, 은

, 발

, 승전

, 통영

, 진도다시래기),

속

다리기, 고

이, 한장

이,

강

제, 종

, 양주소

소

단

제, 영

, 경기도 도당

제

, 서

세남

, 처용

, 학연화대합실

대, 고성

타기,
)

이

대, 가

), 연

(양주

대, 수영야

이(남사당

이, 강강

래, 안동차전

수영어방

이, 밀양

중

, 제주

의 영

리당

으로 전통

, 진도

이, 영

이, 기지시
,

대

이,

파

, 동래야유, 하회

대

신

이,

이,

리대기, 영

다리기), 의식(은

신제,

어제, 선전대제, 황해도

을 선정하고 있다.

34) 엄기영, ｢한국전통사회 유년기 아동의 인성교육 고찰｣, 康
미래유아교육학회지별 제10권 4호, 2003,
pp.3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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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전인적 발달, 현대의 개인주의 극복, 창의성 계발이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아울러 달성할
수 있다.
한편 교육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김부용의 무덤에서 매년 행해지는 다례와 연계하여

‘운초제(가칭)’로

성장시킬 수도 있다. 이는 광덕산이 지역의 풍류를 상징하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결론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라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주장을 지역과 지방자치 체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확산하느냐에
35)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굴된 원천소스를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는 추
이는 이미 세계적인 요청이며, 상상력과 창의성, 감성을 토대로 문화적 융복합 분야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적극적으로 부합된다. 또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문화,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고 확장하는 일이며, 지역 문화산업의 기
초를 마련하여 코리안 프리미엄 콘텐츠(

Korean Premium)를

國格)을

육성하여 국격(

높이

는 길을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문학이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대를 대표할 수

·

있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학적 역
사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일회적이거나 단선적인 행사나 특정 지식인 및
유명인의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낮은 외부보다는 지역민의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지역문학이 지역민의 참여
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
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학적 접근방법과 디
자인 사고를 접목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련 융
합콘텐츠 시스템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지역민과 방문객이 친근하게 자주
접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문학이벤트가 내재하고 있는 일회성, 단성성, 추상성은 지양하고
현대적 감각과 인문정신, 심미적 감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지역문학 작품을 향유해 왔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지역문학의 콘텐츠화에는 거부감을 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인

’

문학의 정수 로 운위되어 온 문학이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문화콘텐
츠의 결합이 낯설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학이야 말로 국가와 지역
의 정신이 내재된 핵심이고, 문화콘텐츠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궁한 가치를 가진다면 이
들의 덕목을 잘 교차시켜 활용하는 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
35) 스탠다드펌 편집부, ｢문화&과학기술, 문화기술(CT)로 재탄생하다｣, 康
이코노미저널별2012. 5.,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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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책 혹은 방안의 틀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줄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가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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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학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경미(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강민희 선생님의 이 연구는 천안지역과 관련되는 문학인 민촌 이기영, 양은창, 안수환의 시
문학, 그리고 조선후기 기생 김부용과 김이양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토대로 천안 지역 문학
을 유형화하여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기획한 것으로 ‘문화융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국책
과도 연관이 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
나 토론자로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천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관련에 대해서
도 문외한이어서 이 연구에 대한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
런 까닭으로 분 논문에 대하여 궁금한 점 위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
다.

1. 康
문화콘텐츠 입문별을 보면 문화콘텐츠 창출에서 3W (‘Why’, ‘Whom’, ‘Where’)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Why’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논문에서는 천안문학
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현장 조
성이 용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육성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쪽)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문화콘텐츠 창출의 배경이 수익창출
을 위한 상업적 목적에서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공공적 목적에서의 창출인지 구분이 모
호합니다. 상업적 콘텐츠와 공공적 콘텐츠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결과물까지도 차
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께서는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의미에서 문화콘텐
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문화콘텐츠 창안을 위해서는 ‘Why’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2.

요즘은 ‘문화콘텐츠’의 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각 지역별로 문화콘텐츠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콘텐츠
양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를 실례로 들어보면, ‘근대문화골
목’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같은 경상도 문화권인 부산에 비해서는 문화콘텐츠 활성화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
것의 관광자원화 형성도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앞서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화’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는 실질적으
로 ‘보수적 도시’, ‘대프리카’ 정도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위에 지역문학과 지역의 역사를 끌어
와서 문화콘텐츠 방안을 마련하여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자께서 지역문학으로 제시한 이기영과 양은창, 안수환, 김부용의 문
학들이 과연 천안을 대표하면서 천안에 가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의문입
니다. 토론자의 무지함을 감안하더라도 저에게 ‘천안’은 ‘천안삼거리로’ 시작되는 민요와
‘천안 호두과자’,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 정도로 표상되는 도시입니다. 물론 이기영은 현대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작가이지만 그의 대표작인 ｢민촌｣과 康
고향별에서 그
려지는 마을의 이미지를 통해 누가 천안을 떠올릴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천안문학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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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콘텐츠화 방안은 의도와 달리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문화콘텐츠 방안으로 제시한 ‘3)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 부분에 대
한 질문입니다. <표5>에서 제시한 전통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동, 청소년, 장
년, 노년으로 연령층을 나누어 활동을 구체화하고 체험을 위주로 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
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가야금병창’
이나 ‘봉산탈춤’, ‘부채춤’ 등의 프로그램이 과연 천안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인가? 라는 의
문은 여전히 듭니다. 그 지역만의 정서와 특수성을 감안해서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
소 일반적이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구현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필
자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신 의도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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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섭의 초기 신문연재소설과 ‘문학저널리즘’ 인식
- 康
진주는 주엇스나별를 중심으로
권동우(영남대)

<목 차>
1. 들어가며
2. ‘본격소설’에의 지향과 ‘문학저널리즘’ 인식
3. ‘생활감각’의 구축과 독자욕망의 재배치
4. ‘감각(感覺)’의 세계-결론을 대신하여

1. 들어가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염상섭은 다작의 작가이기도 하고, 문학계에 막 발을 들여놓던
1920년대로부터 1950년대까지 꾸준히 다수의 장편소설을 창작해 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장편소설은 康
무현금별과 康
홍염별등을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당대의 장편 대부분이 그렇듯
신문연재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염상섭이 신문연재소설로 첫선을 보인 작품은 40회 분
량의 중편으로 1923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해바라기｣(동아일보, 1923.7.18~8.26)라는 작품이
었다. ｢해바라기｣의 연재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로부터 같은 지면에 康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
냐별(동아일보, 1923. 8.27~1924.2.5)라는 작품을 129회에 걸쳐 연재함으로써 비로소 염상섭의
장편소설은 시작된다.1) 이후 그는 해방 이전까지 동아일보를 비롯해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등
에 매년 빠짐없이 작품을 연재하여 康
二心별이나 康
삼대별등의 문제작들을 만들어낸다. 해방 후
에도 이러한 그의 창작열은 식지 않고 康
취우별, 康
젊은 세대별와 같은 장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염상섭의 소설세계에서 이처럼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작품 경향에서 ‘신문연재’라
는 형식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논의의 출발점으로 우선 1920년대 중반 ‘동아일보’에 연재된
康
진주는 주엇스나별(이하 康
진주별로 약칭)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상 신문연재소설에 대
한 연구는 그것이 지닌 형식상 내용상의 특징에 따라 대체로 ‘통속성’ 또는 ‘대중성’에 대한
입론으로 논의가 집중된다. 따라서 우선 염상섭 연구사의 전반을 간략히 살핀 후, 각론에 해
당하는 ‘통속성’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대략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
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지금껏 나온 염상섭에 대한 연구는 미처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다종하게 이루
어져왔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만을 몇몇 언급하자면 우선, 작가사상 및 문학세계 전반에 대
한 종합적 고찰을 한 것으로 김윤식과 이보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윤식의 康
염상섭 연구별
의 경우 염상섭에게서 발견되는 ‘중산층 서울 토박이의 보수주의’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
1) 염상섭 장편소설의 출발점에 대한 의견은 논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한 예로 이현식의 경우
실질적으로 장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소설을 1927년 작 康
사랑과 죄별로 보고 있으며, 康
너희들은 무
엇을 어덧느냐별의 경우 주인공과 중심 갈등의 불분명함, 작품 전후반부의 단절이 장편소설로 보기 힘
든 요인이라 밝히고 있다. 이현식,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문학-일제하 장편소설｣, 康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별, 깊은샘, 1998,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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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와 작품 활동 전반을 살핀 것으로 유명하다.2) 이보영은 康
난세의 문학-염상섭론별에서
해방 이전으로 논의의 범주를 제한하고, 이 시기 염상섭의 문예는 한마디로 식민지기 민족적
수난과 고통에 따른 ‘난세의식’의 발현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문학적 성격’으로의 도정임
을 밝히고 있다.3) 그 외에도 식민지적 근대 안에서 ‘민족’을 화두로 한 염상섭 작품의 민족주
의 및 리얼리즘적 특징을 밝힌 90년대의 연구들4)을 비롯해서, 풍속사적 관점에서 염상섭의
여성 인식 및 연애담론 등을 살핀 최근의 연구5)까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수많은 질적ㆍ양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상섭의 문학세계에서 아직 뚜
렷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만세전｣(1922) 이후 康
삼대별(1931)에 이르기까지 일련
의 신문연재소설에서 발견되는 작품의 ‘통속화’ 경향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 방면에 대한 논
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중 최혜실은 康
사랑과 죄별와 康
백구별를 대상으로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백금반지 모티프의 상투적인 사용이 ‘타락한 카타르시스의 전형’이라
결론짓고, 궁극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윤리관을 통해 독자들의 가짜욕망과 만족을 불러일으
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6) 조남현은 ｢갈등론으로 본 염상섭의 <사랑과 죄>｣에서 염상섭
이 1920년대로부터 이미 ‘통속적인 것에의 견인력’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康
사랑과 죄별
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가치관 충돌이 작가의 사회의식과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
한다. 결국 그는 염상섭의 이러한 ‘이념소설에의 지향’이 작품을 단순한 애정물이나 연애소설
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됨을 밝히고 있다.7) 이렇듯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통속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작품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 태도를 취하
는 한편과, ‘통속’과 ‘이념’이라는 양가적 관점 중 후자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높게 사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 김경수의 논의는 이러한 앞서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1920~30년
대 염상섭의 문학론을 점검함으로써 ‘통속소설’에 대한 작가적 견해의 성립 위에 일련의 작품
들이 창작되었음을 밝혀두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가 대상으로 삼고 있
는 것은 康
이심별(1928), 康
백구별(1932), 康
목단꽃 필 때별(1934)와 같이 기존의 통속성 연구와 관
련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작품에 집중되어 있어 염상섭의 초기 신문연재소설의 작품
경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 한기형은 康
만세
전별이후 康
삼대별에 이르기까지 발견되는 염상섭 소설의 통속성을 다분히 식민지적 조건과 한
계를 인식한 서사전략의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8) 이상
의 두 연구는 앞서의 연구들과 달리 특정한 비판과 긍정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서도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이 지니고 있는 ‘통속소설’로서의 성격 그 자체의 의미를 작가의 자의식으로부터
발견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김윤식, 康
염상섭 연구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3) 이보영, 康
난세의 문학-염상섭론별, 예림기획, 2001.
4) 문학과사상 연구회에서 펴낸 康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별(깊은샘, 1998)에 실린 일련의 연구들이 대표적
이다.
5) 공종구, ｢염상섭 초기소설의 여성의식｣, 康
한국언어문학별제7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이광수,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6) 최혜실,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209~225쪽.
7) 조남현, ｢갈등론으로 본 염상섭의 <사랑과 죄>별, 김종균 편, 康
염상섭 소설연구별, 국학자료원, 1999,
45~68쪽.
8)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康
대동문화연구별제8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2013, 175~208쪽.

- 2 -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1920년대로부터 시작되는 염상섭
의 신문연재소설 및 그에 나타난 작품의 통속화 경향이 지닌 의미와 작가적 고민에 대한 부분
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1920년대로부터 30년대까지, 나아가 해방 후까지 염상섭의 장편소
설이 꾸준히 보여준 ‘통속성’의 특징과 의미를 그의 초창기 신문연재소설로부터 구하고자 하
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특히 앞선 연구들이 ‘통속성’의 관점으로 일부 밝혀두고 있지만 미
진하다고 판단되는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작가적 견해와 자의식의 측면을 ‘저널리즘문학’ 또는
‘문학저널리즘’9)에 대한 염상섭의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가 새롭게 주목
하는 지점은 ｢해바라기｣(1923)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신문연재소설에서 당대의 소위 ‘신청년’
들의 ‘자유연애’ 사상과 그에 얽힌 풍속 및 세태를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 염상섭의 ‘감각’과
관련된 것이다. 1920년대 초중반 염상섭이 신문연재소설에 대해 지녔던 감각, 그것은 곧 ‘신
문’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대변하는 ‘저널리즘’과 그에 대한 (지식인) 작가로서의 고민이 결합
되어 만들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1920년대 염상섭의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작가적 이해를 해
당 시기를 비롯해서 해방 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평문 및 수필로부터 확인해보고, 나아가 그렇
게 형성된 신문연재소설의 창작세계관과 작품은 서로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2. ‘본격소설’에의 지향과 ‘문학저널리즘’ 인식
‘문학저널리즘’은 신문을 통해 창작과 발표에 임하는 작가의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
다. 신문이라는 매체가 지닌 저널리즘적 특성에 대한 작가적 이해, 나아가 그에 따른 창작의
의도 및 방향과 주제 설정에 대한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를테면
‘문학저널리즘’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저널리즘’10)이란 단일 개념은 ‘통속성’이나 ‘대
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문연재소설에 관한 ‘문학저널리즘’의 개념 역시 이러한
문제, 다시 말해 ‘통속/대중소설’에 관한 담론과 그에 얽힌 문제의식을 떠안게 되는 것은 필연
9) 지금껏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한 ‘저널리즘문학’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신문연재’라는 특징에 주
목하여 ‘통속문학’ 또는 ‘대중문학’의 관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사실상 ‘저널리즘문학’이라는 것은 ‘통속/대중문학’과 동의어로 인지됨으로써 실질적인 개념정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실상 ‘저널리즘문학’과 ‘문학저널리즘’은 어휘배열을 달리할 뿐 뚜렷하게 구분하기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차이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흔치 않다. 하지만 본고는 두 용어를
구분해서 보려 하며, 특히 후자인 ‘문학저널리즘’의 개념에 좀 더 천착해보고자 한다. 흔히 ‘저널리즘
문학’이라는 용어가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에 실린 문학작품 전반을 지칭하거나, 문학 작품과 독자의
만남에 매개가 되는 잡지나 신문의 매체로서의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된다고 할 때, ‘문
학저널리즘’은 이러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다소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본고에서는 ‘문학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작가ㆍ작품ㆍ매체ㆍ독자’ 사이에 형성
되는 일종의 긴장관계를 반영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려 한다. ‘문학’과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결
합하면서 발생하는 매체의 작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작가의 매체 및 독자에 대한 고민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그러한 구도를 반영하는 다방면의 인식들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저널리즘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는 주로 신문연재소설을 지칭하여
그에 결부된 ‘상업성’이나 ‘통속성(대중성)’이라는 특징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문학저
널리즘’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저널리즘을 향한 일방적 추수만을 의미하기보다 저널리즘에 대한 문학
쪽에서의 가치판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저널리즘문학’이라는 용어가 지닌 부정일변도의 인식
들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저널리즘(journali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해두고 있
다.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 넓게는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정보 및 오락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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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문제는 그에 관한 대개의 담론과 문제의식은 ‘통속/대중소설’을 ‘본격/순수소설’의 대
타항으로 설정해 흥미위주의 상업적 독서물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11)
염상섭은 1920~30년대 근대문학의 지형과 변화, 특징에 대해 다수의 평론을 통해 다각도의
평을 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평론 중에서 자신의 소설 작품이 놓인 자리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염상섭은 1920년대 초중반부터
신문에 연재하고 있던 자신의 중ㆍ장편 소설에 대해서 스스로 어디쯤 위치시키고 있었던가.
구체적으로 밝혀두고 있지 않지만, 1934년 매일신보에 연재형식으로 기고한 ｢통속ㆍ대중ㆍ탐
정｣이라는 글에서 그는 “통속소설일지라도 소위 본격적 소설이 아닌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술
미의 고하(高下)로 논지(論之)할 것이니, …(중략)… 통속소설 이상의 예술소설은 지금 정도의
신문연재소설로 부적(不適)한 것은 물론이다”고 하여 자신의 신문연재소설 역시 이러한 지위
에 있었음을 변호하듯 우회적으로 밝혀두고 있다.
염상섭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신문의 지면에 써낸 소설은 비록 통속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
을지라도 그 안에는 ‘예술미’가 담겨 있어 본격소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살
핀 바와 같이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작가적 이해는 소설작품의 ‘통속성’이나 ‘대중성’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고민과 문제의식을 낳게 하고 나름의 창작세계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한
다. 강용훈에 따르면 “한국에서 ‘통속’이라는 말은 영어 popular 및 common과 유사하게 중
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것이 “때로는 공통적인 것을, 때로는 저급한(vulgar) 것을 의
미하는 말로 사용”되며, 따라서 “‘통속’ 개념의 역사를 추적하는 작업은 ‘공통적인 것’과 ‘저속
한 것’의 경계를 탐색하는 일”이 된다.12) 대개의 경우 ‘공통적인 것’은 ‘대중성’에 결부된 것으
로, ‘저속한 것’은 ‘통속성’과 좀 더 가까운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문연재소설을 대하는 대개 작가들의 경우 ‘통속성’ 및 ‘대중성’에 결부된 부차적 의미
나 사회적 통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창작에 임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빠질 수 없
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업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신문ㆍ잡지의 성격으로 인한 ‘상업성’에 대한
고민이며, 이 역시 작가의 내면에 직간접으로 자리잡게 된다. 물론 상업성에 대한 고민은 결
국 독자의 확보라는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앞서의 통속성이나 대중성에 대한 고민과 같은 맥
락에 놓이게 된다.
이상의 문학저널리즘에 얽힌 내외부적 시선 외에도 신문연재소설의 창작에 임하던 당시 염
상섭에게는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을 비롯해 신문사 측의 직접적인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었음
이 확인된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한정된 발표 지면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당시의 입장에서
결국 독자의 확보라는 문제로 이어짐으로써 ‘상업성’에 대한 고민을 낳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
로 그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다.
① 개인으로도 순전히 문학에 정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을지, 거개가 직업인으로서 문학은
여기요, 부업이었다. 필자와 같음은 기자생활과 창작의 집필을 교체적으로, 즉 실직하고 들어앉은
때마다 간헐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음에 불과하였으나, 그나마 발표할 신문잡지가 국한되어 있으니
얼마 안 되는 작가로서도 공급과잉상태가 되어 장편 하나 발표하기에도 지면획득에 쟁투전이 일어
11) 이러한 ‘통속/대중’과 ‘본격/순수’의 이항대립이 낳은 소위 ‘고급/저급’의 문화적 취향 구분과 그에
따른 위계화 및 서열화 관습의 폐단은 이 방면의 오래된 논란거리이기도 하고, 실상 ‘통속소설’로 분
류되는 작품의 가치 재고에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하지만 본고가 그러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논의의 범주가 확장되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통속/대중소설’에 관한 일반론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2)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康
대동문화연구별제85집,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2014,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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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지경이었던 것이다. 하고보면 문단생활 근 30년이라 하여도 문학을 집어치우고 순직업인으로 만
주에 나가 있던 8, 9년을 제외하고 약 20년 가까운 문필생활을 하였다 하여 시간으로나 분량으로
나 그 3분의 2 넘어는 신문잡지의 기사이었을 것이오, 겨우 3분의 1이 문학적 노력이었을 것인데,
그나마 먹기를 위한 잣단 돈푼에 팔려 쓴 것이었다 하겠다. 문학 하였다고 작가생활이라고 큰 소리
를 칠 건더기가 없다.13)(강조: 인용자)
② 그러나 내 경우에는 발표욕이 문제가 아니라, 성근(誠勤)도 남만 못한 데다가 당장 먹고 살자니
붓대부터 들게 되고 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1, 2주일을 앞두고 예고문(豫告文)부터 쓰라고
독촉하는 벼락 소설에 구상도 충분히 할 새 없이 붓을 든대서야 비록 상당한 수련이 있기로 조수족
(措手足)이나 할 겨를이 있겠는가? 10여 년 전, 만주로 떠날 제 결심은 밥걱정이나 안 하게 될 때
까지 공부나 하며 그 실(實)답지 않은 고료생활을 면하게쯤 되거든 다시 창작의 붓을 들겠다는
것이었으나 그 역(亦) 꿈이었다.14)(강조: 인용자)

해방 후 지난 문단활동 초기에 있었던 작가로서의 고충을 회고하는 글이라 어느 정도의 가
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의 두 번째 인용에서 염상섭이 밝힌 소위 ‘고료생활(稿料生活)’이
라는 표현은 작가로서의 고충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자신의 작
가생활 전체를 통틀어 ‘매문(賣文)’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작가로서의 자괴감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발언들이 중견작가로서 지나친 겸사(謙辭)에 해당하
는 것이긴 해도 실질적으로 신문연재소설을 막 써내기 시작하던 1920년대 당시의 작가적 내
면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예로 1923년부터 다음해까지 동아일보에 연재
한 康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별라는 작품에서 염상섭은 그의 분신으로 등장하는 ‘김중환’의
입을 빌려 “사람이 자긔 직업에 만족하고 자긔의 직업을 예술화(藝術化)해서 그 직업이 곳 자
긔의 생활내용(生活內容)이 될 수 잇다 할 디경이면 그것처럼 행복스러운 것은 업겟지요”15)라
고 하여 자신의 고민을 피력한다. 이는 곧 생활을 위해 취한 신문연재소설의 창작이 작가로서
의 순수한 문예활동과 충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적잖이 고통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다.
주목할 것은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 창작에 대한 고민은 위의 요소들에서도 미루어 짐작되
지만 소위 ‘본격/순수소설’이 지향하는 ‘예술미’에 대한 고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는 이미 1920년대 초반부터 “진정한 예술적 내용이 될 만한 ‘예술미’와 쾌락적 표현인 ‘쾌미
(快美)”16)를 엄밀히 따져서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창작 시의 작가적 내면은 복잡하고도
중층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상 염상섭이 토로하는 이러한 고충은 문단에 발을 들여놓던 1920
년대 전반기부터 일종의 이상향으로 자리잡은 그의 ‘모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흔히 초기 3부
작으로 분류되는 작품 중 자기반성적 서술로 유명한 ｢암야｣(1922)에서 염상섭은 “생활을 유희
하고, 연애을 유희하고, 교정(交情)을 우롱하고, 결혼 문제에도 유희적 태도…… 소위 예술에
까지 유희적 기분으로 대하는 말종”17)이라고 하여 이미 문학예술에 대한 지고지순의 감정을
13) 염상섭, ｢나의 소설과 문학관｣(康
백민별, 1948.10), 한기형ㆍ이혜령 편, 康
염상섭 문장 전집별Ⅲ, 소명출
판, 2014, 107~108쪽
14) 염상섭, ｢나의 문학수련｣(康
문학별, 1950.6), 위의 책, 192~193쪽.
15) 염상섭, 康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별, 권영민 외 편, 康
염상섭전집별1, 민음사, 1987, 215쪽. 단행본이
나 전집으로 엮이지 않은 康
진주는 주엇스나별를 제외하고, 앞으로 본고의 작품 인용은 모두 1987년
판 민음사 전집을 기본으로 하며, 본문 또는 각주에 작품 제목과 해당 전집의 권수 및 면수만 따로
표기.
16) 염상섭, ｢개성과 예술｣(康
개벽별 제22호, 1922.4), 한기형ㆍ이혜령 편, 康
염상섭 문장 전집별Ⅰ, 소명출
판, 2014,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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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끈질기게 본격소설을 지향하고 작품에 소위 ‘예술미’를 담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내
면에 크게 자리한 가운데, 신문연재소설이 당면하고 있던 ‘통속성’이나 ‘상업성’에 대한 요구,
나아가 ‘생활인’으로서의 고민을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곧 ‘문학저널리즘’
에 대한 염상섭의 작가적 이해를 따지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아래의 인용에서 ‘통속소설’
및 ‘본격소설’의 지위와 조선의 현실적 조건을 논하는 그의 관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① 나는 소설을 쓰면서 매양 누구에게 읽히려고 쓰느냐는 질문을 자기에게 발하는 때가 많다. 자기
딴은 다소 고급이라 할 만한 표준으로 쓸 때에는 소위 문단인끼리만 읽으려고 쓰는 것인가 하고 스
스로 묻는다. 또 그보다 좀 낮춰서 소위 신문소설, 통속소설을 쓸 때에는 독자의 계급적 성질과 교
양의 최고ㆍ최저점과 평균점이라는 것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자기는 동호자(同好者)끼
리를 위한 소설과, 중학교 3,4학년 생도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 통속소설을 쓴다는 답안에 도달하였
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문예와 계급적 관계를 제시할 것이요, 아울러서 조선
의 현상(現狀)은 얼만한 정도의 문예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18)(강조: 인용자)
②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는 위에도 누술(屢述)한 바와 같이 역사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제
반정세가 문운의 융성을 기필(期必)키고 어렵고 작가ㆍ작품의 획시대적 출현을 가능케 할 조건도
구비치 못하거니와 취중(就中)에도 발표기관이 수종의 신문 이외에 없음을 보아 더욱이 발전할 전
도가 망연한 감이 있다. 만일 우리 사회에 고급작품을 목표로 한 순문예지라든지 권위 있는 간행물
이 있고, 또 각성한 출판업자가 있다 하면 다대한 자극과 공헌이 있겠으나, 완전한 문예지 하나도
없이 저급의 신문소설만이 문예의 전체요, 구소설이 여전히 견실한 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중의 요구가 그에서 더 나가지 못한 까닭인지, 또는 작가의 미숙으로 민중은 기대 요구하되 이에
응치 못함인지 생각하여볼 일이다.19)

먼저 ‘통속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는 ‘통속소설’을 ‘본격소설(예술소설)’에 닿기 위한 일종
의 과도기적 형태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앞서 김경수 역시 1920년대 말부
터 30년대까지 걸쳐 염상섭이 발표한 일련의 평문들을 분석하여, ‘통속소설’에 대한 염상섭의
판단이 결국 “과도기적인 소설의 한 유형”임을 자각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20)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작가로서 염상섭의 궁극적 지향점을 외면하는 결과를 불러오
거나, 막연한 절충주의적 관점에만 의의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통속소설’ 이후에 올
‘본격소설’에 문학예술의 본령을 두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 1920년대 염상
섭의 통속소설에 대한 가치판단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즉 결론적으로
염상섭의 통속소설에 대한 긍정은 당시 민중(대중독자)의 독서력(독서열 및 독서욕)을 감안한
절충적ㆍ현실타협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긍정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통속소설을 본격소
설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염상섭이 일시적으로 통속
소설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종국에는 “대중의 문예화를 안목(眼目)으로 하고 문예의 대중화
를 경계”21)하고자 했다는 점은 이를 더욱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17) 염상섭, ｢암야｣, 康
염상섭전집별9, 55쪽.
18) 염상섭,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전7회, 康
동아일보별, 1928.4.10.~4.17), 康
염상섭 문장 전집별Ⅰ,
697~700쪽.
19) 염상섭, ｢소설과 민중-｢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의 속론｣(康
동아일보별, 1928.5.27.~6.3), 위의 책,
721~722쪽.
20) 김경수, ｢염상섭의 통소소설 연구｣, 185~195쪽 참고.
21) 염상섭, ｢농촌청년의 독물｣(康
매일신보별, 1934.8.22.~8.23), 한기형ㆍ이혜령, 康
염상섭 문장 전집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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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중의 ‘독서력’에 대한 그의 판단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저널리즘’의 한 축이 작가와 독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긴장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라고 할 때, 염상섭이 독자의 ‘계급적 성질’이나 교양의 고하(高下) 및 평균점을 따져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로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을 따짐으로써 내린 결론이지만,
독자의 감상력 수준을 고려한 소설 창작은 작가의 자유로운 사고의 발전과 세계관 형성에 걸
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민중이 소설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교화적 요소가 아니다.
자미잇는 것, 일시적 흥미를 만족시키는 것”22)이라는 염상섭의 정세 판단에는 자신의 문학적
지향과 독자대중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독자들의
요구에 맞는 소설을 써 나가는 매 순간은 작가적 이상에 반하는 스스로의 모순된 처지를 자각
하게 순간이 된다.
이처럼 작가와 독자의 엇갈린 욕망 사이에서 염상섭이 취한 태도는 절충주의적인 것이었다
할 때, 스스로 떠안은 모순과 고민을 과연 그는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한기형은 이를 “아속(雅俗)의 균제”라는 염상섭의 소설미학으로써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康
만세전별이후 소설에서 나타난 ‘통속성’은 식민지 노블이 지닌 한
계를 뛰어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한 서사전략이며, ‘데모크라시’ 정신의 소산이라는 것이
다.23) 이처럼 ‘아속절충’의 장 안에 염상섭의 장편을 위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과도기적 형태로
서 통속소설의 지위를 인정하던 염상섭의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의 신문연재소
설에서 ‘속(俗)’의 층위를 담당한 것은 문학의 오래된 주제이기도 한 사랑과 관련된 서사이며,
이에 한층 독자들의 ‘흥미를 만족’시킨 것은 당대의 자유연애에 관한 담론과 그에 얽힌 일련
의 ‘스캔들’이었다.24) 반면 본격소설로서 ‘아(雅)’의 요소를 갖추는 문제는 우선 무엇을 통속성
과 구분되는 소위 ‘예술미’로 규정하여 작품 속에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는 점
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1920년대 본격소설이 지향하는 ‘예술미’에 대한 염상섭만의 독자적인 판단 지점이
드러난다. 그는 ‘생활과 현실’에 대한 묘사를 강조하며 문예의 본질, 나아가서는 근대적 소설
문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얼리즘’의 문제로 되돌아감으로써 ‘통속성’과 구분되는 ‘예술
미’를 확보하고자 한다.
만일 문예가 자못 순객관적으로 자연을 시화(詩化)하거나 인생생활을 묘사함에 그친다 하면,
즉 사람의 감정, 의지, 사상을 부가하거나 혹은 그러한 주관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자연미를 문자
로 번역하거나, 인생생활을 묘사하고 보고하는 것이 문예라 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적 번역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허심(虛
心)한 태도로 현상에 대하며 절대객관, 절대사실을 주장할지라도, 그 내면, 그 배후에는 관자(觀者)
의 생활이 유력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중략)… 이 점이 문예의 보편성과 동일히 문예의 개성ㆍ민
족성ㆍ계급성을 용인케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논의할 바도 아니지만은, 동시에 ‘순객관’이라는 말은

소명출판, 2014, 399쪽.
22) 염상섭, ｢소설과 민중-｢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의 속론｣, 康
염상섭 문장 전집별Ⅰ, 720쪽.
23)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참고.
24) 1923년의 ｢해바라기｣로부터 이어지는 康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별, 康
진주는 주엇스나별와 같은 작품
이 나혜석이나, 김원주 등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였다거나, 당시 일본과 조선 신청년들의 연애사건
과 관련된 스캔들을 소재로 창작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수의
｢현대소설의 형성과 스캔들-횡보의 <진주는 주었으나>를 중심으로>｣(康
국어국문학별제143집, 국어국
문학회, 2006)를 비롯해, 최미진ㆍ임주탁의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1920년대 康
동아일보별연재소
설을 중심으로｣(康
한국문학논총별제44집, 한국문학회, 2006.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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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상에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다만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서 객관을 주상(主尙)하는 것은, 작가
의 의식적 태도에 그치는 것이요, 어떠한 작품이든지 작가의 생활과 및 작가의 생활을 조직하고 지
배하는 시대정신과 생활감각 및 생활의식이라는 액즙으로써 반죽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논의
도 지금 새삼스러이 설명할 바가 아니지마는, 하여간 이 방면으로, 즉 생활에서 문예라는 것을 볼
진대, 그것은 한낱 생활기록에 불과한 것이요, 현실타파운동의 부분적 보고서에 그치고 마는 것이
다. …(중략)… 인간이라는 배우가 현실 위에 올라서서 살찌고 가로 퍼진 놈은 희극을 연출하고, 마
르고 세(縱) 자란놈은 비극을 실연(實演)하는 것이요, 그 연출법에 의하여 ‘그 시대인은 그 발판인
현실을 어떻게 지배하여가는가? 어떻게 지배되는가? 또는 어떻게 지지하는가? 혹은 어찌하여 타파
하려 하며 어떻게 개조하여 가는가?’를 (예술적 방향으로) 문자로 묘사하고 (간접적 수단으로) 사상
과 의지로 주장하여, 동일한 시대의식과 사회환경과 생활감정을 가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
하고가치 있는 문예요, 그 이외의 것도 아니며 그 이상의 것, 혹은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25)(강조:
인용자)

일반적으로 저널리즘 역시 절대객관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보도의 일차적인 핵심은 객관
성, 즉 ‘사실(fact)’의 전달이다. 물론 염상섭은 이러한 저널리즘 상의 특징을 문학예술에 있어
리얼리즘의 핵심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때의 판단은 문학작품이 객관성을 담보한
‘사실(fact)’이 아닌 ‘허구(fiction)’라는 단순한 상식에 의해 내려진 것도 아니다. 즉 “인생생활
을 묘사하고 보고”하는 문제를 넘어서 “(예술적 방향으로) 문자로 묘사하고 (간접적 수단으로)
사상과 의지로 주장하여, 동일한 시대의식과 사회환경과 생활감정을 가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하고 가치 있는 문예”라는 염상섭의 판단에는 “인생 그대로가 아닌 인생을 재료로
하여 다시 만든 것”26)이라는 리얼리즘 문학의 핵심이 담겨있으며, 나아가 단순한 저널리즘이
아닌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이상이 담겨 있다. 애초 ‘저널리즘’ 역시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의 전달을 넘어 의견과 해석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때, 염상
섭이 주장하고 있는 리얼리즘 정신이야말로 이러한 후자의 문제와 결부되어 비로소 ‘문학저널
리즘’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생활과 현실’의 묘사라는 측
면에서 그가 주목한 당대의 ‘연애담론’이라는 것이 ‘통속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또다
시 걸림돌이 되는 문제다. 결국 ‘통속성’과 ‘예술미’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 되어 작가의
내부에서 뚜렷한 구분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상섭은 곧 “시
대정신과 생활감각 및 생활의식이라는 액즙”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양가성의 초월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康
진주별와 같은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27)
염상섭의 판단처럼 ‘시대정신’ 또는 ‘생활감각’을 ‘예술적 방향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곧 ‘본
격소설’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때, 한편에서 이를 가능케 했던 힘은 그의 문단생활 대부분을
함께 한 ‘기자’라는 직업이었다. 염상섭이 자신의 ‘고료생활’을 한탄하고, ‘직업의 예술화’를
꿈꾸며 문학자로서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상 소위 ‘기자 노릇’과 ‘작가 노릇’이
라는 분리 불가능한 두 역할 사이에서의 부침(浮沈)에 기인한다. 김윤식은 염상섭의 이러한 갈
등과 고민을 다루면서, 김동인의 ‘창조파’에 맞서 조직한 ‘폐허파’의 시작, 그리고 동아일보 기
자직을 그만두고 오산학교 교원으로 가는 시점이 곧 본격적으로 염상섭이 작가 노릇을 시작한
지점임을 논한 바 있다.28) 하지만 거의 평생을 두 역할을 감당해내던 그가 어느 한쪽, 즉 작
가로서의 역할에 몰두한다 해도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신
25)
26)
27)
28)

염상섭, ｢문예와 생활｣(康
조선문단별, 1927.2), 康
염상섭 문장 전집Ⅰ별, 543~544쪽.
이상섭, 康
문학비평용어사전별, 민음사, 2001, 142쪽.
이들 작품에 대한 세부 논의는 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의 康
염상섭 연구별제1부의 4, 5, 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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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재소설’의 경우 기자로서 몸담고 있던 ‘신문’이라는 매체에 작품을 창작하여 싣게 됨으로
써 그러한 기자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염상섭의 신문연재소설에서
는 작가로서의 ‘예술인’과 기자로서의 ‘직업인’이라는 정체성이 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
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세계관(주의, -ism)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이 곧 1920년대의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염상섭의 작가적 태도와 결부되어 있
음은 물론이다. 또한 해당 문제는 소위 소설의 ‘통속성’과 ‘예술미’를 구분하는 관점과도 이어
져 있는 것으로 염상섭이 그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실질적인 작품 을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3. ‘생활감각’의 구축과 독자욕망의 재배치
앞서 언급한 바 서로 관련을 가진 두 가지 문제, 즉 ‘통속성’과 ‘예술미’의 구분을 위한 리
얼리즘의 구현과, ‘직업인’과 ‘예술인’ 사이에서의 정체성을 ‘생활감각’이라는 하나의 창작세계
관으로 엮어내려는 시도는 1920년대 중반의 신문연재소설 康
진주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염상섭은 康
진주별에서 ‘문학저널리즘≒리얼리즘≒예술미’라는 그의 작가적
이해를 드러내는 한편, ‘본격소설’을 지향하면서도 ‘통속소설’의 일종인 신문연재소설의 창작
에 임하는 양가적 태도의 극복을 위한 고심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다.
임화는 저 유명한 ｢통속소설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전의 新聞小說이란 것은 其實 新聞에 發表되였다 뿐이지 本質에 있어선 藝術小說이라 할 수
있었다. 예전 每申이나 東亞에 실리던 春園의 小說을 비롯하여 想涉, 憑虛 或은 그 뒤의 諸 作
家의 小說이 다 新聞을 長篇小說 發表의 唯一의 機關으로 생각해 왔었고, 事實 朝鮮文壇(乃至는
出版界)의 現實이 長篇을 原稿채 印刷할 能力이 없었고, 雜誌가 그것을 堪當해나가기 어려웠던 만
큼 實際 朝鮮 長篇小說은 新聞에 依據하여 發展해온 것이다.29)(강조: 인용자)

그의 지적에서 새겨보아야 할 것은 1930년대 이전까지의 신문연재소설이란 김말봉과 같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통속소설’이라기보다 ‘예술소설’에 가깝다는 언급이다. 여기에는 물론
1920년대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 소설을 연재하던 염상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임화는
｢통속소설론｣에 앞서 ｢본격소설론｣과 ｢세태소설론｣을 쓰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본격소설’이
란 세태소설이나 심리소설과는 다른 것으로 소위 ‘성격(말하려는 것)’과 ‘환경(그리려는 것)’의
분열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이다.30) 이 점에서 보자면 결국 생활과 현실을 “문자로 묘사하고
사상과 의지로 주장”할 것을 내세운 염상섭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본격소설’의 관점과 임화의
관점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논자들에 따르면 康
진주별의 경우는 앞서 발표된 康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별보다 더
욱 ‘통속화’된 경향을 보여주며, 흥미위주로 서술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31) 하지만 위와
29) 임화, ｢통속소설론｣, 康
문학의 논리별, 학예사, 1940, 396쪽.
30) 임화, 위의 책, 341~386쪽 참고.
31) 시라카와는 康
진주별의 경우 전작인 康
너희들별보다 더욱 신문연재 소설 특유의 통속성이 부각되고 있음
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약해두고 있다. ① ‘xx운동’이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를 암시하거나, 애욕
스캔들 등을 축으로 한 스토리 전개. ②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등장인물들의 특이한 행동.③ 등
장인물들이 선인과 악인으로 확실하게 이분되어 있는 점. ④ 실생활에는 쫓기고 있지 않는 듯한 ‘고
등유민(高等遊民)’적인 청춘 남녀가 많은 점. 시라카와 유타카, 康
한국근대 지일작가와 그 문학 연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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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화의 지적에 따르면 1920년대 염상섭의 소설은 여전히 본격적인 의미에서 ‘통속소설’
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문제의 지점이다. 상반된 두 관점을 고려해볼
때 과연 康
진주별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실상 통속과 본격의 사이, 그 어디쯤이라고 가정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논자에 따라 ‘과도기적 형태’ 또는 ‘아속의 절충’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하나의 작품 안에 함께 공존하는 ‘통속성’과 ‘예술미’를 잇는 연결고리를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한다. 본고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염상섭의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작가적 인식에
의해 도달한 리얼리즘 정신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서두에 언급한 바대로 ‘문학저널리즘’에는
작가ㆍ작품ㆍ매체ㆍ독자 사이의 긴장관계가 반영된다. 창작주체인 작가로서는 한편으로 이러
한 ‘긴장관계’를 해소시켜 줄 나름의 창작세계관을 찾게 되는데, 염상섭의 경우 ‘기자’ 경험에
서 얻은 ‘생활감각’과 그에 따른 리얼리즘적 태도에서 발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康
진주별는 ‘동아일보’에 1925년 10월 17일부터 다음해 1월 17일까지 86회 분량32)으로 연재
되었으며, 1926년 재도일 직전까지 집필한 소설로 염상섭 초기소설의 특징을 다방면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우선 염상섭이 康
진주별에서 펼쳐놓은 ‘생활감각’은 네 가지 방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유연애’에 얽힌 풍속과 세태 현실이며, 둘째는 계급관계에 얽힌 부조리한
사회현실이다. 셋째는 ‘직업인(기자노릇, 생활인)’의 감각에서 발견되는 소위 ‘목구멍 송사’와
관련된 현실(근대적 자본주의 현실)이며33), 넷째는 전근대적 가치관과 이념의 잔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康
진주별의 전체 스토리 역시 위의 네 방면의 감각이 서로 교차됨으로써 구성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첫째와 넷째에 관련된 이념과 성격이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의 대결 양상을 통해 현실
의 타락상을 고발ㆍ비판하거나, 도덕적ㆍ윤리적 시민의식의 강조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康
진주별는 주로 유학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소위 인텔리 ‘신청년’들을 통해
당대의 근대적 사상 및 연애담론이 지닌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 중 단연 핵심인물이자
작품 속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은 경성제대 예과생인 20세 청년 ‘김효범’이다. 또한 ‘효범’과
작중에서 소위 “오각련애”의 스캔들을 일으켜 당시 자유연애에 얽힌 세태를 보여주는 인물은
22세의 일류 피아니스트 ‘조인숙’과 인천의 ××학교 교원으로 있던 21세의 ‘정문자’라는 여성
이다. 이들 중 ‘인숙’은 ‘효범’의 매부인 ‘진형석(진변호사)’의 집에 양녀처럼 얹혀사는 인물로,
결국 ‘진형석’의 계략에 넘어가 인천의 미두대왕(米豆大王) ‘리근영’이라는 속물적 인물에게 첩
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인숙’과 한 때 정을 나누었던 ‘효범’은 이를 알아차리고 막
아보려 매부인 ‘진형석’에 대적해보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폐병’을 얻어 한편으로 그에
대해 호감을 가진 ‘문자’와 함께 돌연 떠난다. 이후 두 사람은 ‘인숙’과 ‘리근영’의 결혼식 날
참석하여 일장 연설을 한 후 그대로 인천 앞바다로 나가 정사(情死)를 시도한다. 이처럼 康
진주
별는 근대적 사상, 그리고 일종의 영웅주의적인 도덕심을 지닌 신청년 ‘효범’과 구시대의 낡고
속물적인 인간군상과의 대결이 소설의 큰 축으로 버티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한편으로 유학청
년들의 애정문제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깊은샘, 2010, 116쪽.
32) 동아일보지에 기록된 康
진주별의 최종 연재횟수는 ‘86회’로 되어 있으나, 횟수 표기의 오류로 인해 사
실상 84회 분량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전집이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후 작품 인
용시 본문이나 각주에 연재횟수의 오류와 관계없이 해당날짜나 횟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33) ‘목구멍 송사’와 관련된 물질적조건의 문제, 나아가 ‘직업인’과 ‘예술인’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을
‘순수’라는 이념의 추구로 넘어서고자 한 이 시기 염상섭의 작가적 태도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구논
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권동우, ｢예술과 연애, ‘순수’에의 동경-염상섭의 康
너희들은 무엇을 어
덧느냐별를 중심으로｣, 康
동아인문학별제27집, 동아인문학회, 2014, 137~16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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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의 네 방면에서 제기된 생활감각으로 돌아가서, 염상섭은 때로는 ‘통속성’의 관점에
서, 때로는 사상과 의지를 담아냄으로써 리얼리즘적 태도를 견지하며 그가 추구하던 ‘예술미’
를 구축하려 한다.
사랑으로 나온 효범이는 “비싼밥”이란 말에 더 흥분이 되어 혼자 속으로 부르를 끄린다. “ ―파
는 놈두 파는 놈이지만 사는 놈두 그놈이 다 매부 솜씨에 거저 어수룩하게 노을리는 만무할게지?
무슨 병집을 잡어서든지 단돈 몇천원이라두 걸리는 게 업고서야 그럴리는 만무다. 안인적엔 인숙이
하구 지나는 말한마듸만 건니도 두 눈에 쌍심지가 삐치더니 요새는 개, 닭 쫓듯이 뿌리통뾰루퉁해
하는 것을 보아도 알쪼다. 그러나 차작염서에 샌퉁그러저 가지고 례식이니 깨몽동이니 하는 년도
신세 다 마친 년이지! 그따위 년이 무어? 련애? 예술? 흥! 아모리 세상이 말세라두……”
여긔까지 생각을 하다가 불숙 자긔 누의가 이리로 싀집 올 때의ㅅ 일이 머리에 떠올랏다
―아모리 내 누이ㅡ라두 오롱이조롱이다 여덜달만에 사태를 낫기에 망정이지 그 따위놈의 씨는
바덧다가 무엇하게! 자! 그러니 이 세상에 엇던 놈이 바르고 엇던 놈의 집밥을 못먹기루 입에 거미
줄이야 치겠지! 그 더러운 밥을 어더먹고 썩은 공부는 하면 무에 신신하단 말인구. 차라리 직접행
위로 젊은 계집년의 피를 빠라먹으면 그 턱찍기나 주서먹는 것보다는 남볼상에라도 나켓지… 하지
만 내 누의는 그때 형편이 동정 아니할 수도 업섯다고두 할 만하지 사십원 월급에 일곱식구가 턱을
치바치고 텬장바라기처럼 안젓스니 어린녀자의 마음에…… 그때에 내가 이만 낫세엿드래두 그러케
는 안되엇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아주 기생이나 갈보가 되엇든 편이 적어도 량심상 훨신 나엇슬
것이다.34)

인용문은 효범이 매부 진형석의 계략을 눈치 챈 후 사건의 연유를 짐작하고 비판을 가하는
대목이다. 효범의 생각을 통해 인텔리 신여성이 지닌 ‘연애’니 ‘예술’이니 하는 것에 대한 동
경의 세태, 나아가 그것이 지닌 허구성이 당대 사회의 한 단면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한편에
서는 그것이 자신의 손위 누이의 경우에 비춰져 물질적 조건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 한계 내에
서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양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康
진주별의 서술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진형석으로 대표되는 악한(惡漢)에 대한 고전적 비판과 응징보다, 1920년대의 근
대적 시대상을 좀 더 가깝게 보여주는 연애와 결혼,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통속적 서사이
다. 그것은 당대 독자들의 흥미요소를 잃지 않게 하면서도 객관적 현실 위에 조직된 작가의
“생활감각 및 생활의식”을 전달하는 서술방식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자들로 하
여금 소위 권선징악의 통렬함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하고 돈에 팔려가는 여성의 모습에서 신파
에 기댄 애절한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통속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이
다. 하지만 작품은 사실상 이러한 독자들의 통속적 기대와 욕망을 끝내 채워주지 않는다. 작
품의 마지막까지도 진형석은 여전히 부와 명예를 잃지 않으며, 간간히 신파적 자극을 제공하
던 조인숙은 결국 물질적 조건을 쫓아 리근영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다. 康
진주별가 이처럼 곳곳
에서 대중독자의 욕망과 어긋난 결말을 구성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작품은 임화의 지적
처럼 김말봉과 같은 본격적인 의미의 통속소설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작가인 염상섭과 독자 사이의 긴장관계는 사실상 일방적인 측면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된 부분에서와 같이 독자들은 염상섭이 그려 놓은 세계 내에서 흔히 통속
소설 일반이 제공한다고 여기는 쾌락적 감정을 느끼기보다, 생활감각에 얽힌 네 방면의 현실
과 그에 대한 비판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소설에서 일류 피아니스트로 그려지고 있는 ‘조인

34) 12회, 1925. 10. 28. 작품 인용 시 ‘동아일보’ 연재본의 표기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오되, 가독성
을 고려해 일부 자음 표기방식이나 띄어쓰기는 다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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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경우 실상 효범과 정을 나누고 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에는
리근영이 지닌 재력에 기대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인숙
은 신파적 자극을 꾸준히 제공하지 못하며, 한편으로 물질(돈, 자본)에 끌리어 사랑과 예술에
대한 순수함마저 잃어버린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게 볼 때 당대의 연애담론 내에서 근대적 사
랑이나 예술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졌던 독자들로서는 미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도 전에
근대가 조직한 세계의 허구적 실체를 불현듯 인식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康
진주별에서 염상섭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세계는 작품 내에서 사실상 좀 더 직접적으로 자주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미 계집을 팔고사는 세상이 아님닛가? 갑도 따지지 안코 기한도 뎡하
지 안코 남자의 민적의 한구통이를 메여준다는 혼서지 한장에― 문서 한장에 팔려가거나 만원 아니
라 만전에 팔려가거나 팔고사기는 일반이 아님닛가? 정복(征伏)압박(壓迫)이란 것은 시간(時間)과
비례하야 훌륭한 도덕(道德)이 되고 생활의 형식(生活形式)이 되지 안슴닛가? 그리하야 사람다운
량심의 그림자는 영원히 스러저버렷슴니다. 그러면 효범씨께서 만원에 팔려가는 일개의 천한 계집
을 불상히 생각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은 고마우신 일이요 반가운 일이지요만은 그보다도 먼저 정
복과 압박으로 말미암아 굿게 세워진 이 사회의 도덕과 생활형식이라는 것부터 물리치고 바서버리
랴고 하서야 올치나 안흔가 십슴니다. …(중략)… 툭터노코 보면 사내나 계집이나 누가 감히 나는
팔려가지 안는다고 앙바틔는 소리를 하겟슴닛가. 만원을 밧지 안는다고 만원에 팔려가는 인숙이를
웃는 자가 그 누구입닛가 효범씨! 그러케도 미우십닛가? 그러나 죄악과 눈물과 거짓과 억울이 몃천
년 몃만년동안 한데 엉기인 사람의 생활이라는 큰바위ㅅ덩이 우에서 그래도 판다산다하면서 긔어올
러가다가는 밋그러저 딍굴고 딍굴고서는 또 허위적어리는 이 인생들이 우습고도 긔막히며 미웁고도
불상하지 안슴닛가?35)(강조: 인용자)

리근영이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진형석의 집을 찾았다가 효범에게 된통 당하고, 인숙은
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난 후 그녀는 장문의 편지를 효범
에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 위의 인용은 그 중 한 대목으로 인숙은 자신의 입장에서 효범을 비
롯한 다른 이들에게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여기서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와
생활 현실이 지닌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다. 이러한 서술에는 생활인으로서 물
질적 조건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교환관계를 만들어내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현실이 담
겨있다. 또한 그러한 자본주의적 조건이 만든 계급관계의 부조리함이 ‘정복압박(征服壓迫)’이
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듯 유독 康
진주별의 서술에 이용되는 대화나 편지
에는 현실 세태에 대한 한 마디의 요약된 비판과 그에 따른 도덕적ㆍ윤리적 양심의 회복에 대
한 대중독자를 향한 호소성 짙은 주장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흔히 임화
가 지적한 ‘세태소설’의 일부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작가의 교조적 이념이 계
몽적 논설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달리 보아야 할 것은 단순
히 통속적 소재에 얽힌 세태만을 소위 ‘순객관’의 관점으로 펼쳐놓는 것이 아닌 생활현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한편으로 시민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염상섭은 통속성과
예술미를 한 편의 신문연재소설에서 함께 또 따로 담아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후반부의 기자 ‘신영복’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작가의 이러한 고
발 및 비판의식은 절정에 달한다.

35) 42회, 19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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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까진 진형석이란 놈이 누구요? 한국시대에는 xx사건에 매국검사(賣國檢事)라고 패차고 나섯든
놈이요 합병 후에는 고리대금업 변호사로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래 그 놈을 신사라고 가만 내
버려둔단 말이요? 신사벌(紳士閥)끼리는 리해휴척이 가트니까 옹호도 하겟지만 나는 신문긔자의 직
책으로 어느때든지 써노코야 말테요. 권고사직(勸告辭職)을 당하기 전에 사직청원서를 간부에게 뎨
출하고서라도 쓰고야 말것이요. 신사라는 가면을 쓰고 인육장사를 하거나 음악가라는 간판 뒤에 숨
어서 밀매음을 하거나 유망한 청년을 유인해서 타락을 식혀도 신문은 신사벌의 옹호만 하고 안젓스
면 고만이란 말이요?”36)

康
진주별의 후반부에 효범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시켜 마무리 지은 것
은 ××신문 사회면에 실린 신문기사였다. 진변호사가 사라진 인숙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수색
원을 내면서 사건이 알려지고, 직전의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인숙과 진변호사 일행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기자 ‘신영복’이 이를 기사화한 것이다. 기자 신영복을 통해 구한국시대 청년검사
를 지내며 ××사건에 매국검사(賣國檢事)로 알려진 인물이며 식민지기 동안에는 고리대금업 변
호사로 행세하던 진형석을 단죄해야 함을 언급한 것은 앞서 밝힌 작가의 생활감각이자 리얼리
즘 정신의 소산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음 신영복이 조선문신문인 ××신문의 사회면에
실은 기사에는 “마치 이야기책”처럼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지레짐착과 추측을 통한 것들
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작가의 판단은 다소 부정적이다. 어디까지나 ‘저널리즘’은 객
관적 사실을 전하고, 의견이나 해석이 가해질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부정한 인물에 대한 단죄
와 같이 정의실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염상섭이 기자 노릇을 지내며 쌓은
자신의 저널리즘에 대한 신념을 신영복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인데, 그러한 신
념이 문학저널리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康
진주별에서는 주로 객관적 관점에서
의 묘사를 통해 당시 세태의 사실적 전달에 집중한다면, 그에 관한 고발이나 비판은 항시 정
의와 도덕, 윤리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신영복 기자와 관련된 신문기사사건은 작품 후반부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긴 해도, 그 자체가 康
진주별의 전체적인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영복의 입을 통해 “신문기자의 량심”이나 “공정한 언론긔관”(61회) 등을 거론하는 장면은
갑작스레 끼어든 에피소드와도 같으며, 일부 매체에 소속된 이들이나 그에 관심을 가진 집단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상
섭이 61회부터 63회까지 3회분에 걸쳐 신영복을 통해 “권력과 금전의 야합” 문제나 “긔자의
공정한 사명과 신성한 직능”(62회)과 같은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마치 “주의자(主義者)”(63회)
처럼 일장 연설로 늘어놓는 것은 역시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인물들로 인해 타락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37)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 언론
정의(正義)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여길 수는 있으나 그리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다. 반면
당시로선 사회적 유명 인사였던 신문사 사장 태추관과 안남작, 진형석 변호사와 미두대왕 리
근영 같은 이들의 소위 야합과 부정, 간통과 같은 내용은 꽤나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흥미로우면서도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단죄하여 “사회뎍으로 응증”(62회)
함으로써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현실타파(現實打破)”(63회)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염상섭이 독자와의 긴장관계를 일방적인 해소의 방식으로 풀어나간 또 다른 증거가 되는
36) 58회, 1925. 12. 15.
37) 한편으로 康
진주별의 ‘신영복’을 康
삼대별의 김병화와 같은 ‘사회주의자’의 형상화로 보고, 염상섭의 계
급사상에 관한 ‘동정자(심퍼사이저)’ 심리를 읽어낼 수도 있지만, 이는 고를 달리하여 좀 더 꼼꼼히
다룰 내용이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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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4. ‘감각(感覺)’의 세계-결론을 대신하여
이상과 같이 통속성을 넘어 리얼리즘적 태도로 본격문학의 ‘예술미’를 구현하고자 한 염상
섭의 시도는 결국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본격문학을 지향하
던 당시의 그로서는 신문연재소설을 써냄으로써 통속소설의 길로 고민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내외부적 비판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康
진주별의 막바지에 기
록된 효범의 유서에는 ‘순결’에 대한 자기변명이나 비호를 위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달리 보면 누군가에게는 ‘통속소설’ 작가로 변절하여 ‘순결’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춰지
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변호라고도 볼 수 있다. 문자와 마지못해, 그러나 다소 흥분된 감정
으로 ‘키스’를 나누었을 뿐 그 이상의 육체적 관계는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결
국 ‘통속’적 소재를 부득이하게 취해 신문연재소설을 쓰고 있지만 ‘본격/순수문학’에 대한 이
상적 지향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작가로서 변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그는 조용만
과 같은 후배문인들에게 “완전히 한 개의 통속소설 작가로 전환하여 버렸”38)다는 혹평까지 듣
게 되는 다음에야 이러한 그의 변론이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작중 주요인물인 효범 역시 타락한 여타의 인간 군상들과 달리 ‘감각(感覺)의 세계’를 지닌
인물로, 즉 정의와 도덕에 대해 일종의 이상향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
듯 스스로 감각의 세계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존감은 생활인으로서 치열하게 삶
을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감각’을 마주할 때 한편으로 보잘 것 없는 처지에 떨어지고 만다. 따
라서 그가 마지막에 문자와 함께 바다로 나가 정사(情死)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미적 세계, 사랑과 정의 등의 관념적 순수에 대한 이상적 지향을 끝내 놓아버리지 못하고 현
실로부터 초월하려는 데서 온 결과다. 하지만 효범과 문자의 죽음은 현실초월적 ‘도피’라기보
다 ‘이상(세계)’을 향한 동경의 극단으로 나아간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예술
/본격소설’에 대한 동경 아래 형성된 염상섭의 초기 신문연재소설과 문학저널리즘에 대한 인
식은 결과적으로 ‘통속’과 ‘순수’ 양측을 한꺼번에 품어 안은 형국인 동시에, 이상향으로써 ‘순
수’에 대한 강렬한 미련을 남긴 채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각주로 대신함.

38) 조용만, ｢胸襟을 열어 先輩에게 一彈을 날림-염상섭 씨에게｣, 康
조선중앙일보별, 193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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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섭의 초기 신문연재소설과 ‘문학저널리즘’ 인식｣ 토론문
김영찬(계명대)
권동우 선생님의 발표문은 염상섭의 소설에 나타난 ‘통속성’의 의미를 ‘문학저널리즘’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염상섭 소설이 갖는 통속성의 문제는 염상섭 문학의 본질 및 가
치와 관련하여 지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통속성’을 ‘문학성’과 이분법적 대립관계에 놓고 일방
적으로 폄하하는 기존의 가치판단이 적지 않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은 통속성
의 문제와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는 염상섭 문학의 핵심에 접근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해왔
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성섭 문학의 통속성이 갖는 위치와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권동우 선
생님의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발표문을 읽고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염상섭 문학을 전공하지
않아 깊이 있는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제
가 감당할 수 있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학저널리즘’의 개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문학저널리즘’이 “‘문학’과 ‘저널리
즘’이라는 것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매체의 작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작가의 매체 및 독자에
대한 고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러한 구도를 반영하는 다방면의 인식들 전체를 아우
르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고
그 용례도 정확히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발표문에서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연구의 이점이 무엇인지가 ‘결과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
면, 이 발표문의 내용 자체가 굳이 그런 모호한 개념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서술 가능한 것
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제 나름대로 단순화하자면) 염상섭이 자기 소설이 ‘통속성’을 안고 가
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논지를 펼치
고 계십니다. 그 ‘통속성’이 “순수한 문예활동” 혹은 “문학예술에 대한 지고지순의 감정”과 충
돌함을 경험했고 그것을 “생활감각”과 “리얼리즘적 태도”로써 넘어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판단은 염상섭이 “‘통속소설’ 이후에 올 ‘본격소설’에 문학예술의 본령을 두고” 있
었다는 해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논지는 선생님이 경계했
던 기존의 본격/통속의 이분법을 다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소
견으로는 오히려 염상섭 자신이 그런 이분법에서 자유로운 작가였고 통속성 자체를 ‘본격’(순
수)의 관점에서 극복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당시 염상섭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통속을
떠안고 가면서 소설에서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로 장착해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
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염상섭이 “‘통속소설’ 이
후에 올 ‘본격소설’에 문학예술의 본령을 두고 있었다”는 논지도 당시 염상섭의 글을 통해 신
중하게 검증되고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서, 염상섭이 결국 통속의 문제를 생활감각과 리얼리즘
적 태도로 해소하려고 했다는 결론은 그런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상섭
은 그의 소설 속에서 통속성을 이른바 ‘문학성’(혹은 ‘사상성’)을 통해 해소하거나 지양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둘의 긴장관계 속에서 장편소설의 본령을 구했다는 것이 당시 염상섭
의 생각에 더 접근하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때 ‘통속성’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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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본격문학의 ‘문학성’과 대립되는 차원의 통속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속
성’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좀더 시야를 넓혀 염상섭 자신이 생각하는 통속성의 다양하고도 풍
부한 함축과 그 맥락을 좀더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염상섭의 문학에서) “‘문학저널리즘≒
리얼리즘≒예술미’”라는 등식은 마찬가지로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재고의 여지가 있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염상섭의 소설에서 (문학)저널리즘과 리얼리즘이 “객관적 사실과 정
보의 전달”과 “의견과 해석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등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
장은 상당히 흥미롭지만, 그러기에는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관성의 거리와 낙차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염상섭이 리얼리즘과 ‘예술미’를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것도 정확한 자료 검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 나름으로는 생각나는 대로 큰 틀에서 소박한 문제제기를 해봤지만, 염상섭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없는 입장에서 맥락을 빗겨난 잘못된 소견이 아니었는지 저어됩니다. 또 필시 그
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발표하신 이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주제가, 좀
더 풍부하고 집요한 자료 검토에 힙입는다면 염상섭 문학 연구의 진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