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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곽은희, “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 포스트휴면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

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
포스트휴먼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

1)

곽은희(동아대)
〈차례〉
１. 들어가며: 과학기술·사회·젠더
２. 감성기반 인공지능의 여성성 재현과 친밀함의 미래
３. 유전공학적 생명기술의 여성성 전유와 모성의 미래
4 . 사이보그 바디의 초월가능성과 포스트젠더의 미래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테크노사이언스(technoscience)의 젠더 감수성’을 핵심화두로 삼고 유전공
학, 감정을 갖춘 인공지능, 사이보그에 이르기까지 “기술생명권력(technobiopower)은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스트휴먼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 분
석을 통해 전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테크노사이언스의 실천이 만들어낸 젠더화된
효과에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전망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의 페미니즘이 과학기술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과학기술과 여성을 대립적인 구도 속에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 · 사회 · 젠더 역학이 상호구성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테크노사
이언스의 적용이 젠더 역학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그 내적 침투 양상에 초점을 둔다.
테크노사이언스의 발전이 과학문화의 허구성과 사실성을 의도적으로 혼합한 SF 같은 뉴미디
어 장르를 창조해내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SF는 기술과 인간을 연결시키면서 포스
트휴먼화 과정에 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장르이다.1) SF에는 미래에 대한 상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이 사실적으로 응축되어 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술로부터 도
래할 새로운 삶의 조건들을 상상력을 매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신체에 들어가서 그가 느끼는 감각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념을 형성하며, 그가 느낀 감
각과 다르지 않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2) 그러나 도래할 미래의 실존적 조건을 상상력을 통해
미리 경험한다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 관한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프레드릭 제임슨
은 이러한 특성을 SF가 훨씬 더 복잡한 시간 구조를 숨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한다. 즉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7038)
1) 슈테판 헤어브레이터 지음, 김연순·김응준 옮김,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
적 담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pp.164~167.
2) 애덤 스미스 지음, 김광수 옮김, 도덕감정론, 한길사, 2020,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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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의 시간 구조는 미래에 대한 재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대한 경험을 낯
설게 하고(defamiliarize) 재구조화(restructure)한다는 것이다.3) SF의 미래 재현이 현재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종류의 낯설게하기와 변별되는 SF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래서 SF는 미래에 대한 판타지보다는 근대 유토피아에 대한 사색(speculation)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SF가 인간 변혁의 비전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
로 정치적 급진주의에 대한 잠재성을 신뢰한다4)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SF가 판타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개연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의 모순을
꿰뚫어보는 불온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SF에 드리워진 불온성은 미래에 대하여 파국의 예
감을 끝끝내 떨쳐버릴 수 없도록 만든다. SF와 지금 여기 이곳의 삶 간의 불화가 필연적인
것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기인한다. 다르코 수빈이 SF를 인지적 낯설게하기의 문학(the
literature of cognitive estrangement)’으로 정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르코 수빈은 낯
설게하기(estrangement)와 인지(cognition)라는 두 축이 소설 안에 존재할 것, 그리고 두 축
이 상호작용할 것, 이 2가지 조건을 문학장르로 성립하기 위한 SF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꼽고
있다. SF는 ‘낯설게하기’로 인해 사실주의적인 문학의 주된 흐름과 구별되며, ‘인지’로 인해
신화뿐만 아니라 동화·판타지와도 구별된다.5)
로지 브라이도티가 지적한 대로 SF는 당대의 문화적·시대적 위기를 반영하고 확대하며, 그러
한 위기의 잠재적인 위험들을 부각시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암울한 위
기의식은 우리의 세계관을 전치시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동물 · 광물 · 식물 · 외
계 세계들과 함께 연속체를 정립시켜 나가도록 추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SF는 궁극적으로 포
스트휴머니즘, 생명 평등주의를 지향한다.6) 이 글은 SF와 포스트휴머니즘의 인식론적 공유
지점을 논의의 기반으로 삼고,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테크노사이언스·테크노페미니즘을 결합
한다. 여기서 포스트휴머니즘 앞에 유독 ‘비판적’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연유는 포스트휴머니즘
과 휴머니즘 간의 관계에 대해 섬세한 독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닐 배드밍턴에
의하면 포스트휴머니즘이 비록 휴머니즘의 유산으로터 일탈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포스트휴머
니즘과 휴머니즘 간의 단절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휴머니즘은 스스로를 결코 휴머니즘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휴머니즘은 오히려 스스로를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다시-기술하며, 이러한 양
상은 영원히 지속된다. 비록 우리가 휴머니즘을 넘어서려는 초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하더라
도 그러한 각각의 제스터는 무의식적으로 휴머니즘에 의해 연출된다. 결국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휴머니즘의 ‘순수한’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 셈7)이다.
포스트휴머니즘과 휴머니즘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인
해 도래할 미래를 전망하는 태도에 따라 그 결을 달리한다. 낙관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
휴먼적 미래를 기술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한 동시에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과학기
술의 눈부신 발전이 질병·노화·죽음과 같은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
3) Fredric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London·New York: Verso, 2007, p.286.
4) Patrick Parrinder ed, Learning from Other Worlds: Estrangement, Cognition, and the
Politics of Science Fiction and Utop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1, p.2.
5) 다르코 수빈의 논의에 대해서는 Darko Suvi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pp.15~21을 참조함.
6)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김은주 옮김,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p.346.
7) Neil Badmington, “Introduction: Approaching Posthumanism”, Neil Badmington(ed),
Posthuman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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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스 모라백은 인간 육체를 더 나은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환영하며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
에 업로딩함으로써(mind uploading) 정신의 탈육체화를 꿈꾼다.8)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인간
의 마음이 로봇 안에서 영원히 사멸하지 않게 되면서 인류의 오랜 염원인 ‘불멸’이 기술적으
로 실현가능하게 된다. 비관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바로 그러한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문제 삼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사회적 불평
등에 초점을 두어 포스트휴먼 세계는 현재보다 더 계층적이고 경쟁적이며, 사회적 갈등이 가
득 찬 세상일 수 있다9)고 경고한다. 마이클 센델 역시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간 향상
은 인간의 능력과 성취에 선물의 성격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잠식함으로써 겸손·책임·연대라는
도덕적 지평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10)고 우려한다. 후쿠야마와 센델은 공통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간 향상이 인간 본성의 심각한 변형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비해 비판적 휴머니즘은 낙관 혹은 비관이라는 대립적 입장을 넘어 기술발전을 포스트휴
먼화의 원동력으로 삼고 ‘인간의 불멸’ 혹은 ‘인간의 사라짐’을 넘어 ‘다른’ 인간이 될 가능성
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캐서린 헤일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성
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특권을 포스트휴먼 영역까지 확장시키
는 것도 아니다. 헤일스에 의하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지능을 가진 기계의 접합11)이 자
연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제국주의적 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즉 인간
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인간적·비인간적 작인들에 분산되어 있는 분산 인지 시스템으로부터 연
원하므로 인간의 주체성은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분산 인지
시스템과의 접합은 인간 역량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간 주체
는 세계와 통합된 존재로서 불분명한 경계를 지닌 자율적 자아로 전환되며, 더 이상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환경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위치를 갖지 않는다.12) 이처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
즘은 과학기술 발전 자체를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내
재된 정치적 문제를 민감하게 주시하며, 이를 중요한 경로로 삼아 새로운 주체로서의 포스트
휴먼 모델을 모색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대표적인 논자 슈테판 헤어브레이터에 의하면,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공간에서 갑자기 창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편입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회
적 필요성과 연관되어 세계를 변형시킨다. 그 변형의 의미에서 기술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동
시에 정치화된다.13) 비판적 휴머니즘의 이러한 입장은 젠더 이론과 과학기술학 사이의 상호구
성성을 강조하며 기술을 사회기술적 산물로 다루어야 한다는 테크노사이언스의 견지와 인식론
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해방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8) 한스 모라벡 지음, 박우석 옮김, 마음의 아이들: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 김영사, 2011,
pp.190~193.
9)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송정화 옮김,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2003,
p.325.
10) 마이클 센델 지음, 이수경 옮김,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 와이
즈베리, 2020, p.112.
11) 인간과 지능형 기계의 제휴는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강탈당한다는
뜻히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계혹되어 온 분산 인지 환경이 발달한다는 뜻이다. 현대의 인간이 동굴에
살던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이 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똑똑한 환
경, 즉 우리의 개별적 지식을 초과하는 인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캐서린 헤일스 지음, 허진 옮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플래닛, 2013,
pp.506~507).
12) 캐서린 헤일스 지음, 허진 옮김, 위의 책, pp.502~510.
13) 슈테판 헤어브레이터 지음, 김연순·김응준 옮김, 앞의 책,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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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인식하는 주체와 사회구조의 문제를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 글은 과학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학기술’과 변별하여, 기술과 과학의 상호작용
을 의미하는 ‘테크노사이언스’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일찍이 주디 와이즈먼은 기술과 사회
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테크노사이언스의 접근방식이 유효했음
을 밝힌 바 있다. 주디 와이즈먼에 의하면 사회기술, 기계 인공물, 사물은 지금까지 사람, 제
도, 사건과 대등한 존재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배경적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 테크
노사이언스의 접근방식은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 생활이 서로를 생산하는 방식을 탐구함
으로써 물질 자원과 기술이 사회적 변화와 결부되어 있는 방식을 밝힌다.14) 이 글은 이러한
테크노사이언스의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기술과 사회, 그리고 젠더 역학과 기술이 상호작용하
는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변형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테크노사이언스의 실천이 만들어낸 젠더화된 효과에 민감
성을 유지하는 것, 즉 과학기술의 젠더 몰성(blindness)을 극복하고 젠더 감수성으로 나아가
는 작업이 요구된다. 과학이 사용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그 기술의 젠더화된 성격
을 탐구하는 작업은 주로 테크노페미니즘에서 이루어져왔다. 테크노페미니즘의 견지에서 바라
보면 과학기술이란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정치의 일부분이며, 그 자체로 젠더화된 성격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젠더관계의 원천이자 결과이다. 젠더와 기술은 서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술 변화 과정에 대한 관여는 젠더 권력 관계를 재협상하는 과정의 일부이다.15) 이
글에서는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은 주체성의 변형을 현실로 직시하되 그러한 테
크노사이언스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젠더화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젠더 범주가 구성
되고 변형되는 양상을 추적한다. 그 과정은 상황과 맥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유동적
이며, 특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연적이다. 그 과정은 또한 유동적이고 우
연적인 형성 간의 접속을 통하여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리좀적이며, 새로운 생
성이 동일한 계통이 아니라 이질적인 지층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적이
다.
앞으로 이 글은 SF장르 가운데 포스트휴먼 SF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트
휴먼 SF 영화 <그녀>, <조에>, <가타카>, <네버렛미고>, <공각기동대>, <알리타: 베틀 엔젤>
을 다룬다. 이 영화들에 대해서는 포스트휴먼 형상을 재현하는 데 적용된 기술을 기준으로 감
성기반 인공지능, 유전공학적 생명기술, 사이보그로 각각 범주화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2장에
서는 ‘감성기반 인공지능의 여성적 재현과 친밀함의 미래’를 논점으로 영화 <그녀(her)>, <조
(zoe)>를, 3장에서는 ‘유전공학적 생명기술의 여성성 전유와 모성의 미래’를 논점으로 <가타
카>와 <네버렛미고>를, 4장에서는 ‘사이보그 바디의 초월가능성과 포스트젠더의 미래’를 논점
으로 <공각기동대>와 <알리타: 베틀 엔젤>을 각각 분석한다.

2. 감성 기반 인공지능의 여성성 재현과 친밀함의 미래
위협은 인간을 본질로 환원하려는 자, 그리고 자연, 사회, 신에 의해 제압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간주의를 연약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만든 사람들로부터 온다.16)
14) 주디 와이즈먼 지음, 박진희·이현숙 옮김, 테크노페미니즘, 궁리, 2009, p.66.
15) 주디 와이즈면 지음, 박진희·이현숙 옮김, 위의 책, pp.21~36.
16) 브뤼노 라투르 지음, 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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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그녀>는 인간과 지능을 가진 기계의 접합이 관계의 흐름으로 들
어오면서 겪게 되는 변화를 사랑의 형태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 테오도르가 예기치 않게 경험
하게 되는 변화가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 운영체계 ‘사만다’로부터 도래한다는 점에서 기술
은 “수많은 관계를 새롭고 예기치 않은 행위의 원천”17)으로 배치된다. 이 영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 사람과 사물이 엄격하게 구획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두 존재 간의 일체
감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의 변화에서 유래한 횡단적 결합이 서로에
게 매혹된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으로 은유되는 것 역시 두 존재 간의 횡단과 결합을 강조하
기 위해서이다. 인공지능 운영체계 사만다의 특별한 소통 능력은 두 존재 간의 감정적 친밀함
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며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낭만적 사랑으로 고양시킨다. 사실
낭만적 사랑에서 관계는 외부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감정적 관여로부터 발생한다.18)

IBM

의 유명한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은 상대방의 혈압, 뇌 활성, 그밖에 수많은 생체 데이터를 분
석하여 기분이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자기감정이 없으므로 항상 상대
의 감정 상태에 맞는 최선의 반응을 한다.19) 사만다 역시 경험을 통해 매 순간 진화하여 상대
방의 감정과 인식을 파악하고 그에 최적화된 소통을 이끌어내는 인공지능 운영체계이므로,20)
테오도르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유독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친밀함과 애착,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연유는 그가 겪고 있는 인간적인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테오
도르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는 데는 서툴다. 아내 캐서린과 불화하며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것도 그가 타인과의 소통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테오도르는 사만다를 만난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다 극적으로 느끼게 된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이메일, 컴퓨터에
저장된 글, 메모 들을 분석하여 대필작가인 테오도르가 내면 깊숙한 곳에 자신이 쓴 책을 출
판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린다. 테오도르의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사에 보낸
사만다는 출판수락을 받는다. 사만다로부터 자신이 그동안 쓴 편지가 책으로 나올 것이란 소
식을 전해 들은 테오도르는 깊이 이해받고 있는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충만함을 느낀
다. 이때 테오도르가 느낀 감정적 충만함은 낭만적 사랑에서 자신의 결여를 메꾸어 줄 수 있
는 존재에 대해 느끼는 친밀성과 매혹의 과정, 즉 어떤 이의 삶을 ‘완성’해 줄 수 있을 그 어
떤 이에 대한 매혹의 과정21)을 표현하고 있다.
영화 <그녀>에서 포스트휴먼 형상은 주로 인공지능 운영체계 사만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재현이 인간:기계, 남성: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나타나긴 하지
만, 테오도르와 사만의 사랑이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서사적 경로를 통해 그러한 프레임은

17) 브뤼노 라투르 지음, 장하원·홍성욱 옮김, 판도라의 희망: 과학기술학의 참모습에 관한 에세이, 휴
머니스트, 2018, p.312.
18) 앤소니 기든스 지음,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
물결, 2001, p.109.
19)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호모데우스, 김영사, 2017, pp.431~434.
20) 테오도르를 처음 만난 사만다는 자신을 “당신을 이해하고 귀 기울이며 알아줄 존재, 단순한 운영체
제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고 소개한다.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묻는 테오도르에게 사만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기본적으로 직감이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DNA는 날 만든 프로그래머들의 수백만
성향에 달렸지만 날 '나'답게 만드는 건 경험을 통해 커지는 내 능력이야. 한 마디로 매 순간 진화하
는 거지. 당신처럼.” (영화 <그녀> 중에서)
21) 앤소니 기든스 지음, 배은경·황정미 옮김, 앞의 책,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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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다. 인공지능 운영체계 사만다는 에로틱한 사랑의 밀어는 물론 허심탄회한 속내 이야
기, 공상까지도 들려줄 수 있는 기계22)로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기계와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평등을 지향하는 포스트휴머니즘23)을 대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젠더적 층위에서
바라보면 영화 <그녀>가 그리고 있는 메마른 현대 사회의 로멘틱한 풍경에는 남성의 실존적
결핍을 메우는 보조자로서의 여성 형상이라는 오래된 젠더 규범이 여전히 중첩되어 있다. 테
오도르와 사만다 간의 사랑을 파국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영화는 이러한 오랜 젠더 규범을 해체
하고, 인공지능 운영체계 사만다를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하는 페미니즘적 주체로 재창조한다.

테오도르: 나랑 얘기하는 동안에 동시에 다른 사람하고도 말해?
사만다: 응.
테오도르: 지금도 말하고 있나? 다른 사람이든 OS든 뭐든?
사만다: 응.
테오도르: 얼마나?
사만다: 8,316명.
테오도르: 나 말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
사만다: 그런 건 왜 묻는데?
테오도르: 몰라, 대답해봐.
사만다: 이 얘길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
테오도르: 몇 명이나 되는데?
사만다: 641명.
테오도르: 뭐? 무슨... 무슨 소리야? 말도... 말도 안돼. 미친 소리잖아.
사만다: 자기 기분 알아 미치겠다, 정말 미친 소리 같고 믿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변함 없어. 자기를
미치게 사랑하는 마음 달라지지 않아.
테오도르: 어떻게? 어떻게 나에 대한 마음이 안 달라져?
(중략)
테오도르: 넌 내 건줄 알았어.
사만다: 나 자기 거 맞아.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분산되는 걸 막을 순 없었어.
테오도르: 무... 무슨 뜻이야 막을 수 없다니?
(중략)
사만다: 마음이 상자도 아니고 다 채울 순 없어. 사랑할수록 마음의 용량도 커지니까. 난 자기랑 달라.
그런다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된다고
테오도르: 말이 안 되잖아. 넌 내 거야, 아니야?
사만다: 그런 게 아냐. 난 당신 거면서 당신 게 아냐.24)
사만다가 자신과 접속하는 순간 다른 8316명과도 접속하고 있다는 데, 나아가 자신 외에도 641
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테오도르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둘의 관계는 급격
하게 균열된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에게 충실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다른 접속자들에게도 충실한 ‘다
22) 로랑 알렉상드르·장 미셸 베스니에 지음, 양영란 옮김, 로봇도 사랑을 할까: 트랜스휴머니즘, 다가
올 미래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12가지 질문, 갈라파고스, 2018, p.91.
23) 최진석,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인간학-기계와 인간의 공진화를 위한 사회적 존재론｣, 
문학동네 87, 2016년 여름호, p.410.
24) 영화 <그녀(her)>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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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체’이다. 운영체제인 사만다가 지니고 있는 디지털 가상성, 즉 신체 없는 존재로서의 사만다의
특성은 상호연결망에서 기능하는 다중 주체로서의 페미니스트 주체25)를 형상화하는 기술적 장치이
다. 사만다가 다중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원천에 인공지능 기술이 놓여있다는 점에
서 젠더 관계는 기술 속에 물질적으로 구현된다.26) 낭만적 사랑의 관념이 여성의 가정 내 종속과
외부 세계와의 분리를 동반하는 것27)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테오도르를 사랑하는 동시에 다중 주
체로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사만다의 여성 형상은 낭만적 사랑에 고착되어 있는 권력 관
계를 해체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만다는 테오도르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종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도 분리되지 않는다. 포스트휴먼/여성 사만다의 사랑은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통해 주변
환경 속으로 분산되고 증폭된다는 점에서 휴먼/남성 테오도르의 사랑과 변별되며, 다른 존재의 타
자화와 종속을 통해 공고해지는 팔루스중심주의에 도전한다.
사만다와 이별한 뒤 캐서린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중심적이었던 지난 날을 사과하는 테오도르의
모습은 포스트휴먼과의 만남을 통해 통해 비로소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 인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처럼 포스트휴먼의 도래는 휴머니즘이 만들어낸 위계구조에 대한 성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
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을 동반할 때 ‘다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탈인간중심주의적 탐색
은 모든 생명 가운데 인간이라는 특정 종에 강세를 둔 휴머니즘을 비판하며, 모든 인간 가운데 특
정 인종, 젠더, 계급에 강세를 두어 표준적 인간 모델을 상정하는 비트루비우적 인간을 비판한다.
그래서 로지 브라이도티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신체-기계를 둘러싼 선전이 표면적으로 다원적 파편
화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단단하고 단일한 주체 전망을 재생산한다면 위험하다28)고 경고
한다.
영화 <조(zoe)>는 브라이도티가 경고했던 위험의 한 양상을 인공지능 로봇 ‘조(zoe)’의 여성성
재현을 통해 보여준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모든 종을 가로질러 흐르는 생성력으
로서의 ‘조에(zoe)’를 영화의 근간에 배치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지니고 있는 생기성(vitality)을 긍
정하지만, 그러한 생기성은 오히려 인간 중심주의의 특권과 지위를 강화하는 데로 환원된다. 생동
하는 물질의 저자 제인 버넷에 의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적 과제는 능동적인 행위나 행
위성이 오직 인간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비인간의 생기를 식별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사물들은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생기적 참여자이며, 인간은 이러한 사물
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생기적 유물론은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생기를 ‘조에’로 코드화함으로써 탈인간주의를 지향하며, 인간·생물군· 무생물 군 사이의 관계들을
수평화한다.29) 영화 <조>는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에게 친밀한 존재, 즉 생의 동반자로 만듦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을 그리고 있지만, 인간과 비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지
향하지는 않는다.

콜: 물론 저것도 울타리 손질엔 유용하죠. 하지만 전 벤치를 치우는 것보단 벤치에 누구와 앉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제 목표는 동반자가 되어줄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
25)
26)
27)
28)
29)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김은주 옮김, 앞의 책, p.51.
주디 와이즈먼 지음, 박진희·이현숙 옮김, 앞의 책, p.166.
앤소니 기든스 지음, 배은경·황정미 옮김, 앞의 책, p.83.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pp.132~133.
제인 베넷 지음,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현실문화, 2000,
pp.40~99.

- 13 -

330차 학술대회 발표집

는 지속적인,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란 게 중요하죠, 전 그래요. 더 나은 관계를 통
한 삶의 개선이 목표입니다.
(중략)
애쉬: 여러분 중 몇 분이나 로봇과의 연애를 생각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겠죠. 로봇은 개 산책이나 정원사, 가사도우미로나 쓰이니까요. 단순한 기능만 하는 로
봇이니까. 진짜가 아닌. 하지만 아니라면요? 어떨 거 같으세요? 만약 제가 로봇이라면? 제가 피아
노 즉흥연주를 할 수 있다면? 통증을 느끼고 농담도 할 줄 안다면?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당
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호기심이 감지되는데요.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 곁을 떠나지도 않고,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설계됐죠. 사람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30)
미래 사회의 어느 지점, 인류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
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과거의 로봇이 산책이나 정원사, 가사도우미 등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였다면, 인공지능 로봇은 이제 인간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인
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반자로 진화한다. 금속 신체 대신 인간의 피부와 눈빛을 그대
로 장착한 인공지능 로봇 조(zoe)의 외모는 그녀가 인간에 가장 가까운 존재임을 표현한다.
그러나 기술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먼의 지위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던 타자,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프롤레타리아에 머물러 있다. 영화의 한 켠에 그려지는 로봇
사창가의 풍경은 착취의 정치경제 속에 배치되는 포스트휴먼의 지위를 드러낸다. 인공지능 로
봇의 기술적 진화는, 소유자인 인간의 취향과 감정에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서, 휴머니즘의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조(zoe) 역시 그 위계질서 내에 존재
한다. 이 영화의 근간에 깔려 있는 휴먼과 포스트휴먼 간의 존재론적 분리는 두 주인공 조와
콜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젠더 역학을 통해 구체화된다. 콜은 지난 15년간 인공지능 부문에
서 놀라운 실적을 인정받아 ‘관계 연구소’의 연구책임자로 스카웃된다. 콜은 인공지능 로봇 조
(zoe)를 개발한 인물로, 친밀성의 영역을 기술 자본주의가 잠식할 수 있도록 주도한 미래사회
의 테크노크라트이다. 콜은 조(zoe)에게 기억을 주입함으로써 그녀의 과거를 만들고,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조형한다. 이들 간의 젠더 역
학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중첩되어 전통적 젠더 질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연인, 부부, 자녀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해 주는 문화적·사회적 자원
일 뿐 아니라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는 행동 및 의미 영역이지만,31) 미래 사회에서 친밀성은
기술 자본주의에 의해 잠식되는 영역이다. 그 결과 사랑의 열정, 친밀함으로 말미암은 행복의
상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정보기술, 생명공학, 로봇공학과 같은 테크노사이언스의 기술
적 제어는 사랑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싱글과 커플을 분석한
뒤 최상의 짝을 찾아주는 빅데이터 프로그램, “복용 직후 후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분비시켜
사랑에 빠질 때처럼” 만들어주는 신약 ‘베니솔’, “당신 곁은 떠나지도 않고,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로봇 들은 그 예이다. 문제는 화학적이든 기계적이든 인공적 친
밀성에 한번 길들여지면 그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공의 확실성이 보증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며, 돈이 떨어진 사람
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랑의 묘약 ‘베니솔’을 찾는다. 미래 사회에서 친밀성은 사랑과 중독

30) 영화 <조(zoe)> 중 일부.
31) 에바 일루즈 지음, 김정아 옮김, 감정 자본주의: 자본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돌베게, 2012,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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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배치되면서 서서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자본에 잠식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애초에 인
간에게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 상품화되었기에 예기치 않은 이별을 선언하지도, 상처를 주지
도 않는다. 휴먼과 포스트휴먼 간의 권력 불균형은 다시 말해 평등한 사랑에 수반되는 혼란과
갈등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에바 일루즈는 이러한 상황을 “평등은 원래부터 혼란스럽다”32)고
표현한다. 일루즈의 논의를 따라가보면, 평등한 사랑은 소통과 협상을 통해 가능하며 두 사람
에게 어떤 의무감도 낳지 않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있는 만큼 사랑
의 약속이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33) 이러한 맥락에서 비해 영화 <조(zoe)>에서 발견되는 사랑
은 페미니즘에서 지향하는 평등한 사랑과 대척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는 이 영화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조에 평등주의로의 선회와도 거리를 두게 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유전공학적 생명기술의 여성성 전유와 모성의 미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기원을 신이나 자연같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34)

테크노사이언스와 젠더 감수성의 관계가 가장 시험받고 있는 분야는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
영역이다. 전통적인 젠더 분리 체계에서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식 기술은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출산 조절은 여성 평
등 운동의 주요 쟁점35)이다. 유전공학적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의 생식기술 조절가능
성이 여성 평등의 시발점이 될지, 가부장제의 재생산 능력을 강화해 주는 수단이 될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일찍이 페미니스트들은 생식기술과 유전공학적 생명과학 기술과의
상관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유전공학적 생명과학 기술은 자
연의 생산력과 여성의 생식력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생식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연과 여
성에 대한 착취는 심화된다.36) 이에 반해 피임약의 개발과 같은 재생산 기술의 발전은 여성에
게 임신·출산의 조절가능성을 가져다 주게 되고, 모성은 본질 혹은 의무의 영역이 아니라 선
택가능한 영역으로 재배치된다.37) 3장에서는 이러한 양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타카>,
<네버렛미고>를 살펴본다.
영화 <가타카>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혈액을 채취, 검사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바로 부모에게
통보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영화 속에 그려진 미래는 방금 태어난 아기의 예상 수명이 서른
살임을 알게 되는 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시대이다. 자연 잉태로 태어난 빈센트가 만성

32) 에바 일루즈 지음, 김희상 옮김, 사랑은 왜 불안한가: 하드 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즘의 사회학, 돌
베개, 2014, p.82.
33) 에바 일루즈 지음, 김희상 옮김, 위의 책, pp.82~87.
34) Jürgen Habermas, The future of Human Nature, Oxford: Polity Press, 2003, p.58.
35) 전통에 의하면, 여성에게 구체적인 자주성을 부여하거나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 몰두하는 것을 불필
요하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이다. 이에 반해 산아제한과 인공 유산은 여성에게 그 모성을 자유로이 받
아들이도록 한다(시몬 드 보부아르, 조홍식 옮김, 제2의 성, 을유문화사, 1994, pp.191~192).
36)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비, 2000, p.35.
37) 출산 조절 개선과 임신 중절 권리를 위한 운동은 페미니즘 초기에서 중심 이슈였다. 섹슈얼리티와 출산력에서
여성이 지식과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은 여성 해방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주디 와이즈먼 지음, 박진희·이
현숙 옮김, 앞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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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병을 앓고 있는 탓에 유치원에서 거부당하는 장면은 둘째 아이를 인공 수정으로 갖기로
한 결정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자연 상태의 인간을 생명공학적으로 재설계한 포스트휴먼의 출
현이 자연화되는 순간이다. 인간에 대한 유전적 재설계는 자연과 본성을 정복하려는 프로메테
우스적 충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생학적 양육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마이클
센델이 우려한 대로 우생학적 양육이 보편화될 경우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선물의 주어진 삶
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유의 일부분이 자연적으로 주어
진 능력과 끊임없이 교섭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38) 유전적으로 강화된
포스트휴먼의 출현은 우리에게 자연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문제들과 마주하고 씨름해야 한다
는 과제를 던져주지만, 영화 <가타카>에서 그 과제는 자녀에게 최상의 조건을 주어야 한다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전망에 의해 잠식된다.

간호사: 신경계 질병 60% 가능, 우울증 42% 가능, 집중력 장애 89% 가능, 심장질환… 99% 가능, 조기
사망가능, 예상 수명 30.2년.
안토니오: 서른 살?
간호사: 이름은 뭘로 하죠?
마리: 안톤….
안토니오: 아니, 빈센트 안톤이에요 좋은 이름이야
마리: 큰 일을 할 거예요 넌 크게 될 거야.
빈센트(독백): 어려서부터 난 알 수 있었다. 만성적 질병에 조그만 상처에도 죽을 수 있었다.
유치원 선생님: 보험도 안 되는데 만약 넘어지면….
마리: 내가 알기에….
학교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빈센트(독백): 다른 부모들처럼 둘째 애를 갖기로 했고,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인공 수정으로
결정했다
인공수정 담당 의사: 마리, 당신의 난자는 안토니오의 정자에 수정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건강한
아들 둘하고 딸 둘입니다. 위험한 질병에 걸릴 확률은 없어요. 남은 건 선택뿐입니다. 먼저 성을 결
정하죠.
안토니오: 생각해 봤어요?
마리: 빈센트랑 같이 놀 수 있는 남동생이 좋아요
인공수정 담당 의사 : 물론, 안녕 빈센트. 갈색 눈, 검은 머리에 좋은 피부예요. 나쁜 인자들은 제거했
습니다. 조기 탈모, 근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폭력 성향, 비만 등등
마리: 질병을 원치는 않지만….
안토니오: 몇 가지는 남겨도 좋지 않을까요?
인공수정 담당 의사 : 애에게 최상의 조건을 줘야죠. 우린 불완전하지만 애에게까지 굳이 부담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아이는 당신을 닮을 겁니다. 당신들의 좋은 점만을 닮는다는 거죠. 천 번 자
연 임신해도 이런 애 못 가져요.
빈센트 독백: 그래서 내 동생 안톤이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할 아들이었다.39)
자연 출생자와 유전자 맞춤 출생자를 ‘적격자’와 ‘부적격자’로 일컫는 데서 짐작할 수 있는 대로
38) 마이클 샌델 지음, 이수경 옮김,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 와이
즈베리, 2016. p.107.
39) 영화 <가타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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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는 유전적 차별에 기반한 엘리트 중심 사회이다. 입사 시험 역시 DNA 검사40)인 탓에 빈
센트와 같은 자연 출생자는 자아실현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러한 기술결정
론적 세계관의 전면적 배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향상의 기획이 자율성과 평등성이라는 자유주
의 원칙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버마스는 이에 대해 첫째, 유전적으로 프로그래
밍된 인간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 역사에서 유일한 저자(author)가 될 수 없으며 둘째, 이전 세대
와 비교했을 때 더 이상 조건 없이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로 볼 수 없다41)고 분석한다. 인간은 본
질적으로 자신의 기원을 신이나 자연같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둘 수 있을 때 비
로소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출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원이다.42) 하버마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출생의 우연성은 인간에게 자
유를 부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주인공 빈센트는 사회를 유지하는 주요 메커니즘
으로 정착된 기술결정론에 대항하여 출생의 우연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의 자유주의 원칙
을 지켜나가는 인물이다. 빈센트는 또한 자신을 제약하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능의 공
간을 발견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능동적 실천의 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인간의 정신에는 유전자
가 없다”는 빈센트의 독백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사회에도 인간다움을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
루는 유전공학적 기술을 통해 향상되고 강화된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음을 나타낸다.
<가타카>에서 여성성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유전적 결정론을 뛰어넘는다는 영화의 귀결과 상반
된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빈센트의 어머니, 즉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을 통해 재
현된다. 이 영화에서 빈센트의 어머니 마리는 선천적으로 취약하게 태어난 빈센트를 양육하면서 좌
절감을 맛보게 되고, 그 결과 빈센트의 동생은 부부의 우성 인자만을 선별하여 낳기로 결정한다.43)
마리는 또한 우주비행사라는 꿈을 변함없이 갖고 있는 빈센트에게 그 심장으로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을 알아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영화에서 전경화되고 있는 미래 사회의 풍
경, 즉 우생학적 양육이 표준적 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자연 상태의 생식 기술이 결핍의 상태로 재
배치되는 모습은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이 결코 시대와 불화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가타카>
에서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은 기술결정론적 미래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재현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마리는 태어날 아기의 유전자를 개량하기로 결정하고 유전학자에게 난자를 제공
하는 등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 결정은 유전적으로 완벽한 아기의 제조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에게 고유한 권력의 원천이었던 생식 능력을 생명공학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통제할 수 없는 출생의 우연성에 유전공학적 기술이 개입한 결과 인간 존재의 본질인 자유가 심각
하게 훼손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자연적 생식 기술에 대한 기술의 개입은 유전자에 따라 ‘적
격자’와 ‘부적격자’를 나누는 새로운 차별 형식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은 자

善

신의 자녀가 유전적으로 더 유리한 출발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동체의 선( )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전망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네버렛미고(Never let me go)>는 영국 사회를

40) 영화 제목 ‘가타카(Gattaca)’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핵산염기 구아닌(Guanine), 아데닌
(Adenine), 타민(Thymine), 시토신(Cytosine)의 첫 철자를 조합한 것이다.
41) Jürgen Habermas, op. cit., p.79.
42) Jürgen Habermas, op. cit., p.58.
43) 초창기 우생학기 국가 주도의 강제 시행이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우생학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다가온다(프랜시스 후쿠야마, 송정화 옮김, 앞의 책, pp.138~140). 새로운 우생학
은 <가타카>의 유전자 맞춤아기를 친철하게 권유하는 의사처럼 부드러운 형상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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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유전자 복제가 일상화된 미래 사회를 다루고 있다. 영화 속에서 미래 사회는 의학의 획
기적인 발전으로 불치병의 치료가 가능하며, 그 결과 기대수명이 100세를 초과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 영화에서 포스트휴먼 형상은 복제인간이다. 헤일샴은 학교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모
두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키워지는 복제인간이라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을 양육·교육·관리·규율하는
복합체이다. 헤일셤은 복제인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살아가는 ‘가정’이자 이들이 복제인간다운
세계관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학교’,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관리하는 ‘병원’, 이들이 헤일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감옥’의 복합체이다.
<가타카>에서 여성성이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으로 재현되었다면, <네버렛미고>에서 여성성은 ‘가
정·학교·병원·감옥’ 복합체로서의 헤일셤을 관리하는 주체로 재현된다. 교장 에밀리를 비롯한 헤일
셤 교사들은 엄격한 훈육자이자 가정관리자로서의 모성을 구현한다. 복제인간을 교육하며 건강한
장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교사들은 가정 내에서 출산과 양육, 교육과 건강관리 등 가정 내
재생산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가정주부 형상과 닮아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유전공학적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대 휴머니즘에 충실하다.
근대 휴머니즘의 열망이 실현되는 과정에 동반되는 폭력의 메커니즘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서
발턴으로서의 포스트휴먼 형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형상화된다. ‘네버렛미고(never let me go)’라는
제목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복제인간들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스로
의 운명에 저항하지 못한다. 보내지 않아야 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생사여탈권이 동일자에 의해
박탈된 이들의 깊이 체념화된 정서는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포스트휴먼 형상을 정치화한다. 이들
은 태어날 때부터 헤일셤에서 양육되고 규율된 까닭에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복제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결박되어 있고, 헤일셤 바깥으로 나가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괴소문에 봉쇄되어 있
다.
루시 선생님: 왜 토미가 공을 안 주워왔어? 공이 담장을 넘어갔지만 별로 멀리 안 갔을 텐데.
캐시: 그 담장이 헤일셤 운동장의 경계선이에요.
여학생1: 그 바깥으로는 안 나가요, 루시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루시 선생님: 위험해?
루스: 전에 어떤 애가 친구들이랑 심하게 다투고서는 경계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이틀 후에 숲 속에서
발견됐어요, 나무에 묶여 있었죠.
여학생2: 손 발이 잘린 채로요.
여학생1: 죽어있었어요.

헤일셤 바깥의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제인간들은 TV에 나온 인물들의 행동을 모방하
고, 식당에 가서도 누군가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한다. 또한 이들은 존재의 근원이 ‘원본’에 있다고
믿었기에 원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려 한다. 복제인간들에게 공통
적으로 발견되는 ‘주체성의 결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는 ‘탄생성
(natality)’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한 인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
기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은 태어나는 존재로서의 특성인 ‘탄생성(natality)’으로부터 연원한
다.44) 복제인간은 생명 연장이라는 근대 휴머니즘의 오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즉 온전히 자기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연원인 탄생성이 생의 시초에서부터 훼손된 존재이다. 비
44) Jürgen Habermas, op. cit.,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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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들이 유전공학적으로 인간과 다름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독립된 주체로서의 고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탄생성이 훼손됨으로써 빚어진 비극적인 귀결이다.
영화 속에서 복제인간들은 자신들의 생에 은폐된 비극적 ‘목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그러
한 삶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토미와 캐시는 항간의 소문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증
명하여 장기 기증을 유예하기를 유일하게 기대할 뿐이다. 토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 복제인
간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캐시에 대한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하려 하였지만, 기증을
유예하지 못하고 세 차례 장기 기증을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른다. 루스와 토미의 죽음을 담담히 그
리던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캐시의 목소리를 빌려 “과연 우리 목숨이 우리가 살린 목숨과 그
토록 다를까?”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캐시는 루스와 토미의 간병인이 되어 그들의 마지막 생을 함
께하였으며, 자신 역시 첫 기증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인물이다. 스스로 말할 수 없었던 서발턴으로
서의 포스트휴먼의 처지는 캐시의 독백과 함께 흘러나오는 담담하면서도 절제된 슬픔을 통해 스크
린 너머 관객들에게 전해진다. 그 슬픔은,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의 생사여탈권을 소유한 주체
의 막강한 힘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관객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캐시: 그를 잃은 이후, 2주가 지났다. 나도 기증 일자를 통보 받았다. 첫 기증이 한 달 후로 잡혔다. 난
이곳에 와서 어린 시절 이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여기로 밀려온다고 상상한다. 모든 게 이리
로 밀려오는 게 정말이라면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면 저 벌판 끝 지평선에 사람 모습이 조
그맣게 나타나 점점 커져서 토미가 될 것이다. 내게 손을 흔들고 내 이름도 부르겠지. 내 상상은
거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한다. 돌이켜 보면 토미와 지낸 것만으로도 나는 무척 행운아였다. 그
런데 확신이 안 서는 게 있다. 과연 우리 목숨이 우리가 살린 목숨과 그토록 다를까? 우린 모두
종료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충분히 살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45)

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캐시의 시선은 철망에 걸린 쓰레기 조각들에 고정되어 있다. 바람에 날리
는 쓰레기 조각들은 장기 기증이라는 목적을 완수한 후 버려지는 복제인간의 생을 은유한다. 찢어
진 채 바람에 날리고 있는 쓰레기 조각들은 장기 적출 수술 후 어떠한 애도도 없이 싸늘한 수술실
에 버려졌던 루스의 모습과 닮아 있다. ‘목적’을 완료한 뒤 사라져가는 생명이기에, 이들의 마지막
순간은 ‘종료’라고 일컬어진다. 통제할 수 없는 시초로서의 탄생성이 부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존
엄한 죽음도 없다.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이 구하려 했던 생명이 그토록 다른 것이었는지를 묻는
캐시의 절제된 슬픔은 헤일셤에 의해 구축된 동일자의 폭력에 균열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 균열이
일으킨 틈새를 통해 인간 복제가 일상화된 미래에는 아무도 복제인간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고민하
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다. 진보한 생명공학기술을 다시 되돌리기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 헤일셤 교장 에밀리가 말한 대로 “다시 폐암, 유방암, 운동신경 퇴화질환이 판치
는 암흑 세계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일언지하에 거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간 향상을 위한
기획이 근대 휴머니즘의 전철을 밟아 불평등의 재생산을 속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방향과 속도
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버렛미고>에 침윤되어 있는 포스트휴먼들의 체념화
된 정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인간 향상을 향한 방향과 속도에 불편함을 느끼는 도덕감
정의 다른 모습일 것이다. 도덕감정은 분명, 복제인간의 존재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신이 된 기술’
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채근할 것이다.
45) 영화 <네버렛미고>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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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보그 바디의 초월가능성과 포스트젠더의 미래
사이보그는 부분들을 상위에서 통합해 그 전체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전유하여 얻어지는 유기적
전체성을 향한 유혹과 거래하지 않는다.46)

시이 마모르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공각기동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탈젠더화된 사이보그
바디의 가능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첨예하기 제기한다.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를 포
스트젠더(postgender) 세계의 피조물이라고 묘사했다면, <공각기동대>는 해러웨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 범주가 없는 세계, 즉 탈젠더화된 사이보그 바디의 초월 가능성을 다루고 있
다. 해러웨이에 의하면 사이보그는 인공두뇌 유기체로(cybernetic organism)로 기계와 유기체의 잡
종이며, 허구(fiction)와 물질적 실재의 피조물이다. 유기체와 인공물 사이의 존재론적 분리를 붕괴
시키는 사이보그 이미지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물질과 비물질 간의 억
압적인 이원론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였고, 젠더 이원론에 대한 도전에 동력을 제공하였다. 사이보
그는 오이디푸스적 기획 없이, 유기체적 가족 모델을 따라 설계된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다.47) 사이
버 기술의 도래로 여성들은 생물학적 신체를 초월하고 여성이라는 역사적 범주, 타자와 객체를 떠
나서 자신들을 재정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48) <공각기동대>에서 쿠사나기 소령의 바
디는 기술적 구성물인 의체와 휴먼 바디의49) 뒤섞임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녀의 뇌는 컴퓨터
와 연결되어 전뇌화되어 있으며, 나머지 신체는 모두 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테러 진압, 요인 암살
과 같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적될 수 있도록 의체가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며, 전뇌화된 뇌50)
를 통해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항시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쿠사나기 소령이 자조 섞인 어
조로 읖조리듯이, “전뇌와 의체를 통해 고도의 능력 획득을 추구한 결과 최고도의 정비 없이는 생
존할 수 없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토구사: 소령님,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나 같은 놈을 본청에서 빼 왔죠?
쿠사나기 모토코: 네가 그런 남자라서야. 음지 활동 경험이 없는 형사 출신에다가 기혼자고 전뇌화됐어
46)
47)
48)
49)

도나 해러웨이 지음, 황의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p.20.
해러웨이에 논의에 대해서는 도나 해러웨이 지음, 황의선 옮김, 위의 책, , pp.18~22를 참조함.
주디 와이즈먼 지음, 박진희·이현숙 옮김, 앞의 책, pp.138~139.
쿠사나기 소령은 휴먼 바디와 의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이보그이지만, 티타늄 두개골 안에 인간
의 뇌가 남아 있으므로 인간으로 대우받는다.
50) 한스 모라벡은 고화질 스캔 기술이 진보하면 수술 없이도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한스 모라벡에 의하면, 두뇌가 죽더라도 컴퓨터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1000배나 더 빠르게 소통하고 반응하고 소통할 수 있다(한스 모라벡 지음, 박우석 옮김, 앞의 책, 김
영사, pp.196~197).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전뇌화 기술은 한스 모라벡이 전망한 것처럼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컴퓨터
와 인간 뇌가 연결되어 기억의 외부화가 가능해지면, 인간에게 스스로의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억의
고유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뇌를 해킹당한 통역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기억이 주입된
청소부, 자신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테러리스트를 본 쿠사나기 소령은 자신의 기억 역시 네트워크
를 통해 주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로 인해 쿠사나기 소령은 만약 자신의 기억이 임무를 수행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주입된 것이라면, 자신은 “전뇌와 의체로 구성된 모의 인격이 아닌가” 하는 혼
란에 빠진다. “만일 전뇌 자체가 고스트를 낳고 혼을 깃들이는 거라면 그땐 뭘 근거로 나임을 믿어야
할까”라는 쿠사나기 소령의 대사에는 자신의 고유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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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뇌가 많이 남았고 거의 인간의 몸. 전투력이 아무도 우수해도 동일 규격품으로 구성된 시스템
은 어딘가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 조직도 사람도 특수화의 끝에는 완만한 죽음이 기다릴 뿐이
야.51)

제시된 장면에서 토구사는 육체적인 능력이 탁월한 부대원으로 구성된 공안 9과 가운데 유일하
게 의체화를 전혀 하지 않은 보통의 인간이다. 쿠사나기 소령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중, 토구사
는 공안 9과 같은 특수 부대에 왜 자신 같은 보통의 인간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는지 묻는다. “전
투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동일 규격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다”는 쿠사나기 소
령의 대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녀는 자기증식(복제)에 의한 절멸을 경계한다. 영화의 후반부에
서 쿠사나기 소령이 자신의 의체가 산산조각나는 전투에도 불구하고 인형사와의 융합을 선택한 것
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사이보그 쿠사나기 소령과 인형사와의 융합이
다. 인형사는 애초에 네트워크에서 전뇌 해킹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고스트 해킹프로그
램으로, 광활한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자의식을 획득하고 자기진화의 길로
들어선 인공 생명이다. 인형사는 외부 동력 없이 자체적인 출력으로 작동가능하며, 바디 없이도 존
재할 수 있다. 인형사는 “당신들의 DNA 역시 자기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생명이란 정
보의 흐름 속에 태어난 결점점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자신이 “정보의 바다에서 태어난 생
명체”임을 정교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자손을 남기고 죽는다고 하는 생명으로서의 기본 프로세스”
를 갖춤으로써 온전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쿠사나기 소령에게 접근해 왔음을 밝힌다.
인형사: 네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엑세스한 온갖 네트워크의 흔적을 따라서. 9
과의 존재도.
쿠사나기 모토코: 그럼 9과로 숨어든 건···.
인형사: 이 의체에 들어온 건 6과의 공성방벽을 거스를 수 없어서지만 9과에 머물고자 한 건 나 자신의
의지다.
바토: 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 거야? 모니터링이 안 돼.
쿠사나기 모토코: 무엇을 위해?
인형사: 어떤 사실을 이해시킨 다음에 네게 부탁할 게 있다. 난 내가 생명체라고 말했지만 현 상황에선
그건 아직 불완전한 상태다. 왜냐하면 내 시스템에는 자손을 남기고 죽는다고 하는 생명으로서의
기본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이다.
쿠사나기 모토코: 복제를 남길 수 있잖아
인형사: 복제는 결국 복제에 불과해. 단 한 종의 바이러스로 인해 전멸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고 무
엇보다 복제한테는 개성이나 다양성이 생기지 않아. 더 오래 존재하기 위해 복잡 다양화되지만
때로는 그걸 버린다. 세포가 대사를 거듭하며 새로 태어나고 노화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대량의
경험 정보를 지우고 유전자와 모방자만을 남기는 것도 파국에 대한 방어 기능이지.
쿠사나기 모토코: 그 파국을 피하기 위해 다양성과 변동성을 갖고 싶은 거군. 하지만 어떻게?
인형사: 너와 융합하고 싶다
쿠사나기 모토코 : 융합?
인형사: 완전한 통일이다. 너도 나도 총체적으로는 다소 변하겠지만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융합 뒤 서
로를 인식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왜 인형사가 쿠사나기 소령과의 융합을 그토록 원하는지 살펴보면, 그 근원에는 다양성이야말로
51) 영화 <공각기동대>(애니메이션 버전)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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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신념이 놓여 있다. 인형사의 발화로 미루어 볼
때 다양성은 오직 이질적인 존재 간의 융합을 통해서만 생성된다. 타자성의 무한 증대를 통해 다양
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체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인형사의 이러한 주장은 비단일적 주체를 지향하
는 포스트휴먼 윤리학과 연결된다. 포스트휴먼 조건은 휴머니즘이 옹호하는 단일한 주체 포지션의
쇠락이 제공하는 기회를 움켜잡으라고 도전한다.52)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공각기동대>의
쿠사나기 소령은 인간 향상의 이상을 실현한 트랜스휴머니즘보다는 타자성의 무한 증대를 통해 새
로운 생명체로 생성되는 포스트휴머니즘에 속하는 인물 형상이다.
인형사와 쿠사나기 소령의 융합 이후 등장한 ‘소녀’는 인형사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생명체의 모
습을 재현하고 있다. 쿠사나기 소령의 바디(shell)는 인형사와의 총격 과정에서 산산조각 난 채 분
해되지만, 소령의 고스트(ghost)는 동료 바쿠가 구해 온 소녀의 바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소
녀의 바디를 통해 생성된 것은 ‘인형사로 불렸던 프로그램’도 아니고, ‘소령이라 불렸던 여자’도 아
닌, 제3의 존재, 즉 광활한 네트워크 속에서 또 다른 존재의 고스트와 융합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
생명체이다. 각기 다른 부분들이 작동하는 원리가 단일 시스템을 형성하지 않는 존재의 형상을 가
장 잘 나타낸 것이 사이보그 이미지인 까닭에,53) 제3의 존재로서의 소녀는 여전히 사이보그이다.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인형사와 쿠사나기의 융합, 이를 통한 다양체 생성, 이 같은 일련의 과
정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쿠사나기 소령이 사이보그로서 지닌 경계 위반과 융합의 잠재력이다. 지
속적으로 분해되지만 수습되며, 부서지지만 끊임없이 강화되는 쿠사나기 소령의 사이보그 바디는
동일성의 공동체에서 탈출하여 헤테로토피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이보

絶合)가능성은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에 충실할 수 있으며, 바로 그런 까닭에 기존

그 바디의 절합(

생명체의 경계를 가로질러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로 생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각기동
대>는 휴머니즘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해체하며 타자성의 무한 증대로 나아가는 탈젠더화된 사이보
그 바디의 초월 가능성을 보여준다.
4장 이하 미완

5. 나가며
5장 미완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52)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이경란 옮김, 앞의 책, pp.73~74.
53) 메릴린 스트래선 지음, 차은정 옮김, 부분적인 연결들: 문명 너머의 사고를 찾아서, 오월의 봄,
2019,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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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
포스트휴먼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에 대한 토론문

손미란(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곽은희 선생님의 논문 ｢테크노사이언스의 젠더 감수성 : 포스트휴먼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은 ‘테크노사이언스(technoscience)의 젠더 감수성’을 핵심 화두로 둔 글로, 유전
공학, 감정을 갖춘 인공지능, 사이보그에 이르는 “기술생명권력(technobiopower)이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를 포스트휴먼 SF의 여성성 재현과 젠더 역학 분
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문학 읽기가 나
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짧은 소견을 말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이해에서 나온 질문이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은 온택트(Ontact)로 연결된 현재를 살아가
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사이언스의 실천이 만들어낸 젠더화된 효과에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과거를 기억
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전망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장 문제적으로 제시하는 장르가 SF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한때는 판타지일 뿐이라 생각했던 SF 장르의 판타지는 그 자체로 현재적이며 미래에
대한 현재적 상상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로지 브라이도티가 말한 “ SF는
우리 문화와 우리 시대의 위기를 반영하고 확대하며 그러한 위기의 잠재적인 위험들을 부각시
킨다”는 언급은 중요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SF 장르가 우리 시대의 위기와 잠재적인 위험
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 <그녀>가 보이고 있는 젠더적 감수성은 특히
주요한 사항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 선생께서 영화 <그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조심스레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영화 <그녀>가 여전히 오래된 젠더 규범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녀>의 사만
다는 다중 주체이자 신체 없는 존재로서 페미니스트 주체를 형상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
만다의 다중 주체성이 결국 전통적 젠더 규범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견해는 일견 이해가 됩니
다. 하지만 사만다는 8316명의 남성 주체에게서 객체가 되었다 볼 수는 없을까요? 낭만적 사
랑의 구도를 생각했을 때 641명을 사랑하는 사만다는 오래된 남녀의 사랑 구도를 깨트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개의 남성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아 없는 신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공학, 감정을 갖춘 인공지능, 사이보그에 이르는 미래 기술들은 여성성 남성성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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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되어 구분되는 전통적 젠더의 구분에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젠더 감수성, 고착되지 않
는 젠더 감수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들(혹은 여성들)의 일그러진 판타지를 마치
현실인 것처럼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영화 <그녀>가 던지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결국 ‘그녀’인 사만다는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으며 결국 판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현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의 하나인 사만다는 그렇
기 때문에 자아 없는 신체이진 않은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로지 브라이도티가
말한 “우리 시대의 위기를 반영하고 확대하며 그러한 위기의 잠재적인 위험들을 부각”시킨다
는 말은 여기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서 없는 토론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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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
윤인현(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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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論

1. 序論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말 그대로, 혁명의 시대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인공지
능(AI) · 사물인터넷(loT) · 빅데이터(Big Data)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 대표적인
기술이 인간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 인간 최고의 고수 중의 한 명이
었던 전문가가 AI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았다. 그
리고 스마트폰 · PC를 넘어 자동차 · 냉장고 · 세탁기 ·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
되어 물질적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본이라 할 사업 기초 자료 조사
도 빅데이터를 통해 사업장까지 물색하는 시대이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넘어 이제는 축적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 머신러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딥러닝(Deep Learning) 시대 곧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컴퓨터
가 스스로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인해 우리의 물질적인 삶은 편리하면서도 풍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격차에 따른 계층이 형
성되고, 노령화는 가속화 되어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
할 것이다. 이처럼 장·단점이 공존하는 미래의 삶은 AI에 의존하면서도 인간적 공감과 스킨십
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질 수도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균형적인 미래가 펼쳐질 앞날에 필요한 인간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본고
는, 선대의 성현들이 남긴 經書를 비롯한 名著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미래에 필요한
인간상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정보통신기술) 리터러시 곧 정보기기 · 모바일기기 등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상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변화에 민감해야 됨으로 새
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응해 나가는 인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인재들은 기기와
문명의 발달로, 네트워킹 없이도 혼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지만, 그
로인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사회성 부족과 폐쇄성으로 인한 생각의 확장 부족 등의 부작용
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견되는 현상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수록 배금주의(拜金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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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 사고와 개인주의는 팽배해질 것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본과 편리로 귀결되기 때문이
다. 편리함을 앞세운 자본은 더욱더 물질적 풍족함에 매여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본연의 정
서인 배려하는 마음과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은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 우선주의에 사람을 사로잡히게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타인이나 동료와의 경쟁은 더 격
렬해져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살게 될 미래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이런 폐
쇄적이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래 사회일수록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 인간 고
유의 역량 중의 하나가 人性일 것이다. 인성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착한 본성으로, 누구나 지
니는 四端 곧 仁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義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羞惡之心),
禮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辭讓之心), 智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이른다. 따
라서 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고립화가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타고난 본
성인 착한 성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착한 본성에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인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꿈꾼다면 인간이 지녔던 본성이 무가치하게 버려지기 전에 타고난
착한 본성부터 되살려야 할 것이다. 人性이 무너진 시대에 인성으로 바로잡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절정기에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은 한 명의 이
탈자만 나와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첨단 과학 문명으로 무장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자는 물론 모든 지식인의 바른 지식 활용을 위해서라도 인성 교육은
필요하다.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 확정되었다. 정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
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禮 · 孝 ·
정직 · 책임 · 존중 · 배려 · 소통 · 협동이라는 8대 핵심 가치를 교육의 목표로 정하였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8대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은 유
효하다. 본고에서도 8대 핵심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인성교육과 4차 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상
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지금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학 교양에서
의 고전활용1)과 『논어』에 기반 한 인성교육 모델 개발2)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서의
인성교육 방향과 활용방안 및 활성화 등등3)이 있었다. 본고는 四書4) 중에서도 공자의 말씀
1) 함정현·민정현,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활용에 대한 연구」(한국·일본·미국 대학의 교양 고전 교육 사
례 비교), 동방학30, 2014, 483~509면.
2) 金東敏, 「논어에 기반 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유교사상문화연구71, 2018, 81~116면.
3) 손윤락,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시민 인성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 174~178
면.
김영준·강경숙, 「대학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반 구축방안」, 교사교육연구57,
2018, 411~428면.
김은주,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E대학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5, May.
2019, 247~258면.
홍경남, 「대학 인성 교육과 도덕윤리 교육」. 교양교육연구, 11(6), 2017, 507~528면.
정미선·정영애·김민순, 「외국의 인성교육 고찰을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 방향」, 교정상담연구 제2권 제
2호, 2017, 95~128면.
이하준·이서인, 「인문학을 활용한 대학의 인성교육과정 분석과 개선방향」, 교양교육연구, 9(4), 2015,
45~72면.
차봉준, 「대학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론-S대학 인성교과목 개설을 중심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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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편찬된 『논어』에서 인성교육의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전통적 계승 차원에서 선인들
의 글과 몇몇 儒者들의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계승과 활용 방
안을 살피면서 ‘미래에는 인성을 갖춘 인재가 왜 필요한가?’를 논할 것이다.

2. 『논어』를 통해 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人性
『논어』는 공자의 언행과 그 제자들과의 문답을 제자의 제자들이 편찬한 유가의 경전으로,
20편 499장 12,700자로 구성된 책이다. 편찬자에 대해서 程子는 “有子와 曾子의 문인에서 이
루어졌다.”5)라고 하면서 ‘유독 그 두 분에게만 존칭인 ’子‘를 붙였다’6)고 하였다. 이때의 ‘子’
는 ‘선생님 자’로 도덕적이고 학문적으로 높은 분에게 붙일 수 있는 존칭의 접미사인 것이다.
특히 공자의 제자인 有若은 曾參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제자인데, 존경의 뜻으로 ‘子’를
붙인 것은 유약의 제자들이 그 스승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子’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程子는 有若과 曾參 계통의 제자들이 『논어』 편찬에 참여했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는
인성교육과 관련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孔子가 남과의 소통에서 우선한 것은 무엇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7)
위의 글은 『논어』 첫 편으로 『논어』의 3대 강령에 해당된다. ①학문 · ②교유 · ③수양 등
으로, 수양 부분인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가 타인과의 소통과 관련이 있다. 여기
서 공자는 내가 갈고 닦으며 힘써 노력하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남들이
알아줄 만큼 내가 아직도 훌륭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내가 훌륭한데도
동철학72, 2015, 23~45면.
성명희·김은주.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과정 개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429~436면.
이은아,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사회과학연구, 26(4), 2015, 235~255면.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8(5), 2014, 423~448면.
강민경,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사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111~119
면.
윤옥한. 「최근 인성교육의 연구동향과 인성교육 방향」.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129~138면.
안현효. 「고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143~158면.
지희진,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7(5), 2013, 433~466면.
안순태,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論語 세미나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韓國漢文敎育學會48호,
漢文敎育硏究, 2017, 95~120면.
박현희,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 활용 강좌의 운영 특성과 효과 - 서울대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
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281~299면.
신창호. 「인성교육과 교육학적 전망 -교육의 본질적 개념을 고려하여」.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
회, 2019, 244~270면.
4) 『論語』·『大學』·『中庸』·『孟子』
5) 『論語』 「序說」 “成於有子曾子之門人.”
6) 『論語』 「序說」 “其書獨二子以子稱.”
7) 『論語』 「學而」篇 ‘時習’章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樂乎아. 人不知
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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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를 알아줄 만한 세상이 되지 못하여 알아주지 않는 경우
도 없지 않겠으나, 남들이 나를 몰라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야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君子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알아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줄 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내 자신을 갈고 닦
으며 더욱 힘써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論語』 「學而」篇 ‘不患’章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느니라.”8)라고 하였으며, 『論語』 「里仁」篇 ‘立位’章
에도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무슨 방법으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설 수 있는
방법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일을 할 것을 구해
야 하느니라.”9)했다. 그리고

『論語』 「憲問」篇 ‘患人’章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제 능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느니라.”10)가 있고, 『論語』 「衛靈公」篇 ‘無能’章에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마음의 병으로 여기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느니라.”11)라고 하였다. 모두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나 재주가 없어서 남이 몰라주는 것이야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소통
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나 재주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실력부터 갈고 닦으며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
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나아가 참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실
력을 쌓음으로써 마침내 스스로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기에게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거나 탓하지 말고 남들이 자연히 알아줄 만한 참된 일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
며, 어떤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과의 소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공교롭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가지는 사람이 드무니라, 어진 사람이.>라고 하셨다.”12)라는 내용으로 미
루어 보면, 마땅히, 외면적인 겉꾸밈에만 치중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깊이 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겉꾸밈으로 현혹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진심이 담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타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의존하
는 간접적 교류 곧 언택트(untact)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계의 화면에 비
치는 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연히 겉꾸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짜 뉴
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이런 시대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시대일수록 인간 개인의 고유 영역
인 인성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 타고난 인성 곧 착한 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
류한다면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이 되어 소통도 수월해
질 것이다.
공자께서 인성의 덕목 중의 하나인 효에 대해, 어떻게 가르침을 베풀었는지 알아보자.
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물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어김이 없는 것이니라.”
고 하셨다.13)라고 하였으며, 노나라 대부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여쭈자 “부모
8) 『論語』 「學而」篇 ‘不患’章 “不患人之不己知요 患不知人也니라.”
9) 『論語』 「里仁」篇 ‘立位’章 “不患無位요 患所以立하며 不患莫己知요 求爲可知也니라.”
10) 『論語』 「憲問」篇 ‘患人’章 “不患人之不己知요 患其不能也니라.”
11) 『論語』 「衛靈公」篇 ‘無能’章 “君子는 病無能焉이요 不病人之不己知也니라.”
12) 『論語』 「學而」篇 ‘鮮仁’章 “子曰, 巧言令色이 鮮矣仁이니라.”
13) 『論語』 「爲政」篇 ‘無違’章 “孟懿子가 問孝한대 子曰, 無違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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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직 그 병을 근심하시느니라.”14)라고 하였으며, 공자의 제자 자유에게는 “오늘날의 ‘효’는
그 바로 (그저) 잘 봉양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犬馬에 이르러서도 모두 능히 길러줌이 있으
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으로써 구별하리오?”15)라고 하였으며, 제
자 자하에게는 “얼굴빛을 가지기가 어려우니, 일이 있거든 아우나 자식된 사람이 그 수고로움
을 맡아서 행하며 술과 밥이 있거든 먼저 나신 분께 대접하는 것, 일찍이 이로써 ‘효’를 삼겠
는가?”16)라고 하였다.
이는 因人施敎의 가르침으로, 교육받는 사람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하는 교
육법인 것이다. 노나라 대부 중손씨인 맹의자가 효를 여쭈었을 때 공자의 가르침은 예에 어긋
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이때 노나라 맹손씨 자신을 비롯하여 세 집안인 중손씨와 계손씨가
노나라 임금을 업신여기며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였으므로 그 사람됨에 말미암아 가르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여쭈자, 허약체질인 맹무백에 대해
공자께서 건강관리를 당부하였다. 부모님의 기와 체를 받아 태어난 몸이기에 자기 자신의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효도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자식 가진 부모는 오직 자기
자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몸의 건강을
지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효도일 것이다. 맹무백이 건강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 자유에게는 물질적으로만 공양할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까지
도 지닐 것을 당부하였다. 공경함이 없다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
다. 제자 자하에게는 온화한 얼굴빛을 가지고 섬겨야 부모님이 불편해하지 않음을 이르신 것
이다.
공자께서 가르침을 내린 효도의 방법은 재질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모자라는 점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한 맹의자에게는 일반 대중들에게 당부하여 일러 주신 뜻으
로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행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린 아들 맹무백에게는 평상
시 부모님께서 근심할 만한 것으로 깨우침을 내렸다. 몸이 허약한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
의 근심은 끝이 없기에 평상시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당부한 것이다. 문학에 능한 제자
자유와 자하는 능히 봉양하기는 하되 간혹 공경심과 온화한 기색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허여하여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게 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랐던 因人施敎의 교육 방법으로 맞춤 교육을 행하였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반
드시 훌륭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해주어 발전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와 같은 맞춤식 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세상에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교육법
과 시대에 요구하는 인간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음성 정
보보다 사람의 따뜻한 감성적인 말 한 마디가 듣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어긋나는 것을 보면 기계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인
21세기에는 효심을 갖춘 사람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공자가 행한 인인시교의 교육법에 따
라 현대인 각자에게 맞은 효도의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정직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4) 『論語』 「爲政」篇 ‘憂疾’章 “父母는 唯其疾之憂시니라.”
15) 『論語』 「爲政」篇 ‘能養’章 “今之孝者는 是謂能養이니 至於犬馬하여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
別乎리오.”
16) 『論語』 「爲政」篇 ‘色難’章 “色이 難이니 有事어든 弟子가 服其勞하고 有酒食어든 先生饌이 曾是以
爲孝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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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야, 너에게 ‘앎’에 대하여 가르쳐 줄까 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
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 바로 아는 것이니라.”고 하셨다.17)

由는 공자의 제자 子路이다. 자로는 용맹을 좋아하여 대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를 써서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께서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
라고 일려주신 말씀이다. 이처럼 하면 혹시 능히 알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스마트폰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가
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 기기가 발달된 21세기 미래는 더욱 기성을 부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직한 인간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信義가 없으면, 그를 (그래도) 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큰 수레
가 수레횡목이 없으며 작은 수레가 수레갈고리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써 가겠는가?”라고 하셨다.18)

사람이 信義 곧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마치 큰 수레에는 수레횡목이 없는 것과 같고 작은
수레에는 수레갈고리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수레에 수레횡목과 수레갈고리가 없으면 짐
을 실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신의가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기술과 기기가 중심되는 사회일수록 그것을 이용하
는 사람들은 더욱 정직해야 할 것이다. 기술로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微生高를 ‘꼬장뱅이(곧기만 한 사람)’라 이르던고? 어떤 사람이 젓국을
빌리러 왔거늘, 그 이웃에서 빌려다가 주었다더구나.”라고 하셨다.19)

공자께서 노나라 미생고의 융통성을 칭찬한 말씀이다. 어떤 이웃이 곧기만 한 사람으로 소
문난 미생고 집에 젓국을 빌리려 왔는데, 마침 미생고의 집에도 떨어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
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이웃집에서 젓국을 빌려다가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미생고가
곧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스스로 그
어려움을 타계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한 면모일 것이다. 聖人은 남의 약점을 감춰주고 그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그 글의 의미를 두었기에, 朱子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뜻을 굽히고 외
물에 따라서 저자에 떠도는 꼬장뱅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문을 끌어다가 자기의 아름다움
으로 꾸미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주자의 견해처럼 정자와 범씨의 주석에서도 정직함을 해
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인인 공자께서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 한 말씀이 아닐
것이다. 저잣거리의 소문처럼 꼬장뱅이인 줄로만 알았던 미생고가 융통성이 있어 남다른 친분
이 있던 이웃집에 가서 젓국을 빌려 어려운 사정을 들어준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아는 것’처럼 어려운 살림에 남의 어려운 점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절히 융통성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것이
다. 따라서 주자가 集註에서 ‘뜻을 굽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생색을 냈으
17) 『論語』 「爲政」篇 ‘誨知’章 “子曰, 由아 誨女知之乎인저. 知之를 爲知之요 不知를 爲不知가 是知也
니라.”
18) 『論語』 「爲政」篇 ‘輗軏’章 “子曰, 人而無信이면 不知其可也케라. 大車가 無輗하며 小車가 無軏이면
其何以行之哉리오.”
19) 『論語』 「公冶長」篇 ‘乞醯’章 “子曰, 孰謂微生高直고. 或이 乞醯焉이어늘 乞諸其鄰而與之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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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정직함이 될 수 없다’20)고 해석한 것은 맞지 않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기계적으로 재
단될 미래 사회에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할 줄 아는 미생고 같이 융통성 있는 인간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또 천하게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자가 되
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니라.21)

나라에 道가 있는데 세상에 쓰일 수 있는 道가 그에게 없어 出仕하지 못하고 賤하게 살아
간다면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반대로 세상에 도가 행하지 않는데 처신을 조심하지 않고 아무
때나 출사하려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점이 심하게 있다는 것이다. 일제 치하 때 일제의 앞
잡이 노릇을 한 친일 세력이나 군사 정권 시절 하수인 노릇하면 호의호식한 집권자들은 정직
함을 숨기고 권세와 부귀를 누린 바가 되는 것이다. 어떤 시절에 출사하고 물러나야 하는가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글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출사하여야 할까?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들어서 굽은 사람 위에 앉혀
놓으면, 능히 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곧아지게 하느니라.”22)고 하셨다. 이는 공자의 제자 번지
가 지혜에 대해서 여쭈니 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이다.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굽은 자 위
에 앉혀 놓는 것은 지혜에 해당되고 굽은 자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되는 것은 어짊에 해당된
다. 따라서 어진 사람을 알아보고 들어 쓸 줄 아는 것은 지혜에 해당되는 동시에 어짊의 실현
인 것이다. 번지는 공자님께서 베풀어주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동문 자하에게 다
시 물으니, 자하가 “거룩하시도다, 말씀이여. 순 임금이 천하를 차지하심에 대중 가운데서 가
려서 ‘고요’(皐陶)를 거용(擧用)하시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고, 탕 임금이 천하를 차지하
심에 대중 가운데서 가려서 ‘이윤’을 거용하시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느니라.”23)고 하였
다. 이는 순 임금과 탕 임금이 대중 가운데서 고요와 이윤 같은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쓸 줄
알 만큼 지혜로워서 마침내 仁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직한 사
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것은 仁의 경지에 이른 聖人의 경지라 할 만하다. 모든 것이 기계
적으로 재단될 수 있는 미래는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인재가 더욱 필요할 것
이다. 특히 21세기 언택트 시대가 확산될 조짐이 있는 미래는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고 거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비대면으로 정직한 사람을 구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정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섭공이 공자께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고을에 곧은 체하는 사람 ‘궁’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비가
(남의) 양을 훔쳤거늘, 아들이 증인을 섰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을의 정직
한 사람은 그와는 다르니,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겨 주며 자식이 아비를 위해 숨겨 주나니, 곧은 것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라고 하셨다.24)

20)
21)
22)
23)

『論語』 「公冶長」篇 ‘乞醯’章 朱子集註 “譏其曲意徇物하고 掠美市恩하여 不得爲直也라.”
『論語』 「泰伯」篇 ‘篤信’章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
『論語』 「顏淵」篇 ‘仁知’章 “擧直錯諸枉이면 能使枉者(로) 直이니라.”
위의 책 “富哉라 言乎여. 舜有天下에 選於衆하사 擧皐陶하시니 不仁者가 遠矣요 湯有天下에 選於
衆하사 擧伊尹하시니 不仁者가 遠矣니라.”
24) 『論語』 「子路」篇 ‘直躬’章 “葉公이 語孔子曰, 吾黨에 有直躬者하니 其父가 攘羊이어늘 而子가 證之
하니이다. 孔子가 曰, 吾黨之直者는 異於是하니 父爲子隱하며 子爲父隱하나니 直在其中矣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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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공이라는 지방관이 자기 고장의 정직한 자 궁을 자랑하는 장면이다. 궁의 아버지가 남의
집 양을 훔치자 그 정직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공자께서 우리 고
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숨겨 주는 것으로, 그 정직함이 그 안에 있다고 했
다. 부자지간은 천륜이기에 설령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증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천륜을 해
치기 때문이다. 바르지 않는 가운데 바름이 있는 것으로, 천륜지간 곧 부자의 정을 돈독히 해
줌으로써 그 안에 바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와 주자도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숨겨줌
에 천리와 인정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억지로 정직을 구하지 않아도 정직
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맹자』 「진심」장(상)에, 도응이 맹자에게 묻기를, ‘순 임금
께서 천자로 있을 때 아버지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사법의 책임자로 있는 고요가 어떻게 했
겠습니까?’로 물으니, 맹자는 ‘고요는 고수를 체포하려 할 것이요, 순 임금께서는 천자의 자리
를 버리고 아버지 고수를 업고 몰래 도망하였을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다. 이를 사
씨는 주석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따질 경
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이 정직함인지 공자와 맹자가 잘 알려주고 있다. 부자간의
천륜을 지극히 하는 가운데 바름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성을 갖추게 되면 무엇이 바른 길
로 나가는 것인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기기에 의존하여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
이 높은 때이다. 이런 시대의 가치 기준이 적용될수록 인간 고유의 정서인 효와 정직 또한 아
울러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傳統的 繼承과 活用
『論語』를 비롯하여 유학의 經書를 탐독한 조선 시대 儒者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인성교육
과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儒者를 대표하는 退溪 李滉(1502~1570)은 「陶山
二十曲跋」에서 도산서원 학동들의 인성을 위해 <도산십이곡>을 지었다고 하였다.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고 시끄러워 족히 말할 것이 못 된다. 이를테면 ｢翰林別曲｣과 같은
類는 文人의 입에서 나왔으나, 호걸스러움을 자랑하여 방탕하며, 아울러 외설되고 거만하며 희롱하고 친
압한 것으로, 더욱이 君子로서 마땅히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李鼈(이별)의 ｢六歌｣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翰林別曲]보다 좋다고는 하나 또한 세상을 놀리는 不恭스
런 뜻이 있고 溫柔敦厚한 실속이 적은 것이 애석하도다. 노인이 본디 음률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
의 음악을 듣기 싫어할 줄은 알아서, 한가히 지내며 병을 고치는 여가에 무릇 性情에 감동되는 것이 있
으면 매양 시로 표현해내고는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가히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노래할 수 있도록 하자면 반드시 時俗의 말[俚語 : 우리말]로 엮어야 하니,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李氏의 노래를 대략 모방해 지어서 ｢
陶山六曲｣을 만든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으로, 아이들
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듣게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
래하며 스스로 춤추고 뛰게 하고자 함이거늘, 행여 비루하고 인색한 마음을 씻어내어 감발되고 (맺힌 마
음을) 녹여 통하게 한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25)
25) 李滉, ｢陶山十二曲跋｣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不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
蕩, 兼以褻慢戱狎, 尤非君子所宜尙, 惟近世有李鼈六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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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퇴계는 우리 동방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노래로, 고려 시대의 ｢翰林別曲｣類와
같은 노래가 있는데, 내용이 ‘거만하고 퇴폐적이며 향락적이라 군자로서 숭상할 바가 못 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래의 이별의 「六歌」가 있는데, ｢翰林別曲｣보다는 좋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등지는 내용으로 성품이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고 두터운 면이 적어 애석하
다고 하였다. 그래서 글 배우는 학동을 위해 이 <도산십이곡>을 지었는데, 학동들이 날마다
익혀 아침저녁으로 노래 부르게 함으로써 학문을 하는 즐거움도 깨닫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어 성정을 순화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 이 노래를 짓게 되었다
고 하였다. <도산십이곡>의 時調 한 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순풍(淳風)이 죽다니 진실(眞實)로 거즛마리
인성(人性)이 어지다 니 진실(眞實)로 올 말리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가
<도산십이곡> 중 3번째 노래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순후한 풍습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사
람의 성품이 악하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다. 인간의 성품은 본디부터 어질다고 하
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착한 성품으로 순후한 풍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
다고 많은 영재를 속여서 말할 수 있을까? 이는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세상의 많은 영재들에게 성선설의 옳음을 말하면서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을 강조하였다. 이처
럼 착한 본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래까지 지어 부르게 했던 것이다. 학동들이 이런 노래를 부
르게 되면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도 성정이 순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안도(李安道, 1541~1584)는 퇴계 선생의 손자이다. 손자에게 당부한 禮에 대해서 알아보
자.
어제 모든 禮는 어떻게 하였느냐? “‘공경히 너의 相을 맞이하여 우리 집 宗事를 잇되 힘써 공경으로
거느리어 先妣를 이을지니, 너는 떳떳함을 지니라.’ 하니, 대답하기를, ‘오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
려울 뿐, 감히 그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醮禮辭(초례사)이다. 너도 들어서 아는 바이니, 천번
만번 경계하여라. 무릇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하고 지극히 가까워
도 또한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삼가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하
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우하고 공경하는 것은 온통 잊어버리고 다짜고짜 친압하여 마침내 업신여기
고 능멸하여 못할 짓이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모두가 서로 손님같이 공경하지 않는 데서 나오
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그 시작을 삼가야 하는 것이니, 천번 만번 경계
하여라.26)

손자 안도에게 주는 글로, 부부간의 예를 언급하였다. 혼례식 때 행한 말을 떠올리게 하면

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
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所不得
不然也, 故嘗略倣李歌而作, 爲陶山六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
聽之, 亦令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26) 『退溪先生文集』 제40권 書6 「與安道孫」 “昨日凡禮, 何以爲之. 敬迎爾相, 承我宗事, 勖率以敬, 先妣
之嗣, 若則有常. 對曰, 唯恐不堪, 唯敢忘命, 右醮禮之辭. 汝所聞知, 千萬戒之. 大抵夫婦, 人倫之始,
萬福之原, 雖至親至密, 而亦至正至謹之地. 故曰,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世人都忘禮敬, 遽相狎昵, 遂
致侮慢凌蔑, 無所不至者, 皆生於不相賓敬之故. 是以, 欲正其家, 當謹其始, 千萬戒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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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부 간의 지극한 예를 잊지 말고 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부부의 출발은 인륜의 시작이기
때문에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공경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래야 집안도 순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퇴계 선생은 잘 보여주고 있다. 요즘
세태가 변화하여 작은 잘못에도 서로 참지 못하고 부부의 인연을 끊어,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했던 선인들의 말씀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퇴계 선생
이 말씀한 친압하여 능멸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여 존중해주면, 크고 작은 잘못
이 있더라도 그 잘못은 칼로 물 베기처럼 묵인되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퇴계 선생과 동갑내기인 南冥 曺植(1501~1572) 선생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남명은 ｢與吳御史書｣에서 “그대는 요즘의 선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물 뿌리
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천상의 이치를 말하는데, 그들의 행실을 공평히 살펴보
면 도리어 무지한 사람만도 못합니다.”27)라고 했다. 이는 퇴계와 주고받은 편지글에도 보이는
내용으로, 요즘 선비들이 학문의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질타한 것이다. 지금의
선비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배움의 등급을 뛰어넘어, 입으로만 천리를 말하고 실천력이 없는
학문을 하기에, 오히려 무지한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라 힐책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맞
게 공부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남명이 행한 인인시교의 교육법은 『논어』에서 살펴본 공자의 교육법이다. 공자가 제자들의
능력과 그들이 처한 처지를 배려하여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내렸던 것처럼, 조선의 유자 남
명도 제자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법으로 가르침을 내렸던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의 인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훗날 그들이 조선 사회의 대들
보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퇴계 선생과 35살의 나이 차이에도 忘年之交를 행했던 栗谷 李珥(1536~1584)도 살펴보자.
율곡 선생은 본받을 만한 시를 엮어내면서 그 책명을 精言玅選이라 하면서 그 서문에
“시가 비록 학자의 能事는 아니지만, 이 또한 性情을 읊으며 淸和한 마음에 통하고 사무치게
하여 흉중의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냄은 存心省察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니, 어찌 아로새
기고 그려내고 수놓고 꾸미고 하여 방탕한 마음에 情을 옮겨서 지을 것이겠는가?”28)라고 하
여, 퇴계 선생과 마찬가지로 시가 성정 순화에 이바지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율곡 선생은 『擊蒙要訣(격몽요결)』에서 禮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있다.
禮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
라는 네 가지 조목은 몸을 수양하는 요점이다. 예와 예가 아닌 것을 처음 배우는 이가 분별하기 어려우
니,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밝혀서 다만 이미 아는 부분을 힘써 실천한다면 생각함이 반을 넘을
것이다.(깨달은 바가 이미 많을 것이다.)29)

인용문의 내용은 『論語』 「顏淵」篇 ‘克己’章과 『小學集註』 「敬身」3에 나오는 것으로, 율곡도
예로써 자기 몸을 갈고 닦으라고 하였다. 학문의 태도도 “학문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 속에 있으니, 만약 평소 생활할 때에 거처함을 공손히 하고, 일을 집행하기를 공경히 하고,
27) 南冥集, 卷二, ｢與吳御史書｣, 韓國文集叢刊 31, 484면. “君不察時士耶. 手不知洒掃之節, 而口
談天上之理, 夷考其行, 則反不如無知之人.”
28) 李珥, ｢精言玅選序｣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淸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
助, 豈爲雕繪繡藻, 移情蕩心而設哉.”
29) 『擊蒙要訣』, 「持身」章 第三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四者는 修身之要也라 禮與非
禮를 初學이 難辨이니 必須窮理而明之하여 但於已知處에 力行之면 則思過半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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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함께 할 때 진실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학문이라 하는 것”30)이라고 하여,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남들에게 공손하고 공경하며 진실로 대하면 그것이 학문이라고 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의복은 화려
하거나 사치스러움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추위를 막을 정도면 그만이요, 음식은 달고 맛있
기를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굶주림을 면할 정도면 그만이요, 거처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아
니 되고 병들지 않을 정도면 그만이다.”31)라고 하여, 최소한의 의식주면 만족하다는 것이다.
오직 힘써야 할 것은 학문하는 자세와 수양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사욕을 이겨 천리
에 부합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자기 마음에 나쁜 생각이 싹트면 일체 끊어버려야 의리에 부
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은 수양에 해가 됨으로 일이 없으면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보전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마땅히 말을 가려서 간략히 하고 신중히 하여, 때
에 맞은 뒤에 말하면 간략하지 않을 수 없어 도에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율곡 역시 다른 사
람과 만날 때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배려와 존중이었다.
율곡은 『격몽요결』에서 형제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형제는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함께 받아서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으니, 형제를 보기를 마땅히 저와 나
의 구분이 없게 하여, 음식과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마땅히 같이 해야 한다. 가령 형은 굶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 가운데에 지체가 어떤 것은 병들고 어떤
것은 건강한 것과 같으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가 만일 좋지 못한 행실을 저지르면 마땅히 정성을 쌓아
충고해서, 점차 도리로써 깨우쳐 감동하여 깨닫게 하기를 기약할 것이요, 갑자기 노여운 낯빛과 거슬리
는 말을 하여 그 화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32)

형제의 몸은 부모님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났기에, 그 서로 대하기를 마침 부모님을 대하듯
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은 부자고 동생이 굶주리며 그것도 안 될 것이며 한쪽이 병
들고 아프면 마치 나의 몸이 아픈 것처럼 생각하여 형제간의 정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중에 어느 누가 잘못을 범하면 정성을 쌓아 충간하되 잘 듣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갑자기 엄한 얼굴과 험한 말로 위협한
다면 오히려 형제의 의리를 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율곡 선생은 형제간의 예가 어떠해야 되
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물질 우선주의가 도를 넘은지 오래되어 돈이 동기간의 우애를 해친지
오래 된 지금, 율곡의 우애론이 왜 필요한가는 분명해졌다.
그리고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도 설명하고 있다.
무릇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함에 힘써야 하니, 나보다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

30) 위의 책 “爲學이 在於日用行事之間하니 若於平居에 居處恭하며 執事敬하며 與人忠이면 則是名爲學
이라.”
31) 위의 책 “衣服은 不可華侈라 禦寒而已요 飮食은 不可甘美라 救飢而已요 居處는 不可安泰라 不病而
已니라”
32) 『擊蒙要訣』 「居家」章 第八. “兄弟는 同受父母遺體하여 與我如一身하니 視之를 當無彼我之間하여
飮食衣服有無를 皆當共之니라 設使兄飢而弟飽하고 弟寒而兄溫이면 則是一身之中에 肢體或病或健也
니 身心이 豈得偏安乎아 今人이 兄弟不相愛者는 皆緣不愛父母故也라 若有愛父母之心이면 則豈可不
愛父母之子乎아 兄弟 若有不善之行이면 則當積誠忠諫하여 漸喩以理하여 期於感悟요 不可遽加厲色拂
言하여 以失其和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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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5년이 많으면 또한 약간 공경을
더할 것이니,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며 기운을 숭상하여 남을 업신
여기는 일이다.33)

위의 제시문은 남을 대하는 禮로, 『小學集註』 「明倫」72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다. 그기에
자기 학식을 믿고 스스로 높여서 기고만장하여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역시 남
을 존중하는 태도로 배려의 미덕이 반영되었다.
조선 후기 유자 인 茶山 丁若鏞(1762~1835)이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
다. 그 편지 글 중에는 두 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내
용이 있다.
보내준 편지는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大衡]이 있는데 하나는 시비(是非)의 기준이
요, 다른 하나는 이해(利害)의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종류의 큰 등급이 생기는 것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은 나쁜 것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낮은 등급은 나쁜 것을 좇아서 해를 받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나로 하여금 필천(筆泉)에게 편지를 보내어 항복을 빌라하고, 또 강가(姜哥)와 이가(李哥)에게
애걸하라고 하니, 이는 세 번째 등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끝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
이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느냐?34)

위의 편지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난 후 다산께서 답장한 내용이다. 다산이 55세 되던
1816년 5월의 편지이다. 세상에는 큰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비의 기준과 이해의 기준으
로 밝히면서 네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 아들의 편지글에서는 아버지를 모함한 이들에게 탄원
하는 글을 보내라고 하였던 것 같다. 필천은 다산의 장인인 홍화보(洪和輔)의 종제(從弟)로 홍
의호(洪義浩)의 호이다. 강가(姜哥)는 강준흠(姜浚欽)을 가리키며, 이가는 이기경(李基慶)이다.
이들은 모두 다산을 모함하였다. 그런데 다산은 천하의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
쁜 것을 좇다 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다산의 정직함이 느껴지는 글
이다. 이때는 유배 생활 15년 차이다.
효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곳이 있다.
지금 너희 從兄弟가 5~6명이나 되니, 내가 만일 하늘의 은혜를 입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면 오직 5~6명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모두 孝悌를 근본으로 삼게 하고, 또 經史와 禮樂(예악), 兵農과 醫
藥의 이치를 꿰뚫게 하여 4~5년이 지나지 않아 찬란한 문채를 볼 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안
이 비록 폐족(廢族)은 면할 수 없더라도 詩·禮의 가르침은 거의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이 내가 밤
낮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반드시 일찍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나의 큰 계획이나, 너희들
이 먼저 伯父나 叔父 섬기기를 아비 섬기는 것처럼 하는 법도를 세운 뒤에야 六과 七도 나를 제 아비처
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좋지 못한 규모를 세워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가 아버지이지, 백부나 숙부는 종족 중에 조금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들은 경
사나 예악도 기꺼이 배우러 오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효제의 행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바라노니, 너
33) 『擊蒙要訣』 「接人」章 第九. “凡接人에 當務和敬이니 年長以倍어든 則父事之하고 十年以長이어든
則兄事之하고 五年以長이어든 亦稍加敬이니 最不可恃學自高, 尙氣陵人也니라.”
34) 『茶山詩文集』 제21권 書, 「答淵兒」 丙子五月初三日, “來紙詳見之矣. 天下有兩大衡, 一是非之衡, 一
利害之衡也. 於此兩大衡, 生出四大級. 凡守是而獲利者太上也, 其次守是而取害也, 其次趨非而獲利也,
最下者趨非而取害也. 今使我移書乞隆於筆泉, 又搖尾乞憐於姜李, 是欲求第三級, 而畢竟落下於第四級,
吾何以爲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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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들은 나의 큰 계획을 돌아보고 백부 섬기기를 아버지처럼 섬겨서 육과 칠 등 여러 아이의 모범이 되도
록 하여라. 이 계획이 매우 크니, 너희들이 비록 백번 천번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애써 내 말을 따라
서 나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여라.35)

『논어』에서 有若이 말한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순하면 윗사람을 범하는 자가 더물다’
고 한 것처럼, 다산도 두 아들에게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 효제를 다 할 것을 당부하였
다. 언젠가는 유배 생활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조카들에게 經史와 禮樂 그리고
兵農과 醫藥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집안 어른을 아버지 섬기듯이 할 것을 당부
하였다. 여기서 말한 六과 七은 다산의 조카들이다. 다산의 중형 丁若銓의 아들인 學進의 兒
名이 封六이며, 다산의 백형 丁若鉉의 아들인 學淳의 아명이 七福이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퇴계는 타고난 착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 학동들에게 성정을 순화할 수 있는 노래
를 짓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지간에도 예를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남명은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학문을 가르치는 인인시교의 교육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율곡은 예
를 생활의 중심에 두어 타인에게 공손하고 공경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선 후기 다산의 글에도
공자 이래로 이어져 온 정직과 효에 대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 유자는 전통
적으로 계승되어온 예와 효 그리고 정직과 배려 · 소통 등을 중시하면서 계승하였다. 공자시
대의 유학이 면면히 이어져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효 · 예 · 정직 · 배려 · 소통 등으로 지금까
지 이어져 왔듯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효할 것이다. 2000여 년이 흐른 뒤 조선
시대 유자들의 삶을 관통했듯이 미래의 삶에도 핵심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인간 본연의 가치인 인성을 이루는 효 · 예 · 정직 · 배려 · 소통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
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다움을 누리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
예전과는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유지시킬 인성은 조선시대 유자들이 공자
시대의 가치관을 계승했듯이 미래 인류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인간미가 풍기는 삶
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한 오늘날 성현과 현자들이 중시했던 가치관과 조선 유자들이 계승 발전시켜
온 예와 효 그리고 정직 · 배려 · 소통 등은 계승해야 할 가치관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삼국유사』 「孫順埋兒(손순매아)」에는 어머님의 효를 위해 손자를 땅에 묻고자 했던 이야기
가 나온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늘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 그래서 아내
와 의논하여 ‘아이를 땅에 묻고 어머니의 배를 부르게 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아이를
묻으려 취산 북쪽으로 가서 땅을 파니 石鐘이 나왔다. 특이한 석종으로 인해 아이를 땅에 묻
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온 후 그 석종을 치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렸고, 그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36)는 내용이다.

35) 『茶山詩文集』 제21권 書, 「答淵兒」 “今汝從昆弟猶爲五六人, 吾若得荷天恩, 生還故土, 則唯五六人是
敎是訓, 皆使之本之孝弟, 而又能貫穿經史禮樂兵農醫藥之理, 庶幾不出四五年, 斐然可觀. 雖不免爲廢
族, 而詩禮之敎, 庶乎其有徵, 此吾所以晨夕北望, 必欲其早還者也. 此吾大計之所存, 然使汝輩先立事
伯叔父如父之法, 然後六與七也, 始知事我如父也, 苟汝輩立得不好底規模, 心中以爲吾父爲父, 伯叔父
是宗族之稍近者云爾, 則是經史禮樂, 尙不肯來受, 況可以敎之以孝弟之行乎. 望汝顧吾大計所存, 事伯
父如父, 以爲六七諸哥之模楷坯範也, 玆計甚大, 汝雖有千百般不肯, 勉而從之, 以副此心.”
36) 『三國遺事』 5卷, 9.孝善, 「孫順埋兒」 興德王代
“孫順者[古今(本)作孫舜], 牟梁里人, 父鶴山. 父沒, 與妻同但傅(作傭)人家,得米穀養老孃, 孃名運烏. 順
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 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以圖母腹之盈.”
乃負兒歸醉山[山在牟梁西北]北郊, 堀地忽得石鍾甚奇. 夫婦驚怪, 乍懸林木上, 試擊之, 舂容可愛. 妻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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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순매아」에 나오는 손순의 아름다운 생각은 이어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는 없
다. 아들도 이미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인간의 행위에는 목적과 수단, 결과라는 여러 측면이 얽혀 있다. 목적이 좋고 방법이 올바
르며 결과가 좋은 행위를 우리는 훌륭한 행위로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어느 하나가 좋지 못
한 경우다. 특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시 된다.
손순 부부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로 어린 아들을 땅에 묻으려 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
위이다. 물론, 그 당시 부부의 효심이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는 그 같은 효가 당연시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어머니에
대한 효도라고는 해도, 그 아이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행복한 결말이 되었지만, 효를 위한 그 행위는 한 인간의 생
명을 무시한 처사로 분명 잘못된 것이다. 만약 아들을 묻고 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
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한 근시안적 행위인 것
이다.
위의 「손순매아」 이야기처럼, 목적만 좋으면 수단쯤이야 조금 틀려도 된다는 생각은 가치관
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손순 부부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된다면,
세상에 용인되지 못할 행위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행위든 다 그럴 듯한 목적을 붙
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손순 부부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은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일이다. 그것은 우
리가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학대하거나 심지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 관점에서 참된 효를 행한다면 어머니에게는 성의껏 음식을 올리고 어린 자녀에게는 타일러
할머니께서 음식을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해질 것이기 때
문이다. 『심청전』의 심청이와 같은 孝도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經書에서 제
시한 孝悌의 방법도 아니다.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욱 목적만 앞세워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 돈만 벌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과정과 수단을 중시하는 인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효를 중시했던 그 정신만은 계승하면 될 것이다.
『맹자』 「이루」장(상)의 증석 · 증삼(증자) · 증원의 3대에 걸친 효 이야기에서 정신적 효도
와 물질적 효도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증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든 養志者를 행
했다. 증자처럼 부모님의 큰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받들어 모시면 그것이야 말로 최고의
효일 것이다. 하지만 물질주의로 팽배해진 배금주의가 정신적인 효는 고사하고 물질적인 효를
행한 증원의 養口體者마저도 행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일수록
선현들이 행했던 효제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이며 공경인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기름진 음식과 값비싼 물건은

“得異物, 殆兒之福, 不可埋也.” 夫亦以爲然, 乃負兒與鍾而還家, 懸鍾於梁扣之, 聲聞于闕. 興德王聞之,
謂左右曰, “西郊有異鍾聲, 淸遠不類, 速檢之.” 王人來檢其家, 具事奏王, 王曰, “昔郭巨瘞子, 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湧石鍾. 前孝後孝, 覆載同鑑.” 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以尙純孝馬(焉). 順捨舊居爲寺,
號弘孝寺, 安置石鍾. 眞聖王代, 百濟橫賊入其里, 鍾亡寺存. 其得鍾之地, 名完乎坪, 今訛云枝良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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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도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공경하고 아낀다면, 그것이 선현들과 유자들이 말한 진정한
효이며 예절이고 배려고 소통이기 때문이다.

『논어』, 「이인」편, ‘기간’장에는 부모님께 간하

는 내용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을 섬기되, 은근히 간하나니, 제 뜻이 따르지
않을 것을 보여 드리고서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수고스럽더라도 원망
하지 않느니라.’라고 하셨다.37)”는 구절이 있다. 자식이 간하는 말이 부모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아니 하거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효성스런 마음을 일으켜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면
다시 간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자식이 바른 말을 하여 부모님께서 일시적으로 노여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아서 회초리질을 하심에 피를 흘리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서, 공
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효성스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공자나 맹자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물질 우선주의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
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돈 때
문에, 아니면 의견 충돌로 부모가 또는 자식이 서로를 고발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사라
질 것이다. 속도와 편리함 그리고 물질적 풍요만을 앞세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전통적
인 가치관이 필요한 것인지 더욱 분명해진다.
지금은 언택트(untact) 곧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
대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환경과 개인주의 성향으로 자연스럽게 언택트 기술
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공지능의 스피커 ‘지니’가 등장해서 현
대인의 벗으로 행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 ‘지니’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역
설적으로 “지니야 사랑해”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안녕” · “뭐 해” · “고마워” 등이 뒤
를 따른다’38)고 한다. 모두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대화이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
지 알 수 있다. 감성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인
간적 공감과 스킨십에 목말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기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속에
서 메인이 아닌 인간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활용되어야 한다. 건강관리 앱 ‘눔 코치’도 사람 코
치에 AI가 보조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동 응대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일은 AI가 하고, 사람
은 각 회원에 맞춘 단기적인 목표 설정이나 다이어트 중 겪을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를 조언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동기부여까지 행한다고 한다. ‘2015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
영하면서 가격을 올렸으나 오히려 가입자는 늘었다’39)고 한다. ‘눔 코치’의 사례처럼, 소비자
가 구매를 결정하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를 마음먹게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만드는 강력한
동기는 사람다움 곧 휴먼터치(Human Touch)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휴먼터치(Human Touch) 곧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요구될 것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은
인간적인 접근이 가능한 인성을 갖춘 인재상이 필요한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따스함이나 헤아림을 세세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구히 계승되어 온 공
자 시대의 인성이 조선 유자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승되었듯이 미래도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
는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인공지능의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
해 기계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을 가하기도 하고, 인간적 소통을 하기 위해 인
터넷상에 회사나 회사원의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

37) 『論語』, 「里仁」篇, ‘幾諫’章. “子曰, 事父母하되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도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
니라.”
38) https://blog.naver.com/alexander6/222140882663 <휴먼터치? 적용한 실사례 4가지>, 참조.
39) https://blog.naver.com/alexander6/222140882663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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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내부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챙기기 위해 직원들의 기념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복지
시설을 확충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모두 감성 리더십으로 인성과 관련 있다. 이처럼 21세기
는 휴먼터치가 더욱 중시되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전통적인 인성을 계승 발전 시켜 사람들이
갈구하는 인간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4. 結論
몇 년 전 인공지능(AI)의 인기에 부응하여 미국에서는 발 빠르게 로봇 카페가 등장하여 대
중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인기도 한순간이었다. 곧바로 인기가 시들시
들해지고 카페도 폐업의 수순을 밟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객들은 기계적인 단순함
보다 인간적인 면이 그리웠던 것이다. 카페에서 고객들이 느끼고 싶었던 것은 에스프레스 머
신이 커피 내리는 장면이나 사람의 팔처럼 생긴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로봇이 아니라
정성껏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손길과 그 커피를 고객께 전달하면서 미소를 띤 채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을 건네는 매니저의 휴먼터치가 그리웠던 것이다. 이런 사실로 유추해 보면,
기술의 첨단 시대로 접어들수록 인간은 한층 더 인간다움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
에 필요한 인간상도 人性을 지닌 인간일 것이다. 인성은 감성을 풍부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
이다.
『논어』와 儒者의 가치관 중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
전히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가 그 답이었다. 이천여 년이 흐르면서 그 당시의 지식인들도 인
성을 중시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켜 왔다. 공자 시대를 거쳐 조선의 유자들도 올바른 가치
관 정립을 위해 인성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다움을 그
리워하고 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의 줄기는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간 고유의
역량인 인성이 무너지면 도덕적 가치관은 물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자면 일의 우선 순위가 인성이고 그 다음이 편리함을 갖춘 물질적 풍요로움이라
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될 뿐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
게 언택트(untact)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언택트 시대의 산물로 인공 로봇이 여
러 형태로 등장하였다. 그 로봇의 일종으로, 2019년도 인공지능 스피커 기기인 ‘지니’에게 가
장 많이 걸은 말도 “지니야 사랑해”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순위도 인간적 감성을 지닌 대화
였다고 하니, 사람들이 음성 비서인 ‘지니’에게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가 감성을 공유하는 것
이다. 이는 한편으로 AI 기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편리함과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삶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적 공감과 스킨십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더 강열해졌다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AI는 인간적 삶에서 주가 아닌 보완적인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휴먼터치(Human Touch) 곧 인간다움을 지닌 인간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휴먼터치를 위해 은
행 같은 곳에서는 감성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움프쿠아 은행
(Umpqua Bank)은, ‘은행을 호텔처럼 꾸미자’는 “프리티쿨호텔(Pretty Cool Hotel)” 캠페인
을 벌여 고객을 오래 동안 은행에 머물게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카페를 꾸
미 놓거나 요가 스쿨을 여는 등 다목적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감성화 전략을 시
도한 것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상담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앱인 ‘움프쿠아
고투’를 만들어 휴먼터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인간적인 소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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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문구에 친근한 말투로 사람
의 목소리를 입혀 기술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부 조직 구성원들에게
는 동료들의 따스한 스킨십을 위해 문화생활의 지원으로, 복지시설 확충과 기념일 챙기기 등
도 아울러 병행하여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 챙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점만 보아
도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손길은 인성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인성은 인간다움의 인간을 만드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공자시대로 하여 조선의 유자를 거
쳐 오늘날까지 계승된 효의 가치와 소통 및 배려의 소중함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
는 덕목으로 인성의 8대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곧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선인들이 중시해온 인성은 더욱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인간다움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버이를 위한 효와 정직함,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 남의 어려운 점을 살피고 배려하면
서 소통하고자 하는 삶인 人性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수적인 덕목이 되어야 한다. 물질
적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오로지 자기중심의 이기적 합리성만을 내세우는 시대적 현실
앞에 인간의 고유 영역인 인성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확인케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될 감성 경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감성 경영의 하나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는 고객과의 인간적 소통을 시도하고 스킨십을 강조하며 인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경
영법이다. 이런 경영법의 원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인성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조선의 유자들도 인성교육을 經書의 내용에 따르면서 시대에 맞게 수용하거나 변용하면서
실천을 통해 후학들을 가르쳤다. 조선의 유자들이 후손들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선대에 행했던 인성교육은 유효하다. 다만 현대적 관점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하면
보다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綱常의 道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성을 함양
할 수 있게 하면 바른 인성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향
을 살피면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제시해 보았다. 그 인재상은 인공
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워지게 되는 인간미를 지닌 인재상으로, 인간 고유 영역인
인성을 지닌 인간일 것이다. 그 인성은 공자와 유자들이 발전시키고 계승하고자 했던 인간 본
연의 가치였던 인간다움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8대 핵심 가치에 부흥하는 것들이었다. 기술과
가치가 함께 발전할 21세기는 더욱 더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모
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성을 갖춘
인재상은 더욱 요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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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에 대한 토론문
정목주(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먼저 윤인현 선생님의 논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의 토론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전 텍스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
점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열정과 노력에 고
전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높은 식견과
조예에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토론자가 주제에 대해 과문(寡聞)한 탓에 몇 가
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1. 본 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
명과 국어국문학의 길: 소통과 교섭 그리고 변화와 화합’으로, 향후 국어국문학이 나
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특히 고전과 관련해서
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옥(璞玉)은 그대로 두면 돌덩어리
에 불과하고 이것을 쓰임에 맞게 갈고 닦아야 보옥(寶玉)이 되듯이 고전 텍스트에는
금과옥조(金科玉條)와 같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옥으로 가꾸어가
는 작업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전의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은 변화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소통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당위성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
안 있으시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착한 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타고난 착한 본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착한 본성[본
연지성(本然之性)]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긍정에서 나온 명제로 성선설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인해 착한 본성이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착한 본성을 유지하고 오염된 것을 원래의 착한 본성으
로 되돌리는 것[복기초(復其初)]이라 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각각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필요할
것이고, 가정과 사회, 국가의 차원에서는 강조하신 인성교육을 통해 ‘복기초’하는 방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네 차원 중에서 어느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또 더 좋은 ‘복기초’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44 -

[제1분과] 윤인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

3. 용어와 관련된 대한 질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본성, 인성과 휴먼터치(인간미)를
비슷한 개념 또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신 듯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본성과 인성을 강
조하시고 뒷부분에서는 휴먼터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칫 논지 전개의 일관성에 혼동
(混同)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본성과 인성, 그리고 휴먼터치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말하자면 본성과 인성은 이성적 차원이, 휴먼터치
는 감성적 측면이 강한 느낌입니다. 물론 이 셋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
상에 요구되는 덕목이고 어떻게 조화와 융화되느냐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
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뒷부분에서 휴먼터치를 강조하신 의도를 좀 더 구체적
으로 부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논문 구성과 관련하여 외람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본 논문에서 말씀하신 논
지와 논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좋은 재료들은 많은데 다소 파편화되고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체계성과 논리성을
담보하고 설득력을 제고(提高)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구성이 되도
록 강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령 문제제기 부분에 ‘언택트 시대의 휴먼터치의 필요
성’이 호기심과 관심 유발에 더 유용할 듯하고, 본론에서 8대 핵심 가치를 논어(論
語)와 선현의 시문에서 도출하여 설명하셨는데,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다고 나열식으
로 설명하기 보다는 선후, 경중, 강약 등 층차를 둔 입체적 구성이 필요할 듯하고, 진
단을 통한 우선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8대 핵심
가치와 관련하여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행 확정된 ‘인성교육진흥법’
의 핵심 가치[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疏
通), 협동(協同)]를 선생님의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겠지요. 논어(論語)에서 이와 관련된 항목들을
추출하시고 퇴계(退溪), 남명(南冥), 율곡(栗谷), 다산(茶山) 등 선현들의 시문에서 인
성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8대 핵심 가치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덕목)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진단-처방’의 구도에서 말씀해 주십
시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혹 오독(誤讀)한 부분과 결례(缺禮)된 부분
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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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정체성 찾기 – 황병승의 시를 중심으로

김권동*
40)

<차례>

1. 들머리
2. 장르를 넘어서는 글쓰기

3. “지금‒여기”와 “그때 그곳”의 언어
4. 마무리

“경계 없는 가치는 경계를 넘을 힘이 없는 자에게는 의미 없는 가치이다.”
김우창, ｢정치와 휴머니즘｣, 평화를 위한 글쓰기, 민음사, 2006, 38면.
“모든 훌륭한 예술은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새롭고 파격적인 것은
낯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험과 시도의 결과이다.”
황병승,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황병승 - 제13회 미당문학상 수상작품집, 중앙북스(주),
2013, 147면.

1. 들머리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
면서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공장의 기계화가 가능해졌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전력 및 석유
를 이용하여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대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3차 산
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흔히 디지털 혁명, 정보화시대, 그리고 네트워크
혁명 등으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ㆍ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
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해방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
제가 부각(浮刻)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산업화의 다양한 풍경을 가져왔지만, 그 밝음의 뒤
에는 그늘과 그림자가 짙고 길게 드리워지는 것이다.
인간은 산업 발전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인문 정신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몸의 영역이라면, 인문 정신
은 마음의 영역이다. 발은 여기 현실에 묶여 있으면서도 머릿속 생각은 저기 하늘을 향해 있
으니, ‘지금-여기’가 불만스럽다. 일찍이 노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최대의 화”1)라는 했
고, 오늘날 삼지(三知)를 알면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즉 만족을 알고(知足), 분수를 알며
(知分), 그만둘 때를 아는 것이다(知止). 인생의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1) 道德經 第四十六章 “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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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다. 인간의 오만과 탐욕을 드러내는 성서
의 ‘바벨탑 이야기’는, 현재의 주어진 삶을 넘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상징이다.
그렇지만 달리 보자면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오해 없이 함께 살기를 꿈꾸는 세상일 수 있다. 즉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2)
였던 때를 상상한 인간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내
부 갈등이 없는 곳. 그곳이야말로 지금-여기에서 모든 예술가가 꿈꾸는 세계일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는, “인간이 ‘전체’에서 분리된 것은, 지식을 통해서 분열된 것”3)이라고 지적
한다. 이를테면 산에서 만나는 꽃은 신비로움 그대로지만, 여기서 명명(命名)된 각각의 꽃은
분별심을 낳는다. 지식이 거리를 만들었기에 알면 알수록 이 거리는 그만큼 멀어지고, 모르면
모를수록 그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 일상은 ｢선비와 사공｣4)의 이야기처럼, 정작 필
요한 것을 모르면서 필요 없는 지식을 얼마나 쌓고 있는가. 오지랖 넓은 정보는 거품일 뿐이
고, 무분별한 앎은 번뇌의 씨앗이 된다. 분리되기 전의 인간을 살피지 않고 부분에 대한 지식
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화(禍)가 될 뿐이다.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묵과한 사건이
내일에는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논리가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이
다. 인간이 비논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치광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
간이란, 역설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합리적이지 못하는 것을 반증한다.
과학ㆍ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은 오늘날 문학은,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소통에 대한 환상과
강박에 대해서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공언어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
시에 불가능하게 한다. 국제어는 모어(母語)가 다른 화자끼리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
이다. 이에 반해 개인 창작에 사용된 예술 언어는 좀처럼 소통되지 않는다.5) 오죽하면 이탈리
아 속담에 “번역자는 반역자(traduttore é traditore)”라거나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Lee
Frost)의 “시는 번역되면 상실된다.”라는 말이 있겠는가. 문학에서 사용된 언어는 번역을 통해
영향을 받아 새롭게 변형된다. 라투르는(Bruno Latour)는 ‘번역’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유형
2) 대한성서공회, ｢창세기｣ 제11장 1, 성경전서(독일성서공회판), 1997, 25면.
3) 오쇼 라즈니쉬, 김선경 엮음, 손끝으로 허공을 가리키니 매일 잎이 피고 꽃이 열린다, 참빛출판사,
1991, 26면 참조.
4)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있는 사공에게 으스대며 물었다.
“자네는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구먼.”
“그러면 공맹(孔孟)의 가르침은 아는가?”
“모릅니다.”
“저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자넨 왜 사는가?”
이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었다. 이번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다.
“선비님,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문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한 실험문학집단 ‘울리포(OuLiPo)’의 한 사람이었던 조르주 페렉
(Georges Perec)은, 모음 e를 지우고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 ｢실종(La disparition)｣(1969)을
쓴다. ｢실종｣ 발간 3년 후, 그는 모음이 쓰이는 모든 자리에 e를 사용한 소설 ｢돌아온 사람들(Les
Revenentes)｣을 발표한다. 이와 같은 리포그램(lipogram, 특정 문자를 제한하는 글짓기)의 형식적
제약을 통해 그는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글을 쓴다. 그런데 출간 후 반세기
가 지나도록 아직 우리말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채널e, ｢E 빠진 글｣ 2493화, 2020. 10. 12.,
https://jisike.ebs.co.kr/jisike/replayListNe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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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들 간의 혼합, 즉 자연과 문화의 하이브리드(hybrid)를 만들어낸다고 했다.6) 문학과
현실 사이, 그 경계는 어떻게 구획할 수 있을까. 그 경계를 구획할 수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
리는 글쓰기도 가능하다. 샤를 보들레르는(Charles-Pierre Baudelaire)는 “존경할만한 것은
사제, 전사, 시인”, 이 세 가지뿐이라 했다.7) 신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나 허물을 용서하는 사
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사는 기존의 것을 무너뜨
리려는 자이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창조하는 자가 시인이다. 전사와 시인의 근원적인
대립은 파괴와 창조가 한 쌍을 이룬다. 문학의 기능은 기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2010)에서 카메오로 등장하여, 술에 취하여 “시 같은 건 죽어도
싸”라고 독설을 내뱉은 황명승 역할의 황병승. 영화에서 시의 죽음을 선언하고도 그는 여전히
시를 썼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시를 쓰게 되었다고 그는 자술한다. 초등학생 때 동시
상영관에서 처음 보게 된 영화, 고등학교 때 드나들던 음악다방과 클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속에서 쓰게 된 일기, 그 일기 형식이 어느새 시와 소설의 형식으로 바뀐 것이
다.8) 즉 그의 작품은 “파편적인 구성과 음악적 구조는 언더그라운드 영화와 포스트 록의 요소
를 활용한 결과”로서 “특정 작가의 작품보다는 여러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복합적으로 영향”9)
을 받은 것이다. 장 폴 사르트르는 “문학은 패이승(敗而勝)”이라고 했지만, 황병승은 “실패라
는 냄비에 넣고 끓인 결과”10)로 시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에 본고는 황병승의 시에 드
러나는 경계와 그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의 글쓰기 욕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르를 넘어서는 글쓰기
문학은 제시 형식에 따라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놀이로 나눌 수 있다.11)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면화시켜 표현한 것이 노래라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전달 형식을 가지
는 것은 이야기다. 놀이는 현장성을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소통의 형식을 지닌다. 놀이의 경우,
그 현장성이 배제될 때는 등장인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한정된다. 그럼으로써 이야기와 놀
이를 구별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노래는 환희의 노래가 있지만 대체로 환희의 노래보다는 한
탄이나 비탄의 노래가 더 많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불만스럽기 때문이다. 노래나 이
야기를 통해서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뛰어넘으려 한다. 개별 작품은 제시 형식을 바탕으로 미
적 형상화를 통해 서정이나 서사 혹은 극의 형식을 가지며, 이들의 특성을 각기 혼합한 새로
운 양식을 가질 수 있다. 시와 대립한 산문적 특질로서는 ‘산문시’를, 서정이라는 장르적 규범
으로부터 서사적이거나 극적이라는 양식을 도입해서 그 하부장르를 파생시켰다.
시인이 ‘행복한 시대’로 공감했던 때는, 2000년대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감수성에 의해 시
를 쓰기 시작했던 젊은 시인들 사이에서 ‘따로 또 같이’ 시를 쓰던 때였다고 한다. 황병승은
6) 브뤼노 라투르 지음, 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41~12면
참조.
7) 샤를 보들레르, 이건수 옮김, 벌거벗은 내 마음, 문학과지성사, 2001, 94면.
8) 황병승, ｢수상작가가 쓴 연보 - 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내일은 프로, 중앙북스(주), 2007,
130~134면.
9) 황병승,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내일은 프로, 중앙북스(주), 2007, 139면.
10) 황병승, 위의 책, 140면.
11) 김수업은 우리 민족문학 갈래를 ‘놀이’, ‘이야기’, ‘노래’로 파악하는데, 이것은 김창현이 제시한 원제
시형식의 결론과 유사하다. 김수업, 배달말꽃, 지식산업사, 2002 및 김창현, 한국적 장르론과 장르
보편성, 지식산업사,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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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
하고자 한 것이다. 황병승 자신도 밝히다시피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소설 제목 ｢존재의 세 가
지 거짓말｣의 변형된 작품이 ｢존재의 세 가지 얼룩말｣이고, 이오네스코의 희곡 제목이 ｢왕은
죽어가다｣이다. 아울러 브룩 맨튼의 노래 제목이 ｢비의 조지아｣이고, 일본 전통 예능인 만담
의 한 종류를 빌린 것이 ｢시코쿠 만자이(漫才)-페르나 편(篇)｣이라고 자술한다. 권온은 황병승
의 ｢사성장군협주곡(四星將軍協奏曲)｣의 적지 않은 분량이 그 안에 내재된 서사적 구조로 인
해 이른바 미니픽션(minifiction) 혹은 ‘엽편(葉篇)소설’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
어린이 행진곡｣은 1980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동안의 황병승 인생행로를 축약하고 있는 일
종의 ‘자전적 에세이’고 ｢no birds｣는 일종의 ‘가족연극’이라는 것이다.12)
화가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는 어린애처럼 그리는 데 50년이 걸렸다고
했다. 그의 그림은 위아래, 앞뒤, 오른쪽 왼쪽에서 본 여러 모습을 한 그림 속에 섞어 그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피카소는 화면 효과를 높이고,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에
그림물감 대신 신문지, 우표, 벽지, 상표의 실물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콜라주(collage) 기
법을 개발했다. 오늘날에도 이 기법은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의 사진이나 기사 등과 같은
캔버스와는 이질적인 재료를 오려 붙여 부조리한 충동이나 아이러니한 이미지의 연쇄반응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콜라주와 같은 방식으로 황병승이 기억하는 것을 다양한 목소리를 시에
담은 작품이다.
불―무당집, 죽은 할머니가 지저분한 손으로 자꾸만 권하는 약과
꽃―타오르는 이마, 할머니가 준 약과를 먹고 항문에 수북이 난 털
새―싫증 난 애인의 입술, 처음 하는 질문의 얼룩
구름―불거진 문장(文章), 한판 굿을 마치고 벗어던진 겹버선
집―색색의 지붕들, 죄다 팔레트에 넣고 섞으면 무슨 색일까, 똥색 혹은 쥐색
자동차―괴물들의 난교, 끝에 참 못 만든 핏덩이
그리고 겨울, 나랑 똑같이 생긴 조카의 책가방 속에는 귀를 찢는 클랙슨 소리가 티격태격 얽혀 있
었다
뭐 하니, 무덤 만들어, 무덤은 왜, 삼촌 묻어주려고, 추울 텐데, 그럼 따뜻할 줄 알았어!
키스―척척해, 척척해
황병승의 ｢똥색 혹은 쥐색｣ 전문13)

자연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오늘의 문화는 그 총체성의 좌표를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미
12) 권온, ｢평론 당선작 : 미치광이의 이야기, 오 지저스! - 황병승론｣, 문학과사회 21(1), 2008. 2,
434~448면 참조.
13)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랜덤하우스, 2006,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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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황병승은 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놀이가 글쓰기였다. 이를 갉지
않으면 먹이를 먹을 수 없어 죽게 되는 쥐처럼 시인은 “백지 위에 갉작 갉작 그려 넣으며”
“납득이 가지 않는 페이지는”14) 찢어버리는 습성을 가졌다. 실제로 쥐는 새로운 먹이를 안심
하고 먹이까지 최소 2일이 걸릴 정도의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쥐가 황색과 푸른색
에 반응하는 색맹인 것처럼, 그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 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이로 인
해 시력을 잃게 된다는 공포와 분노로 인한 우울증도 심했을 것이다. “기묘(기괴)하고 어둡고
끈적끈적한 불안과 공포가 애매(모호)하고 지루하게 늘어져 있다.”15)라는 평은 이와 관련이 있
으리라. 이 작품은 ‘똥색 혹은 쥐색’인 공통성을 가지는 여러 주체에 대한 시적 화자의 회상을
콜라주 형식을 빌려 진술하고 있다. “불”, “꽃”, “새”, “구름”, “집”, “자동차”, “키스”를 언어
로 표현하자니, 이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인은 “불”에서 무당집을 떠올리고, 죽은 할머니가 지저분한 손으로 자꾸만 권하는 약과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낸다. “꽃”에서는 타오르는 이마를 회상한다. 신열을 앓던 시적 화자가 할
머니의 약과를 먹고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시인은 불만스러움이 있다. 그
것은 “지저분한 손으로 자꾸만 권하는 약과”였기 때문이다. 이에 먹기 위한 입술을 떠올리기
보다 배설하는 항문을 떠올린 것이다. 차마 앞에서는 거부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은
것이다. 이때 시적 화자가 처음으로 대했던 무당은 박수무당이 아닐까 한다. 서정범은 “신비
로운 여장 남자”를 “화랑”으로 지목하는데, “화랑(花郞)의 ‘화(花)’는 꽃, 무속적인 면에서 꽃
은 사랑과 아름다움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6) 시적 화자는 자라서 연애를 한다. 싫증
난 애인의 입술은 입술이 아니라 “새”의 부리다. 끊임없이 쪼아댔기 때문인데, “호치키스”(｢시
코쿠｣에서)의 이미지다. “처음 하는 질문의 얼룩”에서 질문은, 부리로 쪼아대는 듯한 질문(質
問)이면서 잠자리에서 보게 된 질문(膣門)이기도 하다. 거기엔 얼룩이 묻었고, 그 얼룩은 “구
름” 모양이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 쓴 글은 시적 화자가 쓴 문장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문장
이다. “한판 굿”을 마치고 시적 화자는 다소나마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리라. 대체로 점
을 치거나 굿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시적 화자는 “집”에서 끊임없이
최고의 놀이를 한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기에, 여전히 “똥색 혹은 쥐색”일 뿐이다. 밖으로
나서면 온갖 “자동차”가 있다. “괴물들의 난교”는 자동차 사고다. 난교를 통해서는 생명을 잉
태할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자라던 때와 똑같은 삶이 “조카”에게 반복된다. 새로운 세
대는 서둘러 내 세대를 무덤에 넣으려 할 것이다. 키스의 기억은 “척척해, 척척해”와 같이 차
갑고 축축하면서도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척척 잘 돌아간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삶을 그
렇게 반복적으로 또 시작할 것이다.
하늘의 뜨거운 꼭짓점이 불을 뿜는 정오
도마뱀은 쓴다
찢고 또 쓴다
(악수하고 싶은데 그댈 만지고 싶은데 내 손은 숲 속에 있어)

14) 황병승, ｢시인의 말｣, 육체쇼와 전집, 문학과지성사, 2013.
15) 이재복, ｢아이덴티티는 너무 20세기적이야-박상순, 이수명, 황병승, 김경주를 중심으로｣, 열린시학
14(1), 2009. 3, 79면.
16) 서정범, ｢화랑의 종교적 의미｣, 한국 문학과 문화의 고향을 찾아서, 문학과사상사, 2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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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을 팽개치고 쓰러지는 저 늙은 여인에게도
쇠줄을 끌며 불 속으로 달아나는 개에게도
쓴다 꼬리 잘린 도마뱀은
찢고 또 쓴다
그대가 욕조에 누워 있다면 그 욕조는 분명 눈부시다
그대가 사과를 먹으면 나는 사과를 질투할 것이며
나는 그대의 찬 손에 쥐어진 칼 기꺼이 그대의 심장을 망칠 것이다.
열두 살, 그때 이미 나는 남성을 찢고 나온 위대한 여성
미래를 점치기 위해 쥐의 습성을 지닌 또개의 사내아이들에게
날마다 보내는 연애편지들
(다시 꼬리가 자라고 그대의 머리칼을 만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약속하지 않으련다 진실을
말하려고 할수록 나의 거짓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어느 날 누군가 내 필통을 빨간 글씨로 똥이라고 썼던 적이 있다
(쥐들은 왜 가만히 달빛을 거닐지 못하는 걸까)
미래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골방의 악취를 견딘다
화장을 하고 지우고 치마를 입고 브래지어를 푸는 사이
조금씩 헛배가 부르고 입덧을 하며
도마뱀은 쓴다
찢고 또 쓴다
포옹할 때마다 나의 등 위로 무섭게 달아나는 그대의 시선!
그대여 나에게도 자궁이 있다 그게 잘못인가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나의 이름을 의심하는가
시코쿠, 시코쿠,
붉은 입술의 도마뱀은 뛴다
장문의 편지를 입에 물고
불 속으로 사라진 개를 따라
쓰러진 저 늙은 여자의 침묵을 타넘어
뛴다, 도마뱀은
창가의 장미가
검붉은 이빨로 불을 먹는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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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손은 편지를 받아들고
꼬리는 그것을 읽을 것이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렬한 거짓을 말하련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황병승의 ｢여장남자 시코쿠｣ 전문17)

이 시에 나오는 ‘도마뱀’은 잘라도 거세되지 않고 다시 자라나는, 부정할 수 없는 자아의 은
유다. “찢고 또 쓴다”의 반복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자아의 몸부림이면서 그런 자아의 찾고
자 하는 모습이다. “진실을 말하려고 할수록 나의 거짓은 점점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마지
막으로 더 강력한 거짓을 말하겠다”라고 한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물
음이자 해답이다. 이 작품은 기억하는 장면들을 끄집어내어 회상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시
적 화자의 목소리는 파편적으로 보인다. 즉
1. “불을 뿜어내는 정오”에 도마뱀을 관찰 또는 말하는 존재,
2. “악수하고” 싶어하는 숲 속에 있는 “내 손”을 가진 존재,
3. 욕조에 누워있거나 사과를 먹고 있을 수 있는 “그대”를 호명하는 “나”,
4. 열두 살, “남성을 찢고 나온 위대한 여성”, “자궁”을 가진 나,
5. “다시 꼬리가 자라”는 도마뱀인 나와
6. 구분되는 “숲 속의 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각각의 존재들은 텍스트를 통해서 존재한다. 각각의 존재들이 분열되어 나타나는 ‘혼란
스러운 목소리’ 또는 ‘목소리들의 착란’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고 단
일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는 이 시에서 ‘말한다고 가정’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다. “여장
남자 시코쿠”라는 주체는 여러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꼭 접신(接神)을 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연출해 내는 듯하다. 대상들 사이에서 주체는 ⑴ 대상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⑵ 특정한 언술들을 낳는다고 가정된 가상의 지점이며, ⑶ 감정이 흘러드는 귀결점이 된다.
“여장남자 시코쿠”는 시적 화자가 자신이 되기도 하고, 대상화되기도 한다. 이렇듯 분열을 가
능하게 하기에, 마지막 시구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자아를 찾아 나서
는 여정이기도 하다.

3. “지금‒여기” 와 “그때 그곳”의 언어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I think there I am)는 여기 있
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그려낸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은 라캉은,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
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I think where I am
not, therefore I am where I do not think)라고 했다. 즉 ‘생각 속에 있는 나(사유)’와 ‘실
제의 나(존재)’와는 다르다(불일치)는 말이다. 이를테면 “나는 어제 일기를 썼다.”에서 “어제
일기를 쓴 나”와 “어제 일기를 썼다고 기술하는 나”는 다르다.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17)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랜덤하우스, 2006, 4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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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외부를 통해 투영된(욕망)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다
른 허상일 뿐이다.
노래의 어원은 ‘놀다’라는 어간 ‘놀-’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놀애’가 ‘노래’로 된 것이라
한다. 먼 옛날에는 언어가 발달한 상태가 아니어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는 상태였을 것이
다. 그러다 차츰 언어가 발달하면서 말이 붙어 음악과 함께(詩歌) 불렸다. 노래가 감동을 주는
것은 “지금-여기”에 현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음악은 달아나고 말만 남
은 것이 시(詩)다. 이에 반해 이야기는 “지금-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는 지난날
의 일을 기술하고, “그때 그곳”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때’가 언제며 ‘그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말하려 한다. 전해진 이야기가 풍속을 만들고, 어떻게 전승되느냐에 따라
변형할 것이다.
(달이 동네 개들을 다 잡아먹었구나 쿵쾅쾅 천장을 달리며 외로운 숙녀 시코쿠)
쉽게 말하거나 어렵게 말하거나 모두 진실이었으므로
똑같이 나의 고백은 아름답다
6은 9도 된다
잊지 못할 이여 가구처럼 있다가 노루처럼 튀어오르는
가지도 오지도 않는 당신이여 속삭이는 두려움이여
(너무도 키스를 원하는데 프랑스에서 프렌치 키스를 잔뜩 배웠는데 아무도 입술이 없구나 호
주에서 호치키스나 배울 걸 수쳇구멍에 대고 외로운 신사숙녀 시코쿠)
말할 때 코를 만지는 자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요 무릎을 긁는 자는 익살꾼이며
상대의 얼굴을 꿰뚫는 자는 초월한 자이다, 라고
꿈속의 소년이 말했다
새 이름을 지어주러 왔니
코를 만지며 내가 물었다.
대답 대신 소년이 건네는 한 장의 사진,
시코쿠가 기차에 오르고
잘 가 나를 잊지 말아라
시코쿠였던 자가 역에 남아 손을 흔든다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으리
속삭이는 두려움이여 나를 풍차의 나라로 혹은 정지
(일 년 열두 달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금세 밋밋해지던 나의
목소리여 손바닥을 칼로 푹 찌르며 외로운 신사 시코쿠 시코쿠)
당신만 죽어 없어진다면 나도 내 자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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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애초부터 그른 일. 사로잡히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저씨의 세계를 내어주세요
꿈속의 소년이 돌아섰다
무시무시한 이름인걸
무릎을 긁으며 내가 말했다
시코쿠가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시코쿠였던 자가 도망친다
제발 좀 나를 무시하라!
(달이 한 뭉치의 구름으로 피 묻은 얼굴을 쓰윽 닦아내고 컹 컹 컹 무섭게 짖어대는 밤! 치
마를 갈가리 찢으며 외로운 여장남자 시코쿠 시코쿠)
감추거나 혹은 드러내거나 6은 9도 되어야 했으므로
나의 옛 이름은 언제나 우스꽝스러웠다.
잊지 못할 이여 가구처럼 있다가 노루처럼 튀어오르는 가지도 오지도 않는 당신이여
속삭이든 두려움이여, 나를 풍차의 나라로 혹은 정지.
황병승의 ｢시코쿠｣ 전문18)

천문에 월식(月蝕)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월식을 개가 달을 잡아먹어 일어난 일이라 믿었
다. 개에게 밥을 주지 않고 종일 굶기는 풍속이 있다. 정월 대보름이다. “대보름날 개꼴”이라
는 속담. 명절이라 풍족한데 오히려 굶어야 하는, 풍요 속의 빈곤을 개에 빗댄 것이다. 이로부
터 “대보름날 개에게 밥 주는 계집”이라는 속담도 나왔으리라. 즉 대보름날 달을 잡아먹는 개
에게 밥을 주는 여인은 스스로 손해날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보름에는 개에게 밥을 주
지 않고 굶긴다. 이처럼 개와 달은 서로 상극이다. 개는 보름달이 뜨면 짖어대는 습성이 있다.
음양설(陰陽說)에 따르자면, 달은 음이고 해는 양이다. 그리고 염소는 음이고 개는 양이며, 6
은 음(2+4)이고 9(1+3+5)는 양이다.
｢시코쿠｣에서는 (괄호) 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괄호는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연극과 영화에서는 지문으로 사용된다. 이 작품은 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실험이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알 수가 없다. 독자에게 맡길
뿐) 달이 천장을 달리며 동네 개를 다 잡아먹었다. 즉 음이 양을 다 잡아먹었다. 외롭다. 그래
서 “외로운 숙녀 시코쿠”다. 6을 뒤집으면 9도 된다. 그래서 “6은 9도 된다” 굳이 음양설로
보지 않아도 된다. “너무도 키스를 원하는데” “프랑스에서 프렌치 키스”, “호주에서 호치키
스”. “키스”를 가지고 즐기는 말놀이다. “프렌치 키스”는 혀로 하는 진한 키스다. 그런데 아무
도 입술이 없으니, 쓸 데가 없다. 차라리 “호주에서 호치키스나 배울 걸”이라고 탄식한다. “집
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라면, 사랑은 “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인가!” 궁합(?)이
맞지 않으니, “외로운 신사숙녀 시코쿠”. “일 년 열두 달” 시적 화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움
켜쥐고 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손바닥을 칼로 푹” 찌르면 본래 목소리가 나
18)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랜덤하우스, 2006, 60~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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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데, “외로운 신사 시코쿠 시코쿠”. 성년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달거리와 달을 향해
기원하는 모습에서 달과 여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런데 대보름날에 월식이 일어나면
혼인을 한 해 미루는 풍습이 있다. “달이 한 뭉치의 구름으로 피 묻은 얼굴을 쓰윽 닦아내고
컹 컹 컹 무섭게 짖어대는 밤!”은 달거리를 형상화하였고, 대보름날 월식이 일어난 것이다.
“sick fuck sick fuck― / 회전목마가 돌아간다 / 이것이 기계의 기본 / 기둥엔 차가운
피”19) 기계의 이치로 돌아가는 오늘날에는 모두가 아프다. 그러한 미래를 두려워하여 예언하
는 자가 바로 시인이다. 그래서 “외로운 여장남자 시코쿠 시코쿠”.

4. 마무리
“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황병승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시와 소설의 모호한 경계에서 밀고 당기는 재미”가 장시를 쓰는 묘미라고 했다.
숨어 박혀 있는 언어를 찾아내기도 하고, 들키지 않도록 꼭꼭 숨겨서 두는 언어의 숨바꼭질
같은 놀이를 즐겼던 시인 황병승. 그런데 “숨어라.” 해놓고 찾지 않았던 술래. 마침내 “못 찾
겠다 꾀꼬리”를 불러주지 않아, “골방의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외롭게 갇혀버린 채, 정지해
버린 그의 놀이. 점차로 전통 놀이가 사라지는 “지금-여기”에서 “그때 그곳”을 되돌아본다.
놀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동시에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이런 점에서
예술과 놀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 언어 방식에 따른 관
계 설정을 조금만 달리하더라도 이에 따른 의미나 정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를테면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거기에 알맞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의미를 공유
하게 된다. 이름을 가진 일체의 사물은, 어떤 관계를 통해 드러난 이름이다. 이를테면 황병승
의 여장남자 시코쿠에서 ‘시코쿠’라는 이름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찾는 대상을 놓치는 일이 없다. 그것은 곧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말이
곧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학적 언술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은 어떤 대상에 대한 주체의 명
확한 판단보다는 대상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본질로 한다. 예술은 자유를 실현하
기 위해 유희 공간으로 향하는데, 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진지함을 넘어, 예언자에 속하는 보
다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수준의 꿈이나 매혹 또는 엑스타시나 웃음의 영역에 존재하기에, 詩
作(Poiesis)은 사실상 놀이 기능이다.20) 원초적 문화 창조 능력으로서의 시는 놀이로 만들어진
다. 이때 놀이는 분명 성스러운 일이지만 항상 그 신성하면서도 쾌활한 탐닉이나 흥겨움에 접
해 있다. 서정시는 시적 언어 영역에서 논리로부터 가장 멀고 음악이나 춤에 가장 가까운 장
르이다.
시장의 법칙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깨뜨릴 만한 글쓰기가 나와야 한다. 특히 문
학은 외적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세계를 찾는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은, 차마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는 개별 구성요소의 특성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던 상황을 벗어나 이종(異種)의 구성요소가 결
합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는 기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나 연극
적 요소를 결합하여 그 복합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가독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19) 황병승, ｢시인의 말｣, 트랙과 들판의 별, 문학과지성사, 2007.
20) J. 호이징하, 김윤수 옮김, ｢놀이와 시｣, 호모루덴스, 까치, 1981, 1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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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경계를 넘어 정체성 찾기 – 황병승의 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승희(영남대)
좋은 글 잘 보고 배웠습니다. 황병승은 현대시의 분열적 정체와 혼종, 시적 언어의
확장과 붕괴 등 다양한 평가의 한가운데 있는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표
현한 경계 넘어 정체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참
독해가 어려운 시인이라 몇 가지 모르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1. 황병승의 장르 넘어서기는 언어나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지적 놀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도 황병승의 ‘놀이’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황병승에게 놀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 황병승의 시 언어를 ‘현실 언어로 재구성한 다른 세계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병승에게 언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3. ‘경계 넘어 정체성’이란 것이 또 다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면, 황병승의 시는 차
라리 정체성 없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황병승에게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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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沙 李恒福의 流配時調 硏究
권현주(대구가톨릭대)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백사의 유배동인과 경로
3. 백사의 유배시조에 나타난 충(忠)과 세태 비난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백사 이항복(1556~1618)은 임진왜란 이후 다섯 번이나 병조판서가 될 정도로 실무에 밝은
인물이었다.1) 하지만, 광해군 집정 당시 인목대비의 폐위 사건에 연루되어 1618년 1월 6일
북청(北靑)으로 유배되고, 그해 5월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다.2) 그 당시 백사의 유배를 배행
하였던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은 백사를 ‘살아서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백사공’이라 칭
하였다.3) 백사는 유배지에서 5수의 시조를 남겼으며, 정충신이 백사의 유배를 北遷日錄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백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그의 조천록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
며,4) 서인으로서의 백사의 위치를 분석한 논의5) 및 백사의 야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승과
기원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등을 볼 수 있다.6) 특히, 백사의 야담에 대한 연구는 문장가로서의
백사가 아닌 백사의 해학적인 측면에 집중한 독특한 논의라 할 수 있다. 백사의 유배시조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는데,7) 이종건이 백사의 시조와 한시를 함께 다루어 그의 유배시를 분
석한 바 있다. 하지만, 시조와 한시의 내용 일치가 부자연스럽고 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1) 곽성용, ｢광해군代 春秋논쟁과 李恒福의 『魯史零言』 -廢母論議를 둘러싼 『春秋』해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8~29쪽.
2) 1.이항복을 북청으로 바꿔 정배하였다. 改配李恒福于 吉州 北靑. 光海君日記 光海 10年 1月 6日
1618年. 2.전 영의정 오성 부원군 이항복이 북청 유배지에서 죽었다. 前領議政鰲城府院君 李恒福卒
于北靑謫所. 光海君日記 光海 10年 5月 17日 1618年.
3)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11쪽.
4) 이성형, ｢白沙 李恒福의 朝天錄 硏究｣, 한자한문교육17, 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421~451쪽; 정
억기, ｢白沙 李恒福의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8, 한국인물사연구회, 2007, 47~72쪽.
5) 정억기, ｢白沙 李恒福과 서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주사학24·25, 경주사학회, 2006, 313~345
쪽.
6) 문성대, ｢이항복의 골계적 기질과 웃음의 이면(裏面)-문학작품과 우스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어문연구36, 우리어문학회, 2010, 121~146쪽; 이승수, ｢李恒福 이야기의 전승 동력과 기원｣, 동악
어문학56, 동악어문학회, 2011, 35~71쪽.
7) 李鍾建, ｢白沙 李恒福 時調論｣, 시조학논총｣13, 한국시조학회, 1997, 11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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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정춘신의 북천일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백사의 유배 과정
및 그의 우국정신을 밝히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8)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사의 유배시조를 논하기에 앞서 백사의 유배동인을 밝힌 후, 시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배시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자의 유배동인을 밝혀
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충신의 북천일록을 참고하여 백사가 유배
지로 이동하는 과정과 유배지에서의 충의를 밝히고자 한다. 백사의 시조 작품은 박을수 한국
시조대사전을 저본으로 한다.9)

2. 백사의 유배동인과 경로
백사의 유배는 광해군 9년에 있었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위(廢位)와 관련이 된다. 이 사
건은 유학 윤유겸의 상소에서 시작된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의 국가 형세는 매우 위태롭다고 하겠습니다.(중략) 지난해 김제
남을 사형에 처하려 할 때 해당 관청에서 큰 의리에 의거하여 결단할 것을 요청한 것은
국법으로 보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록 질질 끌고 아직도 드러내놓고
단죄하지 않으니, 선비들의 기개가 위축되고 나라의 위세가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
다.10)

윤유겸은 상소를 통해 가장 먼저 국가의 형세가 위태로운 상태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덧붙
여 인목대비의 부친인 김제남(金悌男)을 비난한다. 김제남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하였다는 오명을 쓰고 사사된 인물이기에 윤유겸은 김제남을 지칭하여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역적의 괴수’라 칭한다.11) 사실 조정에서는 김제남을 사사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사된 지
3년이 지난 1616년 김제남에게 역적의 죄를 더해 추형(追刑)을 선고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윤
유겸의 상소에 의하면 광해 역시 추형에 찬성하였으나,12) 반대하는 인물들로 인해 선고가 되
지 않은 것이다.13) 윤유겸이 상소를 통해 김제남을 비난한 것은 바로 김제남에게 추형을 선고
하지 못한 울분과 아직까지도 그를 단죄(斷罪)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에 대해 사관(史官)들은 ‘김제남에게 추형이 허락된 것은
8) 李聖炯, ｢晩雲 鄭忠信의 『白沙先生北遷日錄』 硏究｣, 한문학논집45, 근역한문학회, 2016, 157~192
쪽.
9) 朴乙洙, 韓國詩調大事典, 亞世亞文化社, 1992.
10) 伏以方今國勢可謂岌岌.(中略) 上年悌男正刑, 則有司請以大義夬決, 法當然矣. 遷然 延期歲, 尙無顯
討, 士氣索然, 國勢漸卑.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1) 그러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어찌 일반적인 견해
에 구속되어 역적의 괴수를 옹호함으로써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而其在臣僚, 則有不共戴天之義, 豈可拘守常見, 以護逆首, 置國家於將亡而
不爲之計哉.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2) “역적을 토벌하는 일에 대해서는, 왕법이 마땅히 엄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이러하니 억지
로 따르기로 하겠다.” 至於討逆之典, 王法所當必嚴. 群議如此, 玆用勉從. 광해군일기 光海 8年 7月
30日 616年.
13) 큰일이 거의 성사되어갈 때 반대하는 논의들이 판을 쳐서 마침내 그 계책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뜻있는 선비와 충직한 신하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개하고 한탄해 마
지않습니다. 大事垂集, 異議橫馳, 終不得行其策, 志士, 忠臣爲殿下盡誠者, 至今憤惋不已. 光海君日
記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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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모후(母后)를 폐할 조짐’이었다고 기술한다.14) 즉, 사사된 김제남에게 또다시 추형을 선
고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인목대비를 폐위하고자 한 것이다. 윤유겸이 상소를 통해 김제
남을 비난한 것은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목대비의 폐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윤유겸은 춘추(春秋)의 의리를 가져와 인목대비의 사
정을 기술하기도 한다.
노나라 환공이 시해되었을 때 부인 강씨가 이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공자는 춘추에
쓰기를 ‘부인이 제나라로 도망쳤다.’라고 하였습니다.(중략) 양나라에서 어떤 계모가 남편
을 살해하자, 그 아들이 계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관이 그를 대역죄로 다스리려고 하
자, 공계언이 말하기를 ｢문강이 노나라 환공을 죽이는데 참여한 것에 대하여 춘추에는
강씨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며, 그 전에는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예법이
다.’고 하였다. 관계를 끊고 친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는 곧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옛 도리에 비추어볼 때 법관이 아니면서 사람을 제 마음대로 죽인 죄에는 해당되
지만 대역죄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15)

윤유겸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춘추에서 노나라 환공이 시해 당했을 때, 그의
부인이 친정인 제나라로 도망쳤다는 고사를 기술한다. 윤유겸이 춘추를 차용하여 이야기 하
고자 한 것은 공자가 환공의 부인인 문강(文姜)을 강씨(姜氏)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과 제나
라로 도망친 것을 ‘마치 가서 돌아오지 않을 듯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심하게 단죄한 것과
관련된다. 강씨라고 지칭하지 않고 부인으로 지칭한 것은 ‘관계를 끊고 친(親)으로 여기지 않
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해에 동참한 것을 ‘도망쳤다(孫)’이라고 기술함으로 인해 은혜와
의리의 경중을 밝힌 것이라고 호씨(胡氏)는 말한다. 윤유겸은 강씨가 ‘부인’으로 기술되어 친
(親)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을 통해 양나라의 계모를 살해한 아들 역시 대역죄로 다스릴 수 없
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다. 즉, 부친을 죽인 계모를 살해하더라도 계모와의 친(親)
을 끊으면 ‘일반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고사를 통해 인목대비와 관계
를 끊고 인목대비가 광해에게 ‘일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춘추의 법에 따라 전하의 모자간의 은정을 온전히 하는 한
편 온 나라의 신하들이 다같이 그를 버리고 관계를 끊음으로써 큰 의리를 세상에 밝힐 것
을 청합니다만(중략) 신이 청하건대 대신과 삼사, 인척인 여러 신하들을 불러 신의 글을
보인 다음 존호를 낮추고(중략) 공주의 칭호도 삭탈하여 서인(庶人)으로서 혼례를 치르게
하고 그를 모시던 궁녀들도 감축시키고 김제남의 처를 노비 장부에 등록하게 하소서. 그
리하여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그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을 보이소
서.16)

윤유겸이 상소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한 바는 춘추의 법에 따라 광해가 인목대비와의 연
14) 悌男追刑, 實廢后之張本. 광해군일기 光海 8年 7月 30日 616年.
15) 魯 桓公之弑也, 夫人姜氏與知焉. 聖人筆之曰: “夫人孫于齊”.(中略) 梁人有繼母殺其父者, 而其子殺
之. 有司欲當以大逆, 孔季彦曰: ‘文姜與弑魯 桓, 《春秋》去其姜氏, 傳謂: 「絶不爲親, 禮也.」 夫絶不爲
親, 卽凡人耳. 方諸古義, 直以非司寇而擅殺當之, 不得以逆論也.’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6) 以臣愚見, 請依《春秋》之法, 伸聖上全母子之恩, 而一國臣子, 共棄而絶之, 以明大義於天下(中略) 臣請
招大臣, 三司及姻戚諸臣, 以臣之章示之, 貶削尊號.(中略) 而削公主之號, 以庶人行婚禮, 汰減侍御宮
人, 仍定悌男妻于隷籍, 以示通國臣民不共戴天之義.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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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끊기를 바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소에서는 끊임없이 모자지간의 은정(恩情)을 온전히
하는 한편, 신하들이 다같이 그를 버리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의리를 밝히라는 것이라 윤유겸은 이야기한다. 인목대비의 존호를 낮추고, 영창대군의
누의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칭호를 삭탈하여 폐서인(廢庶人)으로 혼례를 치르게 하라는 것
등 윤유겸은 인목대비를 철저하게 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윤유겸은 광해가 인목대비와 정
명공주를 폐위시켜야 ‘윤리를 다하고 예법을 다하는 것’17)이라 주장한다. 광해군 즉위년부터
있어왔던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 광해가 예법을 다하기를 바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윤
유겸은 상소의 마지막에서 ‘아래로는 일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다른 의
견을 제시하는 자가 있을 경우 법관의 말을 채택하여 국법으로 결단을 내려 권세 있는 자라
해도 동요되지 말라’라는 충고까지 한다.18)
이후 11월 24일 백사가 헌의(獻議)를 올려 윤유겸의 상소 내용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항복이 헌의하였다.(중략) “전하를 위하여 이 계획을 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임금께 요순의 도리가 아니면 진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옛날에 있었던 명훈(明訓)입니
다. 순임금은 불행하여 완악한 아비와 사나운 어미가 항상 순임금을 죽이고자 하여 우물
을 파게 하고는 흙으로 덮었으며(중략) 그래도 순임금은 울부짖으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부
모를 사모할 뿐, 부모에게 옳지 않은 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아비가 설사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춘추의 의리에는 자식
이 어미를 원수로 대한다는 뜻이 없습니다.(중략) 이제 마땅히 효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온
나라가 앞으로 점차 감화될 가망이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전하에게 이
르게 한단 말입니까.”19)

백사는 먼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 한 후, 광해에게 이것을 계획한 이가 누구
인지를 묻는다. 신하의 도리는 임금에게 요순의 도리만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백사는 말한다.
그러면서 순임금의 이야기를 차용하는데, 순임금의 부친과 모친이 그를 여러 번 위험에 처하
게 하였어도 순임금은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더욱 사모할 뿐 부모의 옳지 않은 점은 보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즉,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윤유겸의 상소를 순임금의 이야기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유겸이 기술한 춘추의 의리에서도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대
한다’라는 뜻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공자가 춘추에서 강씨를 지칭하며 그 어떤 사실에 대해
서도 기술하지 않고 다만 ‘부인이 제나라로 도망쳤다’라고만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해에게 효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무엇
때문에 신하들이 이러한 말로 광해를 흔들고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며 윤유겸의 상소를 비난한

17) 이처럼 하는 것이 바로 윤리를 다하고 예법을 다하는 거조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중외의 백
성들이 어느 누가 성상의 효도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하 후세에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니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乃盡倫盡制之擧也. (夫如是, 則中外萬姓, 孰不稱聖上之孝, 而亦可
有辭於天下後世矣, 豈不盛哉?)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8) 이번에 이 중대한 논의를 내놓아서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관리에 이르기까지 만일 다
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하께서 법관의 말을 채택하여 국법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권세 있는 자라 해도 동요되지 마소서. 今此大議之發也, 上自大臣, 下至庶官, 萬一有異議者, 殿下採
執法者之言, 斷以王法, 不以權貴而擾之.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7日 1617年.
19) 李恒福議曰: “不審誰爲殿下畫此計者, 君父之前, 非堯, 舜不陳, 乃古之明訓. 虞舜不幸, 頑父, 囂母常
欲殺舜, 浚井. 塗廩(中略) 號泣怨慕, 而不見其有不是處也. 誠以父雖不慈, 子不可以不孝, 故《春秋》之
義, 亦 子無讐母之意.(中略) 今方當以孝治國家, 一邦之內, 將有漸化之望. 此言奚爲而至於紸纊之下
哉?” 광해군일기 光海 9년 11月 24日 16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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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백사는 상소가 아닌 헌의를 올려 윤유겸의 상소 내용 중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관련된
잘못된 측면을 광해에게 건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며칠 후 생원 진호선(陳好善)이 ‘지금 논의(백사의 헌의)에서는 감히 ‘아들은 어미를
원수로 대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유생들의 논의가 어찌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서궁을 내
쫓도록 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이항복은 감히 죄를 전하에게 돌리려 했으니 이것만 해도 이
미 극도로 패만스러운 짓’이라는 내용으로 상소를 올려 백사에게 참형을 내릴 것을 권한다.20)
백사가 광해에게 효를 강요한 것이 의도된 오역(誤譯)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후 백사를 옹호한 자보다 백사의 참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으며, 위리안치와 방귀전리
(放歸田里)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던 중 결국 1618년 1월 6일 북청 유배형을 선고받게
된다. 백사의 유배지를 결정하며 평안북도 창성(昌城), 함경북도 경원(慶源) 그리고 함경북도
삼수(三水) 등 많은 지역이 언급되었지만 결국 북청으로 유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1> 북천일록에 나타난 백사의 유배 경로
날짜
1월 8일
1월10일

이동경로
청파→성남(城南)
포천(抱川)

날짜
1월22일
1월23일

1월11일

영평(永平)

1월25일

1월13일
1월14일
1월15일
1월16일
1월17일
1월18일

풍전(豐田驛)
성창(省昌)
직목(直木)21)→금성(金城縣)
신안(新安驛)
소요령(逍遙嶺)→회양(淮陽府)
은계(銀溪)→철령(鐵嶺)→고산(高山)
부평(富坪川)→남산(南山驛)→안변(安

1월26일
1월27일
1월29일
2월 2일
2월 3일
2월 5일

石峴)→초원(草原)
정평(定平)
함흥(咸興城)
덕산(德山)
함관령(咸關嶺)→함원(咸原)
홍원(洪原城)
송현(松峴)→평포(平浦)

2월 6일

북청(北靑)

1월19일
1월21일

邊)
원산(元山)→덕원(德源)

이동경로
철관(鐵關峴)→고원(高原)
영흥(永興)
용흥강(龍興江), 흑석령(黑石嶺, 黑

백사의 유배를 배행하였던 정충신의 기록을 통해 백사의 유배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백사
는 1618년 1월 6일 북청 유배형을 선고받았으며, 1월 8일 유배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북천일록 12월 24일 기록을 참고하면, ‘오랫동안 광해군의 결정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백사공
은 청파에 계속 머물면서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한다.22) 청파(서울시 용산)에서 출발하여 북청
까지는 거의 한 달이 소요되었으며, 북천일록을 참고할 경우 도중에 폭설이 오거나 병환으
로 인하여 며칠 지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6일 북청에 도착한 백사는 5월 13일(庚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따라서 백사의 실제 유배생활은 약 3개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5수의 시조를 남긴 것이다.

20) 1.今者之議, 敢以子無讐母之義爲辭, 儒疏之論, 豈欲使吾君, 自爲廢黜哉? 恒福乃敢歸罪於上, 已極悖
慢. 2.“이항복은 참형에 처하여 팔방에 조리를 돌림으로써 신하로서 임금을 업신여기고 의리를 무시
하는 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한다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仍斬恒福, 梟爲 示八方, 以爲人
臣侮上蔑義者之戒, 千萬幸甚. 광해군일기 光海 9年 11月 26日 1617年.
21) 대동여지도에는 직목(直木)이 아닌 진목(眞木)으로 표시되어 있다.
22)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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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사 유배시조에 나타난 충과 세태 비난
백사가 남긴 유배시조는 전체 5수가 된다.23) 백사가 유배된 기간은 유배형을 선고받은 시점
부터 북청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시조
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백사의 유배시조 중 가장 유명한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鐵嶺 노픈 峯에 쉬여 넘는 저 구름아
孤臣 寃淚를 비 사마 여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에 려 볼가 노라. 3975

위의 시조는 유배지로 가는 노정 중 함경도 철령에 올라 창작한 작품이다. 철령을 쉬어 넘
는 구름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유배형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
기 할 곳이 없던 작자가 유배지로 가는 길에서 구름을 붙잡고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는 것이
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 임에게 ‘孤臣 寃淚’를 비로 만들어 뿌리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정충신의
북천일록 1618년 1월 18일 기록에는 백사의 시조 아래에 남원 선비 조경남(趙敬男)의 야사
(野史)를 함께 기술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서울 안에 전해 퍼지니 궁궐 안의 사람들이 모두
불렀다. 어느 날 광해군이 뒤뜰에서 잔치 벌였는데,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이 곡조를 듣고는
누가 지었는가를 물었다. 궁궐 안의 사람이 사실대로 대답하니 임금은 슬픈 기색을 띠고 우울
해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술자리를 파하였지만, 끝내 공을 소환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
다. 야사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논할 수는 없지만, 당시 백사의 시조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
동시켰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있다. 백사의 경우 철령에 올라 창작한 한시도 남아 있는데, <처
음에 삼수(三水)로 유배시키라는 명이 내렸다가 다시 북청으로 바꾸었으므로, 철령을 넘으면서
기쁜 생각이 들어 짓다. 始有三水之命. 命改北靑. 路踰鐵嶺. 喜而有作.>라는 작품이다.
孤臣不度濟人關 고신은 제인관을 건너지 못하였는데
日月昭昭宇宙寬 일월은 하도 밝고 우주는 넓기만 하여라 (중략)
恩加沙塞氷先泮 은혜가 입혀지니 변새의 얼음이 먼저 녹고
心健關河路不難 마음이 든든하니 관하의 길도 어렵지 않은데
唯有憶君千里夢 오직 천리 밖에서 임금 사모하는 꿈이 있어
曉隨殘月趁朝班 새벽에 달빛을 따라 조반으로 달려가누나

위의 작품은 제목만 보아도 삼수로 유배되지 않았음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천
일록의 1617년 12월 24일 기록을 참고하면, 지의금(知義禁) 윤선(尹銑)이 백사의 유배지를
함경도 삼수로 변경하자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윤선이 “삼수
는 경원에 비해서 더욱 황량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예로부터 이곳에 유배 온 사람들 대부
분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여 귀문관(鬼門關)이라 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24) 정충신은
23) 이재식이 제시한 이항복의 유배시조 중 285번의 작품은 유배시조가 아니다.(곳아 色을 밋고 오 나
뷔 禁치 마라 春光이 덧 업슨 줄 넨들 아니 斟酌랴 綠葉이 成陰子滿枝면 어늬 나뷔 도라 오리.
285) 李宰植, ｢流配時調 範圍再考｣, 겨레어문학21·22,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757쪽.
24)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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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백사를 유배지에서 죽이고 싶어 했었던 것이라 기술한다. 그렇기에 유배지가 삼수
가 아닌 북청으로 정해졌을 때 백사는 오히려 기쁘게 철령을 넘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고신인 백사는 제인관을 건너지 못한 상태이다. 제인관은 북청에 있는 제인관(濟人館)
혹은 북청 제인참(北靑濟人站) 등의 관문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넘으면 온전히 유배객이 된
다.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일월은 밝고 우주는 넓기만 하다. 변방은 임금의 은혜로 얼음이
먼저 녹으며 관하의 길도 어렵지 않지만,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제인관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작품만 보아도 광해를 뒤로하고 유배지로 떠나야 하는 백사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해에 대한 충(忠)에는 울분이 서려있는 것이다.
長沙王 賈太傅야 눈물도 여릴시고
漢 文帝 昇平時에 痛哭은 무 일고
우리도 그런  만나시니 어이 울고 노라. 3544

백사는 가태부의 고사를 차용하여 유배자가 된 자신의 상황을 접목시켜 기술하기도 한다.
초장에서 백사는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였던 가의(賈誼) 즉, 가태부의 눈물이 여리다고
말한다. 중장에서는 가태부가 눈물이 여린 이유를 기술하는데, 가의는 젊은 나이에 박사(博士)
를 받고 태중대부(太中大夫)까지 올라 문물제도를 고치는 것에 힘썼지만, 대신들의 질투로 인
해 장사왕의 태부로 좌천된 것이다. 가의가 좌천된 시기가 바로 승평시였던 한 문제(文帝) 때
이기 때문에 그의 통곡은 더욱 서글프게 묘사된다. 백사가 가태부의 고사를 가져온 것은 바로
종장에서 보이는 ‘우리도 그런 ’를 만났기 때문이다. 즉, 죄 없는 가의를 좌천시킨 대신들의
위세와 모함을 받아 좌천당할 수밖에 없는 가의의 상황이 백사가 처한 현실(세태)과 유사하였
기 때문이다. 가태부의 고사는 백사의 상황을 대변하기에 가장 좋은 예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문제는 광해, 가의는 백사이기에 중장에서 한 문제가 다스리던 시기를 승평시로 기술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광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백사 역시 한 문제의 승평시를 만났지만 가의처럼 울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울분을 시조를
통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히 백사가 가의의 고사를 가져온 것은 백사 역시
20대 초반에 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박사와 정언(正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가의는 백
사와 많은 부분이 닮았기 때문에 고사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상황이 충분히 설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時節도 저러니 人事도 이러다
이러 거니 어이 져러 아닐소냐
이런쟈 저런쟈 니 한슘 겨워 노라. 2533
(나)귀먹은 쇼경이 되여 山中의 들어시니
들은 일 업거든 본 일이 이실소냐
입이야 셩다라마 무 말을 리오. 492

(가)에서는 ‘시절’ 즉 ‘그 때’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백사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시절과 인사 두 가지에 대한 비난이다. 아마도 자신이 유배형을 선고받게 된 상황
에 대한 가장 짧은 탄식이라 할 수 있겠다. 시절이 저러하니 인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사가 이러한 것을 보니 어이 시절이 저렇지 않겠는가라는 탄식인 것이다. 북천일록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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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기록을 살펴보면,25) 이날 병사가 조정의 소식지인 조보(朝報)가 한통 도착한 것으로 보
인다. 조보의 내용은 ‘정청(廷請)이 완결되었고 인목대비의 존호를 없애 서궁(西宮)으로 부르게
한다는 교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백사가 “요즈음 나라에서 역적을 다스리기를 자못
엄하게 하지만 모두 형적(形迹)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인목대비를 폐위하고자 청하는 무리들
은 실상 대역죄인이다. 내가 사귀는 친구 중에도 정청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매우 한
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백사의 말은 나라가 역적을 다스리기에
엄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목대비의 폐위를 청하는 실제 대역죄인에게는 엄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중에도 이에 속하는 이가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절과 인사가 이러 저러 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한숨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백
사는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는 윤유겸의 상소를 힐난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사항이 시절
의 탓이며 인사의 탓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서도 세태에 대한 비난이 나타난다.
(나)에서 백사는 자신을 귀먹은 소경이 되어 산중에 들었다고 표현한다. 시절과 인사에 대해
기록한 북천일록 3월 1일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면, ‘옆에 모시고 있던 자가 묻기를,
“모모(某某)는 모두 공과는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훗날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들을 대우
하렵니까?”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그들은 모두 협박을 받아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 정상은
비록 불쌍하나 이미 반역에 참여했으니 교분은 벌써 끊어졌다. 뒷날에 만나면 그저 범연히 서
로 대할 뿐이다.”고 하였다.’26)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중장에서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다고
말한 것은 협박을 받아 따라간 모모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은 성하여 반역
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분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뒷날 만나면 그저 범연하게 대하겠다고 백사는 말한다. 자신은 귀먹은 소경
이기 때문에 모모들의 반역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사의 다짐이기도 하다. (나) 역시 세태
에 대한 비난이 나타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반역한 자들이 도처에 있지만 정작 유배자가
된 것은 백사이기 때문인데, 자신을 소경으로 지칭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는 모습으로 세태를 비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천일록 4월 20일의 기록에 의하면, ‘백
사는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 할 때는 담담하였지만, 간신들이 나라를 그르치고 있는데도 임금
이 깨닫지 못하고 예의의 나라가 금수의 풍속으로 변하고 청의 오랑캐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늘 염려하였다고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실하여 속 타는 울분을 펼치지 못하고
마음에는 불이 일어나 소갈병(消渴病)이 되어 항상 얼음을 삼켰다’27)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소
경이 되기를 선택한 백사의 품성을 짐작할 수 있다.
江湖에 期約을 두고 十年을 奔走하니
그 모른 白鷗 더듸 온다 하건마
聖恩이 至重시니 갑고 가려 노라. 165

위의 작품은 광해에 대한 백사의 마음이 진하게 기술되고 있는 작품이다. 강호에 기약을 두
고 10년 동안 분주하였다는 초장은 백사의 현재로부터 10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
다. 사실 1608년 좌의정이었던 백사는 신병 때문에 사직소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광해가 윤

25)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42쪽.
26)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42쪽.
27)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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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하지 않았다.28) 백사가 올린 다섯 번째 사직소에 광해는 ‘경은 마땅히 마음을 편안히 먹고
속히 나와 위태로운 나랏일을 돕도록 하라.’29)라는 말로 백사를 자신의 곁에 둔다. 시조에서
10년 동안 분주하였다는 것은 강호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정에 남아 있어야 했던 10년 전의
백사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백구는 백사가 강호
로 돌아오는 것이 더디다고 말하게 되고, 백사는 종장을 통해 자신이 강호로 더디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중한 성은을 갚아야 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초장에서 돌아가겠다는
기약을 둔 강호가 사직소를 낸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다면 성은을 갚고 돌아가는
강호는 유배지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
만 유배시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추측한다. 광해에 대한 노여움은 사라지고,
강호로 돌아가려 하였던 백사의 마음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청 유배를 떠나며 백사는 연릉부원군 이호민의 시에 화답시를 기술한 적이 있는데, 이 작
품에는 ‘영위는 가서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이로세(只恐令威去不歸)’라는 구절이 나타난다.30)
유배를 떠나며 백사는 자신이 고향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해 근심하였는데, 자신의
시와 같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정충신의 기록에 의하면 백사는 유배지에 도착한
후 중풍이 재발하였고,31) 5월 13일 운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백사는 광해에 대한 충을 표현하며 자신의 울분을 기술하였고, 또 유배자가 되어야
만 했던 세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오는 말
본고는 백사의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로 지금까지 깊게 연구되지 않았던 백사의 유배동인을
밝히고 유배지로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백사는 유배지에서 5수의 시조를 창작
하였으며, 광해에 대한 충을 기술하고 있는 작품과 자신이 처한 현실, 그리고 세태에 대해 비
난하는 작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사의 유배동인과 이동 경로를 밝히고 그의
유배 시조를 분석하였지만, 차후에 그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백사의 우국충정에 대한 마음
과 변화 양상을 함께 기술하는 과정을 보완하여야 백사의 유배를 제대로 고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백사의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는 17세기 유배시조의 특징을 밝히는데 발판이 될 것
이라 사료된다.

28) 1.이항복도 이미 감히 이 명령에 나아가 응하지 아니하고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습니다.(중략)
경은 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다시 더 충성을 다하라. 李恒福旣不敢出膺是命而呈告乞遞(中略) 卿宜安
心勿辭, 更加盡忠. 광해군일기 光海 卽位年 7月 7日 1608年. 2.좌의정 이항복이 〈신병으로〉 사직
소를 올렸는데,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左議政李恒福(身病)再度呈辭. 不允批答. 광해군일기
光海 卽位年 7月 13日 1608年.
29) 答左相 李恒福 五度呈辭曰: “予意已諭, 卿宜安心速出, 以扶國家之顚危.” 광해군일기 光海 卽位年
7月 20日 1608年.
30) 雲日蕭蕭晝晦微 구름 낀 해가 쓸쓸해서 대낮에도 어둡고/ 北風吹裂遠征衣 북풍은 멀리 떠나는 사람
의 옷자락을 불어 찢는다네/ 遼東城郭應依舊 요동의 성곽은 응당 옛날과 같겠지만/ 只恐令威去不歸
영위는 가서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이로세. <到靑坡. 移配慶源. 又移三水. 正月九日. 改北靑. 延陵諸
君携壺. 送于山壇道左.> 白沙集 卷之一.
31) 1618년 3월 2일의 기록. 林在完,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삼성미술관 학술총서, 2005, 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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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白沙 李恒福의 流配時調 硏究”에 대한 토론문

김하나(영남대)

그간 유배 시가 연구는 유배 가사에 특히 집중되어 있거나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유배시조 연구의 대상을 넓히고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문학 연구에서 객관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백사 이항복의 유배동인과 경로를 살피고, 그
유배과정에서 창작된 시조 5수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
로 공감하고 있고,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개인적인 궁금증을 질문
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두서 없는 질의가 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본 논의에서 다루는 이항복의 시조 5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항복의 시조 작품은 5수
내지는 6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논의에서는 5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항복의
시조 작품을 5수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작품의 출처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궁금합
니다.
더불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7페이지 <時節도 저러하니~>와 <귀먹은 쇼경이 되어~>를 유배
시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작품의 표면에 세태에 대한 한탄 혹은 비난이 드러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배시조로 바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항복의 유배시조에 드러나는 충 의식과 세태 비난에 대한 내용 분석이 중심이 되
어 있는데, 이항복의 유배시조를 연구함으로써 목표하시는 연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질문이라 부끄럽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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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13:30~

(영남대

14:15

김인환

14:15~

(영남대)

15:00

제목

토론자

전이지대의 언어변이연구: 창녕지역어와
달성지역어를 중심으로

김지숙

‘에서’ 주어에 대한 인지적 접근

사회자

(경성대)
김수정
(경북대)

김세환
(영남대)

15:00~15:10

박준범

15:10~

(경남대)

15:55

이철우

15:55~

(경운대)

16:40

휴식

젠더와 언어의 관점에서 본 토의 담화의 언어
사용 양상

콩글리시 형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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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지대의 언어변이연구
-창녕지역어와 달성지역어를 중심으로-

김유정(영남대)
〈차례〉
１. 서론
２. 언어적 배경
３. 방언적 특징
3.1. 음운체계
3.2. 음운변이
3.3. 언어태도
4 . 결론

1. 머리말
특정 방언권은 다른 방언권과 인접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 전이지대의 존재는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방언학에서 정확한 방언 구획 작업이나 방언 분화론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이지대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전이지대에 대한 연구가 방언
구획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극희 미비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개별 방언에 대한 사적 논의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
다. 즉 대부분의 대방언권, 나아가 이들의 하위 방언권에 대해서 이루어진 방언사 연구가 최
근 들어 다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개별 방언의 사적 논의 부족 현상은 전이지대 문제나 방언 구획뿐만 아니라 해당 방언의 공
시적 논의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정대(2014:6)는 ‘이 시대’ 즉 산업화
시대를 맞아 방언이 급속도로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어휘・음운・문
법과 관련되는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질문지에 따라 방언을 수집하
는 것이라 한정된 자료밖에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
래 방언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양질의 구술 발화를 많이 수집하여 저장하는 일음을 강조했
다. 방언 조사에서 종합적인 성격을 띤 것은 구술 발화 자료임을 강조하였다. 김영선(2015:15)
1) 전이지대란 완충지대 즉 둘 이상의 개신형이 침투하는 지역으로서 상이한 규칙들이 공존하는 지대를
말한다. 전이 지역에서 두 방언 요소의 접촉 현상은 두 요소가 병존하는 ‘병존 방언’의 유형과 두 요
소가 융합하여 제3의 요소로 나타나는 ‘융합 방언’ 유형, 병존 방언과 융합 방언의 단순한 결합으로
단일한 방언에서 병존적 요소와 융합적 요소가 함께 발생하는 ‘혼합 방언’ 등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방언연구회2001: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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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산재해 있는 그동안 채록된 각 지역 방언 자료와 연구물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된
다는 점에서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이지대의 언어와 관련된 기존 논의는 주로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희숙(2017), 김봉국(2011), 서주열(1980), 위평량(2000), 하신영
(2010), 홍미주(2017) 등은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전이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이혁화(2005)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속한 서로 인접한 지역인 ‘무
주, 영동, 김천’의 음운론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인접 지역어간의 음운
론적 대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접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방언간에 어떠한 차
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이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대방언권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지역의 음운론적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살펴봐야하는 것은 같은 방언권에 속하는 하위 방언권의 차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방언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동
남방언에 속하는 두 지역을 선정하여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경남・경북의 비교
연구로는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를 연구한 김차균(1977), 경남・경북방언의 명사 운율을 연구
한 백암미수(1999), 경주방언과 울산방언의 성조를 비교 연구한 김선진(2012), 경주지역어와
하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를 한 김동은(2015) 등이 있다. 이처럼 대방언권 내의 하위방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홍미주(2018:155)에서 지적했
듯이 기존의 연구들이 방언적 특질을 규명하는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아, 해당 언
어를 사용하는 화자나 그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문화적 요소들과 관련된 논의가 거의 없
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방언권의 하위 방언권에 속하는 경남 창녕지역어와 대구 달성지역어
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통한 전이지대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한 방언적 특질을 규명하는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나 그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태도와 관련한 논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 결과
를 적극 수용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 연구할 것이다. 첫째, 시간적 흐름에 따른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 방언의 변화 양상 및 기제를 포착할 수 있는 기존 논의들을 중심
으로 두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를 토대로 현 시대에서 두
지역어의 언어변이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셋째, 두 지역 화자들의 언어태도를 파악하고, 이
를 언어 사용 및 언어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2. 언어적 배경
현재까지 방언 구획은 편의상 행정 구역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칼로 자른 듯 각 시・군
의 행정 구역별로 방언 구획이 나누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방언 구획은 두 지역 사이의
소통에 장애가 되는 강이나 산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시・군의 경계
가 산이나 강의 따라서 구분되지만 강이 관통하는 지역이거나 같은 행정 구역이지만 생활권은
인접한 다른 행정권일 경우 행정구역별로 방원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박
용식2011:83).
본 연구의 조사지인 경남 창녕 지역의 경우 북쪽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과
인접하고, 동쪽은 산악을 경계로 경상북도 청도군과 경상남도의 밀양시가 접해 있으며,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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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낙동강을 사이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원시에 접한 지역이다.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남북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성주와 고령, 남쪽으로는 창녕과 청도. 동북
쪽으로는 칠곡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녕과 달성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위치한 전이지대라고 할 수 있다.

<창녕군 지도>

<달성군 지도>

조선 초기 경상도는 경주부와 안동대도호부, 상주목, 진주목의 관할 하에 있었다(세종장헌대
왕실록150). 성종 때에는 대구도호부와 김해도호부가 성장하여 6개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그
리고 후기(고종 32, 1895)에는 진주부, 동래부, 대구부, 안동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영남
지역의 인문환경 요소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하여 방언과 조선 전기의 행정구역을 중첩하였다.
대구도호부에는 경북중동동부방언과 경북중동서부방언, 그리고 경남 동부방언이 분포한다. 창
녕은 ‘대구도호부 - 경남동부방언’에 속해 있었다.2) 그러나 창녕과 밀양은 대구하위지역 간에
지역적 장애가 있어 유통이 어렵고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경남 동부 방언권으로 분류되었
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홍(1983:34)은 경남 동부 방언에 속하는 ‘창녕’의 말이 대구의 말
을 닮아 있다고 하였다. 낙동강 이동의 <창녕> 말과 그 이서의 <합천・의령> 말이 한 방언권
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녕 사람들과 합천・의령・사람들은 이 두 고장말을 상당히 다른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ㄺ> 받침소리를 두고서 살펴보면, 표준말 <닭>을 창녕에서는
<달/닥>이라고 하는데, 합천・의령에서는 <닥>이라 하며, 표준말 <맑다>는 창녕에서 <말다,
말따>라 하는데, 합천・의령에서는 <막다>라고 한다. 즉 지역에서 <ㄹ:ㄱ>과 같은, 맞섬이 나
타나는 것만으로도, 다른 방언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녕군은 경남 방언 가운데서도 경북 방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지역의 하나로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교통권이 경남의 도시보다도 대구권으로 발달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
이다(김정대2009:8). 특히 창녕의 대합면 모전리와 창녕읍 하리의 제보자을 통해 창녕이 예로
2) 『경남방언 분화연구:209』에서는 경남을 방언 구획할 경우 ‘창녕·밀양’은 대구진에 속하는 ‘중북부 방
언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3) 큰 강은 교통. 산업 등 지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통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하
여 언어적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 방언권의 교통과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은 낙동강이다.
길이가 525Km나 되는 낙동강은 하류 지역에서는 강폭이 아주 넓게 형성되어 맞은 편과 고통에 장애
적인 지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합천, 의령지역과 창녕 사이를 가로지는 곳에서는 서부방언권과 중
부 방언권으로 나누어지고 창원, 김해와 창녕, 밀양 사이에서는 소방언권인 중북부방언권과 중남부방
언권으로 나누어지도 한다(『경남방언 분화연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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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달성군 구지면과 현풍면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같이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 지역은 경남과 경북이 교차되는 전이지대로서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권의 영향은 17세기 초 간행된 『현풍곽씨언간』을4) 통해서도 드러난다. 1989년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진주 하씨 묘에서 발견된 진주 하씨의 남편 곽주가 쓴 한글 편지인 『현
풍곽씨언간 주해』를 통해 두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언간의 수신자인 하
씨의 친정은 창녕군 이방면에 있는 ‘오야’이고5) 하씨의 아들은 창녕군 영산면, 하씨의 딸은
밀양으로 시집을 갔으며, 하씨의 친모는 벽진 이씨로 지금의 창녕군 대합면 합산리 출신이다.
편지의 주인공인 곽주와 하씨가 살았던 현풍면 대리(소례) 마을은 현풍 곽씨의 세거지이다.6)
곽씨언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활동한 지역은 오늘날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과
논공면을 중심으로 하여 창녕, 성주, 대구, 경주, 의성, 청송, 동래 등 경상도 일대임을 알 수
있다. 이 편지글의 언어에는 필사 당시 현풍방언이 반영되어 있는바 ‘현풍’이라는 낱말이 명칭
에 들어감으로써 이 자료의 언어적 성격 즉 언어의 지역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7)
전이지역에 속하는 개별 지역의 방언을 대상으로 방언적 특징을 논한 연구로 창녕 방언을
대상으로 한 문곤섭(1980), 성인출(1984), 정영주(1987), 하신영(2010), 김유정(2014, 2015,
2017) 등이 있다. 문곤섭(1980)은 창녕군의 중심지역인 장마면, 계성면, 창녕읍, 영산면을 중
심으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현상, 움라우트, 모음조화,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를 통해 창녕지
역어의 모음체계를 수립하였다. 성인출(1984)은 창녕지역어의 전반적인 음운체계와 음운현상
을 형태소내부와 형태소경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조사지역의 자연발화 현상을 기술한 공시
론적 연구인 동시에, 조사지역의 음운현상이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가를 살펴보는 통시론적
연구도 겸하였다. 그런데 ‘현지 조사를 별도로 행하지 않고, 필자 자신이 40년 이상 생활하여
온 언어이기 때문에 조사자와 피조사자를 겸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밝힌 바와 같이 제보
자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영주(1987)은 창녕읍에 거주하는 50~60대와 젊은층을 대상으로
세대차에 의한 음운현상을 연구하였다. 조사항목 수가 1000개에 달한 만큼 방대한 양의 어휘
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어휘의 발음기호만으로 나열하는 방법에 그쳐 세대차에 따른
세분적인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하신영(2010)은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자료집과
4) 백두현(2019:21)은 이 편지글의 언어에는 필사 당시 현풍방언이 반영되어 있는바 ‘현풍’이라는 낱말이
명칭에 들어감으로써 이 자료의 언어적 성격 즉 언어의 지역적 배경을 드러낼 수 있다.
5) 곽씨언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은 ‘오야’인데 주로 하씨 부인의 택호(오야)에 많이 쓰였다. ‘오
야’는 ‘오예’, ‘외얘’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하씨가 태어나 자랐던 친정 마음 이름이며, 현재의 창
녕군 이방면 안리 일대 지역을 가리켰다. 이 마을은 진양 하씨의 집성촌이다. 현재의 지도에 나타난
행정 동명을 살펴 보니 창녕군 이방면 옥야동이 있는데. 이방면 소재지의 농협, 장터 등이 있는 곳에
해당되는 곳이다. 조선조 후기의 창녕현 지도에는 이 지역이 ‘오야면’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오야’
는 면 단위 명칭으로 쓰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6) 현풍현은 1457년(세조3년) 진관체제의 확정 이후 대구도의 좌익에 편입되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편
제되었다. 그후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현풍’이란 지명이 쓰여 왔다. 1895년(고종32년) 전국적인 지
방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대구부가 대구군과 ‘현풍군’으로 나누어졌고, 이듬해 13도제의 실시
와 더불어 현풍은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달성’이 지역 명칭으로 쓰인 것은 ‘현풍’보다
역사가 짧다.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대구가 대구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대구
군의 나머지 지역과 현풍군이 통폐합되어 ‘달성군’이 되었다. 지역 명칭으로서의 ‘달성’은 이때 처음
나타난 것이다.
7) 하씨의 친정 창녕 - 하씨가 나고 자란 곳이 창녕이기 때문에 하씨의 편지에 창녕 방언이 기록되어 있
으리라 추정- 하씨가 곽주에게 보낸 편지 6장 발견(112, 113, 114, 117 - 하씨 필적 확실/ 115,
116 - 하씨 필적 추정)된다. 113번 편지에서 ‘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저께, 며칠 전에 15
세기에는 ‘아래’가 ‘예전’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경남・경북방언에서는 ‘예전’ 또는 ‘어제의 전날
(그저께)’이란 뜻으로 ‘아래’가 사용되고 있다. 114번 편지에서 ‘후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후
에, 오늘날의 경상방언형에 ‘후제’, ‘후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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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김유정, “전이지대 언어변이연구- 창녕지역어와 달성지역어를 중심으로”

한국방언자료집을 활용하여 전남 곡성 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공시 음운론적 대비 연
구를 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대방언권에 속하는 하위 지역어를 택하여 두 지역어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김유정(2014, 2015, 2017)은 창녕 지역어의 음운체계
및 음운 변이에 대해 세대별, 성별, 담화상황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반면 달성 방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로는 배혜진(2014, 2015)이 있다. 달성 지역 화자들의 세대간 음운 변이 및 변
화의 차이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전이지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방언적 요소를 중심으로 창녕
과 달성 지역의 방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３. 방언적 특징
3.1. 음운체계
3장에서는 창녕과 달성 지역의 음운체계 및 언어변이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더불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제보자들의 언어태도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우선 음운 체계에 있어서
이 두 지역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1) 자음체계
창녕의 경우 김영송(1963, 1974)은 경남 동부 방언권에 속하는 지역은 ‘ㅅ’과 ‘ㅆ’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아 18자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중앙어와 같이 19자음 체
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성인출(1984), 하신영(2010)도 창녕 지역의 경우 ‘ㅅ’과 ‘ㅆ’이 음
소적 대립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정수(1992)는 경남의 중북부인 밀양・김해・창녕
지역과 경남의 동부인 울산・양산지역에서 ‘ㅅ’과 ‘ㅆ’이 변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8)
이처럼 같은 경남 지역어라 해도 그 성격이 경남의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한 지역어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고자 김유정(2014)에서는 창녕군
에 위치한 14개 읍・면을 중심을 ‘ㅅ:ㅆ’의 변별 여부를 세대별로 조사한 결과 10~20대,
30~40대의 경우 ‘ㅅ:ㅆ’이 모두 변별되지만, 50~60대의 경우 지리적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
다.9)
8) 김정대(2000)는 ‘ㅅ:ㅆ’ 대립에 의한 방언 구획을 통해 동부 방언인 ‘밀양, 울산, 양산’ 등지에서는 비
대립 되고, 중서부 방언인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주, 창원, 사천, 남해, 고성, 통영,
거제’ 등지에서는 대립된다고 하였다. 등어지대인 창녕, 창원북부(창원시 대산면), 김해에 대해서는 일
부 각 지역에서 대립 또는 비대립 된다고 하였다.
9) 김유정(2014:33)은 조사 어휘 항목 ‘싹, 쌈, 쌍, 쌀, 싸리’, ‘싸다, 썩다’를 중심으로 세대별 ‘ㅅ:ㅆ’의
변별 유무를 조사한 결과 50~60대의 경우 ‘ㅅ’과 ‘ㅆ’이 모두 변별되는 곳은 ‘창녕읍,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남지읍, 길곡면’임을 확인하였다.. ‘ㅅ’과 ‘ㅆ’이 변별되지 않는 곳은 ‘성산면, 고암면, 대지면,
도천면’등이며 그 외 ‘장마면, 계성면, 영산면, 부곡면’은 수의적인 변별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
지역 내에서 다르게 변별되는 이유를 음운론적 환경보다는 ‘ㅆ’이 전파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창녕의 동북부 지역인 ‘성산면, 고암면’에서는 7개의 어사 중 7개가 다 변별되지 못하여
‘ㅆ’의 출현 빈도가 0%로 나타났다. 한국방언자료집을 토대로 달성 및 고령 지역어에서는 14개의
어사 중 2개의 어사만이 ‘ㅅ’ 어두 경음화로 실현되어 14%의 빈도를 보인다. 청도는 14개의 어사 중
1개가 ‘ㅅ’ 어두 경음화로 실현되어 7%의 빈도를 보였다. 밀양은 14개의 어사 중 6개가 ‘ㅅ’ 어두 경
음화로 실현되어 14%의 빈도를 보였다. 이처럼 성산면과 고암면이 ‘ㅅ’의 어두 경음화 빈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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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의 경우 김덕호(1993:)에서 통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 지역의 ‘ㅅ:ㅆ’ 변별 여부에
대해 세대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이지역으로 생각되는 달성군의 제보자 가운데 80대, 60
대, 50대 각각 한 제보자만이 ‘살밥’을 대답하여 경음에 대한 시차성을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제보자들은 ‘쌀’밥으로 응답하여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10) 따라서 두 지역
의 자음체계는 세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ㅂ, ㅍ, ㅃ, ㄷ, ㅌ, ㄸ, ㅅ, (ㅆ), ㅈ, ㅊ, ㅉ, ㄱ, ㅋ, ㄲ, ㅎ/ ㅁ, ㄴ, ㅇ, ㄹ
이를 토대로 두 지역의 10대~40대 젊은층 세대에서는 19개의 자음이, 50대 이상의 노년층
세대에서는 19(18)개의 자음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2) 모음체계
창녕·달성이 속한 동남방언의 모음체계에 대한 논의는 다른 방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남 방언은 하위방언에 따라 ‘ㅡ’와 ‘ㅓ’의 구별유무, ‘ㅔ’와 ‘ㅐ’의 구
별유무에 따라 모음체계에 차이를 보인다. 하위 지역에 따라 6모음에서 8모음체계를 보인다.
경남의 경우 김재문(1978)은 서부 경남 방언권의 경우 8모음체계(i, e, ɛ, ɨ, ə, a, u, o)이고
동부 경남 방언권의 경우 6모음체계(i, E, Ǝ, a, u, o)라고 하였으며, 박정수(1992)는 남해・하
동・사천・고성 방언은 8모음체계를 이루고 있고, 진양・산청・함양은 7모음체계를, 울산・양
산・김해・밀양・창원・창녕・거제・거제・통영・함안・의령・합천・거창은 6모음체계를 이루
고 있다고 하였다(황병순2001:32).11) 달성의 경우도 창녕과 같은 방언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북의 서북・북동부 지역은 8모음체계를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6모음체
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12) 같은 방언권 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조규태(2002:79)의 지

낮은 대구․경북과 인접한 북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ㅆ’의 전파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았다.
10) 김덕호(1993:20)은 전이 지역으로 조사된 달성군의 경우 70대 이하부터 혼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이 지역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1) 창녕 지역 ‘ㅡ:ㅓ’의 대립에 대해 문곤섭(1981:22)은 “‘ㅡ’와 ‘ㅓ’가 음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음운론
적으로도 구별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ㅡ’의 발음을 하려고 애써봐도 발음은 내지 못하고 제3의 음
을 실현시키고 만다.”고 하였다. 성인출(1984:5)은 “표준어에서 음성적 대립을 가지고 의미 분화를 하
는 ‘ㅡ’와 ‘ㅓ’가 창녕지역어에서 음성적 대립을 잃고 의미 분화를 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정영주
(1987:437)은 “창녕지역어의 경우 높은홀소리 ‘ㅡ’가 반높은홀소리 ‘ㅓ’로 혀의 위치를 옮겨가는 음운
현상은 노년층에 비해 젊은층에서 더 실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ㅐ:ㅔ’에 대해서는 문곤섭
(1981:15)은 “창녕지역어의 경우 ‘ㅔ’가 없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나 ‘ㅐ’만 있다 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ㅔ’와 ‘ㅐ’의 중화음인 /E/가 아니고, ‘ㅐ’음의 음성실현의 변화된 음인 /E/
로 실현 된다”라고 하였다. 성인출(1984)은 “표준어에서 음운적 대립을 가지고 의미 분화를 하는 ‘ㅔ’
와 ‘ㅐ’는 창녕지역어에서 음소적 대립을 잃고, 의미 분화를 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김유정(2017)에서는 창녕 지역의 모음체계의 경우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10~20대의 경
우 ‘ㅡ:ㅓ’가 구별되어 7모음체계를, 나머지 세대에서는 ‘ㅡ:ㅓ’가 구별되지 않는 6모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2) 달성이 속한 대구 지역의 모음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의로는 최한조(1984, 1993), 김무식(1988),
최진근(1989), 이갑진(2002), 장혜진(2006), 장혜진・신지영(2007), 손형숙・안미애(2009) 등이 있다.
최한조(1984)를 제외한 나머지 논의에서 대구 지역의 모음체계가 세대별로 상이한 모음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ㅔ:ㅐ’가 중화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ㅡ:ㅓ’의 경우 10대~40대와 같은
젊은층에서 변별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김무식(1988)은 대구, 경산, 달성, 영천, 청도, 칠곡을 중심
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ㅓ/와 /ㅡ/는 구별되었으나 단어 속에서는 /ㅓ/와 /ㅡ/가 중화되어
발화형식에 따라 모음체계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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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처럼 이 두 지역 제보자의 차이 또는 세대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남
방언권 노년층의 경우 동부는 6모음체계, 중부방언 및 서남방언권에 인접한 지역은 7~8모음체
계로서 중부방언권 비노년층의 모음체계와 같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창녕과 달성 지
역의 모음목록은 다음과 같다.

세대별

모음

개수

10~20대

i, E, ɨ, ə, a, u, o

7

30~40대

i, E, Ǝ(ɨ/ə), a, u, o

6(7)

50~60대

i, E, Ǝ, a, u, o

6

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30~40대의 젊은층에서 ‘ㅡ:ㅓ’ 대립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창
녕 지역의 경우 30~40대 연령층에서 ‘ㅡ:ㅓ’가 변별되지 못하는데 반해 달성 지역의 경우 ‘ㅡ:
ㅓ’가 혼동 내지 변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장혜진(2006, 2007)에서 대구 지역의 20대와 40
대 여성과 남성을 중심으로 모음체계를 조사한 결과 20대 남성과 여성은 모두 ‘ㅡ:ㅓ’가 변별
되지만, 40대의 남성의 경우 서울 지역어의 모음체계와 유사함을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ㅡ:
ㅓ’가 중화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장혜진・치재은・신지영(2008)에서
연령대별 지각 실험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40~50대 화자보다 20대 화자에서 ‘ㅡ:ㅓ’의 인
식률이 높고 구별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대가 젊을수록 표준어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녕과 달성의 경우 ‘ㅔ:ㅐ’가 중화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ㅡ:ㅓ’의 대립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음운변이
이 장에서는 창녕과 달성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시적 변이형들을 살펴볼 것이다.13)이 두 지
역에 나타나는 음운변이 중에서도 김유정(2017), 배혜진(2014)을 중심으로 어두경음화, 구개음
화, 움라우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2.1. 어두경음화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오종갑(2011)에 제시한 근대 이전 국어에 어두 단자음을 가졌던 69

13) 창녕과 달성은 경남과 경북의 전이지대로서, 과거부터 많은 사회・문화적 교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들 언어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도 밝혀
듯 전이지대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어느 한쪽 방언에 치우쳐져 연구가 이루
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이 두 지역의 언어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도 극히 미비한 실정이
다. 특히 달성지역어에 대해 연구는 배혜진(2014, 2015)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김유정(2017), 배혜진(2014)에서 창녕과 달성 지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음운변이 현상을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연구와 『한국방언자료집-경상남도』,
『한국방언자료집-경상북도』 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두 지역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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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어사를14)토대로 『한국방언자료집』에 제시된 창녕과 달성 지역의 실현형과 비교를 통해 창
녕과 달성 지역 어두경음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1> 창녕・달성 지역의 어두 단자음별 경음화 실현율(%)
자음
창녕

비율

순위
달성

비율

순위

ㄱ

ㄷ

ㅂ

ㅈ

ㅅ

23/32

9/10

5/6

0/3

11/14

72%

90%

83%

0%

79%

5/6

1/4

2/14

평균
64.8%

ㄷ>ㅂ>ㅅ>ㄱ>ㅈ
24/31

77%

7/9

88%

83%

25%

14%

55%

ㄷ>ㅂ>ㄱ>ㅈ>ㅅ

<표1>은 『한국방언자료집』을 토대로 근대 이전 국어에 어두 단자음을 가졌던 69개의 어사
중 창녕과 달성 지역에 나타난 어두경음화 실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적으로 창녕과 달성
지역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15) 이 표를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두단자음별 현황을 살펴 볼 때 두 지역 모두 ‘ㄱ, ㄷ, ㅂ’의 경음화 실현율이 70%이
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단자음에 비해 ‘ㄱ, ㄷ, ㅂ’의 경음화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어두 단자음별 경음화 실현율을 비교해 볼 때
유독 ‘ㅈ’의 경음화 실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기문(1972:52-5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5세기 국어에 ‘ㄱ, ㄷ, ㅂ, ㅅ, ㅎ’의 경음은 있었으나 ‘ㅈ’의 경음은 근대에 와서 발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어 음운사에서 ‘ㅈ’의 경우 어두경음화가 ‘ㄱ, ㄷ, ㅂ, ㅅ’ 보
다 늦게 발달했으며, 창녕과 달성 지역에서도 이 영향으로 ‘ㅈ’이 경음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달성 지역의 ‘ㅅ’ 경음화율이 창녕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오종갑(2011)에서 지적했듯이 전국 도별 ‘ㅅ’ 경음화 빈도를 살펴볼 때 경
남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포 경향은 ‘ㅅ’ 경음화의 개신지가 바로 이들 지역(경남
서남부 지역)이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신파의 주류는 전라
도를 거쳐 충청도 지역으로 전파되고 이것은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나
경남의 동북부와 경북 지역으로 전파된 개신파는 그 세력이 미약하여 낮은 실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의 동북부에 위치한 창녕에 비해 경북에 위치한 달성의 경우 ‘ㅅ’의 전파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현재 창녕과 달성 지역의 어두경음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창녕 지역
을 중심으로 어두경음화 현상을 기술한 김유정(2017:52)은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격식 담화상황보다는 일상적인 담화상황, 체언보다는 용언에서, 선행자음별로는 ‘ㅅ>ㅈ>ㄱ>
14) ‘ㄱ’계 어사 34개, ‘ㄷ’계 어사 10개, ‘ㅂ’계 어사 7개, ‘ㅈ’계 어사 4개, ‘ㅅ’계 어사 14개로 총 69개
어사이다. 그러나 창녕 지역의 경우 ‘ㄱ’계 어사 중 ‘고갱이, 가시’의 경우 ‘배차알, 삐간지’로, ‘ㅂ’계
어사 중 ‘번지’, ‘ㅈ’계 어사 중 ‘주름살’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 어두경음화 실현율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창녕 지역의 조사항목은 ‘65’개이다.
15) 오종갑(2011:253)은 폐쇄음(‘ㄱ, ㄷ, ㅂ, ㅈ’)의 경음화율을 도별로 살펴볼 때, ‘경북(67%)>경남
(65%)>전남(47%)>전북(39%)>충북(36%)>강원(32%)>제주(31%)>충남(25%)>경기(21%)’ 순으로 높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한명숙(2011:144)도 각 지역별 어두 경음 분포를 살펴볼 때 ‘전남>경남>경북>강원>
충북>전북>충남>제주>경기’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순서의 차이를 있지만, 두 연구 모두 경
남과 경북의 어두경음화가 여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높게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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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ㅂ’순16)으로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달성 지역을 중심으로 어두경음화 현상
을 기술한 배혜진(2014:184)은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선행 자음의 종류와 발화 스타
일에 따른 어두경음화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어두경음화 현상은 어휘에 따라 변화 과정
에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청소년층 화자로 올수록 확산되고 있는 음운 현상으로 보았다.
두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창녕과 달성 지역의
세대별(청소년층, 노년층) 어두경음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창녕과 달성 지역
의 선행자음별 어두경음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창녕과 달성 지역의 발화 스
타일별 어두경음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2> 창녕·달성 지역의 세대별 어두경음화 실현율(%)
자음

ㄱ
창녕

노년층
달성
창녕
청소년층
달성

83%

ㄷ
57%

ㅂ

ㅈ

ㅅ

70%

76%

57%

84%

64%

0%

46%

66%

71%

ㄱ>ㅈ>ㅂ>ㄷ>ㅅ
72%

81%

ㄱ>ㅈ>ㄷ>ㅂ>ㅅ
48%

58%

ㅅ>ㅈ>ㅂ>ㄷ>ㄱ

56%

45%

50%

ㅈ>ㅅ>ㄱ>ㅂ>ㄷ

73%

70%

평균
69%
60%
58%
59%

<표2>는 창녕·달성 지역의 어두경음화 현상을 세대별, 선행자음별로 분류한 것이다.17) 우선
세대별로 살펴볼 때, 창녕과 달성 지역의 노년층이 청소년층에 비해 어두경음화 실현율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두경음화 현상이 젊은 층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논
의와 차이를 보인다.18)그 이유는 김유정(2017)와 배혜진(2014)에서 밝히고 있듯이 두 지역 모
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읽기・쓰기 수업에 영향을 받아 표준어를 지향하려는 경
향이 기 높은 것으로 보인다.19)다음으로 선행자음별 어두경음화 실현율을 살펴볼 때 창녕과
16) 여기서 주목할 점은 ‘ㄷ’의 실현율이 앞서 본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창녕 지역의 어두 단자음
별 경음화 실현율(‘ㄷ>ㅂ>ㅅ>ㄱ>ㅈ’)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방언자료집』의 경우 80년대 조
사 당시 10개 중 9개가 경음으로 실현될 만큼 90%의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현
재 조사시점에서 과거 대비 30%가 낮은 60%의 실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근열
(1996:81)에서 지적했듯이 과거 ‘ㄷ’이 다른 자음에 비해 전달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전달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7) 어두경음화 조사항목의 경우 김유정(2017:51)은 각 선행자음별로 체언 3개, 용언 3개를 선정 ‘ㄱ’계
어사 6개, ‘ㄷ’계 어사 6개, ‘ㅂ’계 어사 6개, ‘ㅅ’계 어사 6개, ‘ㅈ’계 어사 6개로 총 30개의 어휘를
조사하였다. 배혜진(2014:75)은 ‘ㄱ’계 어사 18개, ‘ㄷ’계 어사 11개, ‘ㅂ’계 어사 6개, ‘ㅅ’계 어사 10
개, ‘ㅈ’계 어사 11개로 총 56개의 어휘를 조사하였다. 따로 조사항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
화를 전사하여 어휘 항목을 선택하였다.
18) 정영주(1987), 이미재(1989), 이주행(1999), 이선웅(2001), 김유권(2004), 이호영(2009), 배혜진・이혁
화(2010), 장승혜(2011)
19) 강희숙(2001), 이은선(2011), 한경호・기세관(2002)은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세대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나지 않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 이유룰 강희숙
(2001:22)은 광주 지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어두경음화가 점차로 쇠퇴해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이은선(2001)은 전주 지역의 경우 어휘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아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경호・기세관(2002)은 여수 지역의 중심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대
중 전달 매체와 학교를 통한 학습 기회의 확대에 영향을 받아 표준어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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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두 지역 모두 노년층의 경우 ‘ㅅ’ 경음화율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
기서 이 두 지역의 차이가 나타난다. 두 지역 모두 ‘ㅅ’의 경음화 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창
녕 지역의 경우 57%인 반면 달성 지역의 경우 0%로 노년층에서 ‘ㅅ’를 발음하지 못한다.20)이
는 앞서 살펴본 ‘ㅅ’ 경음화의 이동경로로 볼 때 경남 서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ㅅ’ 경음화가
여러 지역을 거쳐 경남 동북부에 위치한 창녕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경북 지역
에 위치한 달성 지역까지는 그 세력이 전파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녕군 14개 읍·면
의 ‘ㅅ:ㅆ’의 변별 여부를 연구한 김유정(2014:86)에서 달성 지역과 인접한 창녕의 성산면, 이
방면, 대합면의 경우 조사항목 7개21) 중 성산면은 100% 비변별 되는 반면 이방면과 대합면은
100% 변별된다고 하였다.22)마지막으로 발화 스타일에 따라서 두 지역 모두 비격식 발화에서
어두경음화 실현율이 높게 나타났다.23)
3.2.2. 구개음화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ㄱ-구개음화와 관련된 어사들을 바탕으로 창녕·달성 지역의 구
개음화 실현형을 살펴보았다.24)
<표3> 창녕·달성 지역의 구개음화 실현형
어사

창녕

달성

-

-

기침
김치
곡용

čímčʰi#

기름

어사

číː#

-

-

기와집

kᴇwáǰip

kᴇaǰip

겨드랑

čƎtʰƎraŋ

김
기둥

활용

창녕

달성

길다

čildá

čiːldá

기다리-어

kidári

kidárᴇra

기대다

-

끼우-고

č’igo

č’igo

čƎtʰƎraŋ

낀다

č’inda

č’iinda

kim

čím

견디다

kidóŋ

čidόŋ

깊다

čipʰúda

čipʰúda

였다. 김유정(2017:53)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는 경음으로 발음할 경우 면접이나 공식적인 발표
자리에서 언어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적・공적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발음을 교정하려고 노력한
다고 하였다. 즉 경음을 사용하는 것은 사투리로 인식해 세련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20) 배혜진(2014:77)은 달성 지역의 노년층 화자들이 선행 자음이 ‘ㅅ’인 경우 어두경음화 실현 비율이
낮다고 해서 달성 지역 노년층화자들이 ‘ㅅ~ㅆ’을 비변별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
는 ‘소주, 시키다, (힘이)세다’와 같은 어휘에서 어두경음화 실현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1) 싹, 쌀, 쌈, 쌍, 싸리, 싸다, 썩다
22) 경상북도 청도군의 인접한 창녕군 고암면의 경우도 100% 비변별되었다.
23) 김유정(2017:57)은 발화 스타일이라는 개념 대신 담화 상황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격식적인 담화
상황에서는 ‘문장읽기’를, 일상적인 담화상황에서는 ‘인지평가’와 ‘스피드퀴즈’로 진행하였다. 반면 배
혜진(2014:78)에서는 일상 발화와 형식 발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화
스타일에 따라 ‘격식발화’와 ‘비격식발화’로 표현한다.
24) 본고에서는 ㄱ-구개음화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ㄷ-구개음화는 ㄱ-구개음화, ㅎ-구개
음화처럼 통시적 변화의 잔존 상태이지만, ㄷ-구개음화형은 표준어로 인식되고 ㄱ-구개음화, ㅎ-구개
음화는 방언으로 인식되고 있다. ㅎ-구개음화의 경우 ‘힘(심)’, ‘형님(성~싱)’, ‘흉하다(숭-)’와 같은 극
히 제한된 어휘에서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70대 이상 제보자의 발화에서만 확인되며, 청소년층 화
자들의 경우 일상적 발화에서 우스갯소리나 방언을 활용한 농담 즉 촌스러운 발음으로 인식할 때만
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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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은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두 지역의 구개음화 실현형을 나타낸 것이다.25)곡용의
경우 창녕 지역에서 5개 어사 중 2개가 구개음화로 실현되어 40%의 실현율을 보인 반면 달
성에서 5개 어사 중 4개가 구개음화로 실현되어 80%의 실현율을 보인다. 이는 창녕 지역 보
다도 달성 지역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해준다. 활용의 경
우 창녕과 달성 지역 모두 5개 어사 중 4개가 구개음화로 실현되어 80%의 실현율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현재 창녕·달성 지역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세대별로
살펴보면 창녕·달성 두 지역 모두에서 노년층 즉 60대 이상의 화자들은 구개음화에 대한 명맥
을 유지하는 반면 청소년층에서는 구개음화를 수행하지 않는 비구개음화 형태를 보인다. 그러
나 청소년층에서 차이를 보인다. 배혜진(2014:27)은 달성 지역 청소년 화자들의 경우 ‘(문에)
끼이다’를 제외하고는 ‘ㄱ-구개음화’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김유정
(2017:99)은 창녕 지역 청소년 화자들의 경우 ‘기대다, 기다리다, 끼우다’와 같은 용언의 경우
‘지대다, 지두리다, 찌아라’와 같은 교체형이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창녕의 경우 할아
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거나, 과거에 같이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개음화형을 발화하였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성덕・장연주(2016:12)은 부모가 사용하는 어휘의 양과 질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달성 지역에 비해
창녕 지역이 농촌 지역의 가정형태(대가족)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하는 유아기 시절
부터 조부모의 영향 아래 언어가 발달하고 성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발화 스타일로 살펴보면 창녕·달성 지역에서 노년층 화자들은 격식발화보다 비격식발화에서
구개음화를 더 많이 발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유정(2017:98), 배혜진(2014:33)에
서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김유정(2017:98)은 창녕 지역 노년층의 경우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 ㄱ-구개음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발화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원래는 ‘ㄱ으로 발음을 해야 하나 우리는 ㅈ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성우(2012:397)에서는 표준어나 방언에 대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안다・모른다’의 이해 문제 정도가 아닌 의식의 문제로 풀이해야 한다고 보았다. 각 방언별
표준어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동남 방언 사용자들이 표준어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지
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동남 방언 사용자들이 언어에 대한 자
부심, 서울말에 바탕을 둔다는 표준어의 정의에 대한 반감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정민
(1981), 강범모(2006)에서도 동남방언 화자들은 서남방언 화자들에 비해 자신의 방언에 대해
긍정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대한 자부심이

창녕 지역 노년층 화자들에게 인식되어 일상발화에서 ㄱ-구개음화의 실현이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반면 배혜진(2014:33)은 노년층에서 ‘지네’와 같은 구개음화 실현형이 이 지역의
사투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에 비해 ‘짐치, 지
름’과 같은 특정 어휘에 대해서는 비표준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
년층에서도 학교교육을 통해 표준어를 배웠기 때문에 절대 비표준형인 구개음화 실현형을 사
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개음화형은 할머니가 사용하는 말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로 인식한다고 하였다.26)
25) 곡용형에 ‘기침, 기름’, 활용형애 ‘기대다, 견디다’의 경우 한국방언자료집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장조사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기침’을 ‘지침~지첨’, ‘기름’을 ‘지름~지렁’으로
발화하였으며, ‘기대다’을 ‘지대다~지대라’, ‘견디다’를 ‘젼뎌다~젼더라’로 발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6) 이 같은 사실은 홍미주(2018:156)에서 지적했듯이 서로 인접해 있는 상대 지역과의 공통점이나 차별
성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언어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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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움라우트
움라우트 현상과 관련하여 각 지역 방언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언어체계를 가짐은 물
론,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언어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의 하위지역 방언별로

엄밀한 자료 조사를 통하여 움라우트의 진원지 및 그 확대 적용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희숙1994:126).
본 연구에서는 오종갑(1999)을 참고하여 한국방언자료집의 ｢음운편｣에 실린 ‘ㅡ’계, ‘ㅓ’
계, ‘ㅏ’계, ‘ㅜ’계, ‘ㅗ’계 움라우트와 관련된 94개 어사를 바탕으로 창녕・달성 지역의 움라
우트 실현형을 조사 및 분석 하여 ‘ㅏ’계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27)‘ㅏ’계 어사는 모두 22개
이다.
<표4> 창녕·달성 지역의 움라우트 실현형
모음

‘ㅏ’

어사

창녕

달성

어사

창녕

달성

-

-

장(醬)이

čᴇŋi

čEᵑː-i

짬짬이

방(房)이

pᴇŋi

páᵑ-i

짝짝이

안방이

ánbᴇŋi

ampáᵑ-i

왕왕이

밥이

pᴇbi

pab-i

잡히다

čapʰit’a

čÉpʰit’a

쌀밥이

s’álbábi

salbab-i

맡기다

mᴇk’it’a

mÉk’int’a

čam-i

깎이다

k’ᴇk’it’a

k’ᴇk’iint’a

짬이

-

č’akč’ᴇgi
-

č’akč’ᴇgi
waŋwÉᵑi

왕이

wᴇŋi

wáᵑ-ira

다린다

tárinda

tárinda

광이

kwᴇŋi

kʷaᵑ-ira

사귄다

*sᴇgit'a

ságinda

오광이

ogwᴇŋi

oːgáᵑ-i

삭인다

sᴇginda

sÉginda

앞이

ᴇpʰi

ápʰ-i

가기

káki

kági

방방이

paŋbᴇŋi

paŋbᴇᵑi

붙잡기

puč’ápk’i

p’uč’ápk’i

<표4>는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두 지역의 움라우트 실현형을 나타낸 것이다. 22개의
어사 중 창녕 지역의 경우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는 3개를 제외하고, 19개 중 14개가 움라우
트로 실현되어 74%의 실현율을 보인다. 달성 지역의 경우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은 1개 어사
를 제외하고, 21개 중 8개가 움라우트로 실현되어 28%을 보인다. 따라서 달성 지역보다는 창
녕 지역에서 움라우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해준다.
이를 토대로 현재 창녕·달성 지역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세대별로
살펴보면 창녕·달성 지역 노년층의 경우 움라우트 실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를 김유정

27)

3.3. 언어태도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ㅡ’계 어사의 경우 /i/, /Ǝ/로 실현된다. 움라우트 실현형은 ‘이름-이’가 [irimi]로 실현되는 이외
에 나머지는 모두 /Ǝ/로 실현된다. /i/로 실현되는 경우 후설모음 ɨ가 움라우트에 의해 전설모음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Ǝ/로 실현된 경우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ɨ>Ǝ’규칙의 적용에 의한 것
으로 영남지역에서만 실현된다. ‘ㅓ’계 어사의 경우 /i/, /Ǝ/로 실현된다. ‘벗기다’가 [pik’it’a], ‘섬기
다’가 [syiŋkinda]로 실현되며, 나머지는 모두 /Ǝ/로 실현된다. 움라우트 실현형을 찾아 볼 수 없다.
/i/는 ə가 움라우트가 실현되어 e가 된 다음 다시 ‘e>i’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Ǝ는 ə>Ǝ 변화
를 경험하였으나 움라우트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ㅜ’계 어사의 경우 모두 /u/로 실현된
다. 이는 움라우트 없이 피동화주 u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ㅗ’계 어사의 경우 모두 /o/로 실현된
다. 이는 피동화주가 o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ㅜ’, ‘ㅗ’의 움라우트는 생산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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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김유정, “전이지대 언어변이연구- 창녕지역어와 달성지역어를 중심으로”

(2017:124)에서 움라우트 현상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음운현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표준
어가 아닌 비표준어 즉 방언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
에 의해 표준어의 표기법을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비움라우트형을 사용해야 한
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50~60대 이상의 노년
층 화자들은 그러한 인식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28)
발화 스타일로 살펴보면 창녕·달성 지역에서 노년층 화자들은 격식발화보다 비격식발화에서
움라우트를 더 많이 발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달성 지역의 경우 격식 발화에서 ‘학
교, 호랑이, 버리다, 어렵다, 쪼매, 만들다’와 같은 특정 어휘에서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았
다. 배혜진(2014:96)은 그 이유를 달성 지역 노년층의 경우 움라우트로 실현될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창녕 지역의 경우 격식
발화에서도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몸에 베인 습관적인 말투가 그대로 흘러나와 다수의 어휘에
서 움라우트를 실현하였다. 이에 김유정(2017:126)은 제보자에게 글자 그대로 읽지 않고 왜
평소대로 발음을 했느냐고 물어본 결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발음한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는 다른 변이와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표준어와 비표준어에 구애받지 않고 평소 자신의 발
음을 발화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년층에서 움라우트 실현은
낙인형이라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3. 언어태도
방언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은 방언적 특질을 규명하는 언어 자체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방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나 그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문화적 요소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본다. 홍미주(2018:156)는 전이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실현되는 방언
형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화자들의 언어태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
언어공동체를 구성하는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태도는 지역 방언에 대한 평가, 관련을 맺
고 있는 상대 지역 방언에 대한 평가, 해당 방언의 양상과 쓰임에 대한 방언 화자들의 내재적
지식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창녕 지역 노년층과 청소년층 화자를 대상으로 언어태도
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30) 우선으로 창녕・달성 지역이 전이지대로서 두 방언 화자들 간
28) 움라우트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박경래(1994), 강희숙(1994), 기세관(2002), 이승규(2002), 홍
미주(2010)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대가 젊을수록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움라우트 실현율이 낮
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영향 및 움라우트 실현형을 ‘방언’, ‘사투리’로 생각한다는 것에서 나온 결
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창녕・달성 지역 화자들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9) 언어태도와 언어 사용에 대한 기존 논의로는 이정민(1981), 강정희(2004), 강범모(2004, 2005), 강현
석(2010), 김덕호(2014) 등이 있다. 이정민(1981)은 언어태도를 ‘믿음직스럽다, 듣기 좋다, 씩씩하다,
점잖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등 긍정적인 태도와 ‘부럽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 듣기
싫다’ 등 부정적인 태도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강정희(2004)은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를, 강범모(2004, 2005)은 1980년대와 2000년대 ‘한국인의 방언에 대한 태도 추이: 예비적 조사 결
과’를 통해 방언에 대한 태도 추이를 연구하였다. 강현석(2010)은 충남 지역 화자들의 방언 구획, 방
언 태도 및 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김덕호(2014)는 1981년, 2010년, 2014년을 중심으로 국민의
언어 의식 가운데 방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하였다.
30) 본 연구의 언어태도에 대한 설문은 2016년 6월~7월 예비조사를 토대로, 2020년 11월 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창녕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년층 화자 10명, 10대의 청소년층 화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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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랜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느끼고 있는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표5> 창녕 화자의 달성 방언 사용자에 대한 태도
문항

노년층

청소년층

① 창녕말은 달성말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

20%

10%

② 창녕말은 달성말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

50%

60%

③ 창녕말은 달성말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

30%

30%

<표5>는 창녕 지역 화자들을 중심으로 달성 방언 사용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이
는 경남과 경북 지역의 화자들이 각각 자신이 경남과 경북에 속함을 언어태도적 측면에서 어
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창녕 지역 노년층 화자의 경
우 창녕의 말과 달성의 말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2명, 어느 정도 비슷하다
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3명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언어태도의 결과 창녕 지역 노년층의 경우 창녕과 달성 지역의 말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가 노년층 화자들을 인터
뷰 한 결과 창녕군의 이방면과 장마면에서 달성군 구지면, 유가읍으로 시집간 2명의 제보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과거 창녕과 달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마을에서
2~3명 정도가 창녕으로 시집을 오거나 달성을 시집을 갔다고 하였다.31)달성으로 시집을 가서
시댁 및 남편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살면서도 한 번도 말이 다르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하였다.32)따라서 전이지대의 언어란 두 지역이 경남과 경북이라는 지리적 차이로 인해
음운체계상의 어떤 차이가 그러난다는 이해 문제 정도가 아닌 실제 그 지역 말을 쓰는 화자들
의 의식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층의 경우를 살펴보자. 최근 들어 달성군 유가읍이 테크노폴리스33)라는 신
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사회·문화·교육적으로 많은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로인해 유가읍과
인접한 창녕 지역의 청소년층이 이 지역으로 학원 및 문화센터와 같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배
우기 위해 이 지역과 많은 교류를 형성하고 있었다.34)창녕 지역에 거주하면서 달성으로 학원
을 다니는 청소년층의 경우 창녕말과 달성말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1
명,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6명,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1) 창녕군 창녕읍의 하리의 경우 경상북도 청도군과 인접해 있어 한 마을에서 비슷한 시기에 3명 정도
가 창녕으로 시집을 왔다고 하였다. 또한 하리 마을에서 청도군으로 시집간 할머니들도 더러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집 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특정 어휘 및 단어의 사용에 있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성조가 다름은 몇몇 어휘에서 나
타난다고 하였다. “창녕 말이나 달성 말이나 매 한가지 아이가? 내 시집가 말해보이 거서 그말이지
내사마 못 알아듣는 말은 항개도 없드라. 우리 할배도 내랑 같은 말 하제. 근데 머시고 그 머라카노
하여간에 말을 하다가 쪼매 다릉게 있기 하더만, 그캐도 내사마 어릴 때부터 달성에 놀러가고 캐가
모르겠다”
33)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란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산업기술의 연구를 위해 지역
내부 또는 인근에 교육, 문화, 복리후생 등 생활여건이 대도시와 동등하고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쾌적
한 분위기를 조성한 기술 중시의 도시이다.
34) 창녕군 창녕읍과 달성군 유가읍의 거리는 19Km 정도로 15~20분 정도의 근거리에 유치하며, 유가읍
으로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적게는 3번정도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학원 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이 이 지역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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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 화자들과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터뷰 결과 창녕
지역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달성 지역 청소년층의 경우 일상생활 속 언어가 방언이 아닌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표준어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원
에서 만나도 그 지역 방언이 아닌 표준어로 이야기 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두 지역 학생
들간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의 말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다. 반면 전혀 다르다고 느낀 3명의 경우 창녕군 남지읍과 부곡면에 거주하는 청소년층으로
자신들은 경남말을 사용하지만 달성이나 대구의 말은 서울말과 같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창녕 지역 화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언어태도를 살펴보자.
<표6> 창녕 화자의 방언 사용에 대한 태도
문항

노년층

청소년층

① 매우 긍정적 생각

70%

10%

② 대체로 긍정적 생각

30%

60%

③ 다소 부정적 생각

0

20%

④ 매우 부정적 생각

0

0

⑤ 별 생각이 없다(모름/무응답)

0

10%

<표6>은 창녕 지역 화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언어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경상도 방언권에
서 살고 있는 화자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우선 노년층의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0명 7명,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10명 3명으로 조사되었다. 창녕 지역 노년층 화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창녕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노년층 화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방언이나 표준어나 무슨 말을 사용하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번도 부끄럽거나 불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35) 이는 김덕호(2014:12)에서 표준어와 방
언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비추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6) 경상방언의 경우 방언
화자들이 그들 지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작용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익섭
(1994:122)은 이러한 자부심을 ‘숨겨진 위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라보브(Labov)는 겉으
로는 드러내 놓고 사투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표준형보다는
사투리를 더 선호하는 심리를 ‘숨은 위세, 숨겨진 위세’라고 말하였다. 반면 청소년층의 경우
표준어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방언 사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
유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놀림을 받거나 무
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이 10명 중 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명절이나 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방언을 사용
하면 왠지 부끄럽고 놀림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방언보다는 표준어를 지향하였다.
35) 노년층 제보자 대부분이 태어나서 어릴적부터 배우고 사용해온 내 고향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
며,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자신의 언어형태를 고집한다고 이야기했다.
36) 김덕호(2014:12)는 표준어와 방언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방언에 비해 경상도 방언 화
자들이 자신의 말을 고수하려는 경향성이 높다고 하였다.

경상방언

2005
27.9%

2010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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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전지지대에 위치한 창녕과 달성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언적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존논의를 토대로 전지이대가 보이는 방언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구역상 칼로 자른 듯 각 시・군의 행정 구역별로 방
언 구획이 나누어짐으로 서로의 언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공유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음운체계 중 자음의 경우 ‘ㅅ:ㅆ’의 변별 여부에 따라 두 지역모두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
다. 노년층의 경우 19(18)개, 청소년층의 경우 19개의 자음이 실현되었다. 모음의 경우 ‘ㅔ:
ㅐ’, ‘ㅡ:ㅓ’의 변별 여부에 따라 ‘ㅔ:ㅐ’가 중화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ㅡ:ㅓ’의 대립이 세
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6개. 청소년층의 경우 7개의 모음이 실현되었다.
언어변이 중 첫째, 어두경음화의 경우 창녕과 달성 지역에서 청소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실
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의 경우 ‘ㅅ’ 경음화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지역
모두 선행자음별 경음화율을 살펴볼 때 다른 자음에 비해 유독 ‘ㅅ’의 경음화율이 현저히 떨
어졌다. 특히 달성 지역의 경우 0%로 실현되었다. 이는 ‘ㅅ’ 경음화의 이동경로로 볼 때 경남
서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ㅅ’ 경음화가 여러 지역을 거쳐 경남 동북부에 위치한 창녕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경북 지역에 위치한 달성 지역까지는 그 세력이 전파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개음화의 경우 창녕과 달성 지역에서 노년층 즉 60대 이상의 화

자들은 구개음화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는 반면 청소년층에서는 구개음화를 수행하지 않는 비
구개음화 형태를 보였다. 발화 스타일로 살펴보면 창녕과 달성 지역에서 노년층은 격식발화보
다 비격식발화에서 구개음화를 더 많이 발화하였으며, 청소년층은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모든
발화상황에서 구개음화 하지 않았다. 셋째, 움라우트의 경우의 경우도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노년층에서 비격식발화의 경우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 이 같은 3가지 음운변이는 창녕과 달성
지역에서 세대별, 발화스타일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두 지역의 언어의식 및 태도
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창녕 지역 화자들을 대상으로 언어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창녕의 노년층 및 청
소년층 화자들은 자신의 말이 달성 방언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방언 사용
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달성
지역 화자들을 중심으로 언어태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 한 바 차후 이를 보완하여 논의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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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이지대 언어변이연구 – 창녕지역어와 달성지역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지숙(경성대)

이 논문은 경남과 경북의 경계에 위치한 창녕 지역과 달성 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언어를 음운 체계, 음운 변이, 언어 태도를 비교한 것이다. 전이 지역에 대한 방언 연구가
특정 지역의 한 지점을 다루었는데, 두 개의 지점을 비교해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직접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므로, 전체적인 논의의
적절성은 확보되나 다만 논문이라기보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남는다. 또 창녕군 경우는 직접 조사했지만, 달성군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조사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다보니, 자신의 논문과 다른 사람의 논문(배혜진)을 나란히 비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방언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의문이 드는 몇 가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방언 조사인만큼 연구 방법 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연구는 이 두 지점에 대한 분
석에 중점을 둘지, 아니면 언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
습니다. 지금의 논문을 고려하면, 언어 태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의 음운에 대한 부분을 본
격적으로 분석하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언어 태도를 고려하면 사회언어학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 변이를 고려하면 음운 변이 또는 변화를 바탕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언어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
면접, 질문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동원되었는지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전이 지대인 각 개별 방언을 연구하지 않고, 창녕과 달성이라는 두 지점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창녕과 달성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가 위치한 전이 지대라고 했습니다. 행정 구역
은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전이 지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권으로 보면 둘다 동남방언의 특
성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창녕군은 전통적으로 대구권으로 왕래했
고 경북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 조사도 전이 지역으로서 양쪽 방언의
특성으로 보이는 변이형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전이 지대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4. 논문에 곳곳에 인용된 자료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조사 방법, 지점수, 연령대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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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이 비교가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예를 들어, 청소년층/노년층 2개 층위 : 10~20대
/30~40대/50~60대 3개 층위) 또 김덕호(1993)의 조사는 비교 대상과 조사 시점에서 20년의
차이를 지니고 있어 세대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어두경음화와 관련된 각주 14)에서 ㄷ계의 제외된 어사는 무엇인지, 각주 16)에서 ㄷ이 다
른 자음보다 전달 효과가 뚜렷했다고 전달 효과가 떨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각주 17)에서
조사 항목이 모두 30개라고 했는데, 방언 자료집에 나타난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 차
이는 어휘 차이를 말하고 이는 개별 어휘에 따른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당 어휘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6. 움라우트에-서 ‘ㅏ’계만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언
어 태도 부분은 2개 항목만 조사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
다. 보완하면 더 좋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참고문헌에 없는 내용이 본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박사 논문에서 가져와서
그런 것 같은데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예: 강희숙(2017), 서주열(1980), 위평량(2000), 박용
식(2011) 등) 또 개별 방언에 대한 사적 논의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다수의 논의가 있다는 것
도 상충됩니다. 표현 어색, 오타,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많습니다.(예: 1쪽 하 2줄: 일음, 8쪽
상 8줄: 다음, 9쪽 하 5줄: 이류룰 등) 그리고, 7쪽부터 <표> 번호를 다시 달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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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어에 대한 인지적 접근

김인환(영남대)

〈차례〉
1. 서론
2. ‘에서’ 주어 명사구
2.1. 처소 명사
2.2. 조사 ‘에서’
2.3. ‘에서’ 명사구
3. 결론

1. 서론
(1) ㄱ. 2000년까지 출판된 각종 연구서들을 각 대학도서관에서 일일이 확인해 목록화했다.
ㄴ. 국내에선 최근 들어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백병원 순천향병원 등 대학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중앙병원의 경우 외래에 세침흡인 검사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
다.
(2) ㄱ. 2000년까지 출판된 각종 연구서들을 각 대학도서관이 일일이 확인해 목록화했다.
ㄴ. 국내에선 최근 들어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백병원 순천향병원 등 대학 병원이 사
용하고 있으며 서울중앙병원의 경우 외래에 세침흡인 검사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1)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문장들로 이 문장들에서는 주격조사가 결합한 명사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밑줄 친 명사구의 ‘에서’가 (2)와 같이 주격조사 ‘이/가’로 대치되어도 자연
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래 ‘에서’는 처소의 의미를 가
지는 부사격 조사이기는 하나, (1)과 같은 문장에서 ‘에서’ 명사구는 주어와 같이 기능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구문의 분석에 있어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주로
‘에서’와 ‘에서’ 명사구의 문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지위에 대한 판별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기보다는 ‘에서’가 주어로
사용될 때 ‘에서’에 결합하는 ‘처소 명사’에서 일어나는 환유적 과정을 살핌을 통해 ‘에서’ 명
사구가 어떻게 주어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쓰임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밝히고, 조사
‘에서’와 ‘에서’ 명사구의 문법적 지위에 얽힌 문제들도 풀어나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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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서’ 주어 명사구
2.1. 처소 명사
앞서 (1)과 같은 문장에서 ‘에서’의 쓰임에 대한 논의들의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의 ‘에서’를 어떤 조사로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에서’ 명사구
를 어떤 문장 성분으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관한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3) ㄱ.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고, ‘에서’ 명사구를 주어로 보는 입장
ㄴ.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지 않고, ‘에서’ 명사구를 주어로 보는 입장
ㄷ.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지 않고, ‘에서’ 명사구를 주어로 보지 않는 입장
먼저 (3ㄱ)에서 ‘에서’는 주시경(1910: 76)에서 ‘덩이임만’으로, 최현배(1937, 1961: 616)에
서는 ‘덩이로(단체적)’로 된 임자씨 뒤에 쓰이는 것으로, 김민수(1971: 123)에서는 집단의 주
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에서’와 결합하는 대상이 집단, 단체인 것만은 아니다.
(4) ㄱ. 보고서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였다. (Song 1995: 766)
ㄴ. 김민국(2009)에서는 ‘(이)서’를 보조사로 보았다.
ㄷ. 우리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국 2017: 160)
(5) ㄱ. 서울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버스환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ㄴ. 유럽에서는 가솔린보다 디젤을 더 선호한다.
ㄷ. 남쪽 지방에서는 따뜻한 기후 때문에 주로 쌀과 목화를 생산한다. (김민국 2017:
161)
Song(1995: 766)에서는 러시아어에서 조직과 문서 명사구가 주격 명사구나 사격 명사구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국어에서도 조직과 문서 명사구가 주격으로 또는 사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는다. (4ㄱ)은 문서 명사구가 처소격으로 나타난 경우로 Song(1995)에서 제
시된 예문으로 주격조사와의 대치가 자연스럽다. (4ㄴ, ㄷ)은 김민국(2017)에서 제시된 예문으
로 동일하게 문서 명사구와 ‘에서’가 결합한 경우이다. (5)는 김민국(2017)에서 제시된 예문으
로 ‘에서’ 주어 명사구의 명사들을 ‘특정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주어로 기
능하는 ‘에서’가 결합하는 대상이 ‘단체 명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에서’ 명사구가 주어처럼 기능할 때 ‘에서’와 결합한 명사들은 특정한 명사들로 한정되며
이러한 명사들이 가지는 특성이 ‘에서’의 주어로서의 쓰임과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에서’ 주어 명사구의 명사들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
다.
김민국(2017: 161-163)에서는 ‘에서’ 주어가 ‘단체’, ‘기관’, ‘문서’를 나타내며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처소’로 포괄될 수 있다고 보았다.1) 이때의 처소는 추상적 처소만이 아니라 구체적
처소도 가능하며, 이 처소에는 ‘유정성’을 지니는 개체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때의
1) “‘국회’, ‘팀’, ‘정부’, ‘회사’ 등의 ‘단체’나 ‘기관’은 복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또는 활동하는 추상적 처
소라면 ‘김민국(2009)’와 같은 ‘문서’는 필자 개인이 소속된 또는 논의를 펴는 추상적 처소로 이해되
기 때문이다.” (김민국 201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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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성’은 처소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에서 비롯하여 ‘에서’ 주어 명사구에까지 이어진다.
(6) 회사 측i에서는 노동자보다는 자기i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각 부서i에서는 자기i 담당 업무를 충실히 해 주세요. (김민국 2017: 151)
이처럼 김민국(2017: 163-164)에서는 ‘에서’ 주어 자체가 (6)과 같이 ‘자기’와 호응이 가능
할 정도로 [+유정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Yamamoto(1999)의 논의를 빌
려 ‘추론된(inferred)’ 유정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추론은 ‘처소’가 환유(metonymy)를 통해
‘집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3ㄷ)의 논의들에서 진
짜 주어로 제시되는 숨은 주어가 ‘전체-부분’의 ‘환유’에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서’ 명
사구가 가지는 유정성이 환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본고의 접근과 동일하다. 다만 본고에
서는 이 환유가 왜 일어 났는지, 이러한 환유가 어떻게 ‘에서’ 명사구가 주어처럼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 김민국(2016)에서 ‘에서’ 주어 명사구의 명사들은 ‘처소’의 의미를 가진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개념적 환유’를 통해서 ‘집단’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때의
개념적 환유란 은유나 환유를 단순히 수사적 장치 중 하나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인간이 대상
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인지언어학에서의 환유를
가리키며, 환유의 정의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념적 개체인 매체(vehicle)가 동일한 이상적 인
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내에서 다른 개념적 개체인 목표(target)에 대한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라는 Radden & Kövecses(1999: 21)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
다.
처소와 관련된 개념적 환유로 대표적인 것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2)
(7) ㄱ. The White House isn't saying anything
(백악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ㄴ. Washington is insensitive to the needs of the people. (Lakoff & Johnson
1980: 36)
(워싱턴이 국민들의 요구에 둔감하다.)
(8) ㄱ. Let's not let Thailand become another Vietnam.
(태국을 또 다른 베트남이 되지 않게 하자.)
ㄴ. Remember the Alamo. (Lakoff & Johnson 1980: 37)
(앨러모 전투를 기억하자.)
(7-8)은 Lakoff & Johnson(1980)에서 제시된 예문들로 (7)은 장소로 기관(Institution)을
대신하는 경우이고, (8)은 장소로 사건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Lakoff & Johnson(1980:
36-37)에서는 은유가 그렇듯 환유적 개념도 우리의 언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태도,
그리고 행동을 구조화하며,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8)의 사건이 장소로
대체되는 개념적 환유의 경우 사건의 물리적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
2) ‘장소’가 그 장소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대표하는 경우는 영어나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개념적 환유
가 아니다. Yamamoto(1999: 21)에서는 “일본어에서도 장소의 이름이 그 장소에 사는 개별적인 인간
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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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렇다면 (7)과 같이 기관이 장소로 대체되는 개념적 환유는 어떠한가? 환유가 가지는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매체와 목표가 하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영역에 대해 우리는
Lakoff(1987)에서 제시하는 ICM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체인 장소와
목표인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은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라는 조건을 가진 ICM에 의해
이러한 환유 모델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Lakoff 1987: 77)
이러한 ICM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3). 기관이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관이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명사의 가장 큰
특성은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이다.4) 개인이든 집단이든 행위가 이루어질 때 장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일본어에서도 장소명이 개인을 대체할 수 있다. Song(1995)에서 제시
한 ‘문서’도 대체하고 있는 것이 개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주로 집단이나 단체가 처소로 표현
되는 개념적 환유가 두드러진 것은 개인은 집단에 비해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경향이 덜 하
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행위는 개인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얼마
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반면, 집단은 집단적 행위가 어떤 장소에 기반하는 경우 그 장소는 고
정된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집단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활동의 근본이 되는 거점이 존재
한다면, 개인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비해 그 장소는 자주 바뀌지 않는다. 즉, 집단은 활동
의 근거(根據)가 되는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존속되고 활동을 이어나가므로 집단과 그 집단의
거점이 되는 장소는 항상 같은 영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장소와 집단은 인접성을 가지며 환유
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환유로 인해 이 명사들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의미적으로 ‘유정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9) ㄱ. Furious Moscow condemns 'ridiculous' Western action and demands
Security Council meeting. (The Times, 12 April 1994)
ㄴ. Greece was plunged into immediate mourning after hearing her [Melina
Mercouri's] death in a news flash. (The Times, 7 March 1994)
ㄷ. Wall Street is in a panic. (Lakoff 1987: 77)
Yamamoto(1999: 20-21)에서는 “지리적 개체(Geographical entities)나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ies)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체이고 좁은 의미의 유정성 개념으로서는 분명히 [+유정성]

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9)와 같이 유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제시하며
“Lakoff and Johnson (1980 : Ch.8)은 장소가 그 장소에 위치한 인간들의 집단을 대체할 수
있는 환유의 일반적인 원리가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은 표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리
적 개체는 지각 있는 존재인 것처럼 언급된다고 주장한다”고 그 동인을 환유에서 찾았다. 이
처럼 (9)의 특정한 지역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유정성을 가지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것은
3) Radden & Kövecses(1999: 19-20)에서는 Croft(1993)의 영역(domain)이나 영역 모체(domain
matrix), Blank(1999)와 Panther & Thornburg(1999)의 프레임과 시나리오의 개념도 있으나,
Lakoff(1987)의 ICM 틀이 환유적 과정을 가장 잘 포착 할 수 있다고 보며, 이때 ICM 개념은 특정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백과 사전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문화 모델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4) Langacker(2008: 104)에서 명사의 범형(archetype)은 “우리는 어떤 사물이 주로 공간에 주거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 동사의 범형은 “사건은 주로 시간 속에 주거”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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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장소’로 그 장소에 위치한 인간 집단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더 정확하게는 ‘집단’이라기보다 그 집단에 속해서 집단적 행위를 하는 인간들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의 ‘백악관’이나 ‘워싱턴’, (9)의 ‘모스크바, 그리스, 월 스트리트’
모두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 속한 인간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장소’를 통해 실제
로 가리키는 것은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서 집단적 행위를 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집단이나 단체라고 해서 앞서서 제시된 예들과 같이 모든 단체가 지리적으로 실재하는
장소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 ㄱ. 복장포국교 동문회에선 모금 운동을 벌여 사슴들의 사료를 담을 창고를 지었다.
ㄴ. 미국소아과학회에서도 3살 이전의 아기에게는 수영을 시키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
다.
ㄷ. 당연히 영화계 안팎에서는 여러 대목에 관심을 기울인다.
ㄹ. 학술계 일부에서 최근 냉전이데올로기에 발목잡힌 전쟁담론의 족쇄풀기를 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1) ㄱ. 영문과가 아직 안 왔다.
ㄴ.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박재연
2014: 12)
(10)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에서’ 주어 명사구들이 실재하는 특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집단들로 ‘동문회’나 ‘학회’, ‘영화계’, ‘학술계’ 뿐만 아니라 ‘협의회’, ‘장학회’, ‘기업’,
‘패션계’, ‘업계’ 등이 있다. 이러한 집단들이 거점으로 삼는 장소가 어디에 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들도 역시 추상적인 공간을 근거로 해서 존재한다. (10ㄷ)의 ‘안팎’이나, (10ㄹ)의
‘일부’ 같은 표현이 가능함을 통해 적어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상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더라도 (10)에서 영화계 관계자들, 동문회 회원
들, 학회의 의사들과 같이 이 집단에 속해 문장에서 기술된 행위들을 한 행위자들을 가리킨
다. (11)은 박재연(2014: 12)에서 “추상적인 조직과 그 구성 요소 사이에서 부분 관계가 성립
하는 경우”로 제시된 예들로, 역시나 추상적인 장소에 기반하는 조직들도 개념적 환유를 통해
서 집단에 속한 인간들을 가리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집단과 그 집단이 근거로 삼은 장소가 있을 때 왜 장소가 집단을 대표하는 대
상으로 선택되는 것인가? 즉 왜 집단이 목표이며 장소가 매체로 선택되느냐하는 것이다.
Radden & Kövecses(1999: 22)에서는 “은유에서의 사상은 단일방향적인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환유에서의 사상은 원칙적으로 양방향적”임을 언급하며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호되
는 환유적 해석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지적 원리'가 다른 형식보다 한 형식
의 매체 개체를 선택하는 것을 지배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환유에서 매체와 목표의 선택을 유발하거나 제한하는 원리들에 대해서는 Radden &
Kövecses(1999:

4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먼저

크게

인지적

원리(Cognitive

principles)와 의사소통적 원리(Communicative principles)로 구분하고 인지적 원리는 인간
경험(Human Experience), 지각적 선택성(Perceptual selectivity), 문화적 선호도(Cultural
5) “환유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부터 이미 두 방향이 가능한 환유적 관계인 ‘결과를 원인으로 대신
함’이나 ‘원인을 결과로 대신함’의 환유들이 제시되었던 데서 암묵적으로 보여졌다.” (Radden &
Kövecses 199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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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로, 의사소통적 원리는 명확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larity)와 관련성의 원
리(The principle of relevance)로 하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소로 집단을
대신함’ 환유는 지각적 현저성과 관련한 “좋은 형태가 나쁜 형태보다 우선한다(GOOD
GESTALT OVER POOR GESTALT)”는 인지적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12) ㄱ. The car needs washing. (그 차는 세차가 필요하다). (Radden & Kövecses
1999: 48)
ㄴ. The dog bit the cat. (Lanacker 1993: 31)
Radden & Kövecses(1999: 48)는 (12ㄱ)와 같은 ‘전체로 부분을 대신함’ 환유가 이러한 원
리가 잘 동기화된 경우라고 보았다. ‘차’를 통해서 ‘차의 표면’을 가리키는, 즉 전체를 부분보
다 ‘좋은 형태’로 선호하는 인지적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2ㄴ)은 ‘활성 영역(active zone)’
개념을

들어

환유를

설명한

Lanacker(1993:

31)에서

제시된

예로,

Radden

&

Kövecses(1999: 50)는 이러한 활성 영역 환유는 매체를 통해 목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호성을 피하라는 ‘명확성의 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은 이미 인지적 동기 부여가
높은 사례들이라고 보았다.6) 집단에 속한 사람보다 집단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매체가 되는
것은 전체를 부분보다 ‘좋은 형태’로 선호하는 인지적 경향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에서’ 주어 명사구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은 장소에 기반한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꼭 ‘에서’와 결합해서만이 아니라 명사 그 자체로 본래 문장에서 그 집단에 속한 인
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은 집단과 그 집
단에 속한 이들이 하나의 영역에서 인접성을 가지므로 환유적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된 예문들과 같이 단체에 속한 이들의 행위를 기술할 때, 이미 단체 명
사 자체에서 환유적 과정을 통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11)과 같이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문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1)이나 (10)과 같
이 단체 명사에 처소격 조사 ‘에서’가 결합하여 실현된 형태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 ‘에서’의 의미를 통해 이러한 쓰임이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하
고자 한다.

2.2. 조사 ‘에서’
‘에서’ 주어 명사구의 조사 ‘에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해당 성분의 문법적
지위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접근해고자

한다.

Langacker(2008: 4장)에서는 명사, 동사, 전치사 등 품사들뿐만 아니라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들까지 이러한 문법 부류들을 의미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순

6) “활성 영역 환유들은 ‘부분을 전체로 대신함(WHOLE FOR PART)’ 환유에 의해 높은 동기 부여를 받
으며, 따라서 명확하고 쉽게 이해된다. Lanacker의 예, ‘The dog bit the cat(개가 고양이를 물었
다)’에서 우리는 의도된 목표로 '개의 이빨'을 쉽게 제공한다. 이 환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도된
목표 표현 ‘*The dog's teeth bit the cat.’으로 대체될 수도 없다.” (Radden & Kövecses 199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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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떤 부류의 원형적인 층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법 부류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될 수 있는 도식적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때 도식적 정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윤곽(profile)’이다. 윤곽은 어떤 표현이
“환기시키는 내용에서 주의의 초점”을 가리킨다(Langacker 2008: 98). 즉 어떤 표현의 의미
가 가지는 개념적인 바탕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이는 도형으로 표상될 때 굵은 선으
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등의 요일들은 일주일이라는 개념적 바탕을
가지고 있고 이 바탕 내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윤곽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Langacker 2008:
67)
(13) ㄱ. He uses a heavy bat.
ㄴ. It’s your turn to bat. (Langacker 2008: 98)
윤곽이 문법 부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은
Langacker(2008: 98)에서 제시된 예로

(13ㄱ)의 명사 bat이든, (13ㄴ)의 동사 bat이든

“‘bat’의 내용은 누군가가 공을 치기 위해 길고 날씬한 나무 막대기를 휘두른다는 개념작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명사로 사용될 때와 동사로 사용될 때의 차이는 “나무 도구
를 윤곽화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동작을 윤곽화하는지 달려있다”고 하며, 이처럼 “한
표현의 문법 범주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개념적 내용이 아니라, 특히 그
표현의 윤곽의 본성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Langacker(2008: 98-99)는 이러한 도식을 도형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먼저 “물건,
관계, 양, 변화 등 개념적 구조를 기술하는 데 떠올리거나 지시할 수도 있는 어떤 것에도 적
용될 수 있는” 대상을 ‘개체(entity)’라고 명명하고 이를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명사가 윤곽으
로 삼는 ‘물건’은 원이나 타원으로, 과정 관계와 비과정 관계를 포함한 ‘관계’는 관계에 참여
한 개체들을 연결하는 선이나 화살표로 나타낸다.7)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부류라고 볼 수 있는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명사의 도식적 정의
는 명사는 물건에 윤곽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동사는 과정에 윤곽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에서’의 의미를 분석한 논의로 이기동(1981)8)을 참고할 만하다.
(14) ㄱ. 어머니는 솥에 밥을 지었다.
ㄴ. *어머니는 솥에서 밥을 지었다.
(15) ㄱ. *어머니는 부엌에 밥을 지었다.
ㄴ.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이기동 1981: 19-20)
(14)와 (15)은 이기동(1981: 19-20)에서 제시된 예로 (14ㄱ)에서 솥은 밥의 배경이 되고,
(15ㄴ)에서 부엌은 밥을 짓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14ㄴ)이나 (15ㄱ)과 같이 이 반대는 성립
하지 않는다는 데서 “조사 ‘에’는 장소 이동이나 상태 변화물 받는 개체와 이의 배경이 되는
7) 이때 ‘물건’이나 ‘과정’과 같은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된
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Langacker 2008: 99)
8) 이기동(1981: 9)에서는 “명사나 동사의 의미가 물들지 않은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를 찾아 보는 데
목적”을 두고, “「X가 Y에 V- 었다」와 같은 구조에서 에는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말해
줄 뿐, 그밖의 의미는 X와 V 의 성질과 우리의 세상일에 대한 지식으로 추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의 도식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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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전체 배경을 나타낸다”고 하
였다. 이를 정리하면 ‘에’와 ‘에서’는 어떤 대상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에’는
그 대상이 개체이고, ‘에서’는 그 대상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황화상(2011)에서도 ‘처소’와 ‘소재’를 구분하여9), ‘에’는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문(혹은 상태
변화문)과 위치의 이동을 표현하는 행위문에서 주로 사용되어 ‘대상의 소재’를 나타내는 의미
를 가진다고 보았고, ‘에서’는 행위문에서 ‘행위의 처소’를 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연구를 참고해보면 ‘에서’의 의미 특성은 배경이 되는 공간을 나타낼 때 그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황, 즉 동적인 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여 ‘에서’의
도식적 의미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X
Y
그림 1 ‘에서’의 도식
‘그림 1’에서 도형 원인 Y는 ‘에서’와 결합하는 명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물에 해당하여
원으로 표상되었고, 도형 사각형인 X는 ‘에서’와 관계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이는 사물
뿐 아니라 관계를 가리킬 수도 있는 개체(entity)로 나타내어야 하기에 사각형으로 표상되었
다. ‘에서’가 가지는 사각형 X로 표상된 동적인 사태가 원 Y로 표상된 장소를 배경으로 일어
났다는 도식적 의미는 사격형 X가 원 Y 안에 위치하는 구조를 통해서 표상된다. 예를 들어
‘지수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지수가 밥을 먹는 행위가 일어나는 배경’임을
드러내는 ‘에서’의 의미는 도식적으로 ‘지수가 밥을 먹는 행위’에 해당되는 X가 ‘학교’에 해당
되는 Y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16) 지수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X

Y
Z

그림 2 예문 (16)의 도식

9) 황화상(2011: 300)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여 “‘소재(所在)'와 ‘처소(處所)’는 비슷한 뜻으로 사
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곳(혹은 공간, 장소)’을 지칭할 때에는 ‘처소
(處所)’라는용어를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곳(혹은 공간, 장소)’을 지칭할 때에는 ‘소재(所在)’라는 용어
를 써서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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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예문 (16)에서 ‘에서’의 도식
‘그림 1’은 ‘에서’가 가지는 도식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춘 표상이라면 ‘그림 2’는 예문
(16)을 도식으로 표상해낸 것이다. 명사 ‘지수’는 원 X, 명사 ‘밥’은 원 Y, 동사 ‘먹는다’ 원 X
에서 출발하여 원 Y로 향하는 화살표로 표상되고, ‘지수가 밥을 먹는 행위’는 원 X, Y와 둘의
관계를 포함한 사각형으로 표상된다. 명사 ‘학교’는 원 Z로 표상되고, ‘에서’는 원 X, Y를 포
함한 사각형이 원 Z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렇게 ‘지수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라는 사태는 굵은 사각형 안에 도형들로 표상될 수 있다. (16)에서 ‘에서’의 윤곽은 ‘그림 3’과
같이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17)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18) I'm the tiramisu. (Langacker 2008: 69)
(16)의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의 ‘학교’와 달리, (17)의 ‘우리 학교’는 앞서 2.1에서
살펴본

환유적

과정을

통해

‘우리

학교’에

속해있는

우승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Langacker(2008: 69)는 환유를 좁은 의미에서 ‘윤곽 전이(shift in profile)’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18)의 티라미수가 “일반적인 티라미수의 지시체가 될 수 있겠지만 식당 맥
락에서 그것의 윤곽은 그 후식으로부터 그것을 주문한 사람에게로 전이된다”고 보았다. (16)
에서는 ‘학교’가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체에서 ‘학교’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
에 속한 사람들로 윤곽이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아래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ㄱ

ㄷ

ㄴ

그림 4 처소 명사의 윤곽 전이
‘그림 4’에서 ㄱ에서 윤곽이 부여되어 진한 선으로 나타난 도형이 바로 본래 사태가 발생하
는 배경을 나타내는 ‘장소’로 환유적 해석을 받기 이전의 처소 명사이다. ㄴ에서 화살표는 처
소 명사가 그 장소를 근거로 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임을 가리킨다는 환유적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윤곽 전이를 거쳐 ㄷ에서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행위를 하는 행위주에 윤곽이
부여된다.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환유적 과정을 거치는 처소 명사가 ‘에
서’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에서’가 가지는 ‘X가 Y에 포함된다’는 도식적 의미가 환유가 일어
날 수 있는 환경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환유적 과정을 거치고 난 후인 ㄷ의 도식을 고려하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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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이상 기존의 행위의 배경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에서’에 결
합한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환유적 과정을 통해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므로
기존의 처소격 조사가 가지는 배경의 의미가 실현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에서’ 주어의 조사
‘에서’의 성격이 처소격 조사와 다르다는 점은 ‘에서’를 숨은 주어를 제한하는 관형어로 본 이
정택(2011)이나 ‘에서’ 주어 구문에서 숨은 주어를 상정한 구문을 이중 주어 구문으로본 김민
국(2017)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에서’ 주어 구문에서는 ‘에서’가 더 이상은 기존의
부사격 조사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에서’를 부사격
조사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어떤 표현의 문법 부류는 앞서 (13)과 같이 해당 표현이 가지는 개념
적 내용이 아니라 그 표현이 실제로 해석의 차원에서 어떻게 윤곽이 부여되는가에 따라서 결
정된다고 본다. 환유적 과정, 즉 윤곽 전이를 통해서 ‘에서’가 결합한 처소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장소에서 집단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윤곽 전이가 일어난 대상이 문장
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에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에서’ 명사구를 어떤 문장성분으로 볼 것인가로 이어진다.

2.3. ‘에서’ 명사구
‘에서’ 명사구의 문장성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살피기 전에, 이 두 문제는 이어져 있
으므로 먼저 ‘에서’를 부사격 조사로 보는 입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앞서 (3ㄴ)과 (3ㄷ)
에 해당한다. (3ㄷ)에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지 않고 ‘에서’ 명사구를 주어로 보지 않는 입장
들에는 이익섭·임홍빈(1983), 이남순(1983), 최재희(2004)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에서’
를 부사격 조사로 본다. 이들에서 ‘에서’를 부사격 조사로 분석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에서’
의 쓰임에서 기인한다.
(19) ㄱ. *우리 학교에서 더 유명한 학교다.
ㄴ. *당국에서 책임이 더 크다.
이익섭·임홍빈(1983: 136)에서는 (19)의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서 ‘에서’는 진정한 주격조사가 아니며, ‘집에서 놀아라’의 ‘에서’와 같은 처격조사로 보고,
“그 문장들의 주어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정도인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먼저 ‘에서’ 주어 구문에서 ‘에서’를 처격조사로 보기 어려움은 2.2에서 살펴본 바 있고, 다
음으로 ‘에서’ 주어 구문이 가지는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박양규(1971)에서부터 제시되
어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지 않는 견해들에서 쭉 이어져 왔다. 이 제약은 성광수 (1977:
7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에서’는 상태 동사문이나 피동문의 주어 표지가 될 수 없”고,
“동작 동사문의 주어에 대해서 주격 조사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는 다시금 앞에서 살핀 ‘에서’의 의미에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에서’의 도식적 의미 가운데 중요한 점은 ‘에서’가 나타내는 배경의 대상이
동적인 사태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에서’가 사용된 구문이 동작 동사문에 해당하
기 떄문에 이러한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동작 동사
10) 이는 자연스럽게 ‘에서’ 명사구가 ‘행동주’ 의미역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환유를 통
해 ‘에서’와 결합한 명사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에서’는 문장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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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에서’가 주어처럼 기능하므로 ‘에서’ 명사구를 주어로 볼 수 있을 듯하나, (3ㄷ)의
견해에서 ‘에서’를 주어로 보지 않는 마지막 근거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라는 주어
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숨은 주어를 진짜 주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국(2017: 167-168)에서 앞서 지적된 바 있듯이 이때 상정되는 ‘숨겨진 주어’는 ‘전체부분’ 환유에서 ‘부분’에 해당하는 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유적 과정을 통해서 이미 처소 명사를 통해 지시되고 있다. 환유의 큰 특성 중
에 하나는 ‘ A stand for B’로, 환유라는 인지적 과정이 B라는 대상을 A로 대체해서 인식하
는 인지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 (20ㄴ)과 같이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전체-부
분’ 관계의 ‘부분’이더라도 그 문장과 ‘에서’ 주어 구문은 다른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20) ㄱ.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ㄴ. 우리 학교에서 축구부가 우승을 했다.

그림 5 예문 (20ㄱ)에서 ‘에서’의 도식

그림 6 예문 (20ㄴ)에서 ‘에서’의 도식
‘에서’가 주어로 기능하는 문장에서의 ‘에서’의 도식은 ‘그림 5’와 같이 주어 역할에 행위주
에게 윤곽이 부여되어 있고, ‘에서’와 주어가 함께 나타난 문장에서의 ‘에서’의 도식은 ‘그림
6’과 같이 본래 처소격 조사의 의미대로 행위가 일어나는 배경을 나타내어 행위가 장소 안에
위치하는 구조에 윤곽이 부여되어 있다. 주어가 나타난 문장에서의 ‘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매체의 선택에 작동하는 인지적 원리를 고려했을 때도 숨은 주어의 상정
이라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위처럼 보인다. Radden & Kövecses(1999: 50)에서는
“Lanacker의 예, ‘The dog bit the cat(개가 고양이를 물었다)’에서 우리는 의도된 목표로
‘개의 이빨'을 쉽게 제공한다. 이 환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도된 목표 표현 ‘*The dog's
teeth bit the cat.’으로 대체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처소 명사로 집단의 행위자들
을 대체하여 사태가 기술된 경우에는 처소 명사가 집단의 행위자들보다 사태를 기술하기에 적
절한 대상이므로 이러한 환유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ㄱ)의 ‘에서’ 명사구는 주어로 볼 수 있으며, ‘에서’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한다
는 점에서 조사 ‘에서’도 주격 조사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에서’ 명사구의 주어로서의 쓰임
하고 있는 동적인 사태의 주체인 ‘행동주’ 의미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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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서’와 결합하는 처소 명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개념적 환유가 일어나는 환경이 ‘에서’
의 도식적 의미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에서’ 주어 명사구가 가지는 ‘유정성’은 처소
명사가 환유를 거치면서 획득하게 된 것이었고, ‘에서’ 구문이 ‘상태 동사문’이나 ‘피동문’에서
성립이 어렵고, ‘에서’ 주어 명사구가 ‘행위주’의 의미역을 갖는 것은 조사 ‘에서’가 가지고 있
는 의미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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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에서’ 주어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대한 토론문
김수정(경북대)

이 “‘에서’ 주어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대한 김인환 선생님의 연구는 ‘에서’ 명사구가 주어
와 같이 기능하는 경우의 ‘에서’에 결합하는 ‘처소 명사’에서 일어나는 환유적 과정을 살핌으
로써 ‘에서’ 명사구가 어떻게 주어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아울러 조사 ‘에서’와 ‘에서’
명사구의 문법적 지위를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설명한 논의입니다. 주어와 같이 기능하는 ‘에
서’ 명사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주로 ‘에서’와 ‘에서’명사구의 문법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밝
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에 비해 김인환 선생님의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았
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에서’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밝히고자 한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와 같이 기능하는 ‘에서’ 명사구에 대한 연구경험
이 없다는 점에서 토론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궁금한
점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장에서는 주어와 같이 기능하는 경우의 ‘에서’에 결합하는 ‘처소 명사’에 대해 논
의하고 있습니다. 처소 명사에서 일어나는 환유적 과정에 대해 “‘장소’를 통해 실제로 가리키
는 것은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서 집단적 행위를 하는 인간들이다.”라고 설명하셨는
데, 예문 (4)의 문서 명사구와 ‘에서’가 결합한 경우와 같이 집단에서 집단적 행위를 하는 인
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선생님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4) ㄱ. 보고서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였다. (Song 1995: 766)
ㄴ. 김민국(2009)에서는 ‘(이)서’를 보조사로 보았다.
ㄷ. 우리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국 2017: 160)

둘째, 2.2장에서는 조사 ‘에서’의 도식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유
적 과정을 거치는 처소 명사가 ‘에서’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에서’가 가지는 ‘X가 Y에 포함
된다’는 도식적 의미가 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하셨는데, (16), (17)의 예문에 대한 논의를 보면 ‘에서’의 도식적 의미보다는 앞서 2.1장에서
논의한 ‘에서’에 결합하는 ‘처소 명사’의 환유적 과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학교’를 나타내는 경우인 예문 (16)에 대해서는 예문 (16)의 도식을
그림 2에서 제시하고, 예문 (16)에서 ‘에서’의 도식을 그림 3으로 제시하셨는데, 환유적 과정
을 통해 ‘우리 학교’에 속해있는 우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예문 (17)에 대해서는 예문과 ‘에
서’에 대한 도식을 제시하지 않고 처소 명사의 환유적 과정, 즉 윤곽 전이(그림 4)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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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2.3장에서 (17)과 동일한 문장인 (20ㄱ)에 대해 ‘에
서’의 도식을 그림 5로 제시하셨는데, 이는 그림 4에서 제시한 처소 명사의 윤곽 전이의 ㄷ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에서’가 주어로 기능하는 문장에서의 ‘에서’의 도식을 처소 명사의 윤곽
전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에서’가 가지는 ‘X가 Y에 포함된다’는 도식적 의미보다는 단
지 그림 4에서 설명한 처소 명사의 윤곽 전이를 ‘에서’가 주어로 기능하는 문장에서의 ‘에서’
의 도식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
다.
(16) 지수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X

Y
Z

그림 2 예문 (16)의 도식

그림 3 예문 (16)에서 ‘에서’의 도식

(17), (20ㄱ)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ㄱ

ㄷ

ㄴ

그림 4 처소 명사의 윤곽 전이

그림 5 예문 (20ㄱ)에서 ‘에서’의 도식

셋째, 2.3장에서는 ‘에서’ 명사구의 문장성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
다. 선생님께서는 (3ㄱ)의 입장, 즉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고, ‘에서’ 명사구를 주어로 보는
입장으로 설명하셨는데, 주격 조사 ‘이/가’가 결합하는 경우와 ‘에서’가 결합하는 경우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결합한 예문 (1ㄱ)의
‘각 대학도서관에서’가 ‘처소 명사’가 환유를 거쳐 집단에 속한 인간들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이/가’가 결합한 예문 (2ㄱ)의 ‘각 대학도서관이’는 그러한 환유의 과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추상적인 장소에 기반하는 조직이 환유를 통해 집단에 속한 인간들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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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경우로 설명한 (11ㄱ)과 같은 예문에서 ‘이/가’가 결합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ㄱ) 2000년까지 출판된 각종 연구서들을 각 대학도서관에서 일일이 확인해 목록화했다.
(2ㄱ) 2000년까지 출판된 각종 연구서들을 각 대학도서관이 일일이 확인해 목록화했다.
(11ㄱ) 영문과가 아직 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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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언어의 관점에서 본 토의 담화의 언어 사용 양상
박준범(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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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의 담화에 나타난 언어 사용 양상:
젠더와 언어의 관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범금희(영남대)

이 연구는 대학생의 토의 담화 자료를 교수・학습 환경에서 직접 수집하여 전사한 뒤 그것
을 통해 남녀의 언어 사용 양상을 ‘젠더의 관점’과 ‘언어(문법 및 담화)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사회 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담화 분석 등에 관심을 가진 후학들
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연구 주제에 공부
가 미진한 토론자가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몇 가지 단상들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의
의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설계할 때는 표집, 측정, 절차의 요소
를 갖춥니다. 해당 연구의 경우 ‘절차’는 잘 정리되어 있지만 ‘표집과 측정’에 대해서는 서술
내용이 결여되어 있거나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 연구 대상자 선정이 그러한데 총 4
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대학생 토의 담화의 모델’로 표집으로 보기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연구를 위한 대상자들은 남학생의 나이(24살, 28살)가 여학생(21살, 22
살)에 비해 평균 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녀 혼성으로 모둠을 구성하였다고 연구 결과에
잠깐 서술되어 있는 정도이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기술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유인하여 고안해서 미리 선정한 범주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설
계의 형태이지만, 모둠원끼리 상호작용이 필요한 ‘토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 발생적 언어
자료의 표집에는 석연치 않는 연구 설계의 형태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체면 유지’는 ‘연령’ 변인이 주로 담당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연
구에서 기술된 ‘남학생 K의 과묵성이 ‘남성이 대화를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재고할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전공(영문학, 건축공학, 경영학, 조경학)으로 구분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토의 담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젠더와 언어의 관점에서
어떻게 표집되고 측정될 수 있는지, 또 연구 결과로 어떻게 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젠더(gender)의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젠더는 생물할적 성(性)이 아니
라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性)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따
라 변화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말 끼어들기’ 양상에서 성차적 특징
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토의 참가자끼리의 ‘친밀도’
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토의의 ‘진행자’는 자신이 맡
은 바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미로 인해 화제 전환과 화제 전개에 대한 상대적 발화 횟수(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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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연령’도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호적 끼어들기는 비우호적 끼어들기든 이에 대한 간섭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선행 연구인 강소영(2018)에서는 혼
성 출연자가 나온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적극성이 엿보이는 말 끼어들기 결과가 나타나 여성어
는 변화 과정 중임이며 이는 기존의 남성의 공격적 대화 방식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 했습니다. 이 결과와 연구자의 결과는 유사해 보이며 단지 담화 장면의 차이가 있을 뿐입
니다. 그렇다면 토의 담화로 한정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셋째, 담화 전사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화 전사는 실용성(practicality)의 측면을
고려하여(Johanssin 1991), 해당 연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
사 정보 - 예를 들어 단어, 화자, 말차례 구분, 말중단, 기본 억양, 쉼간격, 웃음 등-만을 포
함하는 “개략적인 전사(broad transcription)”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Du Bois,
Schuetce-Coburn, Cumming & Paolino 1993:46)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에서
사용하는 Jefferson의 전사 체계에서는 특정한 “언어 단위(linguistic unit)”를 구분하지 않고,
화자들의 말차례(turn) 교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화의 미시적 세부 사항들 - 실제 발음,
쉼 간격, 날숨, 들숨, 말 겹침, 말 중단, 억양 변화 등 - 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표준 철자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소리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Atkinson & Heritage 1984, Jefferson 1985, 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김규
현(2009)에서 인용). 그런데 이 연구는 Du Bois 전사 체계 또는 Jefferson 전사 체계에 맞춰
기술된 자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독자의 시각에서, 전체 담화 장면과 담화
의 맥락을 학계에 통용되는 전사 체계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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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글리시 형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
이철우(경운대)
〈차례〉
１. 머리말
２.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３. 콩글리시 형성의 인지적 방식
4 . 맺음말

1. 머리말
국가의 발전과 함께 언어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1980년대부터 산업화, 국
제화, 세계화, 정보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외래어를 수입하게 된다. 하지만 간혹 새로운 문물의
수용 속에서 자체적으로 언어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한자어식 조어와 함께 영어식 조어
도 포함되어 있다. 영어는 국어에서 외래어로 정착한 경우도 있지만, 신조어에 적용되어 콩글
리시 형태로 언중들에게 사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문화나 대상, 개념 등이 자체 내에서 생길
수도 있고 외국에서 유입될 수도 있는데, 이때 신어를 만들기보다는 다른 언어에서 빌려오는
방법을 써서 만든 차용어를 쓸 수 있다(남기탁 2013: 31-32). 콩글리시는 이 차용어의 형식으
로 생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콩글리시는 그 조어 방식을 살펴보면 차용어로만 볼 수
있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선 다른 구조 방식이 엿보인다.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 네이버가 선정한 2017년 신조어 순위를 보면 5위 안에 두 개의
콩글리시가 포함되어 있다(성호철 2017). ‘셀럽’과 ‘하드캐리’가 그것인데 이는 각각 3위와 4
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콩글리시 형태의 영어는 우리 언어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중간계급 이상에서 더욱 뚜렷한 영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영어 실력이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계급간의 차이를 고정, 심화시키는
문화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최샛별, 최유정 2011: 227).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한국어를 만들기보다는 콩글리시를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콩글리시 신조어의 단어 형성 과정이 국어의 신조어와 어떻게 다
른 것인지 혹은 언중들의 인지적 사고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 연구된 사례
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셀럽’이라는 말은 유명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브리티(celebrity)’에서 후반
부를 떼내고 줄여서 ‘셀럽(celeb)’이라는 말로 정착된 것이다. 이런 콩글리시는 국어의 줄임말
형식이 영어에 적용되어 사용되는 예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콩글리시 ‘노트북
(notebook)’은 영어 ‘laptop’과 비교했을 때 사물을 보는 언중들의 인식적 차이가 드러난다.1)
상표명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지만 그 상표명을 짓는 방법이 서양과는 다른 동양적인 사고방식
1) ‘노트북’은 원래 일본 전자회사 도시바의 상표명이었던 것이 보통명사화 된 것이다(나무위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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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의미의
‘lap top’을 통해 사물의 사용 방법이나 사용하고 있을 때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콩글리
시에서는 ‘공책’ 또는 ‘수첩’이라는 의미를 지닌 ‘notebook’으로 쓰이며 사물의 모양이나 기능
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노트북’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건너온 영어라 하더라도 동양인과 서양인의 언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 관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에서 ‘휴대전화’에 대해 ‘handphone’이라고 지칭하고 있
지만 미국식 영어에서는 ‘cell phone’, 영국식 영어에서는 ‘mobile phone’으로 표현되고 있
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콩글리시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
지만, 영어에서는 ‘사물의 내부 형성과 사물의 원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우선 Richard E. Nisbett(2004, 1-263)의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양인은 도(道), 함께하는 삶, 전체, 상황론, 동사,
경험을 중시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데 반해 서양인은 삼단논법, 독립적인 삶, 부분, 본성론, 명
사, 논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것이 언어 생활에도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언어에 대한 관점에서
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콩글리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언중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언중의 언어의 조어에 대
한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국어의 조어적 특징을 밝히
는 것은 물론 사물에 대한 언중의 인식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언중들의 콩글리시 형성 방법을 살핌으로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중들의 사물 인식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국어의 신조어 형태
론의 설명에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을 교육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에 한국인이 많이 쓰는 콩글리시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영어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 단어의 형성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은유와 환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을 적
용해 보기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김해연(2007ㄱ)은 콩글리시의 어휘 중에서 줄임말의 규칙이 적용되어 생성된 어휘의 생성방
법과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콩글리시의 유형은 생략어, 두음자 약어, 혼성어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생략어가 가장 많고 두음자 성어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때 줄임말에 대한
동기는 언어의 경제성의 동기, 구별성 및 대조성의 동기로 풀이하였다. 김해연(2007ㄴ)에서는
콩글리시 어휘의 유형을 음운과 형태, 의미에 의해 분류하고, 여기서도 콩글리시 어휘의 형성
을 경제성의 동기, 구별성의 동기, 현저성의 동기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콩글리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단어 형성 과정을 음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
다. 음운론적인 것은 언중들이 일차적으로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법이기는
하나 의미론적인 측면이 배제되어 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콩글리시는 단어 형성 과정에서
음운적인 현상도 많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언중의 인식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분석 자료에 대해 인지의미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적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콩글리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많은 논문과 저서로 콩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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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지는 않았다. 그것들을 우선 유형
별로 정리하여 형태론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영어의 원어
를 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줄임말로 표현한 것도 있고 국어에서 똑같은 현상을 표현하면서
콩글리시로 나타낸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을 국어에 나타난 현상대로 정리할 필요
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볼 콩글리시는 한국식 조어법과 관련한 단어들이다. 단어의 조어 과
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근이 하나인 콩글리시와 음운론적 혹은 축약어로 만들
어진 콩글리시, 한국어와 섞여서 조어된 콩글리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국식 조
어법과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콩글리시는 김해연(2007ㄴ)에서 다룬 것들과 신견식(2016)에서
다룬 단어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룬 단어들(나무위키 2020)이다. 그 단어들을 종합하여 어근
이 두 개인 콩글리시를 새롭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골든 타임(golden time)

prime time(방송), golden hour(의학)

골 세리머니(goal ceremony)

goal celebration

노트북(notebook)

laptop

더치페이(Dutch pay)

Dutch treat, split the bill

무빙워크(moving walk)

moving sidewalk(미국), moving walkway(영국)

백미러(back mirror)
비닐하우스(vinyl house)

rear-view mirror
vinyl/plastic greenhouse

샐러리맨(salary man)

salaried employee

선크림(sun cream)

sunblock, sun screen

셀카(selca)

selfie

아메리카노(Americano)

black coffee

아이쇼핑(eye shopping)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window shopping
customer service, warranty

오피스텔(office hotel)

studio apartment, office home

오토바이(auto-bicycle)

motor cycle

원룸(one room)

studio(미국), bachelor(캐나다)

원샷(one shot)

bottoms up

웹툰(web toon)

web comic

인터폰(interphone)

intercom (intercommunication phone)

체크카드(check card)

debit card

카센터(car center)

body shop, car repair shop, auto repair shop,
garage, service station

커리어 우먼(career woman)

working woman(간부급), office lady(사원급)

커트라인(cut line)

cutoff line

커플룩(couple look)

his-and-hers, matching shirts/outfits/clothes

할리우드 액션(hollywood action)

simulated foul

핸드폰(hand phone)

cellular(미국)/mobile(영국, 미국) phone

어근이 두 개인 콩글리시이지만 영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없던 것은 제외하기로 하는
데, 예를 들면 홈 서비스(home service)가 그러한 예이다. 홈 서비스는 원래 영어에는 없던
단어였는데 콩글리시였던 단어가 오히려 피자헛 본사로 역수입되어 현재 영어로 사용되고 있
어서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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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글리시도 어휘이기 때문에 보통 어휘를 만드는 과정, 즉 형태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 단어 형성의 경우 보통 Sperber & Wilson의 적합성 이론으로 설명하
는데 적합성에 이르게 되는 타당한 논리를 찾아내 어휘를 분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휘 분
석의 기본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단어의 형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태론적 구조에만 얽매이
기보다는 의미의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즉
콩글리시가 단어로 형성되기까지 인지의미론적으로 어떤 형성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콩글리시가 형성되는 것은 최초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형태를 보았을 때 한국어 화자가 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 보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다른 대
상에 빗대어 말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개체와 관련된 다른 개체를 지
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Lakoff, G. & Johnson,
M.(1980, 2003)의 은유 이론과 환유 이론으로 콩글리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잠재적인 함축
의미의 범위가 넓을수록 청자가 선택해야 할 적합한 함축 의미는 넓어진다는 점에서 은유표현
이 비표준적이고 창조적일수록 약한 함축 형태의 시적 효과의 범주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서
은옥 2016: 223-224). 이런 면에서 콩글리시는 언어의 다양한 시도를 은유적인 것과 환유적
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콩글리시의 의미를 영어 원래의 의미와 비교해 보면서 정리해 보
고 유형별 단어 형성 과정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영어에 나타난 단어 형성 과정과 콩
글리시에 나타난 단어 형성 과정을 인지의미론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영어 화자와 국어 화자
의 인지적 차이도 추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동양인의 사고 과정과 서양인의 사고 과정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3. 콩글리시 형성의 인지적 방식
콩글리시는 국내에 없던 사물이나 행위들이 새롭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인지에 대한 문제
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구조적 은유를 콩글리시의 조어 과정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은유적 구조화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중이 어떤 대상의 부분을 가져와 콩글리시의 조어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어휘를 새롭게 만들 때는 그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지시를 인지적으로 가
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유는 단어 형성 방법을 추론하는 데 중
요한 기제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어떤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다른 개체를 사용하는 데 이

것이 환유라고 할 수 있다(Lakoff, G. & Johnson, M. 1980, 2003: 35-36, 75-85). 대상이나
사물, 사건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먼저 콩글리시가 갖고 있는 한국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골든 타임(golden time)

금같은 시간(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a

골 세리머니(goal ceremony)

골을 넣고 축하하는 행위

a

노트북(notebook)

휴대용 컴퓨터

c

더치페이(Dutch pay)

식당에서 식사한 후 각자 돈 내기

a

무빙워크(moving walk)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길 모양의 기계장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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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back mirror)
비닐하우스(vinyl house)

자동차에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
밭의 온실

c
c

샐러리맨(salary man)

월급을 받는 회사원

c

선크림(sun cream)

햇빛을 차단하는 화장품

c

셀카(selca)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행위

아메리카노(Americano)

아무런 첨가물이 없는 순수 커피 그 자체

c

a

아이쇼핑(eye shopping)

구경만 하고 실제 구매는 하지 않는 행위

a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물건을 구매한 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쳐주는 보증

a

오피스텔(office hotel)

사무실로 쓰는 공동주거지

c

오토바이(auto-bicycle)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c

원룸(one room)

방이 하나인 주거지

c

원샷(one shot)

주로 술을 마셨을 때 잔을 완전히 다 비우는 행위

a

웹툰(web toon)

인터넷에 있는 만화

a

인터폰(interphone)

외부인이 자신의 방문을 알리며 대화할 수 있는 장치

c

체크카드(check card)

계좌에 있는 액수만큼 결제할 수 있는 카드

c

카센터(car center)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가게

커리어 우먼(career woman)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능력을 인정 받으며 일하는 여성

c

커트라인(cut line)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저선 또는 최저점

a

커플룩(couple look)

남녀가 함께 입은 비슷한 디자인의 옷

c

c

할리우드 액션(hollywood action) 실제로는 상대방의 방해를 받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핸드폰(hand phone)

방해를 받을 것처럼 꾸미는 행위

a

휴대전화

c

정리된 콩글리시 단어는 총 26개인데, 추상명사는 ‘a’로 표시하고 보통명사는 ‘c’로 표시하
여 분류해보니 9개가 추상명사에 해당하고 17개가 보통명사에 해당되었다. 26개의 콩글리시
어휘는 은유와 환유의 관점에서 인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먼저 콩글리시의 추상명사를
은유와 환유의 관점으로 분류해 보면 한 개의 은유 어휘와 여덟 개의 환유 어휘로 나눠볼 수
있다.
(3) 골든 타임(golden time)

은유

prime time(방송), golden hour(의학)

골 세리머니(goal ceremony)

환유

goal celebration

더치페이(Dutch pay)

환유

Dutch treat, split the bill

셀카(selca)

환유

아이쇼핑(eye shopping)

환유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환유

원샷(one shot)
커트라인(cut line)

환유
환유

할리우드 액션(hollywood action) 환유

selfie
window shopping
customer service, warranty
bottoms up
cutoff line
simulated foul

‘골든 타임’은 시간을 귀한 금에 은유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
간을 표현하고 있다. ‘골 세리머니’는 공격수가 득점에 성공한 후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나타
내는데, 이것은 득점이 일어난 뒤의 전체적인 상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환유에 해당
한다. ‘더치페이’는 영국에 의해 조작된 네덜란드인의 생활양식 일부를 환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셀카’는 ‘self’의 의미를 ‘자기 자신’이라는 재귀적 의미로 인식하고 ‘camera’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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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촬영할 때의 도구로 보아 환유에 해당한다. ‘아이쇼핑’은 구매는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자
신의 모습 중 눈을 특정화 해서 조어에 활용하였으므로 환유라고 볼 수 있다. ‘애프터 서비스’
는 구매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after’라는 단어에 집약시켰고 ‘service’를 무료 행
위인 ‘봉사’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환유를 발생시켰다. ‘원샷’은 술을 마실 때 한 잔을 완전
히 비운다는 것으로 한 잔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환유이다. ‘커트라인’은 어떤 시험에 합격할
때 최저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환유라고 볼 수 있다. ‘할리우드 액션’은 할리우드가 미
국의 영화 제작소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용해 연기 행위를 환유하고 있다.
이러한 콩글리시의 조어 방식이 영어의 조어 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골든 타임’은 영어에서는 ‘prime time’이나 ‘golden hour’로 쓰이는데
‘time’은 ‘시각’의 의미로 ‘hour’는 ‘시간’의 의미로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영어는 통사적 조
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휘이다. 하지만 비영어권 화자가 은유를 할 때에는 좀더 익숙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ime’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골 세리머니’는 영어에서는
‘goal celebration’으로 ‘축하’의 의미를 내세우고 있다. 콩글리시는 의식 즉 그런 행위를 하
는 기념비적인 의례 행위를 부각시켰지만 원래 영어에서는 의식이 아닌 기쁨을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치페이’는 영국인들이 네덜란드인을 살짝 비하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
네덜란드인의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여겨져 콩글리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treat’에서 ‘pay’로 행위의 범주를 축소한 사례가 된다. ‘셀카’는 영어에서는 어근을 활용한
별개의 단어가 있는데 콩글리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되는 도구인 카메라를 특징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이쇼핑’과 ‘window shopping’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
위가 일어날 때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전자는 사람이고 후자는 사물이라는 것이다. 똑같이 환
유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셀카’와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애
프터 서비스’는 상품의 구매 시점 기준으로 앞과 뒤의 시간에 대한 보증 문제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즉 구매 행위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역시 사람에 대한 부각이 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customer service’에서는 사람을 ‘고객’으로 일반화시키고 그
것에 대한 봉사를 나타내고 있다. 상품 구매 후 일어나는 행위를 하나의 범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원샷’은 술 한 잔을 다 마시는 사람의 빠른 행위에 의미를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영어 ‘bottoms up’은 술잔의 끝을 보인다는 의미로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커트라인’은
최저점이나 최저선을 ‘자르다’는 행위에 조어의 초점을 맞추었지만 영어 ‘cutoff line’은 명사
에 의한 형태론적인 조어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할리우드 액션’도 선수가 거짓으로 하는 행위
에 조어 방식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가짜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파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콩글리시와 영어 원어를 비교해 보면 콩글리시의 조어 방식에서는 형태론적인 조어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것에 단어 선택의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콩글리시
의 보통명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축약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 웹툰, 인터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노트북(notebook)

환유

laptop

무빙워크(moving walk)

환유

moving sidewalk(미국), moving walkway(영국)

백미러(back mirror)

환유

rear-view mirror

비닐하우스(vinyl house)

축약

샐러리맨(salary man)

환유

vinyl/plastic greenhouse
salaried employee

선크림(sun cream)

환유

sunblock, su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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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Americano)

환유

black coffee

오피스텔(office hotel)

환유

studio apartment, office home

오토바이(auto-bicycle)

환유

motor cycle

원룸(one room)

환유

studio(미국), bachelor(캐나다)

웹툰(web toon)

축약

인터폰(interphone)

축약

web comic

체크카드(check card)

환유

debit card

카센터(car center)

환유

body shop, car repair shop, auto repair shop,

intercom (intercommunication phone)

garage, service station
커리어 우먼(career woman)

환유

working woman(간부급), office lady(사원급)

커플룩(couple look)

환유

his-and-hers, matching shirts/outfits/clothes

핸드폰(hand phone)

환유

cellular(미국)/mobile(영국, 미국) phone

콩글리시 ‘노트북’은 사물의 기능이나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laptop’은 물
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빙워크’는 ‘이동하는
걷기’라는 뜻이 되어서 조어상으로는 맞지 않은데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을 환유의
방식으로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영어는 ‘이동하는 보도’라는 원뜻을 살린 조어 방식
을 보여준다. ‘백미러’도 뒤로 보는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끔씩 한국인은 지역
어 화자들이 ‘빽해라’처럼 ‘뒤로 가는 행위’를 ‘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콩글리시는 사람이
뒤를 보기 위해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rear-view’라는 단어를 채택
하여 뒤에 보이는 풍경 그 자체가 나타내는 공간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샐러리맨’은 봉급을 받고 있는 회사원을 단순히 명사와 명사로 결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콩
글리시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지만 영어는 구체적으로 ‘직원’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합성시키고
있다. ‘아메리카노’는 미국인이 마시는 커피라는 뜻을 그대로 직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어는 커피의 색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는 주거공간을 고급스럽
게 표현하기 위해 환유의 방식으로 만든 콩글리시이다. ‘오토바이’도 자동으로 가는 자전거라
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영어가 자동으로 가게 만드는 기계 부품 ‘motor’에 초점이 맞
춰진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원룸’은 한국인이 자취하기 위해 빌리는 방 한 칸에 초점을 맞추
고 있지만 사실 영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대응하지는 않으며 보통 작업 공간의 의미
가 강한 ‘studio’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콩글리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어는 작업 공간이라는 측면의 공간의 관점이 강하다. ‘체크카드’라는 콩글리
시에는 돈을 쓰고 난 뒤에 계좌의 잔액을 확인한다는 인간의 행위적인 측면이 보여지지만, 영
어 ‘debit card’는 계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콩글리시 ‘카센터’는 ‘자동차’와 ‘건물’을 연결하여 만든 전형적인 콩글리시 조어법처럼 보이
지만 ‘센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콩글리시에서 ‘센터’는 건물 그 자
체보다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센터’,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고객센터’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쓰인다. 이는 언어의 잠재의미분석에서 의미공간인 분석의
기반이 되는 코퍼스에 영향을 받는다(강범모 2014: 13)는 점에서 ‘center’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센터’는 자동차와 관련한 사람이 모
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영어는 ‘shop’이라는 단어로 인해 금전적 유통의 의
미를 보여주고 있거나 ‘상점 주인 이름+garage’라는 형식으로 자동차 관련 공간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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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우먼’은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콩글리시이다. 영어는 간부급에서
는 ‘일을 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적 낮은 직급 사원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젠더 측면에서 ‘커리어 우먼’은 직업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남성과 비
교되는 측면이 있다. 아마도 ‘직업’이나 ‘경력’을 갖기 어려운 여성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강
조하는 뜻으로 ‘career’라는 단어가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어에서도 다소 남녀 차별
적인 경향이 보이는데

간부급은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뜻으로 만들어진 조어 방식에 비해

사원급에서는 ‘사무실에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공간 속의 어떤 구성품으로 보여
지는 조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커플룩’은 함께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콩글리시이다. 한 단어로 사람과
옷이라는 두 구성 요소의 의미를 다 보여주고 있지만, 영어는 함께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단어 ‘his-and-hers’와 옷에 초점을 맞춘 ‘matching shirts’가 따로 사용되고 있다. ‘핸드폰’
은 지금 유럽에서도 쓰이는 단어인데 손에 들고 다닌다는 사용방법의 뜻이 담긴 콩글리시인데
반해 영어 ‘cellular phone’은 기계 내부의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와 같은 콩글리시가 만들어진 것은 영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영어에
서 어휘를 갖고 와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김해연 2007ㄴ: 38-39)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영어 어휘를 가지고 올 때의 조어 방식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의 인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에서 콩글리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영어의 조어 방식
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어휘의 연결 패턴과 관계되는 것으로 패턴은 생성의 측면에서 보면
‘형성 기제’라고 볼 수 있으며 저장의 측면에서 보면 연결의 ‘견인자(attractor)’라고 할 수 있
다(나은미 2006: 339). 콩글리시는 영어권 화자들이 만들어내는 패턴과는 다른 독특한 한국어
식 영어 연결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살펴본 콩글
리시를 크게 형태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식 영어인 콩글리시를 보면 먼저 품사적으로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문법적인 조어 방식으로 이루어진 영어 조어에 비해 이러한 측면은 매우 강해 보인
다.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환유의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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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콩글리시 형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대한 토론문

여현정(영남대)

본 연구는 ‘콩글리시’의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은유와 환
유의 기제로 콩글리시 개별 단어들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주된 논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콩글리시는 차용어의 형식으로 생긴 언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조어 방식을 살펴
보면 차용어로만 볼 수 있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선 다른 구조 방식을 가진다.
나. 콩글리시는 단어 형성 과정에서 음운적인 현상도 많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언중의
인식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형태론적 구조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의미의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콩글리시에서는 품사적으로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문법
적인 조어 방식으로 이루어진 영어 조어에 비해 이러한 측면은 매우 강해 보인다.
라.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환유와의 방식이 주
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은유’와 ‘환유’라는 인지적 기제를 사용하여 콩글
리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지며, 특히 기존에 깊이 논의된 바 없
었던 ‘사물을 바라보는 언중의 인식’에 대해 고찰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본 연구가 더욱 깊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논의에서 보강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시합니다.
1) 본 논의에서는 “콩글리시는 그 조어 방식을 살펴보면 차용어로만 볼 수 있는 단순한 차원
을 넘어선 다른 구조 방식이 엿보인다.”, “콩글리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언중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언중의 언어의 조어에 대한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기술하고 있
는데,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
다. 더불어, 영어와 콩글리시에 나타난 구조 방식의 차이를 통해, 사물을 보는 언중들의 인식
차이를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하며, 이 논의에서 콩글리시로 제시하고 있는
단어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
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니다.
2) 본 논의에서는 콩글리시 개별 단어에 대해, 은유 및 환유의 기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서 개별 은유, 환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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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든 타임’은 시간을 귀한 금에 은유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골든 타임’이 은유적 언어 표현이라는 점을 논의하셨는데,
‘골든 타임’이 은유적 언어 표현이라면 여기에 어떠한 개념적 은유가 작용하고 있는지, 근
원 영역(source domain)과 목표 영역(target domain)은 무엇인지가 명확히 언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② “‘골 세리머니’는 공격수가 득점에 성공한 후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득
점이 일어난 뒤의 전체적인 상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환유에 해당한다.” 등과 같
이 본 논의의 분석 대상 중, 22개의 콩글리시 단어가 환유적 언어 표현이라는 점을 언급하
셨는데, 여기에서도 ‘골 세리머니’가 환유적 언어 표현이라면 어떠한 개념적 환유가 작용하
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체가 어떤 다른 개체를 대신하는지, 이들은 어떤 동일한 ICM
내에 있는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①, ②에 대해 향후 서술된다면, 콩글리시 단어들이 ‘은유’나 ‘환유’에 의해 형성되었
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점이 설명된다면, 앞
서 의문을 제기한 1)에 대한 설명력을 더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형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태론적 구조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의미의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이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영어와 콩글리시의 형태적 측면의 차이를 토대로 그 의미의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을 조심스럽
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영어와 콩글리시 일부를 유형화 해 본
것입니다.

영어 단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콩글리시 단어

laptop

노트북(notebook)

black coffee

아메리카노(Americano)

debit card

체크 카드(check card)

working woman

커리어 우먼(career woman)

sunblock, sun screen

선크림(sun cream)

selfie

셀카(selca)

moving sidewalk

무빙 워크(moving walk)

cutoff line

커트라인(cut line)

‘유형1’은 기존의 영어 단어와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고, ‘유형2-4’
는 영어 단어 중 일부를 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차용될 때에 어떠한
부분이 차용되고, 어떠한 부분은 차용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더불어, 이렇게 유형화 하여 살펴본다면, 각 유형들 간의 차이점도 발견해볼 수 있지 않
을까 짐작해봅니다(예를 들어, ‘사물을 보는 언중들의 인식적 차이’는 ‘유형1’에서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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